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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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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2017년 1월 미국 45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군사력은 다시 막

강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아직 그 효과가 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2월 27일, 전년 대비 10%, 즉 540억 달러 증액된 

6,030억 달러를 2018년 국방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했다.1) 대한민국 2017년

도 국방비가 40조원으로 400억 달러가 채 못 된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규모를 알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재임 당시인 2011년 미국 의회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통과

시킨 예산 감축 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미국 국방비를 4,870억 절감할 예정이

었다. 이 법안에 4950억 달러를 추가, 연 일정 부분을 자동적으로 감축시켜 총 

1조 달러의 국방비를 줄인다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이미 미국의 수많은 국방 

전문가들이 국방비를 자동 감축시키는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으로 인

해 미국 군사력은 심각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해 

오던 중 내려진 조치였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자동 예산 감축 계

획을 폐지하고 다시 국방비 증액의 시대를 열었다. 

트럼프의 미국 군사력 강화 계획 중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해군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중 오바마의 국방 계획을 

혹독하게 비판하며 앞으로 미국 해군력을 350척의 주요 함정을 보유한 군사력

으로 증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오바마 시대의 해군력을 ‘1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허약한 해군’ 이라고 비난했다.2)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보았

을 때, 트럼프의 주장은 타당하다. 레이건 대통령 당시 600척 해군을 이야기 

했고 클린턴 당시 350-400척 수준을 유지하던 미국 해군은 오바마가 퇴임할 

무렵에는 270척 수준으로 대폭 감축된 상태다.3) 

1) The New York Times, February 7, 2017.

2) 실제로 미국 해군이 양적 규모가 가장 작았던 시절은 1924년부터 1930년에 이르는 기간으로 당시 

미국 해군의 척수는 135-141척 수준이었다. 미국 해군력 규모 변동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미국 해

군사 및 유산 기록 사령부(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history.navy.mil/research/histories/ship-histories/us-ship-force-levels.html.

3) https://www.history.navy.mil/research/histories/ship-histories/us-ship-force-levels.html. 

미국 해군이 보유한 각종 함정의 숫자에 관한 상세한 역사적 자료(건국 이후부터 현재까지)가 위 

주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미 해군력은 역사상 가장 많은 척수를 보유했던 해는 

1953년 1,122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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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국 해군은 쇠망의 한도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는 전문가4)들이 여럿 있

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시대의 미국 해군이 ‘상대적인 측면’에서도 

막강함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죠지프 나이 교수는 2014년 현재 미국 해군력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해군 17개국의 해군을 다 합쳐 놓은 것만큼 강하다.”5) 고 

평가한 바 있다. 오바마 시대에도 미국 해군은 양적,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무

적의 해군이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 해군은 얼마나 막강해야 하는

가?’ 라는 문제에 대해 견해가 일치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은 미국 해군을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현재 미국은 전임 대통령 오바마의 국방정책을 거의 전적으로 부정하며 군

사력 증강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첫해를 보내고 있

다. 특히 미국의 해군이 허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공

약중 하나로 미국 해군을 350척으로 늘릴 것임을 천명했었다. 트럼프 대통령

은 2017년 3월 2일 거행된 최신형 핵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Gerald R. Ford, 

CVN 79)함의 취역식에서 니미츠 제독이 했던 말을 다시 인용, 미국 해군의 전

략적 기능을 정확하게 묘사했다. “미국 해군의 기능은 미국의 영토에서 적과 

전쟁하지 않도록 하는 것”6)이라고 말이다.

본 논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예상할 수 있는 미국의 해양 전략과 해

군력에 관한 분석이다. 물론 미국 해양 전략과 해군력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새로운 대통령의 세계관과 국방에 관한 

인식, 그리고 변화된 국제정치 환경은 미국의 ‘전략 군사력’인 해군의 기능과 

강조점, 그리고 양적인 측면에서의 증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트럼

프 행정부가 보는 세계정세의 변화와 이에 미국 해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의 주제를 다루어 보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관련 문서들을 섭렵하는 문헌 조사 방법으로 통해 가능한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및 해군 정책을 보여주는 공식 문건들은 아직 간행 

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필자는 가용한 한도 내에서 기왕의 미국 해군관련 

문건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등을 종합,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해군을 그려 

4) Seth Cropsey, Mayday: The Decline of American Naval Supremacy (New York: Overlook 

Duckworth, 2013).

5) Joseph S. Nye Jr., Is American Century Over? (New York: Polity, 2015). 

6)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Remarks by President Trump Aboard the 

USS Gerald R. Ford.’ Newport News, Virginia (March 02, 2017). 원문은 “It is the function 

of the Navy to carry the war to the enemy so that we’ll not be fought on U.S.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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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려고 한다. 

Ⅱ.�트럼프�대통령이�인식하는�미국�해군과�역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는 것이었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군사력과 더불어 막강한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유세 중 자신은 미국의 군사력을 “너무나도 막강하게 만들어서 다

른 나라들이 감히 덤벼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

고 대통령이 된 직후 2011년 이후 시행 되어오던 정부예산 절감 정책 중 군사 

분야의 자동적 예산 절감 방안을 폐기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약 2주일 후, 전

년보다 10% 증액된 6,030억 달러의 2018년 국방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3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최신예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 취역식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는데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 해군 정책과 국방정책의 일단

을 살펴볼 수 있는 연설이었다. 트럼프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진행되어 온 끝이 

없는 예산 감축은 미국의 국방력을 훼손시켰다고 전제하고 자신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자동예산감축안(sequester)과 

시퀘스터가 창출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미국 해군이 미래를 위한 

계획을 더욱 쉽게 마련할 수 있게 하며, 그럼으로써 비용을 통제할 수 있게 하

며, 국민들의 세금을 가장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7)고 말했다. 

기업가 출신인 대통령답게 트럼프는 ‘같은 군함, 같은 비행기를 더 싼 값으

로’ 구매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무기를 구입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바로 그것이 자신의 행정부가 해야 할 일

이라는 것이다. 

우선 트럼프는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 해군의 공격력이 노후(老朽)했

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항모탑재기가 정비를 위해 묶여 있느라 하늘을 나는 시

간이 적다고 말하며, 그 비행기들은 더 많은 시간 하늘을 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8) 현재 미국 항공모함의 주력 탑재기는 개발 및 배치된 지 이미 30년

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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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넘은 F-18 호넷(Hornet) 기이다. 비록 성능개선이 있기는 했지만 항모 탑

재기들은 이착륙 시 일반 공군기보다 훨씬 더 큰 층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

할 때, 호넷은 미국 해군이 사용한 기간이 가장 긴 전투기라 말해도 될 정도다. 

작금 개발 중인 F-35 C기가 미국 해군 항모의 주력 탑재기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더욱 많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은 2040년대 이후에나 F-35를 항

모 주력 기종으로 탑재할 예정이다.9) 

트럼프는 대통령은 미국 해군을 1차 대전 이후 가장 소규모의 해군이라며 

한탄한 후 “걱정 마시오. 미국 해군은 곧 1차 대전 이후 가장 대규모가 될 것이

오. 걱정 마시오.”10)라고 말했다. 물론 트럼프가 말했듯이 미국 해군이 ‘양적’

으로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해군은 되지 않을 것이며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

다. 트럼프의 언급은 미국 해군을 질적으로 막강한 해군력으로 증강시켜 줄 것

임을 약속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트럼프는 항공모함도 12척이 필요하다

고 역설했고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11) 

트럼프는 군함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미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장

비를 갖추게 될 것이며 그것도 짧은 시일 이내에 그렇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군에게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것이며, 이 도구들은 

필요할 경우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할 것이라

고 말한다. 트럼프는 우리는 다시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왕 미국의 행

정부들이 이기지도 못하는 전쟁을 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트럼프는 군에 대한 그의 인식을 보여주는 말도 했다. 자신이 미국군의 훌

륭한 인간들로 구성된 미국군의 총사령관 직을 수행하게 된 것을 어떤 일보다 

영광스런 일이라고 말하고 “나는 매코믹 함장과 이 군함의 선원들에게 경례를 

바칩니다. 나는 항상 당신들과 당신들의 사명을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결

코 쓰러지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복을 입고 이 나라의 방위를 위해 고

생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나는 국가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12) 

 8) 미국 항공모함의 주력 탑재기인 F-18 호넷 전투기들은 1983년 11월 이래 미국 해군이 34년이나 

사용한 구형기종이며 아직 미국 해군은 이를 대체할 주력 전투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9) “Navy, Air Force Are Exploring Concepts for a Next-Generation 6th Generation Fighter 

to Come After the F-35.” Kris Osborn March 1. 2017 http://www.scout.com/military

/warrior /story/1641046-most-read-2016-pentagon-new-6th-gen-fighter.

10)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March 02, 2017 Remarks by President 

Trump Aboard the USS Gerald R. Ford. Newport News, Virginia

11) 2017년 현재 미국 해군의 항모 척수는 10척이다.

12) Op.cit. Gerald Ford함 취역식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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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군인들을 치하했다. 

항공모함 취역식 연설답게 트럼프는 미국의 해양 전략에서 항공모함이 가

지는 핵심적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항공모함과 포드 클래스의 새로운 

항공모함들은 지구 먼 곳에 미국의 힘을 투사하는 사활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대폭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군함의 힘이 사용되지 않을 것을 희망합

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군함의 힘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적들은 심각한 문제

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항공모함의 용도를 반테러 전쟁까지 확대시킨 언급

을 한 트럼프는 “해군의 기능은 우리나라의 영토에서가 아니라 적의 영토에서 

전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니미츠 제독의 유명한 언급을 인용한 후, 니

미츠 제독이 지휘하고 승리함으로써 2차 대전의 분기점을 이룬 1942년 6월의 

미드웨이 해전에 대해서 설명한다. 당시 활약했던 항공모함 요크타운, 엔터프

라이즈, 호넷 등 3척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미드웨이 해전에서 항모의 역

할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를 강조했다. 미드웨이 해전에 참전한 항공모함 3척 

모두 제럴드 포드 함이 건조된 곳과 같은 뉴포트 뉴스에서 건조되었던 군함들

이었다. 

트럼프는 또한 자신이 2월 28일 미국의회 연설에서 오바마의 시퀘스트레이

션을 공식으로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럼으로써 미국해

군이 보다 막강한 전력을 건설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연

설했다. 수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었던 예산삭감 이후 트럼프는 역사상 최대

의 국방비 증강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예산자동절감 장치 폐기로 인해 

미국 해군은 더욱 용이하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기

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무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같은 군함을 더 싼 값에, 

같은 비행기를 더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그럼으로써 더 

많은 군사력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트럼프는 그런 일들

이 바로 자신의 행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과시했다.

트럼프는 현대전쟁의 핵심 능력이 되고 있는 사이버 전쟁 능력을 강조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더 나아가 그는 군수 산업의 확대는 일자리의 확대와 연계 

된다는 점도 강조하며 동시에 과학 기술의 진보도 이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국제적 개입주의를 포기하고 고립주의적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 같은 말들

로 선거전을 치른 트럼프는 “미국은 항상 용감하게 세계를 이끌어온 나라이며, 

나의 국방예산은 미국이 과거에 했던 바로 그 일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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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13)임을 강조한다. 취임 이후 트럼프의 대 아시아 및 대 유럽 정책은 선

거전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고립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트럼프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적 세계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임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군함들은 세계의 바다를 항해할 것이며 미국의 비행기들

은 하늘로 날아오를 것이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미국의 함대를 건조할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지금 비록 하늘이 아주 캄캄할지라도 빛나는 태양이 언제라

도 다시 떠올라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밝게 비추도록 할 것이다. 우리 해군은 

위대하다. 우리 해군은 위대하다.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위대하다.”고 연설했

다. 더 나아가 “미국은 어떤 도전도 격파할 것이며 어떤 위협에도 맞설 것이며 

언제라도 지속적인 평화를 추구할 것이다.”라고 연설했다.

트럼프는 4월 14일 미국과 세계인들이 보는 트윗을 통해 “미국 군사력은 

다른 어느 때보다 급속하게 강화되고 있다.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14) 국제정치의 궁극적인 힘은 군사력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말한 것이다. 트럼프 시대 미국 해군력은 급격히 강화될 것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미국 국민들은 군사력 증강

에 열정적일 것이 분명한 공화당이 지배하는 백악관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

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모양의 해군을 갖추려 하고 있으며 과연 그 같은 

해군의 건설은 가능한 것일까?

Ⅲ.�트럼프�행정부의�미국�해군�건설�계획

1.�트럼프�임기�시작�시�미국�해군의�현황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미국 해군의 군함 척수는 대략 270-290척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양적(量的)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오바마 시대의 미국 해군

13) 동 연설문. 본문은 “America has always been the country that boldly leads the world into 

the future, and my budget will ensure we do so and continue to do exactly that.” 

14) 영문 원문을 인용한다. “Our military is building and is rapidly becoming stronger than ever 

before. Frankly, we have no choice!” Donald J. Trump@realDonaldTrump, April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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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차 세계 대전 후 1924년부터 1930년까지 7년을 제외하면 가장 소규모인 

미국 해군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오바마 재임 중 미국 해군의 양적 규모는 아

래의 표와 같았다.

<표 1> 오바마 시대 미국 해군의 양적 규모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척수 285 288 284 287 285 289 271 275

물론 양적 규모가 작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미국 해군력의 몰락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6년 10월 취

역하게 된 줌월트급(Zumwalt Class) 구축함 DDG 1000 1척은 갖추고 있는 장

비 면에서는 물론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소형 프리깃함 혹은 기

왕의 구축함들과 그 전력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 숫자상으로는 줌 

월트 함도 미국 해군함정 275척 중 1척에 불과하지만 같은 1이라고 볼 수는 없

을 것이다. 줌월트 함은 기왕의 구축함이 진입할 수 없는 취약한 지역에도 마

음 놓고 진입해서 작전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전역(戰域)에서 줌 월

트 1척은 다른 군함 수십 척보다도 오히려 더욱 막강할 수 있는 것이다.

2016년 미국 해군은 항공모함 10척, 순양함 22척, 구축함 62척, 신형 구축

함 1척, 연안전투함(LCS: Littoral Combat Ship) 8척, 공격 잠수함 52척, 전

략핵잠수함 14척, 기타 전투함 71척 등 총 275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기할 

사항은 줌월트 구축함이 추가 되었다는 사실과 수년 전에 비해 연안 전투함의 

척수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2011년 당시 2척에 불과했던 LCS

가 2012년에는 3척, 2013, 2014년에는 4척, 2015년에는 5척, 2016년에는 8척

으로 증강되고 있는 것이다. 줌 월트 구축함 역시 적국의 연안 지역에서 작전

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 해군은 연안 전투 

능력의 증강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트럼프 역시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重視)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는 선거전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바처럼 강력한 군사력의 구축을 

통하여 힘에 기반한 국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세울 것이다. 특

히 트럼프의 미국은 아시아ㆍ태평양 해양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해양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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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접적 마찰을 우려한 오바마 행정부는 해양강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을 적

극적으로 견제하는 데 부정적이었으며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작전’ 실시

에도 소극적이었다.15) 물론 오바마 정부의 미국 해군은 항행의 자유작전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이하 FON)을 여러 차례 걸쳐 진행한 바 

있었지만 중국이 남지나해의 산호초들을 인공 섬으로 만드는 작업을 직접 방

해하거나 노골적으로 막은 적은 없었다. 결국 중국은 오바마 퇴임 무렵 7개에 

이르는 인공 섬을 완성해 놓고 있었으며 향후 더욱더 많은 섬을 확보할 계획이

었다. 

 

2.� 335척�미국�해군�건설�계획의�내용과�전망

군사력 건설은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해군함정의 건조 비용은 비싼 것으로 유명하다. 2017년 취역식을 한 제럴드 포

드 핵 항공모함의 척당 가격은 104억 4,000만 달러(약 11조 원)에 이른다. 제

럴드 포드 클래스 항모 한 척 가격이 대한민국 2017년 국방비의 1/4 이상인 것

이다. 과연 미국의 경제적 여력이 이 정도의 국방비 증액을 감당할 수 있는가

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필자는 미국은 그럴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사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지다. 2030년까지 355척 

해군을 건설하기 위해 미국은 매년 1.9~2.2척의 군함을 건조해야 하며 대략 

년 46억~51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16)

미국은 국방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없다고 보아도 될 나라다. 2

차 대전 당시 미국은 GDP의 40%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했었고 한국 전쟁 당시 

GDP 대비 13%, 냉전 시대 전체 평균 약 6%대의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했

다.17) 트럼프가 제안한 2018년도 6,030억 달러의 국방 예산안은 2016년도 미

국 GDP 18조 5,600억 달러의 3.2% 정도의 금액이다. 3.2%는 냉전 시대 미국 

평균 국방비 지출(6%~12%)의 절반도 채 되지 못하는, 미국 국방비 지출역사

15) 김기주, “트럼프 시대 美 해군력 부활의 전략적 함의,” KIMS Periscope, 2017년 4월 11일자.

16) Ronald O’Rourke, “Navy Force Structure and Shipbuilding Plan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CRS 7-5700, February 2, 2017).

17) Dinah Walker, “Trends in U.S. Military Spending,”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uly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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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할 경우 아주 낮은 수준의 국방비다.18) 미국은 돈이 없어서 트럼프의 

355척 해군 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경제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트럼프 다음 행정부에서도 트럼프의 국방비 증액 정책이 지

속될 것이냐의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전 중 약속했던 미국 해군을 350척 해군으로 증강 시

킬 것이라는 공약에 고무된 미국 해군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6년 12

월 15일, 미국 해군 전력 구조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트럼프의 공약보다 

5척이 더 많은 355척의 해군을 요청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해군이 행한 전력

구조평가(FSA: Force Structure Assessment)에 따른 것이며 FSA는 미국해

군의 전투 사령관들(combatant commanders)이 자신들의 전투 임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군함의 종류와 숫자를 평가한 자료에 기초해서 만든 것

이다. 미국 해군은 수년마다 한 번씩 전력구조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군함이 바다에서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한도가 있다. 미국 해군

은 7개월 해상근무라는 평균을 설정하고 있지만 군함의 숫자가 부족할 경우 바

다에서 근무해야 할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장병들의 피로도

(疲勞度)는 물론 기계들인 군함들도 피로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린

너트 제독(Admiral Jonathan Greenert)은 병사들과 군함에 충분한 휴식을 취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미국 해군은 적어도 450척의 군함을 보유해야만 하

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19) 

그러나 예산 및 다른 요인의 제약 때문에 원하는 군사력을 다 갖추고 있기

는 어렵다. 미국 해군 장교들은 군함의 숫자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그에 앞서 

기존 군함의 능력을 향상 혹은 유지시키는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다. 기존의 군함들이 제대로 유지, 보완되어야만 전투력이 유지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미국 해군은 2015년 3월 308척을 목표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자동 감축 계획이 진행 중인 당시 270~290척 정도로 감축되

었지만 최근 제출된 해군력 건설 계획안인 355척 안은 308척 안보다 무려 47

척의 군함을 더 보유하는 것이다. 증강분에 포함되는 군함들은 18척의 공격 잠

수함, 1척의 항공모함, 16척의 대형 전투함(순양함 및 구축함), 4척의 상륙전

함, 기타 8척 등이다. 355척 해군 계획은 2002년~2004년 계획이었던 375척 ]

18) Ibid.

19) Admiral Greenert 2015년 3월 14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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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이래 최대의 건함 계획이다. 2000년대 이후 미국 해군의 건함 계획 목표

는 대체적으로 300척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당

시 약속했던 350척 해군 계획과 미 해군이 제출한 355척 건함 계획은 사실은 

2016년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및 국가 

군사전략(National Military Strategy)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다.

2017년 1월 27일, 취임 1주일 되는 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군사력 재건에 

관한 ‘국가안보 대통령 메모랜덤’(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

에 서명했다. 이 메모랜덤에는 국방장관은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을 작성, 의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NDS를 작성

하는 목표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최대한의 전략적 유연성(maximum 

strategic flexibility)를 부여함으로써 요구에 부합하는 군사력 구조를 결정하

기 위해서다.

355척 해군 건설은 물론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355척 해군

은 12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할 예정인데 현재의 군함건조 계획 수준을 고려한

다면 2030년이 되어야 12척 항모가 가능하다. 355척 해군 계획이 상정하고 있

는 66척의 공격 잠수함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시기는, 매년 3척의 공격 잠수

함 혹은 2척의 공격 잠수함과 1척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가

정할 경우, 2030년대 후반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함 척수의 증

강은 당연히 해군 병력수의 증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55척 해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략 15,000명 정도 해군 병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

된다.20) 

355척 해군은 기왕의 308척 해군과 강조하는 군함의 종류도 다르다. 공격 

핵 잠수함은 두 계획 모두 12척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355척 해군은 308척 해

군에 비해 공격용 잠수함이 18척 증강되었다는 사실과 대형 수상 전투함이 16

척 증강되었다는 사실에서 가장 크게 다르다. 수상 전투함 16척 상당부분이 순

양함, 구축함 등 대형 전투함(Large Combat Ships)이라는 사실, 상륙전함이 

4척 증가되었다는 사실 등은 미국 해군이 향후 적국의 군함과 수상 전투를 벌

일 가능성과 상륙작전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bid., p.4. 18척의 추가된 공격 잠수함(척당 132명 승조원) 

2,376명, 항공모함 1척당 4,500명, 추가된 구축함 16척에 5,264명(척당 329명), 추가된 상륙함 

4척에 1,520명(척당 380명)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구형 항모는 6,000명의 병력을 필요로 하지

만 Gerald Ford급 신형 항모는 필요한 승무원의 숫자를 대폭 감축시킬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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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척 해군 계획은 항공모함의 숫자도 11척에서 12척으로 올려 잡고 있다. 

적국에 대한 공격 작전 혹은 힘의 과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할 수 

있다.

Ⅳ.�트럼프�시대�미국의�대�동아시아�해군�전략
 

1.�중국은�미국의�현실적�패권�도전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그가 선거전에서 구호로 사용한 용어처럼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

제력과 군사력 및 세계를 이끄는 지도력(Leadership)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국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트럼프는 우선 미국의 힘을 더욱 강력

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방법론을 선택했다. 트럼

프의 미국우선주의를 ‘고립주의’라고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지만 트럼

프 취임 직후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고립주의와는 관계가 먼 것이었다. 트럼프

의 미국 제일주의는 세계적 차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이기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이지 미

국이 세계의 문제에서 빠지거나 고립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국제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있

다. 자국민들을 향해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에 대해 신속한 보복 폭격을 단

행했으며21) 며칠 후인 4월 13일 트럼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ISIS 기지에 

최대의 재래식 폭탄인 폭탄의 어머니(MOAB: Mother of all bombs)를 투하했

다. 2017년 1월 1일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북한은 곧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

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트럼프는 “그럴 일은 없을 

것”(It won’t happen)이라고 응수했다. 2월 12일 김정은은 트럼프 행정부 출

범 이후 최초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아주 골

치 아픈 문제이며 미국은 이를 “강력하게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21) 2017년 4월 6일 저녁 8시 40분 미국은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발사, 화학 무기를 투하한 비행기

가 출격했던 공군기지를 초토화시켜 버렸다. Fox News, April 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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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은 작금 진행되고 있는 위기 상황의 최전선에서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취임이후 최초의 대규모 군사력 사용인 

4월 6일의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은 지중해를 순항 중이던 미국 군함 두 척이 

단행한 군사작전이었다.22) 

한반도 위기가 발발하기 전인 1월 5일 미국 샌 디에고 항을 출발한 핵 항공

모함 칼 빈슨 호는 5월 초인 현재도 남지나해의 분쟁 지역과 한반도 인근 수역

을 항해하며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4월 24일 미국 오하이오급 원자력 

잠수함 미시건호도 한반도 수역에 도착,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작전을 시작했

다. 이처럼 현재 진행 중인 위기 상황의 최전선에서 대처하고 있는 미국 해군

은 향후 보다 체계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할 것인데 그 주요 해역이 동북아시아

로부터 말레이 반도에 이르는 서태평양 지역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해로를 보호하고 해외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미국 해군

의 전략적 임무는 미국이 미국 본토에서 싸우게 될 일을 막는 것이다. 이들 임

무들 중에서도 미국에 대한 위협을 해외에서 미리 차단하는 것이 미국 해군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임무다. 미국의 적들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 이전 격멸될 

수 있다면 미국의 국가안보는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에서 해군

은 미국의 진정한 전략세력(Strategic Force)이다.23)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

국 해군은 마찬가지 전략군사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특히 중

국 해군을 잠재적 맞수로 설정한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전략적인 

면에서 미국과 적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러

시아 역시 미국의 잠재적국으로 인식되지만 2016년 러시아의 GDP가 미국의 

7%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리고 러시아의 해군력이 그동안 몰

락 추세를 걸어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러시아의 해군은 향후 미국의 심각한 

적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1970년대 말 개혁 개방을 이룩한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제2위권

의 부(wealth)를 갖추게 된 중국만이 적어도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나마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의 나라다. 실제로 중국은 지역패권 추

구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이미 자신의 앞바다인 남지나해와 동

지나해에서 미국의 세력을 배재하고 자신의 지배권을 확립할 것을 전략적 목

22) 작전에 참가한 군함은 Ross(DDG-71)와 Porter(DDG-78)호였다.

23) George Freedman, The Future of War: Power, Technology and American World Dominance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Crow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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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삼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해양 전략을 A2AD(Anti Access/Area Denial 반 접근 및 

지역거부 전략)라고 명명하고 대처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다. 미국 전문가들

이 중국 해군력의 증강을 경고하고 이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

한 것도 이미 오래된 일이다.24) 미국 해군이 355척 해군으로 증강 계획을 발

표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이라는 사실도 숨기지 않는다.25) 

미국도 물론이지만 역사상 어떤 패권국도 도전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자

신의 지위를 양보한 적은 없었다.26) 1990년 이래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확립한 

미국은 한때 일본, 유럽 등을 미국의 패권 대한 도전국으로 간주한 적이 있기는 

했지만 2000년 이후 미국이 상정한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국은 중국으로 거의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27) 중국이 잠재적인 도전자로 확정된 이후, 미국의 

국가전략은 결국 중국의 패권 도전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로 

귀결된다. 미국 의회는 국가방위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iscal Year 2000)에 의거 중국 군사력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이미 2000년 회계연도부터 법률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중국군사 관련 새로운 보고서를 매년 간행하고 있는 중이다. 국방 분

야뿐만 아니라 경제 경영 분야의 전문가들도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군사적으

로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며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응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28)

중국의 도전을 막기 위해 가장 유용한 군사력이 해군일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은 점차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중국 해군력의 큰 도전에 당면하고 있지

만29) 남지나해와 동지나해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데 성공한다면 중국의 위협이 

미국 본토에 다다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4) 중국의 해군력 근대화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에 관한 가장 자세한 보고서 중 하나는 Rolan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RL 33153, March 29, 2017. 

25) O’Rourke, Op.cit., p.5.

26) Edward N. Luttwak, The Rise of China vs the Logic of Strateg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27) 관련 논의는 이춘근, 미중패권 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서울: 김 앤김 북스, 2016)을 참조.

28) Peter Navarro, Crouching Tiger: What China’s Militarism Means for the World (New 

York: Prometheus, 2015); Fred Fleitz et.al. Warning Order: China Prepares for Conflict, 

and Why We Must Do the Same (New York: Create 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6).

29) O’Rourke, Op.cit.,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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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ing 

toward Asia-Pacific)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은 향후 수

십 년 이상 중국이 붕괴하거나 몰락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다.

2.�중국의�도전에�대한�구체적�대응

트럼프가 취임한 후 3주가 지난 2월 13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해

군은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선언한 남지나해의 섬들에 대해 더 빈번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30) 중국은 남지나해에 산재

한 여러 섬들을 모두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며 산호초 등을 매립, 

다수의 인공섬들을 만들어 놓았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

루나이 등이 중국의 주장과 행동에 반대하며 중국과 영토분쟁 중에 있지만 이들 

중 어떤 나라도 스스로의 해군력으로 중국의 불법행위에 대항할 힘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소했던 남지나

해의 분쟁에 대해 만장일치의 판결로 필리핀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이 같은 결

정은 남중국해에서의 필리핀의 지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예상되었던 일이지만 중국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전혀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으며, 판결 당일 시진핑 주석은 중국 해군에 전투태세 명령을 발동

했다.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 국제법 혹은 국제기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전략적 인

내(Strategic Patience)라는 비 미국적인 전략으로 갈등 회피에 급급해 왔던 

오바마 정부와는 전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남지나해에서 훨씬 강력한 대(對)

중국 견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을 향한 경고는 2017년 1월 11일 행해진 렉

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더욱 분명히 나

타나 났다. 틸러슨 지명자는 중국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며 “첫째, 

더 이상 인공 섬을 건설하지 말 것, 둘째, 중국의 인공 섬들에 대한 접근을 미

국은 허용하지 않을 것”31)이라고 말했다.

30) 14 Feb 2017 REUTER 통신 Kristina Wong 기자 보도.

31) 본문은 We’re going to have to send China a clear signal that, first, the island-building 

stops,” Mr. Tillerson told the senators. “And second, your access to those islands als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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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의 언급은 중국이 수년 동안 건설해 놓은 섬들에 중국인들이 접근하

는 것을 미국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 측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대단

히 모욕적이고 도발적인 언급이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틸러슨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일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물을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1월 5일 미국 제3함대의 모항인 샌 디에고 

항에서 칼 빈슨호(Carl Vinson)가 서태평양을 향해 출동했기 때문이다. 제3함

대가 제7함대 구역인 서태평양 수역에 진출해서 훈련을 하며 제3함대의 지휘

를 계속 받고 있다는 상황은 전략적으로 예외적이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

다. 3함대 소속 군함이 7함대 구역에서 작전하며 3함대의 지휘를 받고 있는 일

은 2차 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32)

2차 대전 종식 이후 해체되었다가 1973년 다시 재건된 3함대는 날자 변경

선 동쪽의 미국 서부 해안을 지키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함대다. 3함대의 군

함이 종종 날짜 변경선을 넘어 서쪽으로 진입하는 경우 3함대 군함은 7함대 사

령부의 지휘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다. 2017년 1월 서태평양의 7함대에 

진입한 3함대의 제 1항모전투단은 샌 디에고에 위치한 3함대의 지휘를 받고 있

다. 즉 미국은 서태평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두 개의 함대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남중국해는 물론 인도양, 동중국

해, 동해와 서해 등에서 공세적 압박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소위 ‘포함외교’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미 해군은 최신형 구축함 및 잠수함, 항

공모함, 최근 급속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연안 전투함(LCS) 및 최신형 항공

모함 제럴드 포드 함을 동아시아 수역에 배치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

적 해양국가로서 미 해군력을 부활시키는 것은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다시 여

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세계 해양의 안정과 자유를 유지하는 핵심축이 될 것이

다.33)

3.�항행의�자유작전

이미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절 단행한 바 있는 작전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not going to be allowed.” The New York Times, Jan. 12, 2017.

32) The San Diego Union Tribune, January 6, 2017.

33) 김기주,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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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빈번하고 과감한 항행의 자유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행의 자

유작전이란 중국이 선포한 인공 섬에 대해 선언한 영해 선언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전이다. 해양법상 인공 섬은 12해리 영해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중국은 자의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인공 섬들에 12해리 영해를 선언했다. 

미국은 중국의 행동을 해양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중국이 영해라고 선언한 해역에 대해 미국 군함을 항진하도록 하든가 혹은 중

국이 주장하는 영해의 상공에 미국의 군용항공기를 날게 하는 작전을 전개했

다. 호주 항공기도 미국의 FON 작전에 동조,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 상공을 비

행한 바 있었고 일본의 아베 수상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 일본도 FON 작전

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었다.

마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2월 13일 남지나 및 동지나 해에서 FON 훈련을 

더욱 빈번하게 실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중국이 건설한 스프라틀리 

및 파라셀 군도의 인공 섬들에 더 많은 군수물자를 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

혀진 후에 나온 조치다. 이미 미국이 정기적으로 행해오던 이 훈련은 미국 태

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제독의 허락이 떨어진 상황이다. 매

티스 장관이 이를 승인하게 되면 이 안건은 미국 국가안보회의에 전달되며 최

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되게 될 것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2017년 2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던 중,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가장 막강한 라이벌 격인 일본에서 “중국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신뢰

를 파괴시켰다.”(“China has shredded the trust of nations in the region.”)

라며 대단히 강한 어조로 중국을 비난했다.34) “항해의 자유는 그것이 상업적인 

것이던 혹은 미국 해군에 관한 것이던 절대적인 것이다. 우리는 국제수역을 지

킬 것이며 타당한 한 국제수역에서 자유롭게 항해할 것이다.”35)라고 말했다. 

국방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이미 미국 해군이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36) 

전직 구축함 함장 출신인 미국 해군 예비역 장교인 브라이언 맥그레이스

34) Associate Press February 4, 2017.

35) “Freedom of navigation is absolute, and whether it be commercial shipping or our U.S. 

Navy, we will practice in international waters and transit international waters as 

appropriate.”http://www.breitbart.com/national-security/2017/02/14/us-navy- 

planning-operations-near-chinese-claimed-islands/에서 인용함.

36) David B. Larter, “The Navy is planning fresh challenges to China’s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The Navy Times, February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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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yan McGrath)는 항행의 자유작전은 올바른 행동이라고 말하면서 “마을에 

새 보안관이 부임해 왔다. 새 보안관은 합법적이고, 체계적이며 편견이 없는 

자유 항해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 우리는 당신네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오.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오.”37)라

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미국이 중국이 화내는 것이 두려워 이 작전을 단행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국의 불법적인 주장을 재가(裁可)해 주는 것과 마찬가

지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의 불법적인 조치38)를 묵인한다면 이는 궁극적으

로 불법을 불문율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다 공격적인 항행의 자유작전 계획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는 대단히 상이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

기는 했지만 대단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과의 직접적 갈등을 회피하

고자 노력했다. 오바마 재임기간 중 중국은 베트남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작은 

군도(archipelago)들과 산호초(reefs)를 군사화시키는 조치를 진행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하는 보다 빈번한 항행의 자유작전은 미국과 중

국사이에서 야기되는 패권 경쟁의 산물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12

월 당선자 신분으로 대만의 차잉원 총통의 전화를 받음으로써 1979년 카터 대

통령 이래 미국 대통령은 대만 총통과 통화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깨었을 뿐 아

니라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39) 미국과 중국의 관

계 악화는 트럼프라는 특이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미국과 중국의 힘의 관계 변화가 초래

한 구조적인 긴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일본 수상 아베신조가 백악관을 방문하

기 직전인 2017년 2월 8일 중국의 KJ-200 조기경보기와 미국의 P-3 초계기

는 300m 이내에서 비행하는 위험한 순간을 연출하기도 했다.40) 

미국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 제독은 2017년 4월 26일 미 하원 군사위

37) 위의 Breibart News에서 재인용. “We’re not doing this because ‘we don’t like you, China. 

We’re doing this because this is what we do,’” 
38) 인공 섬은 영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현재 해양법의 규약이다.

39)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중국에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하나의 중국 정책은 사실상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영국의 

Economist 지는 2017년 3월 11일자에서 “중국이 하나뿐이라는 정치적인 소설(political fiction)

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여러 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40) Mike Yeo, “US, Chinese aircraft in ‘unsafe’ encounter in South China Sea,” The Defense 

Times Internet 판, February 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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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곧 남중국해에서 새로운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41) 5월 초인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항행의 자유

작전의 시행을 재가하지 않은 상황42)인데 미국이 당장 시급한 핵문제의 해결

을 위해 중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과일 것이

다. CNN은 “미국 국방부가 미국 해군의 항행의 자유작전을 거부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정기적으로 이 작전을 수행했다.”며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

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CNN의 적개심, 그리고 미국 국방장관의 과

거 언급 등을 고려할 때 보도의 신빙성은 의문스럽다. 미국 해군 고위급 제독

들은 모두 FON작전은 당연히 진행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 수립 이후 조정기

간을 거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CNN 역시 “미국 국무부관리의 항행

의 자유작전은 ‘결코’ 중지되지 않을 것”(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in the South China sea won’t be stopping.)이라는 언급을 함께 소개함으로

써 트럼프가 중국에게 지속적으로 양보하고 있다는 주장을 완화시키고 있다. 

자유 항해는 미국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트

럼프가 중국에 양보를 했다기보다는 우선순위 상 앞에 놓인 북한 핵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전술적인 조치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바다에서의 자유 항해 원

칙은 해양국가인 미국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국가 대전략상의 원칙이다. 미국

의 세계 대전략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세계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자유 항해의 원칙이다.43) 

미국 해군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군사력이며 미국 

해군은 자유 항해의 원칙을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Ⅴ.�결론� :�미국�해군의�미래

미국을 건국한 국부(國父 : founding fathers)들은 미국이 해양 국가이며, 

해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1776년 독립 선언 이후 

41) “U.S. admiral sees new South China Sea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World News, 

Wed. Apr. 26, 2017. Internet 판.

42) CNN May 5, 2017 보도.

43) Sarah De Geest and Peter G. Cornett, “Freedom of Navigation and the Liberal World 

Order,” July 25t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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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이상 막강한 군사국가가 아니었으며 특히 해군 국가는 전혀 아니었다. 

겨우 지중해에서 해적과 싸울 수 있는 수준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었

으며, 1861년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을 당시에도 해군은 별 의미 있는 군사력이 

아니었다. 남북전쟁 기간 동안 미국 해군은 확대 강화되었지만 전쟁 이후 또다

시 쇠락의 길을 걸었었다. 미국이 독립한 후 102년이 지난 1878년, 미국 해군

은 세계 12등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군대였다.44) 

이처럼 별 볼 일 없었던 미국 해군은 1890년대 미국 해군대학 교수인 알프

레드 테이어 마한(Alfred Thayer Mahan)의 이론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이후

부터 급속도로 증강되는 계기를 맞이했다. 1898년 발발했던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은 미국의 정치가 및 국민들에게 마한의 주장이 옳은 것이었음을 확신시

키는 계기가 되었다. 마한의 주장은 국가의 위대성은 ‘막강한 해군에 의해 뒷

받침되는, 국가의 전 세계적인 경제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45) 

마한의 이론에 따라 건설된 미국의 함대는 세계의 주요 해로를 장악하기 위

해 적국의 해군을 바다위에서 격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즉 미국의 해군은 

바다위에서 적국의 해군과 싸워 그들을 격멸함으로써 적국 해군을 무력화시킨 

후, 미국 해군이 세계의 모든 주요 해로를 안전하게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 같

은 해군 전략은 1890년 이래 1990년 소련이 몰락하는 순간까지 100년 동안 미

국 해군전략의 기본이 되었다.

냉전(Cold War)을 승리로 종결시킨 미국의 기본 전략은 미국의 패권을 지

속, 강화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이 발표한 

각종 전략에 관한 보고서들은, 예외 없이,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지속하는 것

이 미국의 전략 목표라고 밝히고 있었다. 2012년 1월 5일 미국 국방부에서 간

행된 미국의 국가전략 보고서는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 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을 정도였다.46)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00일 정도 지난 현재 트럼프 시대의 해군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다만 

44) Bernard D. Cole, Asian Maritime Strategies: Navigating Troubled Waters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13), p.40. 이 책의 번역판은 이춘근(역) 격랑의 바다를 헤쳐 나가는 

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의 해양 전략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45)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New York: Little 

Brown and Co.,1890. reprint edition).

46)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the 21st 

Century Defense, Washington D.C. January 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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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해군력의 대폭적인 증강을 통해 오바마의 대아시아 정책인 ‘Pivot to 

Asia’를 힘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밀고 나갈 것이다. 미국 

해군은 트럼프의 지원 약속에 고무되어 355척 해군 계획을 수립했고 2030년의 

미국 해군은 현재보다 훨씬 막강한 해군이 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트럼프 정부 이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3함대 앞으

로!”(3rd Fleet Forward)라는 구호에서 보듯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태평양 함대 2개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2017년 1월 5일 3함대의 

모항(母港) 샌 디에고 모항을 출발한 칼 빈슨 항모전투단은 지속적으로 3함대

의 지휘를 받으며 5월인 현재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에 대해 경제전쟁을 선포했다. 중국이 미국의 공

장 6만 개를 문 닫게 하고 미국의 노동자 300만 명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믿고 있는 트럼프의 주장이 자유주의 경제학 이론에 배치되는 것이기는 하지

만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당분간 중국과 대결 모

드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대결에서 미국 해군은 결코 없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략 군사력의 입지를 막강하게 유지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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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 Navy’s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in 

Trump’s Era

Lee Choon-Keun*47)

The Mahan’s seapower theory has been the basis of US Navy to date as it 

can enjoy the supremacy status in all of the seas of the world. His theory is 

very straightforward. A nation can be a great country in the world just through 

the use of maritime commerce that could be protected by a strong and 

powerful navy. Mahan’s theory on seapower was substantiated in the 

Spanish-American War with respect to how important the naval power is. 

The best thing to make US a great nation was to make sure that flow of 

international trade is smooth, and the unhindered trade could be made 

possible only by the destruction of enemy’s fleet that may obstruct the SLOCs. 

That’s why Mahan insisted that a strong navy was needed and a decisive 

battle by the navy’s fleet at sea should be encouraged as a way of ensuring 

the safety of the SLOCs.

The newly-arrived Trump administration seems to be in line with the 

Mahan’s theory seapower in its policy on naval forces structure. It is expected 

that US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Pivot to Asia policy that has been 

adopted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hrough an increase in its naval fleet 

forces. The number of US navy ships will be 355 in 2030, rendering it much 

more powerful navy than before. 

The catch phrase “3rd Fleet Forward” proposed by the president Trump 

indicates that two carrier strike groups will be present in the Asia Pacific 

region, being able to make the confrontation between US and China more 

*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K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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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e than before. The presence of the US naval forces in the area may 

function as some sort of pressure against China that Trump insisted had been 

responsible for the closure of 60,000 factories and the loss of 3,000,000 jobs in 

the United States. 

Key words : Mahan, Sea Power, Presence, Carrier Strike Group, US Navy, 

F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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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韓美 동맹은 북한의 도발과 전쟁을 억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 민

주화 등을 성취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韓美 동맹의 핵심은 

동맹의 단호한 의지와 전투준비태세라는 무형의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전략무

기로 통칭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공격적 하드웨어이다. 전략무기 중에서도 미

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항공모함

(이하 항모)이 어디 있는가’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듯이 미국이 가장 먼저 이용

할 수 있는 수단은 항모다.1)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2017년 KR/FE 연습 기간 중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은 것은 미국 항모 칼 빈

슨(Carl Vinson)함의 부산 입항이었다.2) 언론에서는 중견국가의 공군력과 맞

먹는다고 했지만, 실제 항모의 능력은 대부분의 중견국가 공군력을 능가한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작전을 할 수 있고, 

전자전기, 폭격기, 전투기, 대잠헬기, 조기경보기 등 다양한 전력이 균형을 이

루면서 네트워크로 통합된 작전을 할 뿐만 아니라 이지스함 및 잠수함과도 함

께 기동을 하기 때문이다. 칼 빈슨 항모는 미국 서부 샌디에고를 모항으로 하

는 3함대 전력인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과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차원에서 한반도에 파견된 것이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항모를 증강 배치함으로써 동북아에는 미국뿐만 아니

라 중국과 일본의 항모 혹은 항모급 전력 증강 구도 및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

다는 점이다.3) 현재 중국은 랴오닝함을 실전투입하기 위한 전력화 작업을 지

1) 클린턴 대통령은 국제적 위기시에 미국 대통령이 하는 첫 질문은 항모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것이라

고 했다. James Wiles, “Where are My Carriers,” American Thinker, www.americanthink.com/

articles/2011/03/where_are_my_carriers.html (검색일, 2017.4.3)

2) 항모 이외에도 일본 이와쿠니에는 F-35B 10대가 지난 1월에 배치되었고, 6월까지 16대로 증강된

다. F-22 전투기는 요코다 기지에 24대가 배치되었다. 괌에는 B-2 폭격기가 3대, B-1B 3대, 

B-52 등이 상시 출격태세를 갖추고 있다. “칼빈슨함, F-35B 스텔스기... 미군, 한반도 주변 전진

배치” 중앙일보, 2017.4.4

3) 트럼프 대통령은 Gerald Ford함 취역준비단에 대한 연설에서 “Ford급과 같은 새로운 항모는 미국

의 힘을 원거리의 지역에 투사하는 해양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확장

시킬 것이며 미국은 이러한 힘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힘을 사용한다면, 상대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임”이라고 언급했다. U.S. Navy, “President Trump Visits 

Pre-commissioning unit Gerald R. Ford,” http://navylive.dodlive.mil/2017/03/03/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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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고 있으며 추가로 두 번째 항모를 건조하고 있고 향후 4척의 항모를 확보

하고자 한다.4) 일본은 이즈모함을 전력화하여 올 5월부터 7월까지는 인도양 

및 남중국해 등을 거쳐 본격적인 실전 투입 및 훈련을 감행하면서 공격적인 행

보를 시작하고 있다.5) 또한, 이즈모함급 2번함인 가가함을 진수함으로써 항모

급 전력을 추가로 확보 하고 있으며 장차 이들 함정에 F-35B를 탑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한국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이 항모를 동원한 군사력 행사에 박차

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국 해

군(이하 美 해군)의 공격능력을 대표하는 핵심전력인 항모의 운용을 중심으로 

美 해군의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美 해군 전략을 이해하고, 유사한 함정을 운

용하는 주변국의 전략을 이해 및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美 해군 해양전략에서 항모는 어떻게 발전하였고 한반도에서 항모

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주변국에서 항모 혹

은 항모와 유사한 함형 보유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항모 혹은 항모급 함정

이 향후 우리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대응과제는 무엇인지를 식

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해양전략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통해 전력투사의 중요성을 도출

한다. 美 해군의 해양전략 발전 과정에서 전력투사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

지를 시기별로 위협, 전략개념, 수행 사례 및 문제점 측면에서 고찰한다. 

-trump-visits-pre-commissioning-unit-gerald-ford-cvn-78/ (검색일, 2017.4.3) 

4) 2017년 4월 23일 첫 자국산 항모 진수식을 앞둔 가운데 이번에는 해군 최대 강습상륙함 건조에 돌

입했다. 075형 강습상륙함은 30대의 무장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고, 동시에 6대의 헬리콥터를 

갑판에서 이륙시킬 수 있다. “중국, 해군굴기 박차... 초대형 강습상륙함 건조 착수,” 세계일보, 
(2017년 3월 31일). 중국의 전략 및 논리에 대한 자료는 Captain Sukjoon Yoon, “Decoding China’s 

Maritime,” Proceedings, Vol. 143/3/1, p.369 참고.

5) 이즈모함은 기준톤수가 19,500톤이고 만재톤수는 27,000톤이며 전장은 248m에 달한다. 가스터빈 

4대를 사용하며 최고속력은 30노트이다. 헬기는 최대 14대를 탑재하고 동시에 5대를 이착륙시킬 

수 있다. 승조원은 470명이며 별도로 450명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작전운용기간이 4개월 

고려 자위대가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면 세계 어느 곳으로도 전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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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美�해양전략

1.�해양전략과�전략개념

국가전략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적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 국가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보역량 중에서도 군사차원의 방법을 

운용하는 것이 군사전략이며 경제, 문화 차원의 역량을 사용하는 방법은 각각 

경제전략과 문화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안보 분야의 제 역량들은 상호 

구분된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다. 예들 들자면, 경제적 역량이 증가할 경우 

군사적 역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문화적 역량이 증가한다면 

전략문화의 발전 등을 고려 군사적 역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칼 빈슨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역량은 증가했지만, 우리의 경제적 역

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전략을 시

기별로 구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같은 시대에도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듯

이 시간의 흐름도 이러한 변수의 영향으로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목적상 시기를 구분하여 이해를 돕고, 특징을 간

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고자 한다. 

해양전략은 군사전략의 하부개념으로서 해양분야의 제반 역량을 활용하여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해양전략은 정치, 외교, 군사, 과학기술 등 

상위의 다양한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각 요소 간 협

조관계가 부재하기도 한다. 해양전략은 평시의 외교, 통상의 보호, 어업, 해저

자원 개발, 보호, EEZ 방어 및 규제화, 연안 방어, 해양경계 획정, 도서 방어, 

해양 관련 국제 규범 참여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6) 뿐만 아니라, 군간 합동작

전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해양전략은 해상에서의 독립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상

륙작전과 같이 지ㆍ해ㆍ공 전력이 함께 작전을 하는 경우처럼 복합적이면서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한다. 해상, 지상, 공중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운

용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시 해양전략의 개념은 해군만으로 제한시키기보다는 

해경, 해병대 등과의 합동작전 개념을 포함시켜야 된다. 

美 해양전략은 미국의 국가전략의 하부개념으로서 미국이 강대국으로 부상

6) John Hattendorf, “What is a Maritime Strategy?” Royal Autralian Navy, Soundings, No.1, 

October 2013, www.navy.gov.au/spc (검색일, 2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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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천혜의 지리적 

요건을 구비하여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

른 해군력에 기반하여 해외식민지 개척에 동참하는 등 공세적인 해양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양통제의 개념에선 지상 및 해상에 대한 전력투

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따라서, 美 해군의 해양전략의 역사를 살

펴볼 때 전력투사의 개념이 어떻게 태동하였고, 유지되거나 혹은 변화되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美�해양전략의�발전

해양전략이론의 태동에 대해서 범선의 시대에도 존재했다는 등 다양한 주

장이 존재하지만, 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알프레

드 마한의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과 같이 군사이론을 역사적 사례에 적

용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본 연구에서도 

근대 이후의 해양전략 발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

는 美 해군 해양전략의 태동과 일치한다는 측면도 있어 연구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가. 태동기 

19세기 후반까지 미국은 지리적 특성상 위협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 강대국들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대한 식민지배 구도

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독일과 일본이 뒤늦게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시기였

는데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천연의 방어막이 형성되어 있어 유럽 강대국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해군의 전략개념은 연안방어였으며 이

러한 방어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뢰를 장착한 함정 확보에 주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안보환경은 산업혁명과 과학의 진보에 따른 증기선의 출현

과 석탄을 공급하기 위한 군항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다. 그 결과, 강대국 함정이 미국의 영토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적 

위협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클라우제비츠의 결전사상을 해

전개념에 도입한 마한은 전쟁을 위한 함대의 부활을 역설했다. 그는 영국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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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권 역사를 바탕으로 美 해군의 발전가능성을 간파하고 방어적인 개념보다는 

해상에서의 결전을 통한 공세적 주도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 결과 적

의 상선단을 격침시키는 순양함보다는 가장 크고 강력한 전함의 건설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강대국간 거함거포주의를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함정의 추진력과 포의 사거리의 증가는 원해에서도 작전을 가

능하게 하였다. 석탄을 이용한 증기엔진에서 경유를 이용한 디젤엔진으로의 

발전은 함정의 안정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과학기술을 이용한 미국의 산업성장과 경제력의 증가는 美 국민들

의 자부심을 고양시켰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

지하는 여론을 형성시켰다. 이러한 여론에 부합하는 것은 강력한 해군을 건설

하는 것이었다. 미국 내에서도 해군력의 건설에 공감대를 형성한 집단

(navalists)이 형성되어, 그 결과 해군력 증강을 위한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

었다.7) 그 결과 해군력은 증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쿠바, 푸에르토리

코, 필리핀, 그리고 괌을 지배하게 되었다. 1899년에는 하와이 제도를 합병하

였으며, 동부 사모아를 지배하게 되었고, 웨이크섬을 점령했다. 

그러나 해군은 두 가지의 전략적 도그마(dogma)에 봉착했다. 하나는 대서

양에 집중을 요구하는 마한의 전략적 집중을 수용할지 여부였고, 다른 하나는 

태평양에 관심을 갖게 된 근본배경인 경제적 경쟁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문

제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했다.8) 해군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전함

의 일부는 태평양에, 나머지 일부는 대서양에 배치했다. 세력집중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함대의 분할에 개탄했지만, 1900년 이후 미국은 주적을 독일로 보았

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1906년 태평양 함대의 모든 전함을 대서양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은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해군력

을 보유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공격적인 해양통제에 의견일치를 이루고 해군

력을 전투함대에 집결시킨 국가를 상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05년에 발생한 

러ㆍ일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격파했을 때 일본은 미국의 잠재적 적

국이 되어 버렸다. 美 해군은 서태평양에 안전한 기지를 중국 본토에서 찾고자 

했지만 실패하자 필리핀의 수빅만을 대체항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요약하자면 태동기 美 해군은 유럽 강대국들의 위협에 대항하고 태평양에

7) Mark Shulman, Navalism and the Emergence of American Sea Power (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95), p.2.

8) George Baer 저, 김주식 역, 미국 해군 100년사 (서울 : 해양전략연구소, 2005),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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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제적 이익을 구사하기 위해 당시 유럽 강대국들과 유사한 함대결전, 원해

항해시 필요한 석탄공급지 확보와 같은 공세적 전략개념에 기반한 함포 위주

의 전력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개념을 구상하기까지 마한의 저서가 큰 

영향을 미쳤으나, 그의 개념이 그대로 美 해군에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자면, 함대 결전을 위한 전력의 집중은 대서양에 함대를 집결해 놓은 상태로 

태평양에 대해서는 대응능력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러ㆍ일 전쟁 이후 

등장한 일본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美 해군은 태동기부

터 전략적 환경과 이론, 경제적 부 및 국민적 성원을 바탕으로 강대국 해군으

로 부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세계 최강 영국 해군의 지위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나. 제1차 세계대전기 

미국은 1913년 독일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흑색 전쟁계획(War Plan Black)

을 준비하였다. 1914년에는 일본을 대상으로 오렌지 전쟁계획(War Plan 

Orange)을 발전시켰다. 1915년 7월 독일이 루시타니아(Lusitania)호를 침몰시

킴으로써 윌슨 대통령은 해군을 확장시킬 명분을 얻었고 “영국보다 더 큰 규모

의 해군을 건설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

다.9) 영국과 독일간의 해전인 유틀란드(Jutland) 해전 다음 날, 윌슨 대통령은 

해전의 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모든 유형의 함정 156척이 1919년 7월에 건조를 

시작하여 1923년까지 완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계획의 핵심은 제1차 세계대

전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에도 미국의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하

기 위한 장기적인 개념이 포함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공세적인 전략개념에도 불구하고 잠수함의 건조 및 운용

개념, 대서양에 치우친 전쟁계획, 기습과 통상파괴전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되

지 않았다. 1916년의 건조계획에 포함된 30척의 잠수함은 해안방어용이었다. 

독일이 초기에 무제한 잠수함전을 전개하여 폭풍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1917

년까지 U보트로 미국 함정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독일이 미국을 자극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었다. 독일은 대형전함이 아닌 소형 잠수함을 갖고서 영

국의 해양이용권을 빼앗아 버렸다. 또한, 독일의 대양함대는 항구에 머물러 있

9) Ibid.,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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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결전이 불가능했고, 미국과 결전을 할 이유가 없었다. 전함이 아니라 해상

수송력과 같은 해양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었다. 선단을 호송하는 것

은 해양통제를 다시 정의 하는 것, 즉 바다가 전투나 초계활동에 의해 깨끗하

게 청소될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해군에서 필요

한 것은 균형(balance)이었다. 전함을 건조하는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잠수함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구축함이 필요했다. 구축함은 기뢰를 보유하면서 선단

호송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호송선단은 전쟁수행을 위한 보급품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요약하자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마한의 함대결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무기체계인 잠수함이 전쟁양상을 주도했다. 전쟁에서 상대국의 

전략개념을 능가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개발 및 운용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것

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과학기술과 무기체계의 발전에 융통성 있게 대응

할 수 있는 전력건설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해양통제가 결전을 통한 적

의 섬멸이 아니라 해양수송의 지속과 같은 전쟁지속 능력을 보장하는 개념으

로 변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균형된 전력을 유지할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로운 무기체계로서 1912년에 최초의 항

모가 등장한 것이다.10) 

다. 제2차 세계대전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가 정착된 시기에 국가의 운명이 해양에 의해 좌

우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함대는 국가가 보유한 강대국의 지위와 균형을 이루

어야만 했고, 해군력은 미국에게 전략적 독립성을 제공했다. 이러한 美 해군력

의 중심은 전함(battleship)이었다. 미국은 1919년 해군의 주요 전투부대를 대

서양과 태평양으로 나누었다. 태평양에 해군력을 배비한 목적은 일본의 활동

범위를 미크로네시아군도로 제한하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진주만과 괌, 그리

고 필리핀의 거점들처럼 요새화된 섬 기지들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해군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연료가 석탄에서 석유로 바뀐 것이었다. 그 결과 

10) 영국에서 함정의 건조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여객선으로 건조 중이던 배를 Argus라는 해상항공

기 탑재함으로 개조하였다. Argus함은 14,000톤으로서 20대의 항공기를 탑재하였으며, Furious

함은 1917년 영국의 전함으로 건조되었으나 개조 및 개선 과정을 거쳐 1939년 22,450톤의 배수

량에 33대의 항공기 탑재함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이르러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모양을 갖춘 항

모가 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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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긴 항속거리와 연료보급의 용이성을 달성하게 해주었다. 1924년 소장으

로 진급한 쇼필드 제독은 미국이 英ㆍ日 동맹에 맞서 두 대양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보고 “태평양에서는 전략적인 공격을 위해 그리고 대서양에서는 전

략적인 방어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11) 

하지만, 워싱턴 조약 체결 이후 강력한 함정으로 명명된 10,000톤 그 이상

의 전함과 전투순양함 또는 구경이 8인치 이상인 함포를 탑재한 함정에 적용되

었는데 美 해군에는 18척만 남아 있었다. 항모의 경우에는 그 등급에 대한 최

대한의 배수톤수가 정해져 있었지만, 척수에는 제한이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을 전후하여서 항모는 다양하게 개발되었는데 대체로 2만 톤 전후의 배수량에 

20～30대의 항공기를 탑재하였다. 항모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상에서의 

해전을 통하여 해상전투의 주력함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41년 12월 7일에 

항모는 미국 해군의 주력함이 되었다. 그 달에는 모두 521대의 항공기를 탑재한 

8척의 항모가 있었다. 그로부터 4년 후 대일전승기념일에는 대형항모 28척과 

소형항모 17척을 취역시켰으며, 해군 항공대는 41,272대의 항공기를 지휘하였

다. 당시는 프로펠러 항공기용 항모이었으며 추진방식도 증기추진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시 미국과 영국의 기획참모진은 유럽을 우선시하고 공동의 

적에 대해 연합전쟁을 하도록 수립된 ‘플랜 독(Plan Dog)’의 개념을 수용했으

며, 루즈벨트도 최소한 유럽을 우선시하는 입장이 수용되는 한 계획을 승인했

다. 1941년 여름에 미국은 일본에 대한 봉쇄정책을 시행할 만한 해군력을 보유

하고 있지 않았지만, 전쟁이 시작된 지 4년이 채 못 되어 세계 해양의 주인이 

되었으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양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1945년 8월이 될 

때까지 5년 동안에 美 해군은 인원이 거의 20배, 함정의 톤수가 6배, 함정 척

수가 60배, 항공기의 대수가 24배로 각각 증가하여 해군은 전 세계에 배치되

어 있었으며, 어떤 해역에서도 공격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다.12) 이러한 함대의 

전투부대와 정찰부대를 가지고 몇 개의 기동함대를 재조직했는데, 각 기동함

대의 중앙에는 전함(battleship)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항모를 배치했다. 1942

년 6월 미드웨이(Midway)해전에서 전함의 함포사격능력 대신 항공기의 기동

성과 장거리 기습능력을 이용했다. 그리하여 30년 이상 해군의 사고와 계획의 

중심에 위치해 온 전투함대는 조용히 사라졌다.

요약하자면, 해군은 국력에 걸맞고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전함을 유지

11) 김주식(2005), Op.cit., p.203.

12) 김주식(2005),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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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항모와 잠수함의 설계와 교

리를 발전시켰다. 대서양에서는 독일에 대항해야 하였고 태평양에서는 일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구비해야만 했다. 미국은 압도적인 전쟁동원 및 지속 

능력을 바탕으로 두 대양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 태평양에서 항모는 전함의 위치를 완벽히 대체하여 전쟁 승

리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해군만의 전쟁논

리에 몰입되어 있었고, 해병대의 상륙공격논리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가 

해군의 전투계획에 포함되지는 않는 등 내재적 문제는 존재하였다. 

라. 냉전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美 해군의 해양전략 발전에 대한 도전요소가 세 가지 

등장했다. 첫째, 비대해진 국방분야에 대한 국민의 감축 여론이 증가에 따른 

국방부의 예산 감축 기조였다. 둘째, 美공군의 창설은 항모에 대한 무용론을 

초래했다. 셋째, 전략적 중요성과 예산상의 이점을 가진 놀라운 무기인 핵폭탄

에 대해 美 해군은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위협이 

대두된 상황에서 포레스탈(Forrestal) 국방장관은 서방세력의 약화가 유화정

책을 유도하고 유화정책이 침략을 조장할 것이라는 점을 염려하여 소련에 대

한 봉쇄(blockade)를 열렬히 지지하였다. 봉쇄는 군대의 증강을 의미했다. 무

엇보다도 해군은 어떤 지역에 고정되어 배치되지 않고서도 분쟁지역에 대해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해군참모총장이었던 니미츠(Nimitz) 제독은 해양통제를 ‘군사력 투사(power 

projection)’와 연관시켰다. 물론 마한에게 전투함대의 대규모 교전은 뒤이은 

봉쇄와 육군의 상륙작전 지원을 위해 길을 열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

지만, 지난 50년 동안 마한식 결전 이론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해전이 해군 

자체만의 능력으로 전쟁을 결말지은 것처럼 해군 전략을 독자적인 것으로 생

각하도록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해군의 전략은 오래 걸리는 전쟁을 염두

에 두었고 전쟁을 단기적인 핵사용과 다른 관점에서 좀 더 광범위하고 보다 나

은 의미에서 해양전략은 육상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쟁은 소모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소모전에서는 해양통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 될 것이었

다. 해군 지도층은 해군 항공기를 후자의 견해에 접목시키기를 희망했다.

군사력 투사 개념과 항모의 역할을 연관시킨 것은 셔먼(Sherman) 제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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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는 美 해군은 전진배치(forward presence)와 공격전략의 전통에 기반하

여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부대가 필요하며 작전의 중심에 항모를 위치시키고 

전통적인 무기나 핵무기의 수송 선택권을 항모에게 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전

진배치된 고가의 항모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깊숙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항

공타격이 필수적이었다. ‘근원지에 대한 공격’ 논리는 해전만큼이나 오래된 관

행적인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자신의 입장을 당대에 확정할 필요가 

있었을 때 해군 전략개념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1947년 국가안보법(NSA, 

National Security Act)은 해군 조종사에 대한 공군의 지배를 부정하였기 때

문에 해군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美 해군은 해양통제 기능과 관련된 항모 함재

기와 육상기지 항공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해군은 제

해권 덕분에 소련을 둘러싸고 있는 내륙과 해안을 따라 늘어서 있는 동맹국을 

지원할 수 있었다. 터키, 남부 유럽, 수에즈, 스페인, 아이슬란드, 일본, 필리

핀이 지원대상국이었다. 

6ㆍ25전쟁의 발발은 항모 기동부대를 중심으로 한 널리 분산되어 전진배치

된 함대들로 이루어진 다양하고도 세계적인 군으로서의 해군의 가치를 입증한 

사례가 되었다. 함대들은 해양통제, 대잠전, 상륙작전, 해안 목표물에 대한 재

래식 기습과 공중강습을 통해 기습 등과 같은 많은 공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

다. 해군 항공부대와 해병대는 6ㆍ25를 수행하면서 미래에 해군의 한 부분으

로서 다시는 도전받지 않을 귀중하고 돋보이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제한전과 

장기전에서 해양력의 개념적 그리고 작전상의 가치를 입증하였다.13) 

美 해군과 핵무기의 역할에 대한 문제는 버크(Burke) 제독이 해결하였다. 

그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국방예산을 실제로 차지할 수 있는 수단을 핵무기

로 이해했다. 항모에서 핵무기를 장착한 전투기를 운용할 뿐만 아니라 핵잠수

함에서 폴라리스 중거리탄도탄 발사 프로그램을 성공시켜 공격력과 억제력에 

기반한 전략적 해군 건설을 달성하였다. 버크는 전략공군의 반대를 무마시키

기 위해서 제한된 억제력(finite deferrenc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강력

한 함대를 주장했던 버크는 경사갑판(angle-deck)과 증기 사출장치(catapult)

를 보유한 포레스탈급 항모를 획득하여 중무장 공격용 핵무기까지 발사 가능

13) 김주식(2005), p.588. 구소련의 잠수함 중심의 해양거부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美 해군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다. 첫 번째는 해상에서 잠수함을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 대잠공격부대에 

의한 지구전 전략이었다. 둘째는 방어선전략으로 소련 함정이 대양으로 나가기 위해 지나야만 하

는 해협에서 기다렸다. 세 번째는 항모 항공력에 의한 공격이었는데, 이 공격은 항공 핵부대를 위

한 합리적인 해양통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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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2대의 항공기를 탑재하였다. 

그러나 그는 핵무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 항모는 신속하게 이동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기지역에서 쉽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었다. 항모

의 함재기는 어떤 미사일 시스템과도 필적할 수 없는 균형감각과 정확성을 보

유한 무기들을 운반할 수 있었다. 육상기지와 해상기지의 장거리 미사일과 전

략공군사령부의 유인폭격기부대가 제한전에 적합하지 않고 또한 제한전을 위

해 배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버크는 해군의 타격용 항모와 해병의 공격부대

가 이제 국가의 ‘창끝(point of spear)’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어떤 해외개입에

도 해양통제를 필요로 했다. 

케네디 행정부는 구소련에 대한 봉쇄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두 가지의 전략

개념을 추구했다. 하나는 자신감이 있는 파멸위협에 의한 핵전쟁의 억제력이

었으며, 다른 하나는 유연반응으로 불리는 전략이었다. 핵에 대한 억제력은 3

축(triad)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여 전략적 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잠

수함의 개발로 이어졌다. 유연반응전략은 재래식 전력으로 하여금 지역적 문

제를 해결하고 상대적으로 도전에 응하며 가능하다면 초기에 재래식 도전에 

대응할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해군은 이미 어느 곳에나 도달할 수 있

고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제한전과 재래식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기

간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다양한 작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해군

의 유연성을 입증해 주는 것은 속력이었으며, 1962년에 쿠바를 봉쇄하는 데에

도 그 신속성 때문에 성공했다.

요약하자면, 美 해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방예산 감축, 예산에 대한 

통제 강화, 핵무기 통제권 등 해군에 도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해양통제의 

중요성, 유연 반응, 지상에 대한 군사력 투사라는 개념을 구소련을 대상으로 

발전시켰다. 군사력 투사와 관련하여 1982년에 발간된 해양전략은 공지전투개

념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적에 대한 파괴는 초기에 기습을 이용한 강력한 타격

을 통하여 적을 혼란하게 만들고 이어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공격을 해야 한다”

는 공세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해이워드(Hayward) 

해군참모총장은 전쟁 초기 적의 해상전력을 격멸하여 우군의 작전 여건 및 자

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4) 또한, 헌팅턴은 증가하는 적의 잠수함 위협

에 대해서 대잠전을 주요 작전으로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해군의 고

14) Lisle Rose, Power At Sea (Columbia :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2007),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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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임무는 지상에 대한 공격작전이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6년에 

발간된 해양전략에서 해군의 주된 임무는 구소련에 대한 전투수행으로 명시되

었듯이 해군의 임무는 군사력 투사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마. 탈냉전기 

미국은 2002년에 발간한 ‘Sea Power 21’에서 주된 위협국가를 중국과 극

단적 폭력주의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적들에 대한 전략개념은 전장에서 신뢰할 

만한 전투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억제하며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개념 구현을 위해 3축으로 ‘Sea Strike(해상 타격), Sea Shield(해상 방

어), Sea Base(해상 기반)’를 구축하고 이를 ‘FORCEnet’을 통해 탐지체계, 네

트워크, 무기, 플랫폼을 통합하고자 했다. 중국에 대한 위협을 상정한 또 다른 

전략문서는 2006년에 발간한 ‘Navy Operations Concept’와 ‘Navy Strategic 

Plan’의 ‘GWOT(Global War on Terror)’ 개념이다. 미국이 테러에 대한 위협 

대처에 집중하고 있을 때 중국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듬해에 발간된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에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 공공재(common goods) 보호를 위한 다국적 협력 강화

와 통합안보를 위한 노력에 대한 개념을 부각시켰다. 2010년에 발간된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도 비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는 국제

적 파트너십 발전을 통해 공공재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시퀘스터 도입과 연계하여 국방부 감축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중국 견제 노력에도 한계는 존재한다는 이

중고를 겪었다. 첫째, 안보공약이 분산되어 있다. 이는 안보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자산의 분산을 초래한다. 둘째, 위협에 대한 예측이 불가하여 대비가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의 공격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ISR(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능력과 핵능력뿐만 아니라 

대함미사일과 핵잠수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모의 능력을 빠르게 증가시켜 

나가고 있었다. 美 해군 참모총장 리차드슨(Richardson) 제독은 2016년 10월 

3일자 ‘DEFENSE NEWS’ 주최 강연에서 중국 해군의 위협을 보다 심각하고 공

격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차원에서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 Area 

Denial)라는 방어적 용어의 사용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태평양 수상전력사(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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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s Command)의 로덴(RODEN) 제독은 ‘분산된 치명성(Distributed 

Lethality)’이라는 전략개념을 소개했다.15) 내용은 개별 함정의 공격력을 증강

시켜 네트워크화된 분산 공격진형을 취하는 것에 의해 적의 수색 및 추격을 곤

란하게 함으로써, 공격 밀도를 낮추고 항모탑재 항공기의 지원 없이도 합리적

이고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美 해군 수상함이 3~4

척 규모의 수상전투단으로 분산되어 활동하면 잠재적 위협국의 아군에 대한 

공격능력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아군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해양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美 해군 수상부대는 이 개념을 기초로 ‘Hunter 

Killer / SAG(Surface Action Group)’ 부대에 의한 훈련을 최근 실시하고 있

다. 이러한 개념의 발전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중국 항모기동부대의 작전

가능해역으로 美 해군 항모부대는 육상 및 수상, 수중, 그리고 공중으로부터의 

미사일 위협에 의해 이들 해협에서 작전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

로 발전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군사력 투사를 위한 핵심 전력 확보가 우선임을 간과해

서는 안 된다. 2015년 8월에 공개된 ‘Maritime Security Strategy to Achieve 

U.S. Objectives’에서 미국은 첫째, 해양영역(maritime domain)에서의 美 군

사능력 강화, 둘째, 동맹국과 우방국의 군사역량 강화, 셋째, 위험 감소 및 투

명성 제고를 위한 군사외교 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공개되고 효과적인 지역 안

보제도 발전을 주 노력선으로 지정하고 해양영역에서의 미국의 군사능력 강화

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놓았다. 이는 필요시 결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량

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항모를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항모로 대체하고 줌왈트(Zumwalt)급 구축함과 아메

리카(America)급 상륙함을 역내 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현실화됨에 

따라 미국은 태평양에 배치된 3함대 전력을 7함대해역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태평양함대사령관인 스위프트 제독은 이러한 개념을 

구체화하여 2017년 KR/FE 연습시 3함대 소속 제1 항모강습단을 한반도 전구

에 투입하였다. 2017년 1월에 발간된 ‘Surface Forces Strategy’에서는 항모

가 투입되었지만, 수상전력은 패키지화되고 분산되며 개별함정은 무장의 파괴

력을 증가시켜 대응하도록 하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아직 3함대 항모가 7함대 

15) Thomas Roden et al., “Distributed Lethality,” Proceedings, No.1, 2015, https://m.usni.org/

magazines/proceedings/2015-01/distributed-lethality (검색일, 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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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에 진입시 지휘관계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결론

적으로 동북아에서 美 해군 항모의 전력은 증가하게 되었고 동맹국 해군 간의 

상호운용성을 증가시켜 동맹의 군사적 대응능력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

 

Ⅲ.�美�해양전략과�한반도에서�항모운용�사례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은 기습남침을 통한 한반도 공산화를 노렸을 당

시 美국방장관이던 존슨(Johnson)은 미군에서 몇 개의 B-36 전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美 해군과 해병대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6ㆍ25에

서 해양통제의 중요성은 인천상륙작전에서 그 빛을 발하였다. 맥아더는 “해군

과 해병대가 오늘 아침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 보인 적은 없었다”고 전문을 보

냈다.16) 미군과 유엔군은 강력한 해양통제권의 행사를 통해 침략을 저지했으

며, 분명히 승리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힘은 국력의 한 국면에 불과할 뿐

이며, 그 힘만으로는 한국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힘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패배했을 것이다.17) 

해양통제권과 제공권이 장악된 상태에서 美 해군은 인천상륙작전, 북한군

에 대한 육상보급로 차단 등 지상에 대한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었다. 해군과 

해병대의 유효성은 입증되어 공군력만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존슨 국방장관은 경질되었다. 1951년 美 해군은 포레스탈(Forrestal)급 항모의 

건조에 착수했다. 이어서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유사한 항모의 건조로 이어

졌다. 1961년도에는 핵추진 항모인 엔트프라이즈(Enterprise)급 항모가 건조

되었고 1975년도에는 니미츠(Nimitz)급 항모가 건조되었다. 핵항모는 연료재

보급 없이 13년간 작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18) 이러한 항모들은 공격과 

지원 기능뿐만 아니라 적의 핵공격시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전투기를 탑재

하고 반격할 수 있다는 점은 강한 억제력으로 작용했다. 해병대는 항공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해군은 공격력을 보유한 함정을 건조할 수 있었다. 대표적

16) James Field 저, 김주식(옮김),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서울: 해양전략연구소, 2013), p.xi.

17) 김주식(2013), p.xiii.

18) E.B. Potter, Sea Power : A Naval History (Annapolis : U.S. Naval Institute Press, 1981), 

p.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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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함정이 상륙강습함이다. 1960년대에는 이오지마(Iwo Jima)급 상륙강습함

이 건조되었는데, 1개 대대를 공중으로 강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1970

년대에는 타라와(Tarawa)급 강습상륙함이 전력화하였고 이 함정에는 수직이

착륙 항공기를 탑재하여 공격력을 증가시켰다.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항모가 한반도 해역에 전개하였다. 위기 중에

서도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발생한 도끼 만행사건은 6ㆍ25전쟁 이후 최

악의 전쟁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하자 포드(Ford) 대통령은 즉각 

북한측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워싱턴 특별회의를 소집했다. 미국과 북

한과의 협상은 결렬되었고 위싱턴 국가안보회의는 ‘데프콘 Ⅲ’을 발령했다. 

1976년 8월 21일 미국 보토와 대한민국의 주변국에 주둔한 미군 기지에서 ‘폴 

버넌 작전(Operation Paul Bunyan)’을 시행했는데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

다. 공대지 핵미사일(AGM-69 SRAM),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하

였을 뿐만 아니라 함재기 65대를 탑재한 미드웨이(Midway) 항모와 순양함 5

척이 서해안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 이후 美 항모의 서해안 진입은 중국과의 갈등을 일으켰

다. 중국은 서해가 한 국가가 힘자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며 만약 미국

의 핵 추진 항모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함이 韓美연합훈련에 참가

한다면 베이징(北京)과 텐진(天津) 같은 중요 도시와 동부연안의 경제발전 지역

들이 미군의 군사적인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때마

다 美측은 한반도에 핵추진 항모, 핵추진 공격잠수함, 장거리 전략폭격기, 스

텔스 전투기를 전개시켰다. 장거리 폭격기가 항공기의 특성상 신속하게 한반

도에 전개하는 반면, 항모는 기동시간 고려 韓美연합훈련이나 국제관함식 등 

공식적인 훈련 및 행사에 참가하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전개되었다. 예들 들자

면, 2017년에는 KR/FE가 종료된 이후에도 칼 빈슨 항모강습단은 한반도에 전

개되어 북한의 위기 고조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

에 직접적인 억제 및 대응역할에 한 축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약하자면, 6ㆍ25 당시 美 해군이 완벽히 확보했던 해양통제는 중국의 국

력 성장 및 해군력 강화와 맞물려 상당부분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천안함 침몰 이후 美 해군 항모가 서해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항모의 운용과 추가 건조를 통해 향후 서해를 내해화할 것이며 자

국 어선 보호 명목으로 공세적 행보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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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6ㆍ25 당시 수행했던 美 해군의 역할과 해양통제 능력

은 부분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중국의 항모뿐만 아니라 수상함, 잠수함, 상륙함, 정보함 등이 한반도에

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상륙작전, 대잠전, 대공전 등에서도 동맹의 전쟁수

행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주도의 통일에 심각한 장애요소

가 육상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Ⅳ.�향후�美�해군의�해양전략�

美 해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美 해군은 

단독으로 전 세계의 위기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007년 당시 

美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멀린(Mullen) 제독은 美 해군만이 아닌 동맹 및 파트

너의 해군을 포함하는 ‘1,000 ship Navy’를 천명하고 동맹 및 우방국과의 군

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고 이러한 사항은 2015년 8월에 공개된 ‘Maritime 

Security Strategy to Achieve U.S. Objectives’에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국의 영토 위협에 대응하고, 역내 전반에 걸쳐 해양 안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맹과 우방국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이다. 또한 능력 제공뿐만 

아니라, 관련국의 기반시설, 군수지원, 관련제도를 강화하고, 전력 운용 및 유

지에 필요한 실전적 기술 발전에도 노력 집중하지만, 미군은 향후에도 당분간

은 어느 해군과도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美 해군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작전을 해야 한

다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거리의 횡포(Tyranny of Distance)’

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특히,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다양화하는 시점에서 

즉각적 대응을 요구하는 한국에게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개전 초 

핵과 미사일 능력을 사용하여 조기에 주도권을 장악하여 협상 및 휴전으로 돌

입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6ㆍ25와 같이 미래 한반도 전쟁은 장

기화된다는 것인데 美 해군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전

쟁 장기화가 반드시 미국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북한은 주일 미군기지, 일본, 미국에 대한 핵무기 사

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협을 가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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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전략자산의 전개를 통해 북한에 대해 단호한 

韓美 동맹의 의지를 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지상의 전장

이 고립될 경우 항모와 같이 해상 어디에서든지 공격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력

이 무엇보다도 유용할 것이다. 

둘째, 전쟁 초기 한국군의 생존성을 극대화시키고, 이후 작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격력 및 작전수행능력 뿐만 아니라 미군과의 상호운

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6ㆍ25 당시 미군에 맡겨진 전시작전권은 미군이 주

도하여 전쟁을 수행한 것이지만, 이제는 한국군의 능력이 향상되었고, 한국군

이 주도할 수 있는 분야를 식별하여 韓美 해군 간 승수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제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엔사 전력제공국들과도 전략

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전력전개가 가능하도록 연습을 강화해야 한다. 

유엔사 후방기지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

과 건설적 유도방향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 한국군의 생존

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은밀성과 생존성을 향상시키고 전략적으로 파괴

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무기를 수상과 수중에도 배치해야 한다. 

Ⅴ.�결론

항모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을 겪어 왔다. 그 이

유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강대국만이 항모 혹은 유

사한 전력을 보유해 오고 있다. 항모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자부심과 

긍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美 해군은 이러한 가치를 잘 알기에 항모의 능력

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느 나라도 美 해군의 항모

에 대적할 만한 능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초기 주도권을 

상실한다면 이후에 공격력은 美 증원군이 올 때까지 동맹의 현존 전력으로 대

응할 수 밖에 없다. 美 증원군의 도착은 중국의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 또한 배

제할 수 없다. 따라서,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

도권을 확보 및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상의 주요 작전기지가 적의 핵과 

미사일 무기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해상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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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전력에 의한 보복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능이 개선된 독도함급을 

억제 및 제2격(second strike) 전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전쟁 초기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전쟁양상이 6ㆍ25와 같이 장기전화할 경

우에도 성능을 개선한 독도함과 같은 함정의 역할은 한반도 통일 상황을 고려

시 중요한 역할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동급 함정은 한반

도 주요 항구,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뿐만 아니라 유엔사 후방기지 등에서도 

군수물자 등을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성능이 

개선된 독도함의 척수는 적어도 2척은 되어야 동해 및 서해에서 양동 및 상륙

작전을 감행하면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잠수함의 위협을 제거하

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이를 위해 항구에 있는 잠수함을 공격하는 개념 등을 

병행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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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US Navy’s Maritime Strategy 

and the ROK’s Tasks with a Focus on the Roles 

of Aircraft Carrier

Kwon Young-Il*19)

Neighboring powers in the Korean Peninsula have started to develop and 

operate aircraft carriers or equivalent forces to cope with ris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also to show its national might.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has added a aircraft carrier from the 3rd fleet to western 

pacific theater of operation, whil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undergoing 

operational test of Liaoning as well as preparing for christening of its 2nd 

aircraft carrier. Japan is flexing its muscle as well by deploying Izumo capable 

of operating F-35B to Southeast Asia to participate in multilateral exercises 

starting this year.

It is a high time to know more about aircraft carriers or similar types in 

terms of maritime strategy and history. The U.S. has had by far the vast 

amount of experiences in utilizing aircraft carrier that it would be beneficial for 

us to examine U.S. perspectives and its appl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provide us with insights to understand and predict what it would be like 

in times of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erspective of aircraft carrier's 

involvement. This paper intends to show some aspects of future conflict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how the ROK Navy can best be ready for such 

situation. For research purpose, U.S. maritime strategy has been developed in 

stages ; establishment phase, WWI phase, WWII phase, Cold war phase, post 

* Navy Commander, a working-level officer in charge of navy’s foreign affairs at the ROK 

Navy H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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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war phase. Each phase includes such factors as threats, strategic concept, 

applications, and ways to improve maritime strategy.

Finally, the role of aircraft carrier based on past history as well as future 

conflict shines the importance to have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for the 

ROK Navy. The intrinsic nature of the navy in the world is to project power 

ashore just as history proved it.

Key Words : Maritime Strategy, US Navy, Cold War

논문접수 : 2017년 5월 2일ㅣ논문심사 : 2017년 5월 15일ㅣ게재확정 :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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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이하 ‘아태지역’)의 안정은 해군을 중심

으로 한 미국의 군사력과 영향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항모강습단 및 

원정강습단을 중심으로 하는 압도적인 해군력을 분쟁이 예상되는 해역에 사전에 

전개시킴으로써 국지적인 분쟁을 억제하고 역내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보장해 주

었다. 그런데 중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아태지

역의 안정에 변동이 생기기 시작했다. 중국은 신장된 국력을 기반으로 기존의 

미국 주도의 안보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 특히 해군과 

미사일 전력을 중심으로 하는 ʻ해양거부ʼ 전력의 증강은 이제까지 지역의 안보 및 

질서유지에 기여했던 미국의 군사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해양팽창 시도에 대응하여 2011년 이후 ‘아시아 재균

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군사적으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시작했

다. 2015년 8월에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아시아ㆍ
태평양 해양안보전략(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하여 

아태해역에 해군이 중심이 된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1) 그러나 미국

은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아태지역의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함정 척수의 양적 팽창을 통해 아태지역의 

물리적인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전력 운용개념의 혁신과 개별 함정의 임

무능력 향상을 통해 실질적인 군사역량의 강화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7년 2월 미해군 수상함전력 사령부(U.S. Surface 

Forces Command)에서 ‘수상함부대 전략: 해양통제로의 복귀(Surface Forces 

Strategy: Return to Sea Control)’(이하 ‘수상함부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점증하는 안보위협과 국내 예산제약의 상황 하에서 미국 해군이 미래 수

상함전력을 어떻게 운용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특히 해양거부세력의 증강에 따른 미국 해군

의 대응전략으로서 수상함부대 전략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 해군의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우리 해군에게 주는 함

1) 김태성ㆍ김현승,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전략 분석 및 영향,” 동북아연구, 제31권, 1호 

(2016),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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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해양통제를 강조하는 미국 해군의 수상함부대 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아태지역에서 미국 해군이 어떠한 개념 하에서 작전을 펼

칠 것인가를 전망하는 데 유익한 시사점 역시 제공할 것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먼저 해양통제의 개념과 해양통

제의 획득 및 행사 단계에서 해군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2017년 1월 

발표된 미국 해군의 수상함부대 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은 무엇

인지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수상함부대 전략에서 강조하는 ‘분산된 치명성’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 해군의 분야별 노력을 평가하고, 이러한 과정 중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아울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미국 

해군의 수상함부대 전략의 추진이 우리 해군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Ⅱ.�美�수상함부대�전략의�등장�배경�및�주요�내용

1.�해양통제의�개념과�분류

마한(Afred T. Mahan)은 전시나 평시를 막론하고 적이 사용할 수 없도록 

아측이 해양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해권(command of the 

sea)의 개념을 주장했다. 반면에 콜벳(Julian S. Corbett)은 마한이 주장한 제

해권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해군은 제해권을 획득하기 위해 적 함대

를 격멸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해양

사용을 보장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2) 이렇게 해양통제의 개념은 마한의 제

해권 개념을 비판한 콜벳을 비롯한 여러 이론가들에 의해 점차 발전해 오다가 

1970년대 미국 해군에서 해양통제(sea control)라는 용어로 구체화되었다. 당

시 미 해군대학 총장이던 터너(Stansfield Turner) 제독은 ‘미국 해군의 임무’

에서 아측이 해양을 완전히 통제하고 적은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해양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게 한다

는 해양통제의 개념을 정립했다.3) 이러한 개념 변화의 이유는 먼저 잠수함과 

2)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가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美 해군 수상함부대 전략 평가 및 한국 해군에게 주는 시사점 / 김현승  55

항공기가 등장하여 제해권 획득의 핵심전력인 수상함대의 취약성이 증대되었

기 때문이었다. 또한 중소국가 해군도 유도탄정과 어뢰정, 육상기지 항공기 및 

기뢰 등을 활용하여 상대 해군의 활동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강대국 해군이라 할지라도 해양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

었기 때문이다. 한편 해양거부(sea denial)는 해양통제와 연관되는 개념으로

서, 자신들이 해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해양을 사용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4) 

<그림 1> 통제의 정도에 따른 해양통제 유형

우리측

  해 양 통 제

                                     해 양 거 부

상대방

완전통제

(제해권)
실효통제 분쟁통제 실효통제

완전통제

(제해권)

출처 : Geoffrey Till, Seapower, p.152 참고, 필자 정리.

<그림 1>은 통제의 정도에 따른 해양통제의 세부유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특정국가가 해양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 즉 ‘완전통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 해양통제권을 획득하려 한다면 추구하는 수준은 우리 측의 실효

통제와 분쟁통제 사이의 중간 어디쯤이 될 것이다. 결국 해양통제권를 획득한

다는 것은 상대방의 해양거부 시도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자국의 해양통제

의 정도를 필요한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콜벳은 역사적 사례를 돌아볼 때 해군의 작전은 적의 전투함대를 격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 이후 적의 해운(shipping)에 대한 공

격이나 원정작전(expeditionary operations)이 해군 작전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다.5) 이러한 콜벳의 언급은 해군은 해양통제를 달

3) Stansfield Turner, “Missions of the U.S. Navy,” Naval War College Review, Vol.26, No.5 

(1974), p.7.

4) Geoffrey Till, Seapower: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Second Edition (New 

York: Routledge, 2010), p.153.

5) 줄리안 콜벳(Julian Corbett) 저, 김종민ㆍ정호섭(옮김), 해양전략론(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pp.2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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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해양통제는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순 

없으며, 지상에 영향력 행사라는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정

확히 지적한 것이다. 해양통제의 진정한 가치는 자국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하

여 해양을 활용하고 적에게는 이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양통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해양통제 쟁탈을 위한 도전과 해

양거부 노력 모두를 효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해양통제권을 획득하

기 위한 해군의 작전 유형은 대표적으로 적 수상전투세력 및 지원 선박을 파괴

하는 대함작전, 적 잠수함을 파괴 또는 무력화하는 대잠작전, 적 공중항체의 

공격 및 접근을 격퇴하는 방공작전, 그리고 기뢰를 활용하여 공격하거나 적이 

기뢰를 이용하여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목하도록 하는 기뢰작전 등이 있

다.6) 해군이 이러한 작전을 통하여 상대방의 해군력을 격퇴하고 원하는 시간

과 장소에서 실효적인 해양통제권을 획득했다면 이후에는 해양통제권 행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표 1> 해양통제 단계별 작전 유형

단    계 해양통제의 획득 단계 해양통제의 행사 단계

작전중점 필요한 수준의 해양통제 달성
군사력 투사 및 해상교통로 보호로 

목표달성 기여

수상함전력의

주요 작전 유형

대함작전, 대잠작전

방공작전, 기뢰작전 등

대지작전, 상륙작전, 강습작전 

선박통제 및 보호작전 등

출처 : Ian Speller, Understanding Naval Warfare 참고, 필자 정리.

해양통제를 행사하는 것은 해양을 활용하여 요망하는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양통제를 확보한 다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활

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해양통제를 행사를 위한 방식에는 군사력 

투사, 강습, 적 해상교통로 공격 및 아측 해상교통로의 방어 등이 있다. 군사력 

투사는 적국의 영토를 타격하는 대지작전부터 적국 해안에 병력을 상륙시키는 

상륙작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군의 작전 유형을 포함한다. 강습작전은 해상

전력, 항만, 비행장 등과 같은 적의 해상 및 육상의 핵심표적을 공격 및 파괴하

여 적 군사력의 근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선박통제 및 보호작전은 적의 통

상파괴 공격으로부터 자국의 해운능력을 보호함으로써 해양을 기동 및 수송공

6) Ian Speller, Understanding Naval Warfare (New York: Routledge, 2014), pp.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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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활용하고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군은 해양통

제 달성 자체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확보한 해양통제권을 기반으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여 부여된 전략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표 

1>는 해양통제의 획득 및 행사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해군의 대표적인 작

전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2.�수상함부대�전략의�등장�배경

1980년대까지 미국 해군은 평시부터 소련(蘇聯)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고,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공세적으로 해군력을 운용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

는 적극적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해양통

제권을 놓고 미국과 다툴 수 있는 경쟁자가 사라지게 되었다. 자연히 소련 해

군을 대상으로 했던 대양에서의 대잠작전, 방공작전, 해상교통로 보호작전 등

과 같은 해양통제를 위한 임무는 중요성이 대폭 감소한 반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연안작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에 따라 미국 해군은 걸프전 직후인 1992년 9월 ‘바다로부터(...From the 

Sea)’ 해양전략을 발표하고, 해군은 해양에서의 작전을 넘어서 지상작전 지원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4년 미국 해군은 ‘바다로부

터’ 해양전략을 구체화한 ‘바다로부터...전방으로(FORWARD ... From the 

Sea)’ 해양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서 미국 해군은 바다로부터 육지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강조했다.7) 이는 미국의 해양전략의 중점이 기존

의 해양통제의 획득에서 바다로부터 지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여 해군의 영향

력을 지상으로까지 확장시키는 해양통제의 행사로 변화했다는 것을 반영한 것

이었다. 더 이상 미국의 자유로운 해양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적대세력이 없다

는 자신감은 냉전이 끝난 후 20여 년간 발표된 미국의 여러 해양전략에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이다.8) 이렇게 해양통제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 해군 

수상함전력은 주요 해상작전을 통해 해양통제를 확보하는 전력에서 안전이 보

7) 임경한 등 공저,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경쟁과 협력의 딜레마 (성남: 북코리아, 2015), 

pp.42-43.

8) John B. Hattendorf, ed., U.S. Naval Strategy in the 1990s, Newport Papers No.27 

(Newport, RI: Naval War College, 2006),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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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 해역에서 지상타격용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플랫폼으로 변화하

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 해군 내에서 이전부터 수상함이 해양통제를 위해 반드

시 수행해야 했던 대함작전, 방공작전 및 대잠작전 등과 같은 수상함의 기본적 

작전활동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지속되었다.9) 

한편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급속히 발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지역 안

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을 추진해 왔다. 특히 해ㆍ공군

력과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ʻ반(反)접근ㆍ지역거부

(Anti-Access/Area Denial)ʼ10) 전력의 증강은 이제까지 지역의 안보 및 질서

를 유지해 왔던 미군의 해양통제는 물론 핵심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

인으로 부상하게 되었다.11)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해양거부전략은 미국 해군

의 기존의 해양통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다. 또한 초국가

단체 및 테러단체들의 국지적 해양거부활동 역시 해양에서 미국의 행동의 자

유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의 실천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제 미국 해군은 더 이상 아무런 방해 없이 적국의 연안까지 접근하

여 자유롭게 작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적국의 연

안에서 안전하게 작전하면서 군사력을 투사하고 지상작전에 영향력을 행사하

기 위해서는 먼저 대양에서부터 적의 해양거부활동을 무력화하고 우군 전력들

이 해양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양통제를 달성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했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 해군이 당연하다고 간주했던 자유로운 해양

사용이 도전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미국 해군이 자연히 해양통제의 중요성, 그

리고 해양통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수상함의 작전에 다시금 관

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12)

 9) Bryan Clark, Commanding The Seas: A Plan to reinvigorate U.S. Navy Surface Warfar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14), pp.11-12.

10) 2016년 10월, 미국 해군 참모총장인 리처드슨(John Richardson) 제독은 더 이상 ‘반접근ㆍ지역거

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미국 해군의 역내 진입을 저지하려는 최근 중국

의 노력은 해군이 과거부터 수행해 왔던 ‘해양거부’ 활동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하고, ‘반접근ㆍ지

역거부’ 라는 용어는 미군의 활동을 제약하는 소극적 개념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사용 중단 사유

를 밝혔다. “Chief of Naval Operations Adm. John Richardson: Deconstructing A2AD,” The 

National Interest (October 3, 2016), http://nationalinterest.org/ feature/chief-naval-

operations-adm-john-richardson-deconstructing-17918(검색일: 2017.2.25).

11) 정호섭, “반(反) 접근 지역거부 대 공ㆍ해 전투 개념: 미ㆍ중 패권경쟁의 서막?” Strategy 21, 
Vol.14, No.2 (2011), pp.6-7.

12) Thomas Rowden, “Distributed Lethality,”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Vol.141, 

Issue 1 (2015),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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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함부대 전략이 등장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적극적 해양거부전

략과 초국가ㆍ테러단체들의 국지적 해양거부활동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나 국방예산의 제한으로 인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상함전력ㆍ플

랫폼의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13) 미국 해군은 2000년대 초반부터 새로

운 수상함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번번이 실패의 장

벽에 부딪혔다. 기존의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CG)을 대체할 차기 순양함

(CG(X))의 건조를 추진하였으나 의회의 반대로 계획 자체가 무산되었다. 또한 

꿈의 구축함이라 불리는 줌월트급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DDG-1000)은 건조

비용 상승으로 인해 건조 척수가 3척으로 대폭 감소했다. 연안전투함(LCS) 역

시 국방예산 감축 및 척당 건조비용의 증가로 인해 확보척수가 최초 100척에

서 40척으로 대폭 삭감된 실정이다.14) 따라서 미국 해군의 입장에서는 장기적

인 전력증강계획과는 별도로, 현재의 작전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수상

함전력의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가 되

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플랫폼에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전력화될 신규 

무기체계를 결합하여 수상함 전력의 공격력을 강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15)

수상함부대 전략이 등장하게 된 마지막 배경은 기존 수상함의 대함, 방공, 

대잠무기체계의 발전이 정체되어 이의 개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서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벌일 경우 미국 해군은 중국의 격렬한 해양

거부공격에 직면할 것이 확실시 된다. 특히 중국의 대함탄도미사일(ASBM)은 

서태평양으로 진입하는 미국의 항모전투단ㆍ원정강습단에게 가장 큰 위협요인

이다. 또한 중국은 연안으로 접근하는 미국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다수의 항공

기 및 무인기를 운용하고 대함순항미사일(ASCM)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할 것

이다.16) 그러나 미국의 현재 수상함전력 및 무기체계만으로는 중국의 항공기

13) Bryan Clark, Commanding The Seas, pp.7-8.

14) Ronald O’Rourke, Navy DDG-51 and DDG-1000 Destroyer Program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ne 25, 2014), 

pp.4-5; Navy Littoral Combat Ship(LCS)/Frigate Program: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pril 6, 2017), p.10. 미국 해

군은 개량형 알레이버크급 구축함(Flight Ⅲ DDG-51)을 2021년부터 취역시키고 기존 순양함의 

성능을 개량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상함 전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15) Thomas Rowden, “We are Headed in the Right Direction,”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Vol.142, Issue 1 (2016), p.19.

16)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Annual Report to Congress (Arlington, VA: Office of the Secretary of 



60  STRATEGY 21, 통권 41호 (Spring 2017년 Vol. 20, No. 1)

와 대함순항미사일, 그리고 대함탄도미사일의 집중적인 공격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구축함 및 순양함에 탑재된 함대공유도탄은 

수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국이 대함순항미사일 및 대함탄도미사일을 특정해

역에서 대량으로 운용하게 되면 지속적인 방어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미국 해군은 연속되는 상대방의 공격 상황 아래서 지속적

인 방어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어무기체계, 적이 대함순항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사정거리 외곽에서 발사플랫폼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격무기체계

를 개발이 필요했다. 더불어 이러한 무기체계의 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

적의 운용방안을 정립할 필요성 역시 절감하게 되었다.17)

3.�수상함부대�전략의�주요�내용18)

앞에서 제시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국 해군은 경쟁세력의 해양거부

전략에 맞설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능력을 확보하고, 유사 시에는 적의 저항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해양통제를 달성한다는 공세적 해양통제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 해양통제는 미국 해군이 주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

제로서, 해양통제가 달성되어야만 ‘2015 미 해양전략’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 

영역 접근(all domain access), 힘의 투사(power projection) 및 해양안보

(maritime security) 등과 같은 임무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이에 따라 

해양통제 달성의 주역이 되는 수상함전력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운용해야 하는

가, 그리고 이에 필요한 전투력 및 전투준비태세를 어떻게 향상시키고 유지해

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미국 해군은 

2017년 1월 ‘수상함부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수상함부대 전략은 

다음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공세적 해양통제전략을 구

Defense, April 26, 2016), p.25.

17) Bryan Clark, Commanding The Seas, p.12.

18) 본 절의 내용은 U.S. Navy, Surface Force Strategy: Return to Sea Control (San Diego, CA: 

U.S. Naval Surface Forces Command, 2017)의 주요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 원문은 

www.navy.mil/strategic/Surface ForcesStrategy-ReturntoSeaControl.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 U.S. Navy, U.S. Marine Corps, and U.S. Coast Guard,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Forward, Engaged, Ready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Navy, 2015),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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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기 위한 ‘분산된 치명성(distributed Lethality)’이라는 수상함전력의 새로

운 작전개념이다. 둘째로, 공세적 작전의 수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되는 수상

함전력의 전투력과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및 투자의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수상함부대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얻을 수 있

는 전략적 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1) 공세적 해양통제전략을 위한 수상함전력의 작전개념 제시

전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여 해양통제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 

해군은 기존과는 다른 수상함전력의 새로운 작전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를 위해 수상함부대 전략에서는 ‘분산된 치명성(distributed Lethality)’을 강

조한다. 분산된 치명성을 구성하는 3대 요소는 개별 수상함의 전투능력 증대, 

수상함을 넓은 해역에 분산 운용, 지속 전투수행 능력 확보 등이다.

먼저 수상함전력의 공격력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자체 방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해양통제를 달성하려면 사거리와 파

괴력이 향상된 새로운 수상함 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전술을 적시적으로 개발하고 운용요원을 숙

달시킴으로써, 수상함의 공격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수상

함전력의 공격력 및 치명성 향상을 통해 사전에 적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으

며, 전장영역을 확대하고 후속 합동작전을 위한 여건의 조성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공세적 능력을 갖춘 수상함전력을 적절히 분산하여 운용하는 것

이다. 이제까지 미 해군은 수상함을 항모강습단과 함께 집중하여 운용하는 것

이 일반적이었다. 반면에 원거리 공격무기체계를 탑재한 수상함전력을 방대한 

해역에 분산하여 운용하게 되면 어느 방향에서든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이점

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적의 방어부담을 가중시키고 적의 의사결정을 방해하

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적에게 탐지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어 아군 전력의 주

력이 어디인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전력의 집중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

는 대규모 피해의 위험성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산되어 작전하는 수상함전력이 지속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산된 전력은 적의 위협에 대해 

개별함정이 각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네크워크와 전술을 활용하여 

다수의 함정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적의 공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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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을 입더라도 이를 신속히 복구하고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지휘통제

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계속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 해군이 ‘분산된 치명성’ 작전개념을 적용한다면 상대방

의 해양거부노력을 극복하고 미국이 원하는 해역의 해양통제를 확보한다는 ‘수

상함부대 전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수상함전력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투자 및 노력의 방향

앞서 제시한 ‘분산된 치명성’에 따라 원활한 작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무기체계 및 플랫폼을 확보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적

절한 전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미국 해군에서는 현재 보유한 수상

함의 공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무기체계의 성능향상을 추진하고 차세

대 무기체계의 개발도 가속화한다. 이러한 성능이 향상된 공력무기체계를 현

재의 순양함 및 구축함, 그리고 향후 양산될 연안전투함에 통합시켜 수상함의 

공력력을 배가시킨다. 다음으로 수상함 플랫폼의 확대 및 성능향상을 위해 기

존함정의 현대화 계획 및 장기 함정건조계획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함

정의 현대화 분야에서는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CG)의 현대화를 통해 통합방

공ㆍ미사일방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2030년이 되면 수상함전

력의 절반 이상이 새로 건조될 연안전투함 및 호위함으로 채워질 것인바, 이 신

규전력들이 적절한 공격력과 방어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상함의 승조원들이 새로운 작전개념과 전술을 신속히 학습하고 이

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전술기량을 강

화하는 것 등도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전술을 집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신속한 학습과정

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실제 전투상황 하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전

투수행기술을 습득하고 전투수행 시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상함부대 전략 추진에 따른 전략점 이점

수상함부대 전략에서는 ‘분산된 치명성’ 작전개념에 따라 공격력이 강화된 

수상함을 분산하여 운용한다면 평시, 분쟁 시, 전면전 시와 등과 같은 다양한 

수준의 위기상황에서 다양한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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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공격력을 갖춘 수상함을 지속적으로 전방에 전개시킴으로써 적 해양거

부 기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국지적 위기나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해양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상함은 적의 선제

공격을 흡수하고 즉각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수상함은 적에게 감당치 

못할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의 후속공격을 저지

하는 것이 가능하며, 군사적 행동으로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

게 하여 적대행위를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다. 국지 분쟁이 전면적인 대결로 

확대될 경우 수상함전력은 적 해양거부세력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반격을 실시

한다. 동시에 광대한 해역에 분산하여 활동함으로써 적에게 복잡한 표적획득 

문제를 야기시켜 적의 해양거부공격이 효과를 달성치 못하도록 한다. 이후 수

상함전력이 주도하는 공세적 작전을 통해 해양통제를 확보하고 후속전력의 군

사력 투사작전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궁극적으로 미국 해군은 분산된 

치명성을 통해 각종 위기, 분쟁을 억제하고 적의 해양거부 시도를 저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면적인 대결 상황에서는 조기에 해양통제를 확보하여 군사

력을 투사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Ⅲ.�美�해군의�추진방향�평가�및�전망

1.�기존�수상함의�현대화�및�신규�건조�추진�

 

미국 해군은 공세적 해양통제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력을 개장 및 현대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장

기적으로는 신규 수상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노후 함정을 개

조하여 운용수명을 연장시키고, 장비 현대화 및 신규무기체계 추가 탑재를 통

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해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22척의 순양함 중 11척을 개장 및 현대화하여 수상함전력의 전투력을 향상시

키고 전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현재 4척의 순양함이 개조작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7척도 순차적으로 현대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미국 해군은 선

체 및 추진체계의 보강뿐 아니라 전투체계 역시 신형으로 교체하여 순양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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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능력, 대잠전 수행능력 및 사격통제능력 등을 개선시킬 계획이다. 

특히 C4I체계, 데이터링크, 원격표적에 대한 미사일 발사 기능 등을 대폭 향상

시켜 대공위협에 대한 우군 전력간 통합교전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다.20)

또한 기존 함정의 현대화 계획과는 별도로 2016년 12월, 미국 해군은 작전

운용에 필요한 적정 함정 척수를 기존 308척에서 355척까지 늘리는 전력구조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해군력 증강 발표와 맞물린 미국 해군

의 이러한 전력강화 계획은 2000년대 초 375척의 함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발표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21) 이 전력구조 검토 결과가 그대로 반

영될 경우 수상함은 아래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140척 체제에서 

16척이 늘어난 156척 체제를 유지하게 되어 해양통제를 위한 능력이 신장될 전

망이다.

<도표 1> 미국 해군 355척 전력증강 계획

출처: Sam LaGrone and Megan Eckstein, “Navy Wants to Grow Fleet to 355 Ships; 

47 Hull Increase Adds Destroyers, Attack Subs,” USNI News (December 16, 

2016), https://news.usni.org/2016/12/16/navy-wants-grow-fleet-355-ships

-47-hull-increase-previous-goal(검색일: 2017.4.10).

20) Ronald O’Rourke, Navy Force Structure and Shipbuilding Plan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ebruary 2, 2017), p.27.

21) U.S. Navy, Executive Summery, 2016 Navy Force Structure Assessment(FSA) (14 

December 2016), p.2. 2014년 평가결과 대비 2016년 평가결과에서 추가된 함정 47척은 잠수함 

18척, 항공모함 1척, 대형 수상함 16척, 상륙함 4척, 기타 8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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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격력�증대�및�방어력�강화를�위한�무기체계�개발�

 

분산된 치명성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개별 수상함이 적 해양거

부세력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한 적의 해양거부공격을 받더라도 이를 재빨리 흡수하고 지속으로 작전을 수

행할 수 있는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미국 해군은 첨단무기체계를 개발함과 동시

에 기존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통해 수상함의 공격력을 증대시키고 자체 방

어력을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다. 현재 미국 해군에서 새로이 개발을 추진 중인 

첨단무기체계에는 전자기레일건(Electromagnetic Railgun), 초고속 포탄

(Hyper Velocity Projectile), 레이저포(Solid State Laser Weapon), 차세대 

장거리 대함미사일 등이 있다.

먼저 레일건은 현재 수상함에서 주력 무기체계로 운용 중인 고가의 유도탄

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체계라 할 수 있다. 레일건은 사출탄을 발사

시키기 위한 장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탄환의 소형화가 가능하며, 기본 함

포 대비 보다 많은 수의 탄을 적재할 수 있다. 또한 사출탄의 속도가 매우 빠르

기 때문에 적의 요격이 어렵다. 미국 해군에서는 2005년부터 레일건 개발을 

위한 연구투자를 시작하여 해상 및 공중 무인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의 레

일건 개발에 이미 성공하였고, 2020년까지 10~30마일에서 적 함정 및 항공기

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갖추도록 개발 중이다.22)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될 시 레일건은 사출탄을 50마일에서 100마일까지 날려 보낼 수 있을 것

이며, 대함ㆍ방공 및 대지공격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23)

미국 해군은 레일건 개발과 발맞추어 사정거리와 파괴력을 강화한 초고속 

포탄도 개발하고 있다. 초고속 포탄의 장점은 비행속도가 빠르고 파괴력이 강

할 뿐 아니라, 기존 함대공유도탄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미국 해군은 

초고속 포탄을 레일건뿐 아니라 기존 순양함 및 구축함에 탑재된 5인치 함포, 

줌월트급 구축함에 탑재된 첨단함포체계(AGS) 및 해병대용 155m 자주포에서

22) Dave Majumdar, “U.S. Navy: Railgun Tests to Blow the Top off a Mountain,” The National 

Interest (January 11, 2016), http://nationalinterest.org/blog/the-buzz/us-navy-railgun-

tests-%E2%80%9Cblow-the-top-mountain%E2%80%9D-14869(검색일: 2017.4.1).

23) Ronald O'Rourke, Navy Lasers, Railgun, and Hypervelocity Projectile: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7), pp.12-14. 

현재 BAE Systems사와 제너럴 아토믹스사에서 각각 레일건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

국 해군은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회사의 레일건을 제식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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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미국 해군은 레일건의 전력화 이전에 초고

속 포탄을 우선 전력화하여 5인치 함포 및 첨단함포체계에서 운용함으로써, 수

상함전력의 공격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초고속 포탄의 도입을 통해 미국 

해군은 대함순항미사일 및 대함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이며, 해상화력지원, 대함공격 시에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24) 

레이저포는 빛의 속도로 표적에 파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 기존 함포체

계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특정표적을 무력화할 수 있다. 레이저포는 필요한 

전력만 충분히 공급된다면 재장전을 위한 대기시간 없이 높은 발사율로 연속

적인 공격이 가능하며, 발사에 전기에너지만 소요되고 포신 교체도 필요치 않

아 운용ㆍ유지비용도 저렴하다.25) 현재 미국 해군이 연구 중인 레이저포는 무

인기 또는 소형선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출력 100kW에서 150kW 수준이며, 미

국 해군은 2020년대 초반까지 10마일 거리에서 대함순항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200kW에서 300kW 출력을 갖춘 레이저포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

다.26)

록히드 마틴사에서 개발 중인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은 2014년 지상 

시험발사에 성공하였고, 2017년 후반기 해상에서 시험발사할 예정이다. 미국 

해군에서는 시험발사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순양

함 및 구축함은 수직발사대를 이용하여, 연안전투함 및 상륙함에는 별도 발사

대를 설치하여 탑재할 예정이다. 미국 해군에서 이의 도입을 결정하게 되면 기

존 하푼 대함유도탄을 대체하여 적 수상함에 대한 타격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27)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과 병행하여 미국 해군은 현재 사용 중인 무기체계

를 성능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수상함의 공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비해 연구

개발 비용을 절약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 

해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미국 해군에서 성능개량을 추진 중인 

무기체계에는 SM-6 함대공유도탄, 토마호크 함대지미사일 및 개량형 시스패

24) Ibid., pp.15-18.

25) 김석곤 등 공저, 해군무기의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힘 (서울: 한티미디어, 2016), pp.498-499.

26) Ronald O’Rourke, Navy Lasers, Railgun, and Hypervelocity Projectile, pp.4-5.

27) Sam LaGrone, “New Strategy Emphasizes High-end Surface Warfare,” USNI News 

(January 10, 2017), https://news.usni.org/2017/01/09/new-surface-warfare-strategy-

emphasizes-high-end-surface-warfare(검색일: 2017.3.10).



美 해군 수상함부대 전략 평가 및 한국 해군에게 주는 시사점 / 김현승  67

로 함대공유도탄(ESSM) 등이 대표적이다.

2016년 초 미국 해국은 대함용으로 개조한 SM-6 함대공유도탄을 시험발

사하는 데 성공했다. SM-6 유도탄을 대함용으로 활용 시 사정거리는 공개되

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250마일 이상일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28) SM-6유도

탄을 탑재한 수상함은 자체의 레이더로 표적을 접촉하지 못해도 항공기 등에

서 접촉한 표적정보를 넘겨받아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상에서 수상함의 

타격범위를 크게 신장시킬 수 있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해군은 대지공

격용 토마호크 미사일을 대함용으로 개조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12월, 미국 해군은 토마호크 Block Ⅳ미사일을 이용하여 해상표적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29) 현재 수상함에 탑재되어 있는 지상 고정표적 타격

용 토마호크 미사일을 해상표적까지 공격할 수 있는 개량형으로 교체한다면 

수상함의 공격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미국 해군은 수상함의 방

공능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ESSM BlockⅠ을 개량한 ESSM Block Ⅱ를 개발 

중이다. ESSM Block Ⅱ는 완전 능동방식을 적용하여 표적 추적능력을 높였으

며, 기동성 및 파괴력 역시 향상시켜 해면 저고도로 비행하는 대함유도탄이나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낙하하는 표적과도 교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30)

<표 2>는 현재 개발 또는 개량 중인 무기체계의 작전유형별 기여도를 판단

한 것이다. 이 무기체계들이 계획대로 실용화된다면 현대 해전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러한 무기체계를 탑재한 

수상함은 공격받기 전에 적 해양거부세력을 먼저 타격할 수 있을 것이며, 해양

거부세력이 다수의 대함순항미사일 및 대함탄도미사일에 발사했다 해도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거리 타격력과 강화된 방어력을 

갖춘 수상함전력을 활용한다면 재래식 억제를 달성하는 것이 용이하며, 억제

가 실패하여 적이 해양거부전략을 펼치더라도 이를 저지하고 신속하게 해양통

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8) Dave Majumdar, “How to Sink Warships: U.S. Navy Reveals Anti-Ship SM-6 Missile,” 

The National Interest (March 8, 2016), http://nationalinterest.org/the-buzz/how-sink-

battleships-us-navy-anti-ship-sm-6-missile-15436(검색일: 2017.3.31).

29) Edward J. Walsh, “Tomahawk Seeker Demo’d for ‘Distributed Lethality’,”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Vol.142, Issue 4 (2016), p.88. 이번 시험은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 후 

항공기에서 획득한 해상표적정보를 양방향 데이터링크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이 정보를 수령한 

토마호크 미사일은 비행 중 경로를 변경하여 해상표적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0) Bryan Clark, Commanding The Seas,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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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규개발 및 개량 중인 무기체계의 작전유형별 기여도 판단표

작전유형

무기체계
대함작전 방공작전 대지작전

신규

개발

전자기레일건(EMRG) ○ ○
레이저포(SSL Weapon) △ ○

초고속 포탄(HVP) ○ ○ ○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 ○

성능

개량

개량형 시스패로 함대공유도탄

(ESSM blockⅡ)
○

대함용 토마호크 함대지미사일 △ ○
대함용 SM-6 함대공유도탄 △ ○

작전유형별 기여도 : ○ 상, △ 중  / 출처 : 필자 정리.

3.�분산된�치명성�구현을�위한�세부�작전개념�발전

분산된 치명성의 핵심 개념은 강력한 공격력과 자체 방어력을 갖춘 수상함

을 광대한 해역에 분산시켜 동시에 운용함으로써, 상대방의 해양거부 기도를 

억제하고, 분쟁상황 발생 시에는 해양거부세력에 대한 공격력을 배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해군은 수상함전력을 넓은 해역에 배치하

여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수상전투단(surface action gruop) 중심의 작전개

념을 적용하려 한다.31) 수상전투단은 2~3척의 함정을 하나의 단위로 편성한 

것으로 항모강습단이나 원정강습단과 분리되어 독립된 전술 단위로 행동한다. 

수상전투단은 기존 항모강습단에 편성된 수상함과는 달리 각종 위기에 신속하

게 대응할 수 있으며, 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은밀하게 작전하는 것도 가능하

다. 미국 해군은 7함대 전력뿐 아니라 인접 함대에서 파견된 다수의 수상전투

단을 서태평양에서 운용하게 되면 미군의 활동영역과 공격범위를 확장시킴과 

동시에, 적에게는 광대한 구역을 방어해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

단하고 있다. 

31) David Larter, “Navy to deploy hunter-killer pack of ships to Asia-Pacific,” Navy Times 

(January 13, 2016),http://www.navytimes.com/story/military/2016/01/13/surface-action-

group-deploys-in-spring-rowden-surface-navy-association/78690896(검색일: 201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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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세적 해양통제작전(offensive Sea Control) 개념도

출처 : Bryan Clark, Commanding The Seas, p.15.

앞서 살펴보았듯이 향후 전쟁에서 상륙전력의 군사력투사 능력, 항모강습

단의 지상강습 및 타격 능력이 원활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해양통제의 획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상함전력은 분쟁 초반부터 대함작전, 방공작전 및 

대잠작전 등으로 구성된 같은 공세적 해양통제작전을 수행하여 우군의 군사력 

투사활동이 원활히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공세적 해양통

제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산하여 작전 중인 수상전투단들이 상대측 해양

거부 무기체계의 사정거리 외곽에서 적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 및 육상 유도

탄기지 등을 선제공격하여 무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수상전투

단은 광역해양감시(BAMS; Broad Area Maritime Surveillance) 무인기나 우

군 전투기를 활용하여 접근하는 적 항공기 및 수상함을 원거리에서 탐지하는 

전술을 활용한다. 이러한 접촉정보는 데이터링크를 통해 수상함전력과 실시간

으로 공유된다. 수상함은 이 접촉정보를 활용, 직접 적 수상함이나 항공기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장거리 무기체계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이를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32) 현재 미국의 수상함은 적의 대함순항미사일 사정거리 외곽

에서 수상함과 항공기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

함용 SM-6 유도탄, 대함용 토마호크 미사일 및 장거리 대함미사일 등을 탑재

32) U.S. Navy, Surface Force Strategy,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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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원거리 타격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그림 2>

미국 해군은 수상함의 자체 방어력 향상을 위하여 근접 방공작전 개념 또한 

발전시키고 있다. 근접 방공작전 개념은 공중항체의 공격에 대해 장거리 함대

공유도탄, 단거리 유도무기, 근접방어무기체계 순으로 단계별로 대응했던 다

층방어개념과 달리 자함을 중심으로 5~30마일 권역에서 다양한 방공무기체계

를 집중적으로 운용하여 동시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앞서 언급한 ESSM block 

Ⅱ, 레일건 및 레이저포 등이 이러한 근접 방공작전의 주요 무기체계가 될 것

이다. ESSM block Ⅱ는 한 개의 수직발사대에 4기씩 탑재가 가능하여 기존 

함대공미사일보다 적재량이 많기 때문에 대함순항미사일 등의 집중공격을 받

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방공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33) 또한 2020년 이후로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레일건과 레이저포를 활용한다면 근접 방어능력의 

확장이 가능하다. 레일건을 방공용으로 활용할 경우 30마일 이내의 공중표적

을 공격할 수 있다. 레이저포는 표적을 시각으로 확인해야 공격이 가능하므로 

대함순항미사일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10NM이내부터 공격이 가능하다. 충분한 

전력만 공급된다면 유도탄 소모의 우려 없이 레일건과 레이저포를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적의 집중적인 해양거부공격에 대항하여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34)<그림 3> 

<그림 3> 근접 방공작전(close AAW) 개념도

출처 : Bryan Clark, Commanding The Seas, p.23.

33) Thomas Rowden, “Sea Control First,”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Vol.143, Issue 1 

(2017), p.59.

34) Bryan Clark, Commanding The Seas,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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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장인식�강화�및�분산된�화력의�통합운용체계�구축

수상함이 항모강습단과 함께 작전할 경우에는 조기경보기나 항공기에서 획

득한 표적정보를 전달받아 활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항모강습단과 분

리되어 독자적으로 작전하는 수상전투단은 자체적으로 전장을 감시하고 표적

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 해군은 수상함에 

탑재하여 운용가능한 중고도 정보ㆍ감시ㆍ정찰(ISR) 자산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MQ-8B 무인헬기의 운용을 확대하고, 정찰반경 및 작전가능시간이 

보다 증대된 MQ-8C 무인헬기를 연안전투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시험하

고 있다.35) 또한 수상함에서 원격조종하는 무인수상정찰정, 대잠전용 무인잠

수정 역시 개발하여 자체 탐색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 해군은 수상함 자체의 탐지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분산된 화력의 통합 역시 추진하고 있다. 미국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군 통합방공화력통제(NIFC-CA; Navy Integrated Fire Control-Counter 

Air)는 항공기의 감시자산을 활용하여 수상함의 레이더로 탐지할 수 없는 수평

선 너머를 감시하고, 수상함 및 항공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표적정보를 공

유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 개념은 항공기의 원거리 표적탐지능력과 해상에 위

치한 수상함 공격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운용함으로써 적 항공기 및 수상

함이 대함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이를 제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36) 특히 미국 해군은 고고도 해양감시 무인정찰기 및 해군ㆍ해병대의 

F-35 B/C 전투기에서 획득한 정보를 연동하여 수상함의 표적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6년 9월, 미국 해군은 해병대의 F-35B 전투기

가 획득한 항공표적정보를 이지스전투체계가 설치된 육상의 발사대로 전송하

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SM-6 미사일을 발사하여 표적을 명중시키는데 성공

했다. 미국 해군은 2018년에 해상에서 표적정보연동 시험발사를 실시하여 실

질적인 통합방공화력통제 능력을 구축할 예정이다.37) 

35) Sam LaGrone, “Northrop Grumman Pitching MQ-8C Fire Scout to Extend Lethal Range 

of Littoral Combat Ship,” USNI News (April 18, 2017), https://news.usni.org/2017/04/18/

northrop-grumman-pitching-mq-8-3c-fire-scout- to-extend-lethal-range-of-littora

l-combat-ship(검색일: 2017.4.19).

36) Thomas Rowden, “Sea Control First,” p.60.

37) Megan Eckstein, “Lockheed Martin: F-35/NIFC-CA Live Fire Test in 2018; LRASM Flight 

Tests This Year,” USNI News (March 22, 2017), http://news.usni.org/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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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예상되는�문제점�및�선결과제

먼저 미국의 공세적 해양통제전략 추진은 중국에게 냉전시대로 복귀하는 것

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조성하여 역내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수상함부대 전략이 발표되자 중국 언론은 이것은 미국이 해양패권을 주장했던 

마한의 전략으로 회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미국 해군의 공

세적 전략은 냉전기 미국과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미-중간 해군 군비경쟁을 가

속화 시켜 역내 안보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38) 수

상함부대 전략에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해양거부세력이 중국을 의미하는 것

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의 해양거부능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을 강화할수록 중국 또한 자국의 해양영역 내로 접근하는 미국 해군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키려 할 것이다.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해양거부무기체계

는 DF-21 대함탄도미사일로서, 이 미사일은 이미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를 잇

는 해역 내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은 기존의 대함탄도미사일에 다탄두 개별목표 재진입체(MIRV) 기

술을 접목시켜 공격효과와 파괴력을 더욱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39) 또한 

중국은 2014년 초기부터 남중국해의 서사 군도 및 남사 군도의 암초들을 매립

하여 부두시설, 항공기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중이다.40) 중국이 해당 

섬들을 군사용으로 개발하는 궁극적 목적은 이곳에 해양거부세력 및 무기체계

를 배치하여 유사시 미국 해군의 역내 진입을 거부하고 해양통제의 달성을 교란

하는 데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섬들의 군사기지화를 가속화하여 중국의 해양거

부능력의 범위를 호주까지 확장시키려 노력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미국이 공세

적 해양통제전략을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국내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수상함부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 해

군은 함정 추가 건조 및 첨단무기체계 도입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lockheed-martin-f-35-nifc-ca-live- fire-test-in-2018-larsm-flight-tests-this-year

(검색일: 2017.4.12).

38) “美国海军制定新战略重回冷战时期 追求“控制海洋,” 新浪军事 (2017.1.10), http://mil.news.

sina.com. cn/world/2017-01-10/doc-ifxzkfuk3337157.shtml;“重夺制海权：美国海军新战略
向马汉“回归,” 网易军事 (2017.3.3), http://war.163.com/17/0303/14/CEK1U364000181KT.html

(검색일: 2017.3.27).

39) 김석곤 등 공저, 해군무기의 세계, pp.328-329.

40) 김태성ㆍ김현승,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전략 분석 및 영향,”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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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 해군은 장기적으로 해군력을 355척까지 증강시

킨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30년간 매년 

기존의 함정건조예산보다 50~60% 증액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2011

년 제정된 예산통제법에 따라 국방예산의 추가편성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

서 현재까지는 연방의회의 추가예산 승인이 아닌 기존 국방예산을 재조정하여 

함정건조예산을 증액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41) 최근 트럼

프 행정부에서 해군력 강화를 발표하긴 하였으나 단기간 내에 함정건조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작전적 차원에서 볼 때 수상함부대 전략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해군 기

타 전력의 긴밀한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수상함전력은 지상타격 

임무와 더불어서 항모강습단 및 원정강습단과 함께 행동하며 필요한 방어력, 

특히 대잠 및 방공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구체적으로 순양함

은 적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구축함은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

해 은밀하게 접근하는 잠수함을 탐지하고 격퇴하는 임무가 주가 되었다.42) 그

러나 수상함부대 전략에서 강조하는 분산된 치명성은 수상함전력이 항모강습

단 및 원정강습단과 동행하며 방어력을 제공하던 임무에서 벗어나 광대한 해

역에 분산되어 작전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기존 항모강습단 및 원

정강습단의 방공능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수상함전력사령

부에서는 자체 방공능력 향상을 위해 강습상륙함에 방어용 방공무기체계를 추

가로 장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강습작전 및 원정작

전을 위해 상대측 해양거부 무기체계의 사정거리 이내로 진입해야 하는 항모

강습단과 원정강습단의 생존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지는 아직까지 미지

수이다. 특히 미국 해군의 항공전력사령부와 잠수함전력사령부에서는 이러한 

수상함의 운용개념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해군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무기체계를 계획대로 전력화하기 위해

서는 여러 기술적 난관들을 극복해야 한다. 레일건 경우 발사 시 순간적으로 

엄청난 전류를 소모하기 때문에 발사에 필요한 전류펄스를 생산하고 저장하기 

위한 함정용 대(大)전력 발생 및 공급장치를 개발해야 한다.43) 또한 사출탄 발

41) Ronald O’Rourke, Navy Force Structure and Shipbuilding Plans, pp.27-30.

42) Bryan Clark, Commanding The Seas, pp.10-11.

43) 현재 줌월트급 구축함(DDG-1000)만이 레일건 운용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존 구축함(DDG-51) 및 순양함(CG)에 탑재된 발전기로는 레일건 발사에 필요한 전력용량을 감

당할 수 없다. 미국 해군은 2021년경 취역할 개량형 구축함(DDG-51 Flight Ⅲ)이 레일건 전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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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 전기저항에 의해 대량의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열에 의해 레일이 휘

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빠르게 냉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레일건이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고출력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수상함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

재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44) 레이저포는 기본적으로 

지향성 무기로서 표적을 가시거리 내에 두지 않으면 공격이 불가능하다. 또한 

발사 후 레이저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 먼지, 연막 등을 통과하는 과정

에서 에너지가 분산되어 파괴력이 저하되고 유효사거리가 감소하는 대기외란

(大氣外亂)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의 기술로는 우천(雨天)이나 해

무(海霧) 시에는 운용이 불가능하며, 한 번 발사 시 하나의 표적만 공격가능하

기 때문에 다중공격에 동시대응이 제한된다.45) 

무엇보다도 이러한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 과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운용중인 순양함과 구축함은 레일건, 레이저포와 같은 첨단무기체계를 탑재

할 수 있는 확장성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수상함정에 신규 무기체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재래식 함포, 장비 등을 철거하고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신규 무기체계들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

존의 함정전투체계에 이를 통합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46) 이러한 이유 때문

에 레일건 개발이 계획대로 완료된다 하더라도 함정에 탑재하여 완전한 작전능력

을 갖추는 데까지는 개발완료시점으로 부터 수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Ⅳ.�한국�해군에게�주는�시사점

1.�미ㆍ중간�경쟁�심화에�대비한�대응책�마련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지만 미국 해군은 확장된 공격력을 갖춘 수상

함전력을 광대한 해역에 분산시켜 운용함으로써 해양거부세력의 도전을 효과

급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44) 김석곤 등 공저, 해군무기의 세계, pp.496-497.

45) Ronald O’Rourke, Navy Lasers, Railgun, and Hypervelocity Projectile, pp.43-44.

46) Ibid.,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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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극복하고 신속하게 해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 

수상함부대 전략은 미국은 해양거부세력의 도전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원하

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해양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도 계속 유

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미국 해군의 공세적 해양통제전략

의 추진은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 해군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군사적 차원에서는 미국이 공세적 해양통제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ㆍ중간 마찰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수상함부대 전략의 핵심목표는 공격력이 강화된 재래식 전

력의 현시를 통해 상대방의 해양거부 기도를 사전에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 공세적 작전을 통해 최단기간 내 해양통제를 확보하여 미국의 자유로운 

군사력 투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목표에 따라 미국 해군은 아

태지역에서 수상함을 통한 현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최근 페르시아만

을 관할하는 3함대 소속 수상함을 2~3척을 차출하여 수상전투단으로 편성하

고, 이를 7함대의 관할구역인 서태평양으로 파견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47) 이러한 서태평양의 전력증강 조치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은 기존 한 척의 함정이 실시하던 남중국

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작전(freedom of navigation)을 2~3척의 함정으로 구성

된 수상전투탄이 수행하는 것으로 강화함으로써 역내 해양질서를 확립하고 중

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 또한 동맹 또는 협력국가 해군과 실

시하는 연합훈련 역시 더욱 강화하여 동맹 및 협력국가들에 대한 안보공약의 

신뢰성을 높이려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공세적 전략에 대응하여 중국은 인공섬 건설 및 군사시설 배치

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긴장상태가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미⋅중간의 해양갈등이 

무력충돌로 확대된다면 역내 다른 해양갈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남중국해를 둘러싼 해양갈등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할 경우, 중

국은 다른 해역의 해양분쟁에서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켜 자존심 회복을 노릴 가

능성이 높다. 중⋅일간 센가쿠 열도를 둘러싼 분쟁, 중⋅한간 이어도 해역을 둘러

47) “Sterett-Dewey Surface Action Gruop Makes First Stop of Western Pacific Deployment in 

Hawaii,” USPACOM NEWS (April12,2017), http://www.pacom.mil/Media/News/ News-

Article-View/Article/ 1150017/sterett-dewey-surface-action-group-makes-first-stop-of-western

-pacific-deployment(검색일 201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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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문제가 중국의 대체 목표가 될 수 있다.48) 따

라서 남중국해에서 미⋅중간 경쟁의 심화로 인해 한반도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하고 평시부터 우리의 해양 영역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2.�해양통제의�중요성�재강조

다음으로 우리 해군은 해양전략을 구상 시 해양통제의 획득과 해양통제의 

행사 간에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 수십여 년간 한반도 안보의 

가장 큰 목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해군의 측면에서 보

면 북한 해군의 전력은 우리보다 열세하기 때문에 북한 해군의 초반 공세만 막

아낸다면 이후 해양통제권의 확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

적이었다. 따라서 합동차원에서 해군작전의 중점은 손쉽게 획득할 것으로 예

상되는 해양통제보다는 전구작전의 결정적 승리에 기여하는 것이었으며, 이러

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해군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미국 해군과 마찬가지로 

상륙작전 등의 군사력 투사, 함대지유도탄을 통한 지상의 주요 표적 타격 등이 

해군이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작전이 된 것이다. 

그러나 해군은 천안함 폭침사건을 통해 대잠작전과 같은 해양통제를 위한 기

본적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자유롭게 해양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북한 해군은 잠수함을 이용, 해상교통로를 공격하여 연합

군의 증원을 차단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해안방어유도탄 등과 같은 수단

을 총동원하여 우리 해군의 해양통제 획득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다. 따

라서 우리 해군은 북한의 다양한 해양거부 시도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한반도 전 

해역에서 자유로운 해양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작전활동을 우선적으로 펼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함, 대잠, 방공작전 등과 같은 수상함의 기본적인 작전능력

을 강화시켜 공세적 해양통제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해양통제를 획득한 이후에

는 수상함전력을 중심으로 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작전활동을 중점

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해군은 한반도 전구에서 북한의 위협에 

48) 백병선, “남중국해 美ㆍ中간 해양갈등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향,” 국가안보와 전략, 제16권, 3호 

(2016), p.74.



美 해군 수상함부대 전략 평가 및 한국 해군에게 주는 시사점 / 김현승  77

대응하기 위한 해양통제 획득 및 행사 능력 뿐 만 아니라 중국, 일본과 같은 주

변국과 경쟁할 경우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세한 해군을 상대했을 때 국지적

인 해양통제를 획득하기 위한 작전능력 역시 발전시켜야 한다.

3.�첨단무기체계�개발�추진�및�새로운�작전개념�정립

우리 해군도 새로운 무기체계 등장과 작전개념 발전의 상관성을 이해하고 

첨단무기체계의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작전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 해군은 전자기레일건, 레이저포, 

초고속 포탄 등과 같은 최신 과학기술이 접목된 첨단무기체계의 개발을 추진

으로써 전투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가 실용

화 될 경우 기존 해전의 양상을 크게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신 무기체계가 해전의 양상을 전환시

키는 혁명적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발하여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며, 이를 적절히 운용하기 위한 작전개념을 확립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미국 해군은 ‘분산된 치명성’이라는 작전개념을 제시했다. 분산된 치

명성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활용하여 분산된 개개의 수상함이 신장된 타격력과 

강화된 방어력을 갖추도록 하고, ‘적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타격하고 공

격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여 기습과 집중의 효과를 달성’한다는 개념이

다. 이를 위해 전자기레일건, 레이저포 등을 활용하여 전력의 분산에서 올 수 

있는 방공능력의 약화를 해결하고, 차세대 대함미사일과 고도화된 네트워크체

계를 접목시켜 원거리 동시 타격력을 강화한다는 세부 작전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미국 해군이 첨단무기체계 개발과 작전개념 발전을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우리 해군은 미국 해군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임무수행에 필수적인 첨단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유도무기체계의 사정거리 연장, 

전장인식 강화를 위한 광역 해양무인감시체계의 도입,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

능한 무인수상정ㆍ무인잠수정의 개발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레일건, 레이저포, 초공동어뢰 등의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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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하기 위한 노력과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 미국 해군의 사례를 목격한 주요 

해군들 역시 각종 첨단무기체계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해군이 지

금부터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향후 동북아의 

주요 해군들과 비교해서 전력의 큰 격차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우리 

해군의 수준으로 볼 때 이러한 첨단무기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

렵지만 지금부터라도 핵심 기술 확보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세적 통합해양작전’이라는 현재 해군의 작전개념을 향후 어떻

게 발전시킬 것인가 역시 고민해야 한다. 현재 해군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세적 

통합해양작전은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NCOE) 하에서 해군의 입체 전투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여 전략적ㆍ작전적ㆍ전술적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전쟁승리

를 주도한다는 것이다.49) 그러나 이는 합동작전의 기본개념인 ‘공세적 통합작

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50) 해군전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전 전장의 전투력을 통합한 해양통제작전 및 중심타격작전’과 같이 해

군의 작전개념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해군의 작전은 수상, 수중 

및 공중전장에서 활동하는 해군전력의 신장된 전투력을 통합운용하여 신속히 

해양통제를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의 중심(重心)을 타격함으로써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Ⅴ.�맺는말

미국 해군의 수상함부대 전략은 과거 미국 해군이 누려왔던 자유로운 해양

사용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위기의식 아래서 등장했다. 중국으로 대표되

는 해양거부위협의 증대로 인해 미국 해군은 더 이상 아무런 방해 없이 적국의 

연안까지 접근하여 안전하게 작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 해군은 

주요 해양 경쟁세력의 해양거부전략에 맞설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능력을 과시

하고, 해양거부시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극복하고 신속하게 해양통제를 

49) 해군본부, 해군기본교리(제3차개정판) (계룡: 해군본부, 2017).

50) 합동참모본부, 2021~2028 미래 합동작전 기본개념서(공개용)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4),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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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한다는 공세적 해양통제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

미국 해군은 수상함부대 전략에서 ‘분산된 치명성(distributed Lethality)’ 

이라는 수상함전력의 새로운 작전개념을 적용하여 공세적 해양통제전략을 수

행한다고 명시한다. 분산된 치명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적을 먼저 타격할 수 

있도록 개별 수상함의 전투능력 증대시켜야 한다. 또한 적의 집중공격으로부

터 생존성을 보장하고 적을 기만하기 위하여 수상함을 넓은 해역에 분산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물리적으로 분산된 전력의 화력을 유기적으

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산된 치명성의 구현을 위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해군은 따라 미국 

해군은 기존 수상함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신규함정의 추가 건조 추

진하여 수상함전력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수상함의 공격력 증대 및 방어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무기체계 개발하고 공세적 해양통제작전 개념, 근접 방공작

전 개념 등과 같은 분산된 치명성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개념 역시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개별 수상함의 전장인식 능력을 강화하고 분산된 화력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여 공격력을 신장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미국 해군이 수상함부대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이 그리 순탄한 것은 

아니다. 향후 미국의 공세적 해양통제전략의 추구는 중국의 불안감을 조성하여 

역내 안보불안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무기체계 개발 및 전력 증강

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개발 중인 첨단무기체계

를 완전히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술적 난관들 역시 극복해야 한다. 

미국 해군의 수상함 부대 전략은 변화하는 아태지역의 안보상황을 고려하

여 미국 해군의 핵심전력인 수상함부대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작전을 해 

나갈 것인지를 대내외에 공표한 것이다. 미 수상함부대 전략의 분석을 통해 한

국 해군에게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중국은 미국의 공세

적 해양통제전략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역내의 다른 해양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군사력투사에

만 집중하기보다는 모든 해군활동, 나아가 합동작전의 기반이 되는 해양통제

에도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첨단무기

체계의 개발을 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어떻게 

운용하여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는지를 설명하는 구체적 작전개념을 정립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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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f the U.S. Navy Surface Forces 

Strategy and the implications to Republic of 

Korea Navy 

Kim Hyun-Seung*51)

After finishing Cold War, the U.S. Navy’s ability to Sea control has been 

gradually eroded last 15-20 years.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demands 

that the surface Navy rededicate itself to sea control, as a new group of 

potential adversaries is working to deny U.S. navy command of the sea. China 

has been increasing their sea denial capability, such as extended anti-surface 

cruise missile and anti-surface ballistic missile.

To cope with this situation, the U.S. Naval Surface Forces Command has 

announced Surface Forces Strategy: Return to Sea Control. It is a new 

operating and organizing concept for the U.S. surface fleet called ‘distributed 

lethality’. Under distributed lethality, offensive weapons such as new ASCMs 

are to be distributed more widely across all types of Navy surface ships, and 

new operational concept for Navy surface fleet’s capability for attacking enemy 

ships and make it less possible for an enemy to cripple the U.S. fleet by 

concentrating its attack on a few very high-value Navy surface ships. By 

increasing the lethality of the surface ships and distributing them across wide 

areas, the Navy forces potential adversaries to not only consider the threat 

from our carrier-based aircraft and submarines, but they now consider the 

threat form all of those surface ships.

This idea of using the distributed lethality template to generate surface 

action groups and adaptive force package and to start thinking about to 

51) LCDR. The ROK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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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the lethal efficacy of these ships. The U.S. Navy believes distributed 

lethality increases the Navy’s sea control capability and expands U.S. 

conventional deterrence. Funding new weapons and renovated operating 

concept to field a more lethal and distributed force will enable us to establish 

sea control, even in contested area.

The U.S. Navy’s Surface Forces Strategy provides some useful implications 

for The ROK Navy. First the ROK Navy need to reconsider sea control mission. 

securing sea control and exploiting sea control are in a close connection. 

However, recently the ROK Navy only focuses on exploiting sea control, for 

instance land attack mission. the ROK Navy is required to reinvigorate sea 

control mission, such as anti-surface warfare and anti-air warfare. Second, the 

ROK Navy must seek the way to improve its warfighting capability. It can be 

achieved by developing high-edge weapons and designing renewed operating 

concept and embraced new weapon's extended capabilities. 

Key Words : Sea Control, U.S. Navy, Conventional Deterrence, ROK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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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는�말

19세기 말 이후 해적질이 확연히 줄어들면서 바다에서 해적들이 자취를 감

춘 듯했다. 바다는 평온을 되찾았고 해적은 별다른 신경을 쓸 해상위협 요인이 

더 이상 아니었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해

적은 사멸된 해적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다. 병원균이 활동할 수 있는 적당

한 온도와 습도가 만들어지면 일시에 확산되듯이 해적들도 발호할 수 있는 여

건이 만들어지자 한 세기기 되지 않아 1970년대부터 ‘현대해적’이란 이름으로 

부활하였다.1) 

사라졌던 해적이 부활하여 발호할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이었을까? 현대해적

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오늘날 지역에 따라 해적

의 발생유형이 다르듯이 한 지역의 특수한 지형적 여건과 역사적 전통, 연안국

가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노리는 값비싼 화물을 실은 선박의 통항이 많아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위축되었던 해상

운송이 활기를 띠면서 해적행위도 동시에 증가했다.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되고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해상운송 의존도는 더욱 커졌다. 값비싼 화물을 싣고 대

양항해를 하는 국제통항 선박이 많아졌다는 것은 해적이 노리는 먹잇감이 풍

부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해적문제는 불안정한 세계질서와 중요한 해상교통로를 접하고 있는 

연안국가의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상황과 해적이 활동하기 좋은 지형적 여건

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역사적으로 세계질서의 헤게모니를 쥔 국가가 제해권

을 행사할 때는 해적활동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탈냉전

시기를 거쳐 해양안보위협이 다양화됨에 따라 우월적 제해권의 의미가 퇴색해

지고 있다. 아울러 탈냉전 이후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민족ㆍ지역ㆍ종교분

쟁이 격화되고 연안국들의 정치ㆍ경제체제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해상 치안력 

상실은 해적들이 다시 발호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오늘날 해적은 자유로운 해상무역을 방해하고 바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

1) Maximo Q. Mjia, Pierre Cariou and Francois-Charles Wolff, “Ship Piracy: Ship Type and 

Flag,” in Wanyne K. Talley, Maritime Safety, Security and Piracy (informa: London, 

2008),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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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그간 몇 년 간 국제사회의 강력한 퇴치 노력의 결

과 해적발생은 줄고 있지만 해적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해적발생의 동향을 분석하고 국제사회

의 퇴치노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Ⅱ.�현대해적의�유형

근대 대항해 시대의 해적의 유형은 사략선ㆍ코르세어ㆍ버커니어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시대가 변하고 해적행위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 오늘날은 해적의 발생 

유형도 근대 해적과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하였다. 근대 해적의 유형은 주로 해적과 

국가권력과 관계, 해적들이 활동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면 오늘날의 해

적은 해적질의 수법 및 공격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2)

1.�절도형�

절도형은 좀도둑과 같이 가장 수법이 단순하고 무장 수준이 낮은 해적질이

다. 선박이 정박이나 투묘 중 이물이나 고물에 접근하여 갈고리를 던져 승선하

여 값나가는 물건이나 현금을 절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말라카해협, 인도네시

아 등 주로 동남아 해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아시아형 해적’으로 불린다.3) 가

장 낮은 수준의 폭력이 사용되며 국제해사국은 이를 ‘저수준 강도 행위’ 

(low-level robbery)로 정의한다.

 

2.�노상�강도형�

이것은 ‘치고 빠지는’ 유형의 강탈 및 강도 행위를 말한다. 선박이나 화물의 

2) 국제해사국(IMB)은 해적의 유형을 해상절도, 해상강도, 유령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석균, 바
다와 해적, (서울: 오션 & 오션, 2014), pp.465-469. 

3) Wayne K. Talley, 전게서,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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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와 같은 중대 행위보다는 배에 올라 선원의 소지품이나 선박의 금고에서 

현금이나 귀중품을 훔쳐서 도망가는 유형이다. 수법은 소형선박으로 표적 선

박에 접근한 후 건현에 따라 표적 선박의 이물이나 측면에 접근 후 승선한다.

해적들은 총이나 칼 등 무기로 무장한 채 야간에 표적선박이 좁은 해로를 통

과하면서 속력을 낮추는 때를 이용하여 승선하여 현금이나 귀중품을 강탈하고 

신속히 빠져나가는 수법을 사용한다. 국제해사국은 이런 유형의 해적행위를 ‘중

수준 무장강도’(medium-level armed assault and robbery)로 정의한다.

3.�유령선형

납치한 선박에서 화물을 탈취하고 선원을 살해한 뒤 배를 완전히 개조하여 

팔거나 새로운 해적행위에 이용하는 수법이다. 납치한 배의 선명을 변경하고 

도색을 새롭게 하고 선원을 교체하여 재등록한 후 완전히 다른 배로 만든 다음 

팔거나 다른 해적질이나 국제 해상무역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국제해사국은 

이런 유형의 해적행위를 ‘중요 납치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유형의 대

표적인 사례가 1998년 9월 25일 일어났던 ‘텐유’호 사건이다. 

유령선형은 과거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하던 해적의 유형이었다. 1996년

에서 2013년 사이에 일어난 총 53건의 유령선형 해적 중 48건이 동남아 해역에서 

발생했다. 최근 동남아 해역에서는 사라졌지만 서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유형의 해

적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유령선형은 치밀하게 계획된 국제범죄로서 잘 훈련되고 

중무장한 해적들이 동원된다. 이런 유형의 해적행위는 여러 나라가 관련되어 있

기 때문에 수사주체와 형사 관할권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며 관련 국

가들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선박납치ㆍ몸값�요구형�

소말리아 인근 및 아덴만 주변의 해역에서의 해적행위의 특징은 인근해역

을 항행하는 선박을 납치한 후 해적 근거지로 끌고 가서 선박을 억류하고 선원

을 감금한 채 석방을 대가로 몸값 또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이런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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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요구형’ 해적행위는 이전의 해적행위 유형과 전혀 다른 형태로서 장기간에 

걸쳐 선원을 감금한 후 몸값을 챙기고 석방해 주는 유형이다.4)

해적들은 납치한 선박의 선주나 선원의 정부를 상대로 오랜 협상을 통해 몸값

을 챙긴 후 선박과 선원을 풀어주는 형태이다. 이들은 선박이나 화물보다는 몸값

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몸값이 합의되면 대부분 선원과 선박을 무사

히 풀어준다. 해적들이 요구하는 몸값은 수년 사이 몇십 배가 높아졌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협상과정에서 선원들의 살해위협은 있었지만 실제로 살해한 경우는 거

의 없었으나 2010년 10월 피랍된 벌크 선박 오르나(Orna) 호는 예외였다. 2년간

의 몸값 협상이 결렬되자 선원 19명 중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상해했다.

5.�선박납치ㆍ화물�탈취형

소말리아ㆍ아덴만 해역의 몸값 요구형에 비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서아프

리카의 기니만 해역에서 해적행위는 그 양상이 다르다. 이들은 인질을 억류하

고 몸값을 요구하는 소말리아 해적과 달리 선박을 납치한 후 기지로 끌고 가서 

오일 등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강탈하고 선박과 선원은 석방하는 형태

를 보이고 있다.

Ⅲ.�해적행위�발생�현황

1.�전�세계�해적발생�현황

국제해사국(IMB) 통계5)에 의하면 1990년대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해적

행위는 2000∼2004년 시기에 매년 350∼450건이 발생하여 정점을 이루었다. 

2007∼2016년 사이 매년 190∼440여 건이 발생하였다. 최근 10년간 매년 평

균 300여 건이 발생한 셈이다. 

4) 김석균, 전게서.
5) IMB, “Annual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Reports 2007-2016”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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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해적발생 현황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전 세계 263 293 410 445 439
297

(28)1)
264

(12)

245

(21)

246

(15)

191

(7)
3,093

동

남

아

시

아

전체 110 88 99 142 119 130 167 183 202 101
1,341

(43%)

말라카 

해협2) 9 8 11 5 12 8 10 9 14 2 88

인도네

시아
43 28 15 40 46 81 106 100 108 49 616

아

프

리

카

전체 120 190 266 259 293 150 79 57 35 62
1,511

(49%)

나이지

리아
42 40 29 19 10 27 31 18 14 36 266

소말

리아3) 44 111 197 192 197 62 13 7 0 2 628

1) 선박피랍 건수

2) 싱가포르해협 포함

3) 아덴만 해역 포함

자료: IMB, Annual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Reports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총 3,093건의 해적 발생이 국제해사국에 신고되

었다. 같은 기간 동안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1,341건(43%), 아프리카 해역에서

는 1,511건(49%)이 발생하여 두 지역에서 대부분의 해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

다. 2010년 445건의 해적 발생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최근 5년간 전 세계적으

로 해적발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는 191건의 

해적이 발생하여 98년(202건) 이래 최저 해적발생을 기록하였다. 

2.�동남아�해적�증가

동남아 해역은 2000년 초ㆍ중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해적공격의 3분의 2를 

차지 할 정도로 세계에서 해적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었다. 말라카 해

협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해상교통로는 통항 선박에게 가장 위험한 해역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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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안국(costal states)과 이용국(user states)의 강력한 공동 해적퇴치 노

력으로 동남아 해적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몇 년간 크게 감소해 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 해역을 중심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 해역에서는 2007년 110건, 2008년 88건, 

2009년 99건으로 매년 해적행위가 감소해 왔으나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0년 142건이 발생한 후 매년 많은 수의 해적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에는 101건 발생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는 202건

이 발생하여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 세계 해적 발생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의 동남아 해적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그 심각성이 더 분명해진

다. 2016년에는 전 세계 해적발생 191건의 53%(101건)를 차지하면서 선박 피

납(7건)의 57%(4건), 선원납치 피해(62명)의 55%(34명)가 동 해역에서 발생하

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해적발생이 가장 크게 증

가하고 있다. 동 해역에서는 2009년 15건의 해적행위가 발생하였으나 2010년 

40건, 2011년 46건, 2012년 81건, 2013년 106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108건이 발생하여 2009년 15건이 발생한 것에 비하

면 몇 년 사이에 700%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해역의 

해적은 항구에 정박 중이거나 투묘 중인 선박에 승선하여 물건을 훔치는 ‘절도

형’이 대부분이다. 

동남아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동남아 해적은 해적의 여러 유형 중 낮은 수준인 ‘절도형’이 다수

를 차지하고 있으나 ‘노상 강도형’이나 최근에는 선원을 납치한 후 몸값을 요구

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절도형이나 노상 강도형은 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

하거나 복잡한 연안지역과 좁은 해로를 저속으로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현금이나 귀중품을 약탈하고 도주하는 수법이다. 2016년 동남아 해적발생 현

황을 보면 정박 중 배에 승선하여 절도나 강도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항행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해적행위를 하는 경우는 30% 수준이다.

둘째, 다수의 해적무리에 의한 선원납치ㆍ몸값 요구형 해적행위가 증가하

고 있다. 해적공격의 형태는 최대 17명에 이르는 다수의 해적무리가 총으로 무

장을 하고 고속보트를 이용해 속력이 느리고 건현이 낮은 예인선이나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을 납치하여 몸값을 받아는 내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해적들

은 최근에는 통항하는 일반 화물선박이나 유조선의 납치를 시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중대한 해적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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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필리핀 해역은 전체적인 해적 발생은 낮은 편이지만 최근 몇 년 사

이 새로운 해적위험 해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술루-셀레베스 해

(Sulu-Celebes Seas)에서 지속적으로 해적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해

적위험 해역이 되고 있다. 이 해역에서의 해적공격의 형태는 운항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무장 해적들이 승선하여 선원을 납치하거나 화물을 탈취하는 것이다. 

2016년 10월 한국 선박 ‘동방 자이언트’호가 인근 해상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아부 사야프(Abu Sayyaf) 소속 무장 괴한들에 의해 피납되었다. 한국, 필리핀 

정부와 선사의 기민한 대응으로 한국인 선장과 필리핀인 선원 한 명이 3개월 

만에 무사히 풀려났지만 소말리아 해적에만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려있는 사이 

날로 심각해지는 동남아 해적 상황을 보여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의 해적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

되고 있다.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위치

와 폭이 좁고 연안국 해안에 인접한 지형적 여건 때문에 오랜 옛날부터 해적질

이 성행했다. 그간 말라카 해협은 동남아의 해적 중심지였으나 연안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해적퇴치 노력으로 해적발생은 급감했고 안정적으로 관리

되고 있다. 2016년에는 2건의 해적행위만 신고 되었다. 

그러면 최근 몇 년간 동남아 해역에서 해적행위가 다시 증가하고 다시 해적 

중심지로 부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다음 몇 가지 요인으로 분석된다. 

첫째,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연안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오랜 해적행위 전

통이다. 해적행위는 연안 주민들의 생계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에 해적행위에 

대한 관대한 분위기도 해적행위가 지속되는 요인의 하나이다. 둘째, 해안선이 

복잡하고 좁은 수로와 함께 연안국들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해적들이 은신

하고 도주하기 좋은 지형적 여건이다. 동남아 해역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수역이고 해안선이 복잡하고 국가들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해적들이 은

신하기 쉽고 관할권이 미치기 어려운 타국 연안으로 신속하게 도주하기 쉽다. 

셋째, 해적행위는 아부 샤야프 등 이슬람 반군 세력들의 자금 공급원이 되고 

있다. 2016년 10월의 ‘동방 자이언트’호 납치 사건에서와 같이 동남아지역은 

아부 샤야프, 제마 이슬라미야(Jemaah Islamiyah) 등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해적행위를 활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광대한 

수역의 안전을 확보할 연안국의 치안력이 부족하다. 해경(Coast Guard), 해군

의 인력, 함정, 항공기 등 관할수역을 담당하기에는 그 세력이 아주 부족한 실

정이다. 다섯째,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느슨해진 해적 대응을 틈타 해적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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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 있다.

말라카 해협 등 동남아 해역의 해상교통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은 해적의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동남아 해

적은 대부분 저수준의 해적행위에 머물고 있지만 아부 샤야프의 해적행위에서 

볼 수 있듯이 운항 중인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 납치ㆍ몸값 요구, 재물 약탈 같

은 고수준의 해적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테러단체의 조직화된 해적행위의 증

가는 더 높은 수준의 해적행위로 옮겨 갈 수 있음을 예고한다. ‘유령선’형 형태

의 해적행위의 부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3.�서부아프리카�해적

아프리카 해역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적발생이 급속히 증가하였으

나 2012년 이후 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적발생은 급속히 줄고 있다. 아프리카 연

안에서 해적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동부의 소말리아ㆍ아덴만 해역과 서부의 

기니만 인근의 나이지리아 해역이다. 아프리카 해역에서 전체 해적행위는 

2010년 293건이 발생한 이후 2013년 79건, 2014년 57건, 2015년 35건, 2016

에는 62건으로 크게 줄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년 평균 230여

건의 해적이 발생한 것에 비하면 큰 변화이다. 이것은 뒤에 소개할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퇴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해적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기니만 

해역이 그 중심지가 되고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서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해적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된 원인은 보코 하람(Boko Haram), 니

제르델타 해방기구(Movement for the Emancipation of the Niger Delta) 등 

반정부 테러 단체가 몸값을 목표로 선원 납치시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총격피해 사건의 75%(9건)를 차지하고 있고 연안에서 11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유조선이 피랍되고 있는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소말리아 해적과 같

이 흉포화, 조직화된 해적행위의 양상을 뛰고 있다.6) 이러한 사정 때문에 보험

업계에서는 베닌, 나이지리아, 토고 해역을 소말리아와 같은 고위험지역(high 

risk areas)으로 지정하고 동 해역운항에 선박에 대해서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

6) 해양수산부, “전 세계 해적발생 동향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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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7) 

4.�소말리아ㆍ아덴만�해적

대항해 시대의 카리브 해 해적처럼 소말리아ㆍ아덴만 해적은 오늘날 현대 

해적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내전으로 피폐해진 소말리아에서 해적질은 국가

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해적은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될 만큼 만연해 있다. 

국제사회의 여러 퇴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2008년 111건, 

2009년 197건, 2010년 192건이 발생할 만큼 소말리아 해역은 해적들의 무법지

대였다. 소말리아ㆍ아덴만 해적의 발생은 전 세계 해적 발생의 3분의 1을 차지

하고 있지만 피해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따진다면 다른 지역

의 해적을 압도하고도 남을 정도이다.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해적 퇴치 노력의 결과로서 <도표 1>에서 볼 수 있

듯이 최근 3∼4년간 해적발생은 현저히 줄었다. 2015년에는 1건의 해적도 발

생하지 않았고 2016년에는 2건의 해적만 발생하였다.8)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지속되면 소말리아 해적의 완전한 퇴치를 선언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

온다. 그간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퇴치작전 앞에 해적

들이 숨죽이고 있지만 해적들은 퇴치노력이 느슨해지면 그 틈을 타고 언제든

지 다시 발호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해적퇴치 작전이 종료되고 해군세력들이 

철수한다면 소말리아 해역은 다시 해적의 바다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소말리아

ㆍ아데만 해역의 연안국가들이 해적을 퇴치할 치안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연안국가의 불안정한 정치ㆍ경제 상황이 개선된 것이 없으며 

해적이 활동 할 수 있는 해상의 여러 여건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 Mark McNames, “Piracy on the Rise in the Gulf of Guinea as Niger Delta Militants Move 

Offshore,” Terrorism Monitor, 2012, 10(15), p.6. 

8) IMB, “Annual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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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소말리아ㆍ아덴만 해역 해적현황

소말리아ㆍ아덴만 해역

 

Ⅳ.�해적피해

해적행위에 따라 국제사회가 지불하는 경제적 비용은 몸값 지급, 선박 및 

화물 피해, 화물운송 지연, 위험에 따른 선박 보험료 증가, 군사적 비용 등 막

대하다. 2012년 2월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사회가 소말리아 해

적에 지불하는 몸값은 3억 달러 미만이지만 보이지 않는 경제적 피해는 7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9)

피해 중 먼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원들의 인명피해이다. 2011년에만 

1,118명의 선원들이 인질로 잡혔고 이중 24명이 사망했다. 이들을 석방하기 위

해 31번 지급한 몸값으로 1억 6천만 달러가 지불되었다.10)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년 해적공격으로 부상당하거나 인질로 잡히는 경우는 수백 

명에 달하고 있다. 

9) One Earth Future Foundation, “The Economic Cost of Somali Pirates 2011.” 

10) 전게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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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선원 피해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662 373 479 333 236

사망 6 1 4 1 0

부상 28 21 13 14 8

인질 585 304 442 271 151

납치/몸값요구 26 36 9 19 62

기타 17 11 11 28 15

자료: 해양수산부

해적행위는 국제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선박들이 해적이 발호하는 

소말리아ㆍ아덴만 해역을 피하기 위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대신 희망봉

으로 우회하는 경우 운송비용도 크게 증가한다. 대체항로의 거리는 3,500마

일, 항해기간은 12∼15일 정도가 더 소요되고 하루에 2∼3만 달러의 추가비

용이 들어간다. 우회하는 비용은 2011년 기준으로 4억 8천∼6억 8천만 달러

에 달했다.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이 유조선 등으로 확대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사우디 유조선 ‘시리

우스 스타’가 해적들에 납치되었을 때의 일이다. 사우디의 하루 원유 생산량

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원유를 실은 이 선박의 피랍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12

월 인도 분 텍사스 경질유는 장중 한때 배럴당 1달러가 오른 58달러에 거래

되기도 했다.

해적이 기승을 부리면서 보험료도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소

말리아 해적이 활개 치는 인도양을 ‘전쟁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2008년 후반

기에 아덴만을 통과하는 선박의 보험료를 10배나 올렸다. 당시 보험업계는 해

적 사건 하나당 200∼300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고 이로 인해 2008년 한 해 동

안 비용이 1억 달러에 달했다. 이 때문에 아덴만을 통과하는 전체 수송비용이 

올라가는 결과를 낳았다.11) 보험료와 해상 수송비용의 증가는 결국 중동산 유

가를 올리고 그 석유에 의존하는 많은 국가들은 그만큼 더 높은 유가를 지불해

야 한다. 이것은 연쇄적으로 모든 산업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무역비용도 증가

11) 전게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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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 소말리아 해적이 중동산 석유가격을 올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전 세

계 경제에 전가되는 구조이다. 2011년 납치와 몸값, 전쟁 위험지역 요소를 반

영한 보험료는 약 6억 3백만 달러였다.12)

해적공격을 피하는 방법의 하나로는 위험지역을 지날 때 고속으로 항해하

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적들은 18노트(시속 33km) 이상 속도로 항해하는 선박

을 공격해서 성공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고속으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료를 소모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운항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 컨테이너선

만 기준으로 해도 한해 20억 7천 달러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한다.

해적피해가 커지면서 선사들은 자구책으로 보안장비를 강화하고 무장요원

을 승선시키고 있다. 선사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사설 무장요원을 고용하기 위

해 10∼11억 6천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13) 해적퇴치 활동에 참여하

고 있는 30여 국가가 군대ㆍ장비ㆍ함정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10억 2천만 

달러를 썼다. 해적을 잡아도 이들을 사법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2011

년 20개국이 해적을 체포하여 이들을 기소하는 비용만 천 6백만 달러가 소요

되었다.

Ⅴ.�선원의�무장�

국제사회는 해적들에게 잡힌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무력사용을 가급적 

자제해왔다. 무력을 사용하면 인질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몸값

을 지불하고 인질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해적들은 인질 구출작전을 

하는 경우 보복이나 살해위협으로 맞선다.

인질 구출작전 시 해군 특수부대와 해적과의 교전에서 인질로 잡힌 선원이

나 승객이 살해되거나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009년 4

월 소말리아 해안에서 프랑스 해군이 해적들에게 납치된 자국민 가족을 구하

기 위한 구출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요트에 타고 있던 배 주인이 사망하기도 

했다. 2011년 1월 ‘아덴만 여명’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해군의 ‘삼호 주얼리’호 

12) 전게문서.

13) 전게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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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출작전 과정에서 해적들이 쏜 총과 교전 과정에서 날아온 유탄에 석해균 선

장이 복부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가 그 같은 사례다.

인질구출 작전 중에 발생한 가장 비극적인 사례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미국 요트 ‘퀘스트(Quest)’ 호 사건이 꼽힌다. 2011년 2월 22일 미 해군 특수

부대가 ‘퀘스트’ 호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인질로 잡힌 미국인 4명 전부가 살해

되었다.14) 미 해군이 해적들과 협상을 벌이는 사이 구출 팀이 은밀히 접근하던 

중 요트에서 총소리가 났다. 특수부대가 승선했을 때는 인질전원이 사살된 뒤

였다. 그동안 소말리아 해적은 미국 상선이나 선박은 거의 공격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테러범들과는 몸값지불이나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었다.15)

해적들의 무장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선원을 무장시키거나 무기를 소지한 

사설 보안요원을 승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해운업계와 국제사

회는 이러한 방안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실행에는 많은 위험성과 더불어 비

용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먼저 선원이 무장을 하는 경우 다른 

나라의 항구에서 테러 위험 때문에 입항이 금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

한 무장 상선과 해적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면 전반적으로 폭력의 수위

가 높아질 것이고 이것은 위험수역에서 항해하는 모든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

게 할 수 있다.

선원들에게 무기를 지급하더라도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선원들이 해

적의 공격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더불어 교전과정

에서 선원들의 인명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그리고 선원들이 무기를 사용하고

도 해적공격을 막지 못하고 피랍되는 경우 보복 살해 등 더 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선원을 무장시키더라도 로켓포 등 중화기로 무장한 해적에 맞서기

에는 역부족이다. 유조선 등 폭발성이 강한 물질을 실은 선박에서 발포는 화재

ㆍ폭발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국제해사

기구(IMO)는 회원국에게 선원의 총기 휴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16) 같은 

이유로 ReCAAP에서도 선원의 총기 휴대를 지지하지 않는다.17)

다른 방안은 사설 무장보안요원(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14) 전게문서.

15)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iracy off the Horn of Africa,” April 2009.

16) IMO, “MSC Cir. 623. annex para. 40,” 1993; “MSC. 1-Cir.1333-Rev. 1, 2015” 참조.

17) ReCAAP, “Annual Report 2016: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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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nel)을 고용하여 승선시키는 것이다. 실제 소말리아 해적은 목표선박에 

무장 보안요원이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그러한 선박은 

납치를 포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해적이 많이 출몰하는 해역의 오만ㆍ지

부티ㆍ더반ㆍ스리랑카 등 몇몇 국가는 사설 무장보안요원을 고용하여 승선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러 선사들이 외국 해사 보안업체를 통하여 사설 

무장보안요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 해사 보안업체(Private Maritime 

Security Company)의 대부분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회사들이다. 

그러나 무장요원의 이용과 무장 해사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제해사기구(IMO)는 2011년 5월 해사안

전위원회(MSC)의 권고문18)을 통해 사설 무장보안요원의 고용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 방침은 무기사용과 사설 무장보안요원을 승선시키는 문

제는 기국(flag states)의 입법과 정책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이에 맞는 적절

하고 합법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무력사용의 수칙과 관련하여 해사안전위원회는 사설 무장보안요원의 임무

는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여 해적의 승선을 방지하는 것에 제한하고 있다. 무

력사용은 다른 수단을 사용하고 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필요 이상을 초과하는 무력사용은 허용하지 않고 모든 

경우 위협에 비례하고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19)

사설 무장보안 요원을 고용하는 데는 비용문제도 만만치 않다. 앞에서 보았

듯이 해운회사는 연간 막대한 추가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보안요원을 승선

시키는 것이 오히려 몸값을 치르는 것보다 더 비쌀 수 있다. 또한 선상에서 총

격전이 벌어지면 향후 법적 책임문제가 뒤따르고 여러 항구에서 입항이 금지

되면서 항해에 큰 제약을 받는다.

군함의 호송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선박회사로서는 이것도 

썩 내키지 않는 방안이다. 호송함정의 교대를 위해 항해 도중 여러 차례 기착

을 해야 하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몸값보다 호송비

용이 더 클 수 있다. 

18) MSC.1/Circ.1405, 2011.5.23.: ‘고도위험지역의 선상에서 사설 무장보안요원의 사용에 관한 선

박소유자, 선박운용자, 선장의 잠정지침’(Interim Guidance to ship owners, ship operators, 

and shipmasters on the use of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on board 

ships in the High Risk Area).

19) 전게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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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해적퇴치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

국제사회는 ‘21세기의 재앙’으로 불리는 해적을 퇴치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

울이고 있다. 해적문제는 전 세계를 휩쓰는 전염성 질병이나 지구 온난화, 환

경오염문제와 같이 한 국가나 지역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이

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적문제의 해법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국제사회ㆍ연

안국ㆍ이용국ㆍ해운업계ㆍ법집행기관 등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핵심요

소들이 협력해서 대응하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틀에서 찾

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는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해적 퇴치

를 위한 노력에 직접 나서고 있다. 

1.�유엔�안보리�결의�및�CGPCS�창립�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여러 차례의 결의안을 통하여 소말리아 해적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회원국들의 해적퇴치를 위해 군함파견, 국내법 정비, 사법공

조 등을 권고하고 있다. UN은 국제법상의 추적권 행사의 제한요건을 완화했

다. 유엔해양법협약 상 군함이 해적을 뒤쫓다 자국의 영해나 다른 국가의 영해

로 도망치는 경우 추적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20) 소말리아 영해까지도 해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해적이나 해상강도를 처벌하도록 국내법

을 정비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간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UN 안보리의 

결의안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20)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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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해적대응 결의안(08∼16년)

자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회는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CGPCS)과 ‘투자신탁기금’(Trust Fund)을 설립했다. 

CGPCS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51호에 따라 2009년 1월 창설된 국제 협의체

로서 60개국 및 20여 개 국제기구, 해운업계가 참여하고 있다. CGPCS는 군사

활동 역량강화, 사법공조, 해운업계 자구책, 해적 자금 차단 등의 논의를 목적

으로 한다. 현재 세 개의 실무그룹이 운영되고 있다.

CGPCS는 해적의 기소 및 해적퇴치와 관련된 연락그룹(Contact Group)의 

모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기금(trust fund)을 마련하고 있다. 펀드 

분담금은 각국 정부, 국제기구, NGO, 해운업계 등의 민간으로부터 충당되며, 

2011년 기준으로 펀드 총액은 약 620만 달러에 달한다. 기금은 12개 프로젝트

에 약 420만 달러를 사용하였으며 주로 케냐ㆍ세이셸ㆍ소말리아에서 기소ㆍ구

금 관련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분담금

을 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상향하였다.

안보리 결의(채택일자) 주  요  내  용

제1816호(08.6.2) 소말리아 영해 진입을 6개월간 허용

제1838호(08.10.7) 회원국들에게 함정과 군용 항공기 파견 요청

제1846호(08.12.2) 소말리아 영해 진입 1년 연장

제1851호(08.12.6) 소말리아 내륙까지 해적 추적 허용

제1897호(09.11.30) 소말리아 영해 진입 및 관련 조치 1년 연장

제1918호(10.4.27) 해적 및 해상 무장강도 처벌에 관한 국내법 정비 요청

제1950호(10.11.23) 소말리아 영해 진입 및 관련 조치 1년 연장

제1976호(11.4.11) 소말리아와 주변국가에 해적퇴치 특별법정 설립 요청

제2015호(11.10.24) 해적 및 무장강도의 형사 소추에 관한 국내법・협정 정비 요청

제2020호(11.11.22) 소말리아 영해 진입 및 관련 조치 1년 연장

제2077호(12.11.21) 소말리아 영해 진입 및 관련 조치 1년 연장

제2125호(13.11.18)
ㆍ소말리아 영해 진입 및 관련 조치 1년 연장

ㆍ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형사관할권 행사

제2184호(14.11.12) 소말리아 정부당국의 해적퇴치 노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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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함파견

1) NATO의 ‘Operation Ocean Shield’

소말리아 해적문제가 심각해지자 국제사회는 급기야 군함을 직접 해적위험 

해역에 파견했다. 제일 먼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는 UN의 요청으로 

2008년 10월 소함대(flotilla)를 파견하였다. 미국ㆍ영국ㆍ이탈리아 등 6개국 

군함으로 이루어진 NATO의 소함대는 세계 식량기구(WFO)의 소말리아 식량

지원 선박 및 인근 통항선박의 보호를 주 임무로 하였다. 이 작전은 그 해 12월 

초에 종료되고 2009년 8월부터 ‘대양방패 작전’(Operation Ocean Shield)이

라는 이름하에 미국과 영국 함정이 주축을 이룬 연합함대로 대치되었다. 1일 3

∼5척이 순찰활동을 하면서 소말리아 해적퇴치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NATO는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공격이 감소하자 2016년 12월 작전

을 종료하였다.

2) EU의 ‘Operation Atlanta’

소말리아 해적이 심각성이 높아지자 유럽연합(EU)는 2008년 12월 ‘EU 해

군함대 Atalanta’(EU NAVFOR)을 창설했다. EU NAVFOR는 약 1,200명의 인

력과 4∼6척의 군함, 2∼3척의 항공기로 구성되어 해적으로부터 민간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애틀란타 작전’(Operation Atlanta)을 수행하고 있다. EU 

NAVFOR은 홍해 남부, 아덴만, 인도양을 작전범위로 하여 해적위험 해역에서 

순찰, 호송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U 회원국이 주축이지만 노르웨이, 몬

테네그로,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등 비회원국도 참여하고 있다. EU NAVFOR

은 2012년 5월 15일 처음으로 육상의 해적 기지를 공격했다. 함정에서 발진한 

항공기와 헬기를 이용하여 소말리아 중부 하라드히어 해적 기지를 공습했다. 

2016년 11월 EU 이사회는 EU NAVFOR 임무를 2018년 12월까지 연장했다.

3) Combined Task Force 151

국제사회는 미국 주도의 연합기동부대 ‘Combined Task Force 151’을 창설

하여 소말리아 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CTF-151’은 바레인에 기지를 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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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해양부대(Combined Maritime Forces)소속으로서 유엔안보리결의 1816호에 

따라 2009년 1월 창설된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적대응 전담을 위한 함대이다. 

한국ㆍ미국ㆍ터키ㆍ호주 등에서 파견된 함정으로 편성되어 있고 3∼6개월 

주기로 파견국간 지휘관 임무를 교대하여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CTF-151, 

NATO, EU 소속으로 2013년 1월 현재 전 세계 31개국21)에서 해군함정(주로 

7,000톤 이지스급)이 아덴만에 파견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3월 13일 파

견된 1진을 시작으로 청해부대의 군함 1척을 동 해역에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임무수행 중에 있다. 우리 해군의 경우 독자적으로 선박 호송 임무를 수행하

고, 호송 안보작전 등 연합합동 작전 시에는 연합해군사에 편제되어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한다.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된 군함들이 활동을 개시한 후 해적의 납치 성공률이 

38%에서 13%로 급감하고 최근 해적발생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군함의 파견의 효과는 해적퇴치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소말리아의 국내 정치안정, 해

상치안력 강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노력이 없다면 광활한 바다에서 소수

의 외국 군함만으로 해상감시 및 해적퇴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군함을 파견하는 나라는 장기간 원양에 함대를 파견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군함이 자국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장기간 활동하

는 동안 함정보급, 기항지, 합동작전, 사법공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

결해야 한다.

4) IMO의 Djibouti Code of Conduct

2009년 IMO 주도로 지부티에서 17개 지역 정부 대표가 모여 ‘지부티 행동 

규정’22)을 채택하였다. 동 규약에 의하여 케냐의 해양구조조정센터, 탄자니아

의 지역조정센터, 예멘의 정보센터가 정보교환 지원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리

고 지부티에 지역훈련센터 설치 및 기술 협력에 관한 결의안에 합의하였다. 지

21) 호주,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

리스, 인도, 이란, 이태리, 일본, 한국, 네덜란드, 파키스탄,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

르, 사우디, 스페인, 스웨덴,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미국.

22) 서부 인도양 및 아데만 해역에서 해적 및 무장 강도 퇴치를 위한 행동규약(Code of Conduct 

concerning the Repression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the western 

Indian Ocean and the Gulf of Aden).



104  STRATEGY 21, 통권 41호 (Spring 2017년 Vol. 20, No. 1)

부티 규정의 채택은 소말리아 지방정부와 해적퇴치 기술 협력체인 ‘해적퇴치 

소말리아 접촉그룹’(Somali Contact Group on Counter-Piracy)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Ⅶ.�맺는말�

오늘날 해적문제는 연안국가, 지역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같이 

해결해야 할 글로벌 이슈이자 과제이다. 해적문제는 자연재해, 금융위기, 전염

병과 같이 특정 국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지역국가, 연안국 정부, 해운업계가 긴밀

한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대응해야 해결할 수 있는 초국가적 문제이다.

최근 몇 2∼3년간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행위가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해

적행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해적들이 퇴치 된 듯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

다고 본다. 현재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으로 인하여 해적행위가 위축되었을 

뿐이지 결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소말리아와 같이 정정(政情)

이 불안하고 치안력이 바다에 미치지 못하며 경제가 무너져 빈곤이 만연해 있

는 사회에서 해적질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응이 

느슨해진 틈을 타 언제든 다시 발호할 수 있다.

동남아 해역에서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ㆍ싱가포르 

등 말라카 해협 연안국을 중심으로 합동순찰, 항공감시, 상대방 영해에 추적권 

허용 등 다방면의 해적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펼쳐왔다. 아세안(ASEAN)도 

지역 안보차원에서 해적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ㆍ일본 등 말라카 해협

을 이용하고 있는 무역국들도 퇴역함정 지원, 인적교류, 교육훈련 등의 형태로 

동남아 국가의 해적퇴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 세계 

해적발생의 70퍼센트를 차지하던 아시아 해적은 한 동안 30퍼센트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동남아 해역은 해

적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한동안 평화와 질서를 되찾은 듯 했던 바다가 다시 

‘해적의 바다’라는 오명을 되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말라카 해협 등 동남아 

해역의 해상교통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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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 아직 동남아 해적은 대부분 저수준의 해적행위에 

머물고 있지만 아부 샤야프의 해적행위에서 볼 수 있듯이 선박납치나 ‘유령선’

형 같은 고수준의 해적행위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해적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안국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국제성 범

죄라는 해적의 특성상 연안국과 이용국간 긴밀한 협력 없이는 해적퇴치가 어

렵다. 동남아 해적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소말리아 해역에서와 같이 해적퇴치

를 위한 다국적 해군이나 코스트 가드의 창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화 되고 기업화되고 있는 현대해적의 근절을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근본

적인 해결노력과 함께 해상에서 해적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해적집단에 대한 엄

정한 법집행과 육상근거지에 대한 소탕작전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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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Developments in Piracy Attacks and 

Counter-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im Suk-Kyoon*23)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recent developments in piracy 

attacks at the global level.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global trend of 

recent piracy attacks and presents global counter-piracy efforts at the 

international and governmental as well as industry level. 

The issue of piracy has been a grave concern of the globe, becoming the 

biggest threat to the safety and security navigation and seaborne trade. Overall, 

piracy attacks in recent years have greatly diminished owing to multi-faceted 

counter-piracy efforts. However, Southeast Asia and West Africa have reemerged 

as an hotspot of piracy. A worrisome trend in these regions is that many of 

piracy attacks are committed by militant groups for financing their activities. As 

a result, the level of violence and the sophistication of attacks have escalated.

The problem of contemporary piracy is beyond a particular region or coastal 

state, but a common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address 

the global piracy problem,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at the global level as well as the regional level. As a way of counter-piracy 

measures in Southeast Asian waters, the creation of a joint regional coast guard to 

patrol the highly piracy concentration areas needs to be considered.

Key Words : Piracy, Security Navigation, Violence, Sou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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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미ㆍ중간 패권경쟁에 관한 논의는 국제정치의 핵심담

론이 되고 있다. 특히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미ㆍ중간의 상대적 권력

이 급변함에 따라 미ㆍ중간 동아시아 패권경쟁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

고, 양국이 해군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면서 이미 해양에서는 패권경쟁이 시

작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1)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대비를 위해 근대이

후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 해군력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규명하고 향후 

한국 해군력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세계정치에서 해군력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특히 패권을 쟁취하는 과

정에서 또는 패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해군력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한 연구는 오랜 옛날부터 진행되어 왔다. 

역사학의 아버지라 일컫는 헤로도투스(Herodotus)는 그의 역작 역사의 

139장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불쾌히 여기겠지만, 진실이라고 믿기에 유보

할 수 없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아테네인들이 바다에서 페르시아 왕 크세르

크세스(Xerxes)에게 맞서지 않았다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헬라(Hellas)가 페르시아에게 예속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페르시아 왕

이 제해권을 장악하였더라면 아테네로 가는 지상의 협곡을 차단한 방벽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테네인들이야말로 헬라의 구원자라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였다.2) 페르시아와 헬라가 충돌한 패권

전쟁에서 테미스토클레스(Themistocles)가 지휘한 연합함대가 살라미스 해전

(The Battle of Salamis, B.C.480)에서 승리하여 페르시아 대군을 격퇴시킨 

역사적 사실을 두고 한 말이었다. 해군력이 헬라제국의 서양패권을 지켰을 뿐

만 아니라 페르시아제국의 동양패권을 무너뜨린 것이다. 

중세 이후 인류가 세계화에3) 나선 이래 세계패권경쟁에서 승리한 국가나 

1) 미ㆍ중간 해양패권경쟁에 대해서는 Toshi Yoshihara and James R. Homes, Red Star over the 

Pacific: China’s Rise and the Challenge to U.S. Maritime Strategy (Naval Institute Press, 

2010); 차도회, 동아시아 미ㆍ중 해양패권쟁탈전 (성남: 북코리아, 2012); 이재형, 중국과 미국

의 해양경쟁 (서울: 황금알, 2014) 참조.

2) 천병희 옮김, Herodotos 지음, 역사 (고양: 도서출판 숲, 2009), pp.700-787.

3) 중세 이후 세계화란 제1세대 대양개척시대, 제2세대 산업혁명시대, 제3세대 정보화 혁명시대를 의

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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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을 계승한 국가는 모두 해양강국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대륙강국은 번번이 실패했는데, 프랑스, 독

일, 러시아, 소련 등이 바로 그러하다.4)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중국대륙을 지배하는 국가가 지역패권을 차지

해왔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서구의 해양국가가 동아시아에 몰려오면서 패권

경쟁양상이 달라졌다. 세계 최강대국이던 중국은 해군력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구의 침탈대상으로 전락하였고, 러시아도 주로 지상력에 의존하여 

패권경쟁에 나섬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비해 도서내륙국가에서 도서해

양국가로서 국가개조에 성공한 일본은 해군력을 바탕으로 대륙과 해양으로 진

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대륙국가에서 대양국가로 탈바꿈한 미국도, 도서해양국

가 일본을 물리치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인수하였다. 최근에는 대륙국가 중국

이 해양화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제2위의 강대국 지위에 올랐다. 많은 학자들은 

앞으로도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 추세와 함께 해양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6)

역사적으로 ‘바다에서의 힘’은 패권경쟁과 세계지배를 향한 분명한 길이었

기 때문에, 세계 강대국들은 바다를 통제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 왔

다. 제해권은 세계에 대한 압도적 영향력을 의미하였으며, 국가의 힘과 번영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7) 특히 해군은 바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pervasiveness), 전력운영의 다양한 융통성(flexibility), 힘과 

의지를 표출하는 가시성(visibility)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으로 대외정책의 중요

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으며,8) 다른 군과는 달리 패권전쟁에서의 군사적, 전

략적 승리뿐만 아니라 평시 또는 위기 시에도 국제체제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

고,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해군력은 패권경쟁

이나 패권유지의 필수적 조건이 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 해군력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

4) 박건영 외 편역, 국제관계론 강의 I(International Relations I)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8), 

pp.255-257. 

6) 대표적으로 틸(Geoffrey Till) 교수는 세계화를 국경 없는 세계, 역동적인 체제, 자유로운 통상체

계로 특징을 지으면서 본질적으로 세계화는 해양과 관련되어 있고 세계의 해군과 특별한 이해관계

가 있다고 하였다. 배형수 역, Geoffrey Till 저, 21세기 해양력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p.6-8.

7) 배형수(2011), pp.65-66.

8) Hedley Bull, “Sea Power and Political Influence,” Jonadhan Alford ed., Seapower and 

Influence (Hamsphire, England: Gower Publishing Company Limited, 1980)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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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가를 분석하고, 미래에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전망하

여, 다가오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패권경쟁에서�해군력의�역할

1.�해군력�개념

가. 해군력 정의

해군력은 그 공간적 활동영역과 기능적 효과영역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내포

하고 있는 것으로서 좁은 의미에서는 해양공간에서 운용되는 해군에 편재된 

전투력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해양에서 지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다른 영역에 대한 접근 및 투사능력을 포함하며, 다른 전장영역에서 해양에 대

한 접근과 투사능력도 모두 포함한다. 오늘날 세계안보 개념의 변화와 현대적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군력의 전투공간과 전장영역이 더욱 확대되었고 지상, 

공중, 해상, 우주, 사이버 등의 영역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능력이나 이런 접근

을 거부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하게 되었으며, 기능영역과 군간의 경계를 초월

한 시너지 효과중심의 해상합동작전능력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처럼 해군력은 해양체계뿐 아니라 지구공공재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까

지를 포함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해군력은 국가적 차원의 국력투사(power 

projection)능력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군력이 지니고 있는 포괄성으

로 말미암아 해군력은 그 개념 자체보다는 지상력이나 공군력과 차별화되는 

상대적 개념에서 유용성이 더 많다. 즉 해군력은 활동공간면에서 공군력과 지

상력에 비하면 거의 무제한적이며, 기능면에서도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가이익

과 안보를 증진시키는 국가전략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 해군력의 특성 

인류가 고대도시국가-근대민족국가-세계화국가 체제로 발전해오면서 바

다는 국가간 정보와 사람과 상품과 혁신적 아이디어가 거래되는 공동시장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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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였고, 이 바다를 통제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해왔다. 따라서 세계패권전

쟁은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한 해군의 전쟁이었다. 역사적으로 포르투갈, 네덜

란드, 영국, 베니스, 오만 등과 같이 제한된 국토와 적은 인구, 빈약한 자원, 

특히 취약한 육군을 가진 국가가 어떻게 성공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해양력뿐이다.9) 더구나 세계화된 지구촌 세계에서 해양은 

더 이상 장벽으로 남아 있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해군력은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패권경쟁이나 패권유지의 필수적 조

건이 되었다.10) 첫째. 바다의 광역성(great sphere)이다. 지구 면적의 29%는 

육지이고 71%가 바다이다.11) 육지는 군사활동을 통제하거나 차단하는 200개

에 가까운 국가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바다에는 국가가 없다. 바로 이러한 이

유 때문에 해군의 활동범위는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세계적 문제에 대한 민첩한 접근(global accessibility)이다. 바다는 

세계적인 모든 정보와 상품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자 확산되는 곳이다. 이러한 

바다에 해군은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다. 육ㆍ공군의 세계문제에 대한 접근은 

여러 가지 마찰과 장애를 안고 있지만, 군함은 공해상 통항의 자유를 누리며, 

통합된 단일전투체계로서 즉시적 출동이 가능하다. 

셋째, 권력을 전달하는 매개체(power medium)로서 중개성이다. 정치에서 

권력이란 경제에서의 화폐와 같다. 화폐가 재화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처럼 해

군은 한 국가의 권력의 지위를 상징하고, 화폐가 신뢰성 있는 유통수단을 제공

하는 것처럼 해군도 국가 권력과 의사를 전달하는 신뢰성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함정은 많은 정보용량, 위협적 무장, 높은 가시성 등 뛰어난 상징성을 보

여 줌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다.12) 특히 권력의 전달자로서 우방국을 지원하

고 잠재적 적대국을 강압하거나 억제시킨다. 

넷째, 다재다능한 임무(mission versatility) 수행능력이다. 해군은 평시에

서부터 전쟁에 이르는 모든 분쟁 즉, 저강도에서 고강도에 이르는 다양한 분쟁

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전투 및 비전투, 국내에서 세계에 이르는 

 9) 배형수(2011), pp.65-66.

10) Bernard Brodie, A Guide to naval Strategy (Princeton: Princeton Univrsity Press, 1944), 

pp.47-64; 양정승,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해군력의 정치적 사용에 대한 연구,” 충남대 박사학

위논문(2009), pp.28-36. 

11) 이주하 옮김, 무라타 료헤이 지음, 바다가 일본의 미래다 (서울: 도서출판 청어, 1999), p.25.

12) George Modelski and William R. Thompson, Sea Power in Global Politics 1494-1993

(Sea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1988),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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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섯째, 전술적 융통성(tactical flexibility)이다. 해군은 다양한 임무와 상

황에 맞게 맞춤형 편성이 가능하며, 육ㆍ공군과의 합동작전과 외국과의 연합

작전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여섯째, 지상에 대한 영향력 투사능력

(projection ability)이다. 세계인구의 대부분이 해안가에 살고 있으며, 전 세

계국가의 약 75%에 이르는 150여 개 국가가 바다에 접해 있고, 그 국가의 중

요 산업시설과 도시, 그리고 인구가 산업화 속도만큼 빠르게 해안가로 이동하

고 있다. 이처럼 각 국가의 중심이 해안가로 이동하는 반면, 해군의 항공기, 장

거리 정밀 유도탄 등 지상에 대한 공격능력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세계 

대부분의 중심이 해군의 무력투사권(force projection) 안에 들어오고 있다. 

일곱째, 부대 통제성(forces controllability)이다. 해군함대는 상황에 따라 

참가범위와 강도를 조정하고 공격과 후퇴를 쉽게 통제할 수 있다. 여덟째, 전

ㆍ평시 안보 및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맹체제 유지능력(coalition 

ability)이다. 해군은 다른 대륙에 있는 국가와도 동맹을 맺거나 제휴관계를 유

지하게 해 주는 반면 적대국과 그 동맹국들의 연결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아홉째, 해양 네트워크체계 구축능력(networking capability)이다. 해군은 

해상교통로 보호, 해양질서 및 합의유지 등 지구 공공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을 보장하고, 테러, 해상재난,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초국가적 위협으로부터 

세계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지구적 해양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핵심적 역

할을 한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말미암아 해군력은 세계정치의 필수조건이 되

어 왔었다. 

모델스키(George Modelski)는 해군력은 세계패권을 쟁취하는 능력을 대표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패권계승을 놓고 다투는 세계전쟁에서 승리의 도

구였다고 하면서, 세계 최강의 해군국가들은 그 동맹국들과 함께 바다를 지배

하고, 도전자의 공격능력을 제한시키거나 격퇴시켰다. 패권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해군력은 중요하여 새로운 패권질서를 구축하고 세계교류의 통항로를 

규정하고 세계패권국과 그 동맹 및 종속국에 대한 도전세력의 잠재적 공격을 

억지해 주는 중요한 군사도구로 사용되었다. 해군력은 세계체제의 관리ㆍ유지

의 핵심수단이자 세계지도력을 발휘하는 토대로서 전쟁 시나 평화 시를 막론

하고 세계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이었던 

까닭에 해군력의 변화는 세계패권의 성쇠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13)고 강

조하였다. 



114  STRATEGY 21, 통권 41호 (Spring 2017년 Vol. 20, No. 1)

2.�패권경쟁에서�해군력의�역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강조한 마한(Alfred Thayer 

Mahan)은 바다를 거대한 공공재(a wide common)라고 하였다. 모델스키는 

이 공공재에 대한 접근능력(global reach)을 해군력(sea power)으로 규정하면

서 이것이 세계지도력(global leadership)의 근간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미국

도 지구적 공공재에 대한 지배능력(command of the commons)을 패권경쟁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해군력은 지구적 공공재와 세계문제에 대한 개입능력을 발휘하는 데 적합

한 특성을 말미암아 오래 전부터 전평시를 막론하고 장기간 동안 전략적인 영

향을 미치면서 패권경쟁의 핵심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첫째, 해군력은 국가내부의 국력을 증진시키는 원동력으로서 강대국으

로 성장할 기반을 조성해 준다. 둘째, 해군력은 세계패권 또는 지역패권에 도

전할 수 있는 강대국 조건을 갖추게 해준다. 셋째, 해군력은 패권전쟁에서 결

정적인 승리를 보장해 준다. 넷째, 해군력은 패권체제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군사적 수단을 제공해 준다. 

 

가. 국가의 국력증진 수단으로서 해군력 

마한은 일국의 해양력 건설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지리적 위치, 

자연적 조건, 영토의 크기, 인구, 국민성, 정부의 성격 등을 꼽았다.14) 이처럼 

해양력이란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의미한다. 특히 해군력은 국가재정, 산업력,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와 국민들의 성원

이 있을 때에야 건설될 수 있었다. 러시아의 피터 대제, 독일의 빌헬름 2세, 일

본의 명치 왕,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의 해군력 건설이 이를 잘 말해주

고 있다.

해군력은 국가역량을 모아 건설되는 것이니 만큼, 이에 비례하여 해군력 건

설 역시 국가의 권력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다. 먼저 해군력 건설은 국가의 산업

화와 근대화를 촉진시켜 주었다. 군함은 첨단기술의 총화로서 기술발전을 선

13) 박건영 외(1998), pp.233-234. 

14) 김주식 옮김, Alfred Thayer Mahan 지음,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서울: 책세상, 1997), 

pp.7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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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며, 각 분야별 산업기반과 기술 인력의 확충을 촉진시킨다. 아시아에서도 

청국은 북양함대, 일본은 연합함대 등을 건설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가의 근대

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일본은 서양의 선진문물과 기술을 수입하는 

통로로 해군을 활용하였다. 

현대에 들어서도 해군력은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과 산업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더구나 해양산업은 ‘Blue Economy’로 세계의 각광

을 받고 있어서 각국은 다각적인 전략을 경쟁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미국, 중국, 일본 등은 해양산업과 해양과학기술발전을 국가

적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바 있으며 해양산업 시장규모는 매년 증가일로에 있다.15) 향후 미래 해양산업

의 중요성과 발전추세를 볼 때, 세계적 지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첨단 해양과학

기술과 새로운 해양산업분야를 개척하는 선구자 역할이 필요한데 해군력은 이

러한 해양산업을 촉진시키거나 지원하는 공공재로서 기여하고 있다.

둘째, 해군력 건설은 자국의 군사력을 증진시키고 군사적 역량을 강화시켜 

국력증진에 기여한다. 해군은 지상에 대한 확장된 방어력을 제공하여 국가 안

정성을 증진시키고, 단독 또는 합동작전 등 군대의 작전 융통성과 활동영역을 

크게 확대시킨다. 셋째, 해군은 대외적 외교와 해외팽창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국가활동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국가정책결정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국력

사용의 양과 질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지위를 높여준다.

넷째, 해군력 건설은 국가를 해양화로 개조시키는 데 기여한다. 해군이 없

었던 도서국가 일본이 해군건설에 나선 지 20년 만에 청국의 북양함대를 격파

하고 또 10년 만에 러시아 발틱함대를 격멸한 것은 해군을 올바로 사용하였기

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이는 전통적 쇼군체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틸

(Geoffrey Till)은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였던 소련이 붕괴된 것은 마한이 예견

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육지에 종속되어 해양화되지 못함으로써 붕괴된 것이라

고 하였고,16) 반면에 코헨(Saul Bernard Cohen)은 오늘날 중국의 부흥은 해

양국가로서 거둔 성공이며. 중국의 미래는 전통적인 대륙성과 새로운 해양성

과의 조화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17) 

15) 임진수ㆍ황기형ㆍ황진희ㆍ홍장원ㆍ엄선희ㆍ박광서, 해양기반 신국부 창출 전략(I) (서울: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2009), p.34. p.53-82, p.48.

16) 배형수(2011), p.65.

17) Saul Bernard Cohen, Geopolitics: The Geography of International Relations. (Maryland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9), pp.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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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패권도전 조건으로서 해군력

지정학자 라첼(F. Ratzel)은 세계적 명성을 얻고자 하는 국가는 반드시 해

양을 지배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독일 경제학자 리스트(F. Wrist)도 해양은 패

권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부와 자원의 보고라고 하였다.18) 코헤인(Robert O. 

Keohane)은 세계패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주도할 경제력과 세계경제 

질서를 보호할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19) 길핀(Robert Gilpin)도 세

계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 자본, 자원 및 고가치 상품의 생산기

술을 통제할 수 있는 경제적 패권을 확보해야 하고,20) 이런 경제적 패권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해상통제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21) 

먼저, 경제적 패권경쟁 측면에서 해군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해군은 전통적으로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국가의 상업적 이

익을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 세계무역량의 95%가 바다를 통해 수송되

고 있으며 계속 화물의 양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22) 예컨대 해상에서 철

광석을 10,000km 운반하는 비용은 육상에서 100km 운송하는 비용과 같다. 

이처럼 해상운송은 육상운송보다 훨씬 많은 양을 저렴하게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몇백 년이 지나더라도 해상무역의 중요성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

며, 강대국들의 해군은 계속해서 세계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통한 상업

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23) 

둘째, 해군은 세계의 주요자원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보장해 준다. 육지자

원이 고갈되면서 해양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분쟁이 날로 확산되고 있고, 해양

자원을 자국의 통제 안에 두기 위한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해양자원

쟁탈시대에 해군력이 없으면 해양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세계패권국이 

되기 위한 자격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코헤인은 세계패권의 경제력 요소로 

자원, 자본, 시장, 공공재 생산 등을 제시하면서 이중에서도 전략적 자원인 석

18) 전웅 편역, 지정학과 해양세력이론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9), p.15.

19)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31-39.

20) Robert Gilpin, “The Nature of Political Economy.” Art, Robert J. & Jervis, Robert. 

International Politics 8th ed. (New York: Pearson & Longman, 2007), p.271.

21) Robert Gilpin,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75), pp.45-190.

22) 임진수ㆍ황기형ㆍ황진희ㆍ홍장원ㆍ엄선희ㆍ박광서(2009), pp.101-105.

23) 이주하(2008), p.33.



패권경쟁과 해군력의 역할 / 김경식  117

유는 세계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제해야 할 요소라고 하였다.24) 

그런데 해양은 지구상 마지막 프런티어로서 무한한 자원 잠재력과 지속 가

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지구 표면의 29%를 차지하는 육지의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지만, 71%를 차지하는 해양은 거의 무제한의 자원 보고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찾아낸 해양석유 부존량은 약 1조 6,000억 배럴로서 육지와 비슷하

나 그 중 62%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해저 석유 부

존량은 측정하기도 어렵다. 해저에 매장된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10조 톤 이상

으로 추정되며, 현재 소모량을 기준으로 향후 5,00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해양 에너지 자원은 연간 150억kw로 추정되는데 무한정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

이다.25) 또한 금속매장량으로 육상광물은 110년간 사용량인데 비해 해양은 1

만년 정도의 사용량이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 관심을 끌

고 있는 희토류의 저장량도 막대하다.26) 

군사적 측면에서 해군은 세계패권을 경쟁할 수 있는 강대국의 조건을 갖추

게 해준다. 해군력은 세계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필수조건인바, 충분한 해군력

이 없으면 다른 대륙에 도달할 수 없고, 세계문제에 개입할 수도 없게 되며, 결

국 세계 강대국이 될 수가 없다. 또한 자국이 속한 해양을 통제하지 못하면 지

역 패권국가도 될 수도 없다. 지상만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는 지역내륙의 강대국일 뿐이다. 모델스키(George Modelski)와 톰

슨(William R. Thompson)은 1494년 이후 500년 간 지구적 전투를 할 수 있

는 회원국들은 세계 해군력에서 10% 이상을 차지한 국가들이었고, 지구적 전

투를 통하여 세계적 지도국가로 출현한 국가는 세계 해군력에서 50% 이상을 

차지하였다고 하였다.27) 이는 패권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계 해

군력의 10%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되며, 세계 지도국가는 압도적 해군력을 

독점적으로 가진 국가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그래서 패권경쟁국들은 패권전쟁에 앞서 해군경쟁부터 벌여야 했다. 지배

자는 도전자를 억제하겠다는 명목으로 도전자는 지배자의 해양위협을 거부해

야 한다는 명목으로 치열한 해군경쟁을 벌였고 해군력 균형을 위해 동맹을 구

하려 나서기도 하였다. 청일전쟁 후 러ㆍ일간 해군경쟁, 제2차 세계대전 직전 

24) Robert O. Keohane(1984), pp.31-39.

25) Robert O. Keohane(1984), pp.25-27. 

26) 이주하(2008), pp.38-50. 

27) George Modelski and William R. Thompson(1988), pp.9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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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독일 간의 해군경쟁, 워싱턴 조약해체 후 미ㆍ일간의 해군경쟁 등 패권

전쟁의 길목에는 항상 해군 군비경쟁이 있어 왔다. 

또한 해군력은 패권도전에 필요한 동맹을 획득하고 결성하는 데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하고 연합전투의 인프라를 제공한다. 세계 패권전쟁은 여러 나라

가 동참하는 동맹간의 전쟁이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델리안 동맹과 스파

르타의 펠로포네소스 동맹은 해군력에서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한 동맹이었다. 

중세 이후 500년간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은 돌아가면서 세계패권에 

도전하는 수단으로 해양동맹을 이용했다. 20세기 초 영일동맹은 대륙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지구촌 반대편에 위치한 해양국가 간의 동맹이었고, 러시아도 

근래 세 차례 글로벌 전쟁에서 대양연합에 가담했다.28) 이처럼 해군력은 패권

경쟁에 필수적인 동맹을 획득하고 동맹간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콜벳(Sir Julian S. Corbett)은 “취약한 지상군을 보유한 작은 국가인 영국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해군력뿐이

다.”라고 하였고,29) 제2차 세계대전의 명장 몽고메리 원수(Field Marshall 

Sir Bernard Montgomery)는 “인류가 바다를 사용한 이래 역사적 가장 중요

한 교훈은 지상전략에 갇혀 있는 국가는 결국 패배하였다.”고 하였다.30) 지상

력만으로는 세계국가가 될 수 없다. 지구적 도달능력인 해군력을 충분히 확보

해야 세계패권에 경쟁할 수 있는 세계국가로 도전할 자격을 갖게 됨을 역설해

주고 있다. 

 

다. 패권전쟁에서 해군력 역할

칼웰(C.E. Callwell)은 해양력은 군사작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비록 해

양력의 영향이 간접적일 수 있지만 결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해양

력이 지상전역에 주는 효과는 전략적 맥락에서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전의 전략적 효과가 지상에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지상에서 육군이 행진하는 것처럼 눈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수평선 

28) George Modelski and William R. Thompson(1988), p.283.

29) Sir Julian Corbett,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London: Longmans, Green 

2nded, 1911), p.49; 배형수(2011), pp..66.

30) Sir Peter Gretton, Maritime Strategy: A Study of Defense Problems (New Yok: Praeger, 

1965),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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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머를 볼 수 없는 것처럼 해군의 역할을 잊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전쟁국면 전

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세계 패권전쟁은 한 나라만의 전쟁도 아니고, 군

사력만 가지고 하는 전쟁도 아니다. 하루 동안 단 1회의 결투로 결정되는 전쟁

은 더욱 아니다.31) 패권전쟁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이며 전략적으로 수행된다. 

모든 국력을 동원한 장기적인 권력경쟁과 수년 간에 걸친 해ㆍ육상의 여러 전

투가 누적된 결과이다. 특히 패권전쟁을 수행하는데 해군력은 다음과 같이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해군력은 패권전쟁에서 승리할 여건을 사전에 조성해 준다. 마한은 

해군력이 전술보다는 전략적인 부분에 속한다고 하였다. 해군력은 평시에 기

지ㆍ동맹의 획득ㆍ유지 및 광범위한 군사ㆍ외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전략적 전승여건을 조성한다.32) 해군은 적보다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

여 적의 접근을 거부하며, 때로는 적을 위험에 노출시켜 도발을 억제하기도 하

고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때까지 전쟁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해군의 평시활동

의 전략적 효과는 전시에 더 오래 지속되는 전략적 가치를 발휘한다.

둘째, 해군력은 동맹간 협조된 작전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상호지원을 제공해주고 적대세력들의 그러한 역할을 차단시켜 준다. 제2

차 세계대전에서 영미동맹은 영국과 미국 간의 북대서양 생명선을 보호했고, 

무르만스크를 통해 소련에 대한 재보급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반면에 독

ㆍ일간 동맹은 연합국의 해양동맹에 의해 차단되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동맹국 해군은 상호 병력ㆍ군수지원 등 재보급, 전시 자원과 생필품 확보를 위

한 무역로 개방, 지역과 상황에 맞는 임무와 역할의 분담, 협조된 전역관리, 그

리고 최종적으로 동맹국에 대한 지상전 수행능력을 제공하여 연합전선을 구축

해 준다. 향후 세계화 추세를 고려할 때, 해군은 동맹들과의 필수적ㆍ효과적 

연결고리를 공고히 하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33)

셋째, 해군력은 전쟁을 결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이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계속된 유럽의 해군경쟁은 제1차 세계대전의 근인 중 하나

였으며, 전쟁이 끝나자마자 세계는 전쟁재발방지를 위해 워싱턴 해군조약체제

를 구축하였다. 그것은 해군력이 전쟁의 중요수단이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

31) 이윤희ㆍ권복인 공역, Von Mantain 지음, 해양전략 (서울: 연경문화사, 1979), pp.332-341. 

32)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890), p.22.

33) George Modelski, William R. Thompson(1988),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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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서였다. 또한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의 하와이를 기습공

격을 결심한 데에는 모든 여건이 일본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해군력만은 

일본이 우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넷째, 해군은 패권전쟁에서 제해권을 확보하여 승리를 쟁취하게 해준다. 제

해권은 자유로운 바다의 이용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우군의 지상에 대한 

종심 깊은 방어를 제공하는 한편 적 핵심이 우군의 직접적인 공격에 노출되도

록 만든다. 일찍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제해권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있었다. 그의 첫 전투는 334척의 함정으로 그리스 헬레스폰트를 건너 그래

니쿠스 강에서 페르시아 군과 벌인 전투였다. 이집트 원정에 앞서 그는 “우리

는 마키도니아, 피니키아, 키프러스 등에서 함정을 더 동원하여 제해권을 확보

해야만 이집트 원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34) 제1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 해군은 제해권을 획득하여 북해의 독일해군함대를 봉쇄시켰고, 독

일함대는 제해권을 확보하지 못해 비결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침몰되었

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독일은 제해권을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영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자국의 해안을 방어하는 데 전투

력을 집중해야만 했다. 태평양전쟁에서도 일본이 초기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

지만 미국이 해군력을 복원하여 주요전투에서의 승리와 꾸준한 소모전을 통해 

제해권을 탈환하고 일본 본토를 초토화시킬 수 있었다. 

다섯째, 해군은 지상에 대한 무력투사로 전세를 결정짓는다. 1805년 영국

은 트라팔가(Trafalgar)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나폴레옹의 영국침략 계획을 

포기하게 만들었으며, 프랑스를 대륙과 해양 양면에서 압박할 수 있었다.35) 

콜벳은 영국 원정함대가 적을 혼란시키는 효과를 거두어 대륙전략에 큰 영향

을 미쳤다고 하였는데, 당시 영국은 다운스(Downs)에 3만 명을 상륙시켜 프랑

스 육군 30만 명을 고착시킴으로써 프랑스 육군을 2급 수준의 세력으로 격하

시켰다.36)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공격은 독일제국을 패

퇴시키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오늘날에도 장거리 정밀타격무

기와 항공기, 잠수함, 함정 등 플랫폼의 다양한 발전에 힘입어 무력투사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구소련의 고르시코프(Sergei G. Gorshkov) 제독

34) Clark G. Reynolds, Command of Sea: The History and Strategy of Maritime Empires 

(Malaar, Florida: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mpany, 1974), p.25, pp.43-45.

35) J. Holland Rose, Man and Sea: Stage Maritime and Human Progress (Cambridge: W. 

Heffer and Sons, 1935), p.219.

36) 배형수(2011), pp.36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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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략 핵잠수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상에 대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

군의 혁신은 영토점령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전쟁의 방향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고 하였다.37) 해군전투가 무력투사기능

으로 작전적ㆍ전술적 수준에서도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결정적인 영향을, 전

략적 수준에서도 전쟁결과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해짐에 따라 학자들

은 해군의 위계를 무력투사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여섯째, 해군은 적의 전쟁지속능력을 파괴하고, 우방국의 전쟁수행능력과 

전시경제유지에 기여하여 승리를 도모한다. 해군은 우방국에 대한 해상교통과 

무역을 보호하고 적대국의 통상과 교통을 차단한다. 해군의 봉쇄는 적국의 경

제를 파탄시키고 전쟁수행능력과 전쟁수행의지를 약화시켜 적에게 항복을 강

요한다. 전통적으로 해군봉쇄는 강대국간 전쟁에서 유력한 전략으로 자주 이

용되어 왔고, 모든 지구적 전쟁은 봉쇄전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나폴레옹전

쟁 이후 강대국간 전쟁에서도 봉쇄는 총 8회 있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시 

미국의 일본에 대한 해상봉쇄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결정적 지상전투가 일

어나기 전 적을 항복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다.38) 제2차 세계대전시 연

합국과 중립국 선박은 총 4,770척, 21,140,000톤의 피해를 보았다. 미국은 

1942년 8월부터 일본에 대한 통상파괴전을 실시했는데, 일본 상선 2,346척 

8,600,000톤을 침몰시켰다. 영국과 네덜란드 해군도 일본 상선 100,000톤을 

격침시켰다. 전쟁이 끌날 무렵에는 더 이상 공격할 일본 상선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39) 일본은 원폭이 없었다 할지라도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라. 패권체제 유지에서 해군력의 역할

해군은 영토를 정복하고 지배하기보다는 체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더 적

합한 조직으로서 해군력은 정보성ㆍ접근성ㆍ효율성ㆍ기동성을 바탕으로 현시

(presence)ㆍ여건조성(picture building)ㆍ강압(coercion)ㆍ연합구축(coalition 

building) 능력과 같은 세계체제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능력과 자원을 

제공하며, 패권체제와 질서유지 면에서 다른 군이 할 수 없는 특출한 유용성을 

37) Sergei G. Gorshkov, The Sea power of State (Oxfrd: Pergamon Press, 1979), pp.189-212.

38)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1), pp.90-92. 

39) 이정수, 제2차 세계대전 해전사 (서울: 남영문화사, 1981), pp.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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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 준다. 해군은 세계체제의 공공재를 공급하고 이를 실행시키며,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체제의 상태를 감시ㆍ감독한다. 그리고, 세계적 규칙을 위반

한 자를 징벌하고, 패권에 대한 도전자를 억제시키며, 체제에 대한 침략자를 

격퇴시킨다. 특히 해군력은 세계패권체제를 유지하는 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해군력은 해양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 패권체제의 통합성과 안정성

을 유지하고 보호해 준다. 지역패권체제는 대륙의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세계

패권체제는 해양의 평화를 목표로 한다. 세계체제는 절대적으로 해양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 대륙제국으로 알려진 마케도니아도 마찬가지였

다.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는 그리스-이집트-페르시아-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형성하면서 주요 점령지마다 해군기지와 항구를 개척하여 이 

거대한 제국을 지배할 해양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그는 주요거점에 해군기지와 

무역항을 건설했으며, 스웨즈 운하를 재개통시켜 홍해-아라비아해를 통한 이집

트-인도간 무역항로를 개척하였다. 그 결과 지중해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제국

의 해양 네트워크 체제를 완성하여 알렉산드리아 평화시대(Pax-Alexandria)를 

연 것이다.40) 

대륙 지상주의자인 미어샤이머(J. Mearsheimer)가 역사상 유일한 세계 패

권국이라고 지칭하였던 로마제국 또한 강력한 해양제국체제를 통해 로마평화

시대(Pax-Romanna)를 누렸다.41) 기원전 3세기 당시 이탈리아 반도의 일부 

지역만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는 지중해 건너편 아프리카 북부의 카르타고

(Carthage)와의 세 차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 지중해 중앙과 서부에서 해

상통제권을 장악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42) 로마는 악티움 해전

(Actium, BC 31) 이후 지중해를 장악하고 그 세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였다. 

BC 29년 아우구스투수(Augustus)황제로 등극한 옥타비아누스(Octavianus)는 

중산층 출신으로서 기존의 대륙중심의 사고를 가진 지도자와는 달리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다. 그는 그리스 지리학자와 항해사들을 이용하여 아라비아 무역

항로를 지배하였으며, 로마함대를 홍해에 파견하여 아덴을 점령하고 인도양으

로 가는 동양항로를 지배하였다. 아우구스투스는 제국의 해양을 통제하기 위

40) Clark G. Reynolds(1974), pp.44-46.

41) 로마평화시대(Pax-Romanna)란 아우구스투스 황제(BC27-AD14)에서부터 마르쿠스 아우렐 리우

스 황제(AD161-180)까지의 200년 동안을 말한다.

42) 김주식, 세계사와 해양활동의 관계 (해군사관학교박물관, 1992), pp.9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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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비해군을 창설하였다. AD 14년 옥타비아누스가 죽을 때 그는 해양제국

이 된 로마를 유산으로 남겼다. 로마의 황금시대는 이러한 자유로운 무역과 해

양중심의 세계주의에 의하여 발단되었다. 이 거대한 해양 네트워크는 로마의 

제해권 덕분에 AD 3세기까지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 평화의 바다로 불렀다.43) 즉 로마 해군은 지중해를 

그리스 내해의 시대(Thalassocracy)에서 로마의 해양(Mare Nostrum) 시대로 

바꾸었으며, 로마 제국의 패권체제를 통합시키고 유지하는 핵심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전 세계 대양과 중요기지에 해군을 전

진배치하여 해양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고 해상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 원래 

통제권(control)이란 프랑스어의 ‘controle’에서 유래하였는데 실제 의미는 지

배(command)가 아니라 감독(supervision)의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44) 현대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힘의 지배체제보다는 감시통제체제를 통해

서 더 적은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45) 미 해군은 평

시부터 전 세계를 감시ㆍ감독하고 통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자유로운 해상통상과 안정된 해양체제는 세계체제의 근간으로서 어

떠한 패권국이라 할지라도 최우선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다. 해군력은 국제

적으로 합의된 공해의 자유권, 해상무역거래질서, 해양자원 관리, 해양환경보

존, 기후변화 등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실행시키고 감독하며, 마약 밀매 등 해

상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세계 해양질서를 유지한다. 해군력은 모든 국가에게 

중요한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제공한다. 해상 교통은 육상보다 빠르고 저

렴하고 안전하며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16세기에 인도양을 왕래했던 포

르투갈 향신료 무역 선박은 그 선박의 1/4과 선원의 절반 이상을 잃어도 여전

히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즉 6척 중 1척만 살아남아도 이익이 되었다. 오늘날 

TV 1대를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송하는 비용은 10달러가 넘지 않는다. 해상무

역은 국가번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평시에는 경쟁의 대상이었고 전시에는 공

격의 대상이 되었다. 해군력은 평화로운 상업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언제나 

첫 번째 임무로 삼아 왔다.46) 

고대 그리스는 지중해 해적에 대항하기 위해 함대를 분산 배치하여 운영하

43) Clark G. Reynolds(1974), pp.51-77; 조학제 역, R.G. Grant 저, 해전 3,000년 (해군본부, 

2012), pp.44-45.

44) 배형수(2011), pp.17-18. 

45) 윤덕노 옮김, Mark Leonard 지음, 유럽의 세계지배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06), p.50.

46) 배형수(2011),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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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알렉산더 사후에 제해권을 상실해 감에 따라 도처의 해적에게 시달려

야 했으며 점차 제국도 쇠약해지고 말았다.47) 현대에 들어서도 해적은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고 2008-2013년 간 전 세계에서 해적으로부터 공격당한 사례

만도 총 1,869건으로서 연평균 374회에 이른다.48) 우리 해군도 2009년부터 

아덴만 해적퇴치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초국가적 위협으로부터 세계체제와 질서를 보호하는 것도 해군의 중

요임무로 부상되고 있다. 아덴 항에서 2000년 미국 해군 콜(USS Cole) 함이 

자살보트에 의해 피격을 당했고, 2007년 아라비아해 북부에서 영국호위함 콘

월(HMS Cornwall) 승조원 납치사건, 2006년 이스라엘 초계함 하닛(Hanit) 함

의 헤즈볼라 미사일(C-802) 피격사건, 2010년 한국 천안함 피격사건, 그리고 

중동에서 발생한 여객선 납치사건 등 해상테러는 계속되고 있으며, 패권국 해

군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되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

한 해양차단작전도 테러집단의 확산에 따라 중요한 임무로 떠오르고 있다. 예

를 들면 2003년 PSI가 출범했을 때에는 단지 11개국만 참여했지만 2012년까지 

102개국으로 급속히 늘어났다.49) 현재 PSI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다

국적 연합훈련을 하고 있으며 유엔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더욱 강화되고 있다. 

초국가적 해양 재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작전 역시 세계체제를 안정시

키는데 큰 기여를 한다. 1896년 6월 일본 산리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해일이 

발생하여 22,000명의 사망하는 대참사가 있은 후 쓰나미는 세계적 공통어가 

되었다. 이제 해상 재해는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인식되어 있고 각

국의 군대는 재난구조 지원을 군의 기본임무로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군

력은 세계체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해군력은 국제체제의 질서와 합의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대항해시대의 세계 최강의 해양 강대국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494년 

‘토르데실라스 조약(The Treaty of Tordesillas)’을 체결하고 전 지구의 해양

을 양분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하였고 1506년 교황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

을 받게 됨으로써 이것이 세계 최초의 국제 해양법이 되었다.50) 양국 해군은 

47) 조학제(2012), p.45.

48)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시스템(http://www.gicoms.go.kr/pirate/(검색일: 2014.5.29).

49) Park, Young-Gil, “Transnational Maritime Threats and Ways to Promote Interagency 

Cooperation”, KIMS ed., Changing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Role of ROK 

Navy (Seoul: KIMS, 2014), pp.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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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냄으로써 세계해양에서 약 100년간의 평화를 누리고 

도전세력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1600년대에 들어 네덜란드가 해양강국으로 성장하면서 동인도제도에

서 포르투갈과 무역마찰을 겪자 네덜란드의 국제법학자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1609년 자유해론(Mare Liberum)을 발표하고 모든 국가는 바다

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공해개념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국

의 법학자 셀던(John Seldon)은 1635년 폐쇄해론(Mare Clausum)을 발표하

고 연안국의 주변해양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영해개념을 주

장하였다. 영국 내륙의 강에서 흘러나와 바다를 이룬 주변해역은 영국 국왕의 

지배에 속한다는 것이었다.51) 

해양강대국과 해양약소국 간의 이런 시각차이는 오늘날에까지 그대로 전수

되어 왔는데 국제사회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왔다. 

1930년 국제연맹에서는 그동안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왔던 해양관습과 규칙을 

국제법으로 규정하고자 논의한 바 있었고, 유엔에서는 1958년 이후 3차례의 

해양법 회의를 통해 제네바 해양법 협약을 도출해 내었으며, 이어 1982년에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 체결되었고 1994년에 발효되었다. 특히 오늘날에는 해양

이 생물,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 부각되면서 세계도처에서 해양영유권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군력은 이와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준수

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미 미국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마찰을 겪

고 있는 도서국가들을 지원하며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

넷째, 해군력은 세계체제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도전을 억제하

여 체제를 보호해준다. 해군력은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

역,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전진배치, 순환배치, 사전(예방)전개, 전방현시, 현존

함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의 공백을 방지하고 분쟁을 예방한다. 때로는 함

대의 존재만으로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세계질서를 지배하는 국가

는 충분히 강력하고 즉각 투입이 가능한 현존함대를 효과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적대국이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고, 기습(제1격)의 기회를 박탈한다. 또한 체제

에 도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이용한 설득, 강압, 억제 등으로 도전의

50) S. K. Wahyono, “Strategic, Assessment of the Indian,” Robert H. Bruce ed., Indian 

Ocean Navies (Perth: Curin University of Technology 1990), p.126; 이재형, 중국의 해양

전략 (서울: 도서출판 황금알, 2007), pp.30-32.

51) Jonathan Alford ed., “Seapower and Political Influence,” Sea Power and Influence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regic Studies, 1980),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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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제거하거나 약화시킨다. 이러한 방법에는 국기시현(showing flag), 무력

시위(showing forces)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 등 무력사용의 위협과 

더 나아가 군사적 개입과 봉쇄 등 제한된 군사력을 직접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52) 프로이센의 프레드리히 대왕은 무기가 없는 외교는 악보없는 콘서트

라고 하였다.53) 포함외교의 역사는 고대로 거슬로 올라간다. 제2차 펠로포네

소스 전쟁(BC 431-405)의 근본원인은 스파르타와 아테네간의 세력다툼이었지

만 촉발원인은 아테네의 포함외교의 실패에 있었다.54)

근세에 들어 영국의 중국에 대한 개방이나 미국의 일본에 대한 개방도 해군

의 포함외교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체제적인 면에서 해군력을 가

장 잘 이용한 사람은 미국의 루즈벨트(T. Roosevelt) 대통령이다. 그는 미 해

군으로 하여금 최신예 전함 16척으로 대백색함대(The Great White Fleet)55)

를 구성하여 1907년 12월 16일부터 1909년 2월 21일까지 14개월에 걸친 세계

일주의 군함외교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대규모 해군예방외교였던 것이다. 이 

함대는 6대륙 22개 항을 방문하면서 43,000마일의 항정 동안 파나마, 베네주

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의 해양을 미국의 통제권역으로 편입

시켰고, 당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연이은 승리로 급부상한 일본의 도전을 

잠재웠으며56), 중국 개방정책(Open Door Policy)에 대한 미국의 입지를 강화

시켰고, 영국이 미국에 도전하기보다는 협력의 길을 나아가는 계기를 제공하

였다.57) 오늘날에도 미국은 세계의 위기를 관리하는 데 해군력을 중요하게 사

용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58)

52) Edward N. Luttwak, Strategy and History (New Brunswick, New Jersey: Transaction 

Books, 1985), pp.79-98.

53) 원은주 옮김, Leslie H. Gelb 지음, 권력의 탄생: 21세기 군주론 (서울: 지식갤러리, 2010), 

p.24. 

54) Thucydides, The Peloponnessian War, Translated by John H. Finley Jr. (New York: 

Modern Library, 1951), pp.15-87.

55) 전함이 대양 항해 시에 철판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흰색 페인트를 칠한 데

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56) Ruhl J. Bartlett, The Record of American Diplomacy (New York: Alfred A. Knopf, 1964), 

p.414.

57) 조학제 역, Henry J. Hendrix 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해군외교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0), pp.3-10, pp.295-322.

58) 미국은 1946-1975년까지 30년간 국제적 분쟁에 총 263회 군사적 개입을 했는데, 이 중 불확실한 

것을 제외한 215회 중 177회가 해군이 개입한 것으로 82%를 차지하였다. B.M. Blechman and 

S.S. Kaplan, Force Without War: U. S. Armed Forces as a Political Instrument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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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해군력은 우군동맹을 굳건히 하고 지원함으로써 세계패권체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구는 본질적으로 해양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 이 

해양을 연결하는 해군동맹은 안보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주며 

문화적 연대를 강화시킨다. 반면에 도전자 동맹간의 대륙간 교류와 군사이동

을 제한시킨다. 동맹은 패권국의 출현을 저지하기 위해 결성되기도 하지만, 도

전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결성되기도 한다. 미국은 냉전 시 NATO(1949), 

ANZUS(1951), SEATO(1954), 바그다드조약(1955; 1959년에는 CENTO로 확

대됨)과 같은 다자동맹과 한국(1953년), 일본(1954년)과의 쌍무적 동맹으로 전 

세계에 걸친 동맹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소련을 봉쇄했다. 또한 동맹간 주기적

인 연합훈련은 우방군간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전투수행능력뿐만 아니라 동맹

에 대한 신뢰와 공신력을 높여준다. 스미스(Alastair Smith)도 “동맹의 공약에 

대한 높은 신뢰성은 적대국의 침공 가능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59) 하

였다. 이와 같이 해군동맹은 세계패권체제의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도전자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루즈벨트는 미 해군대학에서 ‘워싱턴의 잊혀진 금언’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면서 “건강한 해군력은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가장 확실한 보증 수

단”이라고 강조했다. 후세의 학자들은 이를 해군외교, 포함외교, 강압외교, 설

득외교, 예방외교 등으로 불렀다. 알렉산더(George Alexander)는 국제관계 

현대용어집에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의 용어를 소개하면서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전환시키거나 중단시키도록 운용되는 방어적 전략을 강압외교라

고 정의하였다.60)

해군력의 역할은 패권전쟁에서의 승리 못지않게 평시 패권체제유지에서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함대의 존재 자체가 통제효과를 발휘하는 까닭이다. 더 

나아가 해군력은 패권체제유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군사력으로 지

상군 투입 이전에 체제 내 문제를 예방ㆍ해결하여 체제유지비용과 위험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최적의 군사력인 것이다.

D.C; Brookings Institution, 1978), p.40.

59) Alastair Smith, “Alliance Formation and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9(1995), 

pp.405-425; Alastair Smith, “Extended Deterrence and Alliance Formation”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24(1998), pp.315-343.

60) 조학제(2010), pp314-315; Alexander George and William Simons, The Limites of Coercive 

Diplomacy (San Francisco: Westview Press,199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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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동아시아�패권경쟁에서�해군력의�역할�

1.�개요�

김종성은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동아시아의 

패권경쟁의 역사를 무역로의 경쟁으로 해석하고 <표 1>에서와 같이 초원길 시

대, 비단길 시대, 바닷길 시대로 구분하였다. 인간과 물자와 정보를 실어 나르

는 무역로가 세계정치의 역학구도를 변화시켜왔다는 것이다.61) 

제1기: 초원길 시대 유목민족 패권 만리장성으로 대륙 분할

제2기: 비단길 시대
2-1 장성 서북과 장성 이남의 투쟁 농경민족의 부상

농경ㆍ유목 민족의 대립과 포용 2-2 장성 동북과 장성 이남의 투쟁

제3기: 바닷길 시대

3-1 대륙과 해양의 소강기 대륙 주변부 간의 교류

3-2 해양의 절대적 우세기

1. 서양 단독 주도기 

2. 서양 ㆍ일본 공동 주도기 

3. 일본 단독 주도기

3-3 해양의 상대적 우세기 

일극과 다극 연합의 대립기 

2. 일극과 다극의 대립기

3. 일극의 단독 주도기

<표 1> 아시아 패권경쟁 시대별 구분

출처: 김종성 지음, 동아시아 패권경쟁 (서울: 도서출판 자리, 2011), p.72.

한편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과 모델스키의 장주기론은 공통적으로 세계

패권체제의 순환주기를 대략 100여 년으로 평가했다. 이 개략적 100년 주기설

을 근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체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61) 김종성, 동아시아 패권경쟁 (서울: 도서출판 자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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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아시아 패권경쟁체제의 과거 및 현재와 전망

패권국
청국 중심

(1800-1895)

패권경쟁시대

(1895-1990)

미국 중심 

(1990-2090)

차기패권 

(2090-  )

경쟁국 영ㆍ러ㆍ청ㆍ일 일ㆍ러 미ㆍ일 미ㆍ소 미ㆍ중 ?

기 간 1800-1895 1895-1905 1905-1945 1945-1990  1990-2090 2090-  

주요  

패권경쟁

아편전쟁

청일전쟁 

(1839-1895)

러일전쟁

(1904-1905)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1937-1945)

한국전쟁

냉 전

(1947-1985)

경제ㆍ해양경쟁

(2008-)

1단계(1895-1990)는 동아시아지역체제가 중국패권체제에서 미국패권체제

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 기간 동안 청국의 천하질서가 붕괴되었고, 청일전쟁

(1894-1895)에서 청국에 승리한 일본이 러시아와 미국과 패권경쟁을 치렀다. 

일본을 물리친 미국은 소련과 패권경쟁을 하였고 소련의 붕괴로 미국이 패권

적 지위에 올랐다. 2단계(1990-2090)는 동아시아지역체제가 미국체제에서 차

기 패권국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현재 진행형으로서 차기 패권

국을 결정하는 기간이다. 일본이 장기적 경기침제로 쇠퇴하는 가운데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19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패권경쟁과정에서 패권에 도전한 국가는 

모두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패권경쟁에서 승리한 국가도 모두 해

양국가였다. 일본은 도서 내륙국가에서 도서해양국가로 탈바꿈한 이래 아시아

대륙을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었고, 대륙국가 미국도 해양국가로 변모

하면서 세계국가(world power)로 부상할 수 있었다. 차기 패권 도전국으로 주

목받고 있는 중국의 성공여부도 해양성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동아시아 패

권경쟁은 한마디로 해양화 경쟁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해군력은 동아시아 패권경쟁체제의 구조와 과정 모두에서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조적인 면에서는 동아시아 패권체제내의 해군력의 

분포가 국제질서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으며 상대적 권력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고 결국 해군력이 패권경쟁수단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동아시아 패권경쟁과정에서도 해군력은 국가 내부권력을 증대

시키는 원동력으로서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하여 주었으며 패

권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었고 패권체제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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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아시아�패권경쟁체제�구조에서�해군력의�역할�

가. 동아시아 패권경쟁체제 유형과 특징 

근대이후 동아시아 패권경쟁체제는 세대별 특징에 따라 제국식민주의시대, 

산업화ㆍ근대화 시대, 세계화ㆍ정보화 시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체제별 특

징은 <표 3>과 같다. 

<표 3> 동아시아 패권경쟁 유형별 특징

구  분 러ㆍ일간 패권경쟁 미ㆍ일간 패권경쟁 미ㆍ중간 패권경쟁

세계체제

특징

제국 식민주의

(상호 의존성 미약)

근대화ㆍ산업화

(일본의 대미 의존성 심화)

세계화ㆍ정보화

(상호의존성 심화)

동아시아 

지역구조
불균형 다극체제 불균형 양극체제 불균형 양극체제

패권경쟁

구도

대륙세력:

(+유럽대륙세력) 

도서해양세력

(서구해양세력)

대륙해양세력:

(+유럽해양세력)

도서해양세력

(+유럽대륙세력)

대륙해양세력:

대륙해양화세력

경쟁목표
만주, 한반도

(영토지배권)

자원

(태평양통제권)

세계/지역 지도력

(네트워크거버넌싱) 

상호의존도 상호 의존도 빈약 일방적 의존 심화 상호의존도 심화

패권전쟁성격 제한전쟁 무제한 전쟁 포괄적 경쟁?

제국식민주의시대에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러ㆍ일간 패권경쟁은 역외 강대국

과 역내 강대국이 혼재한 불균형 다극체제 하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완

충지대이자 충돌지역인 변방지대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다툰 제한된 패권경쟁이

었다. 산업화ㆍ근대화시대의 동아시아 패권경쟁은 세계산업화의 선발주자 그룹

에 속한 미국과 아시아 산업화의 선발주자인 일본간의 해양패권경쟁이자 자원경

쟁으로서 미ㆍ일간 양극체제하에서 수행된 전면적 패권경쟁이었다. 미ㆍ중간의 

패권경쟁은 세계화ㆍ정보화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약 100여 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 중 전반기는 소련이라는 변수를 매개로하여 미ㆍ중 경

쟁국간에 협력과 갈등이라는 이중적 구조 속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소련 붕괴 후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하에서 거대대륙국가간에 해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패권경쟁의 특징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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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패권경쟁은 역내 강대국과 역외 강대국간의 대결이었다. 전반적

인 역사의 흐름은 19세기 아시아에 몰려왔던 역외세력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즉, 과거 중국중심의 지역체제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도 국가가 해양화되지 않고서는 패권에 도전

할 수 없었고, 패권에서 승리한 국가도 해군력이 우세하거나 제해권을 장악한 

국가였다. 일본은 도서내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 변모되면서 패권도전에 나설 

수 있었으며, 20세기 말 러시아는 대륙가로서 세계최강의 함대와 견줄 수 있는 

3개의 대함대를 거느린 해군강대국이었다. 미국도 19세기 대륙개척을 마치고 

해양화길로 나선 지 약 100여 년 만에 세계최강대국이 되었다. 중국은 일본의 

해양화보다 100년이 지난 뒤였지만 해양화길로 나선 이후에야 패권경쟁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셋째, 패권경쟁은 한 국가의 경쟁이 아니라 세력간의 경쟁이며 이에 따라 동

맹의 획득 특히 해양국가를 동맹으로 획득한 것이 패권경쟁의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제0차 세계대전이라 일컬어지는 러일전쟁이나 제2차 세계대전인 태평양

전쟁 모두 대서양ㆍ유럽 국가들과의 동맹아래에서 수행되었다. 오늘날에도 미

ㆍ중간에는 동맹과 지지세력을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넷째, 해양세력이 대륙세력보다 강력한 응집력과 실효성을 보여주었다. 러

일전쟁에서 영ㆍ미ㆍ일간 동맹은 전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지만 독ㆍ프ㆍ러 

동맹보다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또한 태평양전쟁에서 연합

국은 동맹으로서 양 대양 통합전쟁을 치렀지만 주축국은 양 대양으로 분리된 전

쟁을 치렀다. 향후 중국이 어떠한 해양동맹을 획득할 것인지가 심사이다.

다섯째, 다극화 체제에서의 패권경쟁에서는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많고 

이것이 패권전쟁을 제한시키는 기재로 작용하지만 양극체제에서는 이를 제한

할 기재가 작동되기 어렵다. 그래서 무제한전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미ㆍ중간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패권경쟁의 획득목표가 확대되고 경쟁수단이 다양화지고 있다. 과

거 식민제국시대의 영토적 경쟁이 산업화시대에는 자원경쟁으로 변모되었고 

오늘날의 세계화ㆍ정보화대에는 자국중심의 세계질서 특히 경제적 체제에 대

한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곱째, 패권경쟁체제가 세계화체제로 확대되면서 경쟁국간 상호의존도도 

변화되고 있다. 오늘날 미ㆍ중간에는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깊은 상호의존관

계를 맺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 패권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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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아시아 패권경쟁의 목표ㆍ수단에서 해군력 역할 

동아시아 패권경쟁의 목표와 수단 및 권력변동 시기를 종합하면 <표 4>와 같

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권목표는 팽창적이었고 세계적으로 확대되

었다. 러ㆍ일간 패권경쟁의 목표는 대륙에서 해양으로 또는 해양에서 대륙으로 

이동하는 교통지대인 한반도와 그 배후지역인 만주를 놓고 대륙세력 러시아와 해

양세력 일본이 충돌한 사례로서 주로 영토정복이 주된 목표였다. 미ㆍ일간 패권

목표는 대륙의 영토뿐만 아니라 동남아 및 남서 도서국가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

한 남서 태평양의 통제권이 목표였다. 미ㆍ중간 이 패권경쟁은 영토나 자원보다

는 자국중심의 세계질서구축을 목표로 세력다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패권경쟁의 대상이 대륙영토 중심에서 해외자원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해군력의 

역할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세계화ㆍ정보화

시대에서의 경쟁대상은 세계적 지도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적 개입

능력이 탁월한 해군력은 미래의 패권경쟁에서도 유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패권경쟁의 목표는 권력증대였고 패권경쟁수단도 상대적 

권력의 차이였다.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 강대국들의 상대적 권력변동은 경쟁

국간 관계와 국가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시기별 구분은 모델스키나 길

핀이 제시한 4단계 패권전이 과정에 따라 권력 불균형기, 재분배기, 대등화기, 

전이기의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표 4> 동아시아 패권경쟁 사례별 목표ㆍ수단ㆍ권력변동시기

구분 러ㆍ일 패권경쟁 미ㆍ일 패권경쟁 미ㆍ중 패권경쟁 

패권목표 
러, 남방 진출(동북아)

일, 남방 진출(만주대륙) 

미, 태평양 통제권

일, 대동아공영권

미국 중심 세계질서

중국 중심 세계질서

경쟁대상
만주, 한반도

(영토지배권)

자원

(태평양통제권)

세계/지역 지도력

(거버넌싱) 

패권수단 군사력(+산업력) 산업력(+군사력) 경성+연성 권력

경쟁기간 단기(약 50년) 중기(약 100년) 장기(약 150년)

권력변동 급격 완만 더욱 완만

관계설정 러일수호조약  1855 미일 수호조약  1853 중국 건국      1949

불균형기 일, 대만 원정   1875 청일전쟁       1894 중, 개혁개방   1978 

재분배기 청일전쟁      1984 제1차세계대전  1914 미, 금융위기   2008

대등화기 영일동맹      1902 중일전쟁       1937 중, 건국 100년  2050

전이기 러일전쟁      1905 태평양전쟁     1945      ?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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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 경쟁국 간의 상대적 권력과 국가행위가 급격

히 변화하는 시점은 경쟁국 간 해군력의 변동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경쟁국 간

에 상대적 권력변동이 급격히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권력이 충돌하는 전쟁

이나 권력이 통합되는 동맹결성 또는 경쟁국 간의 외교적 관계변화나 국제 경

제적 위기 등과 같은 중요사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럴 때마다 해군력

은 그 동인이나 결과로서 작용하였던 것이다. 

넷째, 동아시아 패권경쟁의 수단인 국가권력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군사력 

중심의 국력에서 산업력 중심의 국력으로 확대되었고 오늘날에는 경성권력뿐

만 아니라 연성권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

권경쟁수단으로서 해군력의 위치는 국가권력의 핵심으로서 흔들리지 않을 것

이다. 향후 패권경쟁에서 군사력의 유용성도 영토정복보다는 세계체제경쟁과 

세계경제활동 보호에 기여하는 데 더 가치를 두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래 

해군력은 이런 임무에 적합한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앞으로의 패권경쟁에서도 

해군력은 더욱 필수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다섯째, 패권목표와 수단이 확대되면서 패권경쟁의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 

미ㆍ중간에는 경쟁이 시작된 지 곧 100년이 도래하지만 권력전이가 도래하는 시

기는 이보다 휠씬 더 늦춰질 것이다. 경쟁국 간 권련변동의 범위도 과거에 비하

여 완만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ㆍ중간에도 단기결전적인 방법으로 패권경

쟁이 판가름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비록 경제력에서 미국을 추월한다 해도 

해군력이 대등해지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3.�동아시아�패권경쟁�과정에서�해군력의�역할

<표 5> 경쟁국 간 권력변동시기별 패권전략과 해군력의 역할 

구분 러ㆍ일 패권경쟁 미ㆍ일 패권경쟁 미ㆍ중 패권경쟁

권력

불균형기

패권경쟁 전략 강압 : 순응 강압 : 순응 봉쇄 : 반봉쇄

해군력 역할
국가대외정책지원

국가내부국력증진 

국가대외정책지원

국가내부권력증진 

봉쇄ㆍ동맹지원 

수세적 연안방어 

권력

재분배기

패권경쟁 전략 포용 : 편승 포용 : 편승 포용 : 편승

해군력 역할
전략적 협력

대외진출

전략적 협력

대외진출 

 전략적 협력

 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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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도 패권경쟁국간의 전략과 해군력의 역할은 <표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쟁국간 상대적 권력변동에 따라 크게 변하였다. 권력 

불균형기에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해군도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를 형성하

였다. 지배국은 해외진출의 수단으로, 도전국은 국가내부를 정비하는 수단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권력재배분기에는 양국 간에 포용과 편승전략을 

채택하였고 해군력은 양국 간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맺는 중요한 매개체였다. 

권력 대등화기에 경쟁국간에는 억제/봉쇄와 균형/거부 등의 전략을 채택하였

고 해군력은 권력경쟁의 방편으로 모두 해군군비경쟁에 뛰어들었다. 권력전이

기에 경쟁국 간에는 권력이 직접 충돌하는 시기로서 해군력은 세력전이를 도

모하거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가. 경쟁국 간 권력 불균형기 해군력의 역할

지배국과 도전국 간의 권력의 차이가 심한 불균형기에 양국간 해군력은 일

방적인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각기 내부 국력의 증대수단으로 해군력을 활용

하였다. 첫째, 강대국은 해양력을 이용하여 해외무역로와 시장을 개척하였다. 

러시아는 19세기 초까지 서구열강 중 제일 먼저 극동에 기지를 구축하고 함대

를 건설하였으며 북태평양에 자국의 해양권역을 형성하고 일본에 진출하였

다.62) 미국은 19세기 중반 대륙개척을 마치고 해양개척에 나서기 시작하였으

며 1840년대 중국과 무역로를 개설한 이래 1900년에 이르기까지 하와이, 괌, 

필리핀에 거점을 구축하였다. 

62) 러시아가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곳은 발틱해, 흑해, 북태평양 세 곳뿐이었다. 1721년 발틱해

의 고틀랜드(Gotland) 1783년엔 흑해의 세바스토폴(Sevastopol) 극동에서는 1740년 캄차카에 

페트로파블로프스크(Petropavlosk) 항을 건설하였다, Sergei G. Gorshkov(1979), pp.71-72.

구분 러ㆍ일 패권경쟁 미ㆍ일 패권경쟁 미ㆍ중 패권경쟁

권력

대등화기 

패권경쟁 전략 억제 : 균형 봉쇄 : 거부 갈등 : 협력 

해군력 역할
해군력 경쟁 

패권도전 수단

해군력 경쟁

패권도전 수단

해군력 경쟁

영향권 경쟁

권력

전이기 

패권경쟁 전략  격퇴 : 도전 격퇴 ; 도전 봉쇄? : 거부?

해군력 역할
동맹수단

전승요인

동맹수단

전승요인

체제경쟁 

 승리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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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강대국은 월등한 해군력을 이용하여 원정작전을 실시하고 약소국가

에 대한 포함외교로 일방적인 불평등관계를 구축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교적 

강압수단으로서 해군력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1853년 미국의 흑색함대가 포

함외교를 통해 서구에서 가장 먼저 일본을 개항시켰고 이어 1855년 러시아의 

푸티아틴이 동아시아 함대를 이용하여 일본과 불평등관계를 구축했으며 1861

년 대마도를 강점하여 부동항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셋째, 강대국은 월등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잠재적 도전세력을 봉쇄할 수 있었

다. 미국은 냉전 초기 중국의 아킬레스인 대만과 한국을 잇는 봉쇄선을 구축하고 

제해권을 바탕으로 대만위기,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서 중국을 압도했으며, 

호주, 태국, 필리핀 등 중국을 포위하는 해양동맹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넷째, 약소국은 강대국의 강압에 순응하면서 해군력 건설을 내부국력을 증

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았다. 특히 국가체제의 해양화와 산업화 등 해외팽창

의 기반을 닦았다. 해군이 없었던 나라 일본에게 해군력 건설은 국가의 근대화

와 산업화의 초석이 되었고 쇄국주의 나라에서 팽창주의로 나라로 전환시키는 

추동력이 되었다. 일본은 이 해군력을 바탕으로 청일전쟁, 러일전쟁, 미일전쟁

과 같은 패권전쟁을 연이어 수행할 수 있었다.

다섯째, 해양화가 되지 못한 국가는 경쟁국과의 권력불균형을 오히려 심화

시켰다. 중국은 대륙세력을 이용하여 해양국가와의 불균형을 극복하려 했으나 

이것이 오히려 국가 해양화를 지연케 함으로써63) 같은 아시아의 일본보다 100

년이나 국가성장이 늦춰졌다.

나. 경쟁국 간 권력재분배기 해군력의 역할

동아시아에서 패권경쟁국 간에 권력이 재분배되는 시기에 지배국은 도전국

을 포용하였고 도전국은 이에 편승하여 국력을 증진시켰다. 경쟁국 간에 포용

과 편승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요인은 강대국들은 우선 다른 강대국과 경

쟁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영국의 북진을 저지하기 위해, 영국과 미

국은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각각 일본을 포용하였다. 냉전기간 미국

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포용하였고 중국도 대륙국가인 소련의 남진

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념이 다른 해양 강대국(미국)과 손을 잡을 수 있었다. 이 

63) 모택동의 대약진운동 문화혁명 등 자력갱생 정책은 그 전통적, 폐쇄적, 대륙적 속성으로 말미암

아 실패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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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해군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군력은 경쟁국간에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

었다. 러시아가 1870년대에서 1890년대까지 중국으로 남진하는 동안 일본은 

류쿠(1872), 대만(1874), 그리고 한국(1875)에 진출하였다. 대륙국가와 해양국

가간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진 것이다. 1900년대 영국과 미국은 일본과 해양연

합체제를 구축하고 러시아의 남진에 공동 대응하였다. 중국도 해양강대국인 

미국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소련에 대항하였다. 이러한 협력관계에서 지

상군끼리 공동으로 작전한 사례는 없다. 모두 직간접적으로 협력국가의 해군

력을 이용하거나 해군력을 매개로 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한 것이었다. 

둘째, 해양국가들은 해양에서 경쟁보다 협력을 도모하였다. 해양국가가 가

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처한 것은 대륙 강대국의 해양진출이었다. 러시아

와 중국의 해양진출이 더딘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미국도 중국이 해양

으로 지출하지 않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지만 해양진출을 추진

한 이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해군력은 해양국가 간의 해양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핵심세력이 

되었다. 러일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 보여준 미국ㆍ영국ㆍ일본 간의 해양

협력체제나 냉전체제 시 미국을 축으로 한 해양동맹체제는 해군에 의해서 형

성되고 해군에 의해서 유지되었다. 

넷째, 도전국은 해양지배국에 편승하여 해양진출을 도모하고 패권에 도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었다. 일본은 청일, 러일전쟁을 거쳐 제1차 세계

대전 후 마리아나, 마샬, 캐롤라인 제도 등 남서태평양으로 진출하였다. 중국

은 미국이 제공해 준 해상교통로에 무임승차하여 그 활동영역을 세계로 확장

할 수 있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였고 이 교통로를 이용하여 현재 

세계 무역량 1위의 국가로 부상하였다.64)

다. 패권경쟁국 간 권력 대등화기 해군력의 역할

경쟁국 간 권력대등화기에 패권경쟁전략은 억제와 균형 또는 봉쇄와 반봉

64) 한국소비자협회, blog.naver.com/koreakca7/220825003049/(검색일: 2016.11.5); 2015년 세계 

10대 무역국(WTO)은, 중국이 총 무역규모 3조 9,570억 달러로 1위에 올랐고, 이어, 미국 3조 

8,130억 달러, 독일 2조 3,790억 달러, 일본 1조 2,730억 달러, 영국 1조 860억 달러, 프랑스 1

조 790억 달러, 네덜란드 1조 730억 달러, 홍콩 1조 700억 달러, 한국 9,630억 달러, 이탈리아 

8,690억 달러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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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전략의 핵심수단이 되었고 해군 군비경쟁도 치열해졌다. 이 시기에 해군력

이 수행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군력은 지배국의 억제전략과 도전국의 균형전략을 수행하는 중요

수단이 되었다. 일본이 청일전쟁(1894-95)의 승리로 지역강대국으로 부상하자 

러시아는 삼국간섭과 러청동맹(1896)을 통해 일본의 대륙진출을 차단하였다. 

이어 러시아는 극동함대를 증강시켜 일본을 억제하고 만주의 여순항과 대련항

과 한반도의 거제도와 마산포를 장악하여 일본의 대륙진출을 봉쇄하고자 하였

다. 반면에 일본은 미국, 영국과의 해양동맹체제를 구축하고 해군력을 증강하

고 러시아와 균형을 이루려고 하였다. 태평양전쟁에서도 연합국과 대일 해양

동맹을 결성하였다. 

둘째, 해군력 통제가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922년 

워싱턴 해군조약체제는 단순한 해군군비경쟁의 제한뿐만 아니라, 세계 강대국

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였으며 해군력이 그 기준이 되었다. 이 

체제를 통하여 패권국 미국은 태평양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1936년 일본이 이 

해군조약체제를 탈퇴하자 세계도 불안해졌다. 이 세계적 조약체제가 성립된 

것은 해군력 균형이 무너지는 데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고 조약체제가 해체된 

것은 해군력의 균형을 깨뜨리고자 함이었다. 

셋째, 권력대등화기에서 해군력은 패권경쟁의 핵심수단이었다. 19세기 말 

청일전쟁 후 러ㆍ일간 해군군비경쟁, 20세기 중반 태평양전쟁 직전 미ㆍ일간 

해군군비경쟁 그리고 21세기 들어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미ㆍ중간 해군력경쟁

은 동아시아 패권경쟁이 지상력이 아니라 해군경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라. 경쟁국 간 권력전이기 해군력의 역할

권력전이기에 들어서면 패권경쟁국들은 자국의 국력 증진뿐만 아니라 동맹

과 연합을 통해 국력을 극대화하려는 활동이 활발해진다. 도전국은 보다 상황

이 악화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전쟁을 선택하였고, 전투력에서의 우위를 차지

하기 위하여 선제기습공격도 마다하지 않았다. 권력이 충돌한 전이기에 해군

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군력은 동맹결성의 중요 수단인 동시에 권력의 전이를 가져오는 중

요한 요인이 되었다. 영일동맹은 일본과 러시아와의 균형을 깨뜨리는 데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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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할을 하였다. 미일 패권경쟁에서 일본은 유럽의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동

맹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해군력이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함에 

따라 태평양에서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해군력 전이가 이루어졌다. 즉, 러ㆍ일

간 패권경쟁이나 미ㆍ일간 패권경쟁에서 동맹관계는 지상력보다 해군력을 지

원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었다.

둘째, 해군력 우세가 패권전쟁을 결심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일

본은 러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에서 다른 능력은 부족했음에도 해군력에서만 우

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것이 전쟁결심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러시아 해군은 

발틱함대, 흑해함대, 극동함대로 분산되어 있었고, 극동함대도 여순과 블라디

보스토크와 분리되어 있었다. 지상군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극동에서는 일본

이 우세하였고 영일동맹까지 합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었다. 미ㆍ일간 

태평양 전쟁에서는 지상력은 깊이 있게 고려되지도 않았다. 미국이 대서양을 

우선으로 해군력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태평양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연합국 전 

전력을 합친 것보다 훨씬 우세했다.

셋째, 패권전쟁에서 해군력은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는 수단이 되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 연합함대는 해양통제권을 장악하여 요동반도, 산둥반도, 만주 

등 다방면에서 지상에 대한 전투력을 투사하였고 모든 군수물자를 해상을 통

하여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었다. 더구나 쓰시마해전의 승리로 러시아를 재기

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다. 러시아는 지상전투력은 남아 있었지만 제해권이 없

는 상태에서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어 굴복하고 말았다. 미ㆍ일 해양국가 간의 

태평양전쟁은 해전에서 시작하여 해전으로 종결된 전쟁이었다. 함대결전, 해

상봉쇄전, 전략적 공략을 위한 상륙전 등에서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전투를 

통하여 미국은 제해권을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넷째, 패권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한 것은 해군의 기술과 전술에서의 혁신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은 시모세 화약과 “T”자 기동을 개발

하여 질적인 우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은 어뢰, 레이더, 소

나 등의 기술뿐만 아니라 항모전, 잠수함전, 봉쇄 및 해상교통로 파괴전 등 전략

적, 전술적 개념에서 전함 위주의 함대결전에 매달린 일본을 압도할 수 있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 간에도 기술과 전술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섯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ㆍ중간의 패권경쟁도 해군에서 시작되고 있

으며. 그 결과도 해군력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도 모

두 해양국가가 승리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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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 해군력 분포는 지역체제의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패권경쟁과정이 해군력경쟁과정이기도 하였다. 동아시아 패권경쟁

과정에서 해군력은 국가내부의 권력을 증진시켜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

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패권에 도전하는 조건으로서 역할을 담당하

였으며, 동맹을 획득하고 세력전이를 달성하며 패권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는 핵심수단이 되어 왔다. 해군력은 동아시아 지역패권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필수조건이자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Ⅳ.�한반도에�주는�교훈과�함의�

1.�동아시아�패권경쟁이�한반도에�미치는�영향�

패권경쟁국들은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략적 

요역을 판단하고 대처한다. 그들이 경쟁하고 있는 주요 지역은 ① 교통의 요충

지, ② 자원(에너지)이 풍부한 지역, ③ 자신의 안보를 위한 완충지역, ④ 기술

과 자본과 권력이 몰리는 도회지 지역 등이다.65) 한반도는 맥킨더(H. 

Mackinder)의 심장부이론(Heart Land Theory)에서는 외곽 초생달지역(outer 

crescent)이지만 스파이크맨(N. J. Spykman)의 주변부이론(Rimland Theory)

에서는 림랜드에 해당된다.66) 마한(Alfred T. Mahan)은 대륙세력인 러시아와 

해양세력인 영국간의 결정적 갈등지역을 위도 30∼40도 사이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보았다.67) 한반도는 마한이 주목한 바로 그 갈등지역으로서 일ㆍ러

가 충돌했고 미ㆍ소가 충돌하였으며 미ㆍ중이 충돌한 지역이었다. 이처럼 한

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양대 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이자 완충지대

이며, 강대국 간 쟁탈의 대상이 되는 교통지대로서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 다

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65) 이대희, 최연구 옮김, 필립 모로 드파르쥐 지음, 지정학 입문; 공간과 권력의 정치학 (서울: 새

물결, 1997), p.46; 김종두, 한반도 해양지정학 (서울: 문영사, 2000), p.96, p.104.

66) 김종두(2000), pp.75-76, p.79.

67) Saul Bernard Cohen(2009), p.19: 김연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전에 대한 지정학적 연구,” 박

사학위논문, 고려대학원(2013),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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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연결하는 교통지대로서 상호 진출

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일찍이 몽고가 일본을 정복하고자 한반도를 전

지기지로 삼았고 일본이 명국을 치기 위해 한반도를 통로로 삼고자 했다. 일본

은 한반도를 대륙진출을 위한 교두보이자 전방병참기지로서 활용했다. 1984년 

청일전쟁에 이어 1905년 러일전쟁에서도 일본은 한반도를 대륙으로 향한 통로

로 활용하기도 했으며, 한반도를 스테이징 지역(staging area)으로 군사력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만주로 진출할 수 있었다. 러시아도 한반도를 스테이

징 지역으로 삼아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한반도를 점령하거나 적어도 이곳

에 부동항을 확보하려고 했다. 러시아 해군상 티르토프(Pavel Petrovich 

Tyrtov)는 1890년대 외무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제도와 마산포의 확보를 

추진했다.68) 

둘째,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 충돌지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명

과 왜가 충돌한 지역이 한반도였으며, 러시아와 영국이 전 세계에 걸쳐 패권경

쟁을 할 때에도 한반도의 대한해협이 소리없는 충돌지역이었다. 1850년대 러

시아 극동함대 푸티아틴 제독은 송전만, 영일만, 거문도 등을 조사하고 부동항

으로 이용하고자 했고, 같은 시기 영국은 홋카이도(하코다테)에 해군기지를 확

보하여 러시아를 위협하자 1861년 러시아는 대한해협에 있는 대마도 강점에 

나섰다. 1885년 러시아가 한국에서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ㆍ러 밀약을 

체결하였다는 소문이 돌자 영국은 1885-1887년간 거문도를 점령하고 러시아

와 대치하였다. 또한 러일전쟁의 직접적 원인은 한반도를 두고 러ㆍ일간 원산

과 대동강을 잇는 39도선이냐, 한만국경선이냐의 분할점령 문제를 놓고 벌인 

전쟁이었다. 그리고 미ㆍ소간에는 한반도의 38선을 놓고 대치하였고 미ㆍ중간

에는 이 38선을 놓고 전쟁을 벌였다. 셋째,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

의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1876년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한 이후 1894년 

청일전쟁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그리고 1884년 러시아가 한반도에 진출한 이

후 1904년 러일전쟁 발생 이전까지, 강대국들은 한반도에서 주도권 경쟁을 하

면서 여러 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삼았고 구한말 고종은 조선

의 중립국화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넷째, 한반도는 강대국 간 세력균형점이자 자국의 방어를 위한 최전방 전초

68) 김용욱,“청일전쟁(1894-1895)ㆍ로일전쟁(1904-1905)과 조선 해양에 대한 제해권,” 법학연구, 
제49권 제1호 (부산대학교, 2008), pp.288-289; 최문형,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

축 (서울: 지식산업사, 2001),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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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가 되어 왔다. 1904년 일본은 한만 국경선을 양보할 수 없는 최전방 방어

선으로 인식하였다. 1903년 러시아가 압록강 산림채벌을 빌미로 군사력을 한

반도로 남하시키자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결심하게 되었다. 1950년 한국전

쟁 시 중국은 미국에게 38도선을 중국의 최전방 방어선으로 인식시키고자 하

였다. 그 해 10월 미국이 38도선을 넘어오자 중국은 본격적으로 인민의용군을 

한반도에 투입시켰다.69) 그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ㆍ중간에는 한반

도가 양국의 세력균형점이자 최전방이 되어 왔다.

다섯째, 해양국가와 해양국가 간의 패권경쟁에서 한반도는 해양국가와 대

륙국가를 연결하는 병참로 역할을 하였다. 미ㆍ일 패권경쟁에서 한반도는 직

접적인 충돌지점에서는 비껴나 있었지만 중립지대가 아니었다. 1941년 태평

양전쟁에서 미국과 일본은 각각 상대방에게 양면전쟁을 강요하였다. 미국은 

일본이 중국대륙에 묶여 태평양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일본은 미국

이 대서양에 묶여 있기를 원했다. 미국은 중국을 일본의 자원을 흡수하는 지

역으로 보았고, 일본은 중국을 미국과 전쟁할 자원을 공급하는 지역으로 보

았다. 한반도는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병참교통로 역할을 하였다. 전통적

으로 일본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반면 미국은 지리적 

불리성을 이유로 한반도를 쉽게 포기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적 사고는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지속되었으며 중국의 오판을 빚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한반도는 이와 같은 이유로 러ㆍ일 패권경쟁의 결과로 승전국인 일본의 식

민지가 되었고, 미ㆍ일 패권경쟁의 결과로 분단국이 되었으며,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미ㆍ중간의 패권경쟁이 한반

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한국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향후 미ㆍ중간의 

패권경쟁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69) Alexander L. George, Avoiding War: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Boulder: Westview 

Press, 1991).



142  STRATEGY 21, 통권 41호 (Spring 2017년 Vol. 20, No. 1)

<그림 1> 미국과 중국간 해양경쟁 현황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0603163203885(검색일: 2016.11.15).

첫째, 미국과 중국은 미ㆍ중간 패권경쟁에서 전략적 요충지인 한국을 자신

들의 지지세력으로 편입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냐, 중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이냐의 가입문제에 시달린 바 있고, 군사적으로도 2015년 봄 중국이 한국의 고

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등 한반도 안보문

제에 적극 개입하려 한 바 있으며,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미ㆍ중간 갈등

에 대해 한국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ㆍ중간의 패권경쟁

이 남중국해에서 한반도로 상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70) 

둘째, 패권경쟁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양 강대국은 대

리전이나 타협의 대상으로 남북한은 물론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대륙 주변국가들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의 도발행동을 저지시

키거나 관심을 다른 데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모험적 행

동을 할 수도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국은 대만에 항공모함을 파견

하였고, 중국은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미국이 적대적 행동을 할 것을 우려

한 바 있다. 더구나 남북 분단상황은 강대국들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카드이

70) 김영림, “동북아를 뒤흔드는 샤드(THAAD)의 정치학,” 신동아 제667권(2015년 4월호), 

pp.29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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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ㆍ중간에는 서해 및 이어도 등 해양갈등이 잠재해 있다.

셋째, 한반도 서해에서 이어도에 이르는 해역은 중국과 한국의 전략적 요충

지가 밀집되어 있는 핵심해역이자 양국 수도의 관문이며 미국과 중국뿐만 아

니라 남북한이 서로 교차하는 해역이다. 만일 이 해역에서 미ㆍ중간 긴장이 발

생한다면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영양을 주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의 사정권 안에 있다. 

넷째, 미ㆍ중간 해양 패권경쟁 해역은 우리의 사활이 걸린 해상교통로가 통

과하는 지역으로서 미ㆍ중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 해상교통로의 안전이 위태

롭게 된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인도양의 해상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다섯째, 미ㆍ중 패권경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 주변해역을 둘러싸고 있다. 동해와 대한해협은 이들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인데 이들이 미ㆍ중 패권경쟁에 가세하게 된다면 한반도 해양안보는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여섯째, 미ㆍ중 양 강대국이 협력을 통한 세계관리나 평화적 패권이양이 이

루진다면 한반도는 양 강대국의 처분에 맡겨지는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 1500

년대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1494년 ‘토르데실라스’ 조약을 맺고 지구를 양분하

여 관리하였다. 1900년대 초 영국과 미국은 세계해양을 관리하는데 서로 협력

했었고 190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소련은 세계를 양분하여 관리한 경험이 있

다. 이와 같이 미ㆍ중이 세계를 공동관리하게 된다면 한국의 의사를 배제한 채 

강대국 이익중심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다. 1945년 한국분

단은 강대국들간 타협의 산물이었다. 

2.�한국의�대비방향�

한반도는 여전히 미ㆍ중간에 세력의 충돌지점이자 완충점이다. 중국은 전

통적으로 한반도를 중국의 핵심부를 보호하는 순망치한의 관계로 인식해 왔다. 

한국전쟁 후 미국도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순망치한의 관계로 보고 

있다. 즉, 한반도의 역할은 미ㆍ중간 대칭성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미ㆍ중간의 

대치점을 한반도에서 형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깊은 의존관계를 비대칭

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국가경제력은 해양으로부터 획득하고 있는 반면,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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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지상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국가관계

와 자원의 비대칭적ㆍ불균형적 분배는 향후 미ㆍ중간의 패권경쟁에 효과적으

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선택의 폭도 제한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략적 발상을 새롭게 하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해군전력을 지금부터 

건설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대비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내 해군력의 분포가 일극 또는 양극

으로 집중화되지 않도록 동아시아 역내에서 한국해군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단ㆍ중기적으로는 강대국이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는 해군력을 보유해

야 한다. 미ㆍ중간 패권경쟁은 해군력경쟁에서 비롯되는바 이러한 해양패권경

쟁에서 해군이 없으면 강대국들의 휘둘림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미

ㆍ중간에 경제문제이든 안보문제이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한국의 해군력이 

그들에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 해군력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 

해군력이 미ㆍ중에게 의미있는 전력이 되려면 은밀성, 침투성, 파괴성이 뛰어

난 원격, 또는 장거리 감시 및 타격무기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미ㆍ중간 틈새

전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의 전략적 지위를 높일 수 있고 선택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변국들의 해양패권과 위협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

다. 즉,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전략적 방어 및 억제적 보복전력을 확보해

야 하며 특히 주변국에 비해 비용 대 투자면에서 효과가 높은 비대칭적ㆍ전략

적 무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초

고속 무인체계 등과 같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초공동어뢰 등 수중 공격무기, 

장거리 대지 유도탄, 초에너지 무기 등 핵 위력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무기체계

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 패권경쟁 과정에서 한국이 전략적 선택을 요구 받을 때 융

통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해군력을 확보해야 한다. 해양약소국들이 해양강대국

에 취했던 순응, 편승, 헤징과 같은 소극적 전략으로는 국가안보와 이익을 담

보할 수 없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어도 효과면에서는 질

적 균형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대국이 가

진 동일한 동종의 무기체계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 효과에서의 균형을 달성할 

무기체계이면 충분하다. 

넷째, 지구공공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해양영유권ㆍ해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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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ㆍ해외시장 등 우리의 국가이익과 관련된 전략적 목표에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해군력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이해당사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위력과 방호능력을 갖추고 원양에서 장기간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기동전투함대가 필요하다. 특히 인도양-말라카해협-남중

국해-동중국해-제주도에 이르는 남방해상교통로는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해상교통로이자 우리의 생명선인 반면에 미ㆍ중간 해양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심각한 위협을 직접 받게 될 것이다. 이들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하

게 된다면 국가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ㆍ정치적으

로도 우리는 어느 일방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다섯째, 미ㆍ중 패권경쟁과정에서 북한의 모험을 억제하고, 만약 도발시 북

한위협을 최단시간 내에 제거할 수 있는 해군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

반도 위기 발생 시마다 미국 해군력이 주요 위기관리수단으로 사용되어 왔고 

이에 대하여 중국은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다. 한반도 위기를 빌미로 미ㆍ중간

에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반대로 미ㆍ중간 

패권경쟁과정에서 한국이 전략적 선택을 요구받을 경우 북한변수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미ㆍ중간 패권경쟁과정에서 북한의 모험을 억제할 수 있

는 독자적인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에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결정적 전력으로서 해군을 육성해야 한다. 현재의 해

군력이 단지 지상군을 지원하는 군사력 구조 및 배비 운용개념으로 제약되어

서는 안 되며, 북한 장거리미사일에 대비한 방어체계(KAMD)와 타격체계(Kill 

Chain) 등에서도 기동성과 침투성과 생존성이 높은 이지스체계 등 해군전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계해양체제와 질서의 안전관리에 일정부분 공헌할 수 있는 해군

력, 특히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력을 건

설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군의 임무 및 작전영역을 획기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기존의 북한의 해상도발억제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해양분쟁관리, 국제해협

통제 및 해상교통로보호 등 해상질서유지를 위한 국제해양 안보협력, 위험구

역 강제 진입ㆍ통제 및 국제적 통제해역(금지구역, 제한구역 등) 관리 등 국제

해상위기관리, 국제해상재난대비 및 인도주의적 지원작전 등의 새로운 임무에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해에서 다양한 다국적 협력 및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입체적 전력과 수행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일곱째, 국가내부의 국력증진의 수단으로서 해군력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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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21세기 국가부흥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한다. 오늘날 모든 국가들은 

해양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계화 시대에 적응할 수 없으며 국가성장의 동력

을 얻을 수도 없다. 향후 우리나라는 국가지도의 원리를 해양화로 삼고 해군

력 건설을 통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내야 한다. 국가 해양화는 국

민의식을 개방적이며 도전적이며 진취적인 성향으로 유도하고 세계로 진출하

며 세계와 교류하는 초석을 제공한다. 해군력 건설에 필요한 항모, 잠수함, 

항공기, 초고속 수상함, 입체적 무인체계, 장거리 정밀 타격체계, 통합전투체

계 등 제분야는 첨단국방과학과 미지의 해양산업을 접목시켜주며, 스텔스기

술, 첨단소재기술, 무인 및 로봇체계, 초고속해양수송체계, 심해저 해양자원 

탐사 및 개발, 신 IT기술 등 새로운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해군 스스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미래의 전략적 상황과 안보위

협과 전장변화에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군기술과 전술에서의 혁신뿐 아

니라 전략적 사고와 첨단기술로 무장된 똑똑한 해군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관

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해군인력은 조선시대 수군의 2/3 수준에 불과

하다. 이런 규모로는 해군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임무소요에 부합

된 인력을 확충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과학기술의 발달속도의 맞

게 군사교육체계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아홉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래 안보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

도록 한국군 군구조와 국방태세를 혁신시켜야 된다. 한국군은 지금까지 육군

은 한국군 주도로, 해군은 미국해군의 지원 아래 전쟁을 수행한다는 개념에 따

라 배비되고 건설됨으로써 3군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를 퇴색시켜 왔으며, 한국

군에서 합동군이라 함은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

군중심의 통합성을 의미하고 있을 정도로 왜곡되어 있다. 현재의 지상군중심

의 군구조, 지상군중심의 국방정책 결정구조, 지상군중심의 전쟁수행개념으로

는 미ㆍ중간 해양패권경쟁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다. 따라서 지상

에 고착된 대북중심의 단기적 시각에서 해양으로 개방된 지역적 중심의 장기

적 시각에서 국가미래를 위한 안보전략을 재설정하고 이에 맞는 기술군 중심

의 3군 균형체제를 조속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이후 동아시아 패권경쟁은 세계체제와 동

아시아의 지역체제간의 침입과 투쟁과정으로서 이 양 체제 사이의 해양이 패

권경쟁의 목표이자 수단이 되어 왔다. 현재의 미ㆍ중간의 패권경쟁도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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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의 체제적 경쟁과 지역적 차원에서 해양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

다. 미ㆍ중간의 패권경쟁 과정에서 한국이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때마다 해

군력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요컨대 해군력은 강대국

의 패권경쟁이나 패권유지의 필수조건인바,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지상군에 종속되지 않은 균형적인 해군력을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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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gemonic Competition and the Role of Naval 

Power

Kim Kyeong-Sik*71)

This paper aims to analyze hegemonic competition and the role of naval 

power.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four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the role of naval power in the hegemonic competition, the role of naval power 

in the East Asia, and the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modern era, the hegemonic competition in the East Asian region has 

been the intrusion and struggle process between the world system and the East 

Asian regional system, and the ocean between these two systems has become 

the goal and means of supremacy(hegemony). Currently,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consists of systemic competition at the 

global level and marine competition at the regional level. When South Korea is 

forced to make strategic choices in the course of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naval power will be the first factor to be considered. The ROK is 

asymmetrically maintaining a deep dependenc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security and China in relation to the economy. And while the 

ROK’s national economic power is acquired from the ocean, the ROK’s military 

power is imbalanced because it is centered on the ground forces. Thes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symmetric-unbalanced resources distribution will not 

be able to effectively cope with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future, and will limit Korea’s strategic choice. Since naval power 

and forces are the prerequisites for the hegemonic competition or the 

maintenance of supremacy we must construct balanced naval forces(naval power) 

* Former Commandant of the ROK Naval War College, a retired ROK Navy Rear Admira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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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re not subordinate to the ground forces at the national strategic level for 

the future of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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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

2016년 7월 12일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

판소 중재결정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 간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갈등을 드러내

는 상징적인 사건이 지난 2016년 12월 15일 일어났다. 필리핀의 수비크만

(Subic Bay)으로부터 북서쪽 방향으로 약 50해리 정도 떨어진 수역에서 미국 

해군 소속의 해양측량선(oceanographic survey ship)인 바우디치(Bowditch)

호가 회수하고 있던 ‘수중드론’(underwater drone) 하나를 중국이 압류하는 사

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그 당시에는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신분

이었던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중국이 훔쳐간 드론을 다시 돌려받기

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이 가져라!”([W]e don’t want the drone they stole 

back. - [L]et them keep it!)고 말했다.1) 트럼프의 감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

고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2016년 12월 20일 

중국은 압류하고 있던 수중드론을 미국으로 반환했다.

비록 중국의 미국 수중드론 압류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자신의 입장에서 ‘국제법’에 근거한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양국

의 주장은 국제법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법리적 흠결을 보여주

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에 압류된 수중드론을 ‘주권면제(국가면제)를 향

유하는 선박(vessel)’이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

y)2)의 기본적인 정의조차 불분명하게 하는 발언이었다.

그리고 수중드론 자체의 국제법상 법적 지위도 불분명하고, 만약 수중드론을 

‘해양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 목적이 아닌 ‘군사조사’(military 

1) The Washington Post, “China said it would return a seized U.S. naval drone. Trump told 

them to ‘keep it.’” (18 December 2016),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

security/china-said-it-would-return-a-seized-us-naval-drone-trump-told-them-tok

eep-it/2016/12/18/9e3f6f82-c4d3-11e6-9a51-cd56ea1c2bb7_story.html?utm_term=.d3a47

1a40cc4.

2) 주권면제 또는 국가면제의 기본적인 개념은 2004년 채택된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제1조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주권면

제 또는 국가면제란 (재판 전ㆍ후 강제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국가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국

가 그리고 국가 재산의 면제’(immunity of a State and its property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another State)를 의미한다. Visithttp://legal.un.org/ilc/texts/instruments/

english/conventions/4_1_20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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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목적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 어떤 국제법 체제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본 기고에서는 수중드론 운용과 관련한 국제법적 논란을 정리

한 후 수중드론 운용 문제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수중드론�일반

1.�용어의�정리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은 수중드론(underwater drone)을 “해양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자율적인

(autonomous) 수중항행기기”로 정의하고 있다.3) 해양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

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이와 같은 수중항행기기는 수중드론이라는 일반적인 명

칭 이외에도 ‘해양글라이더’(ocean glider) 또는 ‘무인수중항행기기’(unmanned 

underwater vehicle, 약칭 ‘UUV’)로도 불리고 있다.

수중드론과 반드시 구별이 필요한 용어로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드론’이라

고 부르는 공중을 비행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기’(unmanned aerial vehicle, 

약칭 ‘UAV’)와 수중드론과 같이 수중이 아닌 수상에서 활약하고 있는 ‘무인수

상항행기기’(unmanned surface vehicle, 약칭 ‘USV’) 등이 있다.

2.�수중드론의�개발�및�발전

최초의 수중드론으로 알려져 있는 수중드론은 (미국 해군연구소의 재정 지

원 하에) 1957년 미국 워싱턴대학교 응용물리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4) ‘특별

목적수중조사기기’(Special Purpose Underwater Research Vehicle)라 불렸

3) Visit http://oceanservice.noaa.gov/facts/ocean-gliders.html.

4) Center for the Study of the Drone at Bard College, “What You Need to Know About 

Underwater Drones” (16 November 2015), http://dronecenter.bard.edu/underwater-dr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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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이 수중드론은 약 10,000피트 정도까지 수중으로 내려갈 수 있었고, 약 네 

시간 정도 운용이 가능했었다.5)

초보적인 수준의 수중드론 개발을 넘어 본격적인 수중드론 개발은 1990년

대 이후에야 시작되었다. 수중드론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크게 두 가

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전 세계 해양 내부구조를 심층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아르고 프로젝트’(Argo Project)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6) 이러한 프로젝트는 ‘해양과학조사’ 또는 ‘운용해양학’(operational 

oceanography)을 위한 수중드론 운용을 촉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수중

드론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1994년 미국 해군이 ‘무

인수중항행기기 계획’(Unmanned Undersea Vehicle Plan)을 수립했기 때문

이다.7) 미국이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1991년 ‘사막의 폭풍 작

전’ 당시 미국 해군 함정들이 이라크가 설치해 놓은 기뢰 때문에 상당한 피해

를 입었고, 이로 인해 미국 정부가 좀 더 발전된 대(對)기뢰조치(mine 

countermeasures)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8) 미국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은 2003년 ‘이라크 자유 작전’ 중 ‘REMUS’(Remote Environmental 

Monitoring UnitS)급 수중드론이 처음으로 군사작전에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

졌다.9) 이는 오늘 현재 이미 수중드론은 군사적으로 사용가능한 상태임을 의

미한다. 미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대(對)잠수함작전 등에 사용하기 위해 

‘LDUUV’(Large Displacement Unmanned Underwater Vehicle)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2025년경에는 LDUUV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Ibid.

6) Visit http://www.argo.ucsd.edu/.

7) U.S. Department of the Navy, The Navy Unmanned Undersea Vehicle (UUV) Master Plan 

(9 November 2004), p.xviii.

8) Center for the Study of the Drone at Bard College, “What You Need to Know About 

Underwater Drones” (16 November 2015), http://dronecenter.bard.edu/underwater-drones/.

9) UNDIR, “The Weaponization of Increasingly Autonomous Technologies in the Marine 

Environment: Testing the Waters” (2015),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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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DUUV

출처: http://www.navy.mil/management/photodb/photos/150407-N-ZZ999-002.JPG

3.�수중드론의�기술적�한계� :�전력과�통신

수중드론 관련 기술이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부인할 수 없는 기술적 장벽은 ‘전력’과 ‘통신’ 문제이다. 수중드론이 수중

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군사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운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전력 문제이

다. 그리고 수중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신이 어렵기 때문에 통신 문제를 극복하

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통신이 어렵다는 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

극적인 시도가 없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군사작전 등을 위해 수중드론을 운

용할 때 ‘은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는 통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10)

10) Ibid.,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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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중국의�미국�수중드론�압류�사건에�대한�미국과�
중국의�주장

2016년 12월 15일 중국이 미국 수중드론을 압류한 직후 벌어진 양국 간의 

충돌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의 주장을 검토해야 할 것이

다.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양국의 주장은 언론 및 정부 공식채널 등을 통해 알

려진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림 2> 중국의 미국 수중드론 압류 사건 발생지점

출처: https://www.nytimes.com/2016/12/17/world/asia/china-us-drone.html?_r=0

1.�미국의�주장

무엇보다 미국은 사건 발생지점을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이라고 

정의했다.11) 그리고 중국에 의해 압류된 수중드론이 ‘선박’이라는 전제에서 ‘항

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12) 이어서 중국이 미국 정부의 재산인 

11) The New York Times, “U.S. Demands Return of Drone Seized by Chinese Warship” (16 

December 2016), https://www.nytimes.com/2016/12/16/us/politics/us-underwater-drone

-china.html?_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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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드론을 압류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압류된 수중드론을 ‘주

권면제(국가면제)를 향유하는 선박(vessel)’이라고 분류했다.13)

2.�중국의�주장

우선 중국은 트럼프가 사용한 ‘훔쳐간 것’이라는 단어가 ‘전적으로 정확하

지 않은’(totally inaccurate) 단어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14) 이어서 미국 수

중드론을 압류한 그럴듯한 이유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해군이 수면 위

에서 어떤 물체를 발견했고, 이 물체가 문제의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책임 있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식별하고 검증했

다고 주장했다.15)

3.�미국과�중국�각각의�주장에�대한�비판적�검토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국제법상 ‘국제수역’이라는 용어가 존재하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지점을 의도적으로 국제수역이라고 부르고 있

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국제수역이라는 용어는 어떤 선박이 그 어떤 행동

을 한다 해도 국제법상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정치하지 

못한 용어에 불과하다. 미국은 수중드론이 항행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는 것

을 강조하기 위해 국제수역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사건 발

생지점이 명백히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하는 수역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 지점은 2016년 7월 12일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중재

12) CNN, “China returns seized US underwater drone” (20 December 2016), 

http://edition.cnn.com/2016/12/20/politics/china-drone-return/.

13) The Guardian, “Chinese warship seizes US underwater drone in international waters” (16 

December 2016),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dec/16/china-seizes-us-underwater

-drone-south-china-sea.

14) CBS, “China responds to “inaccurate” Trump tweet about U.S. drone seizure” (19 December 

2016), http://www.cbsnews.com/news/china-us-underwater-drone-return-controversy-donald

-trump/.

15)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Hua Chunying’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19 December 

2016, http://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t142547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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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통해 유엔해양법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된 중국의 소위 ‘구단

선’(nine-dash line) 바깥에 위치한 수역이다. 이는 사건 발생지점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 또는 ‘관할권’(jurisdiction)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다음으로 수중드론도 항행의 자유를 누리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미국

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항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선박’(vessel or ship)이다. 그 이유는 (조종을 하여 원하

는 위치에 도달하는) ‘항행’(navigation)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선박이 지니고 

있는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16) 따라서 수중드론 자체가 선박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수중드론은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수중에

서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수중항행기기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에 의해 압류된 문제의 수중드론을 주권면제(국가면제)를 향유

하는 선박이라고 정의하면서 주권면제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개념 자체를 왜곡하는 주장이다. 

주권면제는 외국 또는 외국 재산을 (재판 전ㆍ후 강제조치를 포함하여) 어떤 국

가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외국 수중드론이 재판관

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의미이지 외국 수중드론에 대하여 행정적인 조치 자

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이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또는 영해에서 발생했다면 문제의 수중드론이 ‘해양과학조사’ 목적으로 운

용되었다는 전제에서 중국이 그 수중드론 운용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면 그 수중

드론은 적법하게 압류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지

점이 중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없는 수역에 해당하므로 중

국이 수중드론을 압류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뿐이다. 따라서 미

국의 주권면제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주장도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실관계의 문제로서 미국 수중드론을 압류한 중국 해군 소속 

‘다랑-III’(Dalang-III)급 함정은 미국 바우디치호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감

시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중국 해군 함정은 이미 바우디치호가 건지고자 했

던 수중드론이 미국 정부의 소유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압류 시점이 바우디치호가 문제의 수중드론을 회수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16) Tobias Hofmann and Alexander Proelss, “The Operation of Glider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ume 46 (2015),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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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기 때문에 항행의 안전을 위해 그 수중드론을 압류했다는 주장은 사실관

계만 보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사건 발생지점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하는 수역이자 소위 구단선 바깥에 위치한 수역이기 때문에 중국

은 연안국이 아니고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제3항에 언급되어 있는 연

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적절한 고려’(due regard)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

이다. 즉, 미국이 수중드론을 운용함에 있어 문제의 수역에서 (연안국이 아닌) 

중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정리한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주장은 모두 국제법에 근거한 주장

이 아니다. 사실 수중드론의 국제법상 법적 지위는 물론 수중드론 운용을 규율

할 수 있는 법적 체제 자체도 애매하다. 아래에서는 수중드론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 및 이러한 국제법의 모호한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Ⅳ.�수중드론은�과연� ‘선박’인가?

수중드론이 어떤 국제법상 규정들에 의해 규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

기 위해서는 먼저 수중드론의 국제법상 법적 지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법적 

지위가 결정되면 수중드론 운용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 체제, 특히 유엔해양

법협약 내 관련 규정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일관되게 수중드론을 ‘선박’이라 간주하고

자 한다. 이는 수중드론이 선박이라는 전제에서 수중드론도 다른 연안국의 배

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여 공해에서 선박이 향유할 수 있는 항행의 자유를 행

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수중드론의 움직임을 ‘항행’이라 정

의하기는 어렵다. 수중드론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지점이 수중드론 내 프로

그램에 이미 입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조종이 아니기 때문에 해류 등의 영

향으로 목표지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엔해양법협약 

내에서 선박의 정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중드론이 선박의 범주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중드론은 무선조종 등을 통해 움직

이는 수중항행기기가 아니라 이미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율적으로 움직이

는 항행기기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은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을 뿐이지 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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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아니다. 즉, 수중드론 관련 문제에 수중드론이 선박이라는 전제에서 

선박과 관련된 유엔해양법협약상 규정들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0조는 “잠수함과 그 밖의 잠수항행기기는 영해에서 수

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 따라 수중

드론을 유엔해양법협약 제20조에 언급된 ‘잠수항행기기’로 취급하는 것을 고려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항행기기’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인 ‘vehicle’

은 사람 또는 재화의 수송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이다.17) 그리고 수중드

론이 다른 연안국의 영해에서 수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는 것은 상상

할 수 없는 일이다. 현실은 주어진 임무를 마치고 수면 위로 올라온 수중드론

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선박이 수중드론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으로 재빨리 이

동해야 할 뿐이다. 즉, 유엔해양법협약 제20조는 사실상 수중드론과 무관한 규

정이며, 따라서 수중드론을 잠수항행기기라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중드론의 국제법상 법적 지위에 대한 약간의 단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

258조에서 발견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58조에는 특정 목적 또는 활동을 위

한 ‘과학조사장비’(scientific research equipment)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

어는 제258조 및 제260조에서 발견되는 과학조사시설(scientific research 

installation)보다는 작은 크기를 가진 물체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엔해양법협약상 수중드론은 선박 또는 잠수항행기기가 아닌 ‘과학

조사장비’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다만 수중드론이 해양과학조사 이외

의 수로측량(hydrographic survey) 또는 군사조사(military survey) 등을 위

해 운용된다면 수중드론은 유엔해양법협약 내에서 어떤 특정 물체 또는 객체

로 정의되기 어렵다. 이는 수중드론 운용 목적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 

체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아래에서는 수중드론 운용 목적을 해양과학조사 목적, 수로측량 목적, 군사

조사 목적으로 구분한 후 그 운용을 규율할 수 있는 국제법 체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17) Ibid., pp.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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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수중드론�운용을�규율할�수�있는�국제법�체제

1.�해양과학조사�목적

유엔해양법협약 내에서는 ‘해양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의 

정의를 발견할 수 없다. 이는 몇몇 국가들이 해양과학조사 문제를 규율하고 있

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3부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데 큰 빌미를 주고 있다. 예

를 들어, 자국의 수중드론 운용이 유엔해양법협약 제13부의 규율을 받기를 원

하지 않는 국가들은 수중드론 운용 목적이 해양과학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서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제1항에 언급된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용’ 또는 제87조 제1항에 언급된 ‘공해의 자

유’ 개념에 의존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국가의 수중드론 운용이 명목

상으로는 해양과학조사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해양과학조사에 해당하

는 경우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3부의 규율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

아들이기 어려운 국제규범의 편법적인 적용 문제가 된다.

이어서 또 하나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닌 미국 

등 일부 국가들에게 해양과학조사를 규율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3부가 적용

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상 상당수 규정들은 모든 국

가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유엔해양법협약 제13부에 포함

된 규정들은 미국 등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을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규율할 것이다.

일단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해양과학조사의 자유는 공해

의 자유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든 국가들이 ‘공해’에서 해양과학

조사 목적으로 ‘과학조사장비’로 정의될 수 있는 수중드론을 운용할 자유를 향

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 제2항이 “모든 국가

는 이러한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공해의 자유 행사에 관한 다른 국가의 이익 

및 심해저활동과 관련된 이 협약상의 다른 국가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해에서의 수중드론 운용이 다른 국가의 이익을 적절

히 고려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적절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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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due regard)는 가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공해에서 수중드론 운용 시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미리 정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만약 수중드론을 운용하고 있는 수역이 다른 연안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면 유엔해양법협약 내 관련 규정들에 주의해야 할 것이

다. 다른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 목적으로 수중드론

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45조18)에 따라 연안국의 명시적 동

의가 필요하다.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 없이 그 연안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

사 목적으로 수중드론을 운용한다면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9조 제2항(j)에 

따라 무해하지 않은 행위가 된다.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

학조사 목적으로 수중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도 유엔해양법협약 제246조 제2

항19)에 따라 연안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어떤 

국가가 해양과학조사 목적으로 다른 연안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중드론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연안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유엔해양법협약 내 관련 규정들을 고려했을 때 지난 2016년 12월 

15일 발생한 중국의 미국 수중드론 압류 사건은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명백히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는 수역에서 만약 미국이 필리

핀의 동의 없이 수중드론을 운용하여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이는 

국제법상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

제수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 수중드론을 이용하여 해양과학조사가 아닌 ‘수로

측량’ 또는 ‘군사조사’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이는 또 다른 논의를 촉발시키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정리하기로 한다.

2.�수로측량�목적

해양과학조사와 마찬가지로 수로측량도 유엔해양법협약 내에서 그 정의를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수로측량이 해양과학조사와 구별되는 개념임을 암시하

18) “연안국은 그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국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규제, 허가 및 수행할 배

타적 권리를 가진다.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와 연안국이 정한 조건에 

따라서만 수행된다.”

19)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의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수중드론 운용에 관한 국제법적 논란과 대한민국의 전략 / 이기범  165

는 몇몇 규정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UN해양법협약 제21조 제1항(g)와 제

40조 등에서 명시적으로 수로측량이라는 용어를 발견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 내에서는 정의를 찾을 수 없지만 수로측량은 일반적으로 항행의 안전을 

목적으로 항로도 등을 제작하기 위해 수심, 해류의 방향과 세기 등과 같은 해

양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20) 그렇다면 해양과학조사

와 수로측량은 실제로도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Sam 

Bateman은 (해양과학조사가 아닌) 수로측량을 수행하는 선박을 구분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수로측량을 수행하는 선박은 규칙적인 패턴의 (수심을 

재는) 측연선(sounding line)을 따라가게 되지만 해양과학조사 또는 군사조사

를 수행하고 있는 선박은 불규칙하게 움직인다는 것이다.21)

수로측량을 해양과학조사 또는 군사조사와 구분되는 고유의 조사활동이라 

전제했을 때 수중드론을 운용하여 다른 연안국의 ‘영해’에서 그 연안국의 동의 

없이 수로측량을 수행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9조 제2항(j)에 따라 무해

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그 연안국의 동의 없이 수로측량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

다. 미국과 같은 해양강대국은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그 연안국

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수로측량이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제1항에 언급되

어 있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

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22) 이러한 해양강대국 입장이 유엔

해양법협약 해석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그 연안국의 동의 없이 수로측

량을 수행할 때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연안국의 권리

와 의무에 대한 ‘적절한 고려’(due regard) 의무는 그 수로측량에 대한 한계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적절한 고려 의무가 존재한다 해도 이 의무 

때문에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그 연안국의 동의 없이 수중드론

20) Guifang (Julia) Xue,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Hydrographic Survey in the EEZs: 

Closing Up the Legal Loopholes?”, in Myron H. Nordquist, Tommy T. B. Koh, and John 

Norton Moore (eds.), Freedom of Seas, Passage Rights and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9), p.217.

21) Sam Bateman, “Hydrographic Surveying in the EEZ: Differences and Overlaps with 

Marine Scientific Research”, Marine Policy, Volume 29 (2005), p.168.

22) Moritaka Hayashi,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of Foreign 

Coastal Stat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ume 27 

(2012), p.797.



166  STRATEGY 21, 통권 41호 (Spring 2017년 Vol. 20, No. 1)

을 운용하여 수로측량을 수행하는 것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도

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3.�군사조사�목적

군사적 목적으로 수중드론을 운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나는 군사조사를 위해 수중드론을 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기뢰조

치 또는 대잠수함작전 등을 위해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다. 본 기고에서는 군사

조사를 위해 수중드론을 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논의를 한정하기로 한다.

군사조사는 군사적 목적으로 해양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조사활동으로 

정의되곤 한다.23) 하지만 군사조사 즉, ‘military survey’라는 용어는 유엔해

양법협약 내에서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 제19조 제2항(j)에서 

발견할 수 있는 ‘survey activities’에 군사조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있

다. 즉, 다른 연안국의 ‘영해’에서 군사조사를 위해 수중드론을 운용하는 것은 

무해하지 않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연안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공해’에서 군사조사를 위해 수중드론을 운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해의 

자유’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군사조사

를 위해 수중드론을 운용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해양강대국의 

입장은 다른 연안국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군사조사를 유엔해양법협약 제58

조 제1항에 언급되어 있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

로 적법한 해양 이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24)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그 연안국의 동의 없이 군사

조사를 수행할 때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연안국의 권

리와 의무에 대한 ‘적절한 고려’(due regard) 의무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15일 발생한 중국의 미국 수중드론 압류 사건에 관련되어 있

는 바우디치호가 지난 2001년 3월 대한민국 서해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

를 얻지 않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군사조사를 한 사

23) Bateman, supra note 21, p.166.

24) Hayashi, supra note 22, p.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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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있다. 이 때 미국은 군사조사가 공해의 자유 행사라는 의견을 제시했었

다.25)

군사조사를 위해 수중드론을 운용할 때 수로측량을 위해 수중드론을 운용

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그 연안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다만 군사조사를 통해 수집된 해

양 관련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연안국의 배타

적 경제수역에서 그 연안국의 동의 없이 수행된 수중드론을 이용한 군사조사

의 규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크다 할 것이다.

Ⅵ.�수중드론�운용에�관한�일반적인�
국가관행�형성�필요성

이번에 있었던 중국의 미국 수중드론 압류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

국과 같이 적극적으로 수중드론을 사용하고자 하는 해양강대국은 다른 연안국

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중드론을 이용하여 수로측량 또는 군사조사를 수행

할 때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제1항에 언급되어 있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용’ 또는 제87조 제1항에 규정되

어 있는 ‘공해의 자유’ 행사라는 주장을 펼칠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 내에는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로측량 또는 군사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서 반드시 그 연안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해

양강대국의 주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수중드론 개발 및 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는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그 연안국의 동의 없이 수중드론을 운용하면서 

그 운용 목적을 수로측량 또는 군사조사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하여 

수중드론 운용 목적을 해양과학조사, 수로측량, 군사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하

더라도 수중드론이 수집하는 해양 관련 데이터는 수심, 온도, 염분 등으로 운

용 목적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므로 수로측량 또는 군사조사도 해양과학조사

25) 이석용, “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제도와 쟁점”, 과학기술법연구, 제16집 제2호 (2010), 

2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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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시켜 국제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야 한다는 반론도 가능

하다.26) 이는 수중드론을 운용하는 국가가 수중드론 운용 목적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관계없이 수중드론 운용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율을 받

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번 중국의 미국 수중드론 압류 사건에서 볼 수 있

듯이 설령 연안국이 문제가 되는 수중드론을 압류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한다 해도 수중드론 운용 국가가 수로측량 또는 군사조사라 주장하는 것을 명

백히 반박하여 (수중드론 운용을 현 국제법 체제 하에서 규율하기 위해) 그 운

용 목적을 해양과학조사라 단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 그러므로 수로측량 또는 군사조사를 ‘해양과학조사’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안국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수

중드론 운용 목적을 ‘해양과학조사’로 정의하여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이를 

규율하고자 하여도 수중드론 운용 국가는 여전히 그 운용 목적을 수로측량 또

는 군사조사라 주장하면서 현 국제법 체제의 규율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로측량 또는 군사조사 목적으로 수중드론을 운용

하는 문제에 관한 명확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된다면 이러한 수중드론 운용 국

가의 자의적인 운용 목적 정의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러므로 수중드론 운용에 관한 국제관습법 형성을 위해 무엇보다 ‘일반적

인’(general) 국가관행(State practice)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국가관행이 ‘법적 확신’(opinio juris)과 결부되어 국제관습법으로 형성되는 것

이 국제법의 기본이론이기 때문이다.

Ⅶ.�수중드론�운용�문제에�대한�대한민국의�전략

대한민국도 현재 활발히 수중드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된 수중드론을 

해양과학조사 목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수중드론 강국

으로 부상하는 것은 당연히 장려되어야 할 일이나 문제는 대한민국이 수로측

26) Haiwen Zhang, “Is It Safeguarding the Freedom of Navigation or Maritime Hegemony of 

the United States? - Comments on Raul (Pete) Pedrozo’s Article o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EZ”,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ume 9 (2010), p.36, para.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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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또는 군사조사를 이유로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그 연안국의 

동의 없이 수중드론이 운용될 수 있다는 미국과 같은 해양강대국의 입장을 지

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한ㆍ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미국과 같은 해양강대국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입장을 취할 경우 중국, 

일본은 물론 러시아까지도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수중드론을 운용하여 수로측량 또는 군사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부메

랑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해양과학조사, 수로

측량, 군사조사와 같은 목적에 따른 구분은 수중드론이 수집한 해양 관련 데이

터로만은 그 구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특히 일본은 독도 인근 수역에서 ‘수로측량’을 수행할 기회를 조심스럽게 

찾고 있다. 물론 일본이 운용하는 수중드론이 수로측량을 수행하기 위해 독도 

영해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제법적으로 주권 침해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 수중드론이 독도 영해에 진입하지 않는 선에서 수로

측량을 수행하고자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국제규범의 모호성의 인해) 

분명한 반박논리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수로측량 

또는 군사조사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와 해양과학조사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

터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

제수역에서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다른 국가의 수중드론은 운용되기 어렵다

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입장 표명은 하나의 

의미 있는 ‘국가관행’(State practice)이 되어 수로측량 또는 군사조사 목적으

로 이루어지는 수중드론 운용에 관한 국제관습법 형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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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Use of 

Underwater Drones and the Position of Korea

Lee Ki-Beom*27)

On 15 December 2015, China seized an underwater drone belonging to the 

U.S. in the South China Sea. The underwater drone was then about to be 

retrieved by the Bowditch, a U.S. naval ship.Although China returned the 

underwater drone to the U.S. on 20 December 2016, the incident resulted in the 

considerable controversy involving the use of underwater drone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seizure of the underwater drone happened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hereafter referred to as “EEZ”) of the Philippines.

Part XII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ereafter 

referred to as “UNCLOS”) governs the matters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hereafter referred to as “MSR”). If a State intends to use an underwater drone 

in the EEZ of another coastal State for the purpose of MSR, the former has to 

obtain the consent of the latter in accordance with relevant provisions included 

in Part XIII of the UNCLOS. However, it is not obvious whether the consent of 

a coastal State should be required to launch an underwater drone in the EEZ of 

the State for the purpose of hydrographic surveying or military surveying.

Maritime powers such as the U.S. regard hydrographic surveying or military 

surveying as part of “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s of the sea related to these 

freedoms, such as those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ships, aircraft and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found in Article 58(1) of the UNCLOS, or part 

of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This interpretation is not incompatible with the 

* Researh Fellow,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Research Division International Law and 

Dispute Settle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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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that the UNCLOS has.

Nevertheless, Korea cannot accept this kind of interpretation that is supported 

by maritime powers. The freedom of hydrographic surveying or military surveying 

could imply that the EEZ of Korea would be full of underwater drones launched 

by China, Japan or even Russia. Hence, Korea should claim that the data 

collected for the purpose of MSR cannot be distinguished from that collected for 

the purpose of hydrographic surveying or military surveying. This means that 

hydrographic surveying or military surveying without the consent of a coastal 

State in the EEZ of the State should not be permitted.

Key Words : Underwater Drone, UNCLOS, Marine Scientific Research, 

Hydrographic Surveying, Military Surveying

논문접수 : 2017년 5월 5일ㅣ논문심사 : 2017년 5월 15일ㅣ게재확정 :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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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연합과 부(富)의 확장, 그리고 해군력

박 주 현*28)

Ⅰ. 개요 

Ⅱ. 승자연합과 확장 개념 

1. 집단형성과 승자연합 개념 : 인간본성과 권력구조

2. 확장의 개념과 추동요인 : 내재요인과 외재요인

Ⅲ. 확장과 승자연합의 모순

1. 확장 전략, 형태, 수단 : 점과 선, 그리고 면의 순차적 구성

2. 모순 발생과 해결 : 승자연합의 가변성 수용 

Ⅳ. 21세기 부(富)의 확장과 해군력의 역할  

1. 21세기 확장 특징 : 물리적 공간 극복과 국내외 승자연합

2. 해군력의 역할 : 승자연합 강화와 비(非)승자연합에 대한 접근

Ⅴ. 결론 

* 해군대령, 해군본부 교리발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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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개요

해양력은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과 번영을 극대화하려는 인간본성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국내외 여건과 특정한 지리적 위치가 맞물려 등장하였다. 생존

과 번영은 “생산능력 증대와 교환활동 확대”를 통해 실현된다. 군사력은 생산

능력과 교환활동을 보호하고 그 지속을 보장하는 물리적 수단이다. 이 글은 

“승자연합과 부의 확장(Winning coalition and the expansion of wealth)” 

이라는 개념으로 해양력을 등장시킨 정치ㆍ경제적 조건들을 살펴보고, 21세기 

해양력을 구성하는 해군력의 역할을 평가한 글이다.  

승자연합과 부(富)의 확장이라는 개념은 생존과 번영에 집착하는 인간본성

과 집단형성에 따른 딜레마에 근거한다. 인간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을 

형성하였고 “확장(Expansion)”을 통해 집단 구성원들의 생존과 번영을 강화한

다. 평화롭게 한 곳에 정착하여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안주할 수도 있으나 인

간 자체에 내재된 본성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기후, 토양, 역병, 침략 등-은 

그러한 인생 경로를 허락하지 않는다. 상상하는 모든 것을 홀로 수행할 수 없

는 인간능력, 거주하는 토양과 기후 특성에 구속되는 삶이라는 한계를 극복하

는 과정에서 확장 현상이 나타난다. 확장은 자기 집단의 생존과 번영에 유리하

게 작용하는 의지를 공간적으로 타 집단에게 관철시키려는 현상이다.

승자연합은 특정 정치집단 내부에서 지도자의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그룹이다. 승자연합은 집단을 형성함에 따라 발생하는 권력관계와 자원의 희

소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치현상이다. 자원의 희소성은 농경이 가능한 토지 

등 자본의 제한, 가용 에너지의 제한, 취업 제한 등 여러 용어로 표현된다. 부

(富)의 확장은 집단 전체 구성원들 중 승자연합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동인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는 

장기적으로 원래 의도와는 반대로 작용한다. 확장 초기에는 집단과 집단이 폭

력으로 부딪히는 “값비싼” 과정을 수반하므로 승자연합 자체가 소멸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부(富)의 확장이 성공할 경우에 승자연합이 지닌 권력은 강화

되지만, 승자연합 구성원들이 교체되거나 승자연합 구성원 수가 변화하는 등 

새로운 권력구조를 잉태하는 씨앗이 생겨난다. 

부(富)의 확장은 공간적으로 특정 집단이 거주하는 “점”과 “점”을 연결하

는 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확장이 쌓이고 겹치면서 “면” 이라는 

공간을 형성한다. 일개 가족단위에서 씨족, 부족, 그리고 봉건국가 형태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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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규모가 확장하면서 특정집단이 점거하고 있던 “점”과 “점”들이 선으로 연

결되었고 그 선들이 국가와 국가의 연합, 제국, 또는 NAFTA 등과 같은 특정 

정치경제 공동체라는 면을 형성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치안과 질서를 바탕으

로 면에서는 두 가지 요소-각 지역별 비교우위를 지닌 특화된 상품의 존재, 

기술개발과 전파의 용이성-에 의해 생산력이 증대하고 교환활동이 활성화 

된다. 

인류역사는 확장 시기와 수단, 방법과 형태 측면에서 다양성을 보여준다. 

해군력은 바다에 접한 집단들이 부(富)의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였다. 

기병과 마차, 도로는 내륙에 거주하는 집단들이 선택하는 합리적인 확장 수단

이다. 이들이 침략 위협을 느끼지 않고 가뭄ㆍ홍수ㆍ역병 등 환경변화가 없으

며 자체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할 수 있고, 내부 권력구조에 만족한다면 

확장은 발생하지 않는다. 강과 해안에 거주하며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집단

들도 같은 조건이라면 굳이 먼 바다로 나갈 이유가 없을 것이다. 확장은 승자

연합 형성을 둘러싼 집단내부의 권력다툼과 집단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결정

되었다. 확장을 일으키는 요인들의 작용경로를 분석하면 지리적 위치가 지니

는 정치ㆍ경제ㆍ군사ㆍ문화적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다. 

해양력이 부(富)의 확장을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지리적 위치, 영토크

기, 해안선의 길이, 공업수준, 국민성, 정부성격, 해양 종사 인구, 해상 수송능

력, 기지, 해양공동체1) 등의 조건들이 전제하여야 한다. 위 요소들 중 지리적 

위치는 불변의 요소이다. 해양력은 지리적 위치가 지닌 정치경제적 의미를 

(재)발견함으로써 등장하였다. 특정 지리가 지닌 정치경제적 의미는 그 특정 

지리에 거주하거나 이주하는 집단들이 어떤 동인으로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

라 결정된다. 위 조건들 중 지리적 위치 하나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해양력을 

뒷받침해주는 육상의 인프라들이다. 즉, 해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육상

에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여건이 행양력을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작

동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군력에 의한 부(富)의 

확장은 두 가지 형태-교역대상 개척과 유지, 부(富)를 운송하는 교역항로 보

호-로 나타났다고 단언한다. 지역과 시기별로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이 형

태를 통해 타 집단에게 나의 의지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부(富)를 창출하

1)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Alfred Thayer Mahan) (저), 김주식 (옮김),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서울: 책세상, 2010), pp.7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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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조를 나에게 유리하게 바꾼다.

본 글 제2장은 승자연합과 확장에 대한 개념을 기술하였다. 인간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을 형성했지만 그 대가로 자유의지를 포기해야 한다. 집단

을 형성하게 되면 명령을 내리는 사람과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문제, 집단 내 생산물에 대한 분배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집단규모가 

커질 수록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심각해진다. 승자연합은 이 문제에 동반하

여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확장은 총칼을 

들고 타 집단의 정치ㆍ경제ㆍ문화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부터 평화적인 상품 

및 서비스, 인적 교류의 행위를 포함한다. 사이버 공간처럼 확장 영역은 새롭

게 창조되고 있으나 생산력을 증대하고 교역대상을 발굴 및 유지하며, 그 것에

서 추출되는 부(富)를 안전하게 옮겨온다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확장 

전략과 수단은 시대별 지역별로 다양하다. 그러나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을 구

축하고 그 선들이 모여서 면을 형성하며 면 위에 또 다른 성격의 면을 중첩적

으로 쌓아 가는 패턴은 변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지리의 의미가 재평가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는다. 과거에 별 볼 일없는 모래밭이 확장을 추진함에 따

라 “강남”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는 이치이다.

제3장에서는 승자연합과 확장 간 내재적 관계를 다루었다. 승자연합은 집

단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권력구조와 소유 및 분배 문제-와 외부압력-

기후변화, 역병, 대규모 이주, 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을 추구한다. 

그 과정과 결과는 승자연합의 구성과 규모를 변화시키므로 최초 의도와는 다

르게 분열과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21세기 환경에서 확장과 관련한 해군력의 역할을 제시하였

다. 21세기는 국내 승자연합과 국제 승자연합이 공존하는 시대이다. 확장은 

면 위에 면을 중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21세기 해군력은 단순히 무역

항로를 보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상에서 발견되는 확장 잠재력을 현

실의 부(富)로 연결시키는 전초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 승자연

합의 결속을 강화하고 비(非)승자연합 국가들에 대한 접근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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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승자연합과�확장�개념

1.�집단형성과�승자연합�개념� :�인간본성과�권력구조�

삶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라는 인간본성은 역사를 만들어 내는 에너지이다. 

그 본성이 왜 존재하며 어디서 유래했는지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종교가 담당

한다. 이성으로 확인하는 인류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인간들과 인간

들, 그리고 인간들과 자연환경 간 상호작용의 결과물임을 말할 수 있을 뿐이

다. 역사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무한대 가능성 중 단 하나의 선택과 그 선택

에 의한 흔적(결과)만을 남길 뿐이다. 다만, 그 하나의 흔적에 대해 다양한 의

미와 해석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글에서 필자가 제시하는 “부(富)의 확장”은 역

사가 남긴 흔적들을 해석하는 수많은 키워드 중 하나이다.

확장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이 집단을 형성하는 이유와 승자연합 개념

을 살펴보아야 한다. 삶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인간은 여섯 가

지 사실들로 부터 벗어날 수 없다. 첫째, 인간은 생존을 위해 의식주를 확보해

야 한다. 둘째,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홀로 태어날 수 없으며, 홀로 의

식주를 확보할 수 없다. 셋째,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다. 넷째, 인간 개개인의 

타고난 능력은 차이가 있다. 다섯째, 인간이 거주하는 각 지역들의 기후ㆍ토양 

등 자연환경은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 고유의 특화된 생산물이 존

재한다. 여섯째, 인간의 집착과 욕심은 “비교”에 의해 강화된다. 

위 사실들은 인간이 집단을 형성하고, 승자연합이 출현하며, 확장을 추구하

는 근본원인이다.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의식주 확보와 보호가 용이해 지므로 

각 개인들은 혼자일 경우보다 훨씬 나은 생존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여

러 개인들이 공동으로 운명을 공유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에도 안전하게 대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포기해야 한다. 집단에 속함

으로써 집단이 부과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개개인의 타

고난 능력 차이는 집단 내에서 위상과 역할의 차이로 이어진다. 서로 다른 능

력을 지닌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할 때 두 가지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

한다. 첫째, 집단 내부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권력관계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생산물에 대한 분배 문제가 발생한다. 강제로 규제하지 않는 한, 집단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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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능력 차이에 따른 권력과 분배의 불평등은 필연적 현상이다. 공산주의 

사회처럼 평등하게 만든다면 구성원들은 스스로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집

단이 원래 추구했던 목표-생존과 번영 보장-는 달성할 수 없다.

집단 규모가 가족이나 씨족단위라면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권력을 행사

하고 생산물을 동등한 기준으로 분배받는 이상적인 사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규모가 커질수록 소수자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다수가 그 권력에 복종하는 지

배-피지배 관계로 수렴한다. 집단의 부와 물리적 힘을 장악한 소수자, 분열된 

다수 피지배자,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정당화해주는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등

장은 농업혁명과 그에 따른 집단규모 확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였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Bruce Bueno de 

Mesquita)는 2001년 제시한 정책선택 이론(Selectorate theory)에서 승자연

합 개념을 사용하여 특정 정책들이 결정되는 경로를 분석하였다.2) 집단의 정

치체제는 그 제도적 형태와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지도자(L: Leader), 도전자

(C: Challenger), 전체 구성원(N: Residents), 전체 구성원 중 지도자를 선출

할 실질 또는 명목상 자격을 부여받은 유권자(S: Selectorate), 그리고 승자연

합(W: Winning Coalition)으로 구성된다.3) 승자연합은 지도자를 선출하고 지

도자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실질적 힘을 지닌 그룹이다. 지도자는 잠재적 도

전자로부터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승자연합을 자기편으로 만

들어야 한다. 전체 구성원 중 승자연합이 차지하는 비중 (W/N) 또는 유권자 

중 승자연합이 차지하는 비중(W/S)이 지도자가 추진하는 정책을 결정한다. 지

도자가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승자연합 구성원들의 동

의가 필요하다. 집단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중요한 정책들은 집단 구성원 전체

의 이익이 아니라 승자연합 구성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지도자

는 승자연합의 충성을 유지함으로써 권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4) 

메스키타(Mesquita)에 의하면 승자연합의 규모와 구성은 정치체제가 지닌 

속성에 따라 변화한다. 봉건왕조에서는 왕을 보좌하는 귀족들과 지방영주들(S) 

중 잠재적 도전자와 그를 따르는 지방영주들을 압도할 수준의 귀족들과 지방

영주들(W)로 승자연합을 구성한다.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독재국가에서는 여당

2) Bruce Bueno de Mesquita,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NY: Hoover Institution, 2003). 

본 이론의 초안이 2001년 최초 배포되었고 증보판이 2003년 출간되었다.

3) Mesquita (2003), pp.38~42, 51.

4) Mesquita (2003),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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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지하는 정계, 언론계, 군부엘리트들과 금권을 창출해 내는 재계 인사들이 

승자연합을 구성한다. 북한에서 승자연합은 당ㆍ정ㆍ군을 장악한 간부들로 구

성되어 있다.5)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국가에서는 투표권한을 가진 국민들(S) 

중 정권 창출과 유지에 필요한 유권자 규모(W)가 승자연합이다.6)

정책은 집단 내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는 공공재(public 

goods) 공급과 승자연합 구성원들에게만 배분되는 사적재(private goods) 공

급으로 나타난다. 승자연합 구성원들은 공공재와 사적재 혜택을 함께 누리는 

반면, 그 외 국민들은 공공재 혜택만 누린다. 지도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승자연합 구성원들에 대한 사적재 배분을 위한 정책을 우선한다. 그런데, 승자

연합의 구성과 규모는 정치체제와 속성에 따라 다르므로 재원 배분 행태도 그

에 따라 달라진다. W/S 비율이 높은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은 공공재 공급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그 비율이 낮은 봉건왕조나 독재국가의 지

도자들은 사적재 공급에 집중한다.7) 

승자연합 개념은 확장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창과 칼로 영토를 넓히거

나 상품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등 확장 전략과 관계없이 그 결정들은 승자연합

의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가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다. 확장이 성공할 경우 

승자연합 구성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익이 배분된다. 규모가 큰 부족사회와 

봉건국가에서는 권력에 접근할 자격이 없는 구성원들(N-S)이 생산과 교환활

동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들의 노동과 

희생에 비해 미미하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 “사람값”에 대한 차별은 집단규

모 대비 승자연합 규모 비율(W/N)이 낮을수록 커져만 간다. 승자연합 규모 비

율이 낮다는 의미는 소수 인원으로도 집단 전체를 통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5) 여타 독재국가들과 달리 북한에는 김일성혈통을 대체할 정도로 당ㆍ정ㆍ군 간부들(S)의 지지를 받

는 잠재적 도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정은은 충성도에 따라 언제든 승자연합 구성원들

을 갈아치울 수 있다. 김정은을 대체할 잠재적 도전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김정은에 반기를 드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승자연합에 소속되어 부귀를 누리려는 당ㆍ정ㆍ군 간부들이 많기 때문이다.

6) Mesquita (2003), pp.331~336. W/S 비율이 높다는 점이 공고화된 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이다. 다

만 이것이 대중민주주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테네는 W/S 비율이 매우 높지만 S/N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7) Mesquita (2003), pp.333~334.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승자연합 규모와 혜택은 반

(反)비례 관계이다. 회원이 많을수록 파이가 작아지는 원리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W가 크기 

때문에 사적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려야 한다. 이는 경제활동 의욕 약화와 국가경제 침

체,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반감을 초래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는 사적재보다 가격이 저렴

하면서도 지지획득에 유리한 공공재 공급에 주력하고 세금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승자연합의 지지

와 충성을 확보하려한다. 반면, 북한처럼 W가 작은 체제에서는 권력 유지를 위해 지배 엘리트에

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적재 공급에 치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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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이다. 반면, 씨족사회나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집단 규모대비 승자연

합 규모 비율이 높을수록 사람값에 대한 차별은 줄어든다. 지도자 입장에서는 

권력유지를 위해 다수를 위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2.�확장의�개념과�추동요인� :�내재요인과�외재요인�

확장은 집단의 생존과 번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의지를 공간적으로 타 집

단에게 관철시키려는 현상이다. 확장은 무력에 의한 영토 정복, 강압에 의한 

복속, 교역지 확보, 집단이주, 종교ㆍ문화 이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집단의 생존과 번영 보장”이라는 목적은 동일하다. 그리고 이 목적은 집단 지

도자와 승자연합 구성원들의 권력유지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생존과 번영

을 위한 정책이 권력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권력을 위협하게 된다면 그들

은 확장을 선택하지 않는다. 자원이 풍부한 중동 및 아프리카 독재국가들에서 

이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8) 

확장은 생산과 교환활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며, 생산과 교환활동은 

생존과 번영의 인간본능을 충족하기 위함이다. 인간은 평화적이든 폭력적이든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확장”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생존이라는 것이 

명백한 위험으로부터 살아남는 것이라면, 번영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위험으로 

부터 자신과 후손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추구하는 목표이다. 다수 집단들

이 존재하고 이들 간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생존과 번영을 구분하는 명

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 삶에 대한 “집착과 욕심”은 당장 눈에 보이는 생

존 보장뿐 아니라 미래의 여하한 상황에서도 생존을 보장하는 “번영”의 수준

까지 행동하도록 강요한다. “번영”이라는 용어는 필요 이상의 욕심을 정당화

하는 순화된 표현이다. 그 결과 인간 집단은 더 많은 부(冨)를 확보하기 위해, 

확보된 부(冨)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확장”을 추구한다. 만인에 대한 만

인의 투쟁이 필연적이다. 갈등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리바이어던이 부재한 국

8) Sachs, Jeffrey D. and Warner Andrew “Natural Resource Abundance and Economic Growth,”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5398, (1995).; “The Curse of 

Natural Resource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5, no. 4 (2001).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정부는 국민 세금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한 공공재 공급대신 권력유지를 위

한 사적재 제공을 늘린다. 이로 인해 경제발전이 낙후되고 정치권력의 비민주성이 강화되는 “자원

의 저주” 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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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에서 국익극대화를 위한 전쟁은 끊이지 않는다. 국제정치학자 미어샤이

머가 주장하는 “강대국정치의 비극”이 성립한다.9) 

생산증대와 교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과 “특화” 개념이 필

요하다. 집단구성원들이 생산에 전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물 중 일부

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나머지는 생산자들의 소유물로 인정하고 보호해

주는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금을 높이거나, 공산주의처럼 사유재

산권을 말살한다면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노동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세금 수준을 설

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화”는 교환의 기본 조건이다. 개인의 타고난 재능이 서로 다르듯이 지역

마다 토양과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생산물의 특화가 발생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교우위에 의한 교환활동이 가능하다. 각 지역들 간 교차 무역을 통해 생산물

의 가치가 증폭되며 부(富)가 확장된다. 사유재산권 보장과 교환활동은 생산자

들로 하여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특화된 생산물을 더 많이 생

산하도록 유도하며,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규모의 경제를 창출한

다.10) 

확장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집단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내재요인, 집단생활

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외재요인으로 구분한다. 농경사회의 경우 내재요인은 

인구증가이며, 유목사회의 경우 목축에 필요한 초원이 내재요인이다. 외재요

인들은 기후변화, 대규모 이주, 역병, 침략 등이다.11) 이 요인들은 생산과 교

환활동을 촉진하거나 저해함으로써 확장을 촉발시킨다. 

농경사회에서 인구는 곧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한 자본이다. 인류 4대 문명 

발상지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단체가 출현하고 주변지역으로 영토를 확

산하게 된 주원인은 인구증가이다. 농업혁명은 안정적인 식량 확보와 잉여생

산물 증대를 초래하였고 인구증가로 이어졌다. 문화와 예술의 발전이 부수적

으로 뒤따랐다. 그러나 인구증가는 양날의 칼이다. 인구증가는 농경에 필요한 

 9)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orton Company LT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10) 안재욱,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서울: 나남, 2013), pp.19∼22, 32∼34. 

11) 이언 모리스(Ian Morris)(저), 최파일(옮김),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서울: 글항아리, 2013), 

p.50, pp.317∼319, 336∼338, 417∼420, 447∼448. 이언 모리스는 국가실패를 포함하여 묵시

록의 다섯 기수라 칭한다. 인류역사에 주기적으로 나타나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다. 21세기에도 

중동 난민유입과 기후변화문제는 세계 정치경제 지형을 흔들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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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을 공급하지만 소비증가도 동반한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분배할 토지는 

줄어들고 사람값(노동비용)은 싸지게 된다. 그 결과 권력을 쥔 계층중심으로 

토지소유가 집중되며 다수 피지배층은 소작인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관개시설 구축, 품종개량, 재배기법 개발 등에 의한 농업생산량 증대로 소비증

가를 감당하지 못하면 집단 내 “분배” 문제가 발생하고 지배-피지배 계층 간 

반목이 심화되어 종국에는 승자연합의 붕괴를 촉진한다. 

지도자와 승자연합 구성원들은 권력유지를 위해서 인구증가에 따른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힘이 약한 타 집단이 점유하고 있는 농토를 

정복하여 집단 구성원에게 나눠주거나, 지역마다 특화된 농산물을 교환하여 

비교우위에 의한 상행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안타깝게도 후자를 위해서는 

전자가 필요하다. 생산물의 교환행위, 즉 무역과 상업의 발달은 무력에 의한 

안보와 치안유지가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교

환행위의 조건-지역 및 시장 개방, 교환 물품, 교환 방법 등-을 강요하기 

위해 평화적 교섭보다 무력이 더 필요하다. 

전쟁을 치르는 목적은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자원의 분배를 위해서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이후 군사력의 역할은 유리한 교환활동 여건을 마련하

는 것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전쟁은 값비싼 도박이다. 승리했을 경우 승자연합

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으나 패배했을 경우 권력상실로 이어지며 지배구조를 

흔들어 놓는다.12) 또한, 전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증대하고 인력을 강

제 동원함으로써 일정기간 생산능력을 스스로 저하시키게 된다. 지속적으로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전쟁에 의한 확장은 단기간에 그친다.13) 

몽골을 위시한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유목사회에서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적으며 인구 증가속도가 완만하다. 유목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인구가 아니라 

소와 말 등 축산이며 이들을 먹여 살리는 초원확보는 필수적이다. 유목집단은 

태생적으로 축산을 위한 초원지대를 따라 늘 이동해야 하는 집단이다. 그 과정

에서 초원의 점유권을 두고 타 유목집단과 충돌이 불가피 하다. 역사는 유목집

단이 초원지대를 벗어나 농경사회로 확장을 선택하는 것은 부족 간 통합을 통

해 규모가 커지게 된 이후임을 보여준다. 집단 구성원들의 숫자가 증대함에 따

12) Bruce Bueno de Mesquita and Randolph Silverson, “War and the Survival of Political 

Leader: A Contemporary Study of Regime Types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America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9 (1995), pp.841∼855.

13)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서울: 나남출판, 1996), pp.88∼97, 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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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들의 생존과 번영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다. 즉, 부족의 통일은 늘어난 인

구를 먹여 살릴 확장을 촉진하였다. 유목민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농경사회

에 대한 약탈 후 도망이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규모가 크다면 정복 후 통치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외재요인들은 상호 연쇄적인 관계를 지닌다. 어떤 요인이 우선이라고 단정

하기 어렵지만 하나의 발생이 다른 요인의 발생을 촉진하는 것은 분명하다. 예

를 들어 기후변화는 식량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가 발생한 

지역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고 빈곤의 나락으로 바꿔 놓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이주를 촉발시킨다. 대규모 이주는 평화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집단 간 마찰과 전쟁을 유발한다. 전쟁은 또 다른 대규모 이주를 연쇄적으로 

촉발한다. 시리아 사태에 따른 중동난민들의 유럽 유입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또한, 전쟁과 이주, 교환활동은 특정 지역에 머물던 질병을 타 지역으

로 전파시킨다.14) 이주와 전쟁이 점철되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지식개발과 

개발된 지식의 전파도 활발해 진다. 내재와 외재요인 단독, 또는 복합에 의해 

집단은 확장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림 1> 농경과 유목 집단 확장선택 동인의 차이점

인간 

집단

인구증가 → 토지부족 → 
공공재, 사적재 감소

자본 = 

인구, 토지

자본 = 

가축, 목초지

유목 집단

농경 집단

목초지 부족 → 가축부족 

→ 공공재, 사적재 감소

확장 

선택

14) 모리스 (2013), pp.417∼420, 44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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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확장과�승자연합의�모순�

1.�확장�전략,�형태,�수단�:�점과�선,�그리고�면의�순차적�구성

확장은 집단이 거주하는 특정 지역인 점들을 연결함으로써 시작된다. 확장

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 첫째는 무력을 사용하여 타 집단의 영토와 자산 등 

소유물을 갈취하는 전략이다. 집단 구성원들에게 분배할 재원을 단기간에 확

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타 집단이 완강하게 저항할 경우 전쟁비용은 증대한다. 승리한 이후에는 피정

복 집단 구성원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피정

복집단의 규모가 작다면 몰살하거나 노예로 부릴 수 있지만, 중국처럼 규모가 

크다면 해법은 복잡해진다. 결국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또 다른 확장을 추구하거나,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붕괴하는 

수순이 기다린다.15)

둘째는 회유와 타협으로 타 집단과 생산물을 교역하는 전략이다. 무역과 상

업을 장려함으로써 부(冨)의 증대효과를 추구한다. 전쟁에 수반되는 위험성-

전쟁비용, 패배 가능성, 승리했을 경우 통치문제-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확장을 일으킨 내부 문제를 단기간 내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교역의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강요하지 못할 경우에 타 집단의 부(冨)를 더 높여

줄 수도 있다.16)

역사적으로 확장은 위 두 가지 전략이 복합된 형태로 발생했다. 최초에는 

무력사용을 위협하거나 사용함으로써 타 집단의 영토와 자원을 탈취하였다. 

그 이후 확장된 영역에서 비교우위에 근거한 무역과 상업 활동을 장려함으로

써 부(冨)를 증대시켰다. 무력을 동반하였기에 무역과 상업은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동한다. 이 전략은 지배 집단의 승자연합 구성원들에게 세 

가지 부(富)의 원천을 안겨준다. 첫째, 정복한 영토와 자원을 활용하여 부(冨)

15) 농경사회에서 인구와 식량 간 내재적 관계는 John R Weeks, Population (Wadsworth Publishing, 

1996), pp.462∼471. 참조

16)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가 18-19세기 영국의 對중국 무역적자이다. 아편전쟁은 자유무역 수호라

는 명분으로 무력에 의해 무역조건을 바꾼 사건이다. 주경철, 대항해시대 (서울: 서울대학교 출

판문화원, 2008), pp.262∼265, 28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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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출한다. 더 많은 농경을 하고 자원을 판매할 수 있다. 봉건시대 각 지역을 

장악한 봉건영주들은 휘하 기사들에게 나누어 줄 토지를 획득하기 위해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17) 둘째, 피지배 집단 구성원들을 포함하여 과세 대상이 증가

함으로써 세수가 증대한다. 셋째, 무역과 상업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세수를 증

대한다. 여기에는 지역별 관세, 성문통과ㆍ도로ㆍ교각ㆍ수로 사용에 따른 세

금, 그리고 보호비 명목의 갈취도 포함한다. 지배 집단은 합병된 영토에서 피

지배 집단을 노예로 착취하는 것 보다는 그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생

산과 교환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18)

이렇듯 확장은 집단들이 거주하는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하고 그 선

들이 다른 점들과 연결됨으로써 각 점들이 상호 의존하는 “면”을 창출한다. 각 

선들은 교역을 연결하는 단선의 교통로에서 타 점들과 연결되는 복선의 교통

로, 그리고 중간 상업지대로 성장한다. 지배 집단은 원활한 교역을 위해 각 선

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노력이 쌓이면서 면내에서 모든 객체들의 활동을 조

정, 규제하며 면이 외부로 더 확장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한다. 

확장은 그 과정에서 지리에 의미를 부여한다. 오늘날 동유럽 주요 도시들-

빈, 찰스부르크, 부다페스트 등-은 과거 로마시대 국경선 전초기지로 건설한 

촌락들이다. 점과 점을 연결하기 이전에는 주목받지 않던 특정 지리의 의미가 

확장을 통해 재발견 되었다. 바다를 통한 확장도 특정 지리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다. 해양에 대한 통제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상황에서 항구는 무역과 상업, 

정치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대규모 국제도시로 성장한다. 그러나 통제권을 상

실할 경우 항구는 쉽게 적의 공격에 노출되므로 정치ㆍ문화의 중심 도시로서 

기능을 상실할 위험이 높다. 워싱턴, 런던, 파리, 로마, 베이징, 서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치 중심지인 수도가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이다. 우리나

라도 수출을 국가발전 전략을 채택하면서 바다로 확장하기 시작했고 어촌에 

불과하던 항구들이 대규모 도시로 급성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해양 통제권을 장악하여 안정적인 국제 통항질서를 제공했기에 가능했다. 

확장의 수단으로 기동력은 필수이다. 해양으로 확장은 함선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육상으로 확장은 기마에 의해 이루어졌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17) 이언 모리스(Ian Morris)(저), 김필규(옮김), 전쟁의 역설 (서울: 지식의 날개, 2015), pp.211∼
219.

18) 데이비드 렌즈(David S. Landes)(저), 안진환ㆍ최소영(옮김), 국가의 부와 빈곤 (서울: 한국경

제신문, 1999),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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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도시국가들과 경쟁에서 생존에 필요한 부(冨)를 창출을 위해 지중해 각 지

역으로 진출하여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이들은 바다를 통해 식민지와 본국을 

연결하는 무역을 활성화시켰다.19) 육상을 통한 도시국가들 간 교역은 전쟁에

서 승리하거나 무력으로 복속시키지 않는 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발칸반도 내 도시국가들 간 거래에서는 생산 동기를 자극

하고 부(富)를 확산시킬 수 있는 “비교우위에 의한 교역”이 성립하기 어려웠

다. 반면, 해상을 통한 식민지 항구건설은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집단들과 교

역 뿐 아니라, 내륙에 추가적인 식민지 건설을 위한 거점지로 활용되었다. 최

악의 경우 식민지를 포기하고 본국으로 탈출하기도 용이하였다. 중세시대에 

북유럽 바이킹들이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사력 규모가 유럽의 봉건

왕국들 보다 우세했기 때문이 아니다. 약탈 대상지를 선택하고 “치고 빠질 수 

있는” 기동력을 지녔기 때문에 봉건왕국들이 대응하기 곤란하였다.20) 유럽의 

중세 봉건제는 이러한 안보환경의 산물이다. 각 지방영주들이 왕과 봉신관계

를 맺고 독립적인 군사력을 양성하여 자기 영역을 책임지는 결과로 이어졌

다.21) 마찬가지로 흉노, 거란, 선비, 튀르크, 몽골, 여진 등 중국 주변의 기마 

집단들이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의 수적 우세가 아니라 기동력과 

결합된 군사력 운용전술 때문이다. 중국의 역대 왕조교체는 내부요인을 극복

하는 확산에 실패하여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권력이 약화되거나 중국

주변 기마집단들이 통일된 집단을 이루어 외부압력을 가중시킴으로써 발생하

였다.

확장이 범세계적 차원의 “면”을 구성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대항해시대가 

개막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까지 발생했던 역사상의 주요 확장들-고대 중국

의 확장, 메소포타미아 지역 국가들의 확장, 그리스와 로마의 확장, 게르만 부

족들의 확장, 바이킹과 마자르 족들의 확장, 이슬람과 몽골의 확장-등은 모두 

물리적 영토를 확장하고 그 이후 확장된 영역에서 교환활동이 활성화하는 형태

였다. 그러나 15세기후반 이후 유럽 국가들이 해양을 통해 추진한 확장은 의도

19) 데이비드 아불라피아(David Abulafia)(저), 이순호(옮김), 위대한 바다: 지중해 2만년의 문명사
(서울: 책과 함께, 2011), pp.148∼172.

20)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저), 김효정ㆍ최병진(옮김), 중세1 (서울: 시공사, 2010), pp.228

∼233.; 페르디난트 자입트(Ferdinand Seibt)(저), 차용구(옮김), 중세, 천년의 빛과 그림자
(서울: 현실문화, 2013), pp.364∼365.

21) 마이클 하워드(Michael Howard), 안두환(옮김), 유럽사 속의 전쟁 (서울: 글항아리, 2015),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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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게 영토 확장보다는 무역을 통한 부(富)를 획득하는 확장이 되었다. 멕

시코와 페루 정복처럼 물리적 영토를 획득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아프리카와 중

동,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과의 접촉은 무역 근거지를 확보하고 무역의 독점권

을 유지하며 무역로를 보호하는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당시 함선들이 “거

리”에 따른 투사 능력의 한계를 지녔기 때문이다. 또한 육상에서의 확장여건이 

해양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즉, 확장전략의 수정은 물리적 투사능력의 한계와 

육상에서의 확장여건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

<그림 2> 해양 확장 형태의 선택

해양

확장 

기동성에 

의한 국지적 

우세 유지

(저비용 가능)

식민지 개척 

및 직접 통치

유리한 

교역조건에 

의한 무역

고비용 초래

(치안유지, 

반란진압 등)

저비용 유지

(무역로 및 

근거지 보호)

무역 및 작물생산

근거지 확보 위주 

확장

물리적 투사능력 측면에서 15세기 당시 유럽 각 국가들이 보유한 범선은 바

다건너 타 집단의 영토를 정복할 수준이 되지 못했다. 많은 병력을 태울 수 없

었으며, 화포는 비싸고 귀했으나 그 성능은 기대치에 못 미쳤고, 항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원하는 만큼 많은 물량을 수송할 수 없었다. 당시 서유

럽이 지닌 총과 화포의 성능은 현지 전투력을 상쇄할 만큼 우위를 점하지 않았

다.22) 이로 인해 타 집단들과의 접촉 결과는 교역지로 활용할 수 있는 국지적

인 영토를 점령하거나 허가받는 형태로 나타난다.23) 스페인의 멕시코와 페루 

정복은 유럽인이 옮겨간 전염병과 현지 부족들 간 분열 덕분에 이루어 낸 예외

적인 사례이다.24) 18세기 무렵에 서유럽 국가들이 동아시아에 식민지를 건설

하고 유리한 교역조건을 강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지 세력의 분열과 더불

어 물리적 투사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범선과 화포의 능력이 

22) 주경철 (2008), pp.200∼218.

23) 주경철 (2008), pp.51∼62.

24) 재레드 다이아몬드 (Jered Diamond) (저), 김진준 (옮김), 총, 균, 쇠 (서울: 문학사상사, 

1999), pp.3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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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거리”가 부과했던 확장의 제한점이 극복되었다.25)

<그림 3> 해양 확장의 배경

해양 지리의 

이점 발견

해양 확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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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성 발견

육상으로 

확장제한

(재원부족)

육상 확장을 위한 

해양 확장 경쟁 

격화

육상에서 확장여건도 바다를 향해 확장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두 가지 

여건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첫째는 육상에서 확장이 난관에 봉착했을 경우이

다. 도시국가들이 상호 경쟁하던 기원전 10세기 무렵의 그리스와 봉건 왕국들

이 상호 경쟁하던 15세기 유럽 국가들의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상대를 압도

할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했다. 전쟁은 각 국들의 재

원동원 능력 제한으로 인해 그야말로 “제한된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복

잡한 국제정치 상황은 육상으로 확장을 “고비용, 고위험, 저수익” 행위로 만

들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각 봉건 왕국들이 부과하는 세금과 정치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교역활동이 활발하였으며 동양의 희귀한 작물과 물품들은 

높은 비교우위 가치를 지녀 비싼 값에 거래되었다.26) 투르크에 의해 동로마제

국이 멸망(1453년)한 이후 이슬람과 지중해 상인들에 막힌 교역로를 뚫기 위

해서는 대서양이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봉건 

왕국들이 바다로 진출함에 따라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27) 둘째는 육

상에서 확장성과를 연장하기 위해 바다로 확장하는 경우이다. 당나라 시대부

터 해금조치가 내려진 15세기 중반까지 중국에서 나타난 바다로의 확장현상이

다. 중국 내륙에서 농업생산량 증대와 상업 활성화가 바다를 통해 동아시아 

각국 시장들과 연결되며 해상무역과 교류가 활발해졌다.28) 통일신라시대 장

보고의 해상활동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첫째 경우가 집

단 생존을 위한 “급박함”이 작용하는 반면, 둘째 경우는 육상에서 획득한 성

25) 전윤재ㆍ서상규, 전투함과 항해자의 해군사 (서울: 군사연구, 2009), pp.170∼181.

26) 렌즈 (1999), pp.210∼236 당시 향신료 무역은 최소 10에서 최대 100배의 수익을 안겨 주었다. 

향신료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지만 투르크계열 이슬람과 베네치아가 육상 및 지중해 무역로를 장

악하고 있어서 공급이 여의치 않았다.

27) 모리스 (2013), pp.593∼599.

28) 주경철 (2008), 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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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생존을 위해 바다를 선택하는 급박함이 없기 때문

에 육상의 정치상황이나 지도자의 인식에 따라 언제든 바다로의 확장을 포기

할 수 있다.29) 바다로의 확장이 지도자와 승자연합 구성원의 권력유지에 도움

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확장이 지니는 정치ㆍ경제적 의미가 

달라진다. 대한민국이 바다를 선택한 배경은 전자에 가깝다. 남북한 대치상황

으로 인해 육상으로 확장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바다를 통한 무역으로 부(富)

의 확장을 일구었다.

2.�모순�발생과�해결� :�승자연합의�가변성�수용�

확장은 성공할 경우 지도자의 권력을 강화시켜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부 

모순과 외부 압력의 증가를 초래한다. 내부 모순은 확장이 승자연합 구성원과 

규모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확장이 성공할 경우에 두 가지 이유

로 승자연합 규모는 확대한다. 첫째, 확장에 따라 통치지역이 넓어지고 집단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각 지역과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유력자들을 승

자연합으로 수용해야 한다. 둘째, 확장 과정에서 지대한 공을 세운 세력들을 

승자연합 구성원으로 수용해야 한다. 수적으로 늘어난 승자연합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물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확장을 추진하거나 확장된 

영역 내에서 생산과 교환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세수를 증대하는 정책을 취

해야 한다. 추가적인 확장은 전쟁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쟁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패배의 위험성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후자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확장된 영역에서 생

산증대와 교환활동 활성화는 승자연합의 구성변화를 촉진한다. 생산량 증대를 

위한 품종개발, 토질개선, 저수지 및 운하건설, 수로 정비, 지리와 기후측정을 

위한 천문 및 수학 등의 기술개발과 지식전파는 학자와 기술자들의 정치적 영

향력을 증대한다. 교환활동 활성화는 수송과 저장 수단, 판매망을 장악한 상인

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한다. 금융가, 도소매업자, 숙박업, 중개인,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보호하는 용병의 출현은 필연적이다.30) 

29) 렌즈 (1999), pp.163∼168. 가장 대표적 사례가 명나라 정화의 7차 원정이후 취해진 해금정책이다. 

30) 에코 (2010), pp.3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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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증대와 교환활동 활성화는 지도자와 승자연합에게 세수증대의 효과와 

더불어 두 가지 문제를 안겨준다. 첫째, 생산증대와 교환활동의 활성화로 상

업세력에게 부(富)가 집중된다. 집단 지도자는 영역확장에 따라 규모가 커진 

승자연합 구성원들에게 사적재를 제공하고 그 외 다수 구성원들에 대한 공공

재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세금을 올리는 정책은 구성원들의 

반발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업세력의 대부에 의존해야 한다. 이들을 승자연합

의 일원으로 수용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통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31) 따라서 세수증대와 대부를 위해 이들의 활

동을 장려하는 조치가 권력유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교환은 영역

내에서 뿐 아니라 영역이외 집단들과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환 활성화는 외

부세력의 침투를 허용한다.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

들은 교역에 동반하여 문화와 가치, 종교를 유입시킨다. 교역은 개방이고 개

방은 문화와 가치의 충돌로 이어진다. 지도자는 권력유지를 위해 이를 제어하

고 통제해야 한다. 

확장은 외부압력의 증가도 초래한다. 영역 확장으로 타 집단들과 접촉 면적

이 넓어지면서 주변 지역으로부터 침략과 약탈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도자

는 권력유지에 필요한 세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안보와 

치안을 제공해야 한다. 접촉 면적이 넓어진 공간들로 인해 더 많은 군대와 관

료가 필요하며, 이를 운용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이 요구된다. 접촉면 인근의 

외부 집단들에 의한 침략과 약탈뿐 아니라, 접촉면 너머에 존재하는 외부 집단

들의 침략과 약탈 행위가 연쇄적으로 “이주”라는 문제를 유발한다. 외부 집단

들이 “치고 빠지기”의 능력을 지닌 기마 집단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영역 내 모든 생산과 교역, 교통요충지에 군대를 고정적으로 주둔시켜 놓거나, 

값비싼 기마 군대를 창설하여 기동 방어로 전환해야 한다. 양 선택 모두 막대

한 재원이 필요하다.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중국 주변 이민족들이 모

두 기마집단이었기 때문이다. 만리장성의 역할은 장성 자체에 병력을 배치하

여 침략을 격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리장성으로 말(馬)의 이동을 차단함으로

써 기마 집단들의 이동과 공격로를 특정 통로로 제한시키기 위함이었다. 즉, 

만리장성은 방어 병력의 집중과 배치 문제를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다.32)

내부 모순과 외부 압력의 중첩적 작용은 확장된 영역을 유지함으로써 발생

31) 박상섭 (1996), pp.90∼96.

32) 모리스 (2015), p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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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득보다 비용을 더 증가시킨다.33) 이는 공공재와 사적재 공급능력을 약

화시킴으로써 지도자의 정치생명을 위협한다. 이득을 증가시킬 획기적인 계기

-과학기술 혁명에 의한 생산량 증대- 또는 비용을 감소시킬 획기적인 계기

-대포와 기관총-는 근대 산업혁명이 도래하기 전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대

포의 출현도 청동 주조물 값이 군인 머리수 감소분을 상쇄할 정도로 비쌌기에 

제련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림 4> 확장 성공과 승자연합 유지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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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모순과 외부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

해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상황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세금을 

올려서 관료와 군대를 보강하는 방법이다. 그 결과, 내부 봉기와 반란은 필연

적이다. 둘째, 집단 영역을 잘게 나누어 승자연합 구성원들에게 세금징수를 포

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알아서 다스리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합의된 

의무조항과 조건 하에서만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도록 한다. 첫번째 방법보다 

덜 위험하고 비용이 훨씬 적게 들며 자신의 권력을 지킬 수 있다.34) 다만, 직

접 통치하는 경우보다 권위가 약화되며, 역내 교환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수준

이 하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권력을 위임받은 각 영역의 주권자들은 독립

적인 조세와 법규를 부과하기 때문에 영역 간 교환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

용한다. 경제는 토지에 주로 의존하게 되며 영역 간 비교우위에 의한 부(冨)의 

33) Robert Gilpin, War and Changes in World Polit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p.10∼14. 로버트 길핀은 확장에 따른 한계비용이 한계이득을 초과함에 따라 쇠

퇴하게 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34) 모리스 (2013), pp.324∼325. 모리스는 이를 중앙집권적 관료제에 의한 고가전략과 봉건제에 의

한 저가전략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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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은 제한된다. 5세기 로마멸망이후 15세기 대항해시대를 거쳐 18세기 근대

국가로 확립되기 전까지 유럽이 로마시대 수준의 사회발전을 회복하지 못한 

이유이다.35) 

농경시대가 시작된 이래 서양과 동양의 역사는 소규모 집단 간 전쟁으로 점

철된 확장과 통합으로 제국이 탄생하고, 이후 분열로 전환되면서 각자도생의 

길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확장과 통합으로 전환되며 근대국가가 성립하는 패

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원인으로 확장에 수반된 내부 모순과 외

부 압력, 그리고 상황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지도자

와 승자연합 구성원들의 “집착과 욕심”이 결합하여 발생했음을 주장한다. 확

장을 추구한 이유와 그 이후 의도하지 않게 분열로 전환된 궁극적 원인도 지도

자와 승자연합의 권력유지 욕구이다. 현대시대 국가들은 역사에 등장했던 지

도자들과 승자연합들이 확장에 따른 이득을 향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발하였던 수많은 물리적ㆍ제도적 장치들과 통치 기교들을 물려받았다. 압피

아 가도, 저수지, 대규모 운하와 수로, 역참제도 등 인프라부터 봉토, 호민관, 

원로원, 의회, 추밀원, 교구제, 과거제, 순환보직, 주식회사, 국유은행, 자치

제, 조합 등의 제도에 이르기까지 노력들이 지향했던 바는 권력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분권화되고 위임된 권력이 핵심부를 넘보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었다. 권력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생산과 교환의 자유를 부여하여야 했고 이를 위해 권력의 분권화와 위임은 불

가피 했다. 그러나 권력의 분권화와 위임은 집단내부에 지도자를 대체하는 잠

재적 도전자를 양성하고 승자연합 구성원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확장에 내재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승자연합의 가변

성을 수용하는 전략으로 귀결된다. 왕족 귀족 등 소수로 구성된 승자연합에서 

투표권을 가진 과반수 유권자로 승자연합 개념이 확대되어 온 역사는 경제활

동의 자유보장과 사회적 역할 인정에 의한 “생산과 교환활동” 확대의 역사이

다. 재원을 만들어 내어 세금을 납부하는 구성원들에게 그 대가로 정치권력을 

나누어 준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중세부터 근대사를 수놓은 수많은 반란과 

혁명, 개혁을 거쳐서 “주권재민”의 원칙에 근거한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 

의회발달의 역사는 곧 승자연합이 전체 구성원으로 확대하는 역사이다.

승자연합 규모를 확대하고 구성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지도자와 기존 승

35) 모리스 (2013), ch 9. 사회발전지수의 모든 지표상 유럽은 18세기말이 되어서야 중국의 사회발전 

수준에 다다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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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합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권력 축소 또는 포기이다.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고 보다 나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는 단기적 집착과 욕심 때문에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놓치는 사례가 많음을 보여준다.

Ⅳ.� 21세기�부(富)의�확장과�해군력의�역할

1.� 21세기�확장�특징� :�물리적�공간�극복과�국내외�승자연합

21세기는 정치 민주화, 인구규모, 경제력, 과학기술 수준, 문화의 다양성과 

관련된 모든 지표상 수직에 가까운 급상승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확장 목적

이 집단의 생존과 번영이고, 생존과 번영이 생산증대와 교환활동 활성화로 이

루어진다는 본질은 시대 환경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다만, 주어진 환경에 걸맞

게 그것을 달성하는 형태만 달라질 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력에 의한 

영토 확장은 모두 실패했다. 식민지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실패했다. 그 대신 

16세기 중상주의 시대처럼 교역이 부(富)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공고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부의 확장과 관련한 21세기 물리적 공간의 특징은 “거리 단축”이다. 과학기

술 발달 덕분에 지리가 부과하는 장애-거리에 비례하는 항해 위험, 소요 시

간, 수송 및 무력투사 제한 등-는 상당부분 사라졌다. 거리와 통제는 반비례 

관계였다.36) 거리단축은 통제 능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확장하는 거리에 반비

례하여 중앙의 통제능력이 미치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권한 위임에 의거

한 통치가 불가피하였다. 확장에 따른 통제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재화획

득의 방법과 처리에 대한 일관된 정책집행과 현지 감시가 가능해졌다. “거리 

단축”과 더불어 특정 지리 또는 위치가 지닌 정치경제적 의미는 확장-생산증

대와 교환활동 활성화-에 의해 계속 재평가되고 있다. 20세기 이후 중동지역

이 국제정치의 핵심으로 등장한 이유는 생산 및 교환활동에서 “원유”가 차지

36) Douglas Lemke, Regions of War and Peac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 70∼72. Lemke는 거리에 따른 국력 감쇄율을 적용하여 투사 가능한 국력 산출 공식

을 고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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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미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21세기에는 천연가스가 그 자리를 점차 대

신하고 있으므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의미가 재평가

될 것이다.37)

생산증대 측면에서 21세기에 각 주권국가들이 추구하는 확장 형태는 생산

요소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국제 분업을 통해 달성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 생

산을 위한 개념창조와 설계, 첨단 기술개발은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의 몫이며 

생산은 토지와 노동비용에 비교우위를 지닌 그 외 국가들의 몫이다. 21세기 환

경에서 생산측면이 지니는 핵심은 “에너지”가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떠받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환활동 측면에서 교환의 규모, 즉 세계 무역 및 투자 규모는 수송수단 발

달,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

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회귀하지 않는 한,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21세기 교환

활동에서 핵심은 금과 은이 아니라 미국 달러가 교환 매개체로 확고부동한 지

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금과 은의 공급량이 그러했듯이 달러의 공

급량에 따라 세계 무역 및 투자활동이 활성화되거나 위축된다.38) 

에너지 개발은 대규모 자본동원 능력을 지닌 미국의 민간기업들이 지분을 

통해 장악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가격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선물시장과 

달러 공급량을 통해 조절한다. 달러는 오직 미국 연방준비은행만이 발행하고 

공급한다. “에너지”와 “달러”는 21세기에서 확장의 의미를 평가하는 핵심 요

소이다. 이 두 가지는 과거 농산물, 금과 은, 향신료의 21세기 부활이다. 오늘

날 생산과 교환활동은 이 두 가지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미국은 이 두 가지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 유지나 교역지를 점유할 필요 없이 확장의 열매

를 취득하고 있다.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각 국가들의 확장은 국내과정과 국제과정이 상

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다. 국내적으로는 도로ㆍ항만ㆍ철도ㆍ공항ㆍ발

전소ㆍ통신망 등 인프라 건설 및 교체, 산업구조 개선, 도시화 과정으로 점과 

점의 연결, 면의 성립을 이루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다자 또는 양자 간 자유무

역협정, 지역별 경제 및 정치통합, 지역 안보기구, 다자 또는 양자 군사동맹을 

통해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고 이들을 특정 국가가 주도하는 상품과 서비스, 안

37) 대니엘 예긴(Daniel Yergin) (저), 이경남(옮김), 2030 에너지 전쟁 (서울: 사피엔스21, 2013), 

pp.55∼60, 406∼417.

38) 임형록,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미국) (서울: 새빛, 2013),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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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우산과 정치 후원으로 지역 블록이라는 면을 구성 한다. 또한, 상품 자체의 

비교우위 뿐 아니라 “상품의 질”이라는 자본주의 요소가 면 위에 면을 쌓는 중

첩적인 확장을 가능케 한다. 즉, 한 종류의 상품이 “질의 수준”에 의해 여러 개

의 시장을 창출한다. 서로 다른 질을 지닌 동일한 종류의 상품들과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들이 점과 점을 연결하고, 연결된 선을 연장하거나 분파하여 또 다

른 점들을 연결함으로써 국제 생산과 소비라는 면을 형성한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은 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생산 분업과 교환활

동을 안정시키고, 이를 작동시키는 핵심 요인-에너지와 달러-의 흐름을 통

제하는 무력수단이다.

<그림 5> 21세기의 확장 형태와 패권

확장 목적

(생존과 

번영)

생산 증대

국제 분업으로 

생산량 급증
에너지

수요 증대

교환 활성화
수송수단 및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교환규모 증대

달러

수요 증대

패권 = 

에너지/ 

달러 통제

확장과 관련한 21세기의 또 다른 특징은 국내 승자연합 규모가 전례 없는 수

준으로 확대되었다는 점과 국제 승자연합의 출현이다. 국가를 움직이는 승자연합 

규모는 생산과 교역활동 증대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국제 분업이 확산되고 시

장경제 가치-개인과 기업의 자유, 국가 역할 최소화-가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

여지면서 각 국가내부에 경제와 문화를 주도하는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하

였다. 이에 더하여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지도자와 승자연합이 독점했던 정보생산

과 배분의 정보통제 권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베트남 전쟁은 인류역사상 최초로 

영상으로 중계된 전쟁이다.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사실이 아니라 시각으로 확인

하는 사실들은 당사자들에게 행동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숙고를 유발한다. 

국내 승자연합 규모가 커졌다는 말은 곧 “집단 구성원의 사람값”이 높아졌다

는 의미이다. 집단 구성원들은 정보 생산과 접근, 공유와 전파를 통해 근대 주권

국가 탄생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국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통치자들에 대

해 도덕의 이름으로 행해진 특정 가치 강요, 일방적 교육 및 종교에 의한 세뇌, 

무관심, 분열에 기대여 통치한다는 명제는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납세와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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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담당하는 이들 피통치자들의 동의 없이 지도자와 승자연합 이익을 국가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행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국제 승자연합 형성은 제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이후 냉전을 통

해 강화되었다. 절대주권 개념에 근거한 국가들이 국익을 위해 무한경쟁을 하던 

상황에서 승자연합이 강제하는 규약과 규범을 준수하며 확장을 추구하는 시기로 

전환되었다. 인류역사에서 미국처럼 하나의 정치집단이 여타 정치집단을 주도하

여 국제적인 승자연합을 구축한 유사사례는 드물지 않다. 중세시대 로마 교황청, 

프랑크 왕국 및 신성로마제국 휘하의 봉건영주 집단, 동아시아의 중화 중심질서

가 대표적이다. 교황청은 각 지역 주교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프

랑크 왕국과 신성로마제국은 계약에 의해 봉건 제후국들의 충성을 담보하였다. 

중국은 조공체제로 주변 정치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 사례

들은 모두 종교나 권한위임에 의해 성립된 연합체이다. 종교ㆍ사법ㆍ행정ㆍ군사

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금지하는 절대 주권개념이 등장한 이후 국제적인 승자연

합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나토와 세계은행 설립에 의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현재 국제사회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만족하는 승자연합 국가들과 만

족하지 않고 기회가 생기면 질서를 변경하려는 불만족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

다.39) 국제 승자연합 회원국들은 미국 주도 세계질서가 창출하는 이익들을 공

유하는 기득권 세력이다. 그러나 유엔이나 여타 국제기구와 달리 승자연합의 

명칭과 회원국이 정해져 있지 않다. 즉, 국제 승자연합은 관념상의 실체일 뿐

이므로 특정 국가가 국제 승자연합에 속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명시적인 기

준이 없다. 오로지 미국이라는 국가와의 정치ㆍ경제ㆍ군사적 밀착 수준에 따

라 “인지”만 되고 있을 뿐이다. 굳이 기준을 설정한다면 미국과 어떤 종류의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가 여부, 즉 동맹의 수준 – 집단안보 또는 양자동맹, 협

의동맹, 중립약속-에 따라 확인할 수도 있다.40)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공식 

동맹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자연합 내 핵심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도 존재

한다.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무역 및 투자규모, 양자 자유무역협정 조건 등을 

39) J. David Singer and Paul F. Diehl, Measuring the Correlates of War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3), pp.163∼165. 

40) 함정은 예나 지금이나 기동성, 지속성, 융통성, 현시성, 투사성의 5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해
군기본교리 (해군본부, 2017) 함정은 바다와 접한 곳이라면 세계 어느 곳이든 도달할 수 있고

(기동성), 오랜 기간 작전을 지속할 수 있으며(지속성), 전쟁ㆍ분쟁ㆍ외교ㆍ상업ㆍ문화전파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융통성), 영향력 행사를 위해 훈련 무력시위 등 현시를 할 수 있으며(현

시성), 유사시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투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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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승자연합 소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국내 승자연합과 마찬가지로 국제 승자연합에서도 승자연합 내 지위, 즉 미

국(지도자)과 밀착 수준에 따라 승자연합내 차별화된 위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적재 (안보 및 무역 특혜) 수준이 달라진다. 군사핵심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고 그 지적재산권을 함께 행사하며, 핵무기를 사고파는 수준이라면 

사실상 완전한 운명 공동체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에

서 정책 조율 수준을 살펴보면 승자연합 내 위상을 도출할 수 있다. 

21세기의 확장은 승자연합 국가들이 공동으로 물리적 공간을 유지하고 상

품과 서비스로서 “생산과 교환활동”의 경쟁을 펼치는 형태이다. 물리적 공간

은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유엔헌장, 나토 협정, WTO 협정, 그리고 무수한 다

자 및 양자 협정 등 국제규약과 규범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공간이다. 국경선이

라는 물리적 장애가 존재하는 공간이지만 국제규약과 규범에 의해 극복한다. 

물리적 장애에 관계없이 정보를 생산, 공유, 전파하는 정보통신 기술은 국제규

약과 규범의 실행과 감시, 유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군사력은 불

만족 국가들에 의한 질서변경을 차단하고 현재의 확장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 

물리적 수단이다.

2.�해군력의�역할�:�승자연합�강화와�비(非)승자연합에�대한�접근�

21세기 확장 형태에서 군사력은 “싸우기 위한 수단”이 되기보다는 “싸우지 

않기 위한 수단”, 즉 전쟁 발생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군사력은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포장되어야 국내 및 국제 승자연합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전력 구축은 승자연합 내에서부터 견

제 받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테러 단체나 북한과 같은 일부 불만족 국가들을 제외하고 군사력의 역

할이 “억제와 현상유지”로 여겨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21세기 승자

연합 국가들이 추구하는 확장은 유리한 생산 및 교환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

치ㆍ경제적 영향력 확장이므로 물리적 수단에 의한 강압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둘째, 미국과 나토, 미국과 양자 군사동맹국들 등 승자연합 구성 국가들의 총

체적 국력이 불만족 국가들 보다 명백하게 우월하다. 이들 국가들이 미국을 중

심으로 보편적 가치의 구심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러시아ㆍ북한ㆍ시리아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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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등 불만족 국가들 간에는 단합된 행동을 이끌어 낼만한 구심점이 없다. 또

한, 중국ㆍ인도ㆍ파키스탄ㆍ중앙아시아 국가들처럼 승자연합 국가들이 주도하

는 세계 정치경제 질서에 편승하여 과실을 공유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비용 

대 편익 상 전쟁이 지닌 효용은 줄어들고 있다. 

억제가 주 임무로 자리매김하는 21세기 환경에서 대한민국 해군력은 북한과 

주변국으로부터의 당면한 위협들에 대한 억제 및 대응 임무에 부가하여 국익 확

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정책 방향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국제 승

자연합 강화에 기여하는 확산 정책이다. 유엔 결의안이나 다국적 결의에 동참하

여 국제문제 해결에 기여하여야 한다. 해군력은 다른 군종에 비해 파병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이 낮으며 상황전개에 따라 개입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냉전종

식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강도 분쟁과 테러 사태에 대응하여 필요한 전력을 

투사하고 작전지속을 지원할 수 있다.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2011년과 2014

년 리비아 사태시 교민철수 지원, 2015년 예멘 사태시 현지 대사관 철수 및 청해

부대 왕건함 함상에서 임시공관 개소 등은 해군력이 지닌 기동성, 융통성, 지속

성, 투사성을 증명해 주었다.41) 국제 승자연합에 대한 기여도에 의해 승자연합 

내 대한민국의 위상이 결정되며 국제사회에서 목소리의 무게가 달라진다. 

국제 승자연합 강화와 관련된 또 다른 정책은 방위산업 협력이다. 군사과학 

기술공유, 공동 연구개발, 공동판매는 승자연합 내 위상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우리의 호불호를 떠나서 첨단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력의 상대

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방산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군사과학 기술에 

의한 정밀유도 무기체계 발달은 공격력의 상대적 비용을 낮추어 가는 반면 함정

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다.42) 육지와 근접한 해역에서의 작전은 

함정 기동성이 지니는 이점을 상쇄한다. 정밀유도 무기체계가 지배하는 전장 환

경에서 함정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함정의 능력뿐 아니라 다수 함정

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통합된 방어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제한된 예산으로 이

러한 능력 구축을 위해서는 방산선진국과 협력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방산협력에

41) George and Meredith Friedman, The Future of War: Power, Technology, and American 

World Domi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St. Martin’s Griffin, 1996), 

pp.113∼117, 282∼298.

42) 공급가격의 변동성은 달러패권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양적완화와 축소 등 달러변동성이 높을

수록 공급가격의 변동위험성은 높아간다. 오정석 “美 달러화 움직임을 알아야 국제유가가 보인

다,”국제금융12호(2012), pp.12∼16, 

; 오정석ㆍ김권식 “국제유가 vs 美 달러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Issue Briefing (국제금융연

구원,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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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승자연합 내 미국을 위시한 핵심국가들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묵시적 양해사항”이 존재한다. 자동차ㆍ조선ㆍ 반도체 등 상용 제품에서 후발주

자의 기술추월과 시장잠식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첨단 군사과학 기술에 

대한 침해는 승자연합의 기득국가들이 용인하지 않는 영역이다. 우리 입장에서 

가용 기술과 재원의 제한, 경제성의 문제로 인해 첨단장비에 대한 독자개발은 한

계가 있다. 방산에서의 무리한 확장은 국제 승자연합 내 위상저하와 경제적 손실

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분업에 근거한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는 러시아ㆍ중국ㆍ이란 등 비(非)승자연합 국가들에 대한 확장 정책이

다. 냉전종식 이후 이들 국가들은 자본주의 세계경제 체제에 편입하면서 정치

에서는 반(反)승자연합, 경제에서는 비(非)승자연합에 가까운 경향을 노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생산과 교환활동의 확장 대상으로 이들 국가들에 대한 경제

적 밀착을 강화하여 왔다. 승자연합 국가들과 비(非)승자연합 국가들을 묶어주

는 국제 분업은 이들에 대한 접근을 정당화시켜 주는 명분으로 작용하였다. 

2008년 이후 세계는 미국 달러 공급량 조정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확

대, 미국 셰일가스 증산에 따른 에너지 공급의 변동성 확대, 세계경제 성장의 

굴곡에 따른 절대 수요량의 변동성 등 에너지 문제를 겪고 있다. 이 문제는 

1970년대 석유위기처럼 급작스러운 공급차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위 세 가지 요인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확대하는 문제이다.43)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는 변동성이 적은 안정적인 공급 가격유지를 의미하며, 

이는 안정적인 상품 및 서비스 생산 가격을 뒷받침하고 우리의 상품 및 서비스

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그림 6> 해군력을 이용한 확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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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본-러시아, 영토협상 진전 없어도 1조원 투자기금은 조성,” 연합뉴스,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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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해군력이 확장의 전초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왔듯이 에너지의 안

정적인 공급처 확보를 위한 전초 수단으로서 함정에 의한 군사외교 역량을 발휘

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확장 필요성이 높다. 러시아극동지역은 우리 주

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확장이 가장 미치지 못한 지역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서방 제재로 인해 동방에서 중국과 에너지 개발협력을 강화

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방 영토분쟁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시베리아 개발에 본격

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44)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천연가스와 석유를 파이프

라인으로 공급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극동자원 개발에 대한 참여와 에너지 협력

은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시키면서 러시아를 한반도 이해당사자로 만들 수 

있다. 북한 문제로 인해 북한 내륙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이 어렵다면 발

틱해 송유관처럼 동해안 해저로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해저에 설

치하면 북한이 우크라이나처럼 임의로 파이프라인을 차단할 위험성은 없어진다. 

이러한 우리의 확장을 러시아가 수용하기까지 정치적 교섭이 전제되어야 한다. 

해군의 활동은 시베리아 진출의 정치적 부담감을 경감시켜 줄 것이다. 해군력은 

시베리아와 북극해 자원 공동개발, 북극항로 개척의 전초 수단으로서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기에 적합하다. 단기적으로 러시아 해군과 공동으로 해상재난에 

대비한 훈련과 북극해 시범항해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에너지 기업들

의 시베리아와 북극해 진출에 발맞추어 동 지역 항구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유사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시베리아로의 확장과 한반도 

송유관이 설치되면 동북아의 지정학적 의미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Ⅴ.�결론

가 글은 부(富)의 확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치집단의 형성과 확대, 절정 

후 쇠퇴의 역사를 개괄하였다. 또한, 확장 수단으로서 해양력이 가능했던 배경

44) 2006년과 2009년에 우크라이나의 가스통과료 인상과 러시아의 對우크라이나 공급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유럽으로 이송되는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등 3개 CIS 국가를 우회해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

는 북부회랑 천연가스관(Northern stream) 남부회랑 천연가스관(Southern stream), 남색회랑 

천연가스관(Blue stream), 발틱해 해저수송시스템을 건설하였다. 이재호, 에너지 정치경제학
(서울: 석탑출판, 2013), pp.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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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육상에서의 여건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집단을 형성하고 확장을 추구하

는 행위는 인간 본성에 근거한다. 확장은 자기 집단의 생존과 번영에 유리한 

의지를 타 집단에게 관철하는 활동이다. 인간은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발생하

는 권력구조 문제와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재원을 획득해야 한

다. 부(富)를 확장하려는 시도는 집단형성에 따른 권력구조와 분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어떠한 경우에 “확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인가 여부, 어떠한 권력구

조와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경로로 확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역사는 단

순한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역별로, 시기별로, 정치단위체별로 다양한 해

석이 가능하다. 분석의 복잡성을 떨쳐버리고자 지도자 개인 선호를 확장 원인

으로 환원시킬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의 이론을 

바탕으로 권력구조가 “확장”을 결정하는 근본 원인임을 주장한다. 권력구조 

문제는 승자연합 형성에 따라 발생한다. 승자연합은 집단의 지도자를 창출하

고 권력을 유지시켜 주는 능력이나 권한을 지닌 기득권 집단이다. 지도자의 권

력은 승자연합이 원하는 특정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보장받을 수 있다. 부

(富)의 확장은 집단에 내재된 요인-승자연합 유지를 위한 공공재와 사적재 공

급 문제-과 예상하지 못한 외재요인-기후변화, 역병, 이주, 침략 등-에 맞

서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하는 행위이다.

집단은 기동력을 지닌 수단을 통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의 형성과 보호, 

그리고 다른 점으로 연결과 선의 중첩을 통해 정치적 통제력이 미치는 면을 형

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폭력을 수반하지만 확장이 일단락 된 후에는 생산증대

와 교환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러한 전략은 경제발전을 통한 재

원을 획득 유지함으로써 지도자와 승자연합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부(富)의 확장은 그 자체로 지도자와 승자연합을 변경시키는 요인을 품

고 있다. 무력에 의한 확장뿐 아니라 확장이후 부(富)를 창출하는 생산증대와 

교환 활성화를 위해다양한 계층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영역 확장에 따

라 증가된 인구와 이질적인 문화를 지닌 구성원들을 통치해야 한다. 지도자의 

권력유지를 위해 승자연합 규모의 확대와 구성원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해양력은 확장과정에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바다

로 진출할 수 있는 특정한 지리의 이점을 발견하면서 등장하였다. 특정한 상황

은 곧 육상에서 확장을 위한 여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확장이 여의치 

않아서 부(富)의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육상과 달리 해상에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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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리에 따른 투사능력 제한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토정복보다는 교역지(점) 

확보와 교역로(선) 보호 형식으로 전개하였다. 15세기 대서양 연안 국가들의 

해양진출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세

계 지역들을 연결하며 상품을 교역하는 면을 형성하였다. 해양력에 의한 확장

은 육상에서 확장과 마찬가지로 승자연합 규모와 구성의 변화를 촉진한다. 상

품과 서비스 교역이 활성화 될수록 집단 구성원들의 정치권한은 커져가며 승

자연합 규모는 확대된다. 

21세기에도 확장의 목적은 변함없다. 그러나 그 형태는 범세계적인 국제 분

업과 정보화 기술로 인해 과거와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상품과 서

비스의 질이라는 요소에 의해 기존의 면 위에 새로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과 

면이 창출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국제적인 승자연합이 형성되어 공동의 

이익관념 하에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21세기 확장에서 핵심은 에너지와 달러 

패권이다. 에너지를 확보하고 미국 달러로 거래되는 자본주의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21세기 부(富)의 확장이다. 상

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변화되고 안정된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해야 한다. 해군력은 국제 승자연합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물리적 수

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동시에 에너지 확보를 위해 비(非)국제승자연

합 국가들에 대한 접근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범세계적인 생산과 교환활동

은 승자연합의 권력구조와 해군력의 활동 영역을 연결시켜 준다. 해군력 운용 

전략은 국제 승자연합 및 국내 승자연합 구조에 걸맞는 정치ㆍ경제ㆍ군사ㆍ문

화적 의미를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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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nning Coalition, Expansion of Wealth, 

and Naval Power 

Park Ju-Hyeon*45)

Human history shows diverse strategies for survival and prosperity.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expansion of wealth as a key to explain choice 

and behavior of political entities. American scholar, -Bruce Bueno de Mesquita-, 

offers theoretical grounds for this concept in that the cores of selectorate theory 

is settled. The political entity consists of two groups, -the winning coalition that 

has power to replace leader and non-winning coalition that has not. Leaders 

implement policies serving for the welfare of winning coalition in return for their 

loyalty. Both internal problems caused by demographic changes and external 

ones of climate changes, epidemic disease, or invasion compel leader and 

winning coalition to adopt policies of expansion that they believe may lead to 

the acquisition of wealth needed to counter those problems. The process starts 

by occupying one spot where other entities reside and then connecting it to its 

own. The line between spots functions as a foothold to form a new line to 

other spots. By repeating this process, a space is created in which new laws and 

orders are instated. In the early stage of expansion, war is hardly avoidable. 

Once finished successfully, the political circumstance tilts to encourage economic 

activities in order to generate national revenues to strengthen political power of 

winning coalition. However, as scale of economic activities grows, so does 

political power of civic classes in production and trade. To gain financial support 

required to run the political entity, delegation of power or bestowing autonomy 

* Active navy captain working as division chief in charge of developing doctrine at the ROK 

Naval Combat Development Command, ROK Navy H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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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non-winning coalition is inevitable. Thus, expansion is not the ultimate 

solution, only to prolong the political survival if succeed. 

Maritime power came to attractive option when overland expansion had 

become obstructed. It offered much greater advantages in terms of political risks 

and financial burdens in exploring new regions of precious commodities than 

overland expansion. Each political entity around world have been,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connected by maritime means since 15th century. It is 

worthy of noting that land conditions propelled people out to sea.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created opportunities to exploit geographical position in 

pursuit of wealth. In the 21st century, we witness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winning coalition that presides over the rules of expansion. Competing for 

market is synonymous to the expansion in this era, the cause and aim of it has 

not been changed though. Energy and dollars are key factors of expansion since 

the end of the 2nd world war. No matter what the forms and conditions change, 

naval power is still the most relevant means for expansion as it retains unique 

characters of maneuver, flexibility, continuity, display and projection of power. 

The strategy for using naval power should be in line with two different 

approaches for expansion: Approaches to the international winning coalition by 

making contribution to world order, and approaches to the non-international 

winning coalition by enhancing military diplomatic activities. The former will 

serve our share of winning coalition while the latter will open chances to 

acquire further prosperity.

Key Words : Winning Coalition, Expansion of Wealth, Maritime Power, 

Naval Power

논문접수 : 2017년 5월 7일ㅣ논문심사 : 2017년 5월 15일ㅣ게재확정 :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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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고 2012년 김정은이 권력승계절차를 마무리 

한 후 서방언론은 북한 체제가 서구에서 교육을 받은 김정은에게 북한이 개방

적인 국가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은 장성택 이모부의 숙

청을 비롯하여 당ㆍ정ㆍ군 고위직의 숙청, 강등, 복권을 통하여 권력을 안정화

시키면서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2016년 1월 4차 핵실험, 

2016년 9월 5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핵무기의 고도화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핵무기 개발과 병행하여 북한은 2013년 2월부터 2017년 2월 12일까

지 30여 차례에 걸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행하였으

며 고도조정, 공중폭발시험 등 거리별 미사일의 다양한 운용시험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잠수함 발사 탄도탄 발사 시험을 2015년 3회, 2016년 3회 실시하

는 등 지속적으로 성능개선시험을 강행하여 핵과 미사일의 다양한 운용가능성

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1)

이러한 핵무기 개발과 탄도탄 미사일 개발을 배경으로 북한은 2017년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탄 시험발사가 마감단계에 진입했다고 

위협을 고조시켰다. 김정은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전쟁소동을 중단하지 않

으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신년사에

서 연설하였다.2)

2016년 10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사회에 특별초청된 윤병세 외무부장관은 

연설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로켓 발사시험 등의 시급한 대비

책을 언급하면서 국제기구의 단합된 특단의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 마지막 단계 접근을 경고하였다.3)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핵무기의 실전배치 임박과 단ㆍ중ㆍ장

거리 로켓의 발사시험 등을 통한 전략무기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120만여 명에 

달하는 정규군과 240미리 방사포, 잠수함, 유도무기 등의 지속적인 개발과 배

치 등으로 한국군의 대응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1) 국방부, 2016 국방백서, 2016년 12월 31일, pp.18-21.

2) 조선일보, 2017년 1월 2일.

3) NEWSPIM, 2016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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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김정은 등장 이후 급증하는 핵실험, 탄도탄 개발 시험 등을 

통한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한 시기에 북한의 군사전략, 핵전략 등을 분석하

고 한국군의 국방정책, 군사전략 등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전략 발전과 재래식 전력 증강 및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

기 운반수단 개발과정, 핵무기 및 탄도탄, 운용 방법 등을 분석한 후, 한국군의 

북한 핵무기 및 탄도탄 전력에 대비한 정책, 전략, 그리고 전력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겠다.

Ⅱ.�북한의�군사전략과�핵무기�개발

1.�북한의�군사전략�발전과정

북한의 군사전략은 적화통일전략의 하위개념으로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

의 혁명전략의 전 단계인 결정적 시기를 조성한 후 무력으로 남조선을 해방

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의 군사전략은 통일전략과 같은 맥락에서 보

아야 한다.

즉, 북한의 군사전략은 6ㆍ25 남침전쟁, 중동전, 월남전 등을 교훈으로 수

립된 단기속전속결전략을 기본으로 선제기습공격, 전후방 동시공격, 정규ㆍ비

정규군의 배합전을 통하여 전장주도권을 장악하고 미국 증원군의 증원 이전에 

남한 전체를 석권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80년대부터 군사력의 70% 이상

을 평양ㆍ원산 이남에 전진 배치시키고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으로 구성된 

기계화군단과 대규모 특수부대 및 장거리포 등을 전진배치하여 기습공격능력 

및 전후방 동시공격, 고속종심타격능력을 강화하여 왔다.4)

북한이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를 지나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경제력의 

한계 때문에 재래식 군사력의 증강이 둔화되고 비대칭 전력 강화에 집중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국방의 자위원칙에 따라 

1960년대 4대군사노선을 유지하면서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지만 지금도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

4) 국제문제연구소, 방위연감, 1995-1996, (1995.11),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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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핵, WMD, 미사일, 사이버부대 등 비대칭 전력 위주

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5)

특히 2016년 들어서 북한은 수십 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시험과 5차 핵실

험 등을 통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등을 천명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군사정책을 표방하고 있다.6)

역사적으로 공산권, 특히 소련의 군사전략은 유럽에서 NATO와의 전쟁을 

고려하여 핵 억제전략과 재래식 군사전략을 융합하는 군사전략을 수행하여 왔

다. 1980년대까지 소련은 전략핵무기는 미국과의 핵 억제전략차원에서 운용하

는 개념이었으나 전술핵무기는 재래식 전력의 보완 내지는 재래식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로 고려되었다. 즉 소련의 전략교리는 전쟁에서의 승리, 전

력의 우세, 공세적 행동, 제병종 통합작전 등을 고려하여 핵무기와 재래식 전

력이 배합된 기습공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7)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국가들의 전략사상은 핵무기는 상호억제전략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시험은 재래식 전쟁에

서도 전승을 위하여 기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2017년 2월 16일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공사는 김정은의 성격이나 북한

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시 북한은 체제 붕괴 위기시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을 

사용하여 선제기습, 속전속결, 배합전 전술 등으로 미군 개입을 차단하고 남한

을 점령하여 월맹이 월남을 점령하고 베트남을 무력통일 하였듯이 통일 전쟁

을 불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8)

2.�북한의�군사력�발전

10년 전 참여정부 말 발간된 2006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인민무력 산

5) 국방부, 2016 국방백서, (2016. 12. 31), pp.22-23.

6) 전게서., p.19.
7) 리처드 파이프스, “소련의 핵전쟁사고: 왜 소련은 핵전쟁을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

는가?,” 현대군사전략대강Ⅳ (을지서적, 1988), pp.461-462.

8) 태영호, 성우회 강연, 2017.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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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지상군은 9개 전후방군단과 4개 기계화군단, 1개 전차군단, 1개 포병군단 

등 19개 군단급 부대로 편성되어 있고 주요 전투부대로는 75개 보병사단, 30

여개 포병여단, 10여 개 전차여단, 20여 개 기계화여단, 25개 특수전 여단 등 

총 170여 개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었다고 발표하였다.9)

지상군의 주요장비는 240미리 방사포를 포함한 방사포 4800여 문, 170미

리 자주포를 포함한 8500여 문의 야포, T62전차 등 3700여 개의 전차를 보유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북한 해군은 로미오급 잠수함을 포함하여 잠수함

정 60여 척, 수상전투함 420여 척, 공기부양정 130여 척을 포함한 상륙함정 

260여 척 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북한 공군은 미그29를 포함하여 전

투기 820여 대, 정찰기, 수송기 등 500여 대, 헬기 310여 대 등을 보유한 것

으로 발표하였다.10)

전략무기개발에 대한 평가는 30여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예상하

였고 2006년 10월 9일 첫 지하핵실험을 실행하였으며 고농축 우라늄의 보유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더욱이 2006년 7월에는 대포동 2호 미사일과 노

동미사일을 발사시험하였고 대포동 2호 미사일은 사정거리 6700km를 넘을 것

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북한은 여러 개의 화학공장에서 생산한 2500톤-5000

톤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1)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군사력증강은 비대칭

적으로 크게 발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북한지상군은 14개군단을 보

유하고 있으며 지상군의 70%를 평양ㆍ원산 이남에 배치하여 기습공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무기로는 300미리 방사포가 개발되어 

배치되었고 특수전 병력이 20여 만 명으로 증강되어 배합전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신형전차인 천마호, 선군호를 개발하여 배치함으

로써 고속기동전 능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12)

북한 해군은 고래급잠수함을 건조하여 SLBM 발사시험 등을 수차례 실행

하였고 공기부양정을 증강시켜 장산곶 부근에 배치하여 기습상륙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공군은 16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전투 임무

기 800여 대를 평양ㆍ원산 이남에 배치하여 최소준비로 신속공격체제를 갖

 9) 국방부, 2006 국방백서, (2005. 12. 29), p.19.
10) 상게서., pp.20-22.

11) 상게서., pp.23-24.

12) 국방부, 2016 국방백서, (2016. 12. 31), p.24.



북한의 임박한 핵무기 배치대비 국방전략 대개혁 / 김종민  213

추었다.13)

전략무기 발전 추세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괄목할 만한 증강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핵ㆍ탄도미사일, 화

생방무기의 개발을 지속하였고 2006년 이후 2016년까지 5차례에 걸쳐 핵실험

을 강행하였다. 또한 폐 연료봉 재처리를 통하여 풀루토늄을 50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고농축 우라늄 개발도 상당수준 진척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수차례의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의 소형화 능력도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4)

3.�북한의�핵무기�및�운반수단�개발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풍계리에서 제1차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공식발표

하였고 미국 지질조사국과 일본 지진당국은 리히터 규모 4.2의 지진파를 검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핵실험 일지를 보면 2009년 5월 29일 2-6kt 핵

분열 핵무기실험, 2013년 6-7kt 고농축우라늄 사용실험, 2016년 1월 6kt 수소

탄실험, 2016년 8월 10kt 핵실험 등 5차례에 걸쳐 핵능력의 고도화발전을 진

행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그중 5차 핵실험은 미국핵실험 저문가인 미들버리 국

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에 따르면 위력이 최대 20-30kt급으로 북한 핵실

험 규모 중 최고라고 분석하였다.15)

북한은 현재 다량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미정보당국은 판단

하고 있으며 최대 60개까지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758kg의 고농축 우라늄과 54kg의 풀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핵탄두 1개를 만드는 데 플루토늄은 4-6kg, 고농축우라늄은 

16-20kg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러한 계산을 근거로 볼 때 

북한은 최대 60개까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당국은 대폭 늘어

난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을 감안했을 때 북한은 별도로 고농축 우라늄 생산공

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석좌 

빅터 차 박사는 은밀하게 진행하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은 심각한 문제라고 

13) 상게서., pp.25-26.

14) 상게서., p.27.
15) 연합뉴스, 2016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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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있다.16)

북한의 이와 같은 핵실험과 핵능력의 고도화발전, 그리고 다량의 핵물질 보

유와 핵폭탄 제조능력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다양한 운반 수단의 발사시험은 

한미양국에 현실적으로 임박한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운반수단의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은 중국과 소

련, 러시아의 후원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1976

년경 북한은 스커드-B 미사일을 이집트로부터 구입하여 스커드-C, D형을 개

발하였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실험자료에 따르면 스커드-ER사거리는 

850km에 이르고 2009년 4월 5일 발사시험한 대포동 2호는 2390마일까지 날

아갔다고 미ㆍ러 전문가들이 분석하였다.17)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하여 북한은 2006

년, 2009년, 2012년, 2016년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를 수차례 실시하였

다. 2016년 3월 이후 북한은 다양한 발사능력을 시험할 목적으로 미사일 탄도

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모의시험, 고체로켓엔진 시험, ICBM엔진 지상분출시험

을 공개하였다. 또한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무수단 미사일을 8차례나 실시

하였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종류는 사거리 500km의 스커드C, 사거리 

1000km의 스커드ER, 사거리 1300km의 노동, 사거리 3000km의 무수단, 사

거리 10,000km의 대포동 2호를 다양한 고각도 실험과 공중폭파시험 등을 통

하여 미사일의 실전운용능력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있다.18)

2017년 2월 13일 북한은 북극성2 IRBM 발사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전문가

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콜드런치 기술을 적용하고 고체연료를 사용

하여 상시기습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무한궤도를 이용하

여 신속한 기동과 산속, 야지 등에서도 발사가 가능하여 신속한 포착이 어렵고 

한미연합 정찰 자산의 감시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

라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빠른 핵미사일 발전은 한미 킬체인의 대탄도탄 대응

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북한이 ICBM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2016년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8발 중 7발을 실패하였으나 

SLBM 시험발사를 통하여 콜드런치기술, 고체연료기술 등을 매우 빠르게 적용

16) 중앙일보, 2017년 2월 9일.

17) 부루스벡톨,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위협 : 핵무기, 미사일 및 확산문제,” STRATEGY 21, 제25

호 SUMMER, 2010, pp.195-207.

18) 국방부, 2016국방백서,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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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19)

북한이 개발하는 핵무기 운반수단 중 가장 대응이 어려운 무기 중 하나는 

잠수함 발사 SLBM이다. 북한은 2015년 5월 8일에 동해에서 자체개발한 잠수

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신포급 잠수함에서 수중사출시험에 성공하였다. 이후 

2016년 4월 23일에는 김정은 참관하에 SLBM 수중 발사시험과 이어서 사출후

의 미사일 엔진 점화 및 30km 초기비행에 성공하였다. 이 시점에서 북한은 기

술적 난관인 콜드런치 엔진점화에 성공하였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등 수중미

사일 발사능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미군당국은 분석하고 있다.20)

북한은 2016년 8월 24일 신포해역에서 SLBM 5차 발사시험을 한 결과 

500km 비행을 하는 데 성공하였다. 2015년 5월 이후 한차례 실패한 후 단계

적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수중에서 콜드런칭을 한 후 수상에서 재점화를 

거쳐 500km 이상을 날려보냄으로써 한ㆍ미 정보당국의 예상을 크게 넘어 한

ㆍ미 미사일 방어체계의 무력화를 시도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SLBM시험은 정상각도로 발사시 사거리가 2500km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기술발전속도가 서방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실

전배치시기를 초기에 4-5년 예측에서 1-2년 내 배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잠수함발사 탄도탄은 탐지가 매우 어렵고 한반도 후방에서도 발사할 수 있

어 북쪽을 향한 한ㆍ미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Game changer

로서 한ㆍ미의 한반도 방어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집권 이후 30여 발의 미사일 발사시험과 5차례에 걸친 핵실

험, 5차례에 걸친 SLBM발사시험 등 집요하게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에 집중

하고 있고 특히 SLBM을 운반할 다수의 3000톤급 잠수함 건조에 착수하였으

며 김정은은 2018년까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완성 지시를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21) 

19) 조선일보, 2017년 2월 14일.

20) 조선일보, 2016년 4월 25일.

21) 조선일보, 2016년 8월 25일, 동아일보, 2017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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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한국의�국방정책과�전력발전

1.� 1990년대�국방정책과�전력발전

20년 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발간된 국방백서 1998을 살펴보면 국민의 정

부는 국방정책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안보전략의 기조는 확실한 안보체제를 유지하여 전쟁을 억제하

고, 남북한간 냉전적 대결구조를 해체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기반을 공고

히 하며, 화해와 협력의 증진을 통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관계를 구축

하며, 다자간, 양자간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대내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전을 보장하며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군의 

국가안보목표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

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특히 국방정책 기본방향에서 대북군사정책은 평시에는 북한의 대남군사도

발억제, 국지도발시에는 조기격멸 및 상응하는 응징보복을 가하고, 전면남침

시에는 한미협력으로 도발을 격퇴하고 통일을 달성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22)

이러한 국방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사업은 21세기 자주적 

방위역량 기반 구축을 목표로 대북한 억제전력보강과 장기적으로 자주적 방위

능력 확보를 위해 핵심전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방향은 제약된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하여 전력의 균형발

전과 통합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집중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3)

각 군별 방위력 개선을 위한 향후 중점 분야를 살펴보면 지상전력은 입체고

속기동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차, 장갑차, 자주포, 헬기 등의 핵심전력과 전

투공병, 전투근무지원 요소 등을 중점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이

를 위해 보병사단을 기계화부대로 개편하고 공세기동전을 수행하기 위해 화력

과 기동성을 증대시키고 작전반응시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장갑화, 자주화, 다

기능화된 장비를 확보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입체고속기동전의 주축세력인 기갑전력은 화력, 기동력, 방호력이 우

22) 국방부, 국방백서, (1998. 12), pp.51-52.

23) 상게서.,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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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한국형 전차와 장갑차를 개발,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며 포

병전력 화력증대와 기동력증대, 작전반응시간 등을 단축시키고 사격지휘체제

의 자동화는 물론, 장거리 표적획득수단과 병행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담

고 있다. 

공중기동전력은 중무장 전투헬기, 중대형기동헬기, 소형정찰헬기 등을 구

비하여 야간작전 및 은밀침투능력도 확보하여 지상전력의 질적 정예화를 추진

하는 방침 아래 국방재원을 집중 투자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한편 해상전력은 한반도의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한 입체전 수행에 적합하

도록 수상, 수중, 항공, 상륙전력 등을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방향을 제시하

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 구축함의 건조, 209 잠수함 건조, 해상작전헬기 및 상

륙기동헬기 확보, 탑재무기의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공중전력은 현대전을 수행하는 핵심전력으로서 적극적 방위전략개념에 따

라 단계별 공중작전 수행을 위해 전투기, 지원기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투기도 미래 전략환경을 고려하여 즉각 응

징과 반격은 물론, 육ㆍ해군에 대한 신속한 화력 지원이 가능한 고성능 항공기

를 단계적으로 증강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고성능항공기에 부착시킬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유도탄 등을 확보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전천후 전술공수작전능력 확보와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

체제 확보를 위해 MCRC 추가확보, 공중급유기확보 계획추진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자주적 조기경보 및 전장감시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고 단ㆍ중ㆍ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명시

하였다.24)

2.� 2000년대�국방정책과�전력발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발간된 2008 국방백서는 2008년 12월 31일 발간

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이 지난 뒤 보수정권이 처음 발간한 2008 국

방백서는 이전 정부와는 다른 시각에서 북한의 위협을 인식하고 그 대응책으

로 국가안보전략지침과 국방목표, 국방정책기초를 제시하고 선진방위역량 강

24) 상게서., pp.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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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한 전력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지침을 살펴보면 첫째,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남북관계는 상호이익이 되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시키고 한미간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 신뢰를 바탕으로 21세기 전략동맹을 추

진하며 주변국과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둘째, 실용적 외교 및 능동적 개방 추진으로 실리외교, 에너지외교, 국제협

력, 기여외교를 적극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셋째,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 안보추구를 목표로 미래전에 대응하는 군사능력 구비, 선진국방운영체계 

구축, 다양한 안보위험에 대응한 포괄안보역량을 구축한다는 개념을 제시하였

다.25)

이명박 정부의 국방목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의 군사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

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그 이전정부의 목표와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그러

나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등을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하였다.26)

국방목표 달성을 위한 국방정책기조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위협

은 물론 모든 스펙트럼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전방위 태세를 확립하여 포괄

안보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은 

합동성, 통합성이 강화되고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정보, 지식 중심의 기술집약

형으로 발전시키고 첨단전력을 구축하여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한다는 논리

이다. 나아가 한국적 합동전투 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중심전(NCW) 

개념에 의한 전투수행을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27)

2008 국방백서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미래다양한 위협에 대비

하여 조기경보 및 실시간 감시능력을 구비하고 NCW 수행이 가능한 체계를 구

축하여 기동, 타격전력의 질적 개선을 추구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력 건설방향은 실시간 감시정찰체계(SENSOR) 구축을 위해 다

목적 정찰위성, UAV,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해상초계기 등을 확보하고, 네트워

크 중심전 수행이 가능한 지휘통제통신체계(C4I)를 구축하며, 장거리 정밀타

격능력(SHOOTER)으로 K-9, K-2, MLRS, 이지스구축함, 장보고-Ⅱ,Ⅲ 잠수

25) 국방부, 2008 국방백서, (2007. 12), p.35.
26) 상게서., p.36.
27) 상게서.,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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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F-15K, 공중조기경보기 등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 개념

을 제시하였다.28)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한ㆍ미연합 전력과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의존하여 독자적인 핵ㆍ미

사일 방어대책보다는 미래 재래식 전쟁 준비를 위한 정책, 전략개념을 바탕으

로 전력발전을 추진하였다.

3.�최근�북한의�핵ㆍ미사일�대비�국방정책과�전력발전

2012년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40여 회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3차

례에 걸친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UN의 제재 결의와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16일에 또다시 사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 4발을 동해 방향으

로 발사하여 핵탄두 미사일 확보를 위한 고도화시험을 지속하고 있어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제거를 위한 전술핵 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

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29)

한편, 최근 발간된 2016 국방백서를 살펴보면 국방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발사시험과 핵실험에 대하여 다른 어떤 시기보다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

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2016 국방백서에 제시된 국방목표를 살펴보면 이

전 정부의 국방목표와 동일하지만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의 위협을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와 중점위협의 인식하에 국방부는 국방정

책기조의 핵심으로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한미군사동맹 강화 발전

에 역점을 둔 국방정책을 제시하였다.30)

2016 국방백서의 특징 중 하나는 북핵ㆍ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여 별

도의 장을 할애하여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통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

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포함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2016년 

28) 상게서., pp.86-88.

29) 조선일보, 2017년 3월 6일.

30)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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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맞춤형 확장억제를 포함한 대한방위공약을 재

확인하였다.31)

맞춤형 억제전략은 기존의 확장억제 개념에서 발전된 한미공동의 억제전략

으로서 북한이 핵사용을 위협하는 단계부터 핵을 사용하는 단계까지 군사ㆍ비

군사적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개념의 일환으로 한미는 공동미사일 대응작전개념을 수립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4D 작

전개념을 정립하였다.

즉, 북한의 탄도미사일방어를 위해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

(Destroy), 방어(Defense) 등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과 태세를 집중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32)

한미 공동 미사일 대응에 추가하여 한국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발

사대, 이동로, 지휘통제체계, 관제시설 등 북한의 핵ㆍ미사일 작전체계를 타격

하기 위한 KILL CHAIN을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킬체인의 작

전개념은 적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에 탐지하여 표적위치를 식별하고, 결심

한 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수단으로 신속히 타격하는 일련의 공격

체계를 말한다. 

이를 위해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군 정찰위성 등을 확보하여 감시정찰

능력을 확충하고 북한 전지역에 대한 타격을 위해 지대지미사일, 중장거리 공

대지유도탄, 잠대지, 함대지 유도탄, 합동직격탄, 레이저유도폭탄 등을 단계적

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추가하여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발전시켜 하층방어 위주의 미사일방어체계

를 갖춘다는 것이다. KAMD는 조기경보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계로 구성

되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레이더 등으

로 탐지하여 작전통제소에서 분석한 후 최적의 요격포대에서 요격임무를 수행

하는 개념이다. 요격체계는 패트리어트, M-SAM, L-SAM 등을 개발하여 

2020년대 중반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KILL CHAIN, KAMD에 추가하여 북한 전쟁지도부를 포함한 북

31) 상게서., p.56.
32) 상게서.,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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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휘부를 겨냥한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발전시켜 동시, 다량, 정밀 

미사일 타격뿐만 아니라 참수작전도 수행할 수 있는 전담특수부대도 창설하여 

응징보복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33) 

국방부의 이러한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KILL CHAIN, KAMD, KMPR 등의 

계획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

히 북한의 콜드런치, 고체연료 IRBM 발사시험, 잠수함발사 탄도탄인 SLBM 등의 

성공적인 실험 등에 대비하여 기존의 북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계획들에 대하여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34)

Ⅳ.�북핵ㆍ미사일�대비�국방정책의�대전환

1.�현재�북핵ㆍ미사일�대비책의�문제점

현대 핵전략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이스라엘의 하가비 박사는 “핵전쟁과 핵

평화”라는 그의 저서에서 핵억제는 상호적이지만 먼저 위험에 노출되는 국가

는 핵위협의 본질에 따라 먼저 위협을 행사하는 국가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는 

비합리적인 위협에 합리적으로 굴복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35)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이후 북한은 2012년 그들의 개정헌법에 북한을 핵보

유국으로 명시하고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위해 5차 핵실험과 40

여 회에 걸친 미사일발사시험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구상하고 있는 핵사용

전략을 김태우 교수는 과시적 핵 사용전략과 전술적 핵 사용전략, 전략적 핵 

사용전략 등으로 구분하고 핵공갈, 대도시 등 대량파괴와 살상 등 핵무기 사용

위협 등으로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목표 달성을 추구할 것이며, 전

술핵 사용전략을 통하여 전시 승리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6)

33) 상게서., pp.58-60.

34) 조선일보, 2017년 2월 14일.

35) Y. Harkabi, Nuclear War and Nuclear Peace (Jerusalem : Israel Program for Scientific 

Translation, 1996), pp.35-36.

36) 김태우, “김정은 정권의 선핵정치와 한국의 억제전략,” STRATEGY21, 제39호(Spring, 2016),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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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북한핵, 미사일 개발 위협에 따라 박근혜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북

핵ㆍ미사일 대비 정책과 전략, 전력발전계획이 공식적으로 국방백서에 등장하

게 되었다.

현재 국방백서에 언급된 대북핵ㆍ미사일 대비책의 핵심정책은 한미 상호방

위조약에 근거하여 미국의 핵우산제공을 바탕으로 핵 확장억제전략을 구체화

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한미는 공동미사일 대응작전개념을 수립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는 4D개념을 구체화하는 능력

과 태세를 집중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작전개념의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기존

의 탐지, 파괴, 방어 대비책이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 점이다. 먼저 적 미사일

의 탐지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적 미사일 사전탐지를 위한 조건은 적미사일이 

대부분 액체연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발사 전에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

므로 이를 위성이나 고고도 UAV 장비로 사전에 탐지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북한이 2017년 2월 13일 콜드런칭한 IRBM 발사시험은 고체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사전탐지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궤도차량을 이용한 

사실을 볼 때 야지나 산 등에서 숨어서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탐지가 

더욱 힘들게 되었다. 특히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SLBM은 한반도 남쪽이나 

동ㆍ서 방향에서도 한국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 북쪽을 향한 고정식 

레이다에 의한 탐지를 회피할 수 있어 사전탐지에 의한 탄도탄방어를 더욱 어

렵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다종, 다양화하여 기술을 발전시켰기 때문

에 4D 작전의 첫 단계인 탐지 개념은 대폭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더욱이 

북한이 고각을 높혀 고도 1500km 이상에서 낙하하는 탄도탄 운용기술을 개발

함에 따라 PAC-Ⅱ,Ⅲ의 대응요격 고도나 낙하 속도요격으로는 음속 7-10배 

이상의 고속으로 낙하하는 북한미사일은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사드에 의

한 요격은 겨우 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현재의 4D 방어

대책은 탐지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교란, 방어 단계에서도 매우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북한은 고체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상시기습발사가 가능하고 무한궤도를 

이용한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함으로써 산속에서도 배치 가능하여 한ㆍ미의 감

시 정찰을 쉽게 회피 가능하며 잠수함 발사 탄도탄의 콜드런치 기술을 적용하

여 지상발사탄도탄 미사일의 고도화를 확장시키고 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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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4D개념에 기반한 KILL CHAIN 대응개념이나 KAMD 발전계획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바람직한�북핵ㆍ미사일�대응�정책�및�전략

최근 북한은 스커드-ER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4발 동시에 발사하여 일

본의 EEZ 내까지 도달시킴으로써 한미는 물론 일본도 크게 충격을 받아 새로

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미 국방당국은 한미 연합 미사일 사령부를 만들

어 북핵, 미사일, 화생방 공격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38)

이러한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조치는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스러운 방향

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본으로 돌아가 북핵ㆍ미사일 방어를 위한 전략

개념부터 다시 검토를 통하여 근본적인 군사적 억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먼저 대북한 핵ㆍ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의 위협수단인 미사일

을 완벽히 막고 확실히 파괴한다는 개념에 기초하여 크게 보완된 4D 작전개념

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KILL CHAIN, KAMD 또한 세밀하게 

그물망 짜듯 가능한 방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종의 방어책과 파괴

책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 핵ㆍ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정책과 전략의 목표는 완벽방어, 대량보복

을 통한 적의 도발 사전억제이며 도발시 괴멸적 대량보복을 통하여 북한 정권

과 지도부를 제거한다는 개념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요약하여 전략적 개념으

로 제시한다면 “확증방어, 확증파괴(Assured Defense, Assured Destruction 

: ADAD)라고 칭할 수 있다.

북한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국가의 기습공격에서 생존하여 전승을 보장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미국의 확장 억제와 한국의 억제력이 결합하

고 전력의 다양한 운용방법의 개발과 새로운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우리의 군사적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한다면 도발억제와 전승보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억제의 일반적인 공식이 상대방에게 아측의 능력을 과시하고 이를 사용할 

37) 조선일보, “북극성-2 쇼크, 한ㆍ미 킬체인 무용지물 만들다,” 2017년 2월 14일.

38) KBS, 2017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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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 의지를 보여주어 이를 믿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39)

3.�북핵ㆍ미사일�대응�조직�및�전력발전

첫째, 새로운 정책, 전략에 기반하여 지금까지 소홀히 취급되어온 국방부, 

합참의 북핵ㆍ미사일 대응관련 조직을 전문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조직으로 재

정비해야 한다. 즉, 북한의 최대 위협인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조직은 전문

화, 일원화하고 체계화하여 국방부에는 북핵ㆍ미사일 대응본부나 국을 두고 

전문화된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정책을 개발하고 업무를 조정, 통제토록 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책집행을 강구해야 한다.

합참에는 기존의 작전본부에 북핵ㆍ미사일 대응 작전부를 별도로 두어 북

핵ㆍ미사일에 대응하는 작전부대를 작전통제, 작전지휘, 작전계획 수립, 작전

명령 수립을 수행하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상시 갖추어 2-3분 이내의 작전반

응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합참예하에 북핵ㆍ미사일 대응한 4D에 참여하

는 작전부대를 작전 지휘할 수 있는 전략사령부를 신설하여 여하에 탄토탄조

기경보부대, 탄토탄방어부대와 미사일타격부대를 두고 상황 발생시 즉응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상시 반응 가능토록 하고 2-3분 내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일원화된 조직체계로 유사시 북핵ㆍ미

사일 대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최고의 전비태세와 대응태세가 유지되도록 최

고 전문화된 인력을 충원하여 정책 개발, 전력 개발, 전투태세 유지가 완벽하

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4D, KILL CHAIN, KAMD 등에 포함된 기존의 전력에 대한 대폭적

인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탐지체계의 완벽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탐

지체계의 3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상에서 탄토탄 조기경보를 할 수 있는 

그린파인레이더가 2012년 12월에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한반도를 360∘ 커
버하기 위해서도 2대 정도 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적의 탄도탄을 365일 24시

간 완벽하게 오버랩 탐지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탐지하기 위해서 해상에

는 이지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다의 상시운용체계를 고려하여 최소 6척의 이

39) 현대군사전력대강Ⅳ,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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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구축함이 요구된다. 또한 북한의 감시대상구역에 대한 24시간 감시를 위

해 조기경보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지상이동적 탐지가능한 JSTAR과 같은 

추적항공기 등으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탄도탄탐지체계를 지상, 해상, 

공중 등 3축체계로 갖추고 24시간 면밀히 감시, 추적하여 탄도탄방어 및 타격

체계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방어를 위한 타격 체계분야인 KILL CHAIN은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를 탐지 즉시 타격할 수 있는 한국형 3축체계로서 적의 미사일기

지, 이동식발사대, 지휘통제시설 등의 목표를 타격하여 파괴시킨다는 개념이다. 

지대지탄도탄, 함대지순항유도탄, 잠대지순항유도탄,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등

을 다량, 집중적으로 정밀타격하는 개념이지만 현재는 지대지탄도탄만이 고속

타격 가능하기 때문에 핵추진잠수함, 함대지탄도탄과 잠대지탄도탄을 조속히 

개발하고 탄도탄의 속도와 파괴력,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한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KAMD는 고도 20km 이하의 저층방어개념

이기 때문에 북한의 다종의 미사일과 다양한 고각 발사시험 등을 고려시 현재 

및 미래에 M-SAM, L-SAM, PAC-Ⅱ,Ⅲ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

한의 IRBM, 스커드-ER, SLBM 등 다양한 미사일 및 고각 발사등을 고려시 마

하 7-10의 낙하속도와 2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탄도탄을 요격하는 3층 방어

체계가 필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KBMD는 탄도탄 방어개념인 KRMD의 

전략개념으로 수정하고 한국형 탄도탄방어(KBMD)는 3층 방어 개념으로 전력

구축을 획기적으로 변경시켜 북한의 핵 미사일 방어에 완벽을 추구해야 한

다.40) KBMD는 최종 하층방어에는 PAC-Ⅱ,Ⅲ, M.L-SAM 등으로 구성하고 

중층방어는 사드체계로 보완하며 고고도인 150km-500km 상층에서는 SM-3

로 탄도탄을 요격하여 탄도탄 낙하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핵탄두나 화학

탄이 지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탄도탄방어체계를 3중방어 체계로 구축하여 

완벽한 방어체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아측의 피해를 막고 신속

하게 KILL CHAIN을 활용하여 적의 핵ㆍ미사일 잔존전력을 괴멸시킬 수 있게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핵억제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공포의 균

형을 위한 핵보유가 바람직하다.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없는 한국의 현실을 고

려할 때 잠재적 핵 보유를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핵무

40) 조선일보, 2017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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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유는 하지 않지만 잠재적 핵무기 보유를 위해 가상설계와 가상제작, 가상

실험 등을 컴퓨터 시물레이션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역량 보유는 

또다른 핵 억제 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억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

안이다. 컴퓨터 시물레이션을 통한 핵무기 개발기술의 확보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준수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핵보유를 하지 않는 반면 잠재적으로 유사시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합리적인 핵억제전략 방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은 1990년대

에 이미 핵실험 없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핵무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8

년에 걸쳐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러한 방법으로 잠재적 핵능력 보유

를 추구해야 한다.41)

Ⅴ.�결론�및�정책제안

1.�결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은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이후 더욱 빈번하게 

진행되었고 국제사회의 지속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핵무기의 소형화와 다양한 운반수단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발사시험은 

탄도탄 방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6년 이후 북한은 5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하여 우라늄탄, 수소탄, 소

형화 폭발시험, 소형화된 탄두의 의도적인 과시뿐만 아니라 40여 회에 이르는 

미사일 시험을 통하여 다양한 미사일 발사, 이동차량 발사, 잠수함 발사, 동시

다량발사, 콜드런칭, 공중폭발 시험 등 한국의 탄도탄 방어태세를 무력화하는 

데 온갖 노력을 과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방정책이나 전략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각종 

실험을 압도하기는커녕 야포, 다연장로켓, 헬기 등 과거 대화력전에 집중하는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경직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탄

도탄방어를 위한 정책, 전략, 전력건설을 위해 부분적인 보완을 하고 있으나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보다는 단편적인 4D, KAMD, KILL CHAIN 등의 개

41) 조선일보, 2015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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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마저 지연되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에 

대비한 획기적이고 시급한 정책, 전략 변화와 실질적인 전력확보에 재원을 집

중할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하여 한반도 전구에서의 전략은 억제전략과 전승전략

에 기초해야 하고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보유와 사용을 고려하여 억

제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래식 전력 면에서 남ㆍ북한은 거의 대등

한 수준 또는 한국이 다소 우세한 수준으로 한미연합전력으로도 충분히 억제 

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의 절대우

위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으로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는 평가하고 있다.42)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대응하여 완벽한 방어와 철저한 파괴를 

기반으로 하는 확증방어, 확증파괴(Assured Defense, Assured Destruction)

의 ADAD전략개념으로 대처해야 한다.

2.�정책제안

현재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발사시험과 김정은 체제의 불가예측성, 김

정은 개인의 포악한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핵ㆍ미사일 방어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1차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ㆍ미사

일 도발을 억제하고 나아가 한국자체의 억제력 보강을 위해 정책, 조직, 인력, 

전력면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변혁은 확증방

어, 확증억제 전략을 바탕으로 관련기능을 체계적이고 융합적으로 네트워크화

하여 신속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 

먼저 한국의 생존을 위해 기존의 재래식전력에 기반한 전략에 추가하여 한

국형 KBMD, 즉 한국형 탄도탄 방어전략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컴

퓨터 기반의 핵무기개발 SㆍW 프로그램을 조속히 완성시켜 유사시 즉시 핵무

장을 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둘째, 빈틈없는 KBMD 완성을 위해 관련 조직 체계면에서 국방부에 한국형 

42) VOA, 2016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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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탄방어 본부를 두어 관련분야 인력, 조직, 예산 등을 팩키지화하여 관리 

감독함으로써 관련 조직과 임무 수행 등의 효율화를 최고도로 유지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합참에는 탄도탄방어를 위한 작전, 교육, 훈련 등 대비태세를 갖

추도록 탄도탄 방어 작전 본부를 별도로 조직하여 작전개념과 작전소요 등을 

제기하고 작전팀을 상시 가동하여 대비해야 한다. 탄도탄 방어를 위한 실질적

인 작전부대로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그 예하에 조기경보사령부, 탄도탄방

어사령부, 미사일 타격사령부를 두어 탄도탄조기경보 및 탄도탄방어, 탄도탄

관련체계 타격 등 적표적을 신속정확하고 궤멸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삼위일

체형 전략사령부에서 4D의 작전개념이 순식간에 물흐르듯 이루어지도록 조직

화해야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련의 작전은 적의 핵ㆍ미사일 발사시 1분 이내 

미사일 방어와 동시에 적주요 표적을 타격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10분 대응 작

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여 지휘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 

셋째, KBMD 전력 구축은 완벽한 방어와 완벽한 타격이 핵심 작전개념이기 

때문에 다중화가 필수적이다. 탐지측면에서 지상에 설치되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다는 북한 및 3면의 바다를 모두 탐지할 수 있어야 적의 SLBM 기습공격

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상에 이지스 탄도탄 조기경보체계를 상시 

배치하여 이중의 조기경보는 물론 신속한 타격 표적위치 파악과 동시 보복타

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공중에서 보다 빠르게 적의 미사

일 발사조짐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위성, 고고도 UAV, 조기경보기 등을 

배치하여 탄도탄 방어와 미사일 타격을 위해 3중의 신뢰성 있는 감시체계를 구

축해야 한다. 

적 탄도탄 방어를 위한 방어막은 탄도탄의 발사단계부터 중간단계 종말단

계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친 방어망을 구축하여 완벽방어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SM-3 고고도 방어망을 구축하고 사드로 중간 방어망을 형성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L-SAM, PAC-Ⅲ 등으로 3단계 방어망을 완성하여 적의 대

량 파괴무기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의 핵ㆍ미사일 기지와 관련 지휘체계 등을 무력화시키기 위

하여 지상, 해상, 수중, 공중의 타격체계를 구축하여 보복전력의 완전성을 구

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상발사 탄도탄, 순항미사일, 해상 및 수중발사 탄도탄과 순항

미사일, 공중발사 초음속미사일 등의 한국형 TRIAD와 핵추진 잠수함, 스텔스 

폭격기 등을 배치하여 제1, 제2 타격력에 의한 보복력의 신뢰성을 완벽히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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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사일의 정확도, 고속화, 고폭발력 등을 확보하여 핵탄두에 버금가는 파괴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국방력 증대를 위한 재원 배분은 재래식 전력보다는 적의 핵ㆍ미사일  

방어에 집중하여 빠른 시간내에 한국의 생존을 위한 억제력과 전승전력 확보

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공격에 한국이 살아남는 

길은 10분 이내에 결정될 수 있음을 온 국민이 깨닫고 필요한 조치를 지금 당

장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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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K’s defense reform strategy for coping with 

the emerg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Kim Jong-Min*43)

The balance of power in conventional forces between the two Koreas works in 

favor of the South Korea in the Korea peninsula. But, the balancing mechanism 

between the two Koreas in asymmetric forces like nuclear and missile forces works 

absolutely in favor of the North Korea. That’s why it should be timely for the 

ROK military to review existing strategy and revise a new counter strategy against 

the threat posed by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forces.

The ROK military is now developing 4D, KAMD, KILL Chain strategies as 

means to cope with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Considering 

efforts and resources invested now, the strategies are expected to be in place in 

next five or more years. However, approaches to those strategies seem to be 

rather fragmentary and conceptual than comprehensive and pragmatic. 

The types of strategies against the North Korea’s military threats need to be 

a deterrence in peace time and a fighting and winning in war time in the 

Korean theater. But,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the deterrence strategy is 

the credibility. This study concludes with an new strategic concept titled 

“ADAD(Assured Defense, Assured Destruction)” as an alternative to existing 

strategies to deal with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Key Words : Conventional Forces, Nuclear and Missile Forces, Kill Chain, 

KAMD, ADAD,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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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도발은 1953년 한국전쟁의 휴전이 성립된 이래, 대한

민국 국가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어왔다. 특히, 2006년 이후 북한

은 수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암묵적인 

핵보유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 안보에 실질적

이고 치명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말, 미국 오바마 대

통령이 트럼프 당선자에게 대통령직을 인계하는 기간에 여러 가지 주요 국제

사안 중 북한의 위협을 꼽았을 정도로 북한은 이제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1) 한국 안보를 위한 최선은 이러한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그 차선책은 북한이 그 위협을 

실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곧 ‘억제’임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대두되는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

에서의 효과적인 억제를 위한 활발하고도 심각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는 인식

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논문을 통한 필자의 핵심주장은 억제의 이론적 논의를 기

반으로 억제 시행을 위한 특성, 그리고 한반도 안보환경과 한국의 실정을 고려

한 포괄적인 억제전략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필자는 (1) 이론적 논의 측면에서 억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 가장 기초가 

되지만 우리 군이나 외교안보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 – 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억제의 여러 가지 형태를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2) 

억제의 시행측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효과적인 억제를 위한 요소들에는 어

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후, (3) 한국의 실정과 안보환경 등을 고려

하여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가 왜 특히 어려운 과제인지를 논의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 절에서는, (4) 한국군의 억제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그 내용을 간략

히 요약해보면, 첫째, 억제를 위한 위협은 국제적 기준(norms) 안에서 실현가

능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국지도발과 WMD/미사일 관련 도발에 대한 차별성 

있는 억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평시 직접적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방

1) Gerald F. Seib, Jay Solomon and Carol E. Lee, “Barack Obama Warns Donald Trump on 

North Korea Threat,” The Wall Street Journal, 22 Nov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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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세를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기술력 발전에 기반을 둔 스마트한 억제를 

추구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군사위협에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갖추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억제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신뢰

도(credibility)와 평판(reputation)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논문은 이론적, 개념적 고찰을 기반으로 작성

된 학술 논문임을 강조한다. 한국이 택해야 할 억제전략의 방향과 같이 정책수

준의 내용을 논하기는 했지만, 그 초점은 억제의 이론과 개념을 어떻게 바람직

하게 적용하여 억제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두었고, 구체적

인 방안을 논의하는 데 두지 않았다. 또한, 여기서 제시한 억제전략의 방향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강조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으로, 억제는 국가

차원의 사안이다. 하지만, 이 논문은 군 수준에서의 논의임을 강조하며, 정부

나 정치적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Ⅱ.�억제의�개념적�특성� :�이론측면의�접근
 

효과적인 억제 창출을 위한 노력을 위해 억제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공감

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이론측면의 접근으로 억제의 개념적 

특성을 살펴본다. 제한된 지면에 억제에 대한 모든 측면을 담을 수는 없지만,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자주 논의될 수 있는 개념들을 위주로 핵심적인 특성들

을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1.�억제의�개념

억제(deterrence)는 강요 전략(coercive strategy)의 하나이다. 로렌스 프리

드만(Lawrence Freedman) 교수의 정의에 따르면, 강요(coercion)란 ‘잠재적인 

또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2) 강요와 대비되는 개념들에는 ‘공감(consent)’이나 ‘제어(control)’가 

2) Lawrence Freedman, Deterrence, (Malden: Polity Press, 2004).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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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전자는 행위자의 행위가 힘의 위협 없이 영향을 받는 것, 그리고 후자

는 행위자의 행동이 자발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힘을 사용하여 그 행위

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뜻한다.3) 결국, 강요 전략(coercive 

strategy)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힘의 위협(영향력)을 이용하여 다른 행위자

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제어 전략(controlling strategy)은 물

리적 힘을 이용하여 다른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공감 

전략(consensual strategy)은 위협이나 힘의 사용 없이 다른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4) 

강요 전략의 하나인 억제(deterrence)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행위자로 하여

금 어떤 행동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우

리가 어떤 행위자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위협을 이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

여금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5) 토마스 쉘링

(Thomas Schelling)에 따르면, 억제는 대비를 해놓고, 또는 장을 마련해 놓고 

– 예를 들어, 인계철선, 지뢰 등을 설치하고, 이를 알리고, (선을 넘을 경우) 책

임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 기다리는 개념이다.6) 즉, 행동의 시작은 상대방에게 

달린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일컬어, 쉘링은 억제의 상태는 행동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relinquishing the initiative’) 것이라고 표현하였다.7) 일

반적으로, 억제를 위한 위협이 실현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다. 상대방이 

우리 측에서 억제하고자 하는 행동을 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위협이 실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억제의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우리 측에서 공약한 위협이 

실현되지 않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억제는 현 상태(status quo)를 보존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억제와 비교하여 구분되어야 할 개념으로 또 다른 강요 전략의 하나로 분류

될 수 있는 강제(compellence)가 있다. 물리적 힘이 아닌 영향력(influence)이

라는 점은 억제와 동일하지만, 다른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억제와 다르다. 다시 말해, 강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3) Lawrence Freedman, ed., Strategic Coercion: Concepts and Cas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4) Freedman, Deterrence, p.26. 

5) Patrick M. Morgan, Deterrence: A Conceptual Analysi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77). p.19.

6) Thomas C.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66). p.71.

7) Ibid.,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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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하거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

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행동이나 노력을 멈추게 하는 경우나 이미 실시한 행

동의 결과를 철회(예를 들어, 점령한 지역을 포기하고 후퇴)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모든 경우, 억제와 가장 다른 부분은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 내가 먼저 행동을 해야 하고, 그 행동은 일반적으로 

상대방 행동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을 때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이유

로 강제는 억제와는 달리 언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기한’의 

개념을 포함하게 된다. 결국, 강제는 현 상태(status quo)를 변화시키려는 의

도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국제정치학에서 억제 이론(deterrence theory)은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합리

성(rationality)을 전제로, 게임이론의 틀을 활용하는 합리적 억제 이론

(Rational Deterrence Theory)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들도 적

지 않지만, 냉전 기간을 통해 이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연구들이 나왔으며, 기

간 중 미국 안보전략의 근간을 이룬 개념적 틀이 되기도 했다.8) 사실상, 이러한 

억제 개념이 현대 국제체제에서 주요한 군사전략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미

국과 소련 두 강대국이 대치하던 냉전시대였다. 서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엄청

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고통에 대

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서로에 대한 공격을 막는 것이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개념

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군사전략은 더 이상 군사력을 이용하여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폭력의 잠재적 영향력을 이

용하여 외교적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관련된 개념이 된 것이다.9) 

억제 이론의 핵심에는 기대효용(expected utility) 또는 이익을 언제나 극

대화 하려는 미시경제학적 (합리적) 행위자의 모델이 있다. 예를 들어, 합리적

인 행위자인 상대방 국가 B는 국가 A에게 도전함으로써 얻는 결과를 계산할 

수 있고, 그러한 도전에 대해 A국가가 보복을 했을 때(그리고 그 보복이 신뢰

도가 높을 때) 얻는 결과를 다시 계산하여 비교할 수 있다. B국가가 도전을 했

을 때 A국가가 그에 대한 보복을 한다면, 그 보복으로 발생하는 B국가의 피해

8) 합리적 억제 이론(Rational Deterrence Theory)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 배경을 위해서는 다음 문

헌을 참조한다. Thomas C.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1960). 억제이론이 미국 안보 정책에 적용된 배경과 역사를 위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한다. Alexander L. George and Richard Smoke, Deterrence in American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and Lond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9)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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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국가의 행동에 대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특

성으로 인해, B국가는 A국가에게 도전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도전을 할 것이고, 비용이 더 크다면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B국가가 

비용이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A국가의 입

장에서는 성공적인 억제의 결과인 것이다.10)

2.�억제의�형태(Typology)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의 억제를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먼

저, 패트릭 모건(Patrick Morgan) 박사의 가장 고전적인 분류로서, 직접적 억

제(immediate deterrence)와 일반적 억제(general deterrence)를 들 수 있는

데, 이는 억제가 사용되는 안보상황과 행위자의 의도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있

다. 먼저, 직접적 억제는 어떤 국가가 상대 국가에 대해 군사력을 이용한 공격

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그 상대 국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격이 시

행되는 경우 즉각적인 군사 보복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위협을 이용하는 

상황과 관련된다.11) 일반적 억제는 상대 국가들이 서로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 

적용된다.12) 따라서, 직접적 억제 상황에서는 행위자들의 억제를 위한 보다 적

극적이고 긴급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효과나 결과가 바로 드러나는 

특성이 있다. 반면, 일반적 억제는 물리적인 적대행위는 위험하다는, 즉 전략

적인 상황평가를 서로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실제 무력 사용을 예방하는 특징이 

있다. 냉전기간 중 유지되었던 미국-소련 간의 ‘긴 평화(long peace)’는 이러

한 일반적 억제가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프리드만 박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적 억제는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 속에 위험의 내면화를 

통해 억제가 이루어지는 내면화된 억제(internalized deterrence)와 관련이 있

다고 설명한다.13) 

10) 억제와 관련된 기대효용과 비용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론적 논의는 다음 문헌을 참고한다. 

Glenn H. Snyder, Deterrence and Defense: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pp.9-30. 

11) Morgan, Deterrence: A Conceptual Analysis, pp.33-42. 

12) Ibid., p.43. 

13) Freedman, Deterrence,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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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억제를 달성하는가에 따라, 거부를 통한 억제, 또는 거부적 억제

(deterrence through denial)와 징벌을 통한 억제, 또는 징벌적 억제(deterrence 

through punishment)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거부적 억제는 기본적으로 제

어(control)의 요소를 포함하는 강요전략(coercive strategy)로 볼 수 있는데, 지

상, 해상, 및 공중 전력 등 재래식 군사력을 이용한 대비태세로 상대방의 공격행

위를 억제하는 상황에 해당된다. 결국, 거부적 억제는 상대국가가 목적(영토 점령 

등)을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나 가능성에 대한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14) 징벌적 억제는 강요(coercion)의 요소가 지배적인 방법으로

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피해 또는 비용의 계산에 영향을 준다.15)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공격한다면 핵무기를 이용한 보복공격으로 대응할 것이

라는 위협 등이 여기에 속한다. 결국, 거부를 통한 억제는 거부 능력을, 징벌을 

통한 억제는 보복 능력이 확실히 갖추어 져야 상대방에게 신뢰성 있는 억제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기간에 발전된 미국의 억제정책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자국 중심 억

제(central deterrence)와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의 구분이 있다. 

자국 중심 억제는 자국의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때, 즉 핵심적인 

국익이 손상을 입었을 때, 핵을 이용하여 대응한다는 개념이며, 확장 억제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에도, 핵을 이용하여 보복한다는 것으

로서, 흔히, 핵우산(nuclear umbrella)이라고 불리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물

론, 모든 동맹국들이 확장 억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서부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이 대표적인 미국의 확장 억제의 보호를 받고 있다.16)

추가적으로, 기준(norms)을 기반으로 한 억제의 개념도 생각해 볼 수 있

다. 강압적인 위협의 영향력으로 인해 억제가 실현될 수도 있지만, 행위자들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적절한(appropriate) 방식의 행동, 또는 정당성

(legitimacy)을 가진 행동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특정한 방식의 행동을 하지 않

게 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범죄 행위들을 하지 않게 되는 과정은 국가의 

법 집행의 영향도 있지만, 행위자들 자체에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내면화된 기준(norms)이 형성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서 화학무기 

사용(1차 세계대전 후)이나 핵무기 사용(2차 세계대전 후)을 터부(taboo)시 하

14) Snyder, Deterrence and Defense, p.15. 

15) Ibid. 

16) Freedman, Deterrence,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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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생겨난 것도 국제사회에서 적절한 방식의 행동에 대한 기준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17) 이러한 영향으로 어떤 국가가 국제사회의 시각과 그로 

인해 자신들에게 돌아올 국제관계에서의 불이익 등을 의식하여 핵무기나 화학

무기 사용을 주저하게 된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을 기반으로 하는 억제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8)

Ⅲ.�억제의�요소� :�시행측면의�접근

그렇다면, 성공적인 억제를 위해 어떤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국제

정치학이나 안보학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먼저, 상대방이 무력 

도발을 해왔을 때, 상대방에게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

력(capability)을 실제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내가 공격당했을 때는 반드시 이

러한 능력을 이용한 보복을 통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의지

(resolve)가 있어야 하며, 그 의지가 상대방에게 전달(communicate)되어야 한

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이러한 우리 측의 능력, 의지 등을 포함

한 위협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더라도 그것을 상대방이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억제가 실제로 달성되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인식(perception)에 달

려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상대방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는 그 신뢰도

(credibility)로 귀결된다. 사실, 능력이나 의지, 전달 등의 요인들은 종합적으

로 얼마나 우리의 억제가 상대방에게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지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억제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포괄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억제의 신뢰도가 증대될까? 이에 대한 다양한 가

설들과 입장이 있다. 폴 후스(Paul Huth)는 이러한 가설들과 검증 결과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는데, 필자는 본 절에서 후스가 제시한 분류 방식을 기반으

로 억제를 위한 신뢰성 증대 요인을 설명하려 한다.19) 첫째는, 군사력의 보유 

17) Richard Price and Nina Tannenwald, “Norms and Deterrence: The Nuclear Weapons Taboo,” 

in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pp.114-53. 

18) Freedman, Deterrence,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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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배치 상태이다. 우리의 억제력이 적에게 신뢰성이 있으려면, 먼저, 적이 공

격을 해왔을 때 대응 및 응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

다. 성공적인 억제를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를 군사적으로 공격한

다 하더라도 신속한 승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어샤이머(Mearsheimer) 교수는 적이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확신할 때, 억제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20) 이러한 논리로 그는 러

시아의 재래식 공격에 대한 억제력 증대의 일환으로 러시아 지상군의 돌파작

전을 최대한 어렵게 만들기 위해 나토(NATO)군의 전방 사단 병력(특히, 체코

-독일 국경 지역의)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군사 대비태세

는 앞서 소개한 거부(denial)의 요소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시그널링(signaling)의 문제와 관련된 협상행위(bargaining behavior)

의 특징을 들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억제를 달성하려는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외부의 도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익이라

는 점에 있다. 실제로는 그러한 능력이나 의지가 없더라도, 공격 또는 도전을 

고려하는 적의 입장에서는 방어하는 측이 이러한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면 도

전을 미연에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과장되게 포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억제를 달성

하려는 모든 행위자들의 행동방식이라면, 적의 입장에서는 방어자의 결연한 

의지가 과장된 허풍(bluffing)일 수도 있다고 무시하고 공격을 시작할 수도 있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방어자가 표출하는 강력한 대응의지가 실제 능력과 

의지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적인 허풍인지를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것

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어자는 자신의 대응의지가 실제라는 

신호(signal)를 보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그널링(signaling)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합리적 억제이론

가들이 제시한 방법으로 값비싼 시그널링(costly signaling)이 있다. 값비싼 

시그널링이란 외부의 위협에 대해 우리 측의 비용이나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

을 보임으로써 이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

는 신호를 적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한 방편으로, 쉘링

19) Paul K. Huth, “Deterren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Empirical Findings and Theoretical 

Debat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 25-48, June 1999. 

20) John J. Mearsheimer, Conventional Deterren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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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lling)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을 극대화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

력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술을 제시하였다.21) 예를 들어, 아군을 향

해 전진해오는 강력한 적이 있고, 아군의 후방에는 다리가 놓여 있다고 가정하

자. 적은 우리가 후퇴하여 다리를 이용하여 도주하기를 바라며 계속 전진해오

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때, 아군이 그 다리를 불태워버린다면, 이러한 행동은 

전진해오던 적군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리를 불태워버린 이상, 아군

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죽을 각오로 적군과 상대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배수의 진을 치는 상황이며, 이렇듯 모든 것을 거는 

상황을 창출함으로써 우리의 대응의지는 실제로 행동에 옮겨질 것이라는 메시

지를 보내는 것이다.22) 

셋째, 과거로부터의 평판(reputation)이다. 도전(또는 공격)하는 국가는 그 

대상 국가가 과거로부터 외부 도전에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지에 대한 평판을 

고려하여 공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23) 예를 들어, 대상 국가가 과거에 

외부 침략에 대해 강력히 대항했다면, 공격하는 입장에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므로, 도전이 어려울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았다면, 비교적 적은 희생이 

예상됨에 따라 도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대상 국가가 역사적으로 국

제 분쟁이나 전쟁에서 취했던 행동 경향이 도전하는 국가의 공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나단 심소니(Jonathan Shimshoni)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무력의 사용이 억제

의 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24)

Ⅳ.�북한에�대한�억제가�왜�어려운가?

지금까지 살펴본 억제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억제의 형태와 요소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이 처한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 군사위협에 대한 

21)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Chapter 2.

22)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p.43.

23) 억제의 효과와 평판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pp.35-43. 

24) Jonathan Shimshoni, Israel and Conventional Deterrence: Border Warfare From 1953 To 

1970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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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가 왜 도전적인 과제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현재의 남북관계의 

특성상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부족과 이에 따른 공통 지식(common knowledge) 

형성이 제한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억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위를 상대방이 했을 때,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응징 보복을 가할 수 있

는 능력(capability)이 있고, 이러한 힘을 사용할 의지(resolve)가 있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전달(communicate)되어야 한다. 한국이 아무리 효과적인 무기체

계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사용할 의도가 있더라도, 이 사실을 북한이 모르

고 있다면 이러한 한국의 무기체계와 사용의도로 인한 억제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한국이 어느 정도의 힘을 보유하고 있고, 그 힘으로 인해 

북한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양국 간의 공통된 지식이 되어야 

억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냉전 기간 중 미국-소련 간 안정적인 억제효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핵무기의 파괴력과 그로 인한 상호 공멸(共滅)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도 있지만, 양국 리더 간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했었다. 예를 들

어, 쿠바 미사일 사태 중에도, 미-소 리더들은 메시지를 교환하고, 공개 또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상호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다.25) 하지만, 남북 

관계는 안보정책 측면에서 이러한 명확한 대화와 교감을 기대하기 힘들다. 무

엇보다도 국가대 국가로 상대방 존재의 정당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상호 공식적인 외교관계도 부재한 상황이다. 위기 상황 고조시 해당 국가의 

리더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 현실적인 분위기를 전파하는 가

장 핵심적인 역할은 그 국가에 파견되어 있는 외교관들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될 무렵, 미국이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도 당시 소련에 외교관으로 주재하던 조지 케난(George 

Kennan)이 소련의 공격적인 팽창정책 성향을 미국에 정확히 알린 것으로부터

였다. 남북 관계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명확

히 전달하기 힘들 것이며, 다만, 북한이 이를 알게 하는 방법은 매체를 통한 사

실보도나 전략 커뮤니케이션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제한될 것이다.

25) Emanuel Adler, “Complex Deterrence in the Asymmetric-Warfare Era,” in T.V.Paul, 

Patrick M. Morgan & James J. Wirtz eds., Complex Deterrence: Strategy in the Global 

Age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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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북한에 대한 억제는, 특히 핵과 미사일 관련하여, 억제와 강제의 역

학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상황이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억제는 기한의 개념 

없이 상대방이 우리가 원치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개념이고, 강제는 

기한의 개념을 포함하여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개념이

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연결시켜 보면,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험(물론, 다른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도발을 포함하여)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

해야 하며, 동시에 지속적인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강제

해야 한다. 패트릭 모건(Patrick Morgan) 박사도 북한의 상황은 억제정책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강제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이

라고 평가했다.26)

억제와 강제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

방이 행동하도록 하는 전략도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억제를 위해서

는 강력한 위협이 가장 효과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UN 등을 통한 국제적

으로 형성된 행동기준(norms)이 북한의 행동을 자제시킬 수도 있다. 강제를 

위해서는 위협으로도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지만, 보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

시함으로써도 가능하다. 결국, 억제와 강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조합이 더욱 많아지며, 그에 따른 많은 변수가 발생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요소들로 인해 한 가지 최선의 정책을 결정해

서 추진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만일, 이러한 정책방향이 보수나 진

보 등 정치성향과 연결되어 국내 정치적 갈등을 유발한다면, 더욱 복잡한 상황

이 될 수도 있다.

셋째, 또 다른 복합적 요소로, 북한에 대한 억제는 일반적 억제와 직접적 억

제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남북 관계가 임박한 시일 내에 군사력을 이용한 

상호 공격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군사력 대비태세를 느슨하게 한다면 안전

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 억제(general deterrence)에 해

당된다. 한편, 정전 이후 지상과 해상의 접적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군사적 충

돌과 교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적 억제(immediate 

deterrence)도 남북관계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27) 

26) Patrick M. Morgan, Deterrence No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3. 

27) 1950년대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북한의 국지도발(접적지역도발, 접적해역도발, 공중도발 

포함)은 총 1,117회에 달하며, 2010~2016년 기간만 보더라도 229회의 국지도발이 있었다. 세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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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일반적 억제의 근간은 한-미 동맹체제로 볼 수 

있다.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54년 11월 17일 미 상

원의 비준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60년이 넘도록 한미 군사동

맹은 한반도의 안보관계를 정의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왔다. 이러한 동맹

관계가 수립되기 전인 1950년, 북한이 한국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과 (한국의 군정을 맡았던) 미국이 일반적 억제에 실패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트루만(Truman) 정부는 대대적인 국방예산 감축을 추

진했고, 더욱이 전략적인 가치가 적다고 평가되었던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계

속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28) 게다가, 미국의 안보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에게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경우, 한반도에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가능성, 그

리고 한국이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경우,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군사행동

을 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29)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독

립 이후 한반도 남쪽의 군정을 맡았던 미군 병력을 지속적으로 주둔시켜 달라

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에 주둔했던 전투 병력

을 모두 철수시켰다. 당시 한국에 남은 미군은 250명의 고문단(KMAG) 병력뿐

이었다.30) 한국군을 위해 남기고 간 무장도 소병기 10만정, (2차 대전에 사용

되었던) 105mm 곡사포 100문을 포함하여 박격포, 바주카포, 기관총 등이 고

작이었다. 한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상황을 우려하여 전차, 자주포, 전투

기 등의 화력이 우수한 무기들은 의도적으로 한국이 보유하지 못하게 했던 것

이다.31) 반면, 당시 북한의 군정을 맡고 있던 소련은 한반도의 군비경쟁을 우

려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북한군이 러시아제 T-34 전차나 전투기 등 우수

한 무기체계로 강력히 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장이었다.32) 

이런 상황에서, 1950년 1월, 트루만 대통령이 대만의 안보(중국 본토로부터

의 위협에 대한)를 관여치 않겠다는 발표를 한다.33) 이는 미국이 동북아시아

의 대표적인 반(反)공산주의 정부인 대만을 포기했던 사건이었고, 이에 따라 

료는 다음 문헌 참조. 대한민국 국방부, 2016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16년 12월. 

28)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America in Korea 1950-1953 (New York: Times Book, 1987). 

Part One. 

29) Ibid. Part Two. 

30) Donald Stone MacDonald. U.S.-Korean Relations from Liberation to Self-Reliance: The 

Twenty-Year Record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2). p.67. 

31) Blair, The Forgotten War. p.44.

32) Ibid. p.45. 

33) Blair, The Forgotten War.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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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어떤 방향이 바뀔지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

던 것이다. 이에 더해, 딘 애치슨(Dean Acheson)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언

급한 미국의 극동지역 전략적 방어 범위에서 한국이 빠져 있던 것이다.34) 요

컨대, 맥도날드(MacDonald)가 주장한 것처럼, 이러한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

약의 감소와 한국의 낮은 군사력 수준이 북한의 침략을 허용한 중요한 요인이

었다.35)

한-미 동맹체제가 확립된 이후, 북한에 대해 강력한 일반적 억제를 유지하

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시스템적인 특성이 직접적 억제를 시행하는데 복잡성

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78년 한미 연합사

령부가 창설된 이후, 연합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이 겸직해오고 있다. <표 1>

에서 보는 것과 같이, 78년 제 11차 SCM에서 합의한 군사위원회와 한미 연합

사령부에 대한 관련 약정(TOR)에 따르면, 연합사는 한국 방어에 대한 책임, 

유엔사는 정전협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각각 수행하고, 이 두 부대 상호간에는 

지원 및 협조관계로 규정하였다. 

<표 1> 1978년 한미연합사 관련약정(TOR) 및 전략지시 제1호

구 분 관련약정(TOR) 전략지시 제1호

체결일시
Ÿ 1978. 7.27(제11차 SCM)

  * MCM에 전략지침 및 지시제공

Ÿ 1978. 7.28(제1차 MCM)

  * CFC에 작전지침 및 전략지시 제공 

대표
Ÿ 한국: 노재현 국방장관

Ÿ 미국: 브라운 국방장관

Ÿ 한국: 김종환 합참의장

Ÿ 미국: 존  스 합참의장

주요내용

Ÿ MCM의 임무, 기능, 편성

Ÿ 연합사의 임무, 기능, 편성 및 사령

관/부사령관 기능

Ÿ 유엔사와 연합사의 관계 정립

  - 유엔사: 정전협정 준수

  - 연합사: 한국 방어

  - 관  계: 지원 및 협조

Ÿ 연합사령관에게 임무 부여

  - 한국 방어 책임

  - 서울 방어의 중요성 강조

Ÿ 전/평시 연합사와 예하 구성군간 

  지휘관계 명시

Ÿ 전/평시 연합사 작전통제부대 목록 

하달

Ÿ 군수지원은 자국 책임 명시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 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신오성기획

인쇄사, 2002). p.598.

34) Ibid. p.54. 

35) MacDonald, U.S.-Korean Relations from Liberation to Self-reliance.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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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복잡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사령관이 동일한 지휘관이라는 사실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억제와 응

징에 집중해야 하는 전투임무와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없는지 

지켜보고,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정전관리 임무의 성격상 상충되

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어떤 역할과 임무에 우선순위를 둘지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 합참의

장이 연합사령관과 공조통화를 한다면, 이것은 과연 연합사령관과 논의를 하

는 것일까, 아니면 유엔군 사령관과 논의를 하는 것일까? 게다가, 유엔사 규정

에 따르면, 전투부대인 연합사령부와 예하 구성군 사령부들도 유엔군 사령부

의 정전협정 준수 책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36) 다시 말해, 아무리 한국 방

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연합사령관이라도 자신이 쓰고 있는 또 다른 모자, 즉 

한측이나 북측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먼저 제도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물론, 

정전상태 유지가 목적인 유엔군 사령관으로서의 임무도 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평가하는 전략상황에 따라 - 때로는 신속한 무력대응 또는 

강력한 대응태세유지가 필요할 때도 – 동일한 입장으로 평가하고 행동하는 것

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도발하는 측이 알고 있다면, 이는 일종의 제도적 안전장치로 

생각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적정 수준 이하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유엔사

의 정전 유지 역할이 가동될 것이고, 한국은 북한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힐 

만한 행동은 독자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을 통해 지속적인 도발을 도

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학은 앞서 논의한 억제의 특성과 요소 측

면에서 볼 때,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러

한 평판을 쌓는 데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억제는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을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약해

질 수 있다. 살라미 전술의 핵심은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않을 정도, 또

는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변화를 꾀하면서 차츰차츰 자신의 목표로 다가

가는 것이다.37) 예를 들어, 어선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북한 해군 함정이 

NLL 근처에 접근하거나 미세한 월선을 하였을 때, 한측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

36) United Nations Command Regulations 551-4. Military Operations: Compliance with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4 June 2015. 

37) 살라미 전술에 대한 설명은 다음 문헌을 참조한다.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pp.66-68.



북 핵ㆍ미사일 시대의 억제전략 : 도전과 나아갈 방향 / 이상엽  247

지 않았을 경우, 다음에도 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차츰 

북한 선박이 NLL을 월선 하는 일에 무감각해지게 되며, 결국은 NLL이 유명무

실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상이나 공중에서 병력이

나 무인기 등을 이용하여 DMZ 상에서 크지 않은 도발을 지속할 경우, 한국은 

그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고, 대응을 하

지 않으면 그러한 도발이 상습화되는 딜레마를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습적이고 일상적인 북한의 도발은 한국이 그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

이고,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곤란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억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억제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 살

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이 지향해야 

할 억제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Ⅴ.�억제전략의�방향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향은 억제의 개념적 특성과 요소, 그

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을 고려한 (우리 실정에 맞는) 포괄적

인 억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입장에서 냉전기간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이 추구했던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억제전략을 모

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 국가들을 

상대로 과감한 군사력 사용을 통한 억제를 추구했던 것도 한국이 현재 국제안

보상황에서 실현가능한 전략이 아닐 것이다. 현실적인 억제 전략을 위해서는 

국제안보상황이나 국제사회의 추세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주변국 관계, 남

북관계의 특성, 남북의 군사력 현황, 국내외 인식 등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

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 구체적인 억제 방안을 논하는 

것은 추후 별도의 논문을 통해 논의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커다란 

방향만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 억제를 위한 위협의 대전제는 실현 가능한 위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억제의 요소 중 신뢰도(credibility)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과연 무엇이 

실현가능한 위협일까를 생각해보더라도 다양한 세부 원칙들이 파생될 수 있다. 



248  STRATEGY 21, 통권 41호 (Spring 2017년 Vol. 20, No. 1)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능력(군사력) 측면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실제 시행 가능한, 검증된 응징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이 글을 통해 특히 강조하고 싶은 측면은 앞서 언급한 ‘기준

(norms)’을 기반으로 한 신뢰도의 제고(提高)이다. 다시 말해, 적이 도발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우리의 위협이 국제법이나 국제적 기준(international 

norms), 교전규칙 등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적절

한(appropriate) 행동들에서 벗어나는 군사행동 등을 한국이 북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천명한다면 그 위협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

에서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과연 한국이 그러한 행동을 실제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도발이 시작된 

주변에 있는 전력 또는 다른 지역의 표적에 대해 공격을 할 것이라는 위협은 신

뢰도를 의심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실제로 집행은 가능하겠지만,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한 교전규칙 측면에서 정부와 한국군의 수뇌부가 이를 위반하면서

까지 무리한 군사행동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은 조심스러워진다. 

둘째, 북한의 재래식 국지도발과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도발에 대해 

차별성 있는 억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재래식 전력을 이용한 국지도발과 같

은 경우, 억제의 요소가 명확하다. 예를 들어, 북한선박이 NLL을 넘는 경우, 

또는 우리 전력에게 도발을 할 경우, 한국도 재래식 전력을 이용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명확한 위협을 통해 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

지만, 앞서 논의한 것처럼, 북한의 WMD/미사일 관련 위협은 억제와 강제의 

요소가 모두 관련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행위

를 못하도록 해야 하는 측면(억제)도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보유해온 

WMD/미사일 노선을 포기하게 해야 하는 측면(강제)도 있다.38) 

국지도발에 대한 억제와 WMD/미사일 관련 억제의 차이점을 몇 가지 생각

해 볼 수 있다. 전자는 ‘만일 적이 A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B라는 보복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위협을 전달함으로써, 징벌을 통한 억제(deterrence through 

punishment)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국지도발 대비를 위해 거부를 

통한 억제(deterrence through denial)도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국지도발

38) 앞에서 논의했듯이, 일반적으로 강제(compellence)에는 언제까지 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기한의 

개념이 포함되지만, 북한 WMD/미사일의 사례에는 명확한 시한을 주고 그 행동을 강제하기 어렵

다는 측면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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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아무리 한국이 철통같은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어 거부적 억제를 달성

하려 해도 예상치 못한 기습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따라서 확실한 응징 

보복 등 징벌을 통한 억제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WMD/미사일 도발의 경우, 징벌을 통한 억제 뿐 아니라 거부를 통한 억제

의 역할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경우, 

한-미 공조를 통해 무력시위를 집행하거나 경제 제재 조치, 또는 북한 선박 감

시 강화 등의 징벌을 통한 억제 노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이다. 한편, 평시 북한이 WMD와 미사일 

개발을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부

를 통한 억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들의 미사일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검

증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종말

단계 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는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WMD 개발이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억제장치가 아니라, 무력충돌이 있을 때 한-미 동맹과 UN 

연합군은 북한의 WMD 시설 확보를 위해 오히려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군사행

동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인식을 전달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측면 때문에, 패트릭 모건(Patrick Morgan) 박사는 북한 같은 국가들이 핵무

기를 갖는다고 해서 결코 억제가 신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39)

순수한 억제상황과는 달리 상대가 WMD/미사일 노선을 포기하도록 강제하

는 경우에는 타협이나 보상과 같은 조건부 행동을 제시할 수 있다. 핵/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 강도 높은 위협적인 대응 또는 조치를 한 후, 협상을 통해 상

대를 한 발 물러서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의 도발에 대해, 심리전(전

방지역 대형스피커 방송 등)을 개시한 후, 그들의 중지 요청이 있을 때, 협상을 

시작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평시 직접적 억제(immediate deterrence)를 위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제 2의 한국전

쟁이 없었다는 사실은 한미 동맹이 북한의 전면전에 대한 일반적 억제(general 

deterrence)를 성공적으로 유지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미 동맹이 

북한의 침투와 국지도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39) Morgan, Deterrence Now.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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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구조적인 특성 외에도 평시 및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국군의 지휘통제를 위한 제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또 변화하고 있는 만

큼 복잡성도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북한의 국지도발과 WMD/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협력의 

긴밀도를 더욱 증대시켜나가야 한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2013년 3월 22일 한국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 간에 서명한 한
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과 같은 노력이 매우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40) 

물론, 북한의 예기치 못한 도발에 대해, 한-미 군 리더십 간 어떻게 효율적으

로 즉각적인 대응을 발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는 양측 간에 지속

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북한의 WMD/미사일 관련 억제 및 강제를 위해서는 한미 군사 협력은 더 한

층 깊어져야 한다. 미국이 1990년대부터 서서히 이슈화되던 북한의 핵 및 미사

일 위협을 실제로 현실화되겠느냐는 의심 어린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면, 2017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정한 가장 심각한 국제안보문제로 다루고 있을 정

도로 이제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치명적인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은 한미 군사동맹의 시각에서 보면, 그 협력정도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북한의 WMD이나 미사일 등의 위협을 양국이 다루려면 과

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상호 공유나 협력해

야 할 분야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정

보, 작전(사이버 포함), 군수 등 협력과 공조의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냉전기간 중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미국의 특정 핵

무기 사용에 대해 위급한 상황에서는 일본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공동 조정통

제(dual-control)까지 논의할 정도로 긴밀했다고 한다.41)

넷째, 전력발전 및 유지 차원에서, 북한보다 선진 기술력 발전에 기반을 둔 

스마트한 억제(smart deterrence)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패트릭 모건

(Patrick Morgan) 박사는 군사혁신(RMA: Revolutions in Military Affair)이 

가져오는 억제효과에 대해 역설하였다.42) 대표적인 수단으로 정밀 유도무기를 

40) 김철환,한미 “北 국지도발 강력 대응”: 정승조 합참의장ㆍ서먼 연합사령관 ‘공동 국지도발대비

계획’ 서명 발효, 국방일보, 2013년 3월 24일자.

41) 미국의 일본 전문가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교수의 언급 내용. 미 컬럼비아 대학 국제관계

대학원(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2006년 가을학기 수업(US Relations with 

East Asia)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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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과거의 전쟁 수행 방식은 적의 중심을 공격하기 전에 이를 방어하

고 있는 적의 방어 전력들을 모두 섬멸해야 했다. 정밀 유도무기가 등장하면

서, 그러한 소모적이고 ‘순차적’인 방식이 아닌 ‘평행적’ 방식을 추구하는 효과

기반 작전(effects-based operations 또는 EBO)이 가능해졌다. 평행적 방식

이란 적의 권력 유지나 전쟁 지속을 위한 핵심 시스템들(지휘부, 전력공급시

설, 통신시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공략하는 방식을 말한다.43) 이러한 평행

적 방식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적의 모든 전력을 괴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력

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여 핵심노드(node)를 공략함으로써 정치적인 목적 등 구

체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최근의 예로, 2017년 4월, 시리아 정부가 자국 국민에 대해 화학무기 공격

을 감행하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구체적 표적, 즉 화학무기 공격을 실시한 시

리아 공군기들의 기지(방공호, 활주로, 레이다 시설, 연료저장시설, 탄약고 등

을 포함한)를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때 사용된 타격 수단은 지중해에 위

치해있던 미 구축함 2척으로부터 발사된 59발의 토마호크(Tomahawk) 유도 미

사일이었다.44) 민간인의 피해나 의도하지 않은 동반 손상(collateral damage)

은 거의 없었다. 만일, 유사시 한국군이 정밀유도무기를 이용하여 적 지휘부나 

적의 문제 전력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고, 한국 정부가 이러한 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사실이 적도 인지하고 있는 공통 지식(common 

knowledge)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력 발전을 통한 억제는 재래식 정밀유도무기뿐 아니라, 사이버, 전자

기, 레이저, 그리고 무인항공기나 무인잠수정 같은 무인 시스템 등 다양한 종

류의 미래 전쟁수행방식이나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통해서도 구현이 가능하

다. 이들 중 하나의 예로, 최근 미국의 한 언론매체는 미국이 오바마 정부를 시

작으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오고 있

다는 보도를 하였다.45)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사이버 공격

을 이용한 내부적 조작을 함으로써 발사를 원활하지 않게 만들거나 발사를 실

42) Morgan, Deterrence Now, pp.203-237.

43) Brigadier General David A. Deptula, Effects-Based Operations: Change in the Nature of 

Warfare (Arlington, Virginia: Aerospace Education Foundation, 2001), pp.3-4. 

44) Michael R. Gordon, Helene Cooper and Michael D. Shear, “Dozens of U.S. Missiles Hit 

Air Base in Syria,” The New York Times, April 6, 2017. 

45) David E. Sanger and William J. Broad, “Trump Inherits a Secret Cyberwar Against North 

Korean Missiles,” The New York Times, March 4, 2017. 



252  STRATEGY 21, 통권 41호 (Spring 2017년 Vol. 20, No. 1)

패하도록 하는 노력이다. 근래 몇 년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발사 직후 폭

발하는 등 실패로 끝났을 때, 그 뒤에는 실제로 미국 사이버 공격이 있을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이다.46)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로 가능한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기술력에 기반을 둔 군사혁신을 통한 억제는 효과적이기도 하지만, 민간인 

피해나 의도하지 않은 주변 동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국제사

회의 기준(norms)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냉전 시대 

미-소 관계에서처럼,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제가 반드시 핵무기를 통해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기술력의 발달로 북한의 핵시설이나 미사일 

발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등 핵에는 핵이 아니라, 오히

려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수립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군이 최근 북한의 핵공격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위치한 구역에 대량의 미사일 

공격으로 응징한다는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이

라는 작전개념 등은 그러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47) 이러한 개념을 발전시

켜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잠수함, 전투기 등을 이용한 초정밀타격능력

을 더욱 증강시키는 등의 노력도 가능할 것이다. 사실상, 핵무기는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무기가 될 것이고, 보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의 외교관계에는 많은 손상을 가져올 것이다. 비확산 조약(Non-Proliferation 

Treaty)의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북한을 향한 억제뿐 아니라 강제 전략의 기반이 흔들리게 될 가능성

이 높다. 

다섯째, 군사대비태세 측면에서(거부적 억제측면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거부적 억제 측면에서 보

면, 북한이 도발을 하여 한국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낮

추어야 한다. 또는 북한의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수단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

어야 북한의 비용대비 효과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고려한다면, 이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46) Ibid. 

47) Jun Ji-hye, “3 military systems to counter N. Korea: Kill Chain, KAMD, KMPR,” The 

Korea Times, November 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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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북한 미사일 위협은 이제 육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과 수중(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포함하는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대한 대응

은 거부적 억제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탄도 미사일에 

대한 미사일 방어 노력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도

입되고 있는 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적의 탄도

미사일이 낙하하는 지역의 최종 종말단계에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안이다. 이

에 더해,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직후의 상승단계부터 중간단계에 요격할 수 있

는 SM-3 요격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시급하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이지스

(Aegis) 구축함들에게 요격능력을 보강함으로써 활용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노력은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도 

필수적일 것이다.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해서는 미사일 방어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더욱 어

려워진다. 수중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탐지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핵심은 북한의 미사일 잠수함을 공략하는 대잠전(ASW: Anti-submarine 

Warfare)이며, 이 대잠전 노력을 국가차원 또는 국방부, 합참 차원의 관심 분

야로 격상시켜야 한다. 대잠전은 해군의 한 성분작전이지만, 북한 (핵)미사일

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적, 전략적 차원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냉전 기

간 중, 미국은 소련의 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였다. 예

를 들어, 1980년 한 해의 대잠전 관련 예산만 해군 전체 예산의 16%인 70억 

달러에 달했다. 게다가, 당시 대잠전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미 해군 예산의 

20% 정도가 책정되어 있었다.48) 또한, 소련의 전략잠수함의 움직임을 지속 추

적하기 위해, 작전지속능력이 뛰어난 핵추진잠수함과 대잠항공기, 그리고 고

정형 해저 센서 등을 적극 운용했을 뿐 아니라, 위성과 같은 국가급 자산을 동

원하는 등 총체적인 노력을 집결하여, 이것을 전략대잠전(Strategic ASW)라고 

칭했다.49) 현재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한 

핵심적인 이유도 뛰어난 잠항항해 능력을 이용하여 소련의 SLBM 탑재 잠수함

48) Joel S. Wit, “Advances in Antisubmarine Warfare,” Scientific American, Vol. 244, No. 

2(February 1981). pp.31-32.

49) 냉전기간 중 미국의 전략대잠전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른 논문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박남

태, 이상엽, “냉전기 미국의 전략대잠전 연구: 美 해군의 구소련 SSBN 대응작전,” 21세기 해양

안보와 국제관계: 갈등과 협력 그리고 경쟁 (2017년 5월 북코리아 출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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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움직임을 수중에서 지속 감시하고 추적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북한의 이러한 위협들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와 전력을 지금 준비

하지 않으면, 한국은 전략적 열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 한국 전쟁 때, 

북한의 기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고, 한국 전쟁 이후에도 북한의 급격한 

잠수함 전력 증강이 있었지만,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 전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미국도 90년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

할 때,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현재는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위

협이 되어버렸다. 현재 개발단계인 북한의 SLBM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닥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최악

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잠항능력이나 작전지속능력이 향상된 신형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군은 이러한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략적 수준의 대잠전을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억제의 시행측면에서, 신뢰도(credibility)와 평판(reputation)

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는 특히, 징벌을 통한 억제(deterrence through 

punishment)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상대방이 어떤 선을 넘으면, 

그에 대한 응징을 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면 그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이행되지 않는다면,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한 대응을 못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신뢰도와 주위로부터의 평판에 영향을 주어 상대

방의 장차 계산과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2012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시

리아 정부에게 자국 국민들을 표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며, 이 경고선(red line)을 넘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

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시리아 정부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오바마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50) 이에 대해 미국 국내외에서는 

미국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강한 비난을 받았다. 반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외교 안보 분야에서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부에 실제 정밀타격을 실시한 데 대해 

안보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군

의 행동은 북한 뿐 아니라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50) 관련 사실은 다음 보도를 참조한다. David E. Sanger and Eric Schumitt, “U.S. Shifting Its 

Warning on Syria’s Chemical Arms,” The New York Times, December 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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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 한다. 이렇듯 관찰된 한국의 행동은 국제관계 역사에 남는 사례가 되

며, 이러한 사례가 누적되면 그것은 한국의 평판으로 각인이 되어 장차 북한의 

도발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Ⅵ.�결론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억제의 이론과 시행측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국제안보환경을 고려한 포괄적인 억제전략의 수립이 필요함을 역설하였

다. 이를 위해 먼저 억제의 개념적 특성과 형태를 살펴보았다. 억제는 강요전

략(coercive strategy)의 하나로서 강제(compellence)와는 비교되는, 그리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위협을 통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

지 못하게 하는 개념임을 살펴보았다. 억제의 형태로는 직접적 억제-일반적 

억제, 거부적 억제-징벌적 억제, 자국 중심 억제-확장 억제, 그리고 기준

(norms) 기반 억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효과적인 억제를 위한 요소로서 능력

과 의지를 갖추고, 이것이 전달되어야 함을 논의하였고, 이러한 위협에 대한 

신뢰도(credibility)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억제에서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협들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인식(perception)되

어야 효과가 발생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한반도와 국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에 대한 억제가 왜 특히 

힘든지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먼저, 남북 관계의 특성상 상호 직접적인 커뮤

니케이션의 부족으로 인해 억제를 위한 공통 지식(common knowledge) 형성

이 힘든 측면이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하여 억제와 강제의 필요

성이 공존하는 복잡성이 있다. 일반적 억제(전면전 억제)와 직접적 억제(평시 

국지도발)의 역학과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억제의 

특성상 살라미 전술로 인해 그 효과가 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며, 북

한은 이를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절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바람직한 한국군의 억제전략 방

향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억제를 위한 위협은 실현가능해야 한 것임을 주

장하였는데, 특히, 약간은 새로운 시각으로, 국제 기준(norms)에 위배되지 않

아야 한다. 북한의 국지도발과 WMD/미사일 관련 도발에 대한 차별성 있는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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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평시 직접적 억제(immediate deterrence)를 위한 한

미 연합방위태세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동시에, 한국의 억제전

략은 북한과 비교되는 기술력 발전에 기반을 둔 스마트한 억제를 추구해야 하

며, 북한의 군사위협에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갖추는 대비태세와 전력을 유지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억제를 시행할 때는 상대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가 지켜보고 있음과, 현재의 한국의 행동이 신뢰도(credibility)와 평

판(reputation)이 되어 장차 상대방의 도발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항

을 강조하였다.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본 논문에서 억제와 관련된 모든 측면을 고려하지는 

못했다. 또한, 여기서 제시한 필자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을 것이

라고 믿는다. 하지만, 필자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본 논문을 통해 군을 포함한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 억제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본문 어디엔가에서 역설했듯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WMD와 

미사일 위협은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게 감내할 수 없는 전략적 위협으로 다가

올 것이다. 한국이 80년대부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느냐 마느냐

에 대한 공방을 지속해오는 동안, 북한은 명실 공히 핵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

고,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와 비교하여 

한국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가를 냉철히 돌아보아야 한다. 

북한이 SLBM 기술을 완성하고, 잠항능력이 개선된 신형잠수함에 탑재하게 되

는 날, 한국은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데소스 전쟁사를 통해 말했던 “강자들은 그

들이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

일 수밖에 없다(the strong do what they have the power to do and the 

weak accept what they have to accept).”는 냉정한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현

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51)

51) Thucydides,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translated by Rex Warner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M.I. Finley, New York: Penguin Books, 1972. p.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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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rent Strategy in the era of North Korea’s 

WMD and Missile Threats

: Challenges and the Ways to go

Lee Sang-Yup*5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pen a debate about what kind of deterrent 

strategy the ROK military should pursue in the era of NK’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threats. I argue that the ROK military needs a 

comprehensive deterrent strategy that reflects the international security situations 

and trends and that builds on clear understanding of the basic concepts and 

how deterrence operates. The paper starts with surveying the basic knowledge of 

deterrence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theory and practice. Then, it provides 

explanations on why deterrence against NK can be particularly difficult given the 

security environment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For exampl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rdly share ‘common knowledge’ that serves as a basic 

element for the operation of deterrenc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involves 

complex situations in that both deterrence and compellence strategies may be 

relevant particularly to North Korea’s WMD and missile threats. It also involves 

both immediate and general deterrence. 

Based on the discussion, I suggest several ideas that may serve as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 deterrent strategy against NK. First, our threats for deterrence 

should be the ones that can be realized,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norms. In other words, they must be considered appropriate among other na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cond, there should be separate plans for the 

* Active ROK Navy commander currently serving as executive officer of the ROK Navy 

submarine Hong Beom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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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kinds of threats: one is conventional, local provocations and the other is 

WMD/missile related provocations. Third, we should pursue much closer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U.S. militar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mmediate deterrence in the Korean peninsula. Fourth, the ROK military should 

aim to accomplish ‘smart deterrence’ maximizing the benefits of technological 

superiority. Fifth, the ROK military readiness and structure should be able to 

deny emerging North Korean military threats such as the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Lastly, in executing threats, 

we should consider that the current action influences credibility and reputation of 

the ROK, which in turn affect the decisions for future provocations.

North Korea’s WMD/missile threats may soon become critical strategic-level 

threats to South Korea. In retrospect, the first debate on building a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dates back to the 1980s. Mostly the debate has 

centered on whether or not South Korea’s system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In the meantime, North Korea has become a small 

nuclear power that can threaten the United States with the ballistic missiles 

capability. If North Korea completes the SLBM program and loads the missiles on 

a submarine with improved underwater operation capability, then, South Korea 

may have to face the reality of power politics demonstrated by Thucydides 

through the Athenians: “The strong do what they have the power to do, the 

weak accept what they have to accept.”

Key Word : North Korea, South Korea, Deterrence, SLBM, WMD,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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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원자력은 적은 양의 원료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산업용 전력 생산을 위한 방법으

로 불가피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 결과 지난 몇십 년 동안 세계 어느 나라와도 

견주어 손색이 없을 만큼의 원자력 강국으로 성장해 왔으며 상당한 수준의 원

자력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원자력 기술을 해양부분에 접목시켜 상당수 원

자력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만을 

운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운용중인 장보고급이나 손원일급 잠수함이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기동성, 탑재능력 등에 있어서 원자력 추진 잠수

함에 비해서 열세일 수밖에 없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수함 원자로에 탑재되는 핵연료 확보와 이와 관련된 

국제규정들이다. 다행히 2015년 한ㆍ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면서 20%까지 

저농축 우라늄을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전 동의하에 고농

축 우라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등 원자력 관련 국제규제

들이 변하고 있으며 원자력 기술의 발전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직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도입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지만 수시로 변

하는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상황이나 국제정세의 변화를 고려

해 볼 때 기술적인 가능성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특성과 능력,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현

황에 대해 알아보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가장 큰 제한점인 핵연료를 

중심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핵연료 특성과 확보방안, 그리고 저농축 우라

늄(LEU : Low Enriched Uranium)을 이용한 잠수함의 개발의 가능성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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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원자력�추진�잠수함의�특성�및�능력

1.�원자력�추진�잠수함의�특성

1) 가압경수로

일반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원자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1차 계통과 

2차 계통으로 이루어진 가압경수로(PWR : Pressurized Water Reactor)이며, 

1차 계통은 원자로와 원자로 내의 열을 2차 계통으로 전달해 주는 파이핑 고

리, 주 냉각수 펌프로 구분된다. 1차 계통은 고온에서 기체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해 고압으로 작동된다. 2차 계통은 열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터빈과 응축기, 펌프로 구성되며 1차 계통과 2차 계통은 방사능 누출 방지를 

위해 열 이외에는 섞이지 않도록 완벽히 분리되어 있다. 

추진을 위한 동력은 원자로에서 생산된 증기를 이용하여 기관실에 위치한 

터빈을 회전시켜서 얻어지며, 주요계통은 증기 공급계통, 급수 공급계통, 터빈 

발전기계통, 보조 추진계통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1> 원자력 추진 잠수함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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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기 공급계통

증기 공급계통은 원자로에서 열을 받아 증기를 발생시켜 터빈으로 증기를 

공급하는 계통이다. 주로 증기 배관, 과압방지 계통 및 제어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급수 공급계통

급수 공급계통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해 물을 공급 받아 

사용된 증기를 다시 물로 환원시켜 증기발생기에 물을 공급하는 계통이다.

(3) 터빈 발전기계통

터빈 발전기계통은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한 증기를 이용하여 증기 터빈을 

회전시켜 잠수함에서 필요로 하는 출력을 얻는 계통이다. 터빈은 증기압력에 

따라 고압터빈과 저압터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증기압력이 낮을 경우에는 저

압터빈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4) 보조 추진계통

원자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원자로의 기능이 상

실했을 경우 일반 선박의 추진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 추진계통을 설계

해야 한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원자로가 고장나더라도 수면까지 올라오기 위

한 보조 추진계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부분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안전상의 이유로 축전지를 항상 일정 수준

이상 충전하게끔 되어 있으며 스노클을 위한 장치들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

치들은 주기적으로 점검과 테스트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급상항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원자로 구역의 배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발전기는 원자로와 함께 방사능의 차폐를 위해 원자로 

구역(Reactor compartment)이라는 특정한 공간에 설치되며 함 유형에 따라 

다른 디자인으로 설계된다. 둥근 압력선체로 둘러싸인 잠수함의 구조적인 특

성상 수평의 원통모양이며, 앞뒤로 격벽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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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위치는 사고 시 선원 승객 그리고 원자로 자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학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승객 및 선원 보호를 위해서는 사람

의 활동이 적은 선박의 후미가 적당하지만 원자로 이외에도 상당수 기관장비

들이 함미 쪽에 배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잠수함 설계 시 사람의 활동 영역

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자로 위치는 선박의 중심, 특히 부력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1) 또한 기관장비를 담당하는 

승조원들은 승조원들의 생활공간과 전투정보실 등이 있는 함수부분과 기관장

비들이 있는 함미부분을 이동할 필요가 있어, 원자로 구역 중앙에 방사선이 차

폐된 이동통로가 설정되어야 하므로 원자로 구역은 도넛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림 2>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로 구역

3) 사고 대처 시스템

(1) 화재

물을 냉각재와 감속재로 사용하는 원자로 특성상 격납용기 내부에서의 화

재위험은 무시할 수 있으므로 원자로 외부에서의 화재만이 고려된다. 특히 원

자력 추진 잠수함 경우 보조동력공급을 위한 연료저장소, 기타 구조물에서의 

화재가 고려되고 이와는 별도로 화재를 야기하는 충돌과 어뢰와 각종 탱크 등 

폭발을 동반하는 화재가 추가로 고려된다. 화재대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ㆍ국지적인 화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1) 박군철 등, 2001, 원자력의 해양분야 응용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 과학기술부,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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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화재로부터 원자로 격납용기와 생물학적 차폐체2), 방사성 액체폐기물 저

장탱크를 보호하여야 한다.

ㆍ노심 냉각이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경우는 일반적인 화재방지장치에 의해 만족될 수 있다. 특히 원자

로 격납용기는 물막이댐(Cofferdam)으로 격납용기를 둘러싸는 것으로 보호받

을 수 있는데 이는 폭발사고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용하다. 원자로 구획으로 화

재가 번지는 경우에는 원자로는 정지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노심의 냉각과 

화재진압은 보조 디젤엔진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원자로 주변 사

고 시 원자로 감압 과정은 즉시 시작하게 된다. 이어서 원자로 정지가 이루어

지고 수분 후에는 일차측 자연대류로 잔열제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충돌

충돌에 견디기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는 육상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

하는 세라믹 형태 핵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금속연료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높

이고 있다. 이는 충돌 등에 의해서 핵연료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또

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충돌이 생긴 이후라도 원자로 자체 안전시스템은 계

속 작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잠수함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신뢰도를 높이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충돌의 중요성은 충돌부위가 원자로 구획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충

돌부위가 원자로 구획이 아닌 경우에는 원자로 구획 설계에 적용된 내충돌 구

조에 의해 원자로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다. 또한 원자로 격납용기 

주위로 위험한 충돌이 발생할 확률은 약 0.9%/year 정도인데 이러한 경우에 

원자로 보호방벽은 원자로 격납용기의 파손을 방지해야만 한다.

(3) 침몰

침몰 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자로

가 가동되어야 하며 방사능 오염을 최소화되기 위하여 이후에는 정지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원자로가 가동되어야 하는 첫 번째 조건은 1963년 미 잠수함 

2) 차폐의 목적이 방사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목적이면 “생물학적 차폐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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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셔(Thresher) 침몰이후 생기게 되었으며, 원자로는 안전을 위해 긴급 정

지된 경우에도 50%의 출력으로 3분간 함을 추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

째 조건으로 침몰하는 경우 원자로는 반드시 정지되어야 하고 가능한 경우 액

체 독물질이 노심 내로 주입되어야 한다. 또한 이탈방지장치가 부착된 제어봉 

구동장치(CRDM : Control Rod Driving Mechanism)를 사용하여 갑작스러운 

선박의 위치변화 시에도 제어봉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순환펌

프(MCP : Main Coolant Pump)의 전원공급이 상실되어도 45˚ 경사까지는 자

연순환을 통한 열제거가 가능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의 전복이나 노심 부분 

용융 시에도 원자로 용기 및 격납용기는 핵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4) 방사선 차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방사선 차폐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의 피폭

을 방지하는 목적과 주위 환경, 즉 이차계통 및 추진기관을 통한 외부로의 방

사선 누출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은 중

성자와 감마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의 차폐를 위해서 흔히 물, 납, 철의 

세 가지 차폐물이 사용된다. 방사선 차폐체는 일차 차폐체와 이차 차폐체로 구

분된다. 일차 차폐체는 격납용기의 원자로에 해당되는 부분에 설치되는 것이

며 격납용기 상부와 해치에는 이차 차폐체로 구분되는 납과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되어진 차폐체가 설치되어 있는데 폴리에틸렌은 중성자에 대한 차폐능력

이 우수하기 때문에 납과 함께 사용된다. 원자로 자체에 대한 차폐는 원자로 

용기가 담당하게 되는데, 통상 원자로는 두꺼운 강철로 제작되어져 있으며 내

부에 열 차폐체와 Core Cage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중성자의 경우 강철에 

대한 투과력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폐를 위해 원자로를 물로 둘러싸는 

수격식 구조가 사용된다. 그리고 차폐를 위한 물의 비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

로 용기 주위에 유리면단열과 추가적인 냉각장치를 통해 약 130℉를 유지시키

게 된다. 그리고 차폐능력 유지를 위해 차폐수를 정화계통을 통해 여과하는 구

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여러 항구에 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방사

선 제한규정뿐 아니라 국제규정에도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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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하추종(원자로 출력조절의 용이성)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수시로 속력이 변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추진체계가 

출력을 조절해 줘야 한다. 이는 가압경수로가 출력의 조절이 쉽다는 점에서 대

부분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사용되는 이유이며 가압경수로는 속력이 증가하게 

되면 증기생산량과 원자로 출력 조절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이에 대응하게 

된다. 

하지만 급격한 속력의 변화는 이러한 출력조절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

려운데 이를 위해서 증기덤프 시스템이 사용된다. 즉 터빈의 우회 파이프로 일

정량의 증기를 사용하지 않고 해수로 냉각시켜주어 원자로 자체의 출력을 변

화시키지 않고 속력을 변화할 수 있게끔 조절해 준다.

6) 가볍고 오래 쓰는 핵연료의 사용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연료가 가볍고 부피가 작아야 하며 경제성을 높이

기 위해 오래 쓰는 핵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경제성과 연관되며 잠수함은 

무한정 부피를 늘릴 수도 없고 부피를 늘린다면 추진하기 위한 추진력이 더 필

요하므로 출력과 부피의 문제는 최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 때부터 가장 

어려운 해결과제 중에 하나였다. 또한 핵연료 교체를 위해서는 엄청난 수준의 

육상 교체시설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최근 이를 위해서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

수함 수명과 핵연료 교체주기를 같게 하여 핵연료 교체를 위한 비용을 줄이도

록 설계되고 있다.

7) 선체 요동에 대응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선체는 파도나 잠항, 부상 시에 수시로 변하게 되므

로 원자로가 이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가압경수로는 1차 계통 내에 기체

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선체의 요동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림 3>에서와 같이 증기 발생기 또한 나선형의 구조로 된 전

열관(열을 전달하는 관)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선체가 기울어지더라

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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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나선형 구조의 전열관

 

2.�원자력�추진�잠수함의�능력

1) 기동성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은 37-47km/hr의 속력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도 최대속력은 원자력 잠수

함의 2/3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이러한 속력은 아주 잠시만 낼 수 있

다. 만일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이 최대속력으로 몇 시간만 항해하게 된다면 

즉시 스노클을 하거나 속력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이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속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1/3 수준이다.

최근 개발된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시스템은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의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였지만 AIP 시스템은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 저속인 경우 몇 주, 고속으로 항해한다면 몇 주가 아니라 며

칠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AIP용 연료인 산소와 수소를 전부 사용하게 된

다면 다시 부두에 정박을 해서 충전을 해야 한다. 

만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다른 세력들에게 탐지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뛰

어난 기동성으로 재빠르게 상대의 추적을 따돌려 안전한 지역으로 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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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만 아니라 적이 공격을 하더라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뛰어난 기동성으

로 인해 공격 성공확률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기동성으로 인해 기동부대와 협동작전이 용이

하다.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은 기동성 제약으로 인해 기동부대와 협동작전이 

제한되었다. 중요한 시기에 기동부대와 제한된 협동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

동부대보다 훨씬 먼저 출항하여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기동부대와 작

전이 어려웠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언제든지 기동부대가 원하는 작

전, 즉 적의 잠수함이나 수상함을 탐색하고 공격하거나, 정찰/감시 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2) 탑재능력

선박의 부피, 속도에 따른 전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래 식에서 원자력 추

진 잠수함은 막강한 추진력(P)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부피(V)를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어뢰, 기뢰, 대함/대

지미사일 등을 적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상당수의 특수전 요원

들을 적진에 은밀히 침투시키는 작전도 수행할 수 있다.

<공식 1> 선박의 부피, 속도에 따른 전력의 관계식

  
3)

                      =추진전력(MW)

                     =항력계수

                      =체적()

                      =속력(kt)

만일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에 다양한 임무의 작전을 위하여 많은 양의 무

장이나 부수장비들을 적재하려 한다면 함정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더 많은 추진력을 필요하게 된다.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은 

4,100톤인 일본의 소류(Souryu)급과 3,407톤인 호주의 콜린스(Collins)급을 

제외하고 2,000톤 내외이다.

3) Thomas Domonic Ippolito Jr. “Effect of Variation of Uranium Enrichment on Nuclear

Submarine Reactor Design.” MIT. 1990.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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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엄청난 크기를 가지는데 러시아 타

이푼(Typhoon)급의 경우 배수량이 26,925톤이며 81,600마력 원자로를 탑재

하고 있다.

3) 은밀성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은 깊은 물속에서 디젤엔진 가동을 위한 공기를 얻

을 수 없기 때문에 축전지를 이용하여 추진을 하게 된다. 문제를 축전지 에너

지 효율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매일 일정 횟수 잠망경 심도로 상승하고 디

젤엔진을 작동시켜 축전지를 충전하는 스노클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소음과 열

이 많이 발생하고 수면위로 선체 일부가 노출되기 때문에 항공기나 상대함정

에 의해 노출되기가 쉽다. 

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가동을 위해서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배기가스 또한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물 속에서 거의 무제한으로 항해할 

수 있다. 가끔 통신을 위해 잠망경 심도로 올 수 있으나 이는 상황에 따라서 얼

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으며, 스노클에 의한 열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

잠항공기나 수상세력에 의해 탐지되지 않고 은밀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상대 함정 소나에서 듣는 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음의 3요소는 음원

(Sound Source), 매체/전달경로(Medium), 탐지기(Detector)이다. 원자력 추

진 잠수함에서의 음의 3요소를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농축기술 장  점

음원(Sound Source) 원자로 소음, 터빈, 추진기, 보조기기, 생활소음 등

매체/전달경로(Medium) 잠수함 선체, 바닷물

탐지기(Detector) 상대 함정 소나

<표 1>

이러한 음의 3요소는 세 가지 요소의 평균이 상대 함정에서 듣는 음의 준위

(Level)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3가지의 요소 중에서 하나의 요소만 아주 적

은 값을 가진다면 나머지 요소는 크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

면 음원이 아주 크더라도 매체/전달경로나 탐지기에 의한 영향이 아주 적을 경

우, 즉 음의 전달경로를 차단한다든지 탐지기 성능이 아주 떨어질 경우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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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에서 듣는 음의 준위는 아주 작아질 수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서 음원 자체 소음은 일반적으로 디젤잠수함보다 많

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원자력 추진과 관련된 소음, 즉 항공기

나 고속 함정이 추진할 때 사용되는 터빈의 고주파 소음과 감속기어 소음은 디

젤잠수함의 소음보다 크다. 또한 원자로의 시동과 정지에는 통상 1-2일의 시

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중에서는 원자로는 항상 가동되어야 하며 이러한 소

음은 긴급한 상황(예를 들어 상대 함정에 의해 탐지되었을 경우)이라고 해서 

통제할 수가 없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통상 2-10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선체 내에서 자체소음을 거의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가질 수 있다. 즉 음의 3요소 중에서 매체/전달경로에 의한 영향을 거의 줄일 

수 있어서 상대 함정에서 듣는 음의 준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이

다. 각 장비와 선체와의 간격을 넓이고, 장비와 선체 간에 쇼크마운트(Shock 

Mount)를 설치하며 부품과 부품 연결부위에는 감쇄재(Damping Material)와 

함께 선체 내외부에 흡음재를 설치함으로써 외부로의 소음유출을 차단한다.

초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러한 자체소음 차단기술이 발전하지 않았

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소음 차단기술이 발전함

에 따라 소음 준위는 훨씬 줄어들게 되었으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미 

20-30년 전부터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의 소음준위보다 낮은 수준의 소음수

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림 4> 잠수함의 소음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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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자력�추진�잠수함의�전략적�가치

1) 우수한 수중 추적 및 감시능력

“미국 잠수함 승조원들은 몇 달, 몇 년, 그리고 몇십 년 동안이나 수중에서 

근무하면서 그들의 조국을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 주

었다. 잠수함은 구 소련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끈질기게 추적하였다. 무슨 소리

가 나는지 듣고 그들이 어떤 작전을 하는지 감시하며 언제 전투명령이 내려질 

지 감지할 수 있도록 구 소련의 전략잠수함들을 추적하였다.”

뉴욕타임즈에 연재된 잠수함 첩보전 실화를 엮어 만든 ‘Blind Man’s Bluff

(장님들의 음모)’라는 책에 나온 말이다. 과거 냉전시대부터 미국은 구 소련 원

자력 추진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감시하였다.

잠수함은 깊은 심도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중음향학적으로 다른 대잠

전 무기체계보다 상대 잠수함을 접촉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잠수함이 다른 대

잠전 무기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장점은 적진에 은밀하게 침투하여 

상대 잠수함을 부상 상태에서부터 일대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잠

수함의 항해는 부상에서부터 시작되며, 정박했을 때 잠항잠항 상태인 잠수함

은 없다. 잠수함은 한 척으로도 상대국에 상당한 위협을 주는 무기체계이며 특

히 핵미사일 같은 위협적인 무기를 탑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단 한 척도 놓쳐서

는 안 된다. 부상한 상태의 잠수함은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완벽히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부상상태에서부터 추적을 해야 한다. 

잠수함의 추적을 위해서는 상대 잠수함보다 2~3배(최소 1.5배 이상) 속도

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함 소음이 상대 잠수함 소나에 의해 탐지되지 않아

야 한다. 만일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으로 상대 잠수함을 추적한다고 가정한

다면 상대 잠수함보다 높은 속력을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을 뿐 아니라 하루

도 채 되지 않아 스노클을 해야 할 것이다. 잠수함이 스노클을 한다면 소음이 

발생하므로 상대 잠수함에게 역으로 탐지되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이다. 또한 자신의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상대 잠수함 추적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AIP 시스템을 운용한다고 한다면 스노클 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연장

시킬 수는 있어도 AIP 자체가 일회성으로 AIP를 위한 별도의 연료가 소모되면 

더 이상 AIP를 운용할 수 없으므로 디젤-전기 추진방식의 단점을 완전히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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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최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노틸러스(Nautilus)함 이후 냉전 상대국인 구 

소련에서는 경쟁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해왔으며 영국, 프랑스, 중

국, 인도 등의 나라들도 이에 대응하여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 시작하

였다. 이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추

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북한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할 수 없지만 만일 북한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북한은 우리나라나 미국 등 정상적인 국가와는 무기 도입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 비대칭 무기개발이나 도입처럼 전문가의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북한은 상당수 무기들을 밀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

입하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도입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다목적 수중전략기지

초기 냉전시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전략무기, 즉 핵무기나 대지미사일의 

은밀한 공격수단으로서 강력한 억제전력의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 이러한 원

자력 추진 잠수함 역할이 바뀌고 있다. 현대전에서는 전장환경 변화에 따라 일

부 국가에 한정된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 비정규전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은 원거리에서 작전할 경우 작전기간이 제한되어 연

료와 식량 등을 재보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가정해 보

았을 때도 육ㆍ해ㆍ공군 전략상황에 맞추어 해상작전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동안 해상에 전개해야 한다. 또한 적 잠수함과 수상함에 대응하고 

기뢰부설뿐만 아니라 특수전 요원의 이송과 침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이 상당부분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한 척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디젤-전

기 추진 잠수함은 통상 2,000톤급이며 3,000톤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

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다목적 수중전략기지’로서 한 척으로 충분한 무장과 

장비를 적재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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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지역으로 신속한 전개

현대전의 추세는 과거와는 달리 국지전 수준으로 속전속결로 끝나는 경우

가 많으며 이는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전장상황에서 얼마

나 빨리 전장에 전개하느냐는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은 낮은 속력 때문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위치해 

있지 못할 때가 많다.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위치해 

있으려면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미리 출항을 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한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해전에서 영국에서 포클랜드 섬까지 디

젤-전기 추진 잠수함은 5주가 소요되는 거리를 영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콘

쿼러(Conqueror)함이 2주 만에 도착하였다. 이후 아르헨티나 순양함인 벨그라

노(Belgrano)함을 격침시킴으로써 전장에서 우위를 달성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보장했던 것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Ⅲ.�우리나라�원자력�기술�현황

1.�최초의�원자로�도입과�동력용�원자로�운용

1959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착공하여 1962년 임계에 도달한 100KW 출

력의 TRIGA Mark-Ⅱ 연구용 원자로가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로이다. 그 후 

TRIGA Mark-Ⅱ는 자체 기술력으로 1967년 250KW로 출력증강을 하였으며, 

1971년에는 2MW급인 TRIGA Mark-Ⅲ를 도입하였다.

동력용 원자로는 1970년 착공하여 1978년 상업발전에 들어간 가압경수형 

원자로인 고리 1호기가 최초이며 그 후 도입된 원자로는 가압중수형 원자로인 

월성 1호기를 제외하고 가압경수로이다.

1987년에 설계와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영광 3, 4호기부터는 그동안 

중화학공업 분야의 국내 산업기술 수준향상과 외국 업체로부터 습득한 기술능

력을 바탕으로 국내업체 주도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소 건설기술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국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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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개량한 영광 3, 4호기를 기본 모델로 개량한 울진 3, 4호기가 한국형 원

자로 1호로 1998년 완공됐다. 이 원자로는 1984년 정부의 원전기술 자립계획

에 따라 국내 원전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것으로 출

력 100만 KW급 가압경수형 원자로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견주어 손색이 없을 만큼의 원자력 

강국으로 성장해 왔다. 2015년 11월 국내 23번, 24번째인 신 월성 1,2호기가 

준공됨으로써 운영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24기이며 국내 전력 생산량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2.�일체형�소형원자로의�개발

APR1400은 스마트 원자로(SMART : System 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라고 부르며 한국이 UAE에 수출하는 제3세대 원전 모델로 1992년부

터 10년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2,300억원을 들여 순수 국내개발 하였으며 세

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APR1400은 전기 출력량 100KW, 건설비용 7,000억에서 1조원 대로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비교해 건설비는 5분의 1이며 전력량은 10분의 1 수준이다. 

소규모 전력 생산에 활용되는 화력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국가 전력망 규모가 작고 인구가 흩어져 있어 소규모 여러 개 원전이 필요한 

나라에 적합하다.

스마트 원자로는 사람이 사는 도시 가까이에 지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마트 원자로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노심과 핵연료 이외에도 증기발생기, 펌프, 가압기가 하나의 

구조물 안에 포함된 일체형 원자로로 배관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방사능 오염

물질이 새어나올 가능성을 배제시켰다. 2012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전

력 공급이 끊겨 원자로 냉각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했는데 스마트는 냉각수를 

돌리는 펌프가 멈추더라도 자연대류 현상을 이용하여 20일까지 원자로 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20일 이후에는 비상 냉각수를 수동으로 보충

하면 계속 열을 제거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중력의 힘으로 원자로 주위 공간

을 물로 채우는 것도 가능하며 리히터 규모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

를 강화하였고 10미터 쓰나미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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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형 원전과 일체형 소형원자로(SMART)

Ⅳ.�핵연료의�농축

1.�핵연료의�가공

우라늄은 철이나 석탄처럼 땅에 묻혀 있는 광물이며 지구의 땅 표면에 있는 

암석과 바닷물에도 조금씩 섞여 있다. <그림 6>에서 ①번은 우라늄 원석이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석탄처럼 캐서 흙 같은 불순물을 없애야 한다. ②번은 

우라늄 원석을 정제하여 얻은 노란색의 Yellow cake이다. Yellow cake에는 

약간씩 성질이 다른 동위원소들이 섞여 있다. 우라늄 – 234, 우라늄 – 235, 우

라늄 – 238 등 3가지가 섞여 있는데 우라늄 – 238이 99.2%로 대부분을 차지하

고 우라늄 – 235가 0.7%, 우라늄 – 234는 0.005%에 불과하다. 그 중 우라늄–
235만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원자핵이 둘로 쪼개지면서 중성자를 2-3개 내놓

는 핵분열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초기 원자력 발전소에는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를 비

롯해 세계 각국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천연 우라늄이 아닌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천연 우라늄에는 우라늄 – 235가 0.7%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라늄 – 235의 비율을 높여야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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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우라늄 농축이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우라늄을 농축우라늄이라고 

한다. 우라늄-235 농축도에 따라서 0.7% 이하는 천연 우라늄(Natural 

uranium), 3-20%를 저농축 우라늄(LEU), 그리고 90% 이상을 고농축 우라늄

(HEU : Highly Enriched Uranium)이라고 한다. 초기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3-4%의 농축우라늄이 주로 사용되었고 이를 저농축 우라늄으로 불렀으나, 최

근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나 선박용으로 20%의 농축 우라늄이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20%까지 농축우라늄을 저농축 우라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한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들도 선박용 원자로나 기체냉각로 같은 일부 발전

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6>에서 ③번은 농축우라늄의 사진이다.

<그림 6> ① 우라늄 원석, ② Yellow cake, ③ 농축우라늄

③①

②

2.�핵연료의�농축방법

1) 기체 확산법

기체 분자가 스스로 운동에 의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확산이라고 한

다. 이 확산은 질량이 클수록 느려진다. 우라늄-235와 우라늄-238이 질량

을 결정하는 중성자 개수만 다르다는 점을 확산의 원리에 적용한 방법이 바로 

기체확산법이다. 고체상태로 존재하는 Yellow cake를 65도 이상으로 가열하

여 기체상태로 만든다. 이 기체상태의 Yellow cake에 <그림 7>에서와 같이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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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하여 평균 1당 1억 6천만 개 구멍이 뚫려 있는 분리막에 통과시킨

다. 이 분리막은 보통 스텐레스 판으로 만들며 그 크기는 Yellow cake 분자 평

균자유거리4)와 유사한 0.01-0.02마이크론 정도이다. 그러면 확산의 원리에 

따라 질량이 가벼운 우라늄-235가 먼저 분리막 뒤 저압부분으로 빠져나간다. 

이 방법은 초기 농축법으로 1940년대 미국에서 사용시 설비 운용을 위해 미국

에서 사용하는 전체전력 절반에 달할 정도로 비효율적이여서 현재는 거의 쓰

이지 않고 있다.

<그림 7> 기체확산법

 

 

2) 원심분리법

다른 질량의 두 물체를 원통에 넣고 돌리면 상대적으로 더 큰 질량의 물체

가 바깥쪽으로 쏠리게 된다. 이것은 원심력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미

세한 질량차이가 나는 우라늄-238과 우라늄-235에 이 원리를 적용한 방법이 

원심분리법이다. <그림 8>에서와 같이 기체상태 Yellow cake를 고속회전하는 

원통에 넣으면 질량이 더 가벼운 우라늄-235가 포함된 기체가 원통 안쪽에 몰

리게 되고 이 안쪽 기체만 따로 빼내어 다시 돌려서 순도를 놓이게 된다. 일반

적으로 회전 속도는 4만-7만rpm 정도가 된다. 하지만 이 방식의 분리방법으

로 고농축 우라늄을 얻기 위해서 원통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는 기술과 가볍고 

튼튼한 원통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강한 회전력을 가진 소형펌프와 진동방지 

기술, 분리기 유지 및 보유 기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 선진국이 아니면 사

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다만 한번에 농축할 수 있는 양이 기체확산법에 비해 

4) 분자가 자유운동으로 다른 분자와 충돌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평균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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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커서 농축단계나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레이저 분리법

모든 원자들은 중앙의 핵이 있는 양성

자와 주변에 있는 전자가 전기적 평형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핵 주변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 원래의 궤도를 벗어

나 조금 더 바깥에 머물게 되면 그 원자는 

+성질을 띄게 된다. 여기서 전자가 원래의 

정상 궤도에 머무는 상태를 바닥상태라고 

하며,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 그 궤도를 벗

어나 +성질을 띤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한

다. 그런데 전자가 궤도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핵의 질량이 클수록 커진

다. 즉 우라늄-235보다는 우라늄-238이 

들뜬상태가 되기 위한 에너지가 더 크다는 

뜻이다. 결국 우라늄-235는 들뜬상태가 

되면서 우라늄-238은 바닥상태를 유지하

는 적절한 에너지가 공급되면 우라늄-235

만 +성질을 띠게 된다. 이 상태에서 전극

판을 가까이 가져가면 들뜬상태 우라늄

-235만 -전극판에 붙게 된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 바로 레이저 분리법

이다. 

레이저법은 효율이 매우 좋아서 단 몇 번만으로도 고농축 우라늄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다른 방법과는 상대적으로 투자규모, 전력소모, 운용경비가 적어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이 기술을 실험적으로 

성공시킨 바 있다. 하지만 미세한 파장 레이저를 만드는 기술과 첨단장비가 필

요하다.

<그림 8> 원심분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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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레이저 분리법

3.�핵연료�농축관련�국제규정

1) 한ㆍ미 원자력 협정

한ㆍ미 원자력 협정은 1974년 재정 및 2015년 11월 26일 개정된 한ㆍ미 정

부간에 원자력 연료 이용에 관한 상호협정으로 내용 중 새로 개정된 농축 우라

늄과 관련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 공급되는 농축 우라늄은 농축도 20%까지 함유할 수 있다. 또한 본 

협정에 따라 공급되는 농축 우라늄은 본 위원회가 양도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

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20%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제공

할 수 있다.”

즉 20%의 저농축 우라늄은 얼마든지 수입하여 쓸 수 있으며, 위원회 판단

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된 협정서에서는 지금까지 명시되었던 우라늄 농축을 명

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이 제외됨으로써 우라늄 농축

시설을 허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차후 협의를 통해서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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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확산 금지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1966년 후반부터 미국과 구 소련간 핵무기 확산의 방지에 관해 타협이 진

전되어 1967년 기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비핵보유국 반발로 미국, 구 소

련과의 교섭을 통해 어느 정도 원안을 수정하게 되었으며, 1969년 6월 12일 국

제연합 총회에서 이 조약의 지지를 결의하였다. 이후 1995년에 추가 연장여부

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조약 평가절차를 강화하고 핵보유국의 핵군축 노력 원

칙을 채택하는 선에서 무기한 연장에 합의하였다. 한국은 1975년에 정식 비준

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1985년에 가입하여 정식 비준국이 되었다.

주요 내용은 기존 핵무기 보유국은 기폭장치 또는 그에 대한 관리를 제3국

에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비 보유국은 기폭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

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비 보유국은 원자력을 핵무기나 기폭장치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5)의 사찰을 비롯한 안전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NPT와 관련하여 고농축 우라늄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사용하는 것에 대

하여서는 잠수함 자체에는 명확히 핵무기가 없으며 원자력 에너지만을 추진원

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무기와 재료가 유사하

기 때문에 취급상의 유의를 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따르지만 NPT를 위배하

는 것은 아니다.

<그림 10> IAEA safeguard 6)

5)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해 국제

연합 총회 아래에 1957년 설치된 준독립기구.

6) C. Ma and F. Von Hippel, 2001, “Ending the Production of Highly Enriched Uranium For 

Naval Reactors,”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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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원자력�추진�잠수함의�핵연료�특성과�확보방안

1.�원자력�추진�잠수함의�핵연료�특성

원자력 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도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에서 

최고 98%의 우라늄 농축도를 보인다. 

<표 2>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우라늄 농축도

국  가 운용 척수 우라늄 농축도

미국 72 98%

러시아 46 20-45%

영국 12 97%

프랑스 10 7.5%

중국 10 5%

인도 2 40%

1) 우라늄 농축도와 핵연료 교체주기

5-7.5%의 아주 낮은 수준의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중

국이며 그 중 프랑스에서는 핵연료의 농축도가 7%로 낮은 대신에 네모난 캬라

멜 모양의 특별한 핵연료(Caramel fuel) 선택하였다. 또한 핵연료의 교체와 함

께 핵연료의 재배치(Fuel Suffling)을 실시한다. 따라서 핵연료의 농축도가 낮

다고 해서 핵연료 교체 주기가 획기적으로 짧아지는 것은 아니다. 7% 농축도

를 가진 프랑스 잠수함의 핵연료 교체주기는 97% 농축도를 가진 미국의 핵연

료 교체주기인 30년의 1/3 수준인 10년이다.

미국 7,900톤급(26MW) 잠수함인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경우는 97%의 농축

도를 가진 우라늄을 사용했을 경우 33년 사용이 가능한 반면, 20% 저농축 우

라늄을 사용했을 경우 이의 1/3인 11년간 사용 후 1번의 핵연료 교체, 즉 전체

의 함 수명 동안 2회의 핵연료 교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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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프랑스 잠수함 캬라멜 형태의 핵연료(Caramel fuel)

2) 핵연료 교체를 위한 비용

원자력 추진 잠수함 우라늄이 높은 수준의 우라늄 농축도를 보이는 것은 핵

연료 교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핵연료 교체는 교체되

는 핵연료 자체 비용뿐만 아니라 교체를 위한 설비비용까지 포함된다. 즉, 핵

연료 교체를 위해서는 잠수함을 교체시설에 넣은 뒤 방사능에 피폭을 방지하

기 위하여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로봇시스템에 의해 조종되는 자동

화된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서의 핵연료 재장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7,900톤

급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경우 20% 농축도의 우라늄을 사용하여 전체 함 

수명 동안 2회 핵연료 교체를 한다고 하면 10억 달러 비용이 소요된다.7) 

3) 원자력 기술 발전과 핵연료 교체 주기 증가

1954년에 취역한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노틸러스호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93%의 농축우라늄의 사용하였으나 2년마다 핵연료를 교체해야만 했

고8) 현대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 기술의 발전으로 2004년에 건조된 버지니

아급 잠수함은 33년 이상 핵연료의 교체하지 않고 운항할 수 있다. 50년 기간

7) “Report on Low Enriched Uranium for Naval Reactor Cores,” U.S. Office of Naval Reactor, 

2014, pp.3-4.

8) USS Nautilus, http://large.stanford.edu/courses/2014/ph241/reid1/(검색일자 : 201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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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16.5배로 핵연료 사용기간을 늘린 것이다. 또한 특별한 형태의 원자로를 

개발하여 7% 농축도만으로 20% 농축도를 가진 타국 잠수함과 대등한 수준의 

핵연료 교체 주기를 달성한 프랑스 경우를 보더라도 핵연료 농축도에 따른 핵

연료 교체 주기는 고정된 것이 아닌 원자력 기술 발전에 의해서 얼마든지 늘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미국이 NPT 상에 명시된 핵보유국이라 할지라도 97% 농축도의 우

라늄을 핵무기가 아닌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해서 최

근에 와서야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에너지 관

리국(United States Department)에서는 20% 저농축 우라늄으로 30년 이상의 

함 수명동안 핵연료 교체 없이 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9) 

또한 1990년 미국 MIT에서 20% 농축 우라늄으로 30년 이상의 핵연료 교체

주기를 가진 원자로의 모델링에 성공하였으며10) 미국 원자력 잠수함의 원자로

의 설계는 15-40년 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 동안 원자력 기술발전을 감안

하면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여 30년 정도 핵연료 교체를 하지 않고 운항할 수 

있는 원자로 개발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핵연료�확보방안

1) 우라늄 농축시설 확보방안

현재 농축기술은 NPT상 핵보유국(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과 독

일, 일본,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보유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아르

헨티나는 보유 노력을 하다 중단한 상태이다. 한편 이라크는 걸프전 이전 농축

을 추진한 적이 있었으며, 파키스탄은 원심분리시설을 가동하여 핵무기 생산

용 물질을 생산한 바 있다.

우라늄 농축기술들은 다양하게 연구 개발되고 시험되었으나 상업적 규모까

지 성공적으로 개발된 기술은 기체확산법과 원심분리법밖에 없다. 우라늄 농

 9) “Report on Low Enriched Uranium for Naval Reactor Cores,” U.S. Office of Naval 

Reactor, 2014, pp.7-8.

10) Thomas Domonic Ippolito Jr, “Effect of Variation of Uranium Enrichment on Nuclear 

Submarine Reactor Design,” MIT, 1990, pp.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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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법의 장단점은 <표 3>와 같다. 이를 기준으로 우라늄 농축을 위해서 적합한 

방법은 비교적 전력소모양이 적고 소규모 전력으로 상당한 양의 농축 우라늄

을 얻을 수 있는 원심분리법이나 대규모 농축은 제한되지만 차세대 농축법으

로 여겨지는 레이저분리법이 고려될 수 있으나 레이저분리법을 사용 시 현재 

기술로는 연간 생산량이 극소량이고 아직 상업적으로 성공된 적이 없는 방법

이므로 상당한 수준의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시설의 확보는 꾸준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통한 핵무기 개발이라는 국제적인 오해

를 살 수 있고 기술개발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즉 핵무기 생산이라는 

국제적인 오해 없이 우라늄 농축시설의 확보를 위해서는 과거 일본이 그랬던 

것11)처럼 정치적인 협상과 관련 원자력 분야 인프라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우라늄 농축법 별 장ㆍ단점

농축기술 장  점 단  점

기체확산법

ㆍ 장기간 사용되어온 방법으로 

신뢰성이 있음.

ㆍ 가동부가 작아서 운전정비가 

용이

ㆍ 단계별로 대용량의 설비 필요

ㆍ 전력소모량이 큼.

ㆍ 다량 냉각수 필요

원심분리법

ㆍ 소규모 설비로 운용 가능

ㆍ 전력소모양이 기체확산의 

1/10 규모

ㆍ 고도의 기술이 필요

ㆍ 원심분리기 보수가 어려움.

레이저분리법

ㆍ 분리성능이 우수

ㆍ 몇 회 농축과정으로 고농축 

우라늄 생산 가능

ㆍ 에너지 소비가 낮음.

ㆍ 대규모 농축 제한

ㆍ 현재의 기술수준 고려시 

효율 저조

2) 핵연료 은행(Nuclear fuel bank)을 통한 확보

지금까지 핵연료 농축시설은 일부 국가들이 독점해 왔으며, 특정 국가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관리를 받지 않고 농축시설을 운용하고 핵무기를 만

드는 등 국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 농축 우

라늄을 발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농축 우라늄을 제공하며 농축 

11) 일본의 경우 1945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미국)이 일본의 원자력 연구를 전면 금지한 이후 꾸준

한 노력 끝에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1977년 도카이무라의 재처리시설을 가동시키는 

데 32년 기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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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과 관련한 국제질서를 바로 잡는 등 핵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국제원자

력기구(IAEA)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핵연료 은행(Nuclear fuel bank) 설립

을 구상해 왔다.

미국과 일본 등이 2010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례 이사회에 공동으로 

설립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카자흐스탄이 유치국으로 입후보를 하여 

2015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8월 27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리하는 

저농축 우라늄을 비축, 공급하는 ‘핵연료 은행(Nuclear fuel bank)’ 합의 서명

식을 열었다. 최초 핵연료 은행은 카자흐스탄 동부 우스트-카메노르스크

(Ust-Kamenogorsk) 지역의 울바야금 공장에 2017년을 목표로 설치될 예정

이다. 이 공장은 구 소련부터 건설되어 오랫동안 우라늄 연료를 가공해 왔으

며 카자흐스탄은 세계 유수의 우라늄 매장량을 자랑하는 국가이다.

이 곳에서는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LEU)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승인하는 국가에는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17년 핵연

료 은행(Nuclear fuel bank)이 설립되게 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제작을 

위해 20% 저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Ⅵ.�저농축�우라늄을�이용한�원자력�추진�잠수함�
설계�개념

한ㆍ미 원자력 협정 하 별도 규제없이 구할 수 있는 20% 저농축 우라늄으

로 30년 이상 핵연료 교체없이 운행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설계 개

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원자로�크기의�변화

우선 미 해군 원자력 추진 사무국(ONNP : the Office of Naval Nuclear 

Propulsion)에서 1995년 미 의회에 “미 해군 원자로는 주어진 핵연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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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소한의 크기를 가지도록 진화되었다.”라고 보고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구

조를 가진 미 해군 원자로를 사용한다면 원자로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밖에 없

다. 동일한 보고서에서는 핵연료 부분 자체의 크기는 비정상적으로 커지지만 

원래 원자로와 같은 출력을 가지기 때문에 냉각계통, 터빈 등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원자로 크기 증가는 방사능 차폐를 위한 차폐재 증가의 양

도 증가시킨다. 위 모든 요인들을 종합하면 버지니아급의 경우 20% 농축우라

늄을 사용했을 때는 현재 원자로 크기의 3배로 설계를 해야만 33년의 핵연료 

수명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자로 크기의 3배 증가는 

잠수함 무게를 1,000톤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12) 또한 다른 급의 

잠수함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만일 동일한 전력(Power)를 가진 3,000톤 함정을 고농축 우라늄 대신 20% 

저농축 우라늄으로 핵연료가 대체되어 4,000톤 함정으로 재설계를 하게 된다

면, <공식 1>에서  , 를 동일하므로 속도는 약 0.9381배가 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최대속력을 30kts로 가정한다면 이를 28kts로

만 낮추어도 동일한 전력(Power)을 가진 함정을 설계할 수 있다.

2.�새로운�원자로의�설계

 

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1차계통(원자로, 열

교환기, 냉각수 펌프 등)과 2차계통(스팀발생기, 터빈, 콘덴서 등)이 따로 분리

된 ‘분리형 원자로(Separate Reactor)’이다. 하지만 미 해군 원자력 추진 사무국

(ONNP)의 보고서에서 이를 <그림 12>과 같은 프랑스의 루비스(Rubis)급에 사

용하는 ‘일체형 원자로(Integrated Reactor)’, 즉 터빈을 제외한 증기발전기, 콘

덴서 등을 코어 내부로 삽입하는 형태 원자로로 교체하면 해결된다고 밝히고 있

다.13) 이는 원자로 자체 크기뿐만 아니라 외부 증기발전기 주위에 있는 거대한 

차폐재를 제거할 수 있게 해주어 일체형 원자로로 20% 농축도의 핵추진 함정을 

설계하면 비슷한 크기 함정으로 33년간 핵연료의 교체없이 사용할 수 있다. 

12) C. Ma and F. Von Hippel, 2001, “Ending the Production of Highly Enriched Uranium For 

Naval Reactors,” pp.7-9.

13) C. Ma and F. Von Hippel, 2001, “Ending the Production of Highly Enriched Uranium For 

Naval Reactors,”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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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ONNP의 보고서에는 일체형 원자로로 설계하였을 경우에 원자로 크기에 

관해 매우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는데, 이를 다만 원자로의 크기가 “현저하게 작아

질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의 근거를 들고 있는데, 첫 번

째는 1990년에 MIT에서 이루어져서 프랑스 루비스급 개념설계에 사용되었던 논문

이고,14) 두 번째는 최근 공개된 러시아 핵추진 쇄빙기 원자로의 소형화이다.15)

<그림 12> 프랑스의 Rubis급 잠수함 일체형 원자로

Ⅶ.�결론

원자력 산업의 발전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주도해 왔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가압경수로(PWR)는 최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미국 노틸러스호

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원자로의 형태이며, 비교적 높은 농축도의 우라늄

14) Thomas Domonic Ippolito Jr, “Effect of Variation of Uranium Enrichment on Nuclear 

Submarine Reactor Design,” MIT, 1990, p.12.

15) C. Ma and F. Von Hippel, 2001, “Ending the Production of Highly Enriched Uranium For 

Naval Reactors,”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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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게 된 것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운용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와 소형원자로(SMART)가 

가압경수로(PWR)여서 선박용으로 전환(재설계)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

며, 2015년의 한ㆍ미 원자력 협정과 2017년의 핵연료 은행(Nuclear fuel 

bank) 개설은 20% 농축도를 가진 우라늄 사용을 더욱 쉽게 되었다.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핵무기 개발에 대한 오해의 불식은 그 국가에 국제

적인 신뢰도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보

다, 북한이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의 핵기술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국가의 

폐쇄성과 국가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자력 강국이며 20%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기 때문에 이를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해양분야에 접목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는다면 이를 문제 삼을 나라는 없을 것이다. 

20% 저농축 우라늄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선진국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에는 이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지금보

다는 일반화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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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nuclear powered 

submarine and the use of enriched uranium

Jang Jun-Seop*16)

Nuclear power is a way of attaining an enormous amount of energy with 

relatively small amount of resources and after it has been introduced to the 

submarine since 1954, there are approximately 150 of nuclear powered submarine 

currently on a mission around the world. This is due to the maneuverability, 

mountability and covertness of nuclear submarines. However, there are other 

tasks, not only the high level of nuclear technology that are needed to be dealt 

with in order to construct nuclear powered submarine. The biggest task of all is 

to secure the enriched uranium. Accordingly, this research is about the way of 

enriching and securing the nuclear fuel that are used in the nuclear submarine 

with the characteristics, merits and demerits of the nuclear submarine.

Due to the fact that the pressurized water reactor in South Korea is the 

reactor that was originally built for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ed 

submarine, many parts is designed to be suitable for the submarine propulsion. 

However, in order to apply this to submarine it is needed to consider additional 

requests such as the position of reactor, accident-coping system, radioactive 

covering, reactor output adjustment and ship’s pitch and roll in order to apply 

this to submarine.

Nuclear submarines have much higher speed based on the powerful 

propulsion in comparison with diesel-electric submarine and also have bigger 

loading area. Besides, there is no need to snorkel and they also have advantages 

16) Active ROK Navy Lieutenant Commander currently serving at the ROK Navy Submarine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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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vertness with the multi-noise proof system. 

The nuclear technology in South Korea has seen the dramatic development 

since 1962 and in 1998 reached to the level that we have succeeded in the 

localization of nuclear plant and exported the world-class one-piece small-sized 

reactor (SMART) to UAE. To operate these reactors, we import the whole 

quantity of low-enriched uranium and having our own uranium enrich facility is 

not probable because of the budget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With the ROK/US nuclear agreement revised on 2015 November, the 

enrichment of uranium that are available without special permission has changed 

up to 20%. According to the assumption that we use the 20% enrichment of 

Uranium on U.S. virginia class submarin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fuel after 

11 years and it will cause additional cost of 1 billion dollars. But the replace 

period by the uranium’s enrichment rate is not fixed so that it is possible to 

change according to the design of reactor. Therefore, I would like to make a 

suggestion on two types of design concepts of nuclear submarine that can be 

operated for 30 years without nuclear fuel change by using the 20% enriched 

uranium from ONNp.First of all, it is possible by increasing the size of reactor 

by 3 times and it results in the 1,000t increase of the weight. And secondly, it is 

by designing the one piece reactor to insert devices such as steam turbine, 

condenser into the inside of nuclear core like the Rubis class submarines of 

France. 

Key Words : Nuclear Power, Submarine, Reactor, Enriched Uranium, 

Nuclear Submarine

논문접수 : 2017년 5월 8일ㅣ논문심사 : 2017년 5월 15일ㅣ게재확정 :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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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정치적 심장부인 워싱턴과 경제적 심장부인 뉴욕

이 테러리스트에 의해 강타당한 것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으로선 치욕 그 자

체였다. 연이는 지구적 대테러전(GWOT: Global War on Terrorism)에서 미

국은 압도적인 첨단 전투력을 투입, 각종 전투에서 연전연승하였으나 전쟁의 

정치적 목적은 쉽게 달성하지 못했다. 전쟁 개시 43일 만에 항모 갑판상에서 

대통령이 직접 전쟁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그건 실제 전술적 승리였지 전략적 

승리는 아니었다. 

현장의 전투에선 압승했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또 다른 예는 미국의 월남전

이었다. 월남전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투입한 미군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안

겨준 전쟁이었다.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정보, 기반시설(PEMSII)체계 등으

로 특징 지워진 전장환경에서 전쟁의 전략적 승리를 위해 다임(DIME) 즉, 군

사적 수단뿐만(Military) 아니라 외교(Diplomacy), 정보(Information), 경제

(Economy) 등의 제 국력의 요소를 나름 주도면밀하게 적용했지만 돌아온 건 

치욕적인 패배와 철수였다.

이처럼 미국이 전투에서 이기고도 전략에서 패배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핵심적인 것이 그러한 전쟁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그러한 전쟁에서 미국의 선량한 의도와 활동이 세계인들

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 같은 문제인식은 곧 전략커뮤니

케이션(SC: Strategic Communication, 이후 전략커뮤니케이션 혹은 SC로 칭

하겠음)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1) 

미군은 그동안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한 정규전 및 대테러전 등과 같은 다

양한 전쟁스펙트럼에서 얻은 각종 전투경험, 전투력 운용개념, 전쟁지도개념 

등에 입각하여 새로운 군사적 개념들을 발전시켜 왔다. 효과중심작전(EBO: 

Effect-Based Operation)2), 네트워크중심전(NCW: Network Centric 

1) 현재 한국의 합참에서는 ‘Strategic Communication’을 ‘전략커뮤니케이션’으로 번역, 사용하고 있

다. 하지만 이렇게 번역시 의미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전략적 소통’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이 용어의 번역에 대한 혼동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선 군의 공식기관인 합참

에서 유권적으로 번역한 ‘전략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 효과중심작전(EBO : Effect-based Operation) : 부여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전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제 국력요소를 통합 사용하여 상대방의 행동 또는 능력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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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fare)3), 제4세대전쟁(Fourth Generation Warfare)4), 연합유관기관협조

단(CIACG: Combined Interagency Group)5) 등이 대표적이며, 전략커뮤니케

이션(SC)이 그 중의 한 예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개념들을 처음엔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우수한 개념으로 인식, 한동안 확산시키곤 하다가 지휘부의 관심이 없어지면 

슬그머니 지휘부에 동조하는 척 하면서 그에 대한 토의나 언급 자체를 없애곤 

하였다. 최근 제기된 SC도 이러한 전철을 밝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

럽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군사 선진 제국에서 발전시킨 새로운 개념

들을 접할 때마다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분석, 시사점 및 적용 가능성

을 모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 성급한 적용을 시도

하다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땐 조용히 논의를 중단시키곤 하였다.

군사적으로 선진 외국에서 발전시킨 군사개념들은 나름 값비싼 대가를 치

르고서 얻은 값진 교훈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수용

해선 안 된다. 이제 SC는 한미연합사가 2007년 12월 작계 부록에 포함시킨 이

후 지금까지 주요 전시연습에 적용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국방부와 합참도 

SC 적용의 필요성을 인식, 2008년부터 SC관련 교육 및 연구, 그리고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내 공감대 형성과 SC체계의 정립 및 적용을 위한 노

력을 경주해 오고 있는 중인바, 우리 해군도 그저 오불관언의 입장만 취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현 한미연합방위체제하에서 연합작전의 소요가 가장 많은 군이 한ㆍ미 양 

해군이다. 따라서 미 해군뿐만 아니라 연합사에서도 SC를 적용하고 있는데 한

미치거나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ㆍ수행ㆍ평가ㆍ조정하는 작전, James N. Mattis, 

“USJFCOM Commander’s Guidance for Effects-based Operations,” Parameters (Autuma 

2008), p.23.

3) 네트워크중심전(NCW: Network Centric Warfare) : 상황인식의 공유, 지휘속도의 향상, 신속한 

작전전개, 높은 공격치명성, 생존능력 향상, 자기동기화를 달성하기 위해 센서-지휘통제-타격의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우위달성으로 전투력 증대를 창출하는 작전개념임.

4) “제1세대 전쟁은 병력의 집중이 핵심이고… 제2세대 전쟁은 화력의 집중에 의존하는 방식이고… 제
3세대 전쟁에선 기동이 핵심이다.…제4세대 전쟁은 우세한 정치적 의지를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경제적, 군사적인 면에서 훨씬 강한 상대를 격퇴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에 뿌리를 두고 전쟁을 수

행해 나가는 방식으로서 여기에선 사회적 네트워크를 주로 활용한다. 즉, 제4세대 전쟁에선 적의 

군대를 격퇴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대신 적의 정치적 의지를 파괴하기 위해 네트

워크를 통해 적국 의사결정권자들의 심리를 직접 겨냥하여 공격한다.” Ellen Taricani, 

“Communities of Blogging: Extensions of Our Identities,” American Communication 

Journal, Vol. 9, Issue 3, Fall 2007, p.23.

5) 연합유관기관협조단 : CIACG (Combined Interagenc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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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해군이 이를 외면한다면 이는 연합작전능력 발휘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우리 해군도 이러한 배경과 문제인식하에 작계시행 연습 및 훈련시 

상급기관 및 부대와 연계한 SC과제를 본격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또한 참모총

장의 리더십을 보좌하고 정책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SC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물론 우리 해군 내부엔 아직도 SC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더러 SC 수행개

념도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다 SC 수행을 위한 체계와 조직마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국방부ㆍ합참 등과의 위상ㆍ임무ㆍ가용수단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 SC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SC 장ㆍ단점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 해군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해군

차원의 부전승(不戰勝)과 최소피해전승(最小被害戰勝)을 달성하기 위한 여건조

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SC의 이론적 토대

를 기초로 SC의 발전적 적용에 대한 해군 내의 공감대 형성 및 동참의식의 제

고를 통해 해군의 정책목표 구현여건 조성 및 리더십 보좌를 위한 구체적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Ⅱ.� SC의�개념�및�기본�원리

1.� SC의�기본�개념

SC란 개념은 미군이 처음으로 적용,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SC의 

기원이 미군이라고 할 수는 없다. SC는 미군이 사용하기 전 이미 경영학, 광고

학, 신문방송학 등에서 사용되어온 개념으로서 9ㆍ11 테러 이후 미 국방부를 

중심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교훈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 전략개념

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에서 SC

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2006년 QDR에 반영되어 야

전 전투사령부에 하달, 예하 작전계통으로 확산되어 적용되기 시작했다.

가 QDR에선 21세기 국가안보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 유관기관 간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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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공조, 동맹국/협력국과의 긴밀한 협력, 전략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노력의 

통일(unity of efforts)이 강조되었다. 또한 여기에서 미국이 직면한 안보도전

을 극복하기 위해선 대내ㆍ외적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고, 말과 행동에 있어

서 일관성ㆍ진실성ㆍ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6) 

SC에 대한 이러한 활용과 경험을 통해 2006년 12월에 발간된 합동교범 

5-07)과 2008년 9월에 발간된 합동전력사령부 SC 지휘관 핸드북에서8) SC에 

대한 정의가 처음으로 내려졌다. 여기에선 SC를 “국력의 제 수단과 연계하여 

정보ㆍ주제ㆍ기획ㆍ계획ㆍ행동을 조화롭게 운용, 국가의 이익 및 목표의 증진

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ㆍ강화ㆍ유지하기 위해 핵심대상을 파악, 영향을 끼치

기 위한 정부의 집중적 노력과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9)

한편 미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한 ‘SC 국가차원의 기본 틀’이라는 보고서에

선 SC를 “선별된 대상자들의 인식에 유의하며 말과 행위를 동시통합

(synchronization)시킴은 물론, 공보ㆍ공공외교ㆍ정보작전 전문가들이 의도된 

대상자들을 향하여 소통하고 참여(engage)하기 위해 용의주도하게 기획된 프

로그램과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0)

가 같이 SC에 대한 정의는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궁극적으

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에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대

상으로 삼은 청중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 아측이 요망하는 효과를 달성하

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목표는 청중의 인식을 아측에 유리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의에서 전ㆍ평시 구분하지 않고 국가의 전략목표 달성에 유

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동시ㆍ통합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아 SC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유관 부처 간 정보공유나 협조 및 노

 6) DOD, The Report of the 2006 Quadrennial Defense Review (WDC: DOD, 2006), pp.83-92 

참조.

 7) JP 5-0 (Joint Operation Planning), 2006년 12월에 발간.

 8) USJFCOM, Op.cit., p.vii.

 9) “focused governmental processes and efforts to understand and engage key audiences to 

create, strengthen or preserve conditions favorable to advance national interests and 

objectives through the use of coordinated information, themes, plans, programs and 

actions synchronized with other elements of national power”

10) US White House, National Framework for Strategic Communication, A Report Pursuant 

to Section 1055 of the Duncan Hunter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9, p.2. (http//mountainrunner.us/2010/03/nsc10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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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조화가 그만큼 쉽지 않고 때론 상호간 엇박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

고 있다. 그래서 SC를 시행할 땐 무엇보다 주제, 메시지, 영상, 행동 등 다양

한 수단들이 특성에 맞도록 긴밀히 협조하여 통합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

는데 역점이 주어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의들엔 미국이 9ㆍ11 테러 이후 직

면한 안보차원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동시에 ‘말과 행위의 일치’라는 또 

하나의 핵심적 기조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껏 소개한 정의와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표현 가능할 것

이다. 

<그림 1> 미국의 전략커뮤니케이션 개념 요약

2.� SC의�유사개념과의�관계

본래 SC의 뿌리는 선전(宣傳: propaganda)이다. 선전은 사람들을 설득시

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는 방식이다. 

선전은 의도적인 행위로서 주장을 대중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특정한 

이미지나 의도를 전달하거나 퍼뜨려야 하기 때문에 선전에선 양방향 상호소통

이란 있을 수 없다. 사실 이러한 선전에 해당되는 행위는 아주 오랜 전부터 존

재해 왔지만 선전이란 용어 그 자체의 사용은 정확히 1622년 로마 가톨릭이 선

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세운 ‘신앙전파(propagande fide)의 성스러운 모임’

에서 비롯되었다.11)

조직적인 선전행위는 고대의 문명사회에서도 있었다. 당시 문명사회에서는 

11) Stephen p.Perkins and Gary T. Scott, “Enabling Strategic Communication at the Combatant 

Commands,” IO Sphere, Spring 2008, p.10. 



300  STRATEGY 21, 통권 41호 (Spring 2017년 Vol. 20, No. 1)

왕ㆍ귀족ㆍ사제 등의 위대함과 권위를 일반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멋진 조상

ㆍ사원ㆍ궁전, 그리고 화려한 의상 등을 사용하였다. 선전은 또한 청중들의 마

음을 사로잡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대중연설이나 대중공청회를 통해 조직적이

고 의도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12) 고대 그리스인이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

다. 이러한 의도적인 선전은 복잡한 종교체제나 정치제도 등을 포교하고 보급

하는 데 진정한 종교ㆍ정치적 신념과 결합, 나름의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선전은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소비행태와 구매

동기를 자극시킬 수 있는 오늘날의 마케팅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 응용되기 시

작했다. 또한 정치가들도 자신들의 정강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이러한 마케팅 기술을 도입, 적용하고 있다. 물론 현대적 선전기술에는 

역기능적 측면도 있다. 과거 나치 치하의 독일이나 스탈린 치하의 구소련과 같

은 전체주의 국가들에 의한 선전의 악의적 활용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러한 

체제하에선 사실상 모든 매스미디어가 노골적으로 선전수단이 되어 국가의 권

위와 위력을 찬양하고 대중들에겐 국가의 이상과 목표를 강제로 수용토록 하

였다. 

선전은 이러한 부정적인 함의 때문에 결국 공보, 홍보, 정보작전, 심리전, 

민사작전 등 다양한 유사개념으로 변형되면서 궁극적으로 SC개념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SC가 탄생하게 된 결정적 배경은 9ㆍ11 이

후 테러와의 전쟁이었다. 특히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수행하면서 기존

의 정보작전, 공보, 심리전 등이 전쟁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SC와 연계되

어 진화ㆍ발전하면서 SC의 현대적 개념과 의미가 더욱 구체화되었다.

SC의 지향점은 첨단정밀무기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분쟁지역의 종교, 언

어, 문화, 역사, 정보유통구조 등 현지 특성을 중시하며, 국제여론 및 이미지

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조셉 나이(Joseph Nye)의 스마트파워 개념과 일맥상통

한 면이 있기도 하다.13) 즉, SC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융합, 국가전략 목

12) Ibid, p.14.

13) Smart Power에 대한 안보전략 차원의 논의는 Armitage, Richard L. & Joseph S. Nye, Jr. 

(Eds.),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7), pp.34-36; Cronin, Patrick 

M., (ed.), Global Strategic Assessment 2009: America’s Security Role in a Changing 

World,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09), pp.471-4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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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발상과 비슷하다는 의미로서 21세기형 안보위협

을 극복해 나가려는 미국식 안보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은 <그림 2>와 같이 SC를 정보작전(IO: Information 

Operations), 공보작전(PA: Public Affairs)과 국방부의 공공외교지원(DSPD: 

Defense Supports for Public Diplomacy)과 연계시켜 개념화하고 있고,14) 미 

중부사령부에선 국가전략 차원의 SC와 전투사령부 차원의 SC의 혼용에 따른 

개념적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령관의 지침에 따라 SC 대신에 작전커뮤니케

이션(Operational Communi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15)

<그림 2> 전략커뮤니케이션의 유사 개념과의 관계

위 <그림 2>에서16)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현용 작전개념 중 SC와 가장 많이 

중첩되는 곳은 정보작전(IO: Information Operations)이다. 마치 정보작전이 

SC의 모태인 것처럼 많은 분야에 있어 상호 중첩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SC와 정보작전 간에도 차이가 있다. 정보작전에선 적의 의사결정 능력

14) US Joint Forces Command, Commander’s Handbook for Strategic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Strategy, Version 3.0 (Suffolk, VA: Joint Warfighting Center, 2010), 

June 24 2010, p.II-7에 있는 그림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15) Ibid., p.III-1.

16) US Joint Forces Command, Commander's Handbook for Strategic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Strategy, Version 3.0 (Suffolk, VA: Joint Warfighting Center, 2010), 

June 24 2010, p.II-7에 있는 그림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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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한 구체적인 대상을 표적으로 설정하고 있고, 인지적ㆍ정보적ㆍ물리적 

영역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보작전은 네트워크 중심전, 전자전, 작전보

안, 군사기만, 심리전 등과 물리적 공격의 일부도 포함하고 있다.

SC도 정보작전 분야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위 그림을 보면 SC의 근원

적 태생은 정보전보다는 대외 전략적 심리전과 공공외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과 월남전 등에서 국가이익과 전략적 목적을 위해 대외 

전략적 심리전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심리전 또한 워페어

(Warfare)와 기만, 허위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공공외교의 활동에도 역기능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및 군

사의 제 기능을 연계 및 융합, 혹은 지원 및 협조관계로 발전시켜 전략목표 달

성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래서 SC에 억지력의 향상을 위한 유연한 대응책과 

무력시위 등이 포함되게 되었다.

이처럼 SC는 소통을 통해 상대에 대한 심리적ㆍ인지적 효과를 달성하는 것

이기 때문에 심리전적 요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 전략적 차원의 

소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기존의 심리전적 요소 이외에도 다양한 행동까지 

포함한 국가의 제 역량을 동원해야 함을 위 그림은 나타내고 있다. 즉, 심리전

이 진화ㆍ발전되어 지금의 SC형태를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17) 

위 그림은 SC를 수행하려면 관련 유사기능과의 차별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차별화의 인정이 곧 배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를테면 SC개념 정립시 업무의 효율성 및 시너지 발휘를 위해 그러한 유사분야

와는 상호 보완 및 충족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상호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는 SC와 유사 기능들 간의 차이를 요약 정

리한 것이다.18) 

17)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윤구, “군의 전평시 전략커뮤니케이션 발전 방향: 對북한 SC 중

심으로” 2015 전략커뮤니케이션 발전세미나: 전략커뮤니케이션(SC) 시행 및 평가 발전 방향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5), pp.69-70을 참조.

18) SC와 관련기능에 대한 정의와 상호 간의 차이점 등은 합동교범 3-9 합동정보작전(2010)과 합
동군사연구 20호(2010)의 “심리전 관련 영역의 개념과 관련성 및 차이점 연구” (이윤구)에서 발

췌, 재요약한 것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커뮤니케이션의 육군 적용범위 및 방안연구(서
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2), pp.70-71의 내용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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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리전 정보작전 공보작전 SC

목적

주최 측에 유리토록 

상대의 인식, 정서, 

행동의 변화 유도

정보결심

우세달성

호의적인 여론 

조성,지지 획득, 

공감

국가이익, 정책, 

전략목표 달성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

대상 피ㆍ아 주민/軍 위주
피아 정보/

정보체계
아 주민/군 위주

적국, 동맹국, 

국제기구 위주

지원/피지원 

관계

정보작전, SC 지원/ 

관련 영역 활용

5대 핵심능력 :

심리전이 지원

정보작전 관련 

활동ㆍ심리전 

지원

국력 제 수단 활용 

심리전도 

지원

특성/속성 일방적 일방적 일방적 쌍방향 소통

요소/수단
대중매체, 인적/물적 

자원

공보, 심리전, 

전자전, 사이버
매스미디어 국가 제요소

원리/기타 Lasswell식 모델
관련 기능 

동시 통합

Lasswell식 모델/ 

심리전의 긍정적 

기능 활용

Lasswell식 모델/

국력제수단을 

국가수준에서 수행

관련성
정보, 공보, SC와 

연계

핵심기능으로서 

지원, 유사적 

정보 활용

대상 동일

매체 유사

대상 정보분석,

매체/메시지/대상이 

동일 유사

차이점
진실 근거가 기본/

필요시 허위, 위장

대상, 목적, 

수단

진실 근거 / 

공개매체만 활용

국가전략적 수준 

위주 / 진실에 근

거

<표 1> SC와 유사기능 간의 비교

위의 표는 SC의 조화로운 수행을 위해선 유사기능과의 협조와 일치가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SC와 이러한 관련 기능과의 차이

를 명확히 해야만 SC 계획수립시 각 기능을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왜냐하면 이들 각 분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ㆍ이해할 수 있을 때만이 

SC 계획수립 및 이행시 이러한 유사 분야의 효과나 신뢰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해군이 SC 활동을 계획, 실시할 때 이러

한 기존의 정보작전, 심리전, 민군작전, 공보, 군사외교의 역할ㆍ기능ㆍ임무를 

대체해선 안 된다. 

3.� SC의�기본�원리

현재 한국군은 SC를 매우 새롭고 중요한 군사개념으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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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예하 해당 부대 및 부서에서 실행하려고 할 땐 함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정책이나 교리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그래서 각종 훈련이나 연습시 

SC를 실제 적용하려 할 때 적잖은 혼란이 발생하곤 한다. 물론 미군도 SC를 

적용시 초기에는 많은 문제와 애로에 봉착하곤 했는데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

해 특별 위원회를 구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SC의 기본원칙을 제정하였

다.19) 여기에선 2008년 3월 미 합동참모대학에서 제안했던 SC 9개 원칙을 SC

의 기본 신조, 중요 특성 및 본질, 항구적 특성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리더십이 이끄는(Leadership-driven) 원리이다. SC는 리더의 명료

한 의도와 지침으로부터 시작되며, 요망되는 전략목표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지휘계선 라인을 통해 조직적으로 실천함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 군 차원의 

SC는 지휘관이 정보(Intelligence)나 군수(Logistics)에 버금가는 비중으로 SC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원을 배분해 주어야 실질적 효과가 발휘된다.

둘째, 신뢰(Credible)의 원리이다. SC 주체측이 구사하는 행동ㆍ이미지ㆍ
말이 ‘믿을 만하다!’는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 말과 행동, 정책과 조치에 괴리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공신력을 쌓아나가야 대상계층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안정화 작전에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킴으로써 민심을 확보하

는 것은 작전의 성패와 직결된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민들로부터 신

뢰를 얻지 못하는 요인 중에는 언행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았다. 

언어와 행위가 불일치하여 신뢰성을 훼손한 사례가 바로 천안함 피격 이후

의 우리 군의 對북한 SC이었다. 2010년 5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심리전 재개를 천명하였지만 실제적으론 실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북한은 우리의 대북 군사적 조치 및 응징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

이다. 연이은 연평도 포격은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연평도 

포격 이후 우리는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는 등 우리 나름의 대북 SC를 시행하

였다. 하지만 북한은 역으로 대남 SC 차원에서 조준포격, 선전포격 등을 운운

19) 미 국방부가 2008년 8월 15일 ‘Principles of Strategic Communication Guide’ 제하의 지침을 

하달하여 SC 관련 교육에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최종 정책이나 정식 교리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

릴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교육기관에 활용가능한 표준화 지침을 세미나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서 마련하고, SC관련 주무부서(Office of the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Joint Communication)를 분명하게 명시하였다. Robert T. Hastings, Principles of Strategic 

Communication (WDC: Department of Defense, 2008). pp.2-5; 김철우, 국가차원의 전략커

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방향(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pp.8-10; 합동참모본부, 2015 전략

커뮤니케이션 발전세미나: SC 시행 및 평가 발전방향, 세미나 책자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5), pp.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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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우리를 압박하자 우리는 단 1회의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라디오 방송 

확대만 실시하고 더 이상의 대북 심리전은 전개하지 않았다. 남북 간의 SC게

임에서 우리가 사실상 패배한 셈이었다. 

또한 SC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신뢰가 가는 사람들을 통해 커뮤

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

들은 적절하게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로서 사려가 깊은 전문가로 구성되

어야 한다. SC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이익, 전략적 목표 등 적어도 전쟁의 작전

적 수준 이상 차원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SC를 계획하고 컨트롤타워에 있는 자

들은 합동작전계획수립절차와 전략지시나 유관기관의 관련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셋째, 이해(Understanding)의 원리이다. SC가 펼쳐지는 지역주민의 언어, 

종교, 역사, 문화, 가치체계, 사회제도 등에 대한 심층적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대상자들은 자신에게 전달된 메시지를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들

의 사고방식과 문화의 전체적 맥락이 어떠한지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

다. SC 시행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커뮤니케이터의 목적이나 의도를 

지나치게 앞세우는 것이다. 커뮤니케이터가 일방적으로 주제와 메시지를 전달

할 것이 아니라 대상계층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넷째, 대화(Dialogue)의 원리이다. 이는 대화 쌍방 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이해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생각에 대한 의견교환을 해야 한다. 효과적인 커뮤

니케이션은 여러 집단 간의 다양한 대화를 요구하며, 이는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적극적인 청취, 개입, 상호 이해의 추구를 가능하게 한다. SC의 성공은 

청중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데 달려 있다. 리더들은 이러한 관계를 작

전이나 문제발생 이전에 이들과 연계된 정책을 수립하고 행동을 취하는 데 활

용해야 한다. 성공적인 SC 발전과 시행은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청중과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며, 상대방의 주장

을 청취하고,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존경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예

컨대 대북한 SC는 평시부터 지속적으로 매체 및 경로, 메시지에 대한 신뢰를 

쌓는데 우선해야 하며, 때로는 그들의 주장과 장점들을 인정하는 주제도 제시

되어야 한다.

다섯째, 광범위(Pervasive)의 원리이다. 커뮤니케이터의 말, 행동, 이미지 

등은 모두 메시지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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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말단 병사의 단순한 인권유린 행위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어 국가정

책까지 압박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종교적으로 민감한 행동, 자극적 

영상물 및 사진 등은 강력한 메시지로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미군은 영상정보, 전투카메라를 중시하여 SC에 활용하고 있다. 

여섯째, 노력의 통합(Unity of Effort) 원리이다. SC에 관련된 기관이나 행

위자들의 노력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통합되고 공조되어야 함을 강조한 원리

이다. 특정 조직이나 부서가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 제반 역량과 수단을 적절

히 통합해야만 효과를 증진시킨다. 기능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엇박자가 나타

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SC가 추진된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의 SC와 

국무부의 PD가 국가 전략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의 통일을 추구해 왔지만 

정책이나 예산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선 늘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 NSC가 주축이 되어 유관 기관 간

의 정책회의나 실무자 간의 사전회의 등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일곱째, 결과지향(Result-based)의 원리이다. SC의 제반조치들은 항상 명

료하게 서술된 최종상태(end-state)의 달성을 위해 집중화되어야 한다. SC는 

리더의 ‘공구박스에 추가되는 또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전

반적인 활동을 이끌어 가며 의도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들을 총

괄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널리 알리기(to inform)’를 위한 것인

지, 아니면 태도와 행위에 ‘영향 주기(to influence)’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주

제, 메시지, 전달수단,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멀린

(Mike Mullen) 전 미 합참의장은 미군이 중동지역에서 SC를 추진하면서 형식

논리에 너무 치우쳐 현지 실정에 맞는 효과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는 곧 그럴듯한 계획이나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

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SC를 추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덟째, 즉응성(Responsive)의 원리이다. SC가 장기적 관점에서 목표달성

을 지향하지만 신속하고 순발력 있게 상황 변화와 위기에 대처하는 기민성을 

발휘해야 한다. 적대세력의 기만ㆍ선전선동ㆍ왜곡보도 등에 대해서 적시에 대

응조치를 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민감한 상황이 촉발되었을 때 사실

규명에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적대세력들은 악의적 선전선동에 집중함으로써 

설사 뒤늦게 그들의 선전이 허위로 판명되어도 적시성이 상실됨으로써 대응조

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홉째, 지속성(Continuous)의 원리이다. SC는 연구ㆍ분석, 기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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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피드백이라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지속시켜야 한다. SC 대상국가의 수

용자들은 특정한 주제나 메시지에 일시적으로 노출된다 해서 태도나 행동에 

즉각적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장기간에 걸쳐 SC에 반복 

노출될 때 효과가 누적되어 그들의 인식이 변화되어 결과적으로 그들의 태도

나 행동들도 변하게 될 것이다.

지금껏 언급한 9가지 원리들은 미군이 9ㆍ11 이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

된 것이지만 문자 그대로 원리이기 때문에 보편적 적용가능성이 있어 우리의 

실정에도 활용되는 데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Ⅲ.�한국�해군차원의�SC개념�정립

1.�고려사항

해군차원의 SC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과 해군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해군은 정부⋅국방부⋅합참⋅연합사, 외국군과의 위상⋅임무⋅수단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 SC 개념을 발전시키고자 할 때 미국의 경우처럼 

거창한 목표보다는 해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의 SC가 되도록 해야 한다.20) 

둘째, SC 개념 정립시 SC 주체는 해본의 지휘부 및 참모부서이기 때문에 

SC의 목적과 목표는 명확ㆍ실행가능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휘부 및 참모부 

관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참모총장 지휘방침 및 해군정책 목표에 대

한 효과적 홍보⋅이해⋅공감대 형성ㆍ실행에 유리한 여건조성, 해군의 위상, 

비전, 정책, 활동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중요 사건ㆍ사고발생시 적시ㆍ
적절한 조치활동으로 상황 악화 방지 및 對군신뢰 추락 차단, 전투형 군대상과 

국민의 군대라는 위상 정립ㆍ유지, 장병들의 對적관 확립 및 북한의 대남심리

20) 미국은 애초에 SC 목표로 “미국의 기본적인 가치에 내재하고 있는 희망과 기회의 긍정적 비전을 

확산시킨다는 것”, “우방국과 협력하여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을 

소외시키는 것”, 그리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과학분야에서의 

협력을 보장하고, 질병을 퇴치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인류의 단결을 보장하는 것”을 선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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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실체 재인식,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및 총력전 태세 확립 분위기 조성,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상에 대한 국제적 지지 여건 조성, 상급

기관ㆍ부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된 전략커뮤니케이션 수행체계의 구축 및 시

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종합ㆍ요약해서 표현하면 해군의 정책

과 참모총장의 지휘목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뢰로 그러한 목표달성에 유

리한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평시 SC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1)

셋째, 해본의 예하 모든 부대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구상 및 계획되어야 한

다. 해본에서는 상부부대/기관과 연계해서 또는 단독적으로 전략⋅작전⋅전술

적 수준의 주제 및 메시지를 설정할 수 있으며, 예하 제대에 대해선 전략적 수

준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작전⋅전술수준의 과업만을 부여하

는 지침적 수준의 SC를 시행하면 된다. 물론 예하 부대/기관은 해본에서 제시

된 작전⋅전술적 수준의 SC과업을 시행함으로써 해군의 전략⋅작전목표에 기

여하게 된다.

넷째, SC영역과 범위는 해군의 임무/목표/역할의 범주 내에서 기획홍보 및 

對언론 대응과 위기조치 및 전시 대비태세ㆍ작전활동 등에 대한 SC 관련 제반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지침이나 대해적작전과 같이 해군이 군 

또는 국가를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는 국가적 제요소까지 SC영역과 범위

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섯째, 대상이 누구이며 그 대상에게 요구하는 수준(요망효과)이 무엇인가

를 고려해야 한다. 대상은 국군장병, 우리국민, 북한군, 북한주민, 주한미군, 

주변국, 국제사회, 안보관련 NGO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요망되는 수준

은 주제 및 메시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지변화)ㆍ공감(정서변화)ㆍ지지ㆍ동

참(태도변화)이다. 또한 SC 적용시기로서 평시, 위기시(대남 적 해양도발과 같

은 사건ㆍ사고 발생시), 전시로 구분해야 하며, 개략적 활동개념으로서 평시엔 

기획홍보/대언론 대응, 대군신뢰도, 정신전력 강화 개념이 포함되고, 위기시엔 

위기조치 개념이 포함되고, 전시엔 작전수행 개념이 포함된다. 즉, 해군의 SC 

개념에는 ‘전ㆍ평시’ 의미가 포함해야 한다. 

여섯째, SC를 구현하는 데 동원될 수 있는 역량으로서 해군 내의 조직ㆍ부

대, 상급부대 및 기관, 유관기관, 민관군 통합방위 조직, 예비군, 군위탁생/군 

21)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게서, p.69의 내용을 해군의 입장에서 재판단, 열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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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해외 파견 장병, 유학생, 무관, 장병가족/지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해군조직과 지휘계통, 국방부/합참/연합사와 연계된 시스템, 군 매체, 

IT/SNS, 대중 매스미디어, 해군 연중행사ㆍ회의ㆍ세미나, 전투준비태세/교육

⋅훈련 등을 포함한 ‘해군의 능력 및 활용 가능한 제 역량(요소)’이 SC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일곱째, SC시행 결과 의도한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선 해본 업무를 총괄하

고 참모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조직ㆍ직책에 의해 일관성 있는 ONE VOICE

化, 컨트롤타워에 의한 일사분란한 시행, 동일 목적/목표 지향에 의한 구심력 

발휘, 심층 깊은 환경ㆍ대상연구, 고도로 기획되고 공감되는 기본계획 및 평가

환류 체계 등을 조정ㆍ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한국�해군이�SC적용�시�긍정적인�측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고려해 볼 때 해군에선 SC 적용 시 평시ㆍ위기시ㆍ전시

별로 구분,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22)

첫째, 평시 적용시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① 정책목표 구현수단으로 활용 가

능하다. 해군이 정책을 개발, 실현해 나가려면 국민적 이해와 지지가 필요한데 

이때 SC를 이용한다면 해군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대군 신뢰형성에 해

군의 노력을 집중할 수 있다. ② SC를 효과적으로 활용했을 때 해군총장의 지

휘의도 파악이 용이하고, 지휘주목, 지휘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

다. 또한 참모총장의 SC에 대한 수행의지와 의도 반영이 가능하다. 평시 SC를 

적용함으로써 총장의 지휘방침이나 지휘의도를 관련 부서들이 보다 정확하게

(accurate), 보다 일관성 있게(consistent), 보다 적시성 있게(timely), 보다 

투명하게(transparent), 그리고 보다 신뢰성 있게(credible) 추진할 수 있다. 

③ 공보나 정책홍보 등을 SC와 함께 시행하면 관련 기능의 효과적인 조정과 

통합으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④ 평시 해군에 SC를 적용하다 보면 

소통을 전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이 증진될 것이다.

평시 전담조직 및 전문가를 양성하고 수행체제를 발전시키면 SC의 발전 역

22)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게서, pp.59-61에 수록된 한국 육군 기준 SC적용 필요성을 한국 해군 

실정에 맞게끔 재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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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확충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평시 SC를 기획홍보 및 언론 대응 위주로 

적용한다면 SC 근본 목적인 군사전략목표 달성에 연계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

이다. 따라서 평시는 위기시나 전시의 연장선으로서 평시의 SC는 어디까지나 

위기시나 전시 SC를 위한 준비차원에서 기획 및 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대남 해양도발과 같은 위기가 발생시 SC를 적용, 기대할 수 있는 측

면으로는 ① 매뉴얼에 의한 조직적ㆍ체계적 운용으로 위기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응, 상황의 조기 종료 및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고 ② SC 시행 및 관련 부서

들에 대한 조종통제를 실시, 일관성 있게 대응을 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고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③ 워게임과 같은 사전 모의실험 등에서 SC

를 적용함으로써 우발상황 및 사태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寄與)할 

수 있다. 

셋째, 전시 및 전시대비 연습 적용시 긍정적 측면으로는 ① 해군이 연합사

나 합참, 그리고 국방부와 같은 상급부대 및 기관의 SC수행체계와 연계하여 

SC를 시행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서 전시 연습시 상급부대 및 기관의 요구

에 상활별 적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합참의 군령차원 SC 수행

시 해군은 합참의 전략지침을 작전ㆍ전술차원에서 구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

을 수행하는 위치인바, 예하 관련 부대/서에 대한 독자적 SC 수행 지침을 하달

할 수 있다. 특히 상부지휘구조가 변경될 시(해본이 합참의 군령지휘체제에 포

함될 때) 해군 자체 내에 SC 시행체계를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예하 사령부에 

대한 해군 독자적 SC 수행 지침의 하달이 불가하게 된다. 따라서 해군이 SC 

수행체계를 갖춘다면 상부지휘구조 변경 대비 군령수행의 체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④ 그리고 SC 임무를 기획하고 시행하는 전담조직이 편성되고 이를 운

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전체적 수준에서 해군의 SC 능력은 급격히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 해군이 본격적으로 SC를 적용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반대 논리

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하나는 현재 공보나 심리전에 하고 있는 것

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일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의 조직과 업무영역을 조정ㆍ
변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사실상의 SC 역할을 하고 있는 공보(public affairs)업무는 사

실에 근거해서 일방적인 이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달의 한 방법일 뿐이

다. 따라서 메시지 전달 방법이 단순하고, 조직의 목표와 연계된 전략과 기획

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방적인 전달로 인해 대상의 쌍방소통 제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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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다. 그리고 공보는 국내, 군내의 대상에 한정하

여 실시함으로 전략적 목적 달성이 제한이 된다.23)

물론 공보도 지금껏 SC에서 ‘소통(C: Communication)’에 중점을 두는 역

할을 해왔지만 공보업무를 전략적 목표를 세워 체계적으로 기획해서 조직적이

고 일관적으로 시행하면 얼마든지 전략커뮤니케이션(SC)의 역할을 담당가능하

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 중요한 것은 

SC에서 ‘소통(Communication)’이 문자 그대로 ‘전략적(Strategic)’이 되어야 

하는데 이 때 무엇보다 ‘전략적(Strategic)’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행위가 ‘전략적’이라는 것은 그 행위가 구체적인 장소에서 발생하지만 

그 영향은 그 국부적인 장소를 뛰어넘어서까지 미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전

략적 행위는 군사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곳을 공격할 

때 그 영향은 그 곳에서 기능적 수준의 결과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를 뛰어 

넘어 전쟁의 최종 목표달성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정 목표를 폭격하

면 그 목표는 무력화되지만 나아가 그 무력화를 통해 무엇을 더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이는 곧 ‘전략적’ 효과를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즉, 현장의 결과는 기능적이거나 기계적인 결과일 뿐 그 자체가 꼭 전략적 

결과일 수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전략적’이라는 용어의 교과서적 의미가 조직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거나 기여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전략적’이라 용어를 일반 보편적인 ‘목표

구현 개념’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는바, 해본의 모든 부서의 행동이 나름 합목

적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위가 전략적인 행위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따

라서 정훈공보실이나 정책실의 대외적 일상 업무는 나름대로 목적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SC 시행체계의 정립이나 시행조직의 편성 등

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타당성을 지니려면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이 기능적 

목적인지 전략적 목적인지를 먼저 명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소통

(Communication)은 메시지와 이를 전달할 수단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만약 이러한 소통에 방점을 둔다면, 즉 오직 미디어매체의 특성만을 강조한다

면 이는 SC가 아닌 ‘CS(Communication Strategy, 소통의 전략)’가 되어버린

23) 상게서,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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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광장에 모인 군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구두로 전하는 것보다 

확성기를 통해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때 이는 곧 ‘전략적 소통’

보다는 ‘소통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C에서는 메시지의 내용과 소통 수단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메시지의 

신뢰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상응한 행동까지도 중요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메시지와 소통의 매개체, 그리고 관련 행동 등이 전략적이냐

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SC에서 핵심적 관건인데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데카르트식 전략적 사고방식24)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SC에서도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메시지 소통수단과 함께 

그러한 메시지의 신뢰성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상응한 행동까지도 중요시하고 

있다. 하지만 메시지와 소통의 매개체, 그리고 관련 행동 등이 전략적이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SC에서 핵심적 관건인데 이러한 판단은 <표 2> 같은 데

카르트식 전략적 사고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표에선 결과로서 네 

가지의 경우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엔 우리가 전략적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필요 없는 부분은 

버리고 필요한 부분만을 취하려면 메시지 내용, 전달 수단, 상응한 행동 등의 

정도를 조화롭게 잘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명실상부한 전략 커뮤니케이션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데카르트식 전략적 사고는 보기에 간결하고 쉬운 사고

방식인 것 같지만 막상 현실에서 실행하고자 할 땐 결코 쉽지 않다. 그만큼 SC 

자체가 전문적 영역이기에 효과적인 SC를 위해선 더욱 전문요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한편 SC관련 공보의 제한사항을 심리전을 이용,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심리전은 용어와 개념의 본

질에 있어 전쟁과 기만 등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공개적으로 실시하면 효과가 

제한되고 역효과의 우려도 있다. 또한 평시에 심리전을 전개하는 데는 제한점이 

많다. 그리고 심리전도 일방적인 소통의 방법이며, 대내ㆍ외에 적용하기에 제한

사항이 많다. 따라서 공보, 심리전, 정보작전 등은 메시지 전달위주이기 때문에 

상대의 인지, 정서, 태도변화 유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보

와 심리전 등 SC관련 기능을 통합, 공보의 메시지와 심리전의 주제를 병행하여 

24) Malcom Gladwell, The Tipping Point: How Little Things Can Make a Big Difference (New 

York: Back Bay Books), 2006, pp.23-30에 데카르트식 전략적 사고방식에 관한 내용이 자세

하게 소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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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를 수행한다면 굉장한 시너지

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25)

그리고 현 조직과 영역을 보완

하여 SC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

율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은 더 작

고 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조직의 슬림화가 큰 흐림인 현 상

황에서 SC 수행을 위한 조직의 

신설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해군

의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국방부나 합참

에서 SC시행을 위해 기존 조직의 업무영역을 전환, 추진한 결과 전문성 부족

과 책임소재 불명확으로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고 추동력이 떨어져 SC 본질적

인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을 이미 경험하였다. 우리 해군이라 해서 이런 시

행착오를 특별히 겪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해군에서도 현 조직 및 업

무영역을 보완ㆍ전환해서 SC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SC전담조직을 신설, 기

존 관련 업무와 병행 또는 SC에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한국�해군의�SC�비전ㆍ목표ㆍ전략

한국 해군이 SC를 적용하려면 먼저 한국 해군 차원의 SC에 대한 개념을 정

립하여야 한다. 여기에선 한국 해군의 SC개념을 비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

표, 그리고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또는 과제라고도 함)을 기준으로 정립

하고자 한다. 비전이란 해군이 SC추진조직으로 존재는 하되 어떤 방향으로 존

재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SC조직의 정체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비전을 아래 <그림 3>에서처럼 외존적(外存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

면 목표달성 이후 별도의 노력이나 과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비전은 궁극적(窮極的)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되는 것

25) Ecklund, Marshall V. “Strategic Communications: How to Make It Work?” IO Sphere, 

Fall 2009, p.34.

<표 2> 데카르트식 전략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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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최종상태(end state)’

와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비전은 또한 조직의 존재이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직이 나아갈 기

본 방향을 나타낸다 해서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

래서 비전을 목적이라고도 한다. 

위 그림에서 목표는 비전을 달성하

기 위해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것

으로서 단일 목표일수록 실현을 위

한 과업의 구체화가 용이해지고 효

율적 추진이 가능해진다. 여기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과업은 전략(경영학) 또는 

전략개념(군사학)이라 한다. 

그렇다면 해군 SC조직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는 해군 SC조직의 비전을 어

떻게 세울 것인가? 지금까지의 논의를 근거로 할 때 군이 추구하는 SC의 궁극

적인 목적은 전승(不戰勝) 및 최소피해전승(最小被害戰勝)이라 할 수 있다. SC

를 추진하기 위한 해군내의 조직도 이 목적에서 예외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비전에 이르기 위해 해군이 추구해야 할 SC 발전목표는 무엇

인가? 해군은 SC를 새로운 군사영역으로 발전시켜 안보와 관련된 위협을 관리

하고 전쟁기획의 관점에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안보의 과거ㆍ현

재ㆍ미래를 동시에 조망하면서 한ㆍ미동맹의 기본정신과 틀을 굳건히 유지하

는 가운데 우선 한반도 안보 여건에 적합한 SC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체계와 절차를 발전시켜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와 위

기시에 S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작권 이후의 한미연합체제와 합치되는 해군형의 SC를 성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첫째, 해군 내부에서부터 SC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리더십에 의해 이끌어가는 SC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SC 관련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이 일상화되어 유관기관과의 

SC 연계 및 통합 시행이 항상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야만 할 것이다.

<그림 3> 한국해군의 SC 

비전ㆍ목표ㆍ전략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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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해군 SC의 비전ㆍ목표ㆍ전략 

둘째, SC를 직접 실행에 옮기는 기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

보작전(정보감시/정찰 자산, 북한/주변국 정보융합 역량), 공보(정훈공보실, 기자

관리 등), 심리전(합참심리전과와 국군심리전단과의 연계), 민사작전, 군사외교 

등의 시행기능을 SC 관점에서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우리 해

군은 첨단무기체계 확보를 위시한 유형전력에 많은 투자를 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SC와 같은 무형전력 분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셋째, SC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 및 전략적 판단과 군사적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오랜 군 경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학, 언론학, 사회심리학 

등 관련 학문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전직 외교관, 군 장성, 교

수 등을 상대로 인적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 SC 추진시 실무와 이론을 접목

시켜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SC를 각종 연습에 적용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군 교리연구기능을 

적극 활용, 정식 교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작권 이전까지의 

연합사 존속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한미 양 해군 간 SC교리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효과중심적 접근방

식을 채택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파병장병, 해외파견 무관단, 군 관련 

각종 국제회의 및 교육기관 파견 요원 등을 상대로 개개인이 현지에서 전략커

뮤니케이터로서 한국과 한국 해군의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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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할 수 있도록 파견 사전 교육과정에 반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미군에서 태동하여 발전된 SC 개념을 한국 해군에 적용하는 입장

이기 때문에 이상적 목표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미측과 우리측의 시스템과 

문화, 인원 및 예산 할당 여건 등을 고려, SC가 보다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한국�해군의�SC�수행체계�및�절차

1.�한국�해군의�SC�수행�기본방향

한국 해군의 SC 수행은 원칙적으로 리더십 주도하의 중앙집권적 조종ㆍ
통제ㆍ통합이라는 기본방향에 충실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SC를 추진 시 군정과 군령으로 구분하여 전략ㆍ작전ㆍ전술적 수준에 

상응한 맞춤형의 SC과업을 선정, 이행해야 한다. 전략적 수준의 SC는 국방부

의 군정과 국가차원의 SC지침 수령 후 해본이 시행주관 부서가 되어야 한다. 

작전적 수준의 SC는 국방부나 합참과 같은 상부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SC지침

을 근거로 해군의 임무를 추정ㆍ판단하여 해본이 주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하 사령부급 부대로 하여금 하달된 총장의 지휘의도에 부합되게 실시하도록 

지시한 후 해본은 그들의 임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전술적 수준의 SC

는 해군 독자적 혹은 부여된 임무수행을 위해 예하제대에 지침과 계획을 하달

하고 시행결과를 보고받고 환류하는 개념으로 수행해야 한다.

둘째, 독자적 SC 수행은 SC참모부서에서(기관부 정책기획 SC센터)에서 SC

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SC실무단에서 계획으로 구체화하여 SC위원회에서 계

획을 검토하고 조정ㆍ통제하여 해당 SC기능별로 예하제대에 시행토록 계획지

시를 하달하고 감독해야 한다.

셋째, 해군의 SC는 평시, 위기시, 전시로 구분, 이 시기별로 SC적용 범위

와 내용을 차별화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평시에는 해군의 임무 및 역할과 

총장의 지휘방침 및 의도 등에 대한 SC를, 위기시에는 위기조치 및 사건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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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악화 방지에 대한 SC를, 전시연습 및 전시에는 PDE(Planning Decision 

and Execution, 계획결심 시행체계) Cycle에 의한 상활별 조치에 대한 SC를 

실시해야 한다. 

넷째, SC추진 후 결과로서의 요망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상급ㆍ유관

기관과의 연계성 있는 추진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필요시 

민ㆍ관과의 연합수행체계 및 아웃소싱 수행체계를 형성,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SC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주제와 부합되는 메시지 

개발과 이에 걸맞는 조치활동이 병행되도록 해야 하며, 이렇게 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한국�해군의�SC�수행�조직별�운용�및�임무

한국 해군이 SC를 수행하기 위해선 SC 센터와 SC 실무단, 그리고 SC 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SC 센터는 해군 SC의 주무

부서로서기관부 1차장 예하에 두고서 구성은 SC센타장, 계획, 운용, 평가, 

SCWG(Working Group)담당 등 5명으로 하며 구성원별 업무분장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직책 업무 비고

SC 센터장

- 참모총장의 SC 관련 의도 및 지침 수명, SC

  수행전략 구상

- SCWG 운용 감독, SC위원회 간사

- 상급기관/부서 SC 관련 해군 실무대표로

  참석/협조

대령 또는 군무원 2급

계획담당
- SC 환경 및 수행전략 고려 기본계획 구상

- SCWG 협조 후 기본계획 수립
중령(총괄)

운영담당
- 예하 SC 시행부대/서 시행 협조 및 통제

- SC 시행 감독 및 추진 상황 평가, 결과 종합

중령 또는 군무원 3급

(계약직 군무원 3급도 가능)

평가담당
- 요망 효과 및 목표달성 여부 평가

- 평가결과 분석 후 차후 계획에 반영

소령 또는 군무원 4급

(계약직 군무원 4급도 가능)

SC실무단 

담당

- SCWG 회의계획 수립 및 시행

- SCWG의 SC 환경분석 과제 종합검토

중령 또는 군무원 3급

(계약직 군무원 3급도 가능)

<표 3>  해군 SC센터 구성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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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실무단(SCWG: Strategic Communication Working Group)은 아래의 

<그림 5>에서와 같이 해본 각 참모부서에서 SC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중ㆍ소령급 장교가 SCWG를 구성하며, 이들은 소속 참모부서를 대표하여 SC

센터에서 SC업무를 계획ㆍ시행ㆍ평가할 때 참여, 보좌한다. 이 실무단의 간사

는 SC센터 내 계획담당관인 총괄장교로 한다.

<그림 5> 해군 SC실무단(SCWG) 구성도 

SC실무단의 임무는 SC실무단의 임무는 SC 관련 환경 분석과 기본계획 수

립 및 평가 업무 수행, SC 수행과 관련된 각 기능의 협조 및 조정, 해당기능별 

SC시행과 예하제대 SC시행 감독 및 상급부대 시행 협조, SC위원회 보좌 및 

SC관련 자료 축적이다. 

또한 SC 실무단은 격주 단위로 추진상태 평가, 시행협조, 계획반영 소요, 

환경 분석 등에 대해 회의를 실시하며, 위기시나 긴급 현안 발생시 SC센타장

의 요구에 의해 소집ㆍ운용되며, 전시는 별도 예규에 의해 소집ㆍ운용된다. 

SC실무단 회의시 참석자는 해당 기능의 능력과 제한사항, SC에 통합되어야 할 

해당 기능별 계획, 환경 등을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요망된다.

SC위원회(NSCC: Navy Strategic Communication Committee)는 해군 

SC업무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ㆍ통제 임

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상급ㆍ유관기관과의 협조업무 및 노력통합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위기나 상황이 발생시에는 위기조치총괄기능도 수행한다. 회

의는 월 단위 혹은 주요 상황발생시 실시되며,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참모차장

이 주재하지만 필요시 참모총장이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아래의 



한국해군의 전략커뮤니케이션(SC : Strategic Communication) 적용 방안 / 정삼만  319

<그림 6>와 같이 원칙적으론 본부의 모든 참모부 부ㆍ실장으로 구성되지만 SC

사안에 따라 관련 부ㆍ실장으로만 구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탄력ㆍ유연하게 

운용한다. 

<그림 6> 해군 SC 위원회 구성

NSCC의 임무는 해군의 임무ㆍ역할과 총장 지휘방침 등과 관련된 총장의 

SC 지침 및 운영 의도를 구현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SC 기본계획의 검토 및 

시행을 위한 노력의 기능ㆍ부서별 조정ㆍ통합, 그리고 해군 SC발전 방향 모색

과 위기상황에 대한 조치 및 대응방안의 검토ㆍ시행ㆍ감독을 수행하는 것이다.

3.�한국�해군의�SC�수행�절차

해군이 평시에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SC과제는 상부 기관으로부터 하달되

는 SC 지침 또는 과제와 해군의 임무와 목표, 그리고 참모총장의 지휘목표와 

해군의 당면 과제 등에서 식별, 작성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해본의 모든 일상

적인 업무를 SC 대상과제로 선정, 추진하려 한다면 SC부담의 폭주로 각 부서

의 기존 업무와의 충돌 및 혼선은 피할 수 없을 것인바, 해본의 전체 업무가 순

식간에 마비될 수도 있다. 그만큼 SC 과업을 선정하려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C에서 ‘S(Strategic)’는 우리 해군의 존재의 의의와 관련되어 있다고 

사고하면 된다. 보다 일반적 의미에서 해군을 포함한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평

시엔 전쟁의 억제이고, 전시엔 전승이고, 위기 시엔 상황의 조기 종결 및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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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지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존재 의의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

건ㆍ사고라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SC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어떤 사건ㆍ
사고가 해군의 존재의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만 SC 대상 영역

이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극히 주관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곧 그렇

기 때문에 SC 조직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구성하여 운

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7> 한국 해군의 평시 SC 수행절차

위 그림은 평시 한국 해군이 SC를 수행하는 절차를 계획단계 위주로 나타

낸 것이다.26) SC센터장이 실무단에서 연구ㆍ분석한 결과를 요약, 참모총장에

게 보고하면 참모총장은 SC시행계획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의도를 하달하고, 

이를 수명한 실무단은 SC센터장의 지휘하에 SC지침 분석-SC목표 설정-SC대

상 설정ㆍ분석-이슈별 주제개발-SC시행부서 선정-효과 평가방안 개발 순으

로 SC기본계획을 작성한다. 

참모총장의 지침 및 의도와 상급기관의 지시로부터 명시된 과제와 추정된 

과제를 식별, 환경 분석 결과를 근거로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수과제를 

선정한 다음 선정된 과제별 목표 및 요망효과와 중점을 결정한다. 이어 대상

26) 상게서, p.103의 그림을 해군의 입장에서 재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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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SC의 목표 및 효과의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상, 가치관, 문화적 특

성, 종교, 사고방식, 사회적 영향정도, 의사결정의 영향, 개별적 특성 등을 분

석한다.

다음으로 선정된 대상에게 전파해야 할 주제를 개발하되 이때는 SC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메시지뿐만 아니라 상응한 활동 및 조치 등이 반드시 포함

되도록 한다. 말만 앞서고 이 말을 실현시킬 수 있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메시지는 더 이상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된다. 신뢰 없는 의사소통은 아무런 요

망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허풍으로만 비춰질 뿐이다.

SC주제가 개발되면 이 주제를 전파하고 조치할 SC 시행부서를 결정한 후 

요망효과 평가 방법을 결정한다. 이 평가는 정량적ㆍ정성적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ㆍ누적적ㆍ지속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사전평가

방법이 가용할 경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사용이 권장된다. 

계획단계의 최종적인 절차로서 실무단에선 시간과 여건을 고려, 상기 계획 

단계들을 순차적 혹은 동시적으로 진행하여 수립된 계획 초안을 SC 위원회에 

회부, 심의를 거친 후 최종안을 작성하여 참모총장에게 보고, 승인을 득한 후 

전파한다.

한국 해군에게 위기란 적 도발과 같은 군사안보적 위기와 평시 군에 심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하는 군내외 사건ㆍ사고와 같은 비도발적 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는 적시ㆍ적절한 대응조치와 함께 신속한 

SC가 진행되어야만 상황의 조기 종결 및 상황 악화의 조기 차단이 가능하다. 

이때는 SC위원회와 실무단이 위기조치반과 병행하여 운용된다. 아래 <그림 8>

은 해군이 위기시 SC를 적용하는 절차를 도표화한 것이다.

상황인식 및 위기평가단계에선 위기나 사건ㆍ사고가 발생시 먼저 SC센터

가 실무단과 관련 부서 담당관을 활용, SC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한

다. 검토결과 SC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SC시행을 건의하는 위기평가보

고서를 작성,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이때 총장이 판단하여 SC시행이 필요하

다면 지체 없이 SC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한다. 이후 SC센

터는 참모총장의 SC 시행 준비 명령뿐만 아니라 자체 판단이나 국방부나 합참

과 같은 상급기관으로부터 하달된 지시에 의해서도 SC 실무단을 가동, SC 시

행 준비를 착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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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국 해군의 위기시 SC 수행절차

SC시행 계획수립단계에선 앞서 제시한 해군의 평시 SC 수행절차를 동시ㆍ
통합적으로 적용하면서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위기를 구성하고 

있는 이슈의 긴급성과 위급성 등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상응한 대응조치를 SC 

추진전략으로 구상하는 것이다. 먼저 발생한 위기가 북한 경비정의 NLL 무단 

침범이거나 체력검정시 장교 사망, 그리고 헬기 추락 등과 같이 대처할 시간 

없이 즉각적인 피해가 나타나는 폭발적 위기상황인지, 아니면 해군에 대한 고

발성 언론보도, 군 장교의 성추행 사건, 방산물자 도입 및 관리 허술 등과 같이 

폭발적 위기보다는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비교적 더 있는 즉각적 위기상황인

지, 아니면 북파공작원 보상 및 생존자 확인, 사드배치금지, 해군기지 건설 반

대, 특정 전력 건설 반대 등과 같이 향후 위기 전개방향이 비교적 예측 가능한 

진행형 위기상황인지, 아니면 또한 군내 동성애 허용논란, 방산비리 및 군내 

인사비리 등과 같이 표면으로 나타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성적 위

기상황인지를 식별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식별된 유형의 위기에서 상황이 악화되어 통제 불능의 상태로 

발전되지 못하도록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해선 이에 걸 맞는 대응전략

을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위기유형에 따른 각양각색의 대응전략이 있지만 상

황과 주어진 여건을 고려, SC 목표 달성에 직결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전략

으로서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SC의 전략이 결정되면 다음으로 이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메

시지 개발, 전파수단, 그 외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한다. 또한 계획 수립단계에

선 SC 수단ㆍ시행부서의 결정과 워게임을 통한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 SC계획

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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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시행단계에선 SC위원회(실무단)에서 수립된 시행계획(안)을 참모총장

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책임 있고 상징성이 높은 직책에서 SC를 주도

적으로 시행해야만 메시지의 진정성과 결연한 의지, 그리고 신뢰성을 입증해

보일 수 있다. 해군에게 치명적인 문제일 경우 참모총장이 직접 언론에 나와 

발표하고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슴 아픈 지난 일이지

만 천안함 폭침사건 때 SC의 리더가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합참의장이나 

국방부장관이 직접 대국민성명과 보고를 통해 신뢰할만한 조치와 결연한 의지

를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격이 낮은 대변인이 나와 발표함으로써 국

민의 대군신뢰도가 순식간에 추락하고 말았던 일이 있었다. 

또한 위기시엔 국방부에 보고할 내용과 예하 부대/서에 하달할 내용을 조

정ㆍ통제하여야 하고, 위기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차후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수정ㆍ보완)과정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해군이 전시 또는 전시 대비 각종 연습ㆍ훈련시 SC를 수

행하려 할 때 아래 <그림 9>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계획단계에선 전략적 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해상작전의 최종상태와 작

전목표를 설정하고 해상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변수를 식별ㆍ평

가한 후 전략적 조건설정, 주 대상과 대상별 요망행동 식별, 주제선정, 시행기

관 선정과 과업 분담, 지휘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기능별ㆍ시행기관에 전파하

는 순서로 진행한다. 실행단계에선 세부대상을 식별하고, 주제와 메시지를 개

발하고, 정보작전ㆍ공보ㆍ심리전 등 시행기능들을 동시적으로 공조시켜 메시

지가 대상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단계에선 다음과 같은 사

항에 유념해야 한다.

첫째, 대상(audience)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세부대상별 적합한 메시

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세부대상이란 대상 국가 내의 특정집단이나 주민들이

라고 할 수 있다. 특정 대상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에 초

점을 맞추어 효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효과중심의 접근을 위해선 

우선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화가 필요하다. 메시지를 통해 

단순한 정보를 인지(Knowledge)하도록 하는 것인가? 이해(understanding)의 

수준을 성취하려는 것인가? 신념화(belief) 수준이나 행동화(actions)에 이르게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따라서 메시지의 전달 시기ㆍ빈도ㆍ강도 등이 차별

화되어야 한다.

둘째, 실행기능별로 개발한 메시지가 주제와 연관성 있게 작성되었는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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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되는 요소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ㆍ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개발해야 할 주제와 메시지가 해군역량의 범위를 초과할 땐 

범정부 차원의 틀 내에서 해군이 수행해야 할 과업을 정확히 추정한 후 이에 

걸맞도록 개발해야 한다.

<그림 9> 한국 해군의 전시ㆍ훈련시 SC 수행절차

셋째, 정보작전, 공보, 심리전 등 실행기능별 작전역량에 맞는 권한과 임무

영역을 명료화시키고 핵심대상을 집중 공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땐 무엇

보다 SC는 추진 시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관련 모든 기능과 역량들이 동

시ㆍ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SC 평가 및 환류단계에서는 메시지의 효과 및 적절성을 평가하고 주제와 

전략적 조건, 작전목표 상호간의 합치성 및 연계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종

합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메시지 평가는 시행기관이나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되 시행기관이 해군 내의 부대/서일 경우 이 부대/서는 전략적 조건 달

성을 위한 SC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SC실무단에 보고하고, 시행기

관이 외부 기관일 경우 이 기관은 SC 시행결과를 평가, 관련 협조계통을 통해 

SC 실무단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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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방향 재설정 단계에서 SC 실무단은 취합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주제 및 

전략적 조건과 작전목표에 대한 기여 여부를 더욱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즉 요

망되는 전략적 조건의 변경여부를 분석ㆍ판단하고 이에 상응한 주제개발의 필

요성을 검토한다. SC 실무단은 계속해서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정ㆍ보완하

고 추가적 발전요소를 도출한다. SC센터(장)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평가결과

를 종합,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지휘관은 보고받은 결과에 대해 새로운 지침을 하달하고, 이를 수령한 SC

센터와 SC실무단은 이 지침을 근거로 주 대상의 요망되는 행동 이행 여부에 

따른 전략적 조건의 변경 여부와 새로운 주제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SC방향의 

재설정 여부와 차후 계획에 반영시킬 요소를 검토, 차후 SC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시행과정은 SC목표와 요망효과가 달성될 때

까지 지속된다. 

Ⅴ.�결론

베를린 장벽은 대포나 탱크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바뀐 

사람들에 의해 무너졌다. 미국은 9ㆍ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서 마음과 생각을 

향한 전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체험했다. 미국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

에서 커뮤니케이션 위력의 필요성을 새삼 절감하였고, 이에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반미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 SC개념을 정립, 국가전략목표의 달성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국력의 제요소를 긴밀하게 조정ㆍ통합하

였다.

커뮤니케이션과 국가안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21세기 글로벌 정보유

통이 더욱 복잡하고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커뮤니케이션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전략에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전략적 마인드를 단순히 미국식 개념이라고 폄하하거나 간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위해 적극 적용, 활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미연합사도 

SC를 2007년도에 작계에 반영,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각종 전시연습에 적용

하고 있고, 국방부와 합참에서도 관련 연구와 조직 보강을 이미 시작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한국 해군은 연합사와 국방부, 그리고 합참에 대해 별개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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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립적인 군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천안함 폭침사건시 우리의 미숙한 언론대응과 조치부실 등으로 인해 

대군신뢰도가 추락하였고, 이를 계기로 북한의 집요한 심리전에 휘말려 우리

의 국가안보의식이 더욱 훼손되게 되었던 당시 상황은 SC가 우리에게도 얼마

나 중요한가를 거듭 일깨워준 순간이었다.

그동안 해군은 북한의 숱한 대남 해양무력도발에 맞서 싸워야 했고, 앞으로

도 그러한 도발을 예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주변 강국의 해군과 맞서 

우리의 국익을 당당히 지켜낼 수 있도록 작지만 매서운 전력의 건설에 매진해

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대내ㆍ외적 도전적 상황이 곧 본 연구를 착수하게 된 

배경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현안에 대한 해군의 정책목표나 해

군의 임무 및 역할을 구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SC의 개념

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의 편성과 수행절차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 번째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적 환경과 남북관계 및 북한의 지역

적 환경, 그리고 최근 미디어 환경 및 정보유통 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해

군 주도의 SC에 한계와 장애적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SC 적용으로 인한 장점

이 이를 상회할 수 있다고 판단, 국방부(평시) 및 합참(위기ㆍ전시)과 연계하여 

해군의 독자적SC 적용 및 시행이 불가피함을 도출하였다.

둘째, 해군에서 SC를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시키고자 해군차원의 개념

을 재정립하였다. SC 추진 조직의 부전승(不戰勝)과 최소피해전승(最小被害戰

勝)을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이 비전에 이르기 위한 목표로서 한반도 안보여건

에 적합한 해군 독자적 시행체계의 정립과 평시/위기시/전시의 SC 적용 문화 

창출, 그리고 한미연합방위체제와 합치된 SC 수행체계 정착을 제시하였고, 이

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해군 내 공감대 형성, 유관부대서와의 

연계적 및 통합적 시행여건 조성, 핵심시행기능의 역량 강화, 전문가 네트워크

의 확충, 교리화 및 체계적 교육의 병행 실시를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전략

(戰略)은 향후 세부시행계획을 작성, 추진해야 할 과제(課題)들이기도 하다.

셋째, SC의 적용 범위와 영역으로서 해군의 정책 및 지휘 목표 구현을 위

한 기획홍보나 국민의 대군신뢰도 제고 등을 평시의 범주로, 위기발생시 상황 

악화 방지 및 원상 조기회복 등을 위기시의 범주로, 전시 대비 작계 및 교리발

전과 유관부대ㆍ서와의 연계성 있는 해군자체의 SC시행 등을 통한 부전승과 

최소피해전승 추구 방안 등을 전시 범주로 선정하였다. 

넷째, SC를 추진하기 위한 해군 내 조직편성으로서 기관부(1차장 예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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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SC 전문조직인 SC센터를 편성하여 센터장을 포함한 5명의 담당관을 보

직, 운용하는 것을 제시하였고, 또한 SC위원회와 실무단을 편성, 운용하면서 

주기적 또는 임시적 회의를 통해 발생한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위기 및 사건ㆍ사고가 발생시 위기조치반과 협력하면서 적시ㆍ
즉각적으로 SC를 계획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시연습 또는 전시엔 

PDE & Cycle에 의한 지휘결심 보좌 및 작전활동에 SC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해군이 이처럼 독자적인 SC 시행체계를 조기에 구축,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해군장교들 중심으로 해군에 SC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한 공

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선 군내 각종 교육기관을 통해 

SC 관련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나 교과내용 등의 수정ㆍ변경 등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본격적으로 SC체계를 구축, 시행하려면 SC센터조직을 창설하고 관

련 담당 직위에 SC 마인드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보직토록 하여야 한다. 

셋째, SC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해군내 유사회의체나 관련 

업무영역을 재정립하여 SC 추진시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분야의 행정소요 최소화 조치가 한 예일 것이다. 

넷째, SC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선 해군 차원의 

관련 교리ㆍ교범지침서를 작성하고, 또한 SC 관련 업무분장을 내규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SC업무 추진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관련 기능을 동시

ㆍ통합하고 아웃소싱기관과 유관부대ㆍ서와의 연계성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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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ys to apply the Strategic Communications to 

the ROK Navy

Chung Sam-Man*27)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apply the strategic 

communications to the Republic of Korea Navy. It may be a little bit late for 

the ROK Navy to accommodate the SC in these days because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C by the Combined Forces Command has already 

been begun. It was in 2007 when the SC was in place in the CFC.

ROK’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Joint Chiefs of Staff have also 

mulled over the SC and begun to apply it in part in the annual exercises such 

as Key Resolve command post drills and Foal Eagle field training exercise, etc. 

For the ROK Navy, in addition to those exercises, it is faced with further areas 

like North Korean maritime provocations and other maritime incidents where 

its version of SC is needed.

As noted, the SC is not intended to deter or defend directly those 

provocations and incidents, but aims to create conditions favorable to the 

achievement of the navy’s strategic objectives. The ROK Navy has to establish 

a SC planning center and implementing organizations within the Headquarters 

to be consistent with its above organizations such as MND, JCS, and CFC that 

have already applied the SC in part or in entirety.

SC center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need to be under the control of 

VCNO and the center needs to be located and administered by the policy 

division in N-5 at the HQs. The vision of the navy’s SC is the winning 

* Retired ROK Navy captain currently working as research director at the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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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combats and the least damages in time of war. In other for the navy 

to reach the vision, the strategies to be executed are early establishment of SC 

implementing organizations, forming consensus over the need for the SC within 

the navy, strengthening core competencies to apply the SC, acquiring the SC 

experts and making doctrines on the SC. The SC, in addition, in the navy has 

to be planned and implemented in not only peace time and crisis time but 

also war time. 

Key Words : Strategic Communications, SC, UFG, Foal Eagle, CFC, Maritime 

Provocations, Incidents, Objectives, Vision. 

논문접수 : 2017년 4월 28일ㅣ논문심사 : 2017년 5월 15일ㅣ게재확정 :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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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he creation of nuclear weapon was initiated by combining science 

into politics. This is why a nuclear war is often called as the end of 

politics. In the movie “The Lord of the Rings,” “the one ring” captivates 

people with its absolute power yet at the same time the ring puts 

ultimate fears into people’s minds. Similarly, from the beginning of its 

creation the nuclear weapon has been known as the absolute weapon. 

The world is terrified with recent North Korea’s (hereafter NK) 

nuclear tests and missile developments. NK surprisingly conducted its 

4th and 5th nuclear tests this year, breaking the previous pattern of test 

cycles. Moreover, since May 2015 when NK first publicized its SLBM 

development, NK is speeding up with the acquisition of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hereafter SLBM) capability. In August 2016, 

the SLBM fired from its Gorae-class – also known as Sinpo class –
submarine flew 500km, showing further advancements in NK’s SLBM 

technology.1) NK’s SLBM is known as Bukkeukseong-l (Polaris-1, 

KN-11). Currently only six states in the world, five UN Security 

Council members and India, possess SLBM capabilities. 

NK’s development of SLBM brought a huge impact within South 

Korea since 2015. Along with nuclear tests and other ballistic missile 

firings, SLBM became one of the most widely discussed issues with 

regards to security of South Korea. Yet, it seems that even security 

specialists do not fully understand the key implications of NK’s 

possessing SLBM capability and where NK is heading to. The public 

discussion mainly centers on the technical information of NK SLBM 

development; can NK overcome a number of technical barriers; when 

1) The 38north.org notes that a missile was launched from the GORAE-class experimental 

ballistic missile submarine and flew approximately 500km before impacting the East Sea. 

This was known as the third test of the KN-11 this year alone and the most successful 

test to date. http://38north.org/2016/08/sinpo082416/ (Accessed Oct.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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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NK be able to fully operate SLBM submarines; when NK would be 

able to put nuclear warheads on SLBM, and so on. 

Since the information of NK weapon developments is limited and 

NK’s harsh rhetoric is always questionable, current debates on NK 

SLBM’s technical development status seem reasonable. Nevertheless, it 

is more important understanding the real implications behind NK’s 

seeking SLBM capability and its intention. Past experiences in NK’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indicate that NK has 

been long planned for SLBM capability. Undoubtedly, repeating 

successes and failures in test fires will eventually lead NK to the status 

of 7th SLBM state in the world.2) The essential question is how NK’s 

SLBM will change the current security balance between NK and the 

US-ROK alliance, and what should we prepare for this. 

A fallacy within South Korea’s general perception on NK nuclear 

weapons is that many simply regard nuclear weapons as one of the 

several NK’s asymmetric capabilities, such as biological/chemical 

weapons, artilleries, and special-forces. Nuclear means must not be 

regarded at the same level with conventional asymmetrical weapons.3) A 

possession and use of nuclear weapons must be appreciated through 

one’s overall nuclear strategy. Due to its features of mutual destruction, 

the strategy making of nuclear weapons always center on “deterrence.” 

In case of conventional weapons it is important how to effectively use 

the capability, yet in nuclear strategy the essence is how not to make 

one’s adversary not to use the weapon. Commander Hunter, the 

Executive Officer from US Alabama, SSBN, in the movie Crimson Tide 

(1994), paradoxically pointed out that “In the nuclear world, the true 

enemy is war itself.” 

Thus, NK’s SLBM must not be regarded simply as another 

2) The recent SLBM tests indicate that NK continues to be strongly committed to the long-term 

development of an operational SLBM and is learning from its previous successes and 

failures. http://38north.org/2016/08/sinpo082416/ (Accessed Oct. 21, 2016).

3) It is known that NK currently possesses a total of 9,000 artilleries and among them about 

700 artilleries are directly targeting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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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mmetrical weapon – it is not just an additional delivery means to 

the current ballistic missile system. In Essence, NK’s SLBM guarantees 

the second strike capability which finalizes NK’s long-pursued nuclear 

deterrence strategy against the US-ROK alliance.4) For a long time, 

Pyongyang has been brainwashing its people with the threats coming 

from the US nuclear first attack. Kim Jong Un publicly articulated that 

SLBM is he’s most cherished accomplishment, while regarding ICBM as 

his father’s. This reflects Kim’s strong attachment to SLBM development. 

We need to contemplate more about the political-strategical aspects of 

SLBM rather than mere technical issues.

Therefore, the rest of the paper mainly deals with following three 

agenda.

∙ The implication of SLBM capabilities and oper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NK nuclear strategy 

∙ The making of ROK Navy’s strategy and operational concepts 

against NK SLBM

∙ The future ROKN force structure and directions for the alliance 

naval cooperation

Ⅱ.� SLBM� and�NK’s�Nuclear� Strategy

Security construct in Northeast Asia is getting further complicated 

in the second nuclear age.5) The system is often characterized by a 

4) Many describe NK’s SLBM as “畵龍點睛” with regards to it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It means finalizing the picture of a dragon by marking its eye. 

5) In his Foreign Affairs article (2000), Bracken summarizes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second nuclear age, how the influence of Asian countries will affect the world order. “The 

rise of Asian military power heralds the beginning of a second nuclear age as different 

from the first, that of the Cold War, as that contest was from World War II. Just as Asia 

began asserting itself economically in the 1960s and 1970s, it now does so militarily, 

backed by arms that would make Western interference in Asia far more treacherou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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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of “interactive complexity.”6) All the players in the region 

closely share multiple interactions with others in both system as well 

as state levels. The US and China’s hegemonic competition at the 

highest systemic level, historic animosities among Japan, China, and 

Korea still mostly define their relations in the regional level despite 

their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ultural interactions, and then 

North Korea’s frequent military provocations in the peninsula 

consistently threaten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NK’s Nuclear weapons bring in more complexities in this security 

construct. For example, the US-ROK’s recent agreement to station US 

THAAD system in Korean peninsula - to deter NK’s missile provocation 

- brought strong oppositions from both China and Russia. The US need 

to deter NK’s nuclear threats and assure South Korea (and Japan) with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but at the same time US must 

reassure China (and Russia) that the efforts to deter NK will not harm 

others strategic interests.7) In the second nuclear age, especially with 

costly - even in peacetime - than ever before.” Paul Bracken, “The Second Nuclear Age,” 

Foreign Affairs Vol.79, No.1 (Jan/Feb. 2000).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asia/

2000-01-01/second-nuclear-age (Accessed Oct. 21, 2016).

6) The notion of interactive complexity within NE Asia is explained in Pollack’s recent 

article. Joshua H. Pollack, “The Emergence of an American/Korean Strategic Triangle,” 

MIIS working paper (May 1, 2016). https://pacs.einaudi.cornell.edu/sites/pacs/files/Pollack.

Revised%20US%20Korean%20strategic%20stability.final.pdf (Accessed Oct. 21, 2016).

7) The terms extended deterrence, assurance, and reassurance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with regards to explain one’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towards others, both allies and 

adversaries. Brooks and Rapp-Hooper differentiates each by following meanings. 

“Extended deterrence aims to affect the cost calculations of adversaries, specifically 

dissuading them from attacking a U.S. ally. Assurance is a strategy directed at allies 

that seeks to convince them of the one’s commitment to their defense. Reassurance is a 

strategy that endeavors to convince adversaries that they are not going to be the target 

of serious harm. Reassurance may complement extended deterrence, or it may be 

employed as an entirely distinct strategy. It seeks, in part, to convince an adversary that 
the military component of extended deterrence is intended to protect the U.S. ally and 

not to threaten or destabilize the potential aggressor if it refrains from aggression. The 

target of both extended deterrence and reassurance is an adversary or potential 

adversary, whereas the target of assurance is an ally. Linton Brooks and Mira 

Rapp-Hooper,” “Extended Deterrence, Assurance, and Reassurance in the Pacific during the 

Second Nuclear Age,” Strategic Asia 2013-2014 (Oct. 2013). http://nbr.org/publications/

element.aspx?id=706 (Accessed Oct. 21, 2016). Also see Jeffrey W. Knopf, “Variet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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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regional dynamics surrounding NK nuclear development,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each other’s nuclear strategies. 

The basic premise in making nuclear strategy comes from the thinking 

that the adversary will and must use the nuclear weapons in case of war 

(or other escalated situations). Barry Posen, studying conventional war 

and the use of nuclear weapons for a long time, questioned how a nation 

with nuclear weapons cannot use its nuclear weapons at war.8) As in the 

case of India-Pakistan conflicts demonstrates, the self-confidence with 

final achieving nuclear capabilities brings in additional aggressiveness 

and further military provocations than before.9) 

Making nuclear strategy stems from the concepts of first and second 

strike capabilities. The key here is that in order to make a deterrence 

work the second strike capability –strike capability which survives an 

enemy’s first nuclear attack - is essential. Deterrence only works when 

two opponent states both possess this second strike capability. During 

the cold war both the US and the Soviet maintained second strike 

capabilities with means of nuclear triad; ICBM, strategic bomber, and 

SLBM. Because of its high survivability the nuclear ballistic missile 

launched from nuclear-powered submarine was the most certain one 

among the three. This is why during the Cold War France and Britain 

were also eager to obtain SLBMs over other means.

Why SLBM? : In terms of a nuclear strategy making, NK’s pursuing 

SLBM capability means that NK is trying to fully secure its second 

strike capability, which could certainly guarantee deterrence from 

adversary’s possible first attack. This means that the purpose of NK’s 

SLBM is very different from other ballistic missile variants. In essence, 

Assuranc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5, No.3 (2012): 378.

8) Barry Posen, Inadvertent Escalation: Conventional War and Nuclear Risk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9) Keir A. Lieber and Daryl G. Press, “The Nukes We Need: Preserving the American Deterrent,” 

Foreign Affairs Vol.88, No.6 (Nov/Dec. 2009)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

2009-11-01/nukes-we-need (Accessed Oct.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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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s are intended to provide NK more offensive power in tactical and 

operational level warfare, while SLBM serves more political and strategic 

level purposes. Transportable missile launchers in ground, known as 

TELs (Transporter Erector Launcher)10) may serve similar purposes of 

SLBM but they are still vulnerable to first attacks. NK has been so far 

developing a number of ballistic missiles with different ranges – SRBM, 

MRBM, IRBM, and ICBM (Figure 1) – and the number will likely to 

increase until 2020. 

Figure 1. Nuclear Delivery System Projections for 2020 by US-Korea Institute 

at SAIS.11)

10) It is known that among 700-800 ballistic missiles NK currently possess, about 100 missiles 

can be operated using TELs. 

11) Joel S. Wit and Sun Young Ahn, “North Korea’s Nuclear Futures: Technology and Strategy,” 

North Korea’s Nuclear Future Series, US-Korea Institute at SAIS (Feb. 2015): 25. Figure 5. 

Delivery System Projections: Three Nuclear Forces for 2020. http://uskoreainstitute.

org/research/special-reports/north-koreas-nuclear-futures-project-technology-and-strat

egy/ (Accessed Oct.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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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guarantee its regime survival, deter formidable US-ROK 

alliance, and continue military provocations, securing SLBM will do best 

for fulfilling NK’s political and strategic purposes.12) If NK’s second 

strike capability becomes fully established then it will be difficult for 

US-ROK to effectively control and confront NK’s military provocations. 

Kim Jong Un understands that no other conventional weapons or even 

ICBMs can serve this role of winning political and strategical superiority 

over current US-ROK alliance. Moreover, the possession of SLBM and 

the second strike capability can bring additional political effects such as 

decoupling the alliance, increase conflicts within the South Korean 

society. SLBM is also useful inflicting operational fatigues to South 

Korean military in peacetime operations. This is why NK SLBM is often 

called a game changer, somewhat similar to the PLA navy’s DF-21D, 

ASCM, in China-US rivalry. 

Also, Kim Jong Un fully understands the lessons from fellow rogue 

states - Iraq, Libya, and Syria – how failing to go fully nuclear put an 

end to the regimes. In the 1990s Iraq’s possession of chemical weapons 

were not enough to hinder US attack. In 2007, Israeli preventive 

airstrike destroyed nuclear reactors under construction in Syria. In 

2011, Libya’s giving up its WMD programs was followed by US attack. 

All three cases reinforced Pyongyang’s view that this would not 

happened if they had nuclear weapons and the second strike capability. 

Moreover, Kim Jong Un badly wants a personal achievement which is 

separated from his father. 

NK Nuclear Strategy, Assuring Retaliation : The foremost goal in 

NK’s nuclear strategy is survival of the Kim family leadership against 

US-ROK alliance. Internally, NK’s nuclear strategy should be helpful 

12) Taewoo Kim points out four crucial effects from NK’s SLBM within the nuclear dynamics 

– a halo effect for Kim’s regime, an equalizing effect between NK and US-ROK status, 

nuclear shadow effect over ROK defense, and decoupling effect within US-ROK alliance. 

Taewoo Kim, “Nuclear-First Politics of Kim Jung Un Regime and South Korea’s Deterrence 

Strategy (in Korean),” Strategy 21 39, Vol.19, No. 1 (Spring, 201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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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liminate internal threats to the leadership and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of the nation. Also the NK nuclear strategy must consider its 

goal of reunification through forces. Conventional weapons are not 

enough to achieve these purposes against powerful US-ROK alliance. 

Therefore, Kim Jong Un and he’s regime is striving for a nuclear 

deterrence strategy based on a more credible assured retaliation capabilit

y.13) The US-KOREA Institute at SAIS’s research project in 2015 on “North 

Korea’s Nuclear Future (NKNF)” presents the ev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strategies since 1990s.14) 

In the past, NK’s nuclear strategy was limited to pure political and 

diplomatic level. During 1990s NK’s nuclear program was mostly used as 

bargaining purposes. The Agreed Framework in 1994 and the following 

process of six-party talks demonstrate this. NK was able to earn 

necessities such as fuel and food utilizing its nuclear program until early 

2000. Since the first nuclear test in 2006, NK begin to demonstrate 

technical advancements in its nuclear programs although they were still 

very ambiguous in operational capability. The issue was no long developing 

a nuclear weapon or not, it was about how good it is in size, weight, and 

fatality. During this period the driving force in nuclear strategy was to 

catalyze the US and Chinese intermediations during the crises in order to 

win various political purposes. 

Since 2015, the NK’s nuclear strategy is evolving into developing 

survivable strike capabilities targeting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Japan and US. NK’s overall nuclear program has been increasing 

transparencies in size and diversity of arsenals as well as other 

operational complexities. Now it is clear that NK is heading towards 

13) Wit and Ahn quotes the NK Supreme People’s Assembly (SPA) in 2013: “[Nuclear weapons] 

serve the purpose of deterring and repelling the aggression and attack of the enemy 

against the DPRK and dealing deadly retaliatory blows at the strong holds of aggression…” 

Joel and Ahn, “North Korea’s Nuclear Futures: Technology and Strategy,” pp.11-12. 

14) Shane Smith, “North Korea’s Evolving Nuclear Strategy,” North Korea’s Nuclear Future 

Series, US-Korea Institute at SAIS (Aug. 2015): 18. Table 2. North Korea’s Evolving Nuclear 

Strategy? http://uskorea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16/02/NKNF_Evolving-Nuclear-

Strategy_Smith.pdf (Accessed Oct.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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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idating the position of nuclear armed state. 

NKNF (2015) titled NK’s evolving nuclear strategy as “Assured 

Strategic Retaliation.”15) The strategy is mainly aimed at deterring 

regime-threatening attacks and coercion. The realization of the strategy 

critically depends on developing survivable second-strike nuclear forces 

which can credibly risk adversary’s strategic targets, such as Seoul, Tokyo, 

or even Guam, and impose intolerable costs. This was also China’s evolving 

nuclear strategy against the Soviet and US in the 1970s. For the strategy 

to work, higher level of transparency is essential since the main goal is to 

convince adversaries that NK can endure and retaliate back from the 

possible first attack. This is why NK openly publicized its SLBM 

development since May 2015 which is very different from other ICBM cases. 

So far, in other cases, Pyongyang has rarely exposed the videos of test 

firings. Still, some aspects may remain hidden in order to increase the 

strategic ambiguity. 

NK’s assured retaliation capability can guarantee that an outside force 

cannot coerce regime change unless determining nuclear conflict. For NK, 

survivability of its nuclear force can be operationalized through several 

means-geographically disperse nuclear weapons locations, develop 

multiple types of delivery systems, and secure a sufficiently large 

inventory of nuclear weapons. It seems that NK is trying to achieve this 

assured retaliation capability through developing SLBM, because of its 

high mobility and difficulty in detection.16) 

Although the core of NK’s nuclear strategy remains in deterrence, the 

possibility of “first use” – the most dangerous scenario-must not be 

overlooked within NK’s nuclear strategy.17) Pyongyang clearly understands 

15) Smith, “North Korea’s Evolving Nuclear Strategy,” p.18. 

16) Van Jackson, “Alliance Military Strategy in the Shadow of North Korea’s Nuclear Future,” 

North Korea’s Nuclear Future Series, US-Korea Institute at SAIS (Sep.2015): 10. 

http://uskorea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16/02/NKNF-Jackson-Alliance-0915.pdf 

(Accessed Oct. 21, 2016).

17) Jackson, “Alliance Military Strategy in the Shadow of North Korea’s Nuclear Future,”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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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r in the peninsula will likely to cause the end of its regime. However 

this also means if Pyongyang faces an abrupt regime change situation, it 

may pursue the route to actually employ nuclear weapons against South 

Korea and US. It is known as “use-it or lose-it” policy.18) Therefore, the 

unexpected desperation may compel NK to attack first, even with current 

strategy of assured retaliation. This is more likely if things go wrong for 

Pyongyang such as unexpected internal breakdown or dire external threats 

to the regime. Kim Jong Un may make a decision that a death with glory 

is preferable to a shameful defeat.19) 

When NK possesses assured retaliation capability against US-ROK 

alliance in the future, its nuclear strategy will progress onto war-fighting 

level. The early use of nuclear weapons in the war will successfully deter 

US-ROK’s strong conventional forces. NK will further develop various 

types of tactical nuclear weapons which could be utilized in a number of 

situations during the war. Eventually these will greatly increase NK 

warfighting capabilities against US-ROK forces.20) 

Ⅲ.�North� Korea’s� SLBM�Operations:�
Capabilities� and� Implications

It is widely known that NK’s SLBM will be put into operation within 

2~4 years.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NK could have stable 

18) Keir Lieber and Daryl Press, “Coercive Nuclear Campaigns in the 21st Century: 

Understanding Adversary Incentives and Options for Nuclear Escalation,” Report for the 

Project for Advanced Systems and Concepts for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onterey, CA: Naval Postgraduate School, 2013).

19) Robert Carlin and Robert Jervis, “Nuclear North Korea: How Will It Behave,” North 

Korea’s Nuclear Future Series, US-Korea Institute at SAIS (Oct. 2015): 8. 

http://uskoreainstitute. org/research/special-reports/nknec_rcarlin_rjervis/ (Accessed Oct. 

21, 2016).

20) Joel and Ahn, “North Korea’s Nuclear Futures: Technology and Strategy,”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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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M forces by then. In terms of fully operationalizing SLBM and 

securing the second strike capability, NK must overcome a number of 

technological and engineering hurdles.21) Besides the technological 

issues, NK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missile cells in the 

submarine at the same time build more platforms and acquiring these 

capabilities will take more time.

Nonetheless, considering the political and strategic purpose of SLBM, 

NK may not pursue a high level of technological stability with its SLBM 

development. Unlike western standards of test and evaluation which 

requires high level of reliability and stability in performance, NK may 

have a far less demanding definition of success in weapon development. 

Pyongyang will not mind to deploy SLBM submarines into operations 

even though they have some minor technical problems which could harm 

crew’s safety. Moreover, NK’s totalitarian system has advantage in 

gathering national efforts for a certain weapon development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For the political and strategical advantage, NK 

has tendency to put weapons into services which were not fully verified. 

Pyongyang had already seen that simply opening the videos of SLBM test 

firings could send strong deterrence signals to others. 

NK SLBM Operational Capabilities : There are still a number of 

limitations for NK to conduct SLBM operations in near future, mainly 

due to NK’s low level of submarine technologies. In general, NK diesel 

submarines, including the new Gorae-class, have very limited 

21) Schilling’s recent analysis on SLBM after NK’s success of latest SLBM test clearly points 

out that North Korea’s SLBM program may be progressing faster than originally 

expected. Nonetheless, he notes that there are more things ahead until full deployment 

of SLBM submarines. He explains Russia’s history of SLBM development-a model 

Pyongyang seems to be following. Russia spent two years and 12 tests after its first 

successful launch from a submarine, and they still had issues to be fixed. He warns that 

skipping these tests will sacrifice reliability, and fielding unreliable missiles could result 

North Korea with a sunken submarine, the only SLBM submarine for now. John 

Schilling, “North Korea’s SLBM Program Progresses, But Still Long Road Ahead,” Aug. 

26, 2016. http://38north.org/2016/08/slbm082616/ (Accessed Oct.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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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range and underwater operation capacity. Until NK develops 

a nuclear-powered submarine or greatly improve underwater operation 

capability of current diesel submarines – such as AIP – the fundamental 

constraints of NK diesel submarines will critically affect its SLBM 

operations. As they get far away from submarine bases, NK submarines 

face serious problems with C4I capabilities as well as suffer from other 

combat service support. This is more so because currently NK has only 

one SLBM submarine. For a near future NK SLBM submarine will be 

restraint to operate near its bases within the NK waters. 

Another issue is the noise level of NK submarines in general. The 

noise-level of Gorae-class SLBM submarine is unknown but we know 

that it is modeled after (or use the same body of) the old Soviet 

Golf-class submarine.22) Also considering NK’s technological level in 

submarine construction and time constraints for its development, it 

must have been difficult for NK to improve the noise level. The diesel 

submarine’s greatest advantage is its low noise level compared to 

nuclear-powered submarines. In sum, NK submarines are very much 

vulnerable to ASW operations at open sea. 

These limitations will significantly influence NK’s SLBM operations 

until NK finally delivers a nuclear-powered submarine. Instead, NK 

may increase the number of diesel SLBM submarines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using its advantage of totalitarian system. NK knows that 

they must acquire these additional capabilities in order to effectively 

operate SLBMs and securing the second-strike capabilities. Considering 

NK’s current situation both options seem unlikely in an adjacent 

future. 

22) The Soviet Golf-class submarine is known to be 2000 ton and operates for 70 days. Its 

SS-N-6 SLBM flew 2500km. Reportedly, NK’s Gorae-class submarine’s characteristics are 

- length 65.5m, width 6.6m, displacement 1000~1500ton, maximum speed 16kts (surface), 

operation range 1500nm, crews 30~50. Sukjoon Yoon. “North Korean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and Reaction of Republic of Korea Navy,” Strategy 21 39, Vol.19, No.1 

(Spring 2016):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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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ce, for now NK’s SLBM operations will be limited to following two 

missions. First, considering the restraints for open water distant 

operations, NK’s SLBM submarine will maintain close to its bases and 

hiding close to shores or islands to launch SLBMs. This is similar to the 

Soviet navy’s Bastion strategy during the Cold War, when Soviet 

submarines operated near its bases and safety zones – Sea of Barents and 

Sea of Okhotsk-preparing to launch its long-range SLBMs in case of 

crises. However, diminishing submarines strategic value of survivability 

in forward operations this mission will significantly reduce the essence 

of SLBM’s deterrence effect. 

Second, NK may send SLBM submarine to open waters - even crossing 

NLL and infiltrate into South Korean navy’s operation area at East Sea - 

risking itself to ROK navy’s ASW forces. This may called as a suicide 

mission for NK SLBM submarine, yet its strategic effect will be much 

greater than staying within NK waters. In both cases SLBM will target 

strategic centers within South Korea (or Japan and US) neutralizing 

South Korea’s current missile defense system (and probably future KAMD 

system). The main purpose is to incur intolerable damage to South Korea 

and eliminate its will to conduct war against NK.

Implications for ROK Navy and the Alliance : NK’s SLBM capability 

conveys significant implications to various dimensions in South 

Korea’s defense and the alliance military strategy. In political and 

strategical level, NK’s SLBM and second strike capability imply that 

current military balance in the Korean peninsula can change. So far 

there has been a balance maintained between either sides of the 38th 

parallel. The US-ROK’s advanced C4ISR+PGM capabilities deterred 

NK’s another invasion to South. Meanwhile NK hold Seoul as a 

hostage with its forward deployed massive artilleries and missiles. 

SLBM will provide additional leverage to NK breaking this balance. 

NK’s SLBM and the second strike capability will restrain South 

Korea’s preemptive attacks for self-defense in case of an immi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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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er. This nuclear shadow effect could bring in high-intensity 

military provocations from Pyongyang, which leaves South Korea 

with restricted options to respond. 

NK’ SLBM can threat the fundamental framework of US-ROK’s 

combined defense system against NK’s provocation and invasion. What 

if NK is able to persuade the US public with its intention to attack 

major cities in US, e.g. L.A. or D.C. This will rapidly deteriorate the 

US public support for South Korean defense. US congress may not 

agree to send reinforcements to the Korean theater or even may ask its 

government to pull out from Korean peninsula. The question is “Could 

Americans give up L.A. for Paris (or Seoul)?” In this way the NK SLBM 

can cause serious conflicts to the allies, and Kim Jong Un seems to be 

fully aware of this psychological impact. 

NK’s SLBM can shake the foundation of US-ROK alliance relations. It 

can intensify South Korean publics’ growing mistrust for the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US extended deterrence against NK’s nuclear 

weapons. Recent developments in the US presidential campaigns and also 

South Korean politicians asking for nuclear independent indicate the 

possibilities of deep fissures in the alliance.23) NK psychological warfare 

may cause decoupling in the alliance. Britain and France’s possessing 

nuclear weapons during the Cold War were initiated by both states’ 

distrust in US extended deterrence in the Western Europe, and the 

national desire for nuclear independency.

In operational and tactical level, NK’s SLBM capability could weaken 

South Korea’s K-2 (Kill chain and KAMD) system and the allies’ 4D 

(detect, disrupt, destroy, and defend) operation. Simply put, both K-2 

system and 4D operations depend on successfully detecting NK’s nuclear 

missiles at the initial stage, whereas SLBM increases difficulties in 

23) Since NK’s 5th nuclear test, more than 80% of South Koreans think NK’s nuclear test is a 

grav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lso 65% of South Koreans agreed upon developing 

own nuclear weapons while only 29% disagreed. MBC Opinion Polls. Sep.14. 2016.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116757_19842.html (Accessed Oct.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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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24) Thus, NK’s SLBM capabilities will force South Korea and the 

alliance to revise current framework of nuclear defense.

The information of NK SLBM operation will force ROK navy to 

maintain full operational alert event during the peacetime. Warships and 

aircrafts such as Aegis destroyers and P-3C will be in fulltime operation 

at sea, as well as other ASW forces. This will greatly increase ROK 

navy’s operational fatigue at the same time reducing overall force 

strengths. During Falkland battle, British navy had to consume more 

than 200 torpedo and depth charges in order to destroy a single 

Argentine diesel submarine, San Louise. All British naval forces were 

under ASW operations for over a month to detect San Louise, which 

failed and in consequence greatly degraded British expeditionary forces 

operational capacity.25) The side which has more to lose always put more 

efforts for defense.

Ⅳ.�ROK�Navy’s�Offset� Strategy� against� North�
Korea’s� SLBM

Admiral Yi Sun Shin noted that “enemy from sea must be defended at 

sea.” It is important not to forget SLBM’s second strike capability comes 

from the strategic value of its platform. Fortunately, as discussed above, 

NK submarines still suffer from many limitations. 

Since the sinking of ROKS Chon-An in 2010, ROK military strategy 

evolved into “proactive deterrence.” Within the framework of proactive 

deterrence, ROK military has been advocating to take “prompt, focused, 

and sufficient” retaliatory actions against NK provocations.26) This is 

24) ROK military is planning to procure own military surveillance satellite and high-altitude 

UAVs to reinforce detect capability of its Kill-Chain system.

25) Keunsik Moon, Submarine World (Seoul: Planet Media, 2013). p.190.

26) Sufficient retaliatory action means that in case of NK’s military provocation ROK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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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to significantly raise the cost of NK’s small-scale attacks. As a 

result South Korea is trying to improve precision-strike weapons and 

other C4ISR+PGMs capabilities.27) Meanwhile the US and ROK agreed 

upon “tailed deterrence strategy and combined counter-provocation plan” 

in 2013 in order to neutralize NK’s nuclear leverage.28) As the NK 

continues its nuclear development and advances its capabilities, the allies 

agreed to develop “4D Concept” standing for detect, defend, disrupt, and 

destroy under the umbrella of US extended deterrence.

ROK Navy’s Offset Strategy : ROK Navy’s strategy must focus on 

countering NK’s SLBM and thus neutralizing its second strike capability. 

This will greatly fill in the gaps of current deterrence system. According 

to Henry Kissinger, deterrence is a product of following three variables; 

power, the will to use it, and the assessment of these by the potential 

aggressor.29) He underscores that deterrence drops to zero when any one 

variables does, since deterrence is a product of those factors and not a 

sum.” Thomas Schelling emphasizes if deterrence is to work it is crucial 

to make believers out of rivals, and convincing that one’s threats would 

never go unexecuted. Therefore the power, resolve, and belief are the 

fundamentals of deterrence.30)

A state’s strategy is influenced by its adversary’s strategy because 

strategy making is always a dual game. In terms of nuclear deterrence 

will retaliate not only the origin of provocation but also the supporting and commanding 

forces of NK military.

27) Abraham M. Denmark, “Proactive Deterrence: The Challenge of Escalation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Economic Institute Academic Paper Series (Dec. 2011). 

http://www.keia.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proactive_deterrence_paper.pdf. 

28)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day agreed to establish “a bilateral strategy for 

tailored deterrence against …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Joint Communique, The 45th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eoul), 

Oct. 2, 2013. http://archive.defense.gov/news/newsarticle.aspx?id=120896 (Accessed Oct.21, 

2016).

29) Henry Kissinger, The Necessity for Choice: Prospects of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1).

30) Thomas C.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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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second strike capability, ROK navy’s main role is to offset or 

countervail NK SLBM’s deterrence effect. Particularly, ROK navy’s 

strategy must focus on the capability part of the deterrence elements. 

When NK recognizes its SLBM operations are no long effective, it will 

critically affect Kim Jong Un’s resolve to use nuclear weapons. Then the 

NK’s second strike capability will lose the belief as a credible deterrence. 

By taking “assured” out of NK’s assured retaliation strategy, the 

deterrence will eventually collapse. 

I propose an offset strategy for ROK Navy to counter NK’s SLBM 

capabilities. Offset strategy originates from the US nuclear deterrence 

strategies during the Cold War. The first Offset strategy was from the 

1950s. President Eisenhower proposed “New Look” to deter the Soviets 

overwhelming conventional military by developing nuclear forces. The 

second offset strategy was introduced in 1980s by President Carter. The 

main idea was to strike the Soviet leadership and other high-value 

strategic targets before the outbreak of a nuclear war. The third US 

offset strategy since 2014 is that considering various military 

challenges and constraints in budgets, the US need to focus more on 

high-tech preemptive capabilities to maintain the superiority over its 

adversaries.31) 

The essence of offset strategy is not to completely destroy enemy 

capabilities but to neutralize the effect of enemy’s capabilities. Offset 

strategy emphasizes to focus on own asymmetrical strengths and enemy’s 

respective weaknesses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in current military 

relations. In the US case, the strategy has been used to overcome the 

quantitative disadvantages by focusing more on its strong qualitative 

values. Among the two types of deterrence – deterrence by punishment 

and by denial – offset strategy underscores the denial aspect of 

31) Elbridge Colby, “Nuclear Weapons in the Third Offset Strategy: Avoiding a Nuclear Blind Spot 

in the Pentagon’s New Initiative,” Beyond Offset Series, Center for a New American 

Strategy (Feb. 2015). https://www.cnas.org/publications/reports/nuclear-weapons-in-the-third

-offset-strategy-avoiding-a-nuclear-blind-spot-in-the-pentagons-new-initiative (Accessed 

Oct.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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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rence effects. Deterrence by punishment – harsh rhetoric and other 

forceful means- is more effective in a short-term, yet in a long-term 

deterrence by denial works better. The offset strategy exploits enemy’s 

strategic weaknesses by utilizing one’s competitive superiority.32) 

Underwater Domain Offensive ASW operations : A strategy must be 

linked to operational concepts in order for navy to conduct operations and 

plan for force development. As mentioned above, present 4D concepts and 

K-2 forces, or even K-3 adding KMPR to Kill-Chain and KAMD, are 

mostly composed of air and ground forces. In order to offset NK’s nuclear 

deterrence and SLBMs, ROK Navy must take more roles in current 

deterrence posture. 

The US Navy’s recent revision of “Cooperative Strategy in 21st 

century” emphasize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navy as 

guaranteeing “all-domain access.”33) The US navy recently introduced 

an “Underwater Domain Operating Concept.”34)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US navy defines the underwater space as a domain which needs 

a specific operational concept. The underwater domain provides special 

features such as stealth, mobility, and persistence. Sea as a whole must 

be considered as a strategic maneuvering space for national security.35) 

32) Robert Martinage, “Toward a New Offset Strategy: Exploiting U.S. Long-Term Advantages 

to Restore US Global Power Projection Capability,” Strategy & Policy,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14). http://csbaonline.org/research/publications/toward-a

-new-offset-strategy-exploiting-u-s-long-term-advantages-to-restore/publication 

(Accessed Oct.21, 2016). 

33) Jeoffrey Till, “The New US Maritime Strategy: Another View from Outside,” Naval War 

College Review, Vol.68, No.4 (Autumn, 2015). US Navy, “A Cooperative Strategy of 21st 

century Seapower: Forward, Engage, and Ready” (Mar. 2015). In US Navy’s CS21R, the 

seven missions are 1) Defend the homeland, 2) Deter conflict, 3) Respond to crises, 4) 

Defeat aggression, 5) Protect the maritime commons, 6) Strengthen partnerships, 7) 

Provide HADR. Five functions are 1) All-domain access, 2) Deterrence, 3) Sea control, 4) 

Power projection, 6) Maritime security. http://www.navy.mil/local/maritime/150227-

CS21R-Final.pdf (Accessed Oct. 21, 2016).

34) The US Navy’s UDOC (Undersea Domain Operating Concept) emphasizes deterrence through 

undersea exploitation - achieving and maintaining undersea superiority. US Navy, 

“Undersea Domain Operating Concept,” Naval Warfare Development Center (Sep.2013). 

35) US Navy’s NOC (Naval Operations Concept, 2010) explains the navy’s overarching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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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ly, ROK navy must develop an underwater domain operational 

concept and use underwater domain as a strategic maneuvering space to 

deter NK’s provocations. 

As discussed, SLBM’s main mission will be securing NK’s second 

strike capability. There are still many limitations in NK’s submarine 

operations such as restraints in underwater operation time, maintaining 

communication, logistics and other service supports. ROKN must exploit 

NK’s vulnerabilities in ASW operations with its modern - air, sea, and 

underwater -ASW forces and accumulated skills / know-hows in ASW 

operations. 

Technically, there are three possible ways to deter NK SLBM 

operations. First, the US and ROK forces may conduct preemptive 

attacks on NK SLBM submarine bases before the submarine leaves the 

port. This will be very difficult as it could bring in unnecessary 

escalation which some in South Korea and many more in US worries. 

Second is to conduct effective ASW operations while NK submarine is 

still under operation. The success will heavily depend on ROK navy’s 

ASW operation capabilities. Third is intercepting NK SLBM after its 

launch, wherever the location is. If NK increases the number of SLBM 

cells and also its platforms, the feasibility of intercepting will 

significantly decrease. For ROK navy to effectively counter NK SLBM, 

we need to put more efforts on ASW operations.36) 

The US Navy’s strategic ASW operations against the Soviet SSBNs 

during the Cold War provide useful lesson to ROK Navy.37) The Soviet 

“the sea as maneuver space.” US Navy, “Naval Operations Concept: Implementing the 

Maritime Strategy” (2010). https://www.uscg.mil/history/docs/2010NOC.pdf (Accessed 

Oct. 21, 2016).

36) Navy’s offset strategy can be augmented with many new technologies. James R. Holmes, 

“Sea Changes: The Future of Nuclear Deterrenc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72, No.4 (2016): 230. http://dx.doi.org/10.1080/00963402.2016.1194060 (Accessed 

Oct. 21, 2016).

37) Namtae Park and Sangyup Lee, “A Study on US Strategic ASW during the Cold War: US 

Naval Operations against the Soviet SSBN,” Strategic Studies for Navy working paper 

(2016). Norman Polmar and K. J. Moore, Cold War Submarines: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US and Soviet submarines (Washington DC: Potomac Books, 2005),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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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BNs were major threat to the US national security during the Cold 

War. Strategic ASW concept indicates the importance of linking tactical 

level operational concepts into strategic level purposes.38) In terms of 

making strategy, the US navy was able to find the true nature of the 

problem and made a focused choice to solve the issue. It was 

strengthening the ASW capabilities. Instead, if US navy focused on 

developing preemptive strike or missile defense force instead, the 

deterrence might have not worked as much.39) 

By stationing its SSNs forward near the soviet submarine bases, the 

Soviet navy was forced to accept Bastion strategy. This gave strategic 

advantage to the US side. As shown in the classic movie, “The Hunt for 

the Red October” it is known that US nuclear attack submarines conducted 

surveillance and tracking missions in front of the enemy waters. This is 

clearly different from Japan’s inflexible submarine operations in the 

pacific theater during WWII. Japanese submarines were operated strictly 

with tactical and operational level purposes. Attacking US supply ships 

were the last in their mission lists. Japanese navy was trapped in doctrinal 

rigidity and failed to use its submarines more strategically. 

The US navy’s strategic ASW operations were conducted by 

multi-dimensional forces. Nuclear powered attack submarines, SSNs, 

have done the major role underwater. Yet there were also a number of 

surface ships, satellites and ASW aircraft, and SOSUS (Sound Surveillance 

System). Multi-dimensional forces brought synergy into Navy’s strategic 

ASW operations. The US navy was able to bring in national support with 

its strategic ASW operations, because it was crucial in U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against the Soviet Union.

38) Lake and Powell defines the term “strategic” as the situation that opponent’s choice and 

decision influences mine. David A. Lake and Robert Powell, Strategic Cho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p.8.

39) ASW and MD are two different fields which require distinct force development processes. 

The US navy also considered to establish missile intercept system such as “Anti-launch 

Phase Ballistic Missile Intercept System.” However, the initial tests for developing 

surface to air missiles failed and the US navy focused on ASW from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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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offer ROK navy to develop concepts of offensive ASW operations in 

underwater domain.40) Hitherto ROK navy’s ASW operations were mainly 

defense-oriented. The ROKN First Fleet has been successfully defended 

East Sea from enemy submarines for last fifty years. Nevertheless, 

defense oriented ASW operation will not work against the NK’s SLBM 

submarines. That is because up to now the operational goal for NK 

submarines were to infiltrate into our territory and for us the main 

purpose was to deny enemy submarine penetration. This is not the case 

for NK’s SLBM submarines. Imagine that there is a report of NK SLBM 

submarine, or NK submarine intentionally exposed itself, at high seas 

near Ulung Island or even near Jeju. Instantly the ROK navy will be 

pressured to put all of its ASW forces at the area and as a result, as 

British naval forces did with Argentine San Luise during the Falkland 

war, ROK navy will soon meet its operational limitation. This will provide 

a perfect opportunity for NK to provoke elsewhere. 

Therefore, ROK navy should focus on developing offensive ASW 

operations in strategic level. This can be only possible when underwater 

domain is recognized as a critical warfare domain for the national 

security. The 4D concept and K-2/K-3 systems need to incorporate 

underwater domain within its conceptual boundary. Eventually the 

offensive ASW operations will require changes in current operation 

concepts, doctrines, and force structure. We must not forget the initial 

limitation of defensive forces.

Ⅴ.�ROK�Navy’s� Force�Development� and� Alliance�
Naval� Cooperation

40) Similarly, Sukjoon Yoon points out that ROK navy should develop “comprehensive ASW 

capabilities” to counter NK SLBM operations. Sukjoon Yoon. “North Korean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and Reaction of Republic of Korea Navy,” pp.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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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what forces ROK navy should acquire in future and what fields 

should ally navies put more efforts into? Recently, there are growing 

demands from South Korean public and some national leaders for ROK 

navy to equipped with nuclear powered submarines and SM-3 missiles. 

It is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why ROK Navy should have these 

forces and how to use them. It is not desirable to simply believe that 

having these capabilities will deter NK. 

The chicken gam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Cuban 

Missile Crisis in 1962 clearly exemplify that in the competition against 

nuclear adversary the defeat means the end of survival. In order to win 

the chicken game one must not swerve the handle with strong resolve. 

The time is not our side with regards to NK’s nuclear weapons and 

SLBM development. Pyongyang clearly understands the strategic value 

of SLBM. NK knows that current limitations in SLBM operations will 

continue until they possess more SLBM platforms or nuclear-powered 

submarines. No deterrence will work if NK possesses these capabilities. 

We must remember what Israel did to Iraq (1981) and Syria (2007) 

despite the harsh criticism from international society. So far the South 

Korea’s force development was always behind NK. ROK military were 

always busy with catching up with NK, whenever NK develops new 

types of asymmetrical weapons. It is time to prepare ahead. 

ROK Navy’s Force Structure : ROK Navy’s future force plan must 

consider offset strategy and focus on underwater domain operational 

concepts. Most of all, ROK navy must enhance its ASW capabilities. As 

discussed, ROK navy’s greatest advantage over NK is its ASW 

capabilities. The ROKN’s 1st Fleet in the East Sea has been conducting 

ASW operations for more than a half century now. ROK navy currently 

has a number of modern ASW forces, such as ASW aircrafts, 

KDX-I/II/III destroyers and 209/214 type diesel submarines. Ye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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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 ASW experiences and present ASW forces are not sufficient to 

counter future NK’s SLBM submarines. 

As the case of the US strategic ASW operations demonstrate, the 

ROK navy must develop offensive ASW capabilities. The ROK navy must 

have platforms that can conduct offensive ASW operations such as SSN, 

ASW aircrafts, SOSUS, and offensive mines. Among all, the most 

offensive force used in the US strategic ASW operations was nuclear 

powered attack submarines. ROK navy is improving its submarines with 

AIP capability. The type-214 AIP submarines can operate maximum two 

weeks without snorkeling however, this is not enough to conduct 

offensive ASW operations. 

Theoretically with unlimited underwater operational capabilities, 

SSNs can monitor and track NK SLBM submarine starting from its 

bases until it attempts to launch SLBM without notice. In this way the 

nuclear attack submarine will be an essential part of the underwater 

kill chain system. They will be the most powerful naval deterrent 

forces against NK’s nuclear strategy. In operational level, ROK Navy’s 

operational fatigue due to NK’s SLBM operation will greatly reduce. 

When 70% of NK submarines disappeared in the height of escalation in 

August 2015, ROK navy was forced to put in most of its assets at sea. 

Developing SSN is not an easy task.41) It will take more than a decade 

from initial design to final operation.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to 

think about where NK is heading to with its SLBMs. The final destination 

of NK’s nuclear strategy and regime survival is likely to be putting its 

own SSBNs into waters. ROK navy’s SSN will be true counter-asymmetric 

and superior force that can pre-occupy future warfare domain. 

Offensive operations from SSN provide more benefits to nuclear 

deterrence strategy. ROK government recently introduced the concept of 

41) Some analysts estimate that ROK Navy can get Nuclear-powered submarine as fast as 

2024. Dongryong Oh, “South Korea may have SSN by 2024 (in Korean)” Monthly Chosun, 

Oct.10, 2016.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G&nNewsNumb=

201610100029 (Accessed, Oct.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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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R as the third axis to nuclear deterrence.42) With regards to KMPR, 

SSN can be used as useful asset for special operations. Among other 

means to conduct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operations, 

special-forces aboard SSN will add a great strategic value.43) SSN will 

also reinforce strike capabilities for decapitalization operations within 

KMPR concept. As a result SSN could strengthen our deterrence capability 

and at the same time undermine NK’s. It will also considerably enhance 

the jointness in ROK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SSN, ROK navy must put more efforts to increase 

numbers of its ASW patrol aircrafts.44) It is known that in a modern 

ASW operation, patrol aircrafts are the most useful force to detect and 

neutralize submarines operating at sea. This is specially the case 

against the diesel submarines because they are most vulnerable to the 

ASW aircrafts during snorkeling. This is because ASW aircrafts operate 

various types of acoustic and non-acoustic sensors – sonobuoys, R/D, 

IR, SAR, ES, MAD. The SOSUS (Sound Surveillance System) will be a 

great addition to those platforms in the future. Currently ROK navy’s 

concept of SOSUS stays within harbor defense but the US SOSUS during 

the Cold War period suggests that it is possible to install SOSUS-like 

system in the major points in East Sea.45) The strategic location of 

42) KMPR is a part of South Korea deterrent strategy which emphasizes the punishment 

aspect of deterrence. It assumes that when NK attacks South with nuclear weapons 

South will immediately eliminate NK’s Kim Jong Un leadership.

43) Considering operational depth in the Korean theater, SSNs can be a useful alternative 

transportation to helicopters in special operations. 

44) Currently ROK Navy has 16 P-3C/P-3CK and planning to get more ASW aircrafts, number 

and type is not determined yet. It is known that JMSDF operates 80, Russia 33, and 

China 15 ASW patrol aircrafts. ROK Navy recently procured 4 MOHs (AW-159) and planning 

to get 8 more. 

45) During the Cold War the detection range of US SOSUS passive sonar barriers was about 

50nms. It was complemented with SURTASS (Surveillance Towed Array Sonar System) by 

ASW ships and RDSS (Rapidly Deployable Surveillance System) by aircrafts and 

submarines. The US Navy established SOSUS network off the U.S. coast as well as at 

key chokepoints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the open ocean. Bryan Clark, The 

Emerging Era in Undersea Warfar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15). p.5. http://csbaonline.org/research/publications/undersea-warfare/

publication (Accessed, Oct.23, 2016). Holmes introduces future SOSUS-lik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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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nung Islands could be useful in this case. The US navy operated 

offensive mines during the Cold War as a complement to its ASW forces. 

ROK navy’s new “self-maneuvering mines” will be useful supplement to 

its offensive ASW forces. These offensive mines can severely limit NK 

submarines’ maneuvering space and freedom of action. 

In addition to the US experiences with strategic ASW, the ROK navy 

must develop unmanned ASW systems together with above discussed 

platforms. UUVs are known as the most useful ASW platform in the 

future.46) For example, the US Navy is already operating unmanned 

sub-hunter called ACTUV (Anti-Submarine Warfare Continuous Trail 

Unmanned Vessel) designed to search for submarines at sea as long as 

three months at a time and it can operate with US Navy’s current LCS 

as a module.47) Manta developed by Naval Underwater Warfare Center 

(NUWC) is another useful UUV concept that ROK navy should consider 

for ASW operations. Manta is an UUV which is designed as a part of a 

submarine’s outer body. When it is attached to the submarine, Manta is 

used as one of submarine’s sensors and weapons, but when detached it 

can be an independent source of sensor and weapon by itself.48) In 

sum, the synergy coming from combining existing platforms with future 

unmanned platforms will greatly increase the ROK navy’s ASW 

capabilities. 

TRAPS (Transformational Reliable Acoustic Path System) and SHARK (Submarine Hold 

at Risk). TRAPS is a stationary passive sonar node scattered around the deep seafloor 

listening for the submarines throughout vast areas. SHARK is an unmanned mobile 

platform equipped with active sonar which is designed to provide enemy submarines’ 

information to ASW forces. Holmes, “Sea Changes: The Future of Nuclear Deterrence,” 

p.230.

46) James Holmes, “The US Navy’s Next Super Weapon? Here Come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National Interest, January 5, 2015. http://nationalinterest.org/feature/the-us-

navysnext-super-weapon-here-comes-unmanned-11959. (Accessed, Oct.23, 2016).

47) Christopher p.Cavas, “Unmanned Sub-Hunter to Begin Test Program,” Defense News, 

April 7, 2016. http://www.defensenews.com/story/defense-news/2016/04/07/darpa-actuv

-seahunter-test-antisubmarine-warfare-asw-drone-unmannedvigor-portland-onr-nav

al-research/82744862/ (Accessed, Oct.23, 2016).

48) More information for Manta see http://auvac.org/configurations/view/82 (Accessed, Oct.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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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part of the offset strategy which asks to invest more on its 

strengths, the ROK navy should focus on developing new ASW 

technologies. South Korea is one of the leading scientific countries in the 

world with advanced maritime technology. New technologies will greatly 

enhance future ASW capabilities. Big data modeling and LF sonars, 

non-acoustic detections such as lasers and LED will be useful to improve 

overall ASW capabilities. Advances in fuel cell technologies, improved 

communication system and common very light weight torpedo will 

significantly increase the operational capabilities of future submarines. 

Other than improving ASW operational capabilities, intercept 

missiles in Aegis ships will be useful deterrent to NK’s SLBM in a near 

future. The ROK navy’s Aegis ships are already proven to be the most 

useful surveillance asset to detect NK’s ballistic missiles among other

s.49) ROK navy currently operate three Aegis destroyers and will have 

three more within ten years. It is unclear that these Aegis ships will 

get SM-3 or SM-6 capabilities for now. There are still a number of 

political and inter-military issues to be solved in order to integrate 

these missiles into Navy’s Aegis system. As we are experiencing with 

the THAAD case, China and Russia’s strong objections are expected too. 

Moreover, there are conflicts stemming from inter-organizational 

politics within the military over navy’s having SM-3 missiles.50) 

The SM-3 intercept missiles will add a middle course, high-altitude 

missile defense capability to current KAMD system. The SM-3 missiles in 

Aegis ships will significantly reduce the confidence in NK’s second strike 

capability. Kim Jong Un knows that if NK’s initial surprise missile 

attacks fail, the US-ROK forces will immediately bring in massive 

retaliation. Therefore, the regime survival will not be guaranteed. 

Compared to above discussed ASW capabilities which require a long-term 

49) KAMD is composed of three types of detection system. They are Green Pine ground-based 

ballistic missile early warning R/D, Peace-Eye airborne early warning and control R/D, 

and sea-based SPY-ID R/D on Aegis ships. 

50) ROK military is also improving and developing ground-based intercept missiles such as 

M-SAM and L-SAM. However, they are not compatible with Navy’s Aeg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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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uring process, SM-3 intercept missiles can be stationed within 

relatively a short period. Yet the SM-3 effect will reduce as NK operates 

more SLBM cells and more SLBM submarines. The deterrence from 

defensive measures does not last long, thus they are rather complement 

to offensive measures such as ASW. Nonetheless, the ROK navy must put 

SM-3 missiles into Aegis system as soon as possible for the short term 

deterrence. 

Directions for the Alliance Naval Cooperation51) : First of all, the 

allies must share the threat perception of NK’s SLBM and understand 

NK’s purpose in securing the second strike capability. Some insist that 

NK’s nuclear weapons and SLBMs are not as important as NK’s ICBMs 

for US defense.52) However, already most of US bases in Korea and 

Japan are vulnerable to NK SLBMs. Besides in a near future the NK 

SLBM submarines will enhance its operational capabilities. It is true 

that there are multi-layered missile defense systems established in 

West pacific area which can intercept NK ICBMs flying towards 

continental US. This powerful US MD system can be easily nullified, if 

a single NK SLBM submarine reaches out to Pacific and to the US West 

Coast. Again, the SLBM submarine is becoming Kim Jong Un’s most 

valuable deterrent force. 

51) It is noteworthy that the recent US-ROK SCM mentioned about the importance of alliance 

naval cooperation.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decided to increase U.S.-ROK naval 

cooperation to respond to increased North Korean maritime provocations, including the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test launches. To this end,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committed to consider various cooperation measures to expand the scope and 

execution of U.S.-ROK naval training events, including combined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anti-submarine exercises, and to increase information-sharing through strengthened 

staff coordination.” Joint Communiqu é  of the 48th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Washington, D.C., October 20, 2016 http://www.usfk.mil/Media/News/Article/981396/joint-c

ommuniqu-of-the-48th-us-rok-security-consultative-meeting/ (Accessed Oct. 23, 2016).

52) It is known that Seoul and Washington share different threat perception on NK’s SLBM. 

Ildo Hwang, “No plans will work against NK (in Korean)” Shindonga, Sep. 22, 2016. 

http://shindonga.donga.com/3/all/13/746877/4 (Accessed, Oct.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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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coordination in ASW operations must be the first in the allies’ 

priority lists. The US must increase the level of alliance intelligence 

sharing on NK’s SLBM activities.53) It is necessary for the ROK navy to 

accumulate more information on NK SLBM submarine in order to 

prepare for its own offensive ASW operations. This also means that 

both navies must enhance combined ASW operation capabilities. The US 

navy can be assisted from ROK navy’s experiences with ASW operations 

against NK submarines in the East Sea maritime environment. Also, 

South Korea gets recent information through many HUMINT sources 

such as defectors from NK navy. The US nuclear submarines can 

provide ROK submarines with ASW environment of forward operation 

areas. This will include operation patterns of NK SLBM submarines and 

other NK naval activities. This will bring a great synergy the combined 

ASW capabilities at the same time forcing NK navy to pursue limited 

SLBM operations.

As noted, ROK navy must value the lessons from US strategic ASW 

operations against Soviet SSBNs during the Cold War. For ROK navy to 

obtain nuclear-powered submarines in the future it must develop 

operational concepts and tactics for operating SSNs. Allies must 

cooperate for establishing SOSUS system in the East Sea. The ROK navy 

currently operates limited SOSUS for the harbor defense only. The US 

navy can provide information on open water SOSUS from their past 

experiences. The ROK navy needs to put more research and budgetary 

efforts in this field. 

Naval research agencies in both navies should closely coordinate in 

developing UUVs for ASW operations. The US navy is the leading navy 

in the field of UUV and ROK navy is beginning to invest more in this 

field. Recently ROK navy ROV (Remotely Operated Vehicle) successfully 

53) Since 2014 the US 7th Fleet and the ROK Navy Fleet Command is operating ASW Cooperation 

Committee to further enhance allies’ interoperability in ASW operations. “US, ROK Navies 

Strengthen Partnerships through ASW Cooperation,” April 27, 2015. http://www.cpf.navy.

mil/news.aspx/030536 (Accessed Oct.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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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ed the Lynx sunken 1000m underwater during the ROK-US 

combined naval exercise. Also, ROK navy has been using MDVs (Mine 

Disposal Vehicle) for its mine warfare operations from a while. For now 

UUVs may conduct basic surveillance and tracking operations but later 

on UCUVs will take more part in combat operations. UUVs will be a 

crucial part of ROK navy’s future offensive ASW operations.

The both navies have a long history of conducting various types of 

combining exercises and operations. ROK navy’s unprecedented growth in 

both manpower and force structure largely owes to US navy’s close 

support and cooperation based on last fifty years of alliance relations. 

Among others, both navies need to put more efforts in the field of ASW 

and BMD exercises to further enhance interoperability. For this, the two 

navies need to share more information on NK’s SLBM operational 

capabilities. 

Also two navies should increase interoperability with JMSDF in 

these fields. JMSDF’s capabilities in ASW and BMD are the top level in 

the world. USN and JMSDF also have a long history of ASW and MD 

coordination. During the cold war the main role of US-Japan alliance 

was to deter and block Soviet submarines at Vladivostok to reach out to 

the West Pacific Ocean. The US- Japan’s MD cooperation dates back to 

the 1990s and today the two share the most integrated MD system in 

the world. There have been political difficulties in trilateral naval 

cooperation.54) Especially, South Korea’s deep distrust and historical 

animosities toward Japan hinder ROK navy’s deeper cooperation with 

JMSDF. Nonetheless, when national security is in peril and NK’s 

54) Soonkun Oh, “The Development of US-Korea-Japan Trilateral Nav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 paper presented at the 8th KIMS-CNA Maritime Security Workshop entitled 

“Evolution of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Northeast Asia and ROKN-USN 

Cooperation” held on November 4-5. 2015. In Seoul, Korea. Also see Jung Ho-Sub, 

“ROK-US-Japan Naval Co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rea: Prospects for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16, No.1 

(Sprin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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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attack is imminent, JMSDF’s ASW and MD assets will be a 

great help to reinforce US-ROK defense capabilities.

Lastly, the US navy can back up ROK navy’s effort to improve its 

Aegis capabilities. Political and budgetary obstacles remain for ROK 

navy to put SM-3 missiles in its current and future Aegis destroyers. 

The US navy can support conveying the logic of multi-layered 

defense complementing current KAMD system. After South Korea 

decides the put SM-3 missiles into Aegis system, the US navy can 

help ROK navy by sharing operating experiences and supporting 

technological issues.

 

Ⅵ.�Conclusion�

Henry Stimson, US Secretary of Defense in 1945, announced the US 

possession of the nuclear weapon “Royal Straight Flush.” Kim Jong Un 

seems to think NK SLBM as his Royal Straight Flush within the NE Asian 

poker game. In order to win the game the players must understand 

opponent’s game strategy. In order to deal with NK’s SLBM we must first 

understand NK’s nuclear strategy and the role of SLBM within the 

strategy. Pyongyang knows that SLBM is the most credible second strike 

capability guaranteeing Kim Jong Un regime’s survival from its 

adversaries. Pyongyang is likely to put full efforts to improve SLBM 

operational capabilities by increasing the number of cells and platforms. 

ROK navy’s strategy against NK SLBM should be based on offset 

strategy and it should develop an operational concept of offensive ASW in 

underwater domain. Offset strategy highlights to overcome current 

disadvantages with fully utilizing one’s relative strengths on enemy’s 

relative weaknesses. The lessons from US strategic ASW operations 

against Soviet SSBNs tell us that the US navy took an important role in 

nuclear deterrence by successfully linking its ASW operations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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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and political level. Similarly the ROK navy must develop 

offensive ASW operational concepts which could to deter NK’s nuclear 

strategy in the national security level. 

Therefore, The ROK navy’s future force development should focus 

more on enhancing ASW capabilities against NK submarines. Although 

ROK navy has much experience in ASW operations in the East Sea and 

operates modern destroyers and ASW aircrafts, they are insufficient to 

deter future NK SLBM submarines. The most effective offensive ASW 

force in US strategic ASW was nuclear-powered submarine. Recent 

political debate on ROK navy’s procuring SSN is beyond the interest of 

this paper. The ROK navy has been operating the most advanced diesel 

submarines for 25 years now and I think we are ready to build and 

operate SSNs. Yet, this is more the matter of political will. Other than 

SSN, ASW patrol aircrafts and SOSUS system will be useful. UUVs and 

advanced ASW technologies such as LF and multi-static sonars and 

non-acoustic detections will greatly improve ROK navy’s ASW operations. 

The area of ASW and MD coordination must be at the top of priority 

lists within the alliance naval cooperation. The US navy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ROK navy concerning NK SLBM activities including 

its experiences with ASW environments of forward operating areas. ROK 

navy also has fluent experiences of ASW operations in the East Sea. In 

the field of UUVs in underwater operations, the ROK Navy has much to 

learn from US experiences. Most of all, the ROK Navy need to utilize 

existing US and Japanese alliance framework. The US and Japanese 

navies’ ASW and MD capability and their infrastructure will be invaluable 

asset in case of NK’s imminent nuclear threat to South Korea. Despite 

difficulties in the political level, the ROK navy should put more efforts 

toward trilateral naval cooperation preparing for the national crisis 

situation.

The modern naval history confirms that all powerful states wanted and 

eventually possessed SLBM capabilities due to its strategic value in 

nuclear deterrence. All navies must understand its strategic rol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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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deterrence and national defense. In the year of 2016, the NK’s 

SLBM is abruptly changing the military balance in the Korean peninsula 

as it became a clear and present danger to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Unfortunately, with regards to NK’s nuclear development and 

SLBM capabilities, the time is not on our side. Nation’s security depends 

on clos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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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북한 SLBM 개발과 핵전략 :  

해군력 건설 방향과 한미 해군협력

오 순 근*55)

북한의 SLBM 위협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

의가 있어 왔지만, 북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보유한 진정한 위

협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듯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논의가 북 SLBM 

기술의 성숙도와 완성시기 등 기술적 수준에 관심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핵전략과 억제전략의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SLBM 개발은 한미동맹의 제1격

에 대한 완벽한 제2격 능력 보유에 그 핵심이 있다. 즉 향후 개발될 북한의 

SLBM은 평양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할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전력이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미 군사동맹과 북한의 현 군사력 균형을 깨뜨리고 

앞으로 북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북의 

핵전략은 현재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결국

에는 전쟁에 사용될 전술적 핵무기 능력(war-fighting capability)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은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적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을 개발하여야 한다. 북한의 현 제한된 잠수함 기술

력과 대잠작전 능력을 고려할 때 한국해군은 수중영역에서의 공세적 대잠전

(offensive ASW) 개념을 보다 발전시켜야만 할 것이다. 이는 미 해군이 냉전

기간 중 소련해군 핵추진전략잠수함(SSBN) 대응을 위해 발전시킨 전략대잠전

(strategic ASW) 개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 해군은 소련 해군의 

SSBN을 억제하기 위해 공세적인 전략대잠전을 수행했고 그 결과 소련해군은 

자국의 연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새전략(bastion strategy)를 추구할 수밖

* 해군 제1함대 남원함장(PCC-781), 미 사우스케롤라이나 대학 국제관계학 박사학위 취득.



370  STRATEGY 21, 통권 41호 (Spring 2017년 Vol. 20, No. 1)

에 없었다. 당시 미 해군의 전략대잠전은 공격잠수함(SSN), 대잠초계기, 수중

탐지체계(SOSUS), 공격기뢰 등의 전력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북한 SLBM에 대한 한국해군의 전략개념은 북의 핵전략(제2격능

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해군력 건설은 대잠전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 해군은 장기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하여 성능이 향상된 대잠초계기, 한반도 해역을 중심으로 한 미 해군의 

SOSUS와 유사한 수중탐지장비 그리고 장시간 수중작전이 가능한 무인잠수정

(UUV)을 도입해야만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KAMD 체계에 

SM-3 를 보유한 이지스함을 포함시켜, 북 SLBM에 대한 요격능력을 강화해

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북 핵전략의 핵심전력인 SLBM 개발에 대한 위협인

식을 공유해야만 하다. 작전적 수준에서는 양국 해군 간 대잠전 및 대유도탄전 

작전운용성 증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존의 한미 간 연합작전능력 강화뿐 아

니라 위기시를 대비하여 미일 간 구축되어 있는 대잠전 및 대유도탄전 능력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핵심어: SLBM, 확증보복, 핵추진전략잠수함, 요새전략, 대잠전, 이지스함

논문접수 : 2017년 5월 1일ㅣ논문심사 : 2017년 5월 15일ㅣ게재확정 : 201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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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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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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원고집필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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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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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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Partha Bose, Alexander the Great’s Art of Strategy (New 

York：Gotham Books, 2003),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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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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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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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 조선시대 병영 연구, 국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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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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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