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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최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2017년 9월 초 한ㆍ미 정상의 전화통화를 한 직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와 장비 구매에 대해 개념적 승인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개념적 승인의 대상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해당하는 말이

었다.”라고 밝혔다.1)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관련 사항들이 국가 고위급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들이 공식적으로 합의된 적은 없지만, 국내ㆍ
외 고위 관계자들을 조만간 이를 가시화 하겠다고 밝혔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도입과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기술들과 추진방안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과거부터 많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 와서 활발하게 이루

어지는 것은 국가 지도부의 의지와 북한 도발강도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독자 설계와 개발을 마친 장보고-Ⅲ급 잠수함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2017년 8월 2일에는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잠수함을 수출하는 등 국내의 잠수

함 기술이 진일보한 것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장

보고-Ⅰ급과 장보고-Ⅱ급을 독일 HDW사와 기술협력 생산을 통해서 핵심기

술들을 습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보고-Ⅰ급을 건조하여 수출하고 장보고

-Ⅲ급을 독자개발 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과거 중국, 인도는 독자적인 잠수

함 설계기술이 없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지나치

게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건조는 되었지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보고-Ⅲ급 자체 개발로 중국과 인도의 

사례처럼 큰 난관은 없어 보인다. 아울러 국내 잠수함 개발 역사에서도 기술이

전, 후속 군수지원 등에 문제점이 발견하였기 때문에 국내ㆍ외에서 발생했던 

사례들을 교훈삼아 효율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정보들은 서구를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 

대부분 비밀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자료조차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여서 신문이나 방송 등에는 부정확한 정보나 추측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어느 무기체계보다 고가이고 개발과 건

1) “트럼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두고 개념적 승인... 도입 가시화 되나,” JTBC, 2017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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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도입방향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지 않

으면 큰 손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도입자체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잘못

된 사실이나 주장들이 언론에 보도된다면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견

제와 의심을 키울 뿐만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잠수

함이라는 무기체계가 은밀하고 공격적으로 자칫 주변국과의 군사력 경쟁을 흔

들 수 있는 민감한 것이며 원자력 에너지도 핵연료의 공급과 처리 등에 있어서 

국제적인 규제가 많고 투명성이 결여된다면 국제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높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체계 뿐

만 아니라 고성능 소나체계, 방사소음 감소 기술, 잠수함 내부 대기관리 기술,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 아직 언급된 자료가 없어 본 논문

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국내ㆍ외 논문과 신뢰성 있

는 기관에서 발표된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일부 내용들은 필자가 ‘16년 12월 미

국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급 잠수함을 승조하면서 확인한 내용이다. 

아직까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모

든 사항은 도입이 결정되었다는 가정 하에 검토한 내용이다. 본 논문은 미국, 

러시아(구 소련) 등 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국내 잠수함 사업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도입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북한의 핵

무기 개발, SLBM 발사, 러ㆍ일ㆍ중의 해군력 등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만일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이 승인된다면 필요한 기술과 시설들은 

어떤 것이며 이에 따라 사전에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과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

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Ⅱ.�외국의�원자력�추진�잠수함�도입사례

1.�미국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잠수함에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기 시작하였는데 

1949년 구 소련에서 원자폭탄 실험이 최초로 성공하여 이를 운반하고 발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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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로 잠수함이 선택되었다. 이에 따라 위스키(Whiskey)급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은 순항미사일 탑재 잠수함(SSG: Guided Missile Submarine)2)으

로, 줄루(Zulu)급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은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SSB: 

Ballistic Missile Submarine)3)으로 개조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구 소련 전략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였으며 구 소련의 핵

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들이 언제 미국 본토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구 소련 잠수함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하

지만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은 속력이 제한되고 스노클 시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미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

기로 결정하였고 1950년대 미 해군연구소(NRL: Navy Research Laboratory) 

주도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국가적인 의지와 비용의 문제였는데 국가적인 의지보

다는 사업담당자였던 리코버 제독(Hyman George Rickover, 1900~1986)의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 이루어졌다.4) 또한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미국의 

국방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어 신속하게 비용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1952

년 6월부터 미국 코네티컷 주의 제너럴 다이나믹(General Dynamics)에서 선

체 제작이 시작되었다. 약 2년 뒤인 1954년 1월 세계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

함인 노틸러스(Nautilus)함이 탄생하였다. 노틸러스함은 길이 97.2m, 배수량 

4,040톤으로 당시 기준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잠수함이었으며 원자로 1기와 

증기터빈 2조를 사용하여 1,500마력을 낼 수 있었고 최대속력은 23.5노트였

다.

미국은 구 소련과의 군비경쟁, 대잠전 플랫폼으로서 역할, 그리고 리코버 

제독의 저돌적인 추진력과 전폭적인 재정지원에 의해 가장 먼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건조를 완료하였다. 

또한 각 대학의 인재들을 선발하여 사업에 효과적으로 투입하였으며 1950년에

는 1년의 원자력 전문 교육과정인 ORSORT (Oak Ridge School Reactor 

2) 디젤-전기 추진을 사용하고 지상표적과 수상함을 공격하는 순항 유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을 

말한다. 이상근 등 공저, 잠수함에 대한 이해 100문 100답 (진해: 잠수함사령부, 2015), p.59.

3) 디젤-전기 추진을 사용하고 지상표적을 공격하는 전략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을 말한다.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다른 잠수함이나 수상함, 육상레이더기지에 발각되

지 않는 장점이 있어 핵무기 운용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 Ibid., p.59. 

4) 이명기,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건설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논문, 2004

년,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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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를 만들어 인재를 양성하기도 하였다. 실제 원자로와 같은 크기의 

실험용 원자로를 동시에 제작하는 획기적인 제작방법을 사용하는 등 모든 사

업은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추진되었다.

2.�러시아(구�소련)

구 소련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구는 미국보다 훨씬 더 이전에 시작되었

다. 1940년대 말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시험적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공장

의 건조는 1953년과 1954년 사이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도입은 미국보다 늦었는데 이는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사업은 당시 구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Joseph 

Stalin, 1879~1953)의 대함대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하자 이에 대한 지원이 대폭 축소되었던 것이다.

이후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yov, 1894~1971) 통치시대 해군사령관

인 고르시코프 제독(Sergei Gorshkov: 1910~1988)은 전함과 순양함의 건조계

획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도탄, 핵무기, 

그리고 잠수함의 개발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사

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할 시기에 미국은 이미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노

틸러스함의 건조가 완료되었으며 8척의 SSN이 건조 중이었다. 따라서 구 소련 

해군의 사업은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한 ‘따라잡기’식으로 

진행되었다.5)

구 소련은 잠수함보다 가중되는 수압, 규모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쇄빙선

에 원자력 추진체계를 최초로 적용하였다. 세계 최초의 원자력 추진 쇄빙선 레

닌(Lenin)호는 1954년에 착공, 1956년 8월에 건조되어 1957년 12월에 진수되

었다. 레닌호는 애드미럴티(Admiralty)라는 민간 조선소에서 건조되었지만 여

기에 장착된 3기의 원자로는 해군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레닌호는 3

개의 수밀원자로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이 중 1개는 시험용 또는 보조용으로 사

용되고 나머지 2개에서는 22,000마력의 터빈에서 동력이 공급되었다. 1959년 

5) Ibid., p.48.

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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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레닌호를 시찰한 미국의 리코버 제독은 레닌호의 원자로가 미국 해군에서 

사용하는 원자로와 비슷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1956~1957년 레닌그라드 지

역에서 발견된 성격미상의 잠수함이 있었는데 서방에서는 이 잠수함을 웨일

(Whale)함으로 명명하였다. 이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개발을 위한 

시험용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었다.7) 

구 소련은 1953년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착수하였으며 7년 뒤인 1960

년 10월 20일에 구 소련 최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노벰버(November)급 잠수

함의 건조가 완료되었다. 이 잠수함은 원자로 두 대를 장착하였으며 35,000마력

의 추진력으로 25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었다. 또한 배수톤수는 5,300톤이며 잠

항심도는 305미터로 미국의 노틸러스함에 비해 규모가 크고 우수한 성능을 보유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구 소련은 무리하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을 진행

하였다. 미국은 노틸러스함에 뒤이어 시울프(Seawolf/SSN-575)함이 같은 급의 

잠수함이며 이후 일정 기간을 두고 네 척의 스케이트(Skate)급의 잠수함이 건

조된 반면 구 소련은 동시에 세 가지 급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연속 생산하

였다. 또한 미국은 시울프함8)을 제외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가압경수로를 잠수

함의 추진체계로 사용한 반면 구 소련은 초기에 액체금속로 등 안전성이 검증

되지 않은 원자로를 사용하여 원자로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구 소련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당시 정치적인 상황으로 미국에 비해 

조금 늦게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

었다. 이후 일부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인 SSG, SSB가 담당하였던 수중 전략

무기 운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모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담당하게 되었

으며 무리하고 실험적인 사업진행으로 원자로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다.

3.�영국

1950년대 중반에 대서양에서 영국의 해군전력은 미국의 노틸러스함과 여러 

7) Ibid.

8) 1955년 7월 21일 건조된 두 번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시울프함에는 액체금속(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한 SIRㆍB 원자로에서 냉각재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나 취역은 1957년 3월 30일에야 이루어

졌다. 이후에도 고장이 계속되었다. 1958년 12월에서 1960년 9월에 걸쳐 원자로를 노틸러스함과 

같은 가압경수로형 S2W1으로 교환하였다. 이후 가압경수로는 미국 해군의 정식 추진기관으로 선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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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의 대잠전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 영국의 해군참모총장인 마운트배

튼 제독(Louis Earl Mountbatten, 1900~1979)은 이 훈련들을 통해 대잠전 

플랫폼으로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장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영국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개발 가능성

을 검토하고 있는 시기였으며, 관련 내용은 1952년 영국 해군 예산에 관한 보

고서에 ‘원자력 사용방식을 포함하여 잠수함에 원자력 추진체계 이용방식에 대

한 검토’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 검토결과에 의하면 최초에는 영국이 

독자 설계한 원자로를 탑재할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빠

른 개발에 당황한 영국은 개발기간 단축과 조기 취역을 위하여 미국 해군의 기

술을 이전받기로 결정하게 된다.

마운트배튼 제독은 미국의 해군참모총장인 버크 제독(Arleigh Burke, 

1901~1996)에게 기술이전을 요구하였으며 버크 제독은 당시 미국과 영국의 관

계를 고려하여 기술이전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해군 원자력 사업 담당자였던 리코버 제독은 타국으로 기술유출을 꺼려하여 

이를 반대하였다. 이후 영국은 리코버 제독을 설득하였으며 미국 스킵잭

(Skipjack)급 잠수함에 탑재한 웨스트하우스사의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인 S5W 

1세트 도입에 대한 협정을 1958년에 체결하게 된다. 영국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드레드노트(Dreadnaught)함은 1956년에 건조를 시작하여 1960년에 

진수되었다. 선체 제작에는 미국의 기술이 도입되기도 하였지만 원자로는 미

국 웨스팅하우스사와 영국 롤스로이스사와 공동으로 제작하였으며 영국의 비

스커스 조선소에서 제작되었다. 

드레드노트함의 초대함장인 빅터 중령은 1959년부터 8개월간 미국의 공격

원잠 스킵잭함에 편승하여 훈련을 받았으며, 승함이 결정된 부장이하 승조원

들도 미국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육상 시뮬레이터에서 훈련을 받았다.

영국은 대부분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국과 마찬가지로 대잠전 플랫폼으

로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장점 때문에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미국과 비

슷한 시기에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리코버 제독 같은 추진력을 가진 인물의 부

재로 실제 도입은 늦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당시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진 독일의 U1407을 전리품으로 입수하였으며 독일 

잠수함 전문가인 발트박사를 초청하여 실험용 잠수함인 익스플로러(Explorer)

함과 엑스칼리버(Excaliber)함을 건조하는 등 우수한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

하고 있었다. 또한 원자력 산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미국과 원활하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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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운용기술 이전이 이루어져서 불과 4년 만에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

었다.

4. 프랑스

2차 세계대전 종료 시 미국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1949년 8월 구 

소련이 플루토늄 원자폭탄을 완성하였으며 영국도 미국 맨해튼 계획에 협력하

여 미국의 기술을 지원받아 1952년 10월 핵실험에 성공한다. 이에 따라 2차 세

계대전 전승국 중 핵무기 개발에서 홀로 밀려난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핵무기

를 개발하게 되었으며, 1960년 2월 13일 알제리 사하라 실험장에서 플루토늄 

원자폭탄 실험을 성공함에 따라 핵 보유국 대열에 들어섰다. 하지만 프랑스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해 왔던 미국과 영국의 압력을 받아 프랑스는 북대서양

(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서 탈퇴하게 된다.

따라서 프랑스는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어느 국가에서도 원자력 추진 잠수

함관련 기술이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당시 미국, 구 소련, 영국은 모두 공격

원잠(SSN)을 먼저 건조한 다음 그것을 개조하거나 선체를 연장하여 전략원잠

(SSBN)을 건조하였으나 프랑스는 다른 강대국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

능력이 시급한 시기였기 때문에 전략원잠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였다. 이에 따

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개발과 함께 탄도미사일의 개발이 같이 진행되었다.

1960년부터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도미사일의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1964년 

5월에는 SLBM인 M1 탄도미사일의 수중발사를 위해 디젤-전기 추진 실험용 

미사일 발사 잠수함인 짐노트(Gymnote)함을 진수하여 1967년부터 1969년까

지 발사시험을 실시하여 성공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역시 1962년 드골

(Charles de Gaulle, 1890~1970)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어 연구가 시작되었으

며 1971년 마침내 프랑스 최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리다우터블(Redoutable)

함이 탄생하게 되었다. 리다우터블함은 북 프랑스 노르망디 근처에 있는 프랑

스 최대 해군공창인 DSN(Direction des Constructions Navales)에서 건조되

었다.

전략원잠의 취역과 함께 수도 파리로부터 북서쪽 약 10km 지점에 제2차 세

계대전 중 나치 독일군이 연합국의 폭격에도 견디도록 만들어 놓은 지하요새

에 전략잠수함 사령부(ALFOST : Commandement des Forces sous-mar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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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de la Force Oceanique Strategique)를 만들었다. 또한 위성과 항공기 등

을 이용한 VLF 잠수함 통신체계를 갖추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전략임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는 당시 다른 국가와의 관계 때문에 보복무기의 실전배치가 시급하

여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전략원잠을 우선 개발하였으며 최초의 공격원잠인 

루비(Rubis)함은 전략원잠보다 8년 늦은 1979년에서야 인수하게 되었다. 프랑

스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였기 때문에 영국보다 2배 이상의 기간

인 9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원자력 강국으로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개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리다우터블함은 미국 노틸

러스함, 영국 드레드노트함과 유사한 수준의 원자로를 탑재하고 있으며 24기

의 M1 전략무기를 운용할 수 있었다.

5.�중국

중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관련 정보는 구 소련의 정보보다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중국의 잠수함 개발 현황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중국은 디

젤-전기 추진 잠수함조차 독자 개발할 기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추

진 잠수함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1956년 중국의 주석인 마오쩌둥(Mao Jedong, 1893~1976)의 지시로 원자

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되었다. 당시 중국은 구 소련으

로부터 위스키(Whiskey)급, 로미오(Romeo)급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을 수입

하여 운용하던 시기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기술도 구 소련에서 도입하여 

개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기술이전이 취소되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

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마오쩌둥 주석은 “10,000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

행하였다.9) 이후 프랑스, 이스라엘 등 유럽 기술을 일부 도입하였으며 마침내 

1970년 12월 중국 최초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한(漢)-401함을 진수하고 1974년 

8월 칭다오에 실전 배치하였다. 하지만 기술적인 결함과 Yu-3 어뢰 개발지연

9) Xue Litai, China’s Strategic Seapower (Washington D.C.: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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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약 10년 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였으며 1985년 첫 실전훈련과 84일에 

걸친 1만마일 원거리 항해에 성공하였으며 1988년 5월 최대 잠항심도에서 중

국 최초 음향추적어뢰 Yu-3 발사에 성공하였다. 비록 개발에는 성공하였으나 

한급 잠수함은 1950년대에 개발된 미국 스케이트급이나 구 소련의 노벰버급 

잠수함 보다 훨씬 열악하여 ‘이빨 빠진 상어’라고 불리며 5척이 건조되었으나 

그 중 한-404함만이 완전 취역상태에 있다.10)

떨어진 한급 잠수함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하여 1990년대에 전장을 8미터 

연장하고 원자로를 개조하였으며 7개의 날개를 가진 추진 프로펠러로 교체하

는 등 대규모 개량작업을 통해 소음수준을 대폭 낮추었다. 또한 소련의 붕괴를 

기회로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기술을 입수하고 미

국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과 학자들을 통해 SLBM에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축적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 중국 해군은 연안방어에서 근해(近海)방어

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첨단병기를 이용하여 해상으로부터 내륙 깊숙이 전력을 

투사하는 걸프전쟁의 공격양상에 충격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다.11) 따라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완전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기술을 보유하게 된 

중국은 전략원잠인 진(晉)급과 공격원잠인 상(商)급을 자체 건조하게 된다.

중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위한 핵심기술, 즉 잠수함과 원자로 

제작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수함이 제대로 운용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

었다. 2000년대 건조된 잠수함은 서구의 잠수함 기술을 많이 따라잡았다고 평

가되나 그 이전에는 소음과 성능미달로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였으며 폭발, 방

사능 누출 등의 사고가 일어났었다. 

6.�인도

인도는 역사적으로 파키스탄, 중국, 구 소련 등 주변국 위협에 대응해 왔는

데 특히 1971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 전쟁 중 미국은 인도를 위협하기 위하여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Enterprise)함을 비롯한 항모 기동부대

10) 황병무, 신 중국 군사론 (서울: 법문사, 1992), p.338.

11) 황의봉, “황병무 대담, 중국군 및을 감추고 어둠을 가르며 미래를 기다린다,” 신동아 2004년 

5월호, p.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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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뱅갈만에 투입하였다. 또한 구 소련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핵무기를 탑

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항모 기동부대 주위로 보내게 되었다. 이 사건 이

후 전략무기로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인식한 인도는 1974년부터 

Project 932라는 해군 원자력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원자력 프로젝트의 추진과 함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과 운용경험

을 습득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구 소련의 찰리(Charlie)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을 대여하여 운용하였다. 인도와 군사적으로 대립 중인 파키스탄은 이에 대응

하기 위해 중국 한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대여를 시도하였다. 이에 인도는 구 

소련에 찰리급 잠수함 반환을 조건으로 파키스탄의 한급 잠수함 대여 취소를 

제안하였으며 파키스탄을 이를 수락하여 1992년 인도는 찰리급 잠수함을 반환

하게 된다. 이후 2012년부터 10년간 러시아 아쿨라(Akula)급 원자력 추진 잠

수함 네르파(Nerpa)함을 대여하여 운영하고 있다.12) 대여비용은 총 6억 5,000

만 달러(7,345억원, 달러 당 1,130원)이며 인도에서는 차크라(Chakra)함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인도는 러시아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가 대여를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함정은 아쿨라(Akula)급 중 가장 구형인 카

샤롯(Kashalot)함과 최신형 야센(Yasen)급이다. 러시아에서 제시한 함정은 카

샤롯함인데 인도 측에서는 야센급 잠수함이 훨씬 더 첨단 잠수함이라는 것을 

내세워 협상 중에 있다.

구 소련으로부터 잠수함 대여로 잠수함 운용 및 설계기술을 습득하고 1974

년부터 실시된 Project 932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마침내 2009년 인도 최초 원자력 추

진 잠수함인 아리한트(Arihant)함이 건조되었다. 아리한트함의 선체제작에는 

러시아와 프랑스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원자로는 러시아의 가압경수로를 탑재

하였다. 인도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전략잠수함을 

가장 먼저 제작하였으며 아리한트함은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미사일을 4개 

보유하고 있다. 

인도는 당시까지 209급, 킬로(Kilo)급, 찰리(Charlie)급 등 모든 잠수함을 

외국에 도입 또는 대여하는 기술 수준이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는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해군 자체의 프로젝트로 추진하여 개발

에는 35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이 소요되었다. 아리한트급 잠수함 1번함은 주변

12) A. Terenv, Under Three Flags (Moscow: OCK, 2014),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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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려와는 달리 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번함을 진수할 예

정이고 현재 탑재된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여 사정거리를 늘릴 예정이다. 

 

Ⅲ.�한반도의�안보환경과�원자력�추진�잠수함의�필요성

1.�한반도의�안보환경

가. 북한 핵무기와 SLBM 발사

북한은 1962년 구 소련 지원으로 영변에 연구실험용 원자로 1기 공사에 착

수하여 1963년 완료하였다. 초기 열 출력은 2,000kW였지만 독자적으로 

8,000kW 출력으로 개량하였다. 영변 2호기는 열출력 200MW의 대규모 연구

용 원자로로 1985년에 착공하여 1994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1985년 핵확

산방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가입과 1994년 제네바 

협약으로 건설이 중지되었다. 북한 원자로가 주목받는 이유는 전력 생산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방사선 치료용 동위원소 아이오딘(Iodine)-131을 제조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구용이지만 북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연구

용 원자로를 제작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원자로를 가동시키면 플

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데 이 플루토늄을 사용하여 핵무기를 제조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결과에 따르면 영변 2호기가 완공

되어 최대 출력 시 매년 약 11kg의 플루토늄이 생산 가능하다고 한다.

2000년대 북한은 우라늄 농축기술을 도입하여 농축우라늄 핵무기 제작시

도를 하게 된다. 당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제품 형태로 도입했거나 농축에 필요

한 부품들을 밀수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2년 미국 핵 전문가 지그

프리드 해커(Siegfried S. Hacker)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은 북한 영변의 우

라늄 농축설비에 2천여 개의 원심분리기가 구축되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영

변 우라늄 농축시설의 규모가 알려지기 전에도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2013년에 2차,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핵실험을 2

회, 2017년에는 1회 실시하였다. 2015년 3월 미국 핵과학자회보(Bulleti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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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 scientists)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10개 미만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되기

도 하였다. 2014년 북한은 핵물질 생산을 늘리고 질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성이

라는 원자력 전문기관을 설립하였다. 

북한은 1~6차 핵실험을 하면서 점점 더 강한 위력의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

를 사용하였다. 특히 2017년에 실시한 6차 핵실험 직전에 수소폭탄의 실물사

진을 공개했는데 미국 W87 핵탄두의 모습이었다. 또한 수소폭탄을 이용하여 

폭발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발표하였는데 W87을 수소폭탄으로 개조한다면 폭

발력은 초기형은 300kt, 후기형은 475kt에 달한다.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미

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100kt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300~500kt으로 측

정되기도 하였다.13) 핵무기의 폭발력이 100kt 이상은 엄청난 폭발력으로 광범

위한 범위의 피해를 입히므로 전략핵무기(SNW: Strategic Nuclear Weapon)

로 분류하며 100kt일 경우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무기 폭발력의 7배 수준이

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시 사용한 핵무기를 서울에 투하할 경우 인구의 절반 

정도인 580만명 정도가 사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4)

북한은 2016년 3월 8일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에 

장착하는 기술에 성공했다고 밝혔으며 같은 해 8월 24일 고래급 디젤-전기 추

진 잠수함을 이용한 북극성 SLBM 발사 성공 영상을 공개하였다. 고래급 잠수

함은 길이 67미터 수중 배수톤수 2,200톤의 잠수함으로 디젤-전기 추진 잠수

함 중 큰 규모에 속하지만 크기 제한으로 압력선체 내부에 수직발사관을 설치

할 공간이 없어 함교탑 위쪽까지 관통하여 수직발사관 1~2개 설치가 가능하

다. 또한 북한은 SLBM 발사관 2~3개를 갖추고 장시간 잠항이 가능한 3,000

톤급 신형 잠수함 건조를 80% 마쳤으며 2017년 이내에 진수식을 목표로 평안

북도 용천의 북중(北中) 기계공장에서 건조 중이다.15)

최근 북한 신포 잠수함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직

경 10미터 이상 가느다란 철재 원형구조물이 발견된 것이다. 이것은 잠수함 압

력선체일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크기의 압력선체를 가진 잠수함은 미국 로스

엔젤레스(Los Angeles)급과 중국 한(漢)급 잠수함으로 톤수는 5,639톤에서 

7,124톤에 달한다. 핵무기 개발과 소형화에 성공한 북한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에 욕심을 내는 것은 과거 냉전시대 미국이나 구 소련의 사례처럼 당연한 

13)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3, 2017.

14) “SNW(Strategic Nuclear Weapon),” Wikipedia (검색일: 2017.9.16).

15) “북한, SLBM 발사관 2~3기 갖춘 신형 잠수함 80% 완성,” 중앙일보,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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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순인지도 모른다. 

나. 러시아, 중국, 일본의 해군력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 강화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 안보적 협력강화, 소련의 붕괴, 한-중 수교, 한-러 

수교, 중국의 개혁ㆍ개방 정책으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적대성이라는 

부정적 유산이 잔존하고 정치ㆍ이념적, 문화적 이질성 등이 동북아 역내(域內) 

국가 간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데 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동북아는 냉전의 종식으로 군비경쟁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상실했음에

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 간 영향력 경쟁으로 세계 최대의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다.16) 중국과 일본은 군의 정예화, 현대화, 첨단화를 지속하면서 역내 영향

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고 대만문제, 미사일 방어(MD)체계 구축문제 등으로 미

ㆍ중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의 안보정세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17) 또한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ㆍ일분쟁, 쿠릴열도에 대한 러ㆍ일분쟁은 중재자나 중재

역할을 할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논쟁의 차원에서 벗어나 사활적인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물리적 충돌도 감수하고 있다.18) 우리나라 또한 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싸고 일본,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관공선, 순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도발은 그 수위

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며 물리적 도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이다.19)

러시아는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재정난으로 인해 구형함정을 대폭 감축

하고 신조함정은 거의 건조하지 못하였다. 특히 이 기간에는 잠수함 전력을 

16) 고봉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건설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합참대 논문, 2009년, p.13.

17) 박성제, “뉴테러리즘이 해양안보에 미치는 위협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2009년, p.16.

18) 2013년 4월 11일 세종연구소 이면우 연구위원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와 독일 콘라드 아데나

워 재단이 개최하는 국제공동 학술회의 발제문을 통해 “중ㆍ일간 해양영유권 분쟁은 해양자원을 

놓고 벌이는 이권다툼으로 2010년 이후 상호 불신과 부정적 이미지가 높아져서 사실상 화해가 어

려운 상태”라고 언급했다.“러, 쿠릴열도 군사력 강화에 2,500억원 투입,” 연합뉴스, 2012년 10

월 23일.

2010년 11월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방문한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자 러시아는 

쿠릴열도 군사력 강화에 2,500억원을 투입하여 군사시설을 대폭 강화하였다.

19) 송택근,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해군력 역할 연구,”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논문, 2013년,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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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척에서 67척으로 195척이나 감축을 시켰으며 신조함정은 기존에 계획되어 

있었던 오스카(Oscar)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1척을 포함하여 5척 뿐이었다. 하

지만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러시아의 경제가 안정되었고 ‘신군사 독트린’
을 내세워 군의 기동화ㆍ현대화를 내세웠으며 1996년에 건조에 착수하였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건조가 지연되었던 4세대 신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레이

(Borey)급의 건조를 재개하였다.20) 이에 2008년에는 기존 SSBN의 2~3배의 

능력을 보유하도록 설계된 보레이급 1번함이 취역하였으며 2017년까지 5척이 

취역하였다. 또한 신형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SSN)인 야센(Yasen)급 잠수

함은 2014년을 시작으로 2척이 취역되었으며 앞으로 매년 SSBN과 SSN을 각

각 1척씩 건조할 계획이다. 최신형 잠수함인 보레이급과 야센급은 최신 장비를 

탑재하고 정숙성과 탐지능력이 우수하여 서구의 최신 잠수함의 성능에 필적하

는 수준이다.21) 아울러 동북아 북단과 캄차카 반도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북

한, 일본, 중국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태평양 함대에 신형 키로프(Kirov)급 

구축함과 보레이급 전략원잠 등 신형 원자력 추진 함정의 절반 정도를 추가 배

치하는 등 이 지역에서의 전력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평양 

함대에 배치된 잠수함은 총 24척으로 이 중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16척이다.

중국은 2003년 후진타오 주석 이후 군사변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30만 명 

규모로 군 병력을 축소하고 해ㆍ공군과 전략미사일 부대의 역량을 강화하며 

신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22) 아울러 1985년 류화청 제독(柳華淸, 

1916~2011)이 정립한 근해방어 전략에서 한 걸음 나아가 근해에서 머물지 않

고 대양으로 진출하는 ‘대양방어’라는 새로운 해양전략 개념이 논의되고 있

다.23) 잠수함 전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전력을 균

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전에 원자로의 안

전성과 소음 등으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시야(夏)급 SSBN과 한

(漢)급 SSN을 대부분 도태시키고 2000년대 이후에는 2세대 원자력 추진 잠수

20) 푸틴 대통령의 ‘신군사 독트린’은 전쟁억제를 위한 현실적 억제전략으로서 핵전력을 유지하고 공

격적 방어능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신속 기동군 및 합동작전을 강조한다. 홍섭, 미ㆍ중ㆍ일ㆍ러

의 군사전략 (서울: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2008), pp.281-300.

21) 장준섭,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100문 100답 (진해: 잠수함사령부, 2017), pp.134-139. 

22) 이에 따라 중국군 현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대륙에 대한 위협거부 능력강화와 장거리 투사능

력개선, 정밀타격능력 확보추진, 전략적 차원의 핵 억제력 강화, 작전환경 확대를 위한 원거리 

공정작전 능력강화, 비대칭전력의 강화 등이다. 최진철, “한국해군의 잠수함전력 발전 방향에 관

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논문, 2010년, p.52.

23) 김덕기, 21세기 중국해군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0),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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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 진(晉)급 SSBN과 상(商)급 SSN을 건조하였다. 2세대 잠수함은 원자로의 

안전성과 소음감소, 탐지능력이 대폭 향상되어 2000년대에 건조된 다른 국가

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능력을 거의 따라 잡았다고 평가되고 있다.24) 중국

은 매년 1~2척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지속 건조하고 있으며 성능이 더욱 향

상된 3세대 당(唐)급 SSBN과 쑤이(隨)급 SSN의 개발이 이미 진행 중이며 앞

으로 20~30년 이내에 세계 최고의 잠수함전력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구 소련이 건조한 항공모함인 46,000톤급 바랴크(Varyag)함을 구매하여, 개

장 및 진수한 뒤 랴오닝(Liaoning)함으로 명명하였으며 2017년 4월 26일에는 

최초의 중국 항모 산둥(山東)함을 진수하는 등 대양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냉전의 종결로 미ㆍ일 안보체제 하 일본의 주변지역, 즉 연안 1,000

마일까지의 해상교통로의 보호를 위해 대형화 된 잠수함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총 11척의 2,700톤급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인 오야

시오(Oyashio)급 잠수함을 건조하였다. 이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국가 주체에 의한 테러공격이나 해상교통로 차단을 추

가 위협으로 설정하고 AIP 체계를 탑재한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게 되었다. 

2005년 이후 3,000톤급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인 소류(Souryu)급 잠수함을 

매년 1척씩 건조 중이며 총 8척이 운용 중이고 2척을 추가로 건조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미 1960년부터 미국의 가토(Gato)급 잠수함을 대여 받아 국산화를 

성공시킨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이며 잠수함 설계, 정숙성, 탐지체계의 성능 등

에 있어서 세계 일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

조를 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이미 우라늄 농축이 국제적으

로 승인되어 있으며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원자력 추진 상선 무쯔(Mutsu)호

를 82,000km나 운행하며 원자력 선박 운용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였다.25) 또

한 MRX (Marine Reactor X) 대형 선박용 원자로와 DRX(Deep Sea Reactor) 

심해잠수정용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 

24) 미국 해군정보국(ONI: Office of Naval Intelligence)은 ‘상대국의 항공모함과 그 보급부대를 공

격할 수 있는 주력무기’라고 평가하였다.

25) “Mutsu(nuclear ship),” Wikipedia (검색일: 201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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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형�원자력�추진�잠수함의�필요성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은 Ⅱ장에서 언급했던 외국의 원

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프랑스, 인도가 ‘전략무기 

운용 플랫폼’으로서 운용목적으로 최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였던 것과 

미국, 구 소련, 영국 등이 ‘대잠전 플랫폼’으로서 도입하였던 것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공격의 개념이고 후자의 경우는 방어의 개념에 속하여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공격과 방어의 역할을 모두 충족하는 무기체계이다.

가. 공격의 개념 / 보복능력의 보유

프랑스, 인도는 주변국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 추진 잠수

함을 개발하였는데, 프랑스는 당시 구 소련, 미국, 영국의 핵무기에 대응수단

이 필요했으며 인도는 파키스탄, 중국 등이 보유한 핵무기에 대응수단이 필요

하였다. 따라서 프랑스, 인도는 전략무기를 운용하는 SSBN을 우선적으로 개

발하였다.

장거리 탄도/순항미사일 운용을 위한 수단으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공중 발사 순항미사일(ALCM: 

Air-Launched Cruise Missile),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 있다. 이 중에서 항공기나 육상기지에서 발사되는 ALCM

과 ICBM은 적의 미사일이나 공습으로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자국의 

본토가 핵무기로 공격을 받아 초토화 되더라도 해상에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

함은 상대방 국가의 주요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즉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적

재되어 있는 장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은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 일촉즉발의 상황이 많았으나 실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역할을 상호확증

파괴(MAS: Mutual Assured Destruction)라고 하며 핵무기의 사용을 억제하

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26) 핵무기를 사용하면 상대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괴해 버려야 한다. 그러나 이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수중에서 작전을 하고 

26) 이명기 (2004),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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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핵무기(제1격: first strike)로 공격을 당하더라도 보복공격(제2격: 

second strike 또는 strike-back)을 가할 수 있다. 제2격 능력을 가지고 있으

면 기습적인 제1격을 가하더라도 역공격을 당하므로 억제, 즉 핵무기 불사용이 

달성된다는 것이다.27) 

만일 탄도/순항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는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3척 

이상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한다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막는 억지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 방어의 개념 / 전략대잠전의 수단

“미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승조원은 몇 달, 몇 년 그리고 몇 십 년 동안이

나 수중에 근무하면서 그들의 조국을 핵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 주었다. 잠수함은 구 소련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끈질기게 추적하였다. 무

슨 소리가 나는지 듣고 그들이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지 감시하며 구소련 SSBN

을 지속 추적하였다.”

뉴욕타임즈에 연재된 잠수함 첩보전 실화를 엮어서 만든 Blind Man’s 

Bluff(장님들의 음모)라는 책에 수록된 내용이며 이를 통해 냉전시대 미국의 

잠수함들이 구 소련의 SSBN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작전을 수행했는지 알 

수 있다.

대잠전 중에서도 SSBN을 대응하는 작전(anti-SSBN operation)을 전략대

잠전(strategic ASW)라고 한다. 작전 단계는 접촉, 식별, 공격 등으로 구성되

는 일반 대잠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매우 적극적인 대잠전이며 전술적인 노

력으로 전략적인 위협을 대응하는 것으로 해군의 중요한 임무이다.28) 잠수함

은 어느 정도 이상의 수심만 보장된다면 적 해역일지라도 은밀하게 침투하여 

작전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무기체계이다. 모든 잠수함의 항해는 부상상태에

27) 박창원 등 공저, 21세기 해양안보와 국제관계 (성남: 북코리아, 2017), p.228.

28) 전략대잠전의 수행체계는 세 가지가 있는데 SSN, SOSUS, SURTASS/RDSS이다. SSN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적 항만에 전개시켜 SSBN을 부상시점에서부터 추적하는 것이고, SOSUS(Sound 

Surveilance System)은 잠수함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수동소나를 부설하여 잠수함의 이동을 감

시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SURTASS(Surveilance Towed Array Sonar System)은 수상함에 예인

하는 소나이며 RDSS(Rapid Deployable Surveilance System)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부설하는 소

나이다. SOSUS는 적에 의한 교란이나 손상의 위험이 있고 대륙붕에 설치해야 하므로 원거리 감

시가 어려우며 SURTASS/RDSS는 평시 적 항만에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SSN을 이용한 

전략대잠전이 가장 유용하다. Ibid., pp.2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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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시작되므로 적 해역에 침투하여 출항하는 잠수함을 부상상태에서부터 

지속 추적해야만 완벽한 대잠전이 가능하다. 또한 적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서는 상대 잠수함보다 2~3배(최소 1.5배 이상)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자함 소음이 상대 잠수함 소나에 탐지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디젤-전기 추

진 잠수함은 고속으로 장시간 기동할 수 없고 주기적인 스노클로 소음이 발생

하여 상대 잠수함에게 역으로 탐지되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스노클 시 자신의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상대 잠수

함 추적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체계가 개발되었지만, 이 또한 고속기동이 불가능하고 지속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북한이 SLBM을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항공기, 대

잠함을 이용한 대잠전으로 대응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북한이 SLBM을 완성시

켜 1척의 잠수함이라도 침투하여 우리의 해역에 핵무기를 발사한다면 국가의 

존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이용하여 완벽한 대잠전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 / 비대칭 해군 전략 개념

합동참모본부는 비대칭적 대응(Asymmetric response)에 대해 전략 환경, 

군사 과학기술, 전쟁 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미래의 잠재적 군사 위협에 대해 

전략규모, 전투능력 및 무기체계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여 적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공격함으로써 

적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못하도록 하는 전쟁 수행방법이라 정의하였다.29) 

또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대칭 수단은 상대방의 취약점을 활용하면

서 강점을 회피 또는 훼손시켜야 한다고 하였다.30)

Ⅲ장 1절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의 해군력 강화 추세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주요 해군력 요소들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여기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는 러시아, 중국과 비교해서 거의 모든 전력이 훨씬 열세이며 일본과 비교해서

도 비슷한 수준이나 이지스함과 잠수함 전력은 아직 열세임을 알 수 있다. 특

히 러시아와 중국의 항공모함과 잠수함 전력은 우리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존

29) 조돈천, “국가 안보를 위한 비대칭 해군전략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논문, 2004년, p.4.

30) 김종환, 뉴밀레니엄과 비대칭 전략 (서울: 신서원, 2000),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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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며 만일 분쟁이 발생하여 항공모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이 기동부대를 

편성하여 무력시위를 한다면 상당히 위협적일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꾸준히 해군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면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기간이 오래 소

요되고 경제적인 규모나 인구, 국토의 크기 등으로 보았을 때 러시아나 중국의 

해군력을 능가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해군력 열세를 가장 효과적으로 만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원

자력 추진 잠수함이 효과적일 것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잠수함뿐만 아니

라 항공모함, 이지스함, 국축함 등 모든 해군함정에 대응할 수 있는 공격적인 

무기체계이다. 구 소련이 1980년대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비

슷한 수준의 항공모함 전력을 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이에 대한 비용을 감

당할 수 없어서 순항미사일을 다수 탑재한 안테이(Antyey)급 원자력 추진 잠

수함을 개발한 것도 비대칭 전력으로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효용성을 입증

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31)

비대칭 전력으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분쟁으로 기동부대가 편

성되었을 경우 사전정찰, 기동부대 대잠방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자

력 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표 1> 한ㆍ러ㆍ중ㆍ일 해군력 비교32)

국  가 이지스함
잠수함

(원자력)
항공모함 구축함 호위함 상륙함

한  국 3  16(0) 0 9 33  9

러시아 0  71(47) 1 18 22 26

중  국 0  69(14) 2 31 78 50

일  본 6 21(0) 0 33  6  7

 * 1,000톤 이하 함정 제외

31) 안테이급 잠수함은 SS-N-19 순항미사일을 24발 적재하며 이 미사일은 길이 10.5m, 사거리 

550km, 속도는 마하 1.5, 중량 6.9톤으로 1000kg 탄두를 장착하고 있어 미국의 항공모함에 위

협적 무기이다. 안테이급은 깊은 심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이중선체 사이에 8인치의 

고무가 있어서 어뢰 한발로는 격침이 어렵다. 98,000마력의 원자로를 탑재하여 28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어 항공모함을 추적하여 공격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장준섭 (2017), p.130. 

32) Commodore Stephen Saunders, IHS Jane’s Fighting Ships (UK: IH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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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한국형�원자력�추진�잠수함�도입방안

1.�정책적�해결과제

 

우리 정부가 1975년 가입한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협력

을 목적으로 국제연합 총회 아래에 설립된 준독립기구로서 현재 150개국이 가

입되어 있다. IAEA에서는 IAEA-대한민국 정부 간 핵무기 비확산 안전조치 

협정을 지키도록 명시하였는데 이 협정은 총 98개조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원자

력 추진 잠수함의 도입과 관련될 만한 내용은 제1조로 ‘핵기술을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에 전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이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에 핵무기를 운용하지 않을 경우는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는 무관한 사항으

로 이 협정에 의해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도입에 규제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75년에 가입한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는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제2조는 ‘핵무기 및 핵폭발장치 또는 관리권 

양수 금지: 그러한 핵무기를 제조, 획득 또는 그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원조 수

령 금지’가 있다. 이 조항 또한 앞서 언급된 것처럼 핵무기를 운용하지 않는 원

자력 추진 잠수함은 추진체계로 원자력 이용에 해당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

다. 제4조는 ‘제1, 2조를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

을 위한 교류ㆍ협력의 장려’이다. 제4조의 경우는 문제의 소지로 지적될 수 있

는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평화적 목적으로 볼 수 있는냐?’의 질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제4조는 금지사항이 아닌 장려사항일 뿐이며, 제4조는 모든 국가

에 적용하는 공통조항으로 지금까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에서 

이 조항에 의해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33)

다만 NPT 체제는 모든 당사국들이 핵분열물질의 출처와 최종처리에 대해 

신고하고 이에 대해 IAEA의 감시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이는 핵물질의 

33) NPT 조항 중 핵보유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제3조 ‘핵사찰 수용’에 대한 것 밖에 없다. 또한 핵보

유국이 아닌 국가 중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인도이며 2020년경에 원자력 추

진 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인 브라질(프랑스에서 도입)도 핵보유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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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에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농축 우라늄이나 저농축 우라늄이든 군사시설에 사

용되는 경우는 감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잠수함 역시 군사용이므로 감시대상

에서 제외되며 이를 가리켜 <표 2>와 같은 ‘NPT 체제의 틈새(NPT loophole)’

라고도 한다.34) 최근 NPT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조치강화(SSS: 

Safety Standard Series)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신고 되지 않은 핵시

설에 대한 강제적인 사찰과 관련된 사항으로 군사시설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은 해당되지 않는다. 군사시설의 틈새 문제는 앞으로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나 

현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등 초강대국이

므로 앞으로 우리나라나 브라질 같은 국가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

려 한다면 그 국가에 대해서만 감시를 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수도 있다. 그러

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핵연료에 대해 감시를 하더라도 별도의 규정과 절차

를 만들어 받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35) 

 

<표 2> NPT 체제의 틈새36)

34) 신성택 등 공저, “중소형 원자로의 이용 다변화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소 논문, 2006년, p.57.

35) 다만 잠수함의 위치는 해당국가의 비밀이므로 지속적인 감시가 아닌 몇 년에 한번씩 원자로의 개

봉여부를 확인하고 핵연료 교체시기나 함수명 도래 시에 폐연료봉의 상태를 확인하여 핵무기 제

조를 위한 핵연료 별도 추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6) Chunyan Ma and Frank von Hippel, “Ending the Production of Highly Enriched Uranium 

for Naval Reactors” (2001),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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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원자력 협정은 1974년 제정되어 2015년 11월 26일에 개정된 한ㆍ미 

정부간 핵연료 이용에 관한 상호협정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20% 미만

의 우라늄 저농축이 필요하게 되면 한ㆍ미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저농축 우라늄의 

생산은 한ㆍ미 양국 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미국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한ㆍ미 원자력 

협정은 ‘본 협정에 의한 핵물질은 핵무기 또는 기타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

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조항을 ‘군사적 목적에서는 협약을 맺은 것이 없으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해당이 없다.’ 또는 ‘군사적 목적은 핵무기만 해당되는 것이다.’37)라고 해석하

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핵관련 규제와 정책은 국가별로 차별이 존재하며38)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 

국가가 핵보유국인가 아닌가의 여부와 함께 국제적인 위상과 투명성이 중요하

다.39) 원자력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이며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강대국도 미국의 주도하는 방식으로 따라가야 한다. 그 

이외에 인도, 브라질,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NPT 밖에서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거나 이미 근접한 나라들이며 한국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잠수함을 건조한다 해도 문제는 남는데 핵연료를 구할 방법이 묘연

하기 때문이다. 현재 발전소용 우라늄을 판매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캐나다 정도이나 이들도 발전소용이 아닌 잠수함용으로 우라늄을 판

매할 수 없다. 이들이 속해 있는 핵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ort 

Group) 협정은 평화적 목적이 아닌 군사적 용도로는 핵물질을 판매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는 국내법으로 개별 기업의 군사목적 핵

물질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국제적으로 대대적인 금수조치

가 따르기 때문이다.

좋은 예로 일본은 원자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였으며 국제사회

에도 지속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천명함과 동시에 원자력의 평화적 

37) “핵추진잠수함, 北 SLBM 위협 막을 비장의 카드,” 매일경제, 2017년 8월 11일.

38)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에 해당되는 조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국-IAEA 또는 해당국-미

국 간의 별도 협약이나 협정이 존재한다.

39) 이명기 (2004), pp.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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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에 동참해 왔다. 그 결과 현재 ‘포괄동의 방식’이라는 상

대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으며 핵보유국이 아니면서도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가 

가능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 결국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따른 핵

연료 확보와 사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양해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ㆍ미 장관급 이상의 회담에

서 공식적으로 필요성을 밝히고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히 원

자력 기술의 발달로 20%의 저농축 우라늄으로도 3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한 원

자력 추진 잠수함의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40) 다만 원자력 규

제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서 새로운 협약이 필요한 것이다. 20%의 저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로의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41) 국제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핵연료로 사용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의 확보를 위한 양해는 그리 어

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경우 국내ㆍ외적인 반발도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일단 일본과 중국의 반발 등 국제적인 파장이 있을 것

이며,42)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정박하는 항구나 지원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는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책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2.�기술적�해결과제

가. 원자로 설계 및 제작기술

우리나라 최초 원자로는 1959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착공하여 1962년 

임계에 도달한 100kW 출력의 TRIGA Mark-Ⅱ 연구용 원자로이다. 1967년에

는 자체 기술력으로 250kW로 출력을 증강하였으며 1971년에는 2MW 출력의 

TRIGA Mark-Ⅲ를 도입하였다. 최초 동력용 원자로는 1970년 착공하여 1978

년 상업발전에 들어간 가압경수형의 고리 1호기이며, 그 후 도입된 원자로 중 

40) U.S. Office of Naval Reactor, “Report on Low Enriched Uranium for Naval Reactor 

Cores,” (2014), pp.1-8.

41) 장준섭 (2017), p.75.

42) 신성택 등 공저 (2006),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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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4호기만 가압중수형 원자로이며 나머지는 가압경수로이다. 1987년에 

설계와 주요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영광 3, 4호기는 외국업체의 기술을 도입

하여 국내업체 주도로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원

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중화학공

업 분야 산업기술 수준향상에 의해 가능한 것이며,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원

자력 발전소는 1988년 완공된 1,000MW 출력의 울진 3, 4호기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1984년부터 원전기술 자립계획을 추진해 온 결과이다. 

한국형 소형원자로는 스마트 원자로(SMART: System 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라고 부르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도하여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5년간 1,500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설계 및 제작하였다. 전기생산

량은 100MW 출력으로 기존 대형원전의 10분의 1정도이다. 주요기기들을 모듈

화하여 건설기간은 대형원전의 3분의 2정도인 36개월이다. 스마트 원전은 중

동국가 등 대형원전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물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

가나 지역난방이 필요한 국가 수요에 맞는 전략적 수출품목이 될 것이다. 정부

는 2015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스마트 파트너십 및 공동 인력양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40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 중 15~20%를 스

마트 원전 건설을 통하여 공급할 예정이다.43)

일체형 소형원자로는 사람이 사는 도시 가까이에 지어야 효과적이기 때문

에 안전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스마트 원자로는 <그림 1>과 같이 노심과 

핵연료 이외에도 증기발생기, 펌프, 가압기가 하나의 구조물 안에 포함되어 있

다. 따라서 원자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방사능 오염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시켜 안전성을 보장하였다. 2012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진으로 

전력공급이 끊김에 따라 원자로 냉각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였지만 일체형 

소형원자로는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펌프가 멈추더라도 자연대류현상을 이용하

여 20일까지 원자로 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20일 이후에도 냉각

수를 수동으로 보충하면 계속 열을 제거할 수 있다.44) 그리고 주요 기기들을 

연결하는 대형파이프가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기존 대형원전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던 대형파이프 절단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앴다. 사고 발

생 시는 중력으로 원자로 주위공간을 물로 채우는 것도 가능하고 리히터 규모 

7.0 지진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강화하였으며 수위 10미터 쓰나미에

43) “스마트 원자로,” Wikipedia(검색일: 2017.9.16).

4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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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동력용 원자로를 본

격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지난 몇 십 년 동안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

이 없을 만큼 원자력 강국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 국내 운영 중인 원자로는 모

두 25기이며,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UAE 등에 원자로나 원자로 관련

기기들을 수출 또는 수출예정에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모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는 가압경수로이며 우리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는 25기의 원자로 중 24기가 가압경수로로 자체 설계 및 제작기술을 보유하

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하여 장기간 원자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자

로의 소형화가 필요하다. 이때 터빈을 제외한 증기발전기, 콘덴서 등을 코어 

내부로 삽입하는 형태의 일체형 원자로로 설계하면 원자로의 크기가 현저하게 

작아지기 때문에 유용하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근거를 들 수 있는데 첫 번

째는 1990년에 MIT에서 연구되어 프랑스 루비(Rubis)급의 개념적인 설계에 

사용되었던 논문이고,45) 두 번째는 최근에 공개된 러시아의 원자력 추진 쇄빙

선 원자로의 소형화이다.46) <그림 1>은 프랑스 루비급 원자로와 한국형 스마

트 원자로를 비교한 것으로 기본구조와 구성요소들을 거의 비슷한 일제형 원

자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형 스마트 원자로는 본래 목적이 해수담수화와 

소규모 전력생산용이지만 이를 선박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며 이를 

개조하여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추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

한 몇몇 대학과 연구기관에 실험용 원자로가 있고 어느 국책기관에서는 이미 

선박용 소형 원자로를 개발한 바 있다.47) 다만 한국형 스마트 원자로나 실험

용 원자로를 설계변형 없이 그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추진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하는 출력과 핵연료의 특성, 그리고 잠수함의 구조적 및 

환경적 특성에 맞도록 재설계되고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45) Thomas Domonic Ippolito Jr, “Effect of Variation of Uranium Enrichment on Nuclear 

Submarine Reactor Design” (1990), p.12.

46) Chunyan Ma and Frank von Hippe(2001), p.10.

47) 신성택 등 공저 (2006), pp.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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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랑스 루비급 원자로(좌)와 한국형 스마트 원자로(우)48)

나. 고성능 소나제작과 방사소음 감소 기술

<그림 2>에서 10노트까지의 저속에서는 해상상태가 아주 나빠 주변소음이 

크지 않을 경우 함정 자체의 기계적 소음(Machinery Noise)이 주로 발생하는 

반면, 10노트 이상에서는 유동소음(Flow Noise)이 주요한 소음이다.49) 이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과는 특별한 소음관리가 필요하

며 주위에 유동소음이 발생하더라도 표적소음을 구별할 수 있는 고성능 소나

가 장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의 순항속력은 

통상 4~10노트인 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순항속력은 일반적으로 15~20노

트로 유동소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48) 장순홍, “원자로의 설계 및 안정성 평가-한국형 중소형 원자로 SMART에 대해,” MATERIC 연

구동향 (2016).

49) A. D. Waite, Sonar for Practising Engineers (UK: John Wiley & Sons, 2002), p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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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함정 속도에 따른 자체 소음의 변화50)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에 비해 유동소음의 월등히 

발생하기 때문에 유체역학적으로 잘 설계되어야 하며 유동소음과 표적의 소음

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고성능의 소나를 장착하여야 한다. 유동소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나 돔과 돔 주변의 선체로 흐르는 물의 흐름 때문이며 이 

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51)

∙ 돔의 형태를 유체역학적으로 양호하게 설계한다.

∙ 돔과 선체 사이의 경계를 부드럽게 한다.

∙ 돔과 선체 부근의 거친 경계면을 줄인다.

∙ 돔과 선체를 코팅한다. 선체 고팅은 돔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나는 잠수함이 잠항해 있을 때 유일한 탐지수단이므로 만일 10노트 이상

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수준의 소나를 설치한다면 

유동소음 때문에 물속에서 표적 소음을 구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원자력 추

진 잠수함이 항해 시 유동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고성능의 소나를 장

착해야 하는데, 소나는 크기가 크고 정교할수록 탐지성능이 좋다. 따라서 최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원통형소나(Cylindrical sonar) 대신 대형 구형소나

(Spherical sonar)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종류의 소나도 선체의 대부분을 덮

을 정도로 크게 제작하고 있다. 또한 첨단 소재인 광섬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50) Ibid., pp.108.

51) Ibid.,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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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능력이 우수한 영국의 아스튜트(Astute)급 잠수함의 경우 선체에 설치된 

케이블의 길이만 100km에 달할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탐지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그림 3>은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의 소나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소나 

비교도인데 대표적으로 함수 소나의 경우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에서의 소형 

원통형 소나에서 대형의 구형소나로 바뀌었으며(빨간색 화살표), 측면 소나는 

훨씬 더 큰 형태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노란색 화살표).

<그림 3>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의 소나(좌)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소나(우)52)

상대함정 소나에서 듣는 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음의 3요소는 음원

(Sound Source), 전달경로(Medium), 탐지기(Detector)이며 이를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서 음의 3요소

구  분 요  소

음원(Sound Source) 원자로 소음, 터빈, 추진기, 보조기기, 생활소음 등

전달경로(Medium) 잠수함 선체, 바닷물

탐지기(Detector) 상대함정 소나

52) “Type 206 sumarine,” Wikipedia (검색일: 2017.9.16.). 

“Virginia class submarine,” Wikipedia (검색일: 201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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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함정에서 듣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음의 준위(Level)는 3요소의 평

균값이 아니라 3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아주 작은 값을 가진다면 나머지 요소

는 크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음원이 아주 크더라도 잠수함 선체(전달경

로)에서 음의 전달을 차단한다면 상대함정에서 들을 수 있는 소음은 아주 작아

지게 되는 것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서 음원 자체의 소음은 일반적으로 디

젤-전기 추진 잠수함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보다 통상 2~10배 정도 크기이므로 선

체내에서 음원 소음을 거의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가진다. 잠수함 

선체와 탑재장비 사이 간격을 넓히고 쇼크마운트(Shock Mount)를 설치하며 

부품과 부품 연결부위에는 감쇄재(Damping Material)를 삽입하고 선체 내외

ㆍ부에 음향흡수타일을 설치함으로써 함 외부로 소음유출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음향흡수타일은 선체 외부에 경질고무의 두꺼운 타일내부에 미세한 금

속입자를 넣어든 것으로 금속입자는 상대방 능동소나에서 발생한 음파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 음파를 절반정도로 약화시켜 준다. 러시아의 잠수함은 소

음감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이중의 선체구조인 복각선체 구조를 

택해 내부 압력선체와 외부 압력선체 사이에 1미터 이상의 고무층을 설치하여 

외부로 소음유출을 막기도 하였다. 

초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냉각장치의 소음 때문에 수상함으로

부터 20km나 떨어져 있었는데도 탐지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3중 바(Bar) 타입

의 유압진동판53)과 원자로 외벽의 다중패널 배치, 원자로 설치부의 다중프레

임 배치 등으로 소음을 줄였다. 이후 1980년대 후반 음상쇄장비54)가 개발되어 

미국의 시울프(Seawolf)급 잠수함에 배치되면서 원자로 냉각장치와 터빈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급감하였으며 원자로 자체의 냉각소음은 98% 이상 감소할 정

도가 되었다.

또한 미국의 시울프급, 중국의 상급, 영국의 뱅가드(Vanguard)급, 트라팔

가(Trafalgar)급, 프랑스의 트리옹팡(Triomphant)급 잠수함 등은 함미 추진 

프로펠러 둘레에 링을 설치하는 형상의 펌프제트 추진기를 장착하고 있다. 이 

추진기는 추진력의 감소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에는 

53) 금속과 플라스틱, 고무가 서로 다른 패널로 되어 있으며 같이 조립되어 최종 진동은 유압장비로 

전달되는 진동상쇄 장비이며 음의 차단은 확실하였으나 장비의 노후화와 정비소요 때문에 사장

됨. 신성택 등 공저 (2006), p.44. 

54) 잠수함의 고유주파수 대의 소음과 동일한 음파를 방사하여 소음의 음파 자체를 상쇄시키는 음파

상쇄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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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 어려운 방식이며 20노트 이하의 속력에서 추진기 소음이 거의 발생

하지 않는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전기 추진방식(Integrated electric power system)도 고려

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터빈에서 발생한 회

전력을 감속기어를 거쳐 함미 프로펠러에 전달하여 추진하는 기계적 추진방식

(Mechanical drive)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속도제어가 어려우며 감속기어에

서 발생하는 소음이 프로펠러를 통해 밖으로 퍼져 나갈 수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소음제거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의 트리옹팡과 바라쿠다

(Barracuda)급 잠수함에는 통합전기 추진방식을 채택하였다.55) 이는 원자로 

터빈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으로 발전기를 가동시켜 전기로 변환한 후 이를 이

용하여 추진모터를 구동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감속기어를 사용하지 않고 터

빈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원천적으로 막아주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미국의 차기 버지니아급 잠수함에도 이러한 방식을 적

용하여 소음수준을 획기적으로 줄일 예정이다.56)

<그림 4> 기계적 추진방식(좌)과 통합전기 추진방식(우)

다. 잠수함 내부 대기관리 기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스노클을 하지 않아 수주일 또는 수개월 

항해기간 동안 바깥공기와 완전히 단절되어 함내 공기를 지속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신체 대사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외에도 장비작동, 

음식조리 등에 따라 <표 4>과 같은 물질들이 발생하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는 이 모든 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장치가 탑재되어야 한다. 이 중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수소 농도는 안전과 직결되므로 별도 모니터 장치로 지속적으로 

55) Hirdaris, “Nuclear-Powered Ships,” World Nuclear Association (2017).

56) Ibid.



36  STRATEGY 21, 통권 42호 (Winter 2017년 Vol. 20, No. 2)

순번 물질명 허용치(ppm) 발생원인

1 이산화탄소(CO2) 5,000(0.5%)  호흡, 음식 조리, 엔진 작동

2 일산화탄소(CO) 50 조리, 엔진 작동

3 수소(H2) 20,000(2%) 배터리 과충전

4 아크롤레인 0.1 튀김류 조리

5 암모니아(NH3) 50 신진대사, 부패

6 염화수소(HCl) 5 조리, 장비 과열

7 사이안화수소(HCN) 10
조리

8 황화수소(H2S) 20

9 하이드라진 1 물 끓일 때

10 LPG 1,000(0.1%)
장비작동

11 수은(Hg) 0.1

12 모노에탄올아민 3

신진대사

13 일산화질소(NO) 25

14 이산화질소(NO2) 5

15 산화질소(HNO3) 2

16 페놀(C6H5OH) 5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이외의 물질은 매일 2~3회 유리병에 공기를 담아 기관

실에 설치된 별도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관리한다. 

우선 산소발생의 예를 들어 보면 물에 350~1050 암페어 전기를 가해 주면 

+극에 수소가 발생하고 -극에는 산소가 발생한다. 수소는 외부로 배출하고 산

소는 함내 부족산소 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전력이 많이 소모되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니면 불가능한 방법이다.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모

노에탄올아민(MEA: Mono-Ethanol Amine, NH2C2H4OH)을 사용한다. 이 

물질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착하는 성질이 있으며 흡착된 화합물은 함 외

로 배출시킨다.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팔라듐 촉매를 사용하

며 이를 물과 섞어 섭씨 315도까지 가열시켜주면 대기 중 일산화탄소가 이산화

탄소로, 수소가 물로 변환된다.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MEA를 이용하여 

흡착하여 제거하고 물은 함 외로 배출한다.

<표 4> 원자력 추진 잠수함 내부에서 정화되는 대기 중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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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물질명 허용치(ppm) 발생원인

17 벤젠 10

장비 작동, 조리

18 오존(O3) 0.1

19 프로판 1,000(0.1%)

20 페칠로에틸렌 100

21 스티빈(SbH3) 0.1

22 이산화황(SO2) 5

23 황산(H2SO4) 1

24 톨루엔(C6H5CH3) 200

25 트리에틸아민 25

26 염화비닐 1

27 자일렌 100

3.�특수�지원지설�확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정박하는 모항에는 핵연료 처리, 인원통제, 방사능 

처리 등에 필요한 특수 지원시설이 있어야 한다. 우선 부두 주변에는 사용 전

ㆍ후 핵연료 보관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 사용 전 핵연료와 사용 후 핵연료

는 취급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 별도 격실에 관리해야 한다. 또한 사용 전

ㆍ후에 발생하는 핵연료 같은 고준위 폐기물과 원자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기, 의복류 등 저준위 폐기물은 편의를 위해 건물 내 별도 격실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격실은 외부로 방사선 폐기물이 유출되면 안 되므로 자연

공랭식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사용 전ㆍ후 핵연료는 다른 전용시설로 옮기

거나 원자로에 탑재하기 전까지 이곳에 임시 보관하며 저장기간 중 정기적 검

사를 위한 점검실이 필요하고 연료교환 캐스크(Cask), 회전차폐체 등 핵연료 

교체를 위한 장비들은 같은 격실 내에 보관이 가능하다.57) 사용 후 핵연료는 

공정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육상의 원자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에 보관하

여 처리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57) 연료교환 캐스크는 사용 전ㆍ후 핵연료를 넣어 이동시키는 장치이며 캐스크 내에는 연료이동을 

위한 구동장치와 냉각수 설비가 장착되어 있다. 회전차폐체는 교체해야 할 핵연료의 위치로 핵연

료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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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원자로 운영 시 발생하는 저준위 폐기물을 관리하는 건물도 필요하

며 잠수함 모항이 아닌 경우에도 폐기물 수거를 위한 컨터이너 또는 차량을 배

치해야 한다. 처리설비는 기체, 액체, 고체 폐기물 설비로 나뉘며 함 내에서 발

생하는 기체 폐기물은 대기로 방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육상 기체 폐기물 처

리설비는 핵연료 취급 및 저장설비에서 발생하는 기체만 처리한다. 액체 폐기

물 처리설비는 액체탱크와 여과, 흡착계통으로 구성되며 이는 액체 내 방사성 

물질의 여과를 위한 필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러한 필터처리는 여러 번 하도

록 설비되어야 한다. 고체 폐기물 처리시설은 저장용기, 압축기, 저장실로 구

성되며 압축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하여 처리한 뒤 보관하거나 

저준위 폐기물 저장소로 이동시킨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정박한 부두에는 방사선 모니터링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잠수함의 폭발, 핵연료 손상 등으로 방사능 사고 발생 시 대

응할 수 있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잠수함이 정박한 항구 내뿐

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근에

는 긴급대피소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요오드 완화제, 비상식량 등이 비치되

어야 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특수 지원시설은 무장병력으로 보호되어야 하

는데 항구 입구, 부두 진입로 등에 경비를 위한 초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5> 영국 데본항의 지원시설(좌)과 미국 원자로 폐기구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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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사�함형의�결정

전 세계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중 2000년 이후에 건조된 함정 중에서 

10,000톤 이하의 함정의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주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현황58)

국  가 함  급 수중톤수 가  격 능  력

미  국

시울프급

(1,2번함)
9,285톤

3조 3,900억원

(30억 달러)

∙ 세계의 공격형 잠수함 중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 보유(바다의 암살자)

∙ 어뢰발사관 8개 보유

버지니아급 7,925톤
3조 374억원

(26.88억 달러)

∙ 다목적 최신 공격형 잠수함

∙ 어뢰발사관 4개, 수직발사관(순항)

  12개, 수직발사관(탄도) 2개 보유(후기형)

중  국 상급 6,096톤 미  상

∙ 1990년대 서구 잠수함 수준의 성능

∙ 어뢰발사관 6개, 수직발사관(순항)

  2개 보유(후기형)

영  국 아스튜트급 7.519톤
1조 7,810억원

(13.7억 유로)

∙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정교한 잠수함

∙ 어뢰발사관 6개 보유

프랑스 바라쿠다급 5,200톤
1조 6,900억원

(13억 유로)

∙ 다목적 차세대 공격형 잠수함

∙ 어뢰발사관 4개, 수직발사관(순항)

  12개 보유

인  도 아리한트급 6,600톤 미  상

∙ 가장 규모가 작은 SSBN

∙ 어뢰발사관 4개, 수직발사관(탄도)

  4개 보유

* 달러 당 1,130원, 유로 당 1,300원 기준

<표 5>의 잠수함들은 모두 각 국에서 독자 설계한 잠수함이며 미국의 시울

프급과 버지니아급은 가격이 3조원 이상이므로 제외하겠다. 다만 중국과 인도

의 잠수함은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톤수와 성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영국, 

프랑스의 잠수함과 가격은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0년대 초 4,000

톤급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가격을 책정한 결과는 원자로 계통의 비용

을 포함하지 않고 1조 2,000억 원이었다.59) 

여기서 가장 독특한 잠수함은 인도의 아리한트급으로 6,600톤이면서도 탄

도미사일 발사용 수직미사일 발사관을 4기나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

58) Wikipedia (검색일: 2017.9.17.).

59) 국방부의 의중을 기초로 조선일보가 산출하였으며 어뢰, 기뢰, 잠대함/잠대지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SSN이었다. 신성택 등 공저 (2006),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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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중국, 영국, 프랑스는 상기의 잠수함 이외에도 SSBN을 별도로 가지고 있

으며 인도는 아리한트급 이외에는 SSBN이 없어서 탄도미사일을 운용하지 않

는다. Ⅲ장 2절 가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핵무기의 1격에 대해서 2격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순항/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지상공격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을 한다면 인도의 아리한트급과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상급 잠수함과 인도의 아리한트급 잠수함은 최신 잠수함과 비교해

서 성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프

랑스의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사 함형을 결정

할 수 있을 것이다.

5.�도입�방법의�결정

가. 국외에서 대여 후 개발 / 인도의 사례

국외에서 대여 후 개발하여 도입하는 방법은 과거 인도가 시행했던 방법으

로 1988~ 1992년 구 소련의 찰리급 잠수함 대여 후 2009년 아리한트함을 자

체 건조한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당시 찰리급 잠수함 대여비용은 밝혀진 것이 

없으나 최근 러시아 아쿨라급 잠수함 대여비용은 10년간 총 6억 5,000만 달러

(7,345억원, 달러 당 1,130원)이다. 아쿨라급 잠수함의 가격은 건조당시 15억 

5,000만 달러(1조 7,515억원)60)인 것을 감안하면 건조비용의 약 42%에 해당

하는 비용으로 함정의 수명의 30년으로 보았을 때 인도의 입장에서 불리한 계

약조건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당시 인도의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국외 대여 후 개발이라는 옵션

의 선택은 어쩔 수 없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인도는 총 17기의 원자로(총 설

비용량 5,780MW)를 가동하고 있으며 전체 원자력 발전량은 2%이고 10년 이내 

4%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원자력 신흥국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과거에

는 원자력 산업이 침체되어 있었다. 1970년대 파키스탄과 핵무기 개발경쟁을 벌

여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 핵공급 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에서 

제외되어 버린 것이다. 인도 내 우라늄 매장량이 적은 관계로 새로운 발전소의 

60) “Akula class submarine,” Wikipedia (검색일: 201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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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을 할 수가 없었으며 이미 건설한 발전소에도 우라늄을 공급하지 못해 50%

의 발전소만 가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자력 산업은 급격하게 

위축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국제사회에서 원자력 관련 외교노력을 하여 핵공급 

그룹에 다시 가입하게 되었으며 인도-미국 원자력협정이 체결되어 다시 우라늄

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원인은 인도의 원자력 발전소의 종류에 관한 

것인데, 인도의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15기는 가압중수로(PHWR: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 2기는 경수로(LWR: Light Water Reactor)로 현재 원

자력 추진 잠수함에 쓰이고 있는 가압경수로(PWR: Pressurized Water 

Reactor)와는 차이가 있는 원자로들이다. 또한 당시 인도는 모든 잠수함을 외국

에서 도입하여 사용하던 시기로 잠수함 설계능력도 없었다.

따라서 인도는 1974년부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나 

국제적인 규제와 기술적인 문제로 자체 개발이 어려웠을 것이며 국외 대여 후 

개발이라는 옵션을 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제적으로 원자력 규제를 

받고 있을 시기여서 구 소련이 아닌 서구에서 대여 또한 어려웠을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인도와 같은 옵션을 택한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손해

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운용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다른 

장점을 없을 것이다. 인도는 2009년 건조된 아리한트급 잠수함의 기술은 러시아

와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 제작하여 과거 찰리급 잠수함 대여당시 기술적인 자료

의 습득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로 구역은 

방사선의 영향으로 비상시나 대규모 창정비 기간이 아니면 출입할 수 없는 구역

이여서 대여만으로 원자로 설계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 기술협력 생산 / 장보고-Ⅰ,Ⅱ 사례

과거 우리나라는 1976년에 한국형 잠수함 자체 설계/건조를 목표로 돌고래 

사업을 시작으로 3단계로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1단계는 돌고래 설계/건조에 

의한 재래식 잠수함 설계기술 연구 확보, 2단계 차세대 중형잠수함 개념연구, 

소요 핵심기술 연구 및 해외 구매 잠수함 기술지원 업무에 따른 설계 관련 기

술 습득, 3단계는 차기 중형 잠수함 독자 설계 및 건조할 수 있는 능력 확보였

다.61) 여기서 해외 구매 잠수함이란 장보고-Ⅰ,Ⅱ급으로 현재는 3단계를 마치

61) 조정제,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 사업 발전방안 및 발전요소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

교안보과정 논문, 2013년,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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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차기 중형 잠수함인 장보고-Ⅲ급의 완성을 앞두고 있는 단계이다. 만일 원

자력 추진 잠수함을 장보고-Ⅰ,Ⅱ급처럼 외국의 조선소와 기술협력으로 생산

한다면 위의 3단계를 아래처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 1단계: 장보고-Ⅲ급 건조에 의한 중형 잠수함 건조기술 확보

∙ 2단계: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념연구, 소요 핵심기술 연구 및 해

외 구매 잠수함 기술지원 업무에 따른 설계 관련 기술 습득

∙ 3단계: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독자 설계 및 건조할 수 있는 능력 확보

무엇보다도 잠수함의 기술협력 생산은 이미 40년에 걸쳐 성공적으로 완성

하였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도 이를 적용한다면 안정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과거 4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

서 도출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시 도출되었던 문제들은 첫 번째로 장보고-Ⅰ급의 설계기

술 확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보고-Ⅱ급 사업이 진행되었다. 두 번째

로는 기술이전을 전제로 하는 기술협력 생산의 태생적인 한계점으로 핵심기술

에 대한 이전 미약, 설계자인 HDW사의 기술력 미공개, 설계변경 제한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장보고-Ⅱ급 사업에는 새로운 조선소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기술력 축적에 애로가 있었으며 후속 군수지원에도 문제가 있었다. 네 번째로

는 장보고-Ⅱ급은 함성능이 충분히 인정되어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잠수함이 

아닌 한국 최초 기술도입 생산으로 많은 제한사항이 예상되었다는 점이다. 다

섯 번째로 장보고-Ⅲ급 설계시 두 개의 업체가 동시에 참가함으로써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책임소재도 모호했다는 것이다.62) 따라서 만일 한국

형 원자력 추진 사업이 기술협력 생산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

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잠수함 사업을 국가나 조선소의 입장에서 어렵고 기술집약적인 사업이므

로 무리하게 여러 가지 함형을 동시에 추진해서는 안 되며 기술습득을 위

한 기간을 마련해야 한다. 

∙ 설계사와 핵심기술 및 설계기술 도입을 계약으로 추진해야 한다.

∙ 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경험과 인프라가 축적된 건조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62) Ibid., pp.3,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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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표 6>과 같으며 미국, 영

국, 인도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농

축 우라늄을 확보하는데 제한이 되고 핵무기의 개발이라는 국제적인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이 국가의 조선소와 기술협력 생산은 제한될 것이다. 우라늄의 

농축도가 달라지면 그에 따른 원자로의 설계도 완전히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같은 우라늄 농축도를 가진 핵연료를 사용하여 잠수함 원자로를 제작하는 조

선소와 기술협력을 해야만 원자로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과 오(誤)설계의 위험

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 사용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미국의 허락 하에 미국의 조선소와 기술협력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Ⅳ장 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건조되는 잠수함은 3조원 이상의 고가이므로 미국 조선소와의 기술협력은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나 중국은 국가적인 협력관계를 고려해 볼 때 무리가 있으며 특히 러

시아는 최신 SSN은 수중 배수톤수가 11,800톤으로 다른 국가의 SSN에 비해 

1.5-2배 규모로 가격은 3-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술협력이 어

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조선소는 저농축 우라늄을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하며 

Ⅳ장 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라쿠다급은 1조 6,900억원으로 다른 SSN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이므로 이 함형을 건조하는 DCNS(Direction des 

Construction Navales Services)과 기술협력으로 생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

다. 하지만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은 아직 운용 중인 잠수함은 아니며 내년에 1

번함이 진수될 예정이므로 정상적인 진수와 작전운용 경과를 판단하여 결정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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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가능 조선소63)

국  가
우라늄 

농축도
조선소 건조 잠수함

미  국 98%
General Dynamics

오하이오급, 버지니아급, 

로스엔젤레스급, 시울프급

Newport News Shipbuilding 버지니아급, 로스엔젤레스급

러시아 20-45%

Severodvinsk

보레이급, 델핀급, 칼마급, 타이푼급,

야센급, 시에라-Ⅰ급, 안테이급, 

아쿨라급

Leningrad 슈카급

Nizhny Novgorod 콘도르급

Komsomolsk 아쿨라급

중  국 5% Bohai Shipyard 진급, 상급, 한급

영  국 97%
Vickers Shipbuilding 뱅가드급, 트라팔가급

BAE Sytems 아스튜트급

프랑스 7.5%
DCNS 바라쿠다급, 트리옹팡급

Cherbourg Naval Dockyard 루비급

인  도 40% Vishakhapatnam 아리한트급

다. 독자 개발 생산 / 장보고-Ⅲ 사례

장보고-Ⅲ급은 그동안 돌고래, 장보고-Ⅰ,Ⅱ급 잠수함을 설계 및 건조하

고 독일 HDW사에서 기술협력을 받아 독자 설계한 3,000톤급의 디젤-전기 추

진 잠수함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독자 개발 생산은 이 과정의 연장선상에

서 장보고-Ⅲ급의 독자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원자력 기술을 접목하여 

건조한다는 의미이다. 이 방식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까지 모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국들이 이러한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선택의 가능성은 비교적 크다고도 볼 수 있다. 적어도 장보고-Ⅲ급의 가시화

되기 전까지 발표된 논문에는 ‘당분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독자 설계는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언급되었지만64) 장보고-Ⅲ급의 건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기에서는 독자 설계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국, 중국, 인도는 자국의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거나 빠른 기간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원자로나 선체의 제작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하기

63) Commodore Stephen Saunders (2017).

64) 신성택 등 공저 (2006),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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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다는 사례에서 반드시 완전한 독자 개발 생산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기체계를 생산할 때 일본처럼 모든 부품을 국산화할 필요는 없다. 미국

의 무기체계도 상당수가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한다. 한국

의 기술력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면 좋겠지만, 비용 

상승과 시간적 제약, 기술적 한계 등의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일부 언론에서는 3,000톤급 장보고-Ⅲ급 2차 사업에 추진체계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며 장보고-Ⅲ급의 추진체계만 원자력으로 교체하여 개발

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65) 하지만 새로운 선체를 설계하지 않고 추진체계만 

원자력을 교체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Ⅳ장 2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고려되어야 할 기술적인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

니라 이러한 장비들을 탑재하려면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디젤

엔진이 설치된 구역을 제외하고 원자로를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는 비상 시 보조동력 사용을 위해 비록 축소된 규모이기

는 하나 디젤엔진과 스노클을 위한 장치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축전지까지 보

유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대형의 구형소나가 함수 전체에 배치

되기 때문에 어뢰발사관이 선체의 맨 앞부분에 배치될 수가 없는데 그 때문에 

어뢰발사관은 소나 뒤쪽으로 옮겨져서 선체를 기준으로 15-20도 정도 각도를 

두고 설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선체 구조의 변화와 어뢰저장고의 위치

변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잠수함 내부 대기관리 장치도 상당히 큰 부피를 

차지하며 이는 생명과 직결되므로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의 환기장치와는 비

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배관들이 선체 전체 곳곳에 분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고속으로 항해하므로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의 

외부에 부착된 FRP(Fiber Reinforced Plastics)66)을 쓸 수 없으며 완전히 압

력선체(철강)로 뒤덮힌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FRP와 압력선체 

사이에 배치되어 있던 각종 갑판ㆍ탈출장치와 센서들은 선체 내부로 다시 배

치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배치물은 탈출장치로 디젤-전기 추진 잠수

함에 널리 쓰이는 것은 <그림 6>에서 LRC(Life Raft Container)로 FRP와 압

력선체 사이에 묶어 놓았다가 필요 시에 풀어서 수면에서 팽창하는 것이다. 이

것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쓰일 수 없으며 완전한 철재로 이루어진 탈출챔버

65) “핵추진잠수함, 北 SLBM 위협 막을 비장의 카드,” 매일경제, 2017년 8월 11일.

66) 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뛰어난 기계적 특성과 내식성, 성형성을 가지고 있어서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의 상부 선체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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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체에 부착하여야 한다.

<그림 6> LRC(좌)와 탈출챔버(우)

원자력 추진 잠수함 중에서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의 디자인을 기본으로 

설계된 잠수함은 프랑스의 루비급이며 이는 아고스타(Agosta)급의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되었다. 하지만 아고스타급 잠수함의 수중 

배수톤수는 2,083톤인데 비해 루비급은 2,600톤이며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고스타급 선체 상부에 부착되었던 FRP 구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선체

를 완전히 둥근 형태로 압력선체로 둘러싸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루비급 

1-4번함은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의 선체구조가 일부 남아 있어 한계로 지적

되었으며 소음이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5번함 이후에는 이 사항이 개량되어 

건조되었으며 이후 1-4번함도 성능개량이 실시되었다.

<그림 7> 아고스타급(좌)과 루비급(우)의 상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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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공격의 개념(보복능력의 보유), 방

어의 개념(전략대잠전의 수단), 그리고 주변국 위협에 대응(비대칭 해군전략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 원자력 협정과 국내ㆍ외적

인 이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원자로 설계 및 제작기술, 고성능 소나제작과 

방사소음 감소 기술, 그리고 잠수함 내부 대기관리 기술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들이 있다. 만일 도입이 결정된다면 국외 대여, 기술협력 생산, 독자 개발 생산

의 세 가지 도입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ㆍ외 사례를 교훈삼아 합리

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결정과 국

제적인 규제 및 국내ㆍ외적인 갈등의 해결, 그리고 소요비용의 문제이다. 어느 

하나의 문제도 쉽지 않아 보이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해

도 될 만큼 위력적인 무기체계이다. 현재 국가 지도부가 이 사안에 대해 강력

한 의지를 표명하고 미국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중요한 첫걸음을 떼는 것

이라 볼 수 있다. 만일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 승인된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이상 없이 도입

하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외국의 도입사례들을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외

국의 도입사례들을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

양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필요

한 기술을 모두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할 지도 모르고 경제적인 측면

에서 몇 개 밖에 필요하지 않는 체계를 개발할 필요는 없다. 예전과는 달리 국

제적인 환경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외국의 기술도입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안될 것이라고 짐작하여 시도조차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원자력 잠수함 관련 기술을 외국에 이전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으며 기술이전이 승인 되었다가도 취소되는 경우도 흔했

다. 하지만 2008년 12월에는 프랑스 DCNS에서 건조한 바라쿠다급 원자력 추

진 잠수함 1척을 2020년경 브라질에 수출하기로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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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을 제작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며 브라질에서는 계약의 성사를 위해

서 국가 지도자부터 나서서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2003년 5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계획한 적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2004년 1월 국방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부인하

였으며 당시 어떠한 이유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67) 

당시는 장보고-Ⅰ급 계획이 종료되고 장보고-Ⅱ급 계획이 시작되던 시기로 

장보고-Ⅰ급의 기술이전 조차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잠수

함 국내 자체설계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시기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장

보고-Ⅲ급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기로 잠수함 국내 자체설계에 대한 

기술이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003년 당시는 이전에 중국, 

인도가 최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은 

미국, 러시아(구 소련), 영국, 프랑스가 최초 개발할 당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중국, 인도가 각각 개발에 18년, 그리고 35년이 소요되었으며 미

국, 러시아(구 소련), 영국, 프랑스가 10년 이내에 개발한 사례를 볼 때 우리나

라의 역량으로 개발한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67) “바라쿠다급 잠수함,” Wikipedia (검색일: 201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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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hod’s to introduce ROKN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Jang Jun-Seop*68)

Debates about introducing nuclear submarines have been a main issue in 

Korea. The highest officials and the government has started to think seriously 

about the issue. Yet there were no certain decision to this issue or any 

agreements with US but it is still necessary to review about introducing 

nuclear submarines, the technologies and about the business.

The reason for such issues are the highest officials of Korea to build nuclear 

submarine, nK’s nuclear development and SLBM launching. ROKN’s nuclear 

submarine’s necessity will be to attack(capacity to revenge), defend(anti-SSBN 

Operation) and to respond against neighboring nation’s threat(Russia, Japan, 

China).

Among these nations, US, Russia (Soviet Union), Britain, France had built 

their submarines in a short term of time due to their industrial foundation 

regarding with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However China and India have 

started their business without their industrial foundation prepared and took a 

long time to build their submarines. Current technology level of Korea have 

reached almost up to US, Russia, Britain and France when they first built their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since we have almost completed the business 

for the Changbogo-Ⅰ,Ⅱ and almost up to complete building the Changbogo-Ⅲ 

* Lieutenant Commander of the ROK Navy (53rd ROK Naval Academy), BS in Nuclear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MS in Nuclear Engineering, Texas A & M 

University,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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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Korea have self designed/developed. Furthermore Korea have reached 

the level where we can self design large nuclear reactors and the integrated 

SMART reactor which we can call ourselves a nation with worldwide 

technologies.

If introducing the nuclear submarine to the Korea gets decided, first of all 

we would have to review the technological problems and also introduce the 

foreign technologies when needed. The methods for the introduction will be 

developments after loans from the foreign, productions with technological 

cooperations, and individual production. The most significant thing will be that 

changes are continuous and new instances are keep showing up so that it is 

important to only have a simple reference to a current instances and have a 

review on every methods with many possibilities. Also developing all of the 

technologies for the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may be not possible and 

give financial damages so there may be a need to partially introduce foreign 

technologies.

For the introduction of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there must be a 

resolution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domestics 

resistances and the technological problems to work out for. Also there may be 

problem for the requirement fees to solve for and other tough problems to 

solve for. However nuclear submarines are powerful weapon system to risk 

everything above. This is an international/domestically a serious agenda. 

Therefore rather than having debates based on false facts, there must be a 

need to have an investigations and debates regarding the nation’s benefits and 

national security. 

Key Words: Nuclear-powered Submarine, Korean Nuclear-powered Submarin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dvanced 

Nuclear Submarine Countries, A Policy Challenge, Technical 

Challenges, North Korea’s Nuclear Arms and SLBM 

논문접수 : 2017년 9월 2일ㅣ논문심사 : 2017년 11월 15일ㅣ게재확정 : 2017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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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머리말

새뮤얼 엘리엇 모리슨(Samuel Eliot Morison, 1887-1976, 이하 모리슨)은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반세기가 넘게 활약했던 미국의 역사가이자 해양사

가(海洋史家)이다. 모리슨은 당대 정력적인 활동을 펼친 역사가로서, 19세기 미국 

낭만주의 역사학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윌리엄 프레스콧(William H. Prescott)과 

프란시스 파크만(Francis Parkman)의 계보를 잇는 역사가로 평가받고 있다.1) 

역사가로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프레스콧이나 파크만과 달리 모리슨은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의 역사학

과 교수로 40년간 재직했다. 또한 미국역사학회(the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회장, 매사추세츠역사협회(the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회장을 역임하면서 미국 역사학계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모리슨은 왕성한 

저술활동으로도 유명하여 40여 편의 저작과 100여 편에 달하는 논문을 남겼으며, 

비소설 부문에서 퓰리처상(the Pulitzer Prize)을 2회나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리슨의 업적 및 저작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이제2차 세

계대전기 미국 해군 작전사(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Ⅱ, 15 Vols.) (이하 해군 작전사)이다. 1947년부터 1962년

까지 15년에 걸쳐 총 15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출간된 해군 작전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해군이 펼친 작전 및 전투 활동을 세부적이고 입체적으로 서

술한 해전사이다. 이 책에서 저자 모리슨은 전투현장에 직접 종군(從軍)한 경

험을 바탕으로 작전 및 전투과정을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모리슨의 해군 작전사 시리즈는 후속 작이 등장할 때마다 다수의 서평

이 발표되는 등 언론과 학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 재판을 거듭하여 

대중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해전사 분야의 업적으로 인해 대학 

강단의 역사가였던 모리슨은 미국 해군예비군 소장(rear admiral, USNR)에 

오르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모리슨의 사후, 미국 해군에서는 

해전사 연구에 기여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새로 건조한 군함에 새뮤얼 엘

리엇 모리슨함(USS Samuel Eliot Morion, FFG-13 )이라는 함명(艦名)까지 

1) Samuel Eliot Morison, “Prescott: The American Thucydides,” The Atlantic Monthly, 

Vol.200, Issue 5 (Nov., 1957), p.165; David Levin, History as Romantic Art: Bancroft, 

Prescott, Montley, Parkma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9), p.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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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였다.2) 

그렇다면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 교수로서, 그리고 역사가로서 이미 탄탄한 입

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모리슨이 해전사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

엇이며, 전쟁사 서술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군 작전사를 그가 어떠

한 역사관에 근거하여 서술하였는가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의 저술이 이후 해전사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도 관심을 끈다. 그

러나 모리슨의 역사관이나 해전사 서술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

다. 해외 연구의 경우에도 모리슨의 생애와 연구 업적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연구

는 일부 있으나 해전사 서술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3)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동원(動員)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리슨이 자원하여 

해전사 서술을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하여 그가 해군 작전사를 저술하게 된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모리슨의 생애와 연구 활동을 알아보고 당시 그가 어떠한 입지를 가

지고 있었는지 소개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 그가 해군 작

전사 집필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고, 전장에 종군하면서 해군 작전사
서술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였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먼저 그가 

발표했던 역사 관련 논평과 소론을 중심으로 역사 서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

각했던 원칙은 무엇이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그가 강조한 역사서술 원칙들

이 해군 작전사를 집필하는 데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이어서 Ⅳ
장에서는 해군 작전사의 한계점 역시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그

의 저작이 해전사 분야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해전사 연구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2) 1979년 취역한 새뮤얼 엘리엇 모리슨함은 미국 해군에서 20여 년간 현역으로 활동 후 2002년 퇴

역하였다. 이후 미국 해군에서 보관 중이던 함정을 2015년 터키 해군이 인수하여 현재까지 현역함

으로 운용하고 있다. “USS Samuel Eliot Morison (FFG 13),” http://www.navsource.org/

archives/07/0713.htm(검색일: 2017.5.10).

3) 해외의 연구 성과로는 David Herold, “Samuel Eliot Morison and the Ocean Sea,” Dalhousie 

Review, Vol.54, No.3 (1974), pp.741-748; Walter Muir Withehill, “In Memoriam: Samuel 

Eliot Morison(1887-1976),” The New England Quarterly, Vol.49, No.3 (1976), pp.459-464; 

P. A. M. Taylor, “Samuel Eliot Morison,” Journal of American Studies, Vol.10, No.1 

(1977), pp.13-26; Wilcomb E. Washburn, “Samuel Eliot Morion, Historian,” The William 

and Mary Quarterly, Vol.36, No.3 (Jul., 1979), pp.325-352; Gregory M. Pfitzer, Samuel 

Eliot Morison’s Historical World (Boston, MA: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1) 등이 

있다. 다만 후술할 콜럼버스 전기로 인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의 활동 및 항해와 관련된 국내 연구 성과에서는 모리슨의 저작을 거의 빠지지 않고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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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모리슨의�생애와�저술활동:�
� � � �해양사가에서�해군�제독으로

1.�초기�활동

모리슨은 1887년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의 보스턴(Boston)에서 태

어났다. 모리슨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추어 역사가이자 무역상

으로 활동했던 할아버지 엘리엇(Samuel Eliot)의 영향이 컸다. 모리슨이 바다

에 대한 애정을 기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역시 그의 할아버지였다.4) 

모리슨은 해마다 여름이 되면 바닷가에 있는 할아버지의 여름 별장에서 지내면

서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웠으며, 할아버지로부터 요트 타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그는 14세 때 처음으로 요트를 몰고 바다로 나갔으며, 첫 항해를 나갔을 

때의 기분을 “처음으로 내 자신이 무언가를 멋지게 해냈다는 감격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이후 평생 동안 그는 취미인 요트타기와 본업인 역사 연구를 같이하

며 살았다. 이렇게 모리슨은 어려서부터 바다를 접할 기회가 많았으며, 바다에 

애정은 자연히 이후 해양사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했다. 모리슨은 “바다에 관해 

연구하고 바다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은 나에게 일종의 종교적 신념과도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5) 이러한 모리슨의 바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후에 매사추세

츠 주 해양사(The Maritime History of Massachusetts, 1783-1860), 대양

의 제독: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생애(Admiral of the Ocean Sea: A Life of 

Christopher Columbus), 유럽인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기(The European 

Discovery of America, 2 Vols.) 등을 저술하게 되는 원천이 되었다. 또한 

모리슨은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는 해군의 역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모리

슨이 해군에 관한 역사를 처음 접한 것은 1894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데카튜

어와 서머스(Decatur and Somers)6)라는 책을 받았을 때였다. 이때부터 그

4) Walter Muir Withehill, “In Memoriam: Samuel Eliot Morison(1887-1976),” p.459.

5) Emily Morison Beck, ed., Sailor Historian: The Best of Samuel Eliot Morison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1977), p.xxⅲ.

6) 데카튜어는 제2차 바르바리 전쟁(Second Barbary War), 미영전쟁(War of 1812) 에서 활약한 미국 

해군의 제독이다. 서머스는 제1차 바르바리 전쟁(First Barbary War) 중 전사한 미국 해군의 함장

이다. Clark G. Reynolds, Famous American Admirals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2002), pp.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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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군사(naval history)에도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의 해군사에 대한 관

심은 총 15권으로 구성된 해군 작전사의 집필로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모리슨은 존 폴 존스: 어느 뱃사람의 전기(John Paul Jones: A Sailor’s 

Biography) 및 매슈 페리 제독 전기(Commodore Matthew Calbraith 

Perry)7) 등과 같은 해군 장교의 삶을 다룬 전기를 저술하기도 했다.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모리슨은 1908년 하

버드 대학교 역사학과에 입학하였고, 1912년에는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졸업 후 잠시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분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일하다가, 1915년 하버드 대학교의 강사로 임명되어 역사학 강

의를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이던 1918년 초에는 군에 입대하여 육

군 전사반(Army Historical Section)에 근무를 지원했으나 탈락하여 포병대에

서 복무하였다. 군생활 기간 중에는 종전 후 열린 파리강화회의(Preace 

Conference at Paris)의 실무보좌역으로 잠시 참여하기도 했다. 짧은 군생활

을 마치고 학교로 복귀한 모리슨은 모교에서 강의와 저작활동을 이어가며 본

격적으로 해양사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8) 그의 해양 분야에 관심이 최초의 

연구 성과로 나타난 것이 매사추세츠 주 해양사의 출판이었다. 이 책에서 모

리슨은 포경(捕鯨), 대구 잡이 등의 수산업, 해상교역ㆍ운송활동, 선박건조기

술 발전 등과 같이 바다를 무대로 이루어진 당대인들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조

망했다.9) 이 책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모리슨은 자신에게 바다에 대한 애정을 

학술적 연구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10) 이후 약 10년간

의 시기는 모리슨에게 매우 바쁜 시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빠듯한 대학 

강의일정을 소화함과 동시에 미국사 전반 및 하버드 대학교의 역사에 관해 활

발히 연구했다.11) 

 7) 존 폴 존스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본래 영국 해군에서 복무하였으나 미국 독립전쟁 시에는 대륙

해군에 입대하여 영국 해군에 대항해 싸웠다. 그는 플램보로 헤드(Flamborough Head) 해전 시 

열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미국 해군의 영웅이 되었다. Samuel Eliot 

Morison, John Paul Jones: A Sailor’s Biography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59). 매슈 페리 제독은 미영전쟁에서 활약하였으며, 미국 동인도함대 사령관을 역임

했다. 1853년 무력시위를 통해 미일 화친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을 개항하게 한 인물로 유명하다. 

Samuel Eliot Morison, Commodore Matthew Calbraith Perry, 1794-1858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67). 

 8) P. A. M. Taylor, “Samuel Eliot Morison,” pp.13-14.

 9) Samuel Eliot Morison, The Maritime History of Massachusetts, 1783-1860, (Boston, MA: 

Houghton Mifflin, 1921).

10) Emily Morison Beck, ed., Sailor Historian,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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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콜럼버스�항해�탐사�프로젝트

매사추세츠 주 해양사가 해양사에 대한 자신의 재능을 깨닫게 해주는 시

발점이었다면, 모리슨을 대표적 해양사가의 반열로 올려놓은 것은 1942년 출

간된 대양의 제독,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생애(Admiral of the Ocean Sea: 

A life of Christopher Columbus) (이하 콜럼버스 전기)였다.12) 이미 1920

년대부터 모리슨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항해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에 관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까지 콜럼버스에 관한 여러 연구 

성과가 있었으나 대부분 부정확한 문헌기록을 토대로 콜럼버스의 행적을 미화

하거나 그를 신대륙 발견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했다. 그

는 연구실 책상에 당시 항해기록과 해도를 펼쳐놓고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것

만으로는 콜럼버스의 진면목을 완전히 밝히긴 어렵다고 확신했다. 모리슨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탐험의 내적동기를 이해하고 그의 항해경로와 행적을 정확

히 밝히기 위해서는 콜럼버스가 이동한 항로를 실제로 따라가면서 그가 이동

한 바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해안선과 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

적이라고 생각했다.13) 그러나 당시 모리슨은 대학 강의에 바빴고, 그의 구상을 

지지해 줄 기업가나 학교의 예산지원도 없었기에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없

었다. 

1930년대 중반부터 모리슨은 본격적으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까

지 어떠한 경로로 항해하였으며, 그의 뱃사람으로의 면모를 파악하기 위한 연

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1935년, 모리슨은 하버드 대학교 개교 300주년 기념행

사의 일환으로 콜럼버스의 항해경로를 추적하는 프로젝트의 기회를 잡게 되었

다. 모리슨은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콜럼버스의 4번에 걸친 신대륙 항해 중 그

가 발견하고 방문한 장소가 어디이며,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항해하고 선단을 

11) 이 시기 모리슨의 대표적 저작으로는 the Oxford History of United States. 2 Vo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27); With Henry Steele Commager, the Growth of the 

American Republ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0); The Founding of Harvard 

Colle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5); Harvard College in the 

Seventeenth Century, 2 Vol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6); Three 

Centuries of Harvard, 1636-193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6) 등이 

있다.

12) Samuel Eliot Morison, Admiral of the Ocean Sea: A Life of Christopher Columbus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42).

13) Emily Morison Beck, ed., Sailor Historian, pp.1-2.



해양사가 새뮤얼 엘리엇 모리슨(Samuel Eliot Morison)의 해전사 서술과 그 현대적 의미 / 김현승  59

동쪽으로 이끌었는지 실제로 확인해 보고자 했다.14) 1937년부터 모리슨은 하

버드 대학교 연구재단 및 사회 각계각층의 재정지원을 받아 콜럼버스 항해를 

재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탐사단이 이용할 선박은 카피타나

(Capitana)호와 메리 오티스(Mary Otis)호, 2척의 범선으로 선정되었고, 모리

슨은 항해전문가 및 연구원 10여 명으로 단원을 구성했다. ‘하버드대 콜럼버스 

항해 탐사단(Harvard Columbus Expedition)’이라 명명된 이 프로젝트에 따

라 모리슨은 1939년 8월부터 1940년 1월까지 약 5개월간 범선을 타고 항해하

며 대서양을 두 차례 횡단했다.15) 먼저 동부 해안을 출발한 항해 탐사단은 콜

럼버스의 1차 탐험항로를 반대로 되짚어가면서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 도착 한 

후 포르투갈, 스페인을 방문했다. 돌아오는 항해에는 카나리아 제도(Canary 

Islands)를 거쳐 콜럼버스가 2차 항해 중 발견한 카리브 해(the Caribbean 

Sea)의 여러 섬들을 둘러보았다. 항해 탐사 중 모리슨은 콜럼버스가 배를 멈췄

던 정박지와 발견 후 명명했던 육지 대부분을 직접 답사하고 확인했다.16) 

항해 탐사를 마친 모리슨은 콜럼버스에 관한 집필을 마무리하는 데 몰두했

다. 1942년 초 그는 방대한 문헌연구 결과에 항해 탐사 중 직접 수집한 각종 

실사자료를 더하여 콜럼버스 전기를 출판했다. 이 책에서 모리슨은 콜럼버

스의 항해경로를 세밀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당시 바다

에서의 일상, 선원들의 생활상 및 콜럼버스 시대에 널리 알려진 항해술 등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로 현장을 답사한 경험과 전문적인 항

해지식이 없이는 서술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17) 콜럼버스 전기는 출판되자

마자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18) 학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역사서

로 평가받아 모리슨은 퓰리처상까지 수상하였다. 콜럼버스 항해 탐사의 성공

14) Morison, Admiral of the Ocean Sea, pp.xv-xvi.

15) 콜럼버스 탐사 항해를 위해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모리슨에게 일 년간 휴가를 주었고, 여러 기업

에서는 장기항해 중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식료품을 지원했다.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 역시 모리슨의 탐사항해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출항 시 축하전문을 보내주었

고, 해안경비대 함정이 모리슨의 탐사단을 호위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국무부를 통해 각국 대사

관에 지시하여 모리슨 탐사단이 외국 항구에 방문했을 때 필요한 각종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은 모리슨의 탐사항해가 미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대중적 성공을 거두는 데 기여했다.

16) 탐사단의 자세한 항해경로는 “Life Resails Columbus’s Routes,” Life, Vol.8, No.13 (25 

March 1940), pp.102-106을 참고.

17) Morison, Admiral of the Ocean Sea, pp.167-196.

18) “The Great Enterprise,” Time, Vol.39, No.9 (02 Mar., 1942), p.78-80; Garrett Mattingly, 

“Professor with a Roll,” New Republic, Vol.106, No.10 (09 Mar., 1942), pp.337-338; 

William McFee, “The Discoverer,” Nation, Vol.154, No.11 (14 Mar., 1942), pp.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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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리슨은 현장 검증적 역사 서술의 효용성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러한 방

식을 해군 작전사의 서술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3.�해군�장교�임관과�해전사�집필�활동

모리슨이 콜럼버스 전기를 발표하기 직전, 일본이 기습적으로 진주만

(Pearl Harbor)을 공격함에 따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다. 

이에 모리슨은 미국 해군의 상세한 활동을 보여주는 역사서를 쓰기로 결심했

다. 이때는 콜럼버스 항해 탐사와 접목시킨 콜럼버스 전기가 큰 성공을 거둔 

직후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현장 검증적, 현실 참여적 역사 서술 방법을 해

전사 분야에도 적용하여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전사 서술은 그가 유년 시절부터 가져왔던 바다와 해군에 대한 애정의 발로

이기도 했다. 1942년 초 모리슨은 미국 해군성 기록역사국(Director of Naval 

Records and History, Department of Navy)앞으로 해군 함정에 동승, 실제 

전투에 참여하면서 미국 해군의 활약상을 역사로 남기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

다. 해군성에서 이 제안을 거절하자,19) 모리슨은 친분이 있던 루스벨트 대통령

에게 직접 요청했다. 1942년 3월, 모리슨은 “해양에 대한 실무적 지식과 경험

을 고루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해양사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

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루스벨트 대통령

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20) 루스벨트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교 동문이었으

며, 8년간이나 해군성 차관을 역임하는 등 해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

다. 그러나 루스벨트 대통령이 모리슨의 제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보

다도 하버드 콜럼버스 항해 탐사단의 활동과 얼마 전 출판된 콜럼버스 전기의 

성공 때문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해군성에 지시하여 모리슨을 해군 장교

로 정식 임명하고, 해전사 집필을 위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군 함정에 동승

하고 육상의 해군기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 당시 모리슨은 55세

의 적지 않은 나이였으나 역사 서술이라는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로 국

19) 당시 해군의 기록역사국에서는 부국장 더들리 녹스(Dudley Knox)의 지휘 아래 자체적으로 역사

기록 수집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리슨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20) Thomas J. Culter, “Amphibious Historian,”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Vol.140, 

Issue 2 (Feb., 2014),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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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전쟁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음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했다.21)

루스벨트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모리슨은 곧 해군 예비군 소령(Lieutenant 

Commander, USNR(United States Navy Reserve))22)으로 정식 임관되었다. 

필요한 행정적 준비가 마무리되자 모리슨은 1942년 여름부터 해군의 전투함정

에 동승, 전장에 종군하면서 본격적으로 해군 작전사 서술을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 이 작업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작전에 참

가하는 해군함정에 동승하여 생활하면서 작전 및 전투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자신의 경험을 기록했다. 이후 해당 작전ㆍ전투가 종료되면 육상 사령부로 이

동하여 그 작전ㆍ전투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기록들을 수집했다. 여기에는 해

당 작전을 지도한 상급 사령부의 작전계획(作戰計劃) 및 각종 지시문서, 참가

부대 및 함정이 작전ㆍ전투 수행 중 타전한 상황전보(電報), 종료 후 전과(戰

果)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고한 전투경과보고서 등이 있었다. 문헌기록 

수집이 끝나면 필요한 사료(史料)를 선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했다. 

또한 문헌기록을 보충하기 위해 작전ㆍ전투에 참가한 주요 지휘관을 대상으로 

구술기록을 수집하여 활용하기도 했다.23)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동안 수집한 

문헌기록 뿐 아니라 독일 및 일본 측의 문헌기록, 상대측 주요 지휘관을 인터

뷰한 구술기록 등을 추가로 수집, 참고하여 전쟁 중 작성했던 초고를 수정하고 

다듬었다. 또한 전쟁 기간 중 방문하지 못했던 주요 해전의 현장을 답사하며 

전투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잊지 않았다. 

1942년 여름, 모리슨은 뉴욕(New York)을 출발하여 영국으로 향하는 수송

선단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은 구축함(USS Buck)에 동승하여 첫 임무를 시작

했다. 이 항해 중 모리슨은 독일 유보트(U-Boat)의 공격으로부터 상선을 안전

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단호송작전(convoy operations)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실제로 확인했다. 또한 물속에 숨어있는 유보트를 찾아내 공격하는 대잠전

(anti-submarine warfare)이 얼마나 어려운가도 깨달았다.24) 이후 1942년 

21) Gregory M. Pfitzer, Samuel Eliot Morison’s Historical World, pp.171-172.

22) 미국의 예비군 제도는 우리의 예비군 제도와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식 군복무를 마

치면 예비군에 편입되기는 하지만 더 이상 군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미국

의 예비군은 최일선 전투부대인 상비군을 지원하기 위해 평상시부터 다양한 전투지원부대, 전투

근무지원부대에서 근무하는 병력을 말한다.

23) 그러나 일부 해군 지휘관들은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들이 전투 중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이용될지

도 모른다는 우려하였기 때문에 모리슨의 인터뷰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 John B. 

Hattendorf, “The Uses of Maritime History in and for the Navy,” Naval War College 

Review, Vol.56, No.2 (2003),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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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는 순양함 브루클린함(USS Brooklyn)으로 이동, 미군의 북아프리카 상륙

작전인 ‘횃불작전(Operation Torch)’을 참관했다. 횃불작전에 관한 초고 작성이 

끝나자 1943년 봄에는 남서태평양으로 이동하여 당시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과

달카날 전역(Guadalcanal Campaign)’에 종군했다. 1943년 11월부터는 상륙함

으로 자리를 옮겨 일본에 대한 반격작전의 시발점이 된 길버트 제도 및 마셜 제

도 상륙작전을 참관했다. 1944년 6월에는 호놀룰루함(USS Honolulu)에 승조하

여 사이판 및 괌 상륙작전인 ‘약탈자 작전(Operation Forager)’에 동행했다. 이

후 테네시함(USS Tennessee)으로 옮겨 탄 모리슨은 1945년 4월에 벌어진 오키

나와 상륙작전에 종군하였으며, 일본 항공기의 자살 공격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

기도 했다. 모리슨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때까지 군함을 

타고 오대양을 누비며, 미국 해군이 수행하던 작전ㆍ전투를 실제로 목격하면서 

해군 작전사서술을 위한 준비를 했다.25) 전쟁이 끝난 직후 모리슨은 대령으로 

진급하였고, 해군 당국의 지원 아래 해군 작전사의 출간을 본격적으로 준비했

다. 1947년 모리슨은 제1권을 출판하였으며, 이후 매년 1권에서 2권씩 후속 작

을 내놓았다. 해군 작전사의 집필이 한창이던 1951년 모리슨은 소장(rear 

admiral)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해군에서 퇴역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군

당국의 지원을 받으며 해군 작전사의 완결을 추진하였다.26)

Ⅲ.�모리슨의�역사관과� 해군�작전사 서술

1.�모리슨의�역사관� :�바다의�파크만

모리슨은 프란시스 파크만을 “북아메리카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라 생각하

고 그의 역사 서술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모리슨은 자필로 ‘가장 

24) Samuel Eliot Morison,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Ⅱ. 

Vol.Ⅰ, The Battle of the Atlantic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47), p.xv.

25) Samuel Eliot Morison, “The Experiences and Principles of an Historian,” in Vistas of 

History (New York: Alfred A. Knopf, 1964), p.33-34.

26)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Biography of Rear Admiral Samuel Eliot Morison, 9 July 1887-15 

May 1976,” www.history.navy.mil/research/library/research-guide/morden-biographical-files-ndl/mordern

-dios-m/Morison-Samuel-Text.html (검색일: 201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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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역사가’라 쓴 파크만의 사진을 연구실 책장에 항상 놓아두었다고 하

며,27) 손수 파크만의 저작 중에서 뛰어난 글들을 선별 및 편집하여 파크만 선

집(The Francis Parkman Reader)을 내놓기도 했다.28) 특히 모리슨은 역사

에 대한 전망(Vistas of History), 육지 곁에, 바다 곁에(By Land and By 

Sea)등에 수록된 역사학에 관한 소론에서 파크만의 역사서술 방법론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이를 극찬하였다.

나의 롤모델은 바로 18세기 북미대륙의 지배를 둘러싸고 벌어진 프랑스와 영

국의 경쟁, 그리고 인디언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프란시스 파크만이다. 

‘역사가는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우스(Polybius)의 

격언을 신봉한 파크만은 자신이 서술하는 역사의 무대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직접 방문했다. 예를 들어 인디언의 역사를 쓰기 위해 서부 인디언 부족의 하나

인 수족(Sioux Indians)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의 실상을 경험하기도 

했다. 파크만이 대자연의 위대함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읽는 독자들은 북

미 대륙의 울창한 숲에 자신이 실제로 서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

다고 해서 파크만이 문헌기록 연구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

의 실제 경험이 바탕이 된 사실적인 묘사에 치밀한 문헌기록 연구를 더함으로써, 

역사서술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29)

모리슨은 파크만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역사가는 아니었지만 객관적 역사

연구에 뛰어났으며 입체적 사실 묘사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했

다.30) 파크만은 역사 서술 시 먼저 문헌기록을 토대로 대상 주제를 연구한 다

음 실제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방문했다. 이후 기존 문헌연구 성과에 현장답사

에서 체득한 경험과 감상을 접목시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했다. 마지막

으로 파크만은 내러티브식 서술방식을 활용하여 해당 주제를 입체적으로 묘사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모리슨은 이러한 파크만의 역사 서술 방법론은 학술적 

완성도와 현장감 넘치는 문학성을 모두 갖춘 것이라고 호평했다. 그리고 모리

슨은 스스로를 “바다의 파크만”이라 자부하며 파크만의 낭만적, 현실 참여적 

27) Gregory M. Pfitzer, Samuel Eliot Morison’s Historical World, p.280.

28) Samuel Eliot Morison, ed., The Francis Parkman Reader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55).

29) Morison, Vistas of History, p.27.

30) 이러한 파크만에 대한 모리슨의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파크만의 역사인식의 저변에는 인종주의

적 편견이 깔려있었다는 것을 강조한 국내연구는 양홍석, “역사가 프란시스 파크만(Francis 

Parkman)의 서부와 인디언관,” 미국사연구, Vol.30 (2009), pp.35-60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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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서술 방법론은 바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31) 이러한 

파크만의 전통을 이어받은 모리슨은 역사 서술 시 대중성과 객관성을 강조했

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는 해군 작전사전체를 관통하는 모리슨의 역사 

서술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2.�대중성의�강조

대중성은 해군 작전사 서술 시 모리슨이 가장 강조한 요소였다. 모리슨은 

평소부터 역사는 대중과 유리되면 안 되며, 대중들이 읽지 않는 역사는 쓸모없

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대중들이 역사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게 하려

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위하여 모리슨은 역사가 자신이 먼저 삶의 현장

에서 뛰어들어 견문을 넓히고 사건의 실상을 체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 보았다. 이것은 모리슨이 콜럼버스 전기를 준비할 때부터 가졌던 신념이

었으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해전사 집필을 위해 군함에 동승하는 것을 허락

해 달라고 요청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다. 그는 역사가는 현실 참여적 활동

을 통해 먼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과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역사 서술을 해야만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실제적 모습을 대

중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역사가가 연구실 안에서 문헌 

연구에만 천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역사가는 탐험가”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32)

또한 모리슨은 “역사가는 끊임없이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글을 쓴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33) 이러한 그의 주장은 독자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문

적 분야를 다루는 해군 작전사서술 시 더욱 강조되었다. 모리슨은 평소부터 

바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해양사를 연구하긴 했지만, 해전사는 그에

게도 생소한 영역이었다. 따라서 대중들에게 해군의 활동상을 알기 쉽고 정확

31) Morison, ed., The Francis Parkman Reader, pp.ⅸ-ⅺ.

32) Samuel Eliot Morison, The European Discovery of America. Vol.Ⅱ, The Southern Voyages, 

A.D. 1492-161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p.ⅸ.

33) Samuel Eliot Morison, “History as a Literary Art,” in By Land and By Sea (New York: 

Alfred A. Knopf, 1953), pp.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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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지상군과 대비되는 해군의 특성과 지상

전투와는 다른 해전 고유의 전투 방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해군이 

사용하는 다양한 무기장비의 성능 및 탐지장비의 특성, 전투 시 세부 운용전술 

등도 이해해야 했다. 이를 위하여 모리슨은 해군함정에 동승하는 기간 동안 해

군 작전 및 전술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관련자들에게 문의하고 연구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육상의 훈련부대나 무기ㆍ장비 연구개발 부서도 방문하여 관

련된 배경지식을 습득하기도 했다.34) 모리슨은 이러한 현실 참여적 활동을 통

해 서술 주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를 독자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려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모리슨은 역사가는 독자들이 해당 주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그는 특정 

주제를 설명하거나 상황을 묘사할 때 문학성을 갖춘 내러티브식 서술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의 역사가들은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데 집중한 나머지 역사 서술의 문학적 측면을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

다. 물론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역사가의 가장 큰 의

무이기는 하나, 그들은 이 명제에 치중한 나머지 역사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일

종의 순수과학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따라 대중들은 역사에 흥미를 가지지 못

하게 되었고, 역사를 지루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35) 

모리슨은 해군 작전사에서 내러티브식 서술 방식을 활용하여 치열한 전

투의 현장을 극적으로 묘사했다. 이러한 서술은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 

현장에서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는 몰입감을 제공해 주었다. 아래 사보 해전

(The Battle of Savo Island)의 전투과정에 대한 모리슨의 묘사는 전투 중 각 

부대의 행동을 시간 순으로 단순히 나열하는 전투경과 보고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현장감과 긴박감을 확인할 수 있다.36) 

34) Morison, Naval Operations. Vol.Ⅰ, The Battle of the Atlantic, p.ⅺⅴ.

35) Morison, By Land and By Sea , pp.290-291.

36) 모리슨은 사보섬 해전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미국 해군대학에서 비밀로 발간한 Richard W. Bates, 

The Battle of Savo Island, August 9th, 1942: Strategical and Tactical Analysis, Part Ⅰ
(Newport, RI: Naval War College, 1950)을 주로 참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위 보고서는 해전의 

배경, 각 부대별 행동, 해전 경과, 사후 조치 및 교훈 등이 500여 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상세하

게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내용이 많을 뿐 아니라 및 개조식

으로 서술되어 가독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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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라함의 당직사관과 견시(lookout)가 전방에 나타난 함정의 정체를 알아내

기 위해 어둠 속의 실루엣을 응시하던 순간, 일본 함대가 쏜 24발의 포탄이 캔버

라함(HMAS Canberra)을 덮쳤다. 이 명중탄으로 전투를 지휘하던 함장은 치명

상을 입었고, 곁에 있던 포술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포탄을 맞은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곧 정전이 발생하여 모든 포

의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어서 일본 함대가 발사한 어뢰 2발이 캔버라함

의 우현을 강타하였고, 선체를 뒤흔드는 요동과 함께 우현으로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전투가 시작된 지 불과 5분도 안되어 캔버라함은 불길에 휩싸인 채 전

투불능 상태로 빠지고 말았다.37) 

또한 그는 해군 작전사에서 치열한 전투 과정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해군 장병들의 일상생활과 주변 환경도 낭만적 문체를 이용하여 묘

사했다. 아래의 해전이 시작되기 전 고요한 바다의 풍경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는 전투의 격렬함과 대비되는 다분히 낭만적인 서술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남동쪽으로부터 약간의 미풍이 불고 있으나 바다는 고요하다. 상현을 갓 지난 

달빛 아래 미국 함대는 일본 정찰기에게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산타 이사벨

(Santa Isabel)섬의 해안선을 감싸며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다. […] 밤 11시, 

전투준비를 알리는 경보가 함정 전체에 울려 퍼진다. 그러나 함대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기에는 남서쪽에 떠있는 달빛이 너무 밝은 모양새다. 하늘을 올려다보

니 목동자리의 아크트루스(Arcturus)는 정면에서 밝게 빛나고 남십자성

(Southern Cross)은 어느새 수평선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북쪽으로 눈을 돌

리니 견우성(Altair)과 직녀성(Vega) 및 데네브(Deneb)가 우리에게 익숙한 여름

의 대삼각형을 이루며 반짝인다.38) 

이러한 전투의 격렬함과는 대비되는 바다에 대한 낭만적 묘사는 대중들에

게 해군 장병이 자신들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밤바다와 별을 바라보며 감

상을 느끼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동질감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이러한 낭만적 

서술은 이를 읽는 독자에게 해군 장병이 되어 남태평양의 해상에서 작전하는 

37) Samuel Eliot Morison,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Ⅱ. 

Vol.Ⅴ, The Struggle for Guadalcanal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49), 

pp.35-36.

38) Samuel Eliot Morison,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Ⅱ. 

Vol.Ⅵ, Breaking the Bismark Barrier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50), 

pp.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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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에 직접 타고 있다는 일체감 역시 제공해 해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리

슨은 서술할 해전을 직접 경험한 다음 이를 알기 쉽게 재구성하고 독자들이 생

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문학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대중들이 해군

의 작전과 해군 구성원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 실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

했다고 할 수 있다.

3.�객관성의�추구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리슨은 콜럼버스 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서 현장 검증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400여 년 전 콜럼버스의 항적을 비교적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추적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전쟁사를 서술할 경우에는 군

사자료의 특성상 활용 가능한 사료가 제한되고 사료의 주관성이 강해 다른 어

떤 분야보다도 객관성 확보가 제한되었다. 일반 역사의 서술과는 다른 전쟁사 

서술 시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은 이미 2,000여 년 전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저술한 투키디데스(Thucydides)가 강조한 바이기도 했다.39) 이는 해전사 서술 

시에도 마찬가지여서 바다에 드리워진 ‘전장의 안개(fog of war)’를 걷어내고 

해전 양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관련 사료들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활용해야 했다. 특히 군 관련 문서는 그 특성 상 기록 당사자가 자신이 직접 관

련된 전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 의식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과대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록자가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무의식적

으로 자신의 실수를 축소하거나 성공을 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40) 

모리슨이 해군 작전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사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이러한 작전 과정 중 생산된 방대한 분량의 문서들이었다. 모리슨

은 이 문서들은 해군에서 생산한 공식 문헌기록이긴 했지만 그 진실성에 의문

39) “한편 전쟁 중에 행해진 활동에 관한 서술은 단순히 내가 본 것 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목격한 내용까지 종합하여 내용을 서술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다른 사람의 목격담의 경우에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 한 꼼꼼한 검증작업을 거쳤다. 그러나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도 편견이나 기억의 차이에 의해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ucydides, Sir Richard Livingstone, ed. and 

trans., The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Oxford University Press, 1943), p.22.

40) John E. Jessup, Robert W. Coakley, ed., A Guide to the Study and Use of Military 

History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 S. Army, 1988),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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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이지만, 해군 장교들 역시 전투가 끝난 후 작전경과 보

고서를 작성할 때 그 당시 자신이 내렸던 결심, 자신이 취했던 행동들을 합리화

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고서 작성 시 그들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한 후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책을 선택했고, 그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은 합리적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 한다. […] 그러나 내가 전투현장을 직

접 지켜본 결과, 전투가 작전경과보고서의 내용처럼 순조롭게 진행된 경우는 거

의 없었다. 또한 전투의 승리는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아군 지휘관의 기민하고 탁

월한 결심보다는 적군 지휘관의 예상치 못한 실수로 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라는 것도 깨달았다.41)

이러한 작전 관련 문헌기록의 제한점을 인식한 모리슨은 해전의 현장에 직

접 뛰어들어 전투의 진행과정을 목격한 다음, 이 경험을 토대로 관련 문서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생산자 또는 기록자의 선입견이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했다. 

그리고 특정 전투에 관해 서로 상반된 내용을 담은 다양한 문헌기록의 경우에

는 이를 서로 비교하여 검토한 다음 자신이 나름의 기준으로 선별하여 사료로 

활용했다. 

한편 수백여 년 전 벌어졌던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한 콜럼버스 전기와는 

달리 해군 작전사는 불과 수 년 밖에 경과되지 않은 당대사를 서술하는 작업

이었다. 당대사 연구할 때는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사건과 섣

불리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들을 다룬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에 당시 현장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이 대부분 생존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증언

과 인터뷰를 역사 서술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었다. 그는 구술 기록

은 문헌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사건의 내적 영향요소 - 지휘관의 개인적 성향, 

특정 행동을 결정하게 된 심리적 요인 등 - 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사료라

고 판단했다.42) 그렇지만 모리슨은 구술기록의 제한점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 

참전자들이 긴장되고 혼란스러운 전투의 과정 중 겪은 내용을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완벽히 기억해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증언의 내용

을 완벽히 신뢰할 수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당대사 서술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41) Morison, Vistas of History, pp.33-34.

42) Samuel Eliot Morison, “Faith of Historian,”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LVI, 

No.2, (January, 1951),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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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모리슨은 관련인물들의 구술기록을 활용하여 문헌기록 부족한 부분을 보

충하려 노력했다. 동시에 문헌기록은 “역사가가 참전자들의 증언을 듣는 과정

에서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동조되어 즉흥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방향타”로 활용했다.43) 

또한 모리슨은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끝나는 전쟁의 본질 상 전투의 승자와 

패자가 나뉠 수밖에 없는데, 패자에게는 좋든 싫든 간에 그에 따른 책임과 비

난이 뒤따르기 마련이라고 인식했다. 이에 따라 특히 패전 사례의 경우 공정한 

서술을 저해하는 역사가의 개인적 감정이나 대중의 여론이 개입될 여지가 많

다는 점을 경계했다.44) 모리슨은 해군 군함에 동승하여 전투를 직접 참관하면

서 포탄이 빗발치는 혼란스러운 전투의 현장에서 지휘관이 상황을 정확히 파

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했다. 이를 

통해 모리슨은 해전 중 지휘관들의 실수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지휘관의 

결정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다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간주했다.45) 지휘관의 결정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한편으로 모리슨은 

대중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살아있는 역사 서술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가 나름

의 건전한 평가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사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명확한 사실에 대한 강조, 주

의환기, 후대를 위한 경계 등은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46) 구체적 

사례를 들어 미국 해군의 준비태세 부족을 지적하는 아래의 모리슨의 강조는 

독자들에게 앞으로 같은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

해 주고 있다. 

미국 해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쟁 

이전 준비태세가 취약하여 승리를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 미국 해군

은 이미 항공기가 해전의 주역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직전까지 수상

함 중심의 거함거포사상을 버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본 항공대의 진주만 기습

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으며, 태평양전쟁 초기 항공기 성능, 조종사 기량 등에서

43) Morison, Naval Operations. Vol.Ⅰ, The Battle of the Atlantic, pp.ⅹ-ⅺ.

44) Morison, Vistas of History, pp.30-31.

45) Morison, “Faith of Historian,” p.272.

46) Morison, Vistas of History, pp.44-45; Naval Operations. Vol.Ⅴ, The Struggle for 

Guadalcanal, p.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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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본에 한참 뒤쳐졌다. 그리고 영국 해군으로부터 독일의 유보트를 상대로 축

적한 대잠전 경험 및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을 소홀히 한 나머지 전쟁 초반 유보

트의 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미국 해군은 전쟁발발 후 2년이 지난 1943

년 중반까지도 일본의 구축함 운용전술을 따라잡지 못했으며, 1943년 후반이 지

나서야 야간전투전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 미국 해군이 향후 발생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자 한다면 평시부터 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야한다

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47) 

Ⅳ.�해군�작전사에�대한�평가

1.�당대사�서술에�따른�한계

 

모리슨은 해군 작전사를 집필 시 미국 측 사료 뿐 아니라 종전 직후 수집한 

상대측 사료도 활용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미국 측 사료가 주가 될 수밖에 없

었다. 그는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서술은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

다. 상당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당시 자신이 주목했던 사료가 유용성이 없다고 

밝혀질 수도 있고, 쓸모없다고 판단한 사료의 가치가 재평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역시 인정했다.48) 

현재까지 가용한 사료를 바탕으로 나의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해군 작전사

를 집필하였으나, 여기에 서술된 내용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차후 새로운 

사료가 발굴되면 이 책에 포함된 내용의 각종 오류도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다. 또

한 후대 연구자들은 새로 발굴된 사료를 바탕으로 나와는 다른 시각으로 해전을 해

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을 다

루는 당대사를 연구하는 역사가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할 수 있다.49)

47) Samuel Eliot Morison, The Two-Ocean War: A Short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avy 

in the Second World War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63), pp.578-579. 

48) Morison, Naval Operations. Vol.Ⅰ, The Battle of the Atlantic, p.ⅹ.

49) Samuel Eliot Morison,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Ⅱ. 

Vol. Ⅳ, Coral Sea, Midway, and Submarine Actions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48), pp.ⅸ-ⅹ.



해양사가 새뮤얼 엘리엇 모리슨(Samuel Eliot Morison)의 해전사 서술과 그 현대적 의미 / 김현승  71

그는 머지않아 일부 역사가나 대중들이 해군 작전사의 내용에 오류나 문

제점을 지적하고 서술방식이나 내용 구성에 대해 비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

다. 실제로 해군 작전사가 출판됨에 따라 전투현장에 있었던 일부 참전용사

들이 모리슨의 서술 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하기 시작했

다. 이러한 수정소요 발생으로 인해 모리슨은 1950년 이전 출간된 해군 작전

사대부분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50)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전사를 서술한다면 정확한 사료에 근거하여 비교적 높은 객관성을 확

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리슨은 시간이 흘러 기억이 

점차 흐릿해진다면 “전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작전을 준비할 때 흐르는 긴

박함과 긴장감, 적함과 전투 중 발생하는 격렬함, 어려운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을 때의 벅찬 환희,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전사한 

전우에 대한 슬픔의 감정을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는 없을 것”51)이라 

확신했다. 모리슨은 대중들이 이를 읽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가 없는 역사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전쟁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해전의 생

생한 모습을 대중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모리슨이 

당대사 서술의 어려움을 인식하였음에도 해군 작전사를 발 빠르게 세상에 

내놓으려고 것은 전쟁 초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일궈낸 해군의 활약

상을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한 역사가로서 일종의 책임감과, 해군 작전사의 

출판을 통해 그동안 해양사가로서 쌓아왔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개인

적 야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지휘관의�행동에�대한�과도한�비평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리슨은 전투 중 지휘관은 적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한 결심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결심과정

에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전투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는 역사가는 당시 지휘관이 왜 그러한 결심을 내렸는지 평가하는 데 신중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역사가는 당시 지휘관의 결심에 영향을 준 요소들만

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차후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 등을 소급적용하여 

50) 해군 작전사총 15권 중 7권이 이러한 수정요구를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51) Morison, Naval Operations. Vol.Ⅰ, The Battle of the Atlantic, p.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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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지휘관이 올바로 행동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52) 

모리슨은 이러한 객관성의 원칙을 전쟁 중반의 서술까지는 비교적 잘 유지

했다. 예를 들어 진주만 기습의 책임문제에 대해 모리슨은 자신이 직접적인 평

가를 내리지 않고 진주만 의회합동 청문회에 제출한 킹 참모총장의 조사보고

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53) 그러나 전쟁 후반부의 서술로 

갈수록 지휘관의 결심과 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휘관의 결심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평가는 1958년 출간된 해군 작전사 제

12권: 레이테 해전(Vol.XII, Leyte, June 1944-January 1945)에서 나타났

다. 모리슨은 1944년 10월 벌어진 레이테 해전에서 3함대 사령관 할시

(William F. Halsey) 제독이 레이테 섬(Leyte Island) 북방에 있던 일본 항공

함대의 유인전술에 말려들어 산베르나르디노 해협(San Bernardino Strait)을 

비운 채 전 함대전력을 이끌고 북상한 것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모리

슨은 당시 할시 사령관이 대다수 참모들과 예하 지휘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할시 제독의 자기중심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성향이 

문제의 단초가 되었다고 서술했다.54)

큰 타격을 입어 기동이 제한될 것이라는 할시 제독의 예상과는 달리, 구리다

(Kurita Takeo)의 타격부대는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 항진하여 산베르나

르디노 해협을 통과하여 레이테 섬 근해로 진출했다. 만약 당시 지휘관이 (할시

가 아니라) 넬슨(Horatio Nelson) 제독이었다면 프리깃함 한척 정도는 해협에 

배치하여 적 함대의 이동을 감시하도록 했을 것이다. 어떻게 범선시대도 아닌 항

공기가 주역인 이 시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 할시가 구축

함 한 척 만이라도 산베르나르디노 해협 입구에 배치해 두었다면 접근하는 구리

다 함대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55)

이렇게 우세한 전력을 보유하고도 구리다 부대의 진격을 막지 못한 할시는 비

52) Samuel Eliot Morison,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Ⅱ. 

Vol.Ⅷ, New Guinea and the Marianas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53), 

p.315.

53) Samuel Eliot Morison,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Ⅱ. 

Vol.Ⅲ, The Rising Sun in the Pacific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48), 

pp.127-142.

54) Morison, The Two-Ocean War, pp.222-223. 

55) Samuel Eliot Morison,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Ⅱ. 

Vol.Ⅻ, Leyte, June 1944-January 1945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58), 

p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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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한 반면, 열세한 전력으로 구리다의 부대의 공격을 막아낸 스프레이그(Clifton 

A. T. Sprague)의 활약은 미국 해전사에 길이 남을 “감투정신의 표본”이라며 치

켜세웠다.56) 이러한 모리슨의 평가가 공개되자 당사자인 할시 제독은 격렬히 반

발했다. 할시는 자칭 해군 역사가라고 떠들고 다니는 “모리슨이라는 놈

(son-of-a-bitch named Morison)”이 지휘관의 정당한 결심을 비난했다며 크

게 분개했다.5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시 제독에 대한 모리슨의 비판은 계속되었

다. 1959년 출간된 해군 작전사 제13권: 필리핀 해방(Vol.ⅩⅢ, The Liberation 

of the Philippines)과 이듬해 출간된 해군 작전사 제14권: 태평양의 승리(Vol.

ⅩⅣ, Victory in the Pacific)에서 모리슨은 할시가 태풍이 올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함대를 이동시켜 막대한 전력의 피해를 입었게 되었다고 비판했다.58) 

이 사고 이후 해군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할시의 해임에 대해 논의했으나 할시

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지휘관직을 그대로 유지하였다.59) 모리슨은 이러한 

해군당국의 결정을 설명하면서 이는 조직 내부의 문제점과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제 식구를 감싸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행태라고 꼬집기도 했다.60)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모리슨은 해전을 직접 목격했던 경험을 근거로 들며 지

휘관의 결정에 대한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결정에 대한 모리슨의 적극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는 해군 

작전사의 출간 연도가 경과할수록, 그리고 서술 시기가 전쟁의 후반으로 갈수

록 강화되었다. 이러한 객관성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모리슨이 강조한 대중에 

대한 역사가의 책무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장래의 교훈을 발견했다면 그 내용이 사회적 통념에 반대

된다 하더라도 이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이 역사가의 의무라고 보았다.61) 

56) Morison, Naval Operations. Vol.Ⅻ, Leyte, June 1944-January 1945, pp.337-338.

57) Gregory M. Pfitzer, Samuel Eliot Morison’s Historical World, p.246 재인용.

58) 1944년 12월, 할시 제독은 태풍이 자신의 함대 쪽으로 올 것이라 예상하지 못하고 사전에 태풍을 

피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태풍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할시의 함대는 3척의 구축함이 침몰

하고 수백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Samuel Eliot Morison,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Ⅱ. Vol.ⅩⅢ, The Liberations of Philippines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58), pp.59-71. 1945년 6월 할시가 지휘하는 함대에 또다시 태

풍이 강타하여 여러 전투함이 파손되고 수십 대의 항공기가 바다로 추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

다. Samuel Eliot Morison,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Ⅱ. Vol.ⅩⅣ, Victory in the Pacific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61), 

pp.298-307.

59) 당시 해군 지휘부는 이미 국민적 영웅이 된 할시를 해임하는 것은 일본군의 사기만 올려주는 역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60) Morison, Naval Operations. Vol.ⅩⅣ, Victory in the Pacific, 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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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과달카날 전역의 승리 이후 미국은 차례로 태평양의 일본 도서를 점령

하면서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1944년경이 되면 미국 해군은 전력 면에서 

이미 일본 해군을 압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마리아나 해전 시 일본 함대를 추

적하지 않았던 스프루언스(Raymond A. Spruance)의 결정도, 레이테 해전 시 

일본 함대의 유인전술에 말려들어 구리다의 타격부대를 놓친 할시의 행동도 

모두 미국 해군의 승리라는 전쟁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62) 

따라서 모리슨은 자신의 기준에 입각하여 해전을 지휘한 인물의 과오를 가감 

없이 서술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독자들에게 교훈을 제

공하고 후대의 해군장병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63) 모리슨은 자신의 실제 경험과 증거를 기반으로 누구나가 객관적이라

고 인정하는 해전의 역사를 보여주려 노력하였지만, 대중의 욕구 충족이라는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이다.

Ⅴ.�맺는말

생애 초기부터 바다와 해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던 모리슨은 대중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바다와 관련된 이벤트를 기획하고 이를 역사 서술과 접목시

키는 능력이 뛰어났다. 예를 들어 모리슨은 콜럼버스 항해 탐사를 준비하는 단

계부터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행적을 재현한다는 것을 부각시켜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으며,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원까지 이끌어 냈다. 또한 현직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의 해군장교 임관 및 제2차 세계대전 종군은 그 자체가 

큰 기사거리였다. 그리고 모리슨은 이러한 노력을 단순한 이벤트로 끝내지 고 

실증적 연구와 문학적 서술을 더한 결과물로 만들어 대중들에게 내놓았다. 

1948년부터 1962년까지 15년에 걸쳐 총 15권으로 출판된 해군 작전사에서 

61) Morison, “Faith of Historian,” p.265.

62) Samuel Eliot Morison, “Thoughts on Naval Strategy, World War Ⅱ,” Naval War College 

Review, Vol.XX, No.8 (1968), p.9.

63) 반면 미국 해군이 공식 발간한 전투 보고서에서는 할시의 결정에 대해 이렇다 할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 단지 당시 할시는 오자와의 북방함대가 항공기를 거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전 함대전력을 이끌고 북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다. Walter Karig, 

Russell L. Harris, and Frank A. Mason, Battle Report. Vol.Ⅳ, The End of an Empire 

(New York: Rinehart and Company, 1948), pp.38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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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은 자신의 실제 경험과 방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

난 미국 해군의 작전과 전투를 세부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

리슨의 대중을 겨냥한 활발한 활동과 저술의 이면에는 자기과시욕과 성취욕이 

일정부분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 동기

는 역사는 대중들과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신념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

다. 19세기 낭만주의 역사가 파크만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를 “바다의 파크만”

이라 칭했던 모리슨은 역사 서술 시 대중성과 객관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한 대중성과 객관성은 해군 작전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종종 충돌하였

고, 그 때마다 그는 대중성을 더욱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해군 

작전사가 출판되자 일부 인사들은 내용의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모

리슨에게 비판을 받은 인물들은 그의 역사 서술의 객관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움과 비난을 이미 예상했음에도 모리슨은 역사 서술 시 객관성 역

시 중요한 요소이나, 역사가는 대중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모리슨의 해군 작전사는 19세기말 미국의 대표적 해전사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는 마한의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이하 해양력의 영향)과 대비된다. 해군 장교이자 해양전략

가였던 마한이 해양력의 영향을 서술한 근본적 목적은 과거 해전의 모습을 독

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해전의 경과를 나름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재구성한 후 이를 해양전략의 원칙을 수립하고 미국 해양력 

팽창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삼고자 했다.64) 결국 마한에게 해전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해전의 사례를 통하여 해양력의 이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 내지는 과정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모리슨이 해군 작전사를 

서술한 근본적 목적은 대중들에게 해군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해전의 경과를 

상세하고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선명한 목적의식 하에 역사적 사실을 

취사선택한 해양력의 영향은 일반 대중들 보다는 관료들과 정치가들을 겨냥

한 작품이었다. 반면에 모리슨은 현장에서 얻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사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도출한 교훈을 제시함

으로써, 해군 작전사가 대중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게 하였다. 

모리슨의 해군 작전사는 최초 출간 된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을 

64) Alfred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first edition 1890,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87),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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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하고 있다. 또한 미국 해군장교들의 필독도서로써 주기적으로 그 서평이 발

표되는 등 그 대중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65) 모리슨의 해군 작전사
는 학술적 전문성 역시 갖추어 제2차 세계대전 시 미국 해군과 일본 해군의 작전 

및 전투사를 연구할 경우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입문서 또는 안내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해전사와 관련 대부분의 연구 성과가 모

리슨의 저작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66) 또한 모리슨

의 해전사 서술 방법론은 이후 미국의 해전사 연구 경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

적인 사례가 미국 해군사관학교의 해전사 교수인 포터(E. B. Potter)와 니미츠

(Chester W. Nimitz) 제독이 공동으로 편집한 해양력: 해군사(Sea Power: A 

Naval History)이다.67) 이 책은 미국 해군사관학교 역사학 교수진의 학문적 연

구 성과에 태평양전쟁 시 해군작전을 총지휘했던 니미츠 제독의 실제 경험을 접

목시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전의 양상을 알기 쉽고 상세하게 서술한 것으로써, 

현재에도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해전사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해군 작전사의 또 다른 가치는 이제까지 주류역사의 부차적인 것으로 여

겨지던 해양사, 특히 해군사에 대해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20세기 전반까지도 미국 역사학의 주된 관심은 정치, 경제 및 사회분야 등이었

다. 이러한 지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모리슨은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

고 평생 바다에 관해 연구하고 바다에 관한 글을 썼다.68) 당시까지도 대부분

의 역사는 육지에서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바라본 역사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다와 해상 역시 인류 역사의 중요한 활동 및 경쟁 무대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다에서 벌어진 일들의 역사, 특히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는 해군의 

역사에 대해 대중들이 폭넓은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은 해군 작전사의 또 다른 

의의라고 할 것이다. 

65) James D. Hornfischer, “Battle Station,” Smithsonian Magazine, Vol.41, Issue 10 (Feb., 

2011), pp.80-92; T. R. Williams, “Why I Read Morison,”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Vol.142, Issue 6 (Jun., 2016), pp.69-71.

66) 국내 출간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해전사 연구 성과는 이정수, 海戰史: 第2次 世界大戰 (서울: 

남영문화사, 1981); 大海戰: 바다를 재패한 자가 세계를 정복했다 (서울: 정음사, 1986); 해군

대학편, 世界海戰史 (대전: 해군대학, 1998) 등이 대표적이다. 

67) E. B. Potter, and Chester W. Nimitz, eds., Sea Power: A Naval Hist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0). 이 책의 편집자 역시 서문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부

분은 모리슨의 해군 작전사를 주로 참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68) Emily Morison Beck, ed., Sailor Historian, p.xx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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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storian Samuel Eliot Morison and Writing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Ⅱ

Kim Hyun-Seung*69) 

Samuel Eliot Morison (1887-1976) was one of the pre-eminent historians of 

his generation. He was not only a famous historian at that time, but also was 

promoted to the rank of Admiral in U.S. Navy Reserve. Fifteen volum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Ⅱ was published between 

1947 and 1962, was not only 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Navy’s projection 

of power over two oceans, but a classic of historical literature that stands as 

the definitive treatment of it subject. Although he was fifty-five when war 

come to America in December 1941. Samuel Eliot Morison was determined to 

play a role. A professor at Harvard at the time, he joined volunteering for 

duty in the Navy. An experienced sailor, Professor Morison had earlier sailed 

that same routes taken by Christopher Columbus while researching his 

biography, Admiral of the Ocean Sea, which appeared in January 1942 th 

much acclaim and later got a Pulitzer Prize. Thus Morison plunged into the 

war, crossing the Atlantic aboard a destroyer.

He assumed himself as “Parkman on the sea”, tried to follow Parkman’s 

historiographic method, not only participatory history but also literary style. 

And during writing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Ⅱ, 

He emphasized two principles, publicity and objectivity. In terms of publicity, 

* Lieutenant Commander of the ROK Navy, Department of Operation at the ROK Naval 

Academy, International Area Studies(Major in Chinese Area) Doctoral Cours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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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always worried about who read history and why. In his pamphlet, “History 

as a Literary Art”, he asserted it is useless if readers do not read a history 

which historians wrote. So he thought historians have forgotten that there is 

an art of writing of history. Therefore, he built his narratives around brightly 

rendered visuals and used the present tense to describe actions he witnessed 

firsthand, he wrote of the U.S. combat in very vividly. But strongly driven by 

publicity, he sometimes lost his balance in writing the naval history. For 

instance, the naval history became the focus of criticism for its prejudiced 

comments about the commanders. Also some reviewers asserted he did not 

secure the objectivity on writing the naval history.

Although he sometimes deliberately torpedoed the objectivity of his work 

for strengthening publicity, by writing an extensive U.S. naval history, he 

introduced maritime history and naval history to the public widely. Until in 

early twentieth century, U.S. historians usually had been focusing their effort 

to the traditional areas, for example politic, economy, and etc. His intensive 

effort on the operations of U.S. Navy in World War Ⅱ aroused a public 

interest in maritime and naval history. In conclusion, through using literary 

style and realistic narratives, historian Morison wrote a naval history for all the 

people which could appealed to the public.

Key Words: Samuel Eliot Morison,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Ⅱ, Naval History, United States 

Navy, World War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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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2012년 저자가 일본 방위대를 방문했을 때, 한 방위대 생도가 한국의 해병

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며 한국 해병대의 규모, 역할, 조직 등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왜 이와 같은 관심을 보이느냐고 물었더니 그 생도는 섬이 많

은 일본은 해병대가 없어서 주변의 위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 2013년 일본은 방위계획대강에서 2018년 창설을 목표

로 한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 창설을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2017

년 3월에 해병대를 10만 명까지 증원 예정임을 발표했다.1)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28,000명의 해병대를 6,000명 감축

하겠다고 발표했다. 

똑같은 동북아의 안보환경에서 일본과 중국은 해병대를 창설 및 증원 시킬 예

정이고 이에 반해 한국은 해병대를 감축 예정이다. 전략적 관점의 차이인가, 아니

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시작으로 일본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탈냉전 이후, 일본은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는 국가전략을 모색하면서 대외

정책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후 지속되었던 ‘전수

방위(傳受防衛)’ 원칙은 변화되었고 21세기에 들어서는 과거 집단적 자위권을 

제약했던 평화헌법(헌법 9조)의 개정 논의의 구체화,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

격2)되는 등의 제도적인 면에서도 방위안보정책 변화가 구체화되고 있다. 

2012년 일본은 아베정권의 등장 이후, 아베노믹스로 경제력 회복에 성공하면

서 그 원동력으로 우경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3) 구체적인 조치

1) 중국은 1980년 5월 5일 하이난(海南)섬 우즈산(五指山)시에서 해병대를 처음으로 창설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지는 “中은 향후 해병대를 6개 여단 1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해

군 병력도 현재 23만 5,000명에서 15% 증원한 30만 명 규모로 증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군, 韓ㆍ日ㆍ대만 상륙가능 해병대창설…북해ㆍ동해함대산하,” 연합뉴스 (2017.4.4).

2) 내각부의 외청 조직으로 있는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되면서 각의에 독자적인 안건을 제출할 수 

있을 뿐아니라 독립부처로서 예상 요구도 가능해지는 등 위상이 강화됨. 이에 대해 중국은 ‘헌법 

9조’ 개정을 위한 사전 초석이며 일본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세
계일보 (2007.1.10). 

3) 제2기 아베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과제는 “오랜 시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일본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Jonathan Tepperman, Japan is Back :  A Conversations with Shinzo 

Abe, Foreign Affairs(July/August, 2013), p.2. 이후 일본경제가 회복됨과 동시에 2013년 7월

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를 거두고 양원의 과반수를 확보하자, 역사 및 영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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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 미일동맹 강화ㆍ재편, 자위대의 해외파견, 무기수

출 3원칙의 폐기 등을 진행하면서 ‘전후 체제’ 를 규정하는 기본 틀을 벗어나려

는 시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4) 특히, 최근 중국의 해양력 강화 및 해양진출에 

대해 일본은 미일동맹의 재조정을 통해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고 주변국인 인

도, 호주 등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를 위한 작

업을 가속화하여 해양에서 영유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5) 

특히, 그 동안 합법적인 군사력 건설에 걸림돌이 되었던 평화헌법 개정을 위

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헌법 작성의 당사자인 미국의 동의와 지지까지 얻은 상

태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한 방위력 증강 및 군사력 건설이 점차 가시화되

고 있다.6) 헌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전력강화가 논의되는 부분이 해양투사전력 

부분이며, 그 중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일본 자위대의 수륙기동단 

창설이다. 변화된 일본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핵심은 주변국들과 도서영유권 

및 해양관할권 분쟁, 도서탈환 작전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륙전력 

건설에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상륙전력은 그 성격

이 공격적이고 기동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된다. 

수륙기동단의 역할은 일반적인 군사력의 역할과 크게 차이가 없으나 기능

적인 측면에서 해양 전략의 세력투사 부분을 주 임무로 수행하기 때문에 공격

적이라는 이유로 과거 일본 내에서 창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다수였다. 또한, 

전수방위원칙을 표명해온 일본에서는 공격성을 내포하는 해병대 전력이 불필

요하다는 것이 통상적인 인식이었다. 2002년 낙도(落島: 일본 표현은 육지 등

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섬의 의미) 방위를 위해 사세보에 1,000명 규모의 서남

방면 보통과 연대가 창설되었지만, 수륙기동단의 불필요 인식으로 이 부대는 

상륙작전이 아니라 침투 및 정찰 목적에 국한되어 운용되었다.7) 

그러나 최근 일본과 중국 간 센카쿠 열도의 갈등과 연계하여 오키나와에 있

는 미 해병대에 의존하지 않고 도서를 방위할 수 있는 자체능력의 필요성이 제

와 같은 기존에 구상했던 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4) 중앙일보 (2013.12.18.); 연합뉴스 (2014.7.1). 

5) 2017년 1월, 日 정부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제도에서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에 대비

한 단계별 ‘통합방위전략’을 수립한다고 발표했고, 3월말에는 동중국해에서 난세이제도의 방어수

준 강화를 위해 큐슈 남단～대만 동쪽(총 1,200km)간 섬들을 지키는 ‘美ㆍ日 공동 작전계획’을 수

립 예정인 것으로 발표했다. 讀賣新聞 (2017.1.6).

6) “美, ‘日 집단적 자위권’ 손 들어주다,” 조선일보 (2013.10.4). 

7) 박영준,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국방정책연구제30권 제1호 

(2014),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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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었고, 현재는 주변국과의 분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발생 가능한 상

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륙기동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

소리가 일본 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8) 아베 정권은 이 같은 구상을 이미 

2012년 선거공약에 반영시켰고 집권 이후 이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수륙기동

단 창설을 위해 미 해병대와 도서탈환훈련 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상륙전력

까지 구매하기로 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9) 일

본이 방위백서에 명시하고 있는 수륙기동단의 임무와 역할 그리고 전력 증강

계획은 향후 아태지역에서 새로운 군사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일본은 2013년 12월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에서｢국가안전보장전

략서｣,｢방위계획대강 2013｣,｢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4-2018)｣등 안보 3종 문

서를 공표했다.10) 이 문서들은 아베 정부가 차후 추진하려는 외교안보전략의 방

향성을 전망하는 마스터 플랜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문서에 나타난 변화는 ‘보통국가’ 를 지향하는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다. 두 차례의 아베 정권 하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보통국가화’ 라는 일본의 국

가진로는 동북아 지역질서 및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이다.

한편 공격ㆍ방어이론에서 공격ㆍ방어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학자

들 마다 견해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술, 지리, 군대규모, 군대성격, 군

대배치, 애국심, 자원추출능력, 외교적 행동패턴 등이 있다.11) 뒤에서 언급하

겠지만 수륙기동단의 정체성은 전력의 투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대이다. 즉 

 8) 2013년에 일본정부는 중국과 센카쿠 열도 분쟁이 고조되자, 도서가 점령당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 및 재탈환하기 위해 해병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2014년에 센카쿠가 속한 육상자위대 

서부 방면대(오키나와, 규슈 관할) 소속 부대 중에 일부를 ‘준비부대’ 로 정하고 해병대를 발족하

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航母･해병대･로켓발사... 아베의 일본, 재무장 가속화,” 조선일보
(2013.8.22).

 9) “일본 ‘해병대역할’ 수륙기동단 3천명 규모로 창설,” 연합뉴스 (2016.10.27).

10)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외교와 국방분야의 포괄적 지침을 담은 최상위 문서라면, 방위계획 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 방위정책의 기본방침과 방위력의 구체적인 정비계획

을 제시하고 있다.

11) 공격방어이론(offense-defense theory) 또는 공격방어균형(offense-defense balance)에서 공격이 

우세하다면 국가들은 정복이 용이하다고 인식하여 기회주의적 팽창을 시도하는 반면, 방어가 우세

하다면 전쟁을 통한 이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격

우세란 상대의 군대를 파괴하고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자국의 군대와 영토를 지키는 것보다 쉽다는 

것이며, 반대로 방어우세란 상대의 것을 파괴하고 빼앗는 것보다 자기의 것을 지키는 것이 용이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방어이론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Jack S. Levy(1984), “The 

Offensive/Defensive Balance of Military Technolog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8. 

Robert Jervis(1978), “Cooperation under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30(2). Stephen Van 

Evera(1998), “Offense, Defense, and the Causes of War,” International Security, 2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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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성격보다는 공격적인 특성을 지닌 조직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수

륙기동단 창설은 공격ㆍ방어균형의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일본 방위전략이 방

어적에서 공세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일본 수륙기동단 창설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해서는 과거 일본

이 해병대와 같은 부대를 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

서 이 글은 일본 방위전략의 공세적 변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수륙기동단의 과거 근원적인 정체성부터 분석

할 것이다. 그리고 공격방어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수륙기동단의 창설이 과연 

현재 한국 해군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일본�방위전략의�공세적�변화:�
�통합기동방위력으로의�전환

 

1.�일본�방위안보정책의�변화:�기존�방위정책�변화�추이

일본은 외교안보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제기되었을 시 ｢방위계

획대강｣이라는 전략문서를 발표하여 국가가 나가야할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비해왔다. 이는 미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의 외교 및 국

방, 경제정책 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안보전략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와 군사 분야의 최상위 문서로서 국방전반에 걸

친 정책을 포함한 ｢국방기본정책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를 통

합한 성격을 가진 문서라고 볼 수 있다.12)

탈냉전 이후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은 독자적인 방위력 및 국제적 역할의 확대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방위정책을 담고 있는 방위계획대강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위계획대강은 전후 총 5번 개정되었고, 개정 주기가 짧

아지고 있다. 방위계획대강의 개정 주기가 짧아지는 것은 그만큼 안보환경이 빠

르게 변화한다는 것과 변화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을 일본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다. 아래 <표 1>은 일본 방위계획대강의 주요 요점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12) 김훈상, 패러다임의 국가안보전략 (서울: 지식과 감성, 2013), pp.2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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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의 방위계획대강의 주요 요점 비교13)

구분
방위계획대강

1976 

방위계획대강

1995

방위계획대강

2004 

방위계획대강

2010 

방위계획대강

2013 

안보

환경

평가

- 냉전 시기

- 한반도 

  긴장지속

- 주변국가

  군사력 증강

냉전 종료

지역분쟁

핵과 미사일 확산

북한 위협

중국 주의

글로벌 위협

북한 불안정 요인

중국 동향 주의

글로벌 위협

북한 위협

중국 위협

일본 

능력 

구비

개념

적절한 방위력 

구비

기반적 방위력 

합리화, 효율화 

등

기반적 방위력

다기능 탄력적 

방위력

기반적 방위력

개념 폐기

동적 방위력 개념 

제시

통합기동방위

력 개념 제시

전후 일본은 본토 방위에 국한된 ‘전수방위(傳受防衛)’ 원칙이 방위안보정

책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1995년 방위계획대강을 통해 주변지역으로 방위범위

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4년 방위계획대강부터 중국과 북한이 실명으

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2013년 방위계획대강에서도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8월, 아베 총리는 방위상에게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안보

환경의 엄중함이 커지고 있다”며 방위계획대강 정비를 검토 지시했다. 중국과 

북한의 잠재적 요인에 대한 서술이 더욱더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위협인식 변화와 더불어 자위대가 증강해야 할 군사력의 기준 개념

에 대해서도 공세적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종전의 대강에서는 필요최

소한의 방위력을 의미하는 ‘기반적 방위력’ 개념이 자위대 군사력의 지표로 제

시되었으나, 2004 방위계획대강에서는 종전의 ‘기반적 방위력’에 추가하여 ‘다

기능 탄력적 방위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2010년과 2012년에 발생한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일ㆍ중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고, 이를 계기로 중국의 위협론은 실제가 되었다.14) 2010년 방위계획

대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동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해양위협에 대응한 방위

력 강화였으며, 이를 위한 ‘동적 방위력(Dynamic Defense Force)’ 개념을 제

시한 것이다.15) ‘기반적 방위력’ 개념이 폐기되면서 ‘동적 방위력’16) 개념으로 

13) 국방정보본부, 2016년 일본 방위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2016), p.171.

14) 정광호, “센카투 열도를 둘러싼 중ㆍ일간 영토분쟁; C.R. Mitchell의 분쟁구조 이론을 중심으

로,” 韓國軍事學論集제69호 2권(2013.6), pp.138-144.

15) 손경호, “일본의 2010방위계획대강 개정의 방향과 함의,” 한일군사문화연구vol.16 (2013), 

pp.83-87.

16) 2010 방위계획대강 작성 작업에 직접 참여한 일본 방위연구소의 다카하시 스기오 연구원은 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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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된 것이다.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아베 정부는 2013년 12월 종전의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한 ｢방위계획대강 2013｣과 그 상위문서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서｣
그리고 방위계획대강의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제시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4-2018｣를 공표했다. 이 세 문서의 공표가치는 향후 아베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과 변화하는 안보환경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

을 할 것인가를 주변국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문서라는 것이다.17) 

<표 2> 일본의 안보 3종 문서 내용 요약18)

국가안보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2013)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4-2018)

- 적극적 평화주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 기여

- 중국 등 신흥국 대두로 인

한 힘의 균형변화에 대응

-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이 

큰 위협으로 대두

- 중국은 영해ㆍ영공 침입,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 동중

국ㆍ남중국해에서 힘에 의

한 현상변경 시도

- 해상교통로 주변국에 대한 

해상보안능력 지원

- 중국이 국방비를 증가하고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투명성이 불충분

- 북한의 미사일 능력향상에 

따른 탄도미사일 대처 능력 

향상 검토

- 고도의 기술력과 정보ㆍ지

휘통신 등을 바탕으로 한 

통합 기동방위능력 구축

- 섬에 대한 공격에 대응

- 방위력의 질과 양을 함께 

중시

- 수륙기동단(해병대) 편성, 

이지스함 2척 추가 배치

- 조기경보기 4기 도입, 공중

급유기 3기 도입

-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

리 17기 , 수륙양용차량 52

대, 무인정찰기 3기 도입

2013 방위계획대강에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일본의 안전에 대해 

중대하면서도 절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고, 중국 해ㆍ공군의 태평

방위력 개념이 평시의 억제, 유사시의 대처 기능에 더해 테러리즘이나 해적 등의 회색지대(grey 

zone)적 위협요인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력 즉 정찰감시능력, 신속기동능력, 타

국과의 연합작전능력 강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Takahashi Sugio, “Changing Security 

Landscape of Northeast Asia in Transition: A View from Japan”(한국전략문제연구소 국제

심포지움 발표논문, 2012.7.5).

17)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상응하는 위상을 갖게 된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문서는 일본을 경제력 및 기술력을 가진 경제대국, 해양국가, 그리고 

평화국가로서 규정하면서, 향후 일본이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이념을 토대

로 국제사회에 있어 주요한 행위자로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전제한다. “日 NSSㆍ국가

안보전략, 힘으로 맞서겠다는 자세 명확히,” 아사이 신문 (2016.12.18).

18) “日, 중국ㆍ북한 구실로 ‘안보 3종세트’ 확정,” 조선일보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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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진출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의 행위가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

회의 우려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스스로는 ‘통합기동방위력’

을 구축하고, 미일동맹에 관해서는 억제력 및 대처력의 강화를, 아ㆍ태지역 내

의 협력에 관해서는 한국, 호주, 아세안 국가 등과의 협력 강화 방침을 각각 방

위정책 상의 과제로 제기하였다. 

여기서 새롭게 제시된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은 종전 방위계획대강에서 

표명되었던 ‘동적방위력’의 개념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자위대의 통합적 운용

능력을 강조하고, 고정적인 지역배비가 아닌 각 자위대의 기동적 배치에 중점

을 두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자위대의 육ㆍ해ㆍ공 

자위관 요원의 상호 배치, 육상자위대 주요 부대의 기동부대화, 수륙기동단 창

설, 수륙양용작전 및 특수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동운용부대의 보유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기하였다.19) 

2.�일본�자위대의�군사력�변화�

아래 <표 3>에 의하면 일본 육상자위대는 병력면에서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한국에 비해서도 열세인 것으로 보이며, 해상자위대 전력의 함정 수는 러시아, 중

국, 북한에 비해 소수인 것으로 비춰진다.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작전기도 중국이

나 북한은 물론, 한국에 비해서도 열세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중국이나 한국

이 가진 해병대 전력을 일본은 아직 보유하고 있지 못한 점도 부각되고 있다. 

<표 3> 아ㆍ태지역 각국 군사력 비교20) 

구분 러시아(극동) 중국 북한 한국 일본 주일(한)미군

육군 8만명
160만명

해병대 1만
100만

52만

해병대2.7만
14만

1.9만

(1.7만)

해군
함정 250척

55만톤

950척

134.1만톤

650척

10.7만톤

190척

18.1만톤

143척

44.8만톤

7함대

20척

33.6만톤

함재60

공군 작전기 400기 2040기 620기 570기 430기
140기

(60기)

19) 박영준, “일본 군사력의 평가: ‘동적 방위력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로의 행보,” 新亞細亞 22권 2

호(2015), p.66.

20) 朝日新間 (201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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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방위계획대강 2010 방위계획대강 2013

육

상

편성정수

상비자위관 정원

즉응예비자위관 수

15만9천명

15만1천명

약 8천명

15만9천명

15만1천명

8천명

기간부대

기동운용부대
중앙즉응집단

1개 기갑사단

3개 기동사단

4개 기동여단

1개 기갑사단

1개 공정단

1개 수륙기동단

1개 헬리곱터단

지역배비부대
8개 사단

6개 여단

5개 사단

2개 여단

지대함유도탄부대 5개 지대함 미사일 연대 5개 지대함 미사일 연대

지대공유도탄부대 8개 고사특과군/연대 7개 고사특과군/연대

해

상

기간부대

호위함부대

잠수함부대

소해부대

초계기부대

4개 호위대군(8개 호위대)

5개 호위대

5개 잠수대

1개 소해대군

9개 항공대

4개 호위대군(8개 호위대)

6개 호위대

6개 잠수대

1개 소해대군

9개 항공대

주요장비

호위함(이지스함)

잠수함

작전용항공기

47척(6척)

16척

약 170기

54척(8척)

22척

약 170기

사실 일본 자위대의 전력은 일본 스스로가 표명한 비핵 3원칙이나 공격용

무기 비보유 원칙에 따라 핵무기,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탄도미사일 등을 보

유하지 않아, 전략무기 측면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에 

있다. 일본 내에서 핵무장론이나 탄도미사일 개발론이 부분적으로 제기된 바

는 있으나, 아베 정부도 비핵 3원칙과 공격용 무기 비보유 원칙의 금기는 넘어

서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전략무기의 절대 열세를 미일동맹에 의해 주

둔하고 있는 주일미군 전력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육해공 자위대의 재래식 전력에 국한해 보면 아래 <표 4>에서 나타

나는 것처럼 양적으로는 열세이지만, 특히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전력은 

질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표 4> 2010, 2013 방위계획대강 자위대 전력비교21)

21) 국방정보본부(2016),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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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방위계획대강 2010 방위계획대강 2013

항

공

기간부대

항공경계관제부대

전투기부대

항공정찰부대

공중급유수송부대

항공수송부대

지대공유도탄부대

8개 경계군, 20개 경계대

1개 경계항공대(2개비행대)

12개 비행대

1개 비행대

1개 비행대

3개 비행대

6개 고사군

28개 경계대

1개 경계항공대(3개비행대)

13개 비행대

2개 비행대

3개 비행대

6개 고사군

주요장비 작전용항공기(전투기) 약 340기(260기) 약 360기(280기)

아베 내각이 2013년 12월에 공표한｢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는 현재 지역안

보의 위협을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해양진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위

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독자적 방위력 및 미일동맹의 강화를 대

응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 ‘동적방위력’ 개념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

는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기동방위력’ 은 자위대의 통

합운용 및 기동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센카쿠 열도에서 분쟁을 가

정하고, 낙도탈환 능력의 강화를 위한 ‘상륙기동단’의 신설과 투사능력,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한 무기체계를 제시하고 있다.22)

아베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취임 직후부터 방위예산 증액 및 병력증강

을 추진하고 있다.23)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2013｣에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된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4-2018｣에서는 향후 5년간 

군사력 증강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위비 규모가 책정되었다. 향후 5년간 방

위비로 24조 6700억 엔(약 252조원)으로 지난 5년간 편성한 예산보다 1조 

1800억 엔(약 12조원)을 늘렸다. 현재 일본이 대규모 재정적자에 시달리며 부

처마다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도 방위비만큼은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은 방

위력 강화에 대한 아베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주변국들은 일본의 군비지출확대와 보통국가

화에 대한 의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본은 해양영토 분쟁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이 

22) “일본 방위백서, 아베 집단자위권 ‘홍보용’,” 연합뉴스 (2014. 8. 5.); “日 NSSㆍ국가안보전략, 

힘으로 맞서겠다는 자세 명확히,” 아사이 신문 (2013.12.18).

23) 일본 방위성은 2015 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4조8990억 엔(약 47조8064억원)을 요청했으며 이

는 2014 회계연도 예산보다 2.4% 많다. 일본은 2002년 이후 10년간 방위비를 줄였지만, 2013년

부터 국방비가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베 정권 군사력 증강, 日 내년 국방예산 사상 최대 

50조원,” http://biz.chosun.com/svs/news.(검색일: 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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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남중국해에서 국제 법질서와 맞지 않는 주장에 기반하여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 자세와 군사 동향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

회 우려 사항” 이라고 기술하면서 대응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4) 2013 

방위계획대강에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의거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을 가정 

한 낙도방위 및 탈환 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센카쿠 

열도의 방위 및 탈환을 가정하고 이를 위해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 운용 능력 

강화 및 부대의 신속한 전개와 유연한 운용을 목표한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수륙기동단의 창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4-2018｣ 제시된 무기체계의 성격도 중국의 견제

가 두드러진다. 낙도방위를 위한 오스프리 17대, 수륙양용차량 52대, 무인정찰

기 3기 등을 새로 도입하고, MD 강화를 위해 이지스함 2척의 추가 건조가 대

표적이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소련의 침공 방어를 위해 각 지역에 고정적으로 육상자

위대를 배치하고 전차 및 화포 전력을 증강했다. 그러나 일본은 탈냉전 이후부

터 육상자위대에 중앙즉응집단의 창설,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대형 수송함 

및 잠수함 전력 증강, 항공자위대의 공중급유기 및 스텔스기의 도입을 집중적

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자위대의 지휘체계 역시 과거 병렬형 지휘체계에서 

2006년 이후 합동지휘체계의 성격이 강한 통합막료감부가 설치되면서 각 자위

대 병력을 입체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25) 육상자위대의 

고정병력 축소와 해상 및 항공자위대의 전력증강과 육상자위대 예하 기동부대

인 상륙기동단26)의 창설은 변화된 방위력의 구비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통합

기동방위력’ 의 핵심전력이라고 볼 수 있다.27) 

24) “아베, ‘전쟁할 수 있는 일본’ 공식 선포,” 중앙일보 (2013.12.18).

25) “日, 자위대 육ㆍ해ㆍ공 통합운영,” 경향신문 (2006.3.27). 

26) 일본의 2014년 방위백서에 따르면 육상자위대에 수륙양용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 기

능을 갖춘 기동부대를 유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육상자위대는 도서지역에 대한 공격을 비

롯한 각종 사태에 즉시 대응해 실효적이고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개 기동사단 및 기동여

단으로 개편하고 연안감시부대와 경비부대를 새롭게 편성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이 부대는 오

키나와 남서지역의 도서지역 부대의 태세 강화와 도서지역에 대한 적의 공격시 해당 도서지역을 

상륙, 탈환, 확보하기 위해 수륙기동단을 새롭게 편성하여 임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

방정보본부, 2014 일본 방위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2014), pp.231-251.

27) 박영준(2014),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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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수륙기동단의�역사적�발전과정
 

1.�일본�수륙기동단의�모체:�육ㆍ해군�상륙전부대

과거에 일본은 특이하게 해군과 육군이 각기 상륙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

다. 규모면에서 육군이 상륙전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부대의 규모가 컸고, 

해군의 상륙전 부대는 해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성격의 부대로 규모는 육군에 

비해 작았다. 그러나 육군은 대륙지향의 전략문화, 러시아를 주적으로 상정한 

전략사고의 고착화를 통해 우수한 상륙부대를 보유하고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해군도 거함거포주의와 함대결전사상에 몰입되어 육전대의 독립성이

나 정체성 확립은 제한되었다. 즉, 우수한 상륙 전력을 보유했지만 육군과 해

군은 상호 공존 및 합동작전 보다는 자신들의 논리, 전략사상에 의해 별도로 

운용되었다. 육군과 해군은 군사력을 바다에서 투사하는 것이 아니고 땅 및 바

다에서의 전쟁이 자신들의 진정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편협한 논

리에 의해 운용된 일본 육전대는 전쟁 중에 소멸하게 된다.28) 하지만 상륙전

부대는 일본이 열강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은 

일본 육ㆍ해군의 상륙전부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가. 일본해군 상륙전부대

최초 일본 해군의 상륙전부대 운용은 1871년(명치 4년) 영국 해병대를 모방

하여 창설하였다.29) 이후 1876년(명치 9년)에는 영국식 해병대와 해병사관학

교를 폐지하고 ‘황국해군육전대(皇國海軍陸戰隊)’를 창설하였다. 일본 해군의 

육상부대는 아래 <표 5>에서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되었다. 이들 육상부대

28) Allan R. Millet, Military Innovation in the InterWar Period(N.Y.: Cambridge Univ. Press, 

1998), pp.69-70.

29) 해병대 간부 육성을 위한 해병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각 번(藩)에서 생도들을 모집하였다. 해병은 

보병, 포병 두 개의 병과로 구분되었다. 이들은 함정에서 근무하면서 함정의 의례에 필요한 위병

이나 야포대를 운용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후 사가의 난 진압작전, 대만생번토벌작

전, 강화도 사건 등 국내외 다양한 작전에 참여하였다. Seiho Arima, “The Western Influence 

on Japanese Military Science, Shipbuilding, and Navigation,” Monumenta Nipponica, 

Vol. 19, No. 3 (1964), pp.35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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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해군 특수상륙군은 상륙작전을 주로 수행하여 해병대라고 불렸다. 경비

대와 방비대도 상륙훈련과 해안방어훈련을 받았지만 해군 특수상륙군보다는 

임무수행이나 편성에 있어 중요성이 떨어졌다.30) 

<표 5> 일본 육전대 구분

형   태 부대 성격(규모)

 특별 육전대(特別 陸戰隊)  해군 특수상륙군(746〜3,251명)

 경비대(警備隊)  경계부대(200~500명)

 방비대(防備隊)  방어부대(200~400명)

 통신대(通信隊)  통신부대(600~1,000명)

※ 출처: www.star-games.com/exhbits/snf/snalf.html(검색일: 2017.7.23).

1930년대에는 일본 요코스카, 쿠레, 사세보, 마이주루 등에 5개의 육전대

가 창설되었다. 각 해군에 위치한 부대들은 경순양함이나 구축함 등의 해군 함

정에 편승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31) 1941년도까지 모든 해

군 특수상륙군은 상륙돌격, 해안방어, 대공방어, 상륙과 보병 전술, 공정(空挺) 

훈련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태평양전쟁 초기에는 정예부대로 성장하였다.32) 

30) 특별 육전대 중 가장 유명한 부대는 상하이 특별 육전대이다. 1927년 국공내전시 중국 국민혁명

군이 양쯔강 유역까지 진출하여 상하이에 거주중인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해지자 일본 파견함대에서 상하이 특별 육전대를 창설하였다. 상하이 외에도 일본은 자국의 국

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방호하기 위해서 육전대를 경계부대로 파견해 배치시켰다. 또한 오호츠

크해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캄차카반도에 스키육전대를 배치하였다. 山口喜代公, 日本海

軍陸戰隊史 (東京: 大新社, 1943), pp.181-184. 

31) 해군 특수상륙군의 훈련은 해군의 사병훈련을 수료한 자로서 특히 체력과 판단력이 뛰어나며, 불

굴의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는 병가가 육상작전에 제일 적합한 자로 선발되었다. 또한 육상전술을 

신속하게 체득할 수 있어야만 했다. 해군 특수상륙군은 상륙작전을 통하여 차후 작전을 위한 교

두보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해외거주 일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부대로

서의 임무와 치안이 불안정한 곳에 파견되어 치안유지군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소규모(1-2개 중개급)로 운용되었으며, 독립된 부대로서 존재하기 보다는 필요시에 해군에

서 편조하여 부대를 운용하였다. Joseph H. Alexander, Storm Landings(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7), pp.19-20.

32) 이 시기에 해군의 지배적인 전략사상은 거함거포주의와 함대결전사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해군에서는 태평양전쟁에 임박하여 상륙군의 규모를 확대하고 임무를 다양화시켰다. 해군 

특수상륙군은 약 2,000명의 증강된 대대급 규모로 성장하였고, 무장도 3인치 함포와 곡사포를 

포함한 중화기무기로 무장되었다. 임무 수행을 위하여 대대급 규모의 부대들을 2～3개 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연합 특수 해군상륙단을 편성하였다. David C. Evans and Mark P. Peattie, 

KAIGUN: Strategy, Tactics and Technology in the In the Japanese Navy, 1887～
1941(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7), p.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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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일본 해군의 일부 장교들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상륙군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이들의 주장은 해군의 정책결

정자들에게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다.33) 

일본 해군이 해안에 세력을 투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서 가장 

결실을 본 것은 수직포위 개념이었다. 해군은 1940년 유럽 전력에서 독일 공정

부대의 작전성공을 계기로 수직포위 개념을 발전시켰다. 1940년 말에 ‘시험 

1001’의 계획하에 해군 특수상륙군에서 선발된 병사들에게 비밀 공정훈련을 실

시하였고,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해군 특수상륙군에 최소 2개의 공정부대를 편

성하였다. 이 부대들은 태평양 전쟁 초기에 동인도 제도를 신속하게 정복하기 

위한 합동작전에 투입되었다. 한편 이 시기 일본 해군 육전대의 임무는 4가지

로 부여되었다. ① 군사작전으로서의 상륙작전 수행이다. 육전대는 남부 태평

양의 수많은 도서들에서 상륙작전을 수행하여 이들을 전진기지화하였다. ② 
상륙에 성공한 도서들에 비행기지를 건설하여 차후 항공작전 수행 준비 및 군

수지원 기지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③ 해외 거주중이거나 억류중인 일본인 구

출 작전을 전개하였다. ④ 주요 도서 확보 이후 방어작전을 전개함으로써 태평

양으로의 미국의 전개를 거부하는 작전을 수행하였다.34)

이러한 임무를 수행한 일본 육전대는 대부분이 소대급이나 중개급 등 소규모

로 작전을 전개하였고 작전 전개 간 수상함이나 항공 전력에 의한 지원 없이 상륙

기습 형태의 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상륙작전은 제공권과 제해권을 

완전하게 장악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상륙작전의 기본 형태로 인식되는 

상륙돌격 작전을 전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군 지휘관들이 야간 

상륙과 대대급 규모 이상의 적이 방어하고 있지 않은 해안에 기습적으로 상륙하

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상륙작전이 소규모로 실시되었고 함포사격이나 항공

기의 지원이 없이 기습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작전실패 시에는 

33) 일본 해군 내에서 상륙전력의 개발과 독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던 곳은 해군 전투부의 포술학교

에서였다. 포술학교에서는 해군에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상륙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해군군령부, 

해군성, 해군대학에 건의하였다. 1940년에 상륙전 경험이 풍부했던 이마이 아키지로 소장은 중

부 태평양에서 도서전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총참부에 회장(回章)을 보내기고 했다. 그는 이 회

장에서 40,000～45,000명으로 구성된 상륙군을 창설하여 일본이 점령한 미크로네시아의 6개 지

역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해군의 수뇌부에게 수용되지 못했다. 

육군이 지상작전을 통해서 대량의 영토와 물자를 확보하는 것에 전쟁의 수행의 중점을 두고 있었

듯이, 해군의 지휘부에서는 오로지 바다에서의 함대결전사상 이외에는 전략적 가치를 크게 부여

하지 않았다. David C. Evans and Mark P. Peattie(1997), pp.441-445. 

34) 최정준, “일본의 상륙전부대 운용 경험과 수륙기동단 창설의 함의,” 軍史제97호(2015.12), 

pp.35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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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와해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조직적으로 저항

하는 해안방어 부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노출하였다. 

나. 일본육군 상륙전부대

일본 육군은 해군과 별도로 독자적인 상륙전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같

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일본 육군과 해군간의 갈등 관계에 따라 상호간 지

원ㆍ피지원 관계를 통한 합동작전의 시행보다는 육ㆍ해군이 각각 자신들에게 

편제된 군을 활용하여 독단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했다.35) ② 육군은 

가상의 적으로 고려했던 러시아와의 전쟁을 염두에 둔 보조전력으로 상륙전 

부대를 운용했다. 육군은 육상전을 통해 러시아를 괴멸시키는 계획에 중점을 

두었고, 이러한 작전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교두보 확보, 주요 항구 확보, 문자 

및 병력 보충, 후방시설 경계 등)으로 상륙전부대를 운용하였다. 

이같은 배경 하에서 일본 육군은 해군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상륙전부대를 

운용하였다. 일본 육군은 청일전쟁(1894〜1895), 대만점령(1895), 의화단의 난

(1900), 러일전쟁(1904〜1905)에서 상륙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시에는 칭타오공략전(靑島攻略戰)과 라오산만(勞山攻略戰) 상륙작전을 전개하

여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확보하였다. 이후 독일이 보유하고 있던 남양

군도에 대한 점령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36) 

1918년과 1937년(중일전쟁) 사이에 육군은 동력화 상륙주정을 개발함으로

써 해군 상륙지원단의 도움 없이도 신속하게 병력들을 함안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상륙군을 이동시키기 위한 특수 공병과 상륙주정단을 조

35) 명치시대 일본군의 창설 직후에 육군과 해군의 모든 업무를 병무성이 통합하여 관장하였으나, 

1872년 4월 5일 병무성이 폐지되고 육군성과 해군성이 독자 기관으로서 분할되었다. 일본 육ㆍ
해군의 대립관계의 원인은 ① 해군과 육군의 전담 임무 상이, ② 육군의 사쓰죠 세력과 해군의 

사쓰마 세력의 대립으로부터 이탈 독립하고자 하는 해군의 요청을 수용함, ③ 당시의 국제정세가 

일본해군의 군비확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해군을 독립시켜 군사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 ④ 당시 

병무성이 너무 비대해져 다른 여타의 성과 균형을 맞추자는 태정관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다. 

Stanley L. Falk, “Organization and Military Power: The Japanese High Command in 

World War Ⅱ,”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9, No. 4 (Dec., 1961), pp.503-510. 

36) 초기 일본군 상륙전 교리의 특징은 ① 상륙군의 안전한 수송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교통로를 통

제함, ② 견고하게 방어중인 적의 중심을 회피하여 방어가 약한 곳을 상륙지점으로 선정, ③ 해
군상륙단을 적절한 규모의 공격부대와 같이 편성하여 파견하고 해안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

적 지원을 하며 주상륙 준비, ④ 상륙지역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공격속도를 늦추고, 견고하게 

구축된 상륙지역은 차후 내륙작전을 위한 발판지역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山口喜代公(1943),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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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였다. 그 당시 육군에서는 상륙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부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단과 부대들이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도록 요구되었다. 일본 육군의 일반 참모들은 초기 단계에서 상륙작

전은 해상통제권의 장악여부가 작전의 승패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함

안 이동시 가장 큰 위협은 공중으로부터의 위협에 있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

을 정도로 상륙작전에 대한 식견이 높았다.

1918년 7월 제5사단은 일본 육군 최초로 독자적인 사단급 규모의 상륙훈련

을 실시하였다. 상륙훈련을 참관한 육군 참모총장 우에하라 마사자쿠는 견인

되는 목재 바지선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상륙훈련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인식

하고 철제의 자력추진 상륙주정에 관한 연구를 지시하였다.37) 1922년에는 함

정에서 곧바로 해안으로 이동하는 육군 독자적인 상륙전 개념을 지속적으로 

시험하면서 수많은 부대들이 상륙훈련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 당시 일본 육군

의 상륙훈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1937년 중일전쟁은 일본 육군에게 상륙작전 교리를 입증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상륙부대 조직을 정예화하고 병력과 물자를 취급하며, 다

이하츠에 맞추어 현측 크레인을 낮추고 상륙 주정을 들어올리며 전통적이고 

오랜 경험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병사들은 상륙작전을 수행하였다. 일본 육군

은 함안이동 간 공중 공격에 노출된 병력 수송선을 적 항공기로부터 보호하는

데 관심을 경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서 상륙작전 기간 중 해군과 항공 

엄호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1941년 초에는 ‘C 작전’으로 명명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다. 일본 육군 제5

사단, 18사단 그리고 경계 사단의 독립 대대들이 중국 남부 해안에 일련의 상

륙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홍콩을 격리시키고자 하였다. 일본 육군

은 매우 광범위하게 다양한 지점에 다수의 대대들을 동시에 상륙작전을 실시

할 수 있는 능력, 야간 상륙작전 수행능력 그리고 해안에서 상호간에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등 정교한 상륙작전 실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갔다. 이러한 실전 

경험을 통해 일본 육군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상륙전 교리를 다음과 

37) 다이하츠 상륙정은 1929년에 건조된 것으로, 금속 선체와 디젤 기관으로 설계되었다. 선체 길이

는 41～49피트, 속력은 8.5노트로 기동할 수 있었다. 톤수는 10톤으로 70명의 병력, 10필의 군

마, 탱크 1대, 혹은 12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적재 능력을 갖추었다. 이보다 적은 톤수인 고

하츠는 1927년에 완성되어 5명의 승무원으로 다이하츠의 절반 정도의 적재 능력을 갖추었다. 

Christina W. Beilstein, Japanese Naval Vessels at the End of World War Ⅱ(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1),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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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발전시켰다. ① 상륙해안에 사전 압도적인 화력을 투입하여 무력화시킨 

후에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미국이나 연합군의 방식이 아닌 기습에 의한 상륙, 

② 야간 상륙작전 선호, ③ 적의 주 전력이 방어하는 지점이 아닌 취약한 곳을 

상륙지점으로 선정 등이다. 이것은 육ㆍ해군 간의 원활한 협조하에 합동작전

을 전개하기 위한 교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점과 상륙돌격보다는 기습에 

중점을 둔 일본군 교리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 위협으로 간주되었던 러시아가 혁명으로 붕괴되면서 동북아

의 전략환경이 변화된 후, 일본 육군의 군사전략은 상륙작전에 대한 전략적 중

요성과 미국을 주적으로 하여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비록 육군이 1930년대에 상륙전을 발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지라도 육군의 임무는 적의 지상병력을 괴멸시키고, 대

규모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육군이 상륙작전의 중요성을 간

과하게 만들었다.38) 일본 육군은 대륙에서의 지상전 준비에만 집중하였고 태

평양에서의 전쟁 참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략환경

과 인식의 변화는 기존의 상륙작전 전담 사단들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

하도록 군 구조를 변화시켰던 것이었다. 

 

2.�현대�일본�수륙기동단의�창설

가. 주요 언론보도 내용 및 동향

최근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2013｣, ｢중기방위력정비계

획 2014-2018｣의 안보문서 3종 세트를 공표하면서 가장 이슈화 되는 것은 일본

의 육상자위대에 상륙작전 전담부대의 창설에 관한 내용이다. 2014년 7월, 월스

트릿저널(Wall Street Journal)에서는 일본이 육상자위대에 미국 해병대를 모델

로 한 3,000여명 규모의 상륙작전 임무 수행 부대의 창설을 계획 중이고 이 부대

38) 일본이 러시아의 위협을 미국보다 더 크게 상정했던 것은 만주에 대한 일본의 전통적인 이해관계

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북아 역사에서 고구려를 제외하고 만주지역을 점령한 모든 국가

는 중국을 지배했었다. 즉 만주를 일본이 국력을 증진시켜 나갈 근원지로서 인식하였기 때문이

다. 그러나 만주는 러시아와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부활은 일본에게 

만주 지배에 대한 최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던 것이었다. George Feifer, The Battle of 

Okinawa: The Blood and The Bomb (Guilford, CT: The Lyons Press, 2000), pp.33-34.



100  STRATEGY 21, 통권 42호 (Winter 2017년 Vol. 20, No. 2)

에는 해상, 공중 전력인 상륙돌격장갑차(AAV)와 오스프리(V-22) 등이 포함되어 

큐슈(Kyushu)지역이나 난세이(Nansei) 군도를 기지로 할 예정이며 미 해병대와 

연합훈련의 기회 확대를 희망한다고 보도했다.39)

일본 정부는 수륙기동단 보유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수륙기

동단이란 국가에 따라 소속, 규모 등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육상작전 및 해상작

전 등에 필요한 각종 기능을 통합 보유하고 뛰어난 기동성 및 즉응성을 갖춘 부대

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해병대이다.40) 일본은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이런 지역의 방위를 위해 부대의 통합운용 및 기동적인 수송전개가 필요하

다. 그리고 육ㆍ해ㆍ공군 부대 간에 긴밀한 연계와 함께 침공부대를 저지ㆍ격파

하는 것과 상황에 따라 도서 탈환을 실시하는 경우도 요구되어진다는 점에서 해

병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베는 “이른바 도서방위에 대해 말하

자면, 해병대와 같은 기능을 일본이 갖추어 나갈 필요성 역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2013년 5월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아베답변)는 견해를 표명했다.41)

나. 육상자위대의 상륙작전 전담부대 

일본 해병대라고 일컫는 육상자위대 상륙작전 전담부대의 창설목적은 일본 

영토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부속도서군을 방어하고 유사시 상륙작전으로 상

실된 도서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일본 방위성은 최근 수년간 정기적으로 미ㆍ
일 공동으로 낙도방어 및 탈환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었다. 일본 수륙기동단의 

모체부대는 서부방면대의 보통과 연대(WAIR : Western Army Infantry 

Regiment)이고 나가사키 사세보항 소재에 위치하고 있다. 부대의 병력규모는 

소총 중대 3개를 보유한 증강된 경 보병대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42)

모체부대에서는 ’12년 상륙작전 전담부대 창설 결정 이후 미 해병대와 지속

적인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43) 2012년 8월에는 괌의 테이안에서, 2013년 1

39) “Japan Builds Amphibious Force Modeled on U.S. Marines,”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18, 2014).; www.defensenews.com/article/20140303/DEFREG03/303030024/Repoet-

JapanToCreateAmphibious Force Modeled After US MarineCorps.(검색일: 2017.8.1). 

40) The US DoD Directive, No.5100.1(August 1, 2002), pp.19-20.

41) 국방정보본부(2016), p.177.

42) 해당 연대 자체가 멀리 떨어진 섬 등의 탈환 등의 목적으로 양성된 660명 수준의 부대였고 미 해

병대와 교류가 잦은 부대이다. 

43) Goldman Justin, “An Amphibious Capability in Japan’s Self-defense Force: Operationalizing 

Dynamic Defense,”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6, No. 4 (Autumn 2013), pp.1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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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육상자위대가 미 해병대와 실기동훈련을 실시했으며, 

2013년 6월에는 미 캘리포니아에서 육ㆍ해ㆍ공 자위대가 참가하여 미군과의 통

합훈련 ‘Dawn Blitz-13’을 실시했다.44) 미국의 캘리포니아 팬들턴 기지에서 실

시한 훈련에 일본 자위대는 육상자위대 1개 중대, 해상자위대 소속 상륙함 1척, 

AH-64 및 CH-64 등을 참가시켰다.45) 훈련 이후 매년 수회 이상의 연합훈련, 

각종 교육 ITX(Integrated Training Exercise)46)에 참가하고 미 동부해안의 대

표적 상륙훈련인 ‘Bold Aligator-14’ 훈련에 수명의 참관단이 파견되었다. 

일본 수륙기동단의 창설규모는 인원은 약 3,000여명 규모(육군 보통과 연

대, 해상 및 공중자위대 인원 포함)라고 알려져 있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일

본 정부는 센카쿠 유사시에 상륙 및 탈환작전 등 해병대 기능을 수행할 수륙기

동단을 3개 연대로 편성하고47) 일본 자위대는 수륙기동단을 기존의 육상막료

장과 별로로 육상자위대 사령부 조직에 신설될 육상총대 휘하에 두어 육상총

대사령관이 각 방면대를 총괄하고 합동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2018년까지 수륙기동단의 편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다.48) 주요

장비로는 미 해병대로부터 도입 예정인 AAV-7A1 6대(1개 소대 상륙돌격용)와

오스프리(V-22) 17대, 수륙양용차량 52대(현재 6대 차량은 시험가동 중)를 도

입하여 배치할 예정이다.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4-2018｣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현재 상륙작전 수송능력을 보면 상륙함정 및 공기부양정

(LCAC) 등은 이미 보유 중이며 수송함정 전력으로 헬기모함인 휴우가급

(Hyuga) 2척과 이즈모급(Izumo) 1척, 강습상륙함인 오수미급(Osumi) 3척, 유

라급(Yura) 2척과 미국 제조 공기부양정(LCAC) 6척, 일본 자체 제작 중형 공

기부양정(LCAC) 12척을 보유하고 있다.49) 즉, 현재 일본 자위대의 상륙작전 

수행능력을 보면 육ㆍ공 자위대의 수송기로 324대로 무장병력 약 6,800여 명

44) 이 훈련은 과거 미군 단독으로 훈련을 실시해왔으며 자위대가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센카쿠 충돌 대비 미일 합동훈련 실시,” 연합뉴스 (2013.6.11).

45) 국방정보본부(2016), p.274.

46) ITX는 29팜스(해병기지)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제병통합기동훈련을 의미한다.

47) 서부방면대 보통과 연대는 제1연대로 바꾸고 그 외에 700〜900명 상당의 2, 3연대를 추가로 설

치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과도기적 과정으로 수륙양용준비대를 거쳐 기동단으로 편성될 예정

이다.

48) “일본 ‘해병대역할’ 수륙기동단 3천명 규모로 창설,” 연합뉴스 (2013.10.27).

49) IISS, Military Balance 2013 (London: Routledge, 2016) pp.252-253. Jane’s fighting ship 2016 

http://dtims.mnd.mil:8072/xml/janesxml/reference/jfs/current/jfs_frames_index.htm.(검

색일: 2017.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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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송이 가능하고, 해상 자위대의 항모를 비롯한 27척의 함정으로 헬기 34

대 적재 및 무장병력이 약 1000여명 승선이 가능하다. 종합적으로 최대 대대

(+)급 상륙작전 및 수송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수륙기동단의 작전개념은 일본의 낙도 및 부속도서(구체적으로 센카

쿠 열도를 지칭)를 적국이 강제 점령 시 수륙기동단이 상륙작전을 통해 탈취, 

회복을 한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은 과거 미국과 공동으로 낙도 

탈환 훈련을 한 것과 달리 단독으로 일본의 육ㆍ해ㆍ공 자위대를 총출동시켜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4년 5월 22일 일본 내의 낙도를 

실제 활용해 대규모 상륙훈련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를 공개한 목적은 미 

해병대의 협조 없이도 일본 자위대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여 센카쿠에 대한 

방어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평가되었다.50) 일본이 어떻게 수륙기동단을 

통해 작전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도를 제시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51)

<그림 1> 일본 해병대의 도서탈환 작전개념도

50) “일 자위대 뺏긴 섬 탈환하라 사상 최대 훈련,” 중앙일보 (2013.11.02); “日 센카쿠 탈환 훈련 

공개…중러 합동훈련에 맞불,” 연합뉴스 (2014.5.22).

51) “Japan’ new defense guidelines to stipulate amphibious force,” http://ajw.asahi.com

/article/behind_ne ws/politics/AJ201310120038.(검색일: 2017.7.23).



일본 방위전략의 공세적 변화가 한국 해군에 주는 전략적 함의 / 정광호  103

다. 수륙기동단 창설을 위한 일본의 노력

2013년 12월 17일 일본 아베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의 기본지침인 ｢국가안전

보장전략｣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아베 총리가 2013년 9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창설과 국가차원의 안보전략을 새롭게 만

들 것을 지시한 지 3개월 만에 완성되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미국의 국가

안보전략서(NSS)를 벤치마킹 한 것인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가 외교안보정

책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도 유

사한 성격으로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서 중요한 문서임은 틀림없다.52)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이 갖는 의미는 전후 국가체제를 종료하고, 보통국가로서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일본의 의지와 열망은 

문서 작성에 2년 정도의 시간이 소비되는 미국과 비교해 불과 3개월 만에 수립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려는 노력은 모든 국가가 

인정하는 권리이지만 한 국가의 군사력의 증가는 인접국가에게는 군사적 위기

감을 상승시켜 오히려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53) 이런 차원에서 일본이 

최근 공표한 안보 3종 세트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사력 증강계획은 지역 

안보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주변국들은 제국주의의 부활 및 보통

국가화로 진행을 우려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문서의 포함된 내용도 일본이 지

금까지 걸어왔던 길, 전후 평화헌법의 틀 속에서 유지되어온 안보전략과는 상

반54)되기 때문에 더욱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55) 

재집권한 아베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가의 핵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

국 안보능력을 확대 및 강화시키고 있으며 발생하는 사건에 수동적으로 대응

52) 고든 나다니엘 레더만(Gordon Nathaniel Lederman) 저, 김동기ㆍ권영근(옮김), (합동성 강화) 

미 국방개혁의 역사 (서울: 연경문화사, 2002), pp.5-10.

53) Peter Hough(2004). p.4. 

54) 박영준, 제3의 일본 (서울 : 한울 아카데미, 2008), p.4.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전후 

평화체계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것인지 아니면 경제대국에 상응하는 ‘보통국가’를 지향할 것인지

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고 한다. 추가적인 내용은 제2장 21세기 일본의 대국구상 논쟁 참고.

55) Japan Ministry of Defen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December 17, 2013, 

http://japan.kantei.go.jp/96＿abe/documents/2013/＿icsFiles/afieldfile

/2013/12/7/NSS.pdf.(검색일: 2017.7.1). NSS의 주요내용은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

화주의를 목표로 정하고 그에 걸맞는 역량과 능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안

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보를 위한 필요한 억제력을 강화하여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방지하고 위협이 미칠 경우에는 위협을 격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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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보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아베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이념을 ‘적극적 평화주의’ 로 정하면서 기

존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외교안보정책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핵심적 

이익을 명시했는데 여기에는 센카쿠 열도 뿐만 아니라 독도의 영유권도 포함

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일본은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집중할 것이라

고 하였다. 특히, 국가안보의 최종적인 담보는 방위력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중

에서도 해양국가로서 해양안보의 확보를 위해 전력 강화에 노력을 경주하겠다

고 공식화하였다.

일본은 과거부터 안보전략의 근간이었던 방어 중심의 ‘전수방위’ 원칙에서 

공격적인 개념으로 발전된 ‘통합기동방위력 개념’ 을 제시하고 특히, 중국의 센

카쿠 열도 강점에 대비하여 과거에 공격용 무기 및 부대라고 창설을 거부했던 

수륙기동단 창설을 공식화했다.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도서에 대한 공격 상황

에서 필요한 부대를 신속하게 기동 전개해 해상 및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도서

에 대한 침공이 있을 경우에는 탈환하며 이를 위해 수륙양용 작전능력을 새롭

게 정비 한다” 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육상자위대 예하에 수륙양용작전 등

을 할 수 있는 전문 기량을 갖춘 기동부대를 보유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해

당 능력을 위해 미ㆍ일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마스터 플

랜을 수립했다.56) 다시 말해, 일본은 도서방어를 위해 해병대적 성격을 갖는 

부대를 창설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국가전략에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계획을 

진행 중이다.57)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2014년에 반영된 일본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수송능력과 신속한 전개를 위한 틸트로터(Tilt-rotor) 항공기를 개발

하기 위한 연구비로 약 10만 달러를 책정하여 2015년부터 연구를 시작하고, 작

전 초기 헬리콥터를 이용한 상륙작전 능력을 확보하기 상륙작전을 위해 교육 

및 훈련에 15억 엔을 투자하고 있다.58) 또한 오수미(Osumi)급 상륙함정의 수

56) http://www.mod.go.jp/j/procurement/index.html.(검색일: 2017.7.18).

57) 최근에 한국 및 중국 간의 도서영토 분쟁으로 투사형 군대의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큐슈와 오키나

와를 포함한 2,400여개 도서를 관할하는 서부 방면대 예하에, 2002년부터 서부 방면대 보통과 

연대를 창설하여 점령된 섬을 탈환하는 선견부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육상 자위대에서 

가장 우수한 자원만 선발하여 배치하고 있고 미ㆍ일 도서탈환 훈련인 Iron fist에 참가하여 미군

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58) 일본은 미 해병대 전투발전 사령부 소속 연락장교를 활용해 노폭, 캠프 펜들턴 등을 순회하면서 

위탁교육 / 연합훈련 중 인원 및 부대를 방문하여 교육 및 훈련 전ㆍ중ㆍ후 교훈사항,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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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개조와 상륙작전을 위한 이즈모함(Izmo)의 건조도 포

함되어 있다. 또한 상륙돌격 장갑차 2대를 2013년에 샘플로 구매하여 연구 중

이며 2014년에는 지휘 및 통신용 장갑차도 추가로 구매하였다.59) 

요약하면 일본은 국가의 안보전략 지침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이를 기

반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된 ｢방위계획대강 2013｣,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4-2018｣를 통해 구체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미 해상 수송능력 및 장

비가 구비된 상황에서 추가로 수륙양용차량과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등을 계

획대로 도입하고, 실질적인 수륙기동단 기능을 확충한 서부방면대의 보병과 

보통 연대를 수륙기동단 전문부대로 전환, 확장시킨다면 일본의 상륙작전능력 

강화는 시간문제이다. 

Ⅳ.�수륙기동단�창설이�한국�해군에게�주는�전략적�함의
 

위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일본 육ㆍ해군의 상륙전부대는 일본이란 국가가 

세계 열강대국으로 들어서기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해병대를 운용해 본 경험이 있고, 그 훈련 수준 또한 세

계 최고의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험을 토대로 한 일본판 해병대인 수

륙기동단 창설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의 전략적 행보는 현재 동북아에서 미ㆍ
중간 패권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해군에게 주는 함의는 분명

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해병대는 공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일본 수륙기동단의 창설은 공격과 방어의 균형에서 공격 쪽으로 무게

의 균형이 이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동북아에서의 안정적인 세

력의 균형보다는 일본과 도서 영유권 및 해양관할권 분쟁 중인 국가들을 자극

하게 되어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이다. 

미ㆍ일 간 센카쿠열도 분쟁은 현재 명백한 분쟁 단계의 시작점에 위치해 있

등을 도출하는 등의 상륙작전 전담부대 준비를 위한 임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한국 해병

대 운용 전력 관련 사항에도 연구 중이다.

59) “Defense Program and Budget of Japan; overview of FY2014 Budget,” http://www.mod.

go.jp/e/d＿budget/pdf/260130.pdf.(검색일: 201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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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0) 그리고 앞으로 계속 분쟁 양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의 독도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런 시점에서 해상투사전력인 공세적 성격의 수륙

기동단의 창설은 주변국들에게 의구심과 오인에 의한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

고61), 이것은 곧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 또한 증대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62) 

②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증대시킬 것이다. 상륙작전은 자국의 본토를 방어

하기 위한 전력보다는 전력 투사를 통해 공격 및 방어하기 위한 전력이기 때문

에 주변국들로하여금 단순히 자국의 영토 방어나 재해ㆍ재난 시에만 활용하기 

위한 군사력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륙군을 운용하기 위해

서는 지상병력과 지원화력, 해상전력, 공중전력 등 복합적인 전력이 동시에 요

구된다. 이미 2013년 예산에 수륙양용차 4대의 획득예산이 반영된 바 있고, 중

기방위력계획에 총 52량의 수륙양용차 획득방침이 포함되었다. 일본의 이같은 

공세적인 전력의 도입은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할 것

이다. 

③ 일본은 2018년 수륙기동단 창설을 계기로 원거리 도서지역이나 해외파

견을 위한 전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것이다. 일본은 2002년 낙도방위를 위해 

사세보에 1,000명 규모의 서남방면 보통과 연대가 창설되었지만, 이 부대는 곧 

수륙기동단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육상자위대 중앙즉응집단의 국제평화협력유

지대, 해상자위대가 보유하는 1만4천톤을 상회하는 헬기탑재 경함모 4척, 항

공자위대의 수송전력 및 공중급유기 등은 자위대의 원거리 투사능력, 해외파

견능력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전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종전의 소말리아, 남수

단 등지에서 실시해왔던 유엔평화유지활동에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원거리 투사능력과 관련하여 일본이 그동안 공격용 무기 비보유 원칙

과 관련하여 보유를 금기시해온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탄도미사일, 핵추진잠

수함 등의 무기체계 보유 자산을 확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④ 일본은 수륙기동단 창설을 통해 단기간에 상륙전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

60) 정광호(2013), pp.138-139.

61) Robert AysonㆍDesmond Bell. “Can a Sino-Japanese War Be Controlled,” Survival, Vol. 

56, No. 6 (2014. Dec.-Jan.), pp.135-136.

62) 최근 미국의 RAND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일본이 중국에 승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국군은 일본에 비해 군 조직과 구

성원의 질적인 측면에서 낮고, 병사와 장교들의 낮은 훈련수준, 무기의 수준 저하 등으로 일본에

게 패배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Michael S. Chase et al, China’s Incomplete Military 

Transformation (Santa Monica: RAND, 2015),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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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태평양 전쟁 전 미국 해병대는 일본의 상륙작전 능력을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비록 패전 이후 상륙작전 수행의 맥은 단절되었으나 자체

적으로 상륙작전을 위한 교리와 무리, 장비(함정, 주정)를 개발하고 발전시켰

던 무형의 자산을 갖고 있다. 다른 어떤 요소들에 비해 과거 상륙전 운용 경험

은 향후 일본이 열도를 벗어나 국가이익을 창출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

향으로 진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⑤ 도서방어작전 수행능력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도서방어ㆍ탈환은 

자위대에 있어서 가장 가혹한 작전, 즉 합동성을 발휘해야만 하는 작전이다. 

과거의 전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서방어ㆍ탈환을 위해서는 충분한 항공우세 

및 해상우세가 필수적이며 신속하고 충분한 지상전투력의 투입도 필요한 작전

이다. 과달카날 공방전(1942), 포클랜드 분쟁(1982)은 모두 주기지 및 본토로

부터 이격된 지역에서 제해권 및 제공권을 획득한 측이 지상전에서도 승리를 

거두었고, 결과적으로 도서를 탈환했다. 

도서방어ㆍ탈환이라는 것은 해상자위대에 있어서 대공전, 대잠전, 대함전, 

대기뢰전, 전자전, 정보전 등 모든 능력을 투입하는 통합전이다. 통합운용의 

관점에서 항공자위대 및 육상자위대와의 합동은 더욱 증요한 요소가 된다. 과

달카날 공방전에서도 육해군의 합동운용이 가장 중요했다는 점이 보고된 바 

있다. 원거리에 대한 신속한 기동 전개도 커다란 과제인 것이다. 일본 본토로

부터 멀리 이격된 해역에 대한 도서방어작전의 실행은 평시 도서기지 및 유사

시 해상기지의 설정, 이를 위한 해공수송능력 및 호위능력의 강화가 필수 불가

결한 요소이다. 그리고 도서방어작전의 핵심인 수륙기동단의 창설이 그 시발

점인 것이다. 

⑥ 수륙기동단 창설을 통해 일본 영토와 영해에 가해질 수 있는 군사적 위

협에 기동성있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적응전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기존에

는 지역배치의 특성을 보였던 육상자위대의 주요 부대들이 대거 3개 기동사단 

및 4개 기동여단으로 재편되면서 국토 종심이 길고, 도서 지역이 많은 일본 어

디에서나 유사 상황 발생시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전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게 된 점이다. 신규 증강될 99대의 기동전투차량은 이러한 기동사단 및 여단

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신설된 육상자위대의 중앙즉응집단도 

이러한 즉응전력으로 기능할 것이다. 방위계획대강은 육상자위대의 각 방면대

를 통할하는 통일사령부 신설 방침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기동사단 

및 중앙즉응집단은 신설된 육상자위대 통일사령부의 지휘체계 하에 들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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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해상자위대도 기존에 존재했던 5개 지역배치함대가 2010년 이후 

4개의 기동함대 체제 하에 재편되었다. 

Ⅴ.�결론
 

탈냉전기 이후부터 아베 정권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규범 및 

전략, 방위비, 실제 육ㆍ해ㆍ공 자위대의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볼 때, 종전의 

‘반군사주의(anti-militarism)’적 경향은 약화되고,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군사

력을 잠재적 위협에 대해 쓸 수 있고, 해외 파견도 가능하도록 하는 공세적인 

보통국가적 군대로서의 성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력증

강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및 방위계획대강에서 표명된 ‘통합기동방위력’

의 실체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기동방위력을 구성하는 핵심전력

이 수륙기동단의 창설이다.

일본은 과거 미 해병대보다 우수한 상륙전부대인 해병대를 운용해본 경험

이 있다. 특이점은 육군과 해군이 독자적으로 상륙전력을 운용하였다는 것이

다. 상륙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일반적으로 해양에서 육상으로 전력을 투사하

는 역할은 해군이 주가 되어 실시해 왔으나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근대화 되는 

과정에서 육군과 해군이 동일하게 상륙작전을 위한 부대를 운용했었다. 한편, 

육ㆍ해군에서 운용된 상륙전부대는 독립된 군종으로서 운용되기보다는 각 군

에 종속되어 운용됨으로써 독자적인 군사력 건설과 발전에 제한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일본이 창설하고자하는 수륙기동단은 합

동작전의 능력이 강화된 성격을 가질 것이다. 육상자위대에 수륙기동단을 편

성하고 해상자위대가 이들을 투사시킬 수 있는 해상 전력을 확보하는 형태의 

합동작전 운용능력을 갖춘 수륙기동단이 창설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수륙기동단의 창설은 일본 방위전략의 공세적인 변화를 구체화해주는 

실체이다. 군사전략의 공세적 변화는 전략의 스펙트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

분한 요인이다. 현재 한국의 군사전략의 중심은 주적인 북한의 위협에 맞춰져 

있다. 즉 북한이라는 북쪽에서 오는 위협의 한축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전

략을 집중하고 있다. 동ㆍ서ㆍ남으로부터 오는 잠재적인 위협에는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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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중국과 일본

은 해병대를 증강 또는 창설예정이고, 한국은 해병대를 감축예정이라는 것에

서 볼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의 바다를 통제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일본 수륙기

동단의 창설은 한국 해군에게 주는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국에 ‘독도방어작전’이 있다면 일본 또한 ‘도서방어작전’이 있다. 만약 일본이 

독도에 상륙한다는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첫발은 수륙기동단이 되지 않을까? 

직접적인 위협과 잠재적인 위협에 포위된 한국 해군이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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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Offensive Change of Japan’s Defense Strategy 

and Strategic Implication to the South Korea 

Navy: Focusing on the Japan’s Amphibious Rapid 

Deployment Brigade Creation

Jung Gwang-Ho*63)

After defeat in World War II, Japan’s Peace Constitution committed the 

country to forego the acquisition of offensive military capabilities. However, in 

the midst of the post-cold war period, Japan began to change its security 

posture in line with the so-called ‘normal state theory’, which called for a 

more robust defense posture and expanded security activities.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promoted these security policies by issuing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as well as a new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NDPO) in 2013 

and by establishing new security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 Abe administration also adopted the new concept of a ‘Unified 

Mobile Defense Force’ in the 2013 which replaced the ‘Dynamic Defense 

Force’ as a new criteria for the Self-Defense Force’s acquisition of military 

capabilities. In this new concept of military capabilities, the Ground Self-Defense 

Force is planning to replace existing divisions with mobile divisions and to 

form ‘Amphibious Rapid Deployment Bridge’ for the first time in 2018, which 

has long been taboo in Japan. Japan has experience a Marine Corps in the 

past. Likewise, an offensive changes in the military strategy can change the 

spectrum of strategy and ‘Amphibious Rapid Deployment Bridge’ plays a big 

role in this. Furthermore, Japan is increasing the Coast Guard’s budget and 

63) Lieutenant Commander, Ph.D. in Military Strategy, Office of DNCO for Planning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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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ilities in preparation for contingencies around the Senkaku islands (called 

the Diaoyu in Chinese). The South Korea navy should utilize Japan’s changing 

security posture to deter immediate threat such as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and potential enemy threat such as China, Japan, Russia.

Key Words : Defense Strategy, Unified Mobile Defense Force, Dynamic 

Defense Force, Amphibious Rapid Deployment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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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2006년 12월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胡錦濤)는 ‘해양강국, 해군강국 건설’

을 선언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으며, 2012년 11

월 제18차 당대회에서는 해양굴기(海洋崛起)에 대한 전략을 천명한 바 있다. 기

존의 대륙국가에서 해양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해양국가가 되

기 위해 시진핑이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가 바로 그것이

다, 중국의 ‘일대일로전략’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아시아 재균형전략’

의 충돌의 불가피성으로 인한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불안정성이 고조되어왔다.1) 

‘미국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미국

의 군사력 강화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력 전투함을 350척으로 증강하

겠다고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바도 있는 해군력 부분이다. 트럼프도 오바마의 아

시아의 중시정책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ㆍ
태평양 해양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해양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이 선포한 인공섬에 대해 선언한 영해

선언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전인 ‘항행의 자유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도 오바마 행정부보다 빈번하고 과감하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2) 

아편전쟁을 계기로 열강침략에 시달리며 주변세계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

었던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은 신중국의 탄생을 전후

한 무렵이다. 국민당 정부시절 중국은 1947년 남중국해 지역 대부분을 11개의 

단선(段線)으로 둘러친 공식지도를 제작ㆍ출판했다. 1949년 수립된 신중국은 

1953년 새 지도를 반포하면서 이를 계승했으며 기존 11단선을 9단선으로 변경

했다. ‘남해 9단선’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인민은 기원전 2세기 한무제(漢武帝) 때부터 남해(남중국해)를 개발하

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남해에 대한 주권과 관련된 권리는 오랜 기간

의 역사적 과정 중에서 단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중국 외교부의 공식입

장이다. 중국은 지도처럼 남중국해가 중국의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지는 

1) 김덕기, “미국 해군정보국 보고서를 통해서 본 중국해군: 개괄적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

방논단, 제1590호(15-43), 2015.10.26, p.2; 안광수, “한국 해양안보의 주요쟁점과 정책방향,” 

한국해양안보포럼, E-저널, 제12호, 2016년 6월호.

2) 이춘근, “트럼프시대 미국 해군력 현황과 전망,” 한국해양전략연구소, Strategy 21, Vol.20, 

No.1, Spring 2017, p.5,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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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남사(스프래틀리)군도, 서사(파라셀)군도 등 남중국해에 존재하는 다

수의 도서지역을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필리핀, 베

트남 등 주변국들은 끊임없이 반발해왔다. 한쪽이 남중국해에 무장어선, 군함 

등을 진입시키면 다른 한쪽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없

이 반복되어왔다.3) 

그리고 시진핑 체제에 들어선 이후 중국은 남중국해에 다수의 인공섬

(artificial islands, 人工島嶼)을 건설하여 직접적인 영유권의 굳히기 행보에 

돌입하면서 갈등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중국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패권을 겨냥한 ‘도련선전략’을 수립

했지만, 후대 지도자들에게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은밀히 힘을 기

른다.’는 뜻)와 영불당두(永不當頭: ‘영원히 우두머리로 나서지 말고 미국과 패

권다툼을 하지 말라.’는 뜻)를 유훈으로 남겼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주석은 이

를 잘 지켰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이를 무시하면서 관련국간의 갈등, 특히 

미중갈등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4)

최근 동아시아 해양안보쟁점 역내국가간의 영유권분쟁이나 경계획정을 둘

러싼 갈등을 넘어 미ㆍ중간 패권경쟁이라는 글로벌 쟁점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ㆍ중간의 해양패권경쟁은 냉전 당시 태평양과 인도양 제해권을 두고 미ㆍ소 

양진영이 치렀던 전통적 해양군비경쟁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신해양패권경쟁은 과거의 단속적 상태

에서 벗어나 상시적이고 거시적인 안보문제로 창발하고 있다. 미ㆍ중간 신해

양패권경쟁을 정점으로 하는 동아시아 해양안보이슈의 임계점은 2015년 여름

부터 불거진 중국의 남중국해 남사군도내 인공섬 조성 및 군사기지화 정책이

라 할 수 있다. 이는 미ㆍ중 양측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불사하며 무력시

위를 계속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5)

중국은 그동안의 경제성장의 확대를 위해 공세적인 해양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해양강국을 건설과 일대일로(一帶一路) 국가전략은 해양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해양에서의 자유항행과 해양

을 통한 접근유지는 미국이 추구해온 해양질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남중국

3) 이준삼, “‘화약고’로 변해가는 남중국해…미중 갈등 ‘일촉즉발,’” 연합뉴스, 2015년 10월 20일자.

4) 하종대, “사드 보복은 중국의 커다란 전략적 실수,” 동아일보, 2017년 3월 27일자.

5) 구민교, “미중간의 신해양패권경쟁: 해상교통로를 둘러싼 ‘점-선-면’ 경쟁을 중심으로,” 국제ㆍ
지역연구, 제25권 제3호, 2016년 가을호,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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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서 볼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한반도 주변수역을 비롯한 동아시아

의 해양이 격랑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6) 

이 글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ㆍ중간의 갈등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의 현황, 미ㆍ중의 해양안보전략 변화와 

남중국해 전략적 가치, 남중국해 관련 미중갈등의 주요쟁점과 향후전망, 한국의 

안보ㆍ외교적 대응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Ⅱ.�남중국해�영유권분쟁의�현황

1.�남중국해�개관

남중국해는 말 그대로 중국 남쪽에 위치한 바다이다. 남북길이 2,900㎞, 

동서길이 950㎞이며 남서쪽으로 말레이반도와 동남아시아, 북동쪽으로 대만

(Taiwan), 동쪽으로 필리핀, 남쪽으로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 둘러싸여 

있다. 중국에서는 남해(南海)라고 부른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는 중동원유를 싣고 걸프만을 출발해 인도양을 

거친 수송선이 동북아시아로 향하는 길목이기도 하다. 수송선은 세계에서 가

장 중요한 항로인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의 약 800㎞에 

달하는 말라카해협을 거쳐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선수를 90도 왼쪽으로 돌려 

북상하게 된다. 그 때, 지도로 보면 왼쪽으론 베트남과 중국 남부해안에 접하

고, 오른쪽으론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과 필리핀으로 에워싸인 안마당 같은 

바다가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남중국해이다.7) 

남중국해는 중국대륙의 1/3(356만㎢, 한반도의 14배) 크기로 동사ㆍ서사ㆍ
중사ㆍ남사의 4개 군도 310여개의 암초와 사주로 이루어진 해양안보의 핵심으

로 떠오르고 있는 중요해역이다.8) 즉 남중국해 남쪽에는 남사(중국명: 南沙/

난사, 필리핀명: 칼라얀, 베트남명: 쯔엉사, 영문명: Spratlys), 서쪽에는 서사

6) 안광수,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권의 갈등과 한국의 해양안보,” 한국해양안보포럼, E-저널, 
제23호2017년 5월호. 

7) 장인철, “남중국해 위기,” 한국일보, 2015년 10월 25일자.

8)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ㆍ중 전략경쟁, 2016.4.12,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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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명: 西沙/시사, 베트남명: 호앙사, 영문명: Paracels), 동쪽과 남쪽 중간

에는 중사(중국명: 中沙/중시, 영문명: Macclesfield), 동쪽에는 동사(중국명: 

東沙/둥사, 영문명: Pratas) 등 4개 군도가 위치하고 있다.

남중국해 내에 존재하는 자연해양 지형물은 대부분이 경제활동이 미미한 

암초 또는 산호초로 이루어져 있어 그 지형물 자체로는 가치가 크지 않다. 관

련국의 점유해역이 가장 넓고, 영유권분쟁이 가장 복잡한 남사군도의 경우, 본

래 모든 도서의 해면위로의 돌출부분의 총면적은 약 2.1㎢에 불과하다. 5대양

을 빼고 가장 큰 해역인 남중국해는 4개 군도의 영토면적을 훨씬 초월하는 경

제적, 안보ㆍ군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길이 약 3,000㎞, 너비 약 1,000㎞에 

달하는 드넓은 남중국해 해역에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해상수송로

의 핵심해역이자, 석유ㆍ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하게 묻혀 있기 때문이다. 

조사기관이나 시기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대략 110억 배럴(barrel)의 원유와 

190조m³ 가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9) 또한 전세

계 어업량의 10%를 차지할 정로도 어족자원도 풍부하고,10) 세계에서 가장 많

은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남중국해는 전세계 해상상업물동량의 약 1/2, 에너지물동량의 약 1/3, 한

국, 일본, 중국의 석유 수송량의 약 80~90%(한국 90%) 등이 통과하는 전략적 

수송로이다.11) 전 세계 해양물류의 절반 가까이와 원유 수송량의 60% 이상이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유수송의 대부분이 이 지

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12)

�
2.�남중국해�영유권분쟁의�현황과�전개

가. 남중국해 영유권분쟁당사국 현황

남사(스프래틀리)군도는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

이 등 6개국이 당사국이며, 서사(파라셀)군도는 주로 중국과 베트남이 대립하

 9) Alexander Metelitsa and Jeffrey Kupfer, “Oil and Gas Resources and Transit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Issue Brief, 2014, p.3.

10) 최현수, “남중국해가 심상치 않다,” 한국해양안보포럼, E-저널 , 제5호, 2015년 11월호.

11) 이지용, “남중국해 해양영유권분쟁: 역사적 배경과 현황 평가,” 격월간 시대정신, 2016년 3ㆍ4

월호. 

12) 조혜리,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 한국경제 뉴스, 2015년 10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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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중사(맥클스필드)군도는 중국, 대만,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

으며, 동사(프라타스)군도는 대만이 현재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남중국해 분

쟁은 주로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남사군도를 제외한 3개 

군도는 중국(서사군도, 중사군도)과 대만(동사군도)의 일국(一國) 실효지배 하

에 있으며, 남사군도를 둘러싼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사군도는 남중국해의 남단에 위치한 해역에 위치하고 있고, 해수면위로 드

러난 도서(島嶼)의 총 면적은 2.1㎢에 불과하지만 6개국이 분쟁당사국이다. 중국

과 대만은 해수면상의 모든 도서 및 해수면 하의 모든 지형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베트남은 해수면 상의 모든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필리핀은 해

수면 하의 모든 지형물에 대한 영유권을 각각 주장하고 있으며, 그 외 분쟁당사

국들은 일부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중국은 11개, 대

만은 1개, 베트남은 32개, 필리핀은 11개, 말레이시아는 6개 도서를 각각 점령하

고 있으며, 분쟁당사국 가운데 브루나이(Brunei)만 점령도서가 없다.13)

미국은 그동안 그래왔듯이, 남중국해가 특정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된 영해가 아니라 자유항행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해라는 견지에서 항행(또

는 항해)의 자유를 주장해왔고 미국 이외에도 이 지역에 직접 영유권분쟁을 벌

이지 않고 있는 국가들은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4)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동남아시아에 전략적 기지를 

건설하고, 항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의 80∼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1992년 채택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 제2조에서 남중국해의 4개 군도를 모두 자신의 영토로 선언하고 접

근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물리력 행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중국은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역사를 내세우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후한(後漢)

시기부터 남사군도에 출항한 기록과 송ㆍ원ㆍ명ㆍ청 왕조시대의 각종 항해기

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909년 청나라 광동성과 광서성의 영유권 선언으

로 중국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패망이후에는 카이로선언(Cairo 

Declaration)으로 권리가 반환되었다고 주장한다.15)

국민당 정부시절 중국은 1947년 12월 남중국해 지역 대부분을 11개의 단선

13)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정보: 남중국해 분쟁,” http://www1.kida.re.kr/woww/history/

closed_detail.asp?i dx=1121&closed=101&msection=100(검색일: 2017.8.10). 

14)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17.8.11). 

15) 채은하, “남중국해 분쟁,” Daum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X85

(검색일: 201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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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段線)으로 둘러친 공식지도를 출판했다. 그 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

한 후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는 1953년 11단선을 9단선으로 수정한 새 지도

를 배포했다. 9단선 안에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사군도 등 남중국해의 

80∼90%가 포함되어 있다.16) 

베트남 역시 역사적 근거를 주장한다. 베트남은 1834년 남사군도를 베트남 

영토로 표기했으며 식민지시기 프랑스가 1887년 영유권을 선언했다고 주장한

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샌프란시스코회담(San Francisco Conference, 

1951.9.8) 때 베트남은 서사(파라셀)군도와 남사(스프래틀리)군도에 대한 주권

을 선언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샌프란시스코회담 때 중

국은 참여하지 못했다.17) 

필리핀은 ‘발견에 의한 선점’과 ‘시효취득’ 이론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1956년 필리핀 국민인 토마스 클로마(Tomas Cloma)가 최초로 이 섬들을 발견

했고, 이것을 1978년 당시 마르코스 대통령이 필리핀 영토의 일부로 편입시켰

다는 것이다.18) 남사군도는 필리핀 서쪽 팔라완 섬으로부터 380km 떨어져 있

는 곳으로 지리적으로 필리핀과 가장 가깝다.

남중국해 해역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요약해 보면, 중

국과 대만은 역사적 권원에 입각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베트남은 지리적 

근접성 및 역사적 권원을, 필리핀은 지리적 인접성과 무주지 선점을, 말레이시

아와 브루나이는 지리적 근접성과 대륙붕 관련 해양법협약에 따라 영유권과 

관할권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 해역에서 남사(스프래틀리)군도는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

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6개국이 당사국이며, 서사(파라셀)군도는 주로 중국

과 베트남이 대립하고 있다. 중사(맥클스필드)군도는 중국, 대만, 필리핀이 영

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동사(프라타스)군도는 대만이 현재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남중국해 분쟁은 주로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남

사군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군도는 중국(서사군도, 중사군도)과 대만(동사군

도)의 일국(一國) 실효지배 하에 있으며, 남사군도를 둘러싼 갈등이 가장 첨예

하게 진행되고 있다. 

16) 김문성, “미 군함 접근 남중국해 환초는 영유권분쟁 대표 인공섬,” 연합뉴스, 2015년 10월 27일자. 

17) 채은하, “남중국해 분쟁,” 앞의 글.

18) 김동엽, “아시아 생각: 필리핀과 난사군도, 또는 스프래틀리 문제,” 프레시안, 2011년 10월 26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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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중국해 인공섬 현황 

인공섬이란 바다를 메우거나 바다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구조물을 설치

하여 만든 섬을 말한다. 인공섬은 공해(公海)상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비행장

ㆍ어장시설ㆍ대륙붕개발시설 등의 구축물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최

근에 이와 같은 시설이 공해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법상 인공섬이 영

역(領域)을 구성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공섬의 전체적 지위는 앞

으로의 국제법 발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륙붕개발을 위한 인

공섬, 즉 그 시설 및 주변의 안전지대에 대한 법적 지위는 1958년의 유엔해양

법회의에서 채택된 ｢대륙붕에 관한 협약｣에 규정되었다. 그 협약에 의하면 인

공섬은 연안국의 관할하에 둘 수는 있으나, 도서(島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는 

못한다. 또 인공섬 자체의 영해(領海)를 가질 수 없으며, 연안국의 영해를 측정

하는 기선(基線)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19) 

남중국해 인공섬의 건설은 중국보다는 주변국에 의해 먼저 추진되었다. 대표

적으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이 남사군도에 있는 도(島)에 활주로를 건설

했으며,20)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1974년 서사군도를 무력으로 점령한 이후 3개 

도(島)에 대해 확장공사가 추진되었고, 2013년 이후 중국의 남사군도 일부도서

에 대한 매립과 시설물 건설은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

으켰다.21) 2014년부터 남사군도 7개 초(礁)에 대한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논란

의 대상이 되다 2015년 미ㆍ중이 무력충돌위기까지 가기도 했다.22)

서사군도 내 중국의 인공섬으로는 영흥도, 침향도, 광금도 등 3개가 있다. 

특히 영흥도에는 삼사시(三沙市) 시정부가 위치하고 있고, 민간인 1,440여 명

이 상주중이며, 군인 1,000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 남사군도 내 중국의 인공섬

19) “인공섬,” Naver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6001&cid

=40942&c ategoryId=31719(검색일: 20178.12).

20) 필리핀은 1978년 중업도(中業島)에 1,300m 활주로를 건설하였으며, 말레이시아는 1993년 탄환초

(彈丸礁)에 1,367m 활주로 건설하였다. 베트남은 2004년 남위도(南威島)에 550m 활주로 건설하

였으며, 대만은 2008년 태평도(太平島)에 1,200m 활주로를 건설하였다. 백병선, “남중국해 美⋅
中간 해양갈등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제16권 제3

호, 2016년 가을호, p.52.

21) 한국해양전략연구소(2016.4.12), p.1.

22) 카터(A. Carter) 미 국방장관은 2015년 5월 30일 “중국은 지난 18개월 동안 2,000에이커(809 핵

타)를 매립하였으며, 이는 역사상 남중국해 전체 매립양보다 많다.”고 언급했다. Ben Dolven, 

“Chinese Land Reclamation in the South China Sea: Implications and Policy Options,” 

CRS Report, 18 June 2015,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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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미제초(美濟礁, Mischief Reef), 저벽초(渚碧礁, Subi Reef), 영서초(永

署礁, Fiery Cross Reef), 화양초(華陽礁, Cuateron Reef), 남훈초(南薰島, 

Gaven Reef), 적과초(赤瓜礁, Johnson South Reef), 동문초(東門礁, Hughes 

Reef) 등 7개가 있다(<그림 1> 참조). 7개의 인공섬에는 군인 800여 명과 민간

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영서초에는 지휘소가 위치하고 있다.

<그림 1> 중국이 건설해온 7개 암초의 인공섬

출처: 이지용, “남중국해 해양영유권분쟁: 역사적 배경과 현황 평가,” 격월간 시대정

신, 2016년 3ㆍ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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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서사군도의 영흥도에 3,000m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남사군도

의 영서초에 3,000m 활주로를 건설중이다. 현재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3개의 

도(島)와 7개의 초(礁)라고 할 수 있다.23)

다.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쟁점의 국제화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해양은 해상교통로서 오래전부터 강대국들

의 각축대상이었다. 1930년대 이후 인도차이나반도를 지배한 프랑스와 동남아

를 침략한 일본이 이곳의 도서를 영유하고 또 포기하면서 영유권분쟁이 시작

되었다. 남중국해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주로 제국주의 정책이나 식민

지 지배정책의 연장선에서 항해(또는 항행) 문제로 대립하던 곳이었다. 역사가 

달라지면서 그 주체가 바뀌고, 항해 외에 영유권이나 해양경계 및 해양자원의 

배분이 갈등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24) 

그동안 남중국해 분쟁이 전개되어온 과정은 대략 ①동남아로 팽창한 군국

주의 일본과 인도지나 식민지국가 프랑스의 경쟁ㆍ마찰기(1930년대 후반∼
1945), ②일본패망후 국공내전기 월남의 실효적 지배기 및 관련국의 관심유발

기(1945∼1974), ③베트남-중국의 제1, 2차 무력충돌기(1974-1987), ④중국

의 주요도서 실효적 지배 쟁취후 도광양회기(1988∼2010), ⑤중국의 공세적 

팽창주의로의 전환과 미국의 개입ㆍ대결기(2010-현재)로 정리해볼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지금도 여러 국가의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Taiwan)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남중국해 

연안국들도 이곳의 남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등 수많은 소도와 암석의 영

유권과 주변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 해양영유권분쟁이 더

욱 확대ㆍ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후반 석유자원의 매장이 확인되면서부터이다. 

현재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에서 가장 공세적인 국가는 남중국해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중국이다. 이미 1947년 중국은 중화민국(대만)이 발표한 11단선을 

1953년부터 9단선으로 줄여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신의 해역이라 주장도 했지

만25) 1951년 외교성명으로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1958

23)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7/19/20160719003504.htmlOutUrl=naver(검색일: 

2016.7. 21 ); 백병선(2016), p.52.

24) 이창위, “남중국해 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종연구소, 정책브리핑, No. 2016-17(2016.07.25), 

p.3.

25) 구단선 안에는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Nine-Dash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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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영해선언’을 하고 1992년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조문화했다. 중국

은 전후 미ㆍ소 양국의 해양패권에 반대하며 제3세계를 대표하여 연안국의 해

양관할권 확대를 적극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개혁ㆍ개방이후 경제발전을 

이루고 군사강국이 된 중국은 해양강대국으로의 변신을 모색ㆍ추진해왔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은 베트남과의 ‘해양경계획정협정(2001),’ 아세안국가

들과의 ‘남중국해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행동선언(DOC, 2002)’ 등을 통해 

해양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식에도 합의했지만 비효과적이었다. 2009년 중국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대륙붕범위 신청에 반대하여 처음으로 유엔대륙붕한계

위원회에 ‘9단선’을 포함한 지도를 제출하기도 했다.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은 특히 지정학적으로 긴밀한 베트남ㆍ필리핀 양국과 

중국간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분쟁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베트남은 중국과 무력충돌을 했고 1974년 서사군도, 1988년 적과초(존슨

암초)를 각각 점령당했다, 그 후 2008년 5월 베트남 외교부는 대만군 사령관

의 남사군도(베트남명: Truong Sa)의 바빈(Ba Binh) 섬 방문을 베트남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해양경계획정협정’의 취소를 촉구하면서, 베트남이 

남사ㆍ서사군도에 대한 주권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ㆍ역사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후, 동년 6월 ‘해양ㆍ도서관리국’을 발족시켰다.26) 최근 베트남

과 중국 양국은 활발한 경제협력을 전개하는 가운데 육상국경 및 해상경계선 

관련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기도 하지만 해양자원분쟁은 여타 

관계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베트남 이외에 또 다른 핵심적 당사국은 필리핀이다. 중국은 지난 1994년부

터 필리핀측 해역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필리핀은 1995년 2월 필리핀이 영

유권을 주장하는 남사군도 팡가니방 산호초(Mischief Reef)에서 중국의 구조물

을 발견했다. 그 후 1997년 4월 필리핀의 스카버러 섬(Scarborough Shoal, 黃

岩島/황옌다오) 내에 설치한 중국령 표지를 제거하기도 했다. 결국 2012년 4월

부터 이 섬은 중국의 실효적 지배하에 놓이자 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방

인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며 중국을 압박해왔다. 이것은 중국이 베트남이 아닌 

다른 분쟁당사국이 주장하는 도서를 점유한 최초의 사례로서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화ㆍ글로벌화 가능성을 낳게 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Wikipedia, July 28, 2017, https://en.wikipedia.org/wiki/Nine-Dash_Line(search date: 

August 19, 2017). 

26)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정보: 남중국해 분쟁,,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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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필리핀은 지난 2013년 1월 22일 중국을 상대로 중국이 만든 9단선

과 인공섬에 영유권이 있는지를 따져보자며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제소하여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

은 법적 근거가 없고 인공섬 건설도 불법이라는 판정의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

다. 중국의 해양정책의 변화는 해양에서의 법의 지배나 책임을 수반하지 않았

기 때문에 지난 2016년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에서의 패소

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중국의 남중국해 일대 인공시설건설에 제동이 

걸린 셈이나 중국은 이러한 판정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7)

그동안 필리핀은 미국과의 방위협정을 통해 남사군도의 안전확보를 희망해

왔다. 이에 미국은 분쟁당사국간 해결을 이유로 남사군도 개입을 거부해왔

다.28) 그러나 최근 중국의 공세적 팽창주의전략 추진에 대해 미국도 전략적 

공세성으로 맞서 양국이 직접적으로 맞닥뜨려 갈등ㆍ대결을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Ⅲ.�미ㆍ중의�해양안보전략�변화와�
남중국해�전략적�가치

1.�중국의�공세적�해양안보전략과�남중국해�전략적�가치

가. 중국의 공세적 팽창주의전략

중국은 과거 ｢장쩌민(江澤民)｣시기까지는 소위 ‘제1도련선(島鏈線)’ 내에서

의 근해(연안)방어전략에 치중했고, 이후 ｢후진타오(胡錦濤)｣시기에는 ‘제2도

련선’까지 확대하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 Area Denial)’ 전

략을 채택한 바 있다. 제1도련선은 일본열도-오키나와-대만동부-필리핀 서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로 이어지는 선을, 제2도련선은 일본 이즈제도-오가사

와라제도-사이판-괌-인도네시아-파푸아뉴기니로 이어지는 선을 각각 말한

27) 이창위(2016.07.25), p.3.

28)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정보: 남중국해 분쟁,,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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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반접근(A2)은 중국이 설정한 방어선 내 미국의 군사력 투사 방지를, 

그리고 지역거부(AD)는 동 방어선 내에서 미군의 행동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29) 

2012년 10월 시진핑(習近平) 집권과 함께 중국은 ‘해양강국 건설’이란 구호 

하에 해양주권과 ‘핵심이익(core interest)’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A2AD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관련 군사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30) 이러한 전략변화에 따라 

중국은 남중국해를 안보요충지로 인식하고 동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물

론, 2014년 초부터는 실효지배중인 인공섬을 매립하여 군사거점화를 추진하여 

국제적으로 물의를 빚어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시진핑’시기의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이 말해주듯이, 강대국으

로 국가정체성의 전환과 함께 해양과 대륙을 아우르는 복합성 국가로 탈바꿈

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대전략에서 ‘해양세력화’는 핵심적 

구성분이다. 특히 중국에게 사실상 유일한 해양출구이자 해양라인의 출발점인 

남중국해의 지정학ㆍ전략적 함의는 매우 크다.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서 중국은 멀게는 후한시대부터 근ㆍ현대시기 사

료 및 항해기록 등을 제시하며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나, 영유권분쟁시 구체적 

증거효력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총 7개 

도서를 점유하고 있지만 베트남보다 점유수가 적어 ‘실효적 지배’ 원칙 역시 상

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현재 베트남 27개, 필리핀 8개, 말레이시아 5개, 

대만 1개, 등의 도서 및 지형물을 분쟁당사국 들이 점유하고 있다. 중국의 남

중국해 영유권 주장논리는 해양영유권 인식부족, 연안방어위주전략, 제한적 

해군력 투사역량, 냉전논리 등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31) 

하지만 중국은 1950~60년대 영토주권에 대한 ‘주권적 선언’으로 영유권분

쟁대응에 나서기 시작했고, 1970~80년대에는 주권선언과 ‘자위반격(自衛反

擊)’을 겸용했으며, 1990~2000년대에는 이른바 ‘각치쟁의(擱置爭議)32)ㆍ공동

개발’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베트남의 무력충돌 사례

29) 김재철, “남중국해문제 현황과 평가,” 남중국해문제와 동아시아 안보 (2016년 제6차 세종정책

안보포럼, 2016.6.15, 서머셋 팰리스 서울 2층), p.14.

30) 지난 22017년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 중국 한해의 최대정치행사인 ‘양

회’에서도 ‘해양강국 건설’은 재천명ㆍ강조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동향분석, 
Vol.20, 2017.3, p.1.

31) 김재철(2016.6.15), p.14.

32) 각치쟁의(擱置爭議)는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은 미뤄두자’는 의미이다. 양갑용, “시진핑-마잉주 

이벤트, 왜 성공했나?,” 프레시안, 2015년 1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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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1988)가 자위반격의 사례라는 것이다. 중국은 공동개발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탈냉전,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중-아세안 다자간 협상방식의 등장, 남사군도문제의 국제화, 중국의 대주변국 

관계개선노력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특히 2009년 이후로는 ‘소규모 도발감행후 위기관리’라는 방식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한편, 자국에 유리하게 현상을 변경하려는 새로

운 대응법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간 증강된 해군력을 적극 활용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동시에 ‘비군사적 강제’(순시선 확대배치, 외국어선 억류, 에

너지 개발방해, 독자탐사활동, 대규모 중국어선 조업지원 등) 조치의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은 아직 영토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 사례가 없으며, 더구나 

‘내정불간섭원칙’을 강조해온 중국의 외교적 전통을 감안할 때 중국이 국제법

적 해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사법적 

해결방식에 대한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명해두고 있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

비해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기 위한 각종조치들을 병행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리적 발견, 점유ㆍ관리관련 역사적 증거수집노력 및 해군력을 통한 실효적 

점유활동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33)

미국의 해군제독을 지낸 국제정치 학자 알프레드 마한(Alfred T Mahan)은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필수요소 중의 하나로 해군력 강화를 들고 있다. 해

외시장 접근을 위한 해상교통로 확보, 대향해군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보급기

지 및 급유시설 구축 등을 위해서는 해군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34) 

중국의 최근 해군력 증강은 이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공세적 팽창의 

구체적인 모습은 영토에 대한 야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격적 현실주의’로 유명한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교수는 

중국의 평화부상(和平崛起) 의도를 지속적으로 의심해왔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기 위해 이 지역에서 미국지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

르면 중국의 의도는 지역패권국 위상을 굳히는 것이다. 미국의 양보의사가 없

다면 중국은 자국의 목표달성을 위해 미국과의 한판 대결도 불사하거나 자국

의 야심을 접어야 하는 숙명적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35)

33) 김재철(2016.6.15), pp.14-15.

34)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power upon History:1660-1783 (Boston: Little 

Brown and Co. 18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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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전쟁대학 중국해양연구소의 앤드루 에릭슨(Andrew Erickson)박

사는 중국이 최근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대륙국가로서의 위상을 굳히기 위해 

해양으로의 공세적 팽창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원자력 항공모

함의 건조, 항모 탑재기 젠(殲)-15(J-15) 시제기(prototype) 제작, 미해군을 

위협적인 대함탄두미사일인 DF-21D의 개발ㆍ배치 등 중국의 거침없는 해군

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36)

중국이 해양대국화를 지향하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해명처

럼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라는 것이다.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중국의 해양군사력 강화가 분쟁관련국들에 중요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 지

역에서의 분쟁을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이 된다는 

것이 에릭슨의 분석이다. 거침없이 상대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돌돌핍인(咄咄逼

人)’의 논리라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지역유관국들에 직접적인 물리

적 위협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미국을 견제하면서 지역패권국의 야망을 달성하

는 심리적 기제를 구축하려는 2가지 효과를 동시에 의도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해군력 증강을 통해 중국은 지역패권국지

위를 추구하고 있다. 아시아 맹주위상을 굳히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대결은 피하고 있는듯하지만. 아시아 여타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영토적 팽창야심은 숨겨진 발톱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37) 

나.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가치

중국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해양전략의 추진하며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집

착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해관계 및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핵심

적 국가이익의 보호이다. 중국의 핵심이익은 사실상 영토문제이다. 중국은 대

만문제를 비롯하여 신장ㆍ티벳자치구문제 동중국해의 조어도(釣魚島/댜오위다

오), 남중국해의 남사군도(南沙群島), 서사(西沙)군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국가

내 갈등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충돌양상도 빈번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정부는 

현안지역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양보를 한다면 그것은 여타지역에 도미노처

35) 김필재, “미(美) 백악관 수석전략가 ‘5~10년내 미-중(美-中) 남중국해서 전쟁’ 예상,” 조갑제닷

컴, 2017년 2월 3일자.

36) 문순보, “남중국해 영토분쟁: 중국의 지역패권주의와 관련국 대응,”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11년 7월호, p.4.

37) 문순보(2011.7),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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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확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중국정부는 분쟁지역 어디

서든 양보할 의사가 없으며 힘의 논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

고 있는 것이다.

둘째, 영토에 대한 야심은 앞서 언급된 중국의 지역패권에 대한 열망뿐만 아

니라 경제적인 이해와 관심에서도 추동되고 있다. 특히 동중국해의 조어도(釣魚

島/댜오위다오)나 남중국해의 남사군도는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실제

로 남중국해 해저에는 전세계 석유매장량으로 볼 때 4위권에 해당하는 다량의 석

유(177억톤)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다.38) 이러한 까닭에 중국은 

1982년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인정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했음에

도 중국으로부터 1천km 이상 떨어진 암초에 시멘트를 부어 인공섬을 만들어 남

사군도에서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적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39)

셋째, 지정학적ㆍ지전략적 중요성이다. 남사군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

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유조선을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가 드나드는 

길목이기 때문에 해상교통로로서 지니는 가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이와 같은 장점들은 중국의 이목을 끄는 매력적인 대상이 아닐 수 없다.40) 중

국에 있어서 매력이 큰 남중국해는 중국과 갈등ㆍ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에 있

어서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2.�미국의�남중국해�전략적�가치와�공세적�현실주의

가. 미국에게도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남중국해

미국은 남사군도문제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유지라는 전략적 목

표에 따라 ‘영유권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자유통항(또는 자유항행)의 보장’이

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는 소극적 현상유지정책에서 1995년 중국과 필리핀

의 영유권분쟁격화41)를 계기로 적극적 개입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왔다. 

38) 김재곤, “왜 남중국海 놓고 다투나,” 조선일보, 2011년 6월 16일자.

39) 정영빈, “남중국해 미ㆍ중간 충돌핵심은 ‘무해통항권,’” 연합뉴스 TV, 2015.10.30. 14: 28.
40) 문순보(2011.7),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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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군도가 관련국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

적 에너지 가치 차원을 넘어 그만큼 군사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은 전술한 바와 같다. 미국은 아태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료의 90%를 남중

국해 항로를 통해 북미대륙으로 운송하고 있고 남중국해 지역이 중국의 영향

권으로 들어가 이 지역에서의 항행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다면 이는 동아시아 

지역전체에 대한 안보위협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남사군도가 서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통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과 남사군도에 구축

되는 중국의 레이더, 통신기지, 비행장 등의 군사시설이 미국의 본토 및 우방

국과 동맹국의 안보이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미국은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42)

아시아 재균형전략 공표(2011)이후 미국은 남사군도분쟁에 대해 중립과 불

개입의 원칙을 밝히면서도 베트남, 필리핀 등 분쟁 관련국과 군사협력을 강화,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고 분쟁당사국간의 군사적 충돌을 억지하는 적극

적 개입정책으로 전환을 도모해왔다. 2012년 1월 미국의 신국방전략지침과 글

로벌교역망 안보를 위한 국가전략에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아시아 

재균형전략’43)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트럼

프 행정부는 특히 남중국해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을 군사안보적으로 고립시키

는 전략기조를 유지ㆍ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중국해와 남사군도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이해당사자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주로 미국의 우방국 혹은 동맹국이거나 이 지역의 상대적 약소국들

이다. 이들 국가들은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의 갈등관계가 형성될 경우 미

국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어 남중국해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

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결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와 상호 

수렴되기 힘든 구조라 할 수 있다.44)

41) 19995년 2월 필리핀은 팡가니방 산호초(美濟礁, Mischief Reef, 필리핀의 200해리 EEZ내에 위

치)에서 중국의 구조물을 발견한 후 동년 3월 23일 필리핀은 해군을 동원해 팡가니방 산호초에 

중국이 건설한 어선 대피소를 파괴했다. KIDA, “남중국해 분쟁일지,” Naver 지식백과: KID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 http://te rms.naver.com/(검색일: 2017.8.17). 

42) 이수형, “남중국해와 동아시아 안보,” 남중국해문제와 동아시아 안보 (2016년 제6차 세종정책

안보포럼, 2016.6.15., 서머셋 팰리스 서울 2층), p.91.

43) 오버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전략’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정삼만, “미국의 진행형 동아시

아 군사력 재균형 전략과 해양안보 딜레마,”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편, 2014-2015 동아시아 해양

안보 정세와 전망, 2014.12, pp.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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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해양안보전략의 공세성

1)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전략

미국에게도 남중국해와 남사군도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임에 틀림이 

없으나, 적어도 중국이 서사군도를 중국령이라 선언한 해이기도 한 1995년 이

전까지는 소극적 현상유지정책을 펼쳐왔다. 그간 미국은 ‘영유권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자유통항의 보장’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수준으로 일관해

왔다. 그 후 미국은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 및 동아태지역의 세력

균형유지라는 전략적 목표에 따라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채택하고 이 

지역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정책으로 전환을 모색ㆍ추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중립ㆍ불개입원칙’을 밝히면서도, 중국과의 

영유권분쟁 관계에 있는 역내국가들과의 정치ㆍ외교ㆍ군사협력을 강화하며 대

중견제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미국은 뚜렷한 대중전략개념의 부재로 인해 

그간 남중국해문제에서 중국의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는 판단 

위에서 재추진한 전략이 바로 미ㆍ소 냉전승리에서도 활용한 바 있는 ①‘비용

부과(cost-imposing)전략,’ ②‘제3의 상쇄(third offset)전략,’ ③‘연방방위

(federated defense)구축’ 등이다.45) 

먼저 비용부과전략이란 군사경쟁과정에서 상대의 많은 비용의 지출을 유도

하여 장기적 경쟁승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을 말한다. 상대의 군사

적 효율성 저하(방어치중), 무기체계 무력화 등을 위한 군사적 비용의 증가, 외

교적 항의 등을 통한 상대의 평판악화 및 회복비용 초래 등을 위한 정치적 비

용의 증가 등을 통해 상대인 중국에 장기적 경쟁승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

는 전략인 것이다.46) 미국은 이를 위해 중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보수집 

및 이의제기를 하는 ‘정찰ㆍ감시레짐’과 더불어 일관된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

는 ‘정책집행레짐’의 구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47) 

다음으로 상쇄전략은 경쟁상대의 수적 우위를 새로운 기술적 우위로 상쇄

44) 신상진,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로 미중갈등 한반도 영향 최소화해야,”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http://kcrcpol icy.blog.me/220902519815(검색일: 2017.8.15). 

45) 이수형(2016.6.15), pp.16-17.

46) Thomas Mahnken, “Alliance Maritime Strategy in Asia,” http://goo---gle.appspot.com/

(search date: August 17, 2017). 

47) “Offset Strategy,” Wikipedia, January 21, 2017, https://en.wikipedia.org/wiki/Offset_strategy

(search date: August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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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전략으로서, 미국은 지난 냉전기에 동(同) 상쇄전략을 시행함으로써 군

사력 우위를 유지하고 최종적으로 냉전에서 승리한 바 있다. 이는 기술확산에 

따라 중국도 미국 못지않은 정밀무기체계를 염가에 대량생산해 남중국해 일대

에 집중 실전배치하고 있는바, 동지역의 군사력균형에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현 미중경쟁을 냉전 때와 마찬가지 수준의 근본적 

위기라고 보고, 기존접근법으로는 극복불가하며 대칭적 경쟁 역시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14년 말 ｢전략예산평가센터(CSBA)｣에 의뢰한 ‘제3의 

상쇄전략’ 개념연구에 기초하여 ｢국방혁신구상(DII)｣을 발표하여 2015년 시범

적용 후 2016년부터 본격 추진했다. 이 구상을 위해 스텔스, 무인기, 레일건 

등 다양한 신기술 및 ‘공해전’과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

(JAM-GC)’ 등 새로운 전략개념을 도입한 바 있는데 이는 사실상 중국의 ‘반접

근/지역거부(A2AD)’역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미국은 독자적인 대중전략 수립 및 역량확보뿐만 아니라 여러 동맹

ㆍ우방 및 파트너 국가들의 능력을 통합해 전략적 공동대응이 가능하게끔 ‘협

력적 군사력 건설’방침에 따라 이른바 ‘연방방위’ 네트워크구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각국의 국방비 제약을 감안해 ‘국방분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

국과 동맹ㆍ우방의 부담은 완화하면서 동맹차원의 역할ㆍ역량ㆍ협력은 증대시

켜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대중국 포위ㆍ봉쇄망을 완성한다는 복안이 바로 그것

이다.48) ‘연합방어 프로젝트’는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 역량을 공통 관심사를 

발전시키는 지역방어체계에 통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고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49)

2)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지난 2016년 11월 미국의 대선에서 일반적으로 외교에 있어 매파에 속하는 

힐러리 클린턴이 낙선되고, 외교에 있어 신고립주의를 외쳐온 트럼프가 당선

됨으로써, 미국의 안보정책(예컨대 ‘아시아 재균형전략’)은 그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왔다.50) 그러나 이것은 섣부른 전망일 수도 있다는 반

48) 이수형(2016.6.15), pp.16-18.

49) CSIS, “Federated Defense Project,” https://www.csis.org/programs/international-security

-program/glo bal-threats-and-regional-stability/federated-defense(search date: August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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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도 가능하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하루 전 ‘포린 폴러시(Foreign Policy)’ 온

라인 판에 실린 트럼프의 두 정책보좌관의 글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Rebalance to Asia)’이 시의적절한 정책이었으나, 그 실행에 있어 미국의 유

약한 의지를 드러냈고 결과적으로 동맹국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비판하

고 있다. 또한 아태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고(故) 리

콴유 싱가포르 총리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강조하며 해군함정을 현재의 274척에서 

350척으로 증가시켜 남중국해 지역의 안정과 중국의 자라나는 야망에 대한 효

과적 견제를 도모하는 전략을 확고히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51)

트럼프 대통령 취임(2017.1.20) 직후, 백악관은 그 공식 홈페이지를 재구성

하며 6가지 주요정책(6개 국정기조)을 천명했는데, 그 중 하나가 ‘미국우선외

교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과 ‘국가안보’에 초점을 둔 외교정

책을 펼쳐 나가고 ‘힘을 통한 평화’를 그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삼을 것임을 밝

히고 있다.52) 또한 2016년 12월 트럼프의 대만총통과의 통화중 ‘하나의 중국’

정책이 중국의 환율 및 남중국해문제 등 미ㆍ중 분쟁이슈 해결을 위한 하나의 

협상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53)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백악관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은 

지난 2016년 3월 미국과 중국이 5∼10년 사이 남중국해를 놓고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슬람과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두 위

협요인임을 분명히 한 적이 있다.54) 국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도 상원외교위원

회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접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

다고 언급했다.55) 백악관 대변인 숀 스파이서도 2017년 1월 ‘국제’영토인 남중

50) James Palmer, “China Just Won the U.S. Election,” Foreign Policy, November 9, 2016; 

Ankit Panda, “Donald Trump Won. Prepare for Uncharted Geopolitical Waters in Asia,” 

Diplomat, November 9, 2016.

51) Alexander Gray and Peter Navarro, “Donald Trump’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Foreign Policy, November 7, 2016.

52) 그 외의 정책공약은, “America First Energy Plan,” “Bringing Back Jobs And Growth,” 

“Standing Up For Our Law Enforcement Community,” 그리고 “Trade Deals That Work For 

All Americans”이다. https://www.whitehouse.gov/(search date: August 17, 2017) 참조.

53) Jane Perles, “The Options for China If Trump Uses Taiwan as a Bargaining Chip,” New 

York Times, December 13, 2016, p.A17.

54) Benjamin Haas, “Steve Bannon: “We’re going to war in the South China Sea...no doubt’,” 

Guardian, February 2, 2017.

55) David Brunnstrom and Matt Spetalnick, “Tillerson Says China Should Be Barred from 

South China Sea Islands,” Reuters, January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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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해를 어느 한 나라가 차지하는 것을 막겠다고 공언했다.56)

오바마 행정부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중국의 주장을 묵

살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었지만 이러한 경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

다 강해지는 모습이다. 지난 2017년 2월 중순 미 항모 칼빈슨함이 남중국해에 

진입하여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남중국해에 대한 

인식과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시사해주고 있다.57) 

다. 미중갈등과 아세안(ASEAN)

아세안(ASEAN()의 주된 관심사는 ‘항행의 자유’와 안보문제보다는 해양영

토 분쟁해결에 있으며, 미ㆍ중 세력균형을 통한 안보ㆍ경제적 실리확보에 초

점을 두고 있다. 아세안은 2002년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행동수칙(COC)’을 조기에 결론내자고 주

장한 바 있다. 2002년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간에 합의ㆍ채택된 DOC의 구체적

인 행동수칙(COC)이 아직 미체결 상태로 남아 있다.58)

중국에 맞대응하기에는 개별 회원국은 물론 집단적으로도 역부족인 아세안

으로서는 ‘중국 대세론’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역외국가 및 역내 이해

상관자들의 적극적 개입을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일방적 행위억제차

원의 당사국 해양안보 역량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역외 주요국의 

지원ㆍ협력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은 미ㆍ중간 직접충돌을 바라지는 

않으며, 오히려 역외국가 개입이 중국의 일방적인 행태를 증폭시키는 역효과

를 초래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59) 아세안 주요국의 미중갈등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필리핀의 입장과 대응은 ‘남사군도 일부 영유권 주장과 대미 상호방위

조약 활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위치상의 근접성과 

함께 ‘발견’과 ‘시효취득’이론을 근거로 남사군도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

56) “Spotlight: Official Reaffirms Chinese Stance on South China Sea,” Xinhua, January 26, 

2017.

57) 김종호, “인공섬 vs 미 항모, 남중국해 둘러싼 미ㆍ중 갈등 다시 고조,” 노컷뉴스, 2017년 2월 

24일자. 

58) KIDA, “남중국해 분쟁일지,” 앞의 글.

59) 박준성ㆍ최은미, “남중국해문제 현황과 평가,” 남중국해문제와 동아시아 안보 (2016년 제6차 

세종정책안보포럼, 2016.6.15., 서머셋 팰리스 서울 2층),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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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1979년 2월 남사군도 57개 섬을 ‘칼라얀 군도(Kalayaan)’라고 명명

하고 자국영토에 편입 조치했다. 필리핀 역시 2009년 ‘영해기선법’ 개정을 통

해 아로요 대통령은 ‘황암도’(黃巖島/황옌다오, Scarborough Shoal)’를 필리

핀 영토로 편입시키는 영해법에 서명했다.60) 그 후 황암도 사건을 계기로 필

리핀은 2013년 1월 남사군도 분쟁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고 상설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기한 소에 대해 지난 2016년 7월 12일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61) 이처

럼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화를 기도하면서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활용해 중국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62) 

다음으로 베트남의 경우는 ‘남사군도 전체 영유권 주장 및 분쟁국제화 시

도’로 요약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역사적 증거 및 이른바 ‘대륙붕원칙’에 입각

하여 남사군도 전체가 자국의 칸호아성(Khá h Hò  Province) 근해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효과적인 점유와 승계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남사군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여타국과 다른 점이다. 베트남은 양자ㆍ다

자외교로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현재 남사군도에 가장 많

은 섬을 점령한 상태에서 병력배치 및 헬기장 건설 등 실효적 지배강화를 꾀하

고 있다. 베트남은 1995년 아세안 가입이후 다자간 해결과 국제협상을 선호하

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경계와 남중국해 분쟁 국제화 차원에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끝으로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의 경우 ‘부분 영유권 주장과 다자해결 선호’

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는 ‘대륙붕 협약’에 근거, 자국에 

인접한 도서에 대해 부분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경

제적 실리차원의 자원개발에 관심이 큰바, 분쟁격화 및 군사충돌은 이러한 이

해에 반한다고 보고 아세안 등을 통한 다자간 해결방식을 선호하는 입장이

다.63) 

60) 김택연, “미ㆍ중 관계와 남중국해 분쟁,” 아태연구, 제23권 제2호, 2016, pp.48-49.

61) 김태구, “중(中) 남사군도 분쟁 패소… 중재재판소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 없어,’” 쿠키뉴스, 
2016년 7월 12일자.

62) 박광섭, “남중국해 남사군도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필리핀 아키노 행정부의 국방정책과 대응전

략: 기능주의적 방식 모색,”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제15권 제1호, 2012, p.127.

63) 세종연구소, 2017년 제6차포럼 결과보고서: 남중국해문제와 동아시아 안보, http://www.google.

co.kr/(검색일:201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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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남중국해�관련�미중갈등의�주요쟁점과�향후전망

1.�최근�남중국해�관련�미중갈등의�주요쟁점

해양과 관련한 미중갈등은 무엇보다도 남중국해 해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다.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는 미국의 중대한 이익과 중국의 핵심이익이 

해양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기조로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언제

든지 개입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유지하고자 한다. 중국은 국가주권, 국가

안전, 영토보전, 국가통일, 중국헌법에 기초하는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안정, 경

제사회의 지속발전을 핵심이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원유와 천연가스를 매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국 수출입 물량의 약 80%가 통과하는 남중국

해를 핵심이익으로 선언한 터이다.64) 최근 남중국해 분쟁의 주요쟁점은 크게 

①‘9단선’문제, ②항행의 자유문제, ③도서매립문제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가. ‘9단선’문제

중국은 2009년 유엔에 제출한 문건과 2012년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

출한 지도를 통해 남해(남중국해) ‘9단선’(九段線, nine dash line)문제를 제기

했다. 중국은 ‘9단선’을 ‘영해기선’으로 간주하며, 유엔해양법(UNCLOS)에 앞

서 선포된 것이므로 우선한다고 주장하나, 그 실체나 법적 효력은 불분명한 상

황이다. 9단선 또는 남해9단선(南海九段線)은 중국과 대만이 주장하는 남중국

해의 해상경계선이다.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1947~48년 설정ㆍ선포한 남중국

해 가상경계선인 ‘11단선’을 이후 출범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승계하여 ‘9단선’

으로 변경한 다음 1949년 ｢저우언라이(周恩來)｣총리가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미국 및 아세안 분쟁당사국들은 9단선이 무리한 주장이고 유엔

해양법 위반이라며 국제법적 효력을 불인정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영토선, 역사적 해상선, 역사적 권리선 여부 등 9단선의 성격

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9단선 내 모든 지형지물ㆍ수역에 대한 영유

64) 이수진, “미국의 중요한 국가 이익과 중국의 핵심이익,” KIDA,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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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주장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이다. 따라서 9단선의 실체와 법적 효력은 사실상 

중국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며, 국제법적 영토선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65) 

더욱이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중국이 만든 9단선과 인공섬

에 영유권이 있는지를 따져보자며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

소하여 9단선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정의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러한 논란과 판정에 구애받지 않고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항행자유’문제

남중국해문제와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군사활

동 허용여부이다.66) ‘항행의 자유(FON, Freedom of Navigation)’ 허용여부를 

두고 미ㆍ중간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국제법상 EEZ 내에서의 군

사활동이 허용된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미ㆍ중은 남

중국해 분쟁이전부터 ‘행행의 자유문제를 놓고 간헐적인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과거 미국은 중국 해남(海南/하이난)섬과 동중국해의 중국군사기지 근해를 항

행하고, 이에 맞서 중국은 저지를 시도하는 사건들이 있었다. 

2001년 3월 미군함정 보디치(USNS Bowditch)호 사건, 2001년 4월 1일 미

국 EP-3와 중국전투기 충돌사건, 2009년 3월 미군함정 임페커블

(Impeccable)호 사건, 2009년 5월 미해군 해양관측선 빅토리어스호(USNS 

Victorious)호 사건, 2010년 7~11월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USS George 

Washington)호 사건, 2011년 6월 U-2기 사건, 2013년 12월 미해군순양함 카

우펜스(USS Cowpens)호 사건, 2014년 8월 18일 중국 J-11이 동중국해에서 

미국 P-8 초계기 근접 비행한 사건 등이 바로 그것이다.67)

미국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상 타국영해에서 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무

65) 김재철, “남중국해문제 현황과 평가,” 남중국해문제와 동아시아 안보 (2016년 제6차 세종정책

안보포럼, 2016.6.15., 서머셋 팰리스 서울 2층), p.20.

66) 27개국 즉,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북한, 사

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 에미리트, 이란, 몰디브, 포르투갈, 브라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아이티, 이집트, 케냐, 소말리아, 수단, 모리셔스,카보베르데(Cape Verde)가 EEZ 내에서 군사활

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 중 중국, 북한, 페루는 군사활동을 직접 규제하려는 국가이

다. 구자선, “남중국해 인공섬 관련 갈등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No.2015-22(2015.8.20), p.12.

67) 구자선(2015.8.20),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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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통항(innocent passage)’68)이 허용된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핵심이익’ 대상으로 규정된 남중국해 일대에 배치된 해군기지 및 

전략자산에 대한 미 군함과 정찰기의 정보활동을 저지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항행자유’는 미 해군의 동아태 전진배치 접근권 및 

군사력 투사역량보장에 직결된 문제이며, 역내동맹ㆍ우방에 대한 신뢰확보차

원에서 중요한바, 국제법을 근거로 무해통항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진입시 해당국가의 사전허가 취득여부이다. 

중국은 국내법 규정을 통해 외국선박의 자국 EEZ 진입에 대한 ‘사전허가’ 취득

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유엔해양법이 외국선박의 타국 EEZ내 항행을 

금지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오바마 행정부이후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도 ‘항

행의 자유’작전을 계속 전개해왔다. 좀 더 구체적인 쟁점으로는 군사적 정찰허

용여부이다. 미국은 유엔해양법이 선박의 활동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정찰

활동은 합법이며 중국의 간여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

국은 EEZ에서의 항해 등 모든 활동은 해당국의 권리와 관할권을 해치지 않는

다는 전제를 충족해야 하고 제반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미국함정

ㆍ항공기의 군사적 정찰활동은 무해통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69)

현재 남중국해의 인공섬 건설갈등에서 항행의 자유는 부차적인 문제로 여

겨지는 점도 없지 않다. 우선, 당사국 중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도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군사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항행의 자

유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곳은 남중국해보다는 해남(海南/하이난)과 

복건(福建/푸젠) 등 중국의 본토와 인접한 곳이다. 특히 해남은 중국의 전략핵

잠수함 기지가 있는 곳으로 중국은 정찰을 막기 위한 전초기지로 서사군도를 

이용하고 있다.70) 

다. ‘도서매립’문제

도서매립(인공섬 건설)문제와 관련해서는 ‘주권수호’주장 대(對) ‘불법군사

화’비판이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대상 7개 인공섬(암초)에서 매

68) 일반국제법상의 외국선박의 항해가 연안국의 안전ㆍ공서ㆍ재정적 이익이나 위생에 해가 되지 않

는 한 영해를 자유로이 항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 권리를 무해통항권이라 한다.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서울: 법문북스, 2011), “무해통항” 참조.

69) 김재철(2016.6.15), p.21.

70) 구자선(2015.8.20),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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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ㆍ확장 및 활주로ㆍ접안시설건설 등을 진행하여 일부는 완공했으며, 이를 

‘주권수호’차원의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방어용 무기도 배치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인공섬 건설은 아무런 국제법적 영유권 효력이 없다

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무기배치를 지적하며 ‘불법적인 군사화’ 시도로 규정

하여 중국의 행태를 맹비난해왔다. 이에 중국은 건설공사는 민간목적을 위한 

것이라 설명하고, 필리핀ㆍ베트남도 인공섬 구축전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중

기준(double standard)’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오히려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

전’ 등 군사적 활동이 역내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은 국제법적으로 ‘적절한 통지(to give due notice)’ 규정을 무시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71) 중국은 지난 2013년 1월 22

일 필리핀이 인공섬을 만든 중국을 상대로 제소한 상설중재재판소의 인공섬 

건설의 불법판정을 무시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8월 남중국해 남사군도의 한 산호초에 인공섬(Fiery Cross 

Reef, 永署礁)을 건설했고, 필리핀ㆍ베트남 등 주변국과 미국은 ‘국제규범에 

반하는 현상변경행위’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중국은 공사를 강행했고 1년여 뒤 

이곳에 길이 3㎞가 넘는 큰 섬이 생겼다. 활주로와 항구, 공중 조기경보 레이

더, 대공포, 통신시설에 온실ㆍ농장까지 들어섰다. 미국에 대항할 중국의 해양

군사거점이 생긴 것이다. 이로 인해 미중갈등ㆍ대립은 더욱 커졌다.72)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의 실질적 지배를 확대하면서도 비난을 피하는 방

법으로 일종의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을 써왔다. 미국이 아태지역에서의 

중국견제전략인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전략’을 선언한 직후인 2010년부

터 2012년까지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급증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3년부터 주

장을 완화하며 주변국 및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는 인상을 주었다.73) 그러면서

도 남중국해에서 눈에 잘 안 띄게 소규모로 확장해왔다. 문제가 된 피어리 크

로스(Fiery Cross Reef, 永署礁/융수자오) 외에도 2014년경부터 게이븐 리프

(Gaven Reef, 南薰礁, 난쉰자오), 남존슨 리프(Johnson South Reef, 西南礁, 

츠과자오), 휴즈 리프(Hughes Reef, 东门礁, 둥먼자오)에서도 매립과 건설이 

계속되어왔다.74) 미국은 2013년 이래 남중국해에 활주로와 항구, 항공모함 접

71) 김재철(2016.6.15), p.22.

72) 배성규, “‘남중국해’ 불길, 서해(西海)와 멀지 않다,” 조선일보, 2015년 10월 27일자.

73) 아산정책연구원, 2015 아산 국제정세 전망: 전략적 불신, 2014, pp.32~37.

74) CSIS,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Website, Island Tracker” at http://amti.csis.org/ 

island-tracker/(search date: August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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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설, 통신시설 확보 등을 이유로 인공섬 7개를 건설해 1,300만m² 이상의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75) 

문제는 단순히 인공섬 하나의 영유권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의 인공

섬 건설은 미국에 대한 ‘반접근 지역 거부(A2/ADㆍAnti Access Area Denial)’

전략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미 항공모함 등이 중국 주변해역에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와 남사군도 등을 잇는 ‘도련선(島鏈線)’이란 가상 

방어선을 그었다. 남ㆍ동중국해 일대를 중국의 내해(內海)로 만들고, 그 너머

까지 제해권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이 중국의 대양진출을 막기 위해 

쳐 놓은 포위선과 거의 겹치고 있다.76)

2.�남중국해�관련�미중갈등의�향후전망

중국은 국력에 비례되게 해양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적극적 해양활

용 위한 군사력의 확보에 힘을 쏟아왔다. 군사력 건설분야에서도 해군력의 현

대화에 대한 투자는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은 지난 2015년 9

월, 2017년 말까지 30만 명의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은 예외다. 홍콩 ‘명보(明報)’에 따르면 중국은 해

양강국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해군병력을 현재의 23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7만 

명 정도를 증가시킬 예정이며, 로켓군도 14만 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77)

중국은 지난 2012년 9월 항모 랴오닝호가 실전배치되었다. 그 후 지난 

2016년 말 다롄에서 건조중인 첫 국산항모 ‘001A’호(제2항모)의 주요 선체조립

을 끝낸 상태이며 상하이 인근에서 이보다 큰 제3항모도 건조중이다.78) 중국

의 항모건조계획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리지만 2020년 이전에 2척 정도의 항

모로 구성된 항모전력을 구성할 전망은 매우 높다. 현재 항공모함 1척과 전력

화중인 항공모함 1척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2025년까지 3만~4만 톤급 중형

항모 2척과 6만 톤급 대형항모 6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75) 정재만, “성급한 트럼프, 신중한 시진핑,” 시사In, 제486호, 2017년 1월 11일자.

76) 배성규(2015.10.27).

77) 이재준, “중국, 해양강국 전략에 맞춰 해군병력 증원계획…7만명 정도,” 뉴시스, 2017년 3월 6

일자.

78) 유용원, “중국의 집요한 항모 굴기,” 주간조선, 제2440호, 2017년 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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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지 않아 우리는 태평양에 배치된 미국항모 5척과 수척의 중국항모의 대

응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항모확보는 보통국가를 지향해 나가는 일본

의 해군력에도 영향을 미쳐 일본도 유사한 수준의 전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 중국의 해양강국건설과 해양굴기는 지역의 해양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중국의 도전은 거칠어지고 있다. 미국과 

동맹을 맺은 일본의 역할은 커지고 있으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들과 해양을 접한 한국에게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79)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핵심이익 양보불가’와 미국의 ‘국제규

범 준수’ 입장고수에 따라 양국간 전략적 경쟁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현재 양국간 직접 군사충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당한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중

국이 남중국해문제의 국제화를 반대하고, 실효적 지배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남중국해 주변국과의 마찰의 심화가 예상되며, 아세안 당사국들은 대미 안보

협력강화를 통한 대중견제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80)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 미중갈등의 전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의 ‘핵심이익’ 주장 고수 및 군사적 대비강화의 추진이다. 중국

은 남중국해문제가 소위 ‘핵심이익’에 속하는 것이란 점에서 타협대상이 아니

며 양보불가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최근 미ㆍ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중국은 남사군도 분쟁도서에서 매립공사 및 인

공섬 건설을 지속해나가고 “새로운 현상유지(new status quo)”상황을 조성하

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정사실화

(fait accompli)’전략 또는 ‘살라미전술’에 따라 중국주도의 새로운 현상유지가 

사실상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국방개혁을 통해 전구(戰區)체

제에 의한 군사력 증강과 ‘합동성(聯合性, jointness)’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향

후 남중국해 무력충돌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81)

둘째는 미국의 외교ㆍ군사적 대응을 통한 중국의 일방적 행위의 무력화(無

力化) 시도이다. 미국은 남중국해문제에 관해 외교적으로 강도 높게 우려를 표

79) 안광수(2016.6).

80) 김재철(2016.6.15), p.5.

81) 박준성ㆍ최은미, “남중국해와 동아시아 안보,” 남중국해문제와 동아시아 안보 (2016년 제6차 

세종정책안보포럼, 2016.6.15., 서머셋 팰리스 서울 2층),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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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중국과의 직접대화 계기에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여 중국의 행

위를 억지시키려 노력해왔다. 지난 2016년 6월 ‘미ㆍ중 전략경제대화’를 계기

로 케리 미 전국무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 행동중단, 국제준칙준수” 등

을 직접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한 바도 있다. 향후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이른

바 ‘항행의 자유(FON)’를 재확인하고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무력화시키기 위

한 일련의 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15년 10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함’을 동해역에 파견

하여 분쟁도서 인근을 통과시켰으며, 동년 11월에는 미 공군 B-52 전략폭격기

가 동 해역상공에서 작전비행토록 했다. 또한 미국은 필리핀, 베트남 등 남중

국해 분쟁당사국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중국 압박ㆍ포위망 구축을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82) 트럼트 행정부에 들

어 2017년 2월 7월에도 ‘FON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 

셋째는 미ㆍ중간 전략적 경쟁ㆍ갈등의 격화전망이다. 중국의 ‘핵심이익 양

보불가’ 대(對) 미국의 ‘국제규범 준수주장’간 팽팽한 줄다리기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미ㆍ중간 상호 ‘핵심이익’을 용인하는 소위 ‘신형대국관계’83)를 주장해

왔고, 남중국해문제를 국가존엄과 민족감정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바, 

향후 대응은 점차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12년 제18차 당대회를 

통해 ‘해양강국 건설’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 해양권리의 결연한 유지를 강조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목표와 방침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미국 역시 패권경쟁 및 역내 세력균형차원에서 중국을 더욱 거칠

게 압박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으나, 우선은 ‘규칙기반 국제질서와 국제

규범’이라는 보편적 명분을 앞세우며 동맹ㆍ우방국들과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미ㆍ중 양측 전략적 사고의 지향점이 정반대로 흐르고 있고 

입장차가 워낙 큰 탓에 일방의 양보나 타협이 없는 한 남중국해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상당기간 난항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미ㆍ중의 직접적 군사충돌의 불확실성이다. 현재 미ㆍ중간 충돌 위험

성 인식공유, 충돌방지기제(COC 등 합의) 존재, 지나치게 자극적인 군사행동

의 자제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미ㆍ중 직접충돌의 가능성은 낮다. 남중국

82) 세종연구소, 앞의 글.

83) 신형대국관계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

상회담에서 제시한 중국의 외교전략이다. 한국경제신문ㆍ한경닷컴, 한경 경제용어사전, 
2016.6, ‘신형대국관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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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문제의 향배관련 향후 주요변수로는 ①각국의 군사력 투사능력, ②국제화

(미국ㆍ국제기구의 개입), ③지역화(아세안 차원 공동협력), ④민족주의ㆍ국내

정치적 이용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중국과 인접국간 대립이 격화되며 상호 

무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미국이 군사적인 개입에 나설 수 있

고, 이때 양국의 전략핵균형을 고려할 때 제한적ㆍ단기적ㆍ국지적인 미ㆍ중간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84)

향후 미국으로서는 역내에서 충돌발생시 과연 군사적인 개입을 할 것인지, 

중국과의 직접충돌까지 불사할 것인지에 부심(腐心)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각종 

시나리오 상정과 적절한 대응수준결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게 될 것이다. 중

국 역시 부분적으로는 일정수준 권리(영유권 등)의 양도와 기타 양보조치가 불

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이 지속되는 한 중국도 

대응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주변국의 우

려를 불식시키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85) 

Ⅴ.�한국의�안보ㆍ외교적�대응방향

1.�남중국해�미중갈등의�파장전망

남중국해문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안보ㆍ외교적 파장 및 영향은 어떠한가? 

남중국해문제는 아시아 안보 및 주변국에 적지 않은 영향 및 파장을 미칠 것으

로 전망되는데, 이것은 크게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의 남중국해문제의 국제화 반대 및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마찰

심화이다. 중국은 남중국해문제를 자국영토 주권문제로 인식하고 분쟁의 국제

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다 강하게 견지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남중국해문

제의 국제화로 인해 역외세력(미국)이 개입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적극 피

하려 하고 있다. 역내 분쟁 당사자 대부분은 중국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역량이 

부족한바, 역외세력의 개입없이는 중국에게 소위 ‘각개격파’를 당할 수 있는 극

84) 박준성ㆍ최은미(2016.6.15), pp.27-28.

85) 세종연구소,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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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불리한 형국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다자협상

보다 양자협상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앞으로 분

쟁도서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계속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변관련

국과의 크고 작은 갈등과 마찰, 심지어 충돌까지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아세안 당사국의 대미안보 협력강화를 통한 대중견제 모색이다. 역내 

남중국해문제 당사국들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자신들의 경제ㆍ안보이익을 

위협한다고 느끼고 ‘힘 있는’ 역외 행위자(미국)의 개입을 기대하면서 전략적 

제휴를 적극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필리핀, 베트남 등 역내국가들은 

미국이 역내 대중국 견제거점 확보를 원한다는 점에 착안해 대미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바, 남중국해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이 보다 심화될 것

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은 미국이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만 해군기지’ 등 과

거 미군이 사용하던 군사시설의 재사용 허용 및 추가적인 기지부지도 제공할 

방침이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 연한 ‘깜라인만 기지’ 사용을 미군에 허용했고, 

이에 미국은 미-베트남전쟁 41년 만에 대베트남 무기수출을 허용하기도 했

다.86) 

2.�남중국해�관련�미중갈등과�우리의�대응방향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갈등상황에서의 우리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

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동맹안보와 경제외교의 조화이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되 중국을 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핀란드가 그랬듯이 동맹국 우방이 

없어지면 강국에 일방적으로 당하기 마련이다. 중국이 한미동맹의 해체를 요

구하는 것도 그 점을 노린 것이다. 한미동맹이 깨지는 날은 중국이 한국을 경

멸하게 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남중국해문제로 촉발된 미중경쟁국면에서 미국의 안보ㆍ국방ㆍ군사차원의 

요구를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미ㆍ중 양국 

86) 박준성ㆍ최은미(2016.6.15),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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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와 협력을 병행하는 것이 국가이익 최대화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동맹론’ 또는 ‘친중론’ 또는 ‘중립론’도 거론되고 있으나 

성급하게 ‘선택론’으로 스스로를 옭아맬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양국

관계가 본질적 변화를 보일 경우 우리가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총론수준

의 논의를 각론수준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이다.87) 

둘째, 국가간 발생가능한 갈등 및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각종 우연한 요소에 의한 분쟁촉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력

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영토분쟁이 우연한 계기에 촉발되기도 한다는 점에

서 국내정치적 사안의 국제적 함의를 고려한 대내외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해양에서의 문제들을 외교활동을 통해 해결함으

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이어도문제를 포함한 한중간 해양경계획정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를 포함한 2028년에 종결되는 한일공동개발협정체결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대응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필리핀의 중재재판소 제소건으로 인해 ‘학습

효과’를 거둔 중국이 한중경계획정협상에서 까다롭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전략수립과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불리한 한일공동개발구

역에 대한 협정이 아무 가시적인 소득 없이 종결될 경우 심각한 해양에서의 갈

등을 불러오게 될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고 함께 요구된다.

셋째, 국가차원의 해양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의 정책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해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라 할 수 있다. 해양정책의 성공여부는 

해양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88) 최근 남중국해 

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서해에서는 북한의 해상도발이 잦았고, 동해바

다에서는 독도문제로 한일갈등이 여전하며, 제주도 상공 남쪽바다 이어도 상

공에 중국 정찰기들이 수시로 날고 중국해경 관공선도 수시로 출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89) 지난 2017년 5월 10일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통해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역량을 강화하겠다.”며 해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은 다행스럽고 고

87) 설인호(2016.6.15), p.98.

88) 안광수(2016.6).

89) 김강녕, “상호운용성ㆍ공통성 제고를 통한 해군ㆍ해경 협력증진방안,” 대한민국 해군ㆍ한국해양

전략연구소ㆍ해양경비안전본부, 해군ㆍ해경간 상호운용성 증진 세미나 발표논문집 2015.12,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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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해양경찰의 역할과 능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주변국과

의 해양갈등 대처능력을 현실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주변국과의 갈등이 직접

적인 무력충돌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해경의 발전은 

그 역할의 복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우리의 미래이익이 달린 먼 해양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개념의 해양경찰의 능력에 추가하여 지역을 초월한 

이어도, 한일공동개발구역(일명 제7광구) 등 국가차원의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현재 수준을 능가하는 대형 경비함정을 운용하도록 하

여 이어도 혹은 한일공동개발구역과 같은 원해에서 장기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90)

넷째, 국가간 문제해결을 위한 최종적인 수단은 군사력이다. 동아시아에 있

어서 중국의 항모, 각종 수상함과 잠수함, 해군 항공전력의 발전과 이에 상응

하는 일본의 해군력 발전은 한국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

서 먼저 우리의 해군력 건설이 요구되며, 다음으로 해경과의 상호운용성 증진

을 통해 해군력을 유기적으로 보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군력은 

해양에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주체로서, 해양에서의 외교적 역할과 

사법적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해군력의 지속적인 발전은 군사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

니라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

안인 것이다. 해군력은 다른 군사력과 달리 매우 다양하고 유용성이 뛰어난 군

사력인바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해군력의 적정수준의 발전이 필요하다. 적정한 힘을 갖출 때 군

사적인 수단이면서도 외교를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자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사법을 집행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 해군력인 까닭이다. 

해양력의 강화는 강국의 필수요건이다. 향후 우리의 강력한 해군력은 해양

경찰의 임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양경찰도 평시에 해군의 경

찰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유사시에는 해군에 배속되어 해군의 군사적 역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91) 해양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해양력의 확보에는 상당

한 시간과 재원의 투자가 요구되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90) 안광수(2016.6).

91) 김강녕(2015.12),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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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는 것이 쉽지 않은바, 상호운용성 증진으로 사법과 무력충돌을 집행하는 

해양경찰과 해군의 역량을 함께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92) 요컨대 군사적인 

능력의 강화에 더하여 외교력의 강화이자 국가사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의 

강화로도 연결되는 우리 해군력의 강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Ⅵ.�결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는 국가간 해양분쟁과 해양으로부터 제

기되는 여러 복합적인 위협 때문에 무력충돌을 수반하는 해양위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해양우세의 중

요성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일찍이 신라의 장보고는 해상의 패권을 

장악하고 무역을 주도한 바 있으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은 해상을 장악함으

로써 왜적을 물리치는데 기여했다. 구한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의 공고화는 청

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등 일본의 제국주의 확장에 기초를 제공

했다. 이처럼 해양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93)

냉전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미국과 구소련은 해양에 대한 안전을 제공했으

며, 냉전이후에는 미국이 전세계의 해양안전을 확고히 함으로써 세계의 질서를 

주도해왔다. 그런데 중국의 괄목할만한 강대국으로의 성장과 중국 군사력의 현

대화는 이와 같은 기존의 질서에 대한 중대한 변화의 초래 가능성과 도전을 야

기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전략을 통해 해양강국을 지향하고 있고 해양을 통

한 성장과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중국의 해양에 대한 영향력 확대

는 미국의 대응과 보통국가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군사력 확충으로 연결될 것이

다. 한반도 주변해양이 다시 격랑을 맞이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주요 영유권분쟁 중에서 미중관계 그리고 중국과 동

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에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문제가 바로 

92) 안광수(2016.6).

93) 이서항,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이해,” 선농문화포럼, 2016.3.18,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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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남사군도문제일 것이다. 남사군도가 관련국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

게 대립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에너지 가치 차원을 넘어 군사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94) 향후 미중갈등이 차츰 고조되어갈 것으로 우려되

는 남중국해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은 ①항행의 자유, ②평화적 해결, ③국제법 

존중 등 3원칙 기조 위에서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ㆍ중간에도 

해양경계획정문제,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문제, 이어도 문제 등 잠재적 현

안이 존재하므로 남중국해문제에 대한 입장을 섣불리 확정ㆍ공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 주권문제는 당사국간 양자협상을 

통한 해결을 지지하고, 안보문제는 다자적 협의체 및 대화채널을 통한 해법모

색을 지지해 나가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판단된다.

남중국해 해상교통로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의 이어

도 주변해역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강대국에 의존한 냉전시대와

는 달리 이제 연안의 해상교통로를 벗어나 동아시아 지역수준의 해상교통로를 

공조적이 아니라면 자조적으로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

국으로 한국의 국제적 지위는 해상교통로 보호와 관련해서 점점 어려워지는 

무임승차보다는 자구능력증대로 안전을 지켜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95) 

지구의 모든 나라들은 바다에서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노력들은 종종 역사상 주요한 전쟁과 국제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21세기에 들어 우리는 다시 바다가 국운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해양의 시

대’ 또는 ‘해양갈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바다를 잘 활용한 나라들은 모두 

강대국으로 성장했고, 특히 세계의 일등 패권국은 예외없이 모두 해양대국이

었다는 사실은 바다가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96)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등에서의 마ㆍ중 해양갈등에서 우리

도 자유로울 수 없는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향후 남중국해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동맹ㆍ우방간 

‘분업체계’ 구축노력이 가속화될 경우, 한미동맹차원의 협력부담도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ㆍ미간 무기체계ㆍ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의 강화, 해외연합작전 역량확충 등 재정적ㆍ물리적 부담

이 수반되는 조치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큰바 이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응방안

94) 이수형(2016.6.15), p.89.

95) 안광수(2016.6).

96) 이춘근, “21세기는 해양갈등의 시대,” 국방일보, 2014년 5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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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된다. 예컨대, 국제무대에서 미국입장지지, 한일관계개선 및 한ㆍ미ㆍ
일 3각안보체제 강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남중국해문제적용 등 잘 보

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한국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되 중국을 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중국해문제로 촉발된 중국과의 경쟁국면에서 미국의 

안보, 국방, 군사차원의 요구를 어떠한 수준에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응방안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해양이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우리는 해양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정한 투자

와 치밀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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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he 

South China Sea and Korea’s Responses

Kim Kang-nyeong*97)

This paper is to analys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he South 

China Sea and Korea’s responses.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6 

chapters titled instruction; the current status of South China Sea sovereignty 

disputes; changes in US and Chinese maritime security strategies and the 

strategic values of the South China Sea; key issues and future prospects for 

US-China conflicts in the South China Sea; South Korea’s security and 

diplomatic responses; and conclusion.

The recent East Asian maritime security issue has evolved into a global 

issue of supremacy between the US and China, beyond conflicts over territorial 

disputes and demarcation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China is pursuing 

offensive ocean policy to expand economic growth. The core of the maritime 

order that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pursue is the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oceans and the maintenance of maritime access. China is making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claiming the sovereignty of these islands, 

building strategic bases in East Asia, and securing routes. The United States 

has developed several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to neutralize the 

declaration of the territorial sea surrounding Chinese artificial islands. We can 

not be free from marine conflict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China 

Sea.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dispute, it is expected that the strategic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intensify due to 

97) President, Institute of Global Harmony, Development Advisor for the ROK’s Navy, Ph.D 

of Political Science.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ㆍ중간의 갈등과 한국의 대응 / 김강녕  155

China’s failure to make concessions of core interests and adherence to the US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In the midst of conflict over the South 

China Sea, we need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our alliance security and 

economic diplomacy. We must continue our efforts to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but not to make China an enemy. Considering the significant impacts 

of the oceans on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we must continue 

to develop our interest in the oceans, appropriate investments and tactical 

strategies.

Key Words: South China Sea, Maritime Territorial Dispute, Strategic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Artificial Island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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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시작하면서�

중국 해군의 현대화에는 1991년 미국이 이라크에서 치른 전쟁(Operational 

Desert Storm)1)과 1996년 중국이 타이완 해협에서 미사일을 시험하고 해군력 

투사로 타이완을 위협하자 미국이 2척의 항모전투단을 파견하여 위기를 관리

한 타이완 미사일 위기2)가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 지도부는 이 두 가지 사건

에서 교훈을 도출하고 ‘첨단기술 조건 하 국지전(高技術條件下的局部戰爭)’ 전

략3)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한편 러시아와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러시아의 도움

을 받아 해군의 ‘근해적극방어’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전력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특히 중국 해군은 1990년대 러시아로부터 4척의 Kilo급 재래식 잠수함

(1993년)과 4척의 Sovremenny급 구축함을 도입(1996년)하면서 현대화에 박

차를 가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00년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

이 가시화되면서 원해작전능력을 갖추기 위해 주요 수상함4)과 잠수함 능력을 

향상시켜왔다. 최근 중국 해군은 2017년 7월 25일 러시아와 나토(NATOㆍ북대

서양조약기구)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유럽 발틱해에서 실시된 첫 

중ㆍ러 합동 군사훈련에 중국형 이지스함을 참가시켜 원해작전 능력을 과시했

다. 많은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장거리 작전능력 향상으

로 남중국해를 포함한 주요 해역에서 미국의 ‘재(再)균형 전략’과 중국의 반

(反)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5) 전략의 충돌이 불가

1) 중국군이 걸프전을 통해서 얻은 교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obert Farley, “What Scares 

China’s Military: The 1991 Gulf War,” National Interest (November 24, 2014) 참조.

2) 중국은 향후 타이완 위기 시 미국의 해군력 현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접근/지역거부

(A2/AD: Anti- Access/Area-Denial) 작전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US 

Department of Defense(DoD),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CMSD 2011) (Washington, 

D.C.: DoD, 2011), p.57.

3) 최근 중국의 군사전략 목표는 ‘정보화 조건하 국부전쟁 승리’의 달성이며, 이를 위해 중국군은 ‘적

극 방어전략’과 ‘비대칭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4) 중국 해군은 1990년대 초부터 새로운 잠수함과 구축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다. 1991년에는 Song급

(Type 039) 잠수함을, 1990년 Luhu급(Type 052) 구축함을, 1996년 Luhai급(Type 051B) 구축

함 건조를 시작했다.

5)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은 중국이 사용한 전략 용어가 아니며, 

중국은 외부세력에 부당한 간섭(Intervention)을 저지한다는 의미에서 ‘반개입(反介入)’이라는 표

현을 종종 사용하였다. A2/AD 전략 개념은 미국 내 중국전문가들이 미국의 전력투사(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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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과 중국의 해군력 전개 강화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수상함 및 잠수함 전력 증강과 해양굴기전략은 미국 해군에겐 큰 도

전이다. 특히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DF-21D 대(對)수상함 탄도미사일(ASBM: 

Anti-Ship Ballistic Missile)6)과 주요 수상함 및 잠수함에 탑재되어 있는 대

(對)수상함 순항미사일(ASCM: Anti-Ship Cruise Missile) 능력이 크게 향상7)

되면서 위기 발생 시 마다 전개되고 있는 미국 항모전투단에 큰 위협이다.

본 논문은 중국 해군의 전력 증강으로 평시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은 물

론 위기 시 중국 해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해군의 능력과 대응방향을 

고찰하는데 있다.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 해군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 해군의 주요 A2/AD 전략 수행전력을 잠수함, 항공기와 구축함의 작전 능

력과 미사일로 제한하고, 미국 해군의 대응전략과 대(對)수상함전(ASuW: 

Anti-Surface Warfare)과 대(對)잠수함전(ASW: Anti-Submarine Warfare) 

Projection)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이란에 대해서도 

A2/AD 전략 용어를 사용 중이다. A2 전략은 중국이 본토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오키나와 등 미국

의 전진기지나 항모강습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미군 전력이 서태평양 해역으로 접

근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작전하는 것을 방해하여 원거리로 이격해서 기동하도

록 강요하는 것이다. AD 전략은 대만해협이나 동ㆍ남중국해 등 중국의 연안지역에서 분쟁 시 미

군이나 동맹군의 효율적인 연합작전에 대한 ‘행동의 자유(Freedom of Action)’를 차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에 개입을 못하도록 거부하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 F. Krepinevich, Why 

AirSea Battl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10), pp.8-11; Jan van Tol, et al., AirSea Battle: A Point-of-Departure Operational 

Concept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10), 

pp.17-48; and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 Research 

Service, 2011), p.89 등을 참조.

6) DF-21D ASBM은 기동식 재돌입핵탄두(MaRV: Maneuvering Re-entry Vehicle)를 장착하고 

있으며, 사정거리가 약 1,500km로 2010년에 실전 배치되었다. US Department of Defense(DoD),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Washington, D.C.: DoD, 2016), p.76;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ONI),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ONI, 2009), pp.26-27; and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ONI),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ONI, 

April 2015), p.13.

7) 중국 해군의 ASCM 능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an Cummings, “A Thousand Splendid Guns: 

Chinese ASCM in Competitive Control,”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9, no. 4 (aUTUMN 

2016), pp.79-92 and VADM Thomas Rowden, RADM Peter Gumataotao and RADM Peter 

Fanta, “Distributed Lethality,” Proceedings (US Naval Institute), vol. 141, no. 1 (Jan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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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분석했다.

Ⅱ.�중국�해군의�해양전략과�A2/AD�전략수행�개념

1.�중국�해군의� ‘적극적�근해�방어전략’과�해군력�강화

중국 해군은 1980년대 덩샤오핑과 류화칭 제독8)(해군사령원/한국 해군의 

참모총장과 동일 직책)이 제시한 ‘근해적극방어(Offshore Active Defense)전

략’의 큰 틀 안에서 발전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초기,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탄

생한 1949년부터 1980년 소련이 붕괴되기까지는 소련으로부터의 지상군 위협

에 대응하면서 해군은 연안방어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중국은 <표 1>에서처럼 

3단계 계획에 따라 해군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류화칭제독(1916～2011년)이 해군사령원을 마치고 중앙군

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198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으로, 제1도련(First 

Island Chain)에 포함된 서해ㆍ동중국해ㆍ남중국해를 근해(Near Seas)로 구

분하고 ‘근해적극방어전략’을 추구하던 시기다. 특히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미

국이 수행한 이라크전 등 주요 전쟁의 교훈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군사혁신

(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과 군의 첨단화 흐름을 지켜보면서 중

국군에 대한 ‘정보화’와 ‘비접촉전(Non-Contact Warfare)’이라는 개념을 받아

들였다. 중국군은 이 기간 동안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현대식 군사력 구축에 

주안점을 두기 시작했다.9)

8) 류화칭(劉華淸) 제독은 해군사령원으로 재직 시 중국의 해양전략을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

시켰으며, 항공모함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 류제독의 전략사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의 자서

전 劉華淸, 劉華淸回顧錄 (北京: 解放軍出版社, 2004) 참조.

9) 중국 해군의 해양전략 개념 발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덕기, 21세기 중국 해군 (서울: 한국해

양전략연구소, 2000), pp.73-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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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해군의 3단계 발전계획10)

기 간 발전개념 세부내용/주요 전력

제1단계

(1985-2000)

근해함대를 바탕으로 

제1도련 내 해역에 대

한 ‘근해적극방어’ 능

력 확보

해군력 현대화를 통해 작전반경을 확대하여 남사군도

와 같은 주권분쟁 해역에 대비하고 근해의 해상교통로

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 확보
* 주요전력: Luda급 구축함, Kilo급 잠수함

제2단계

(2001-2020)

원해함대를 바탕으로 

제2도련 내 해역에 대

한 ‘중거리 전진방어’ 

능력 확보

경(經)항모 등을 확보하여 항모전단을 창설ㆍ운용, 해

군작전 범위와 임무를 필리핀 해와 인도네시아 해역까

지 확대
* 주요전력: Jin급 SSBN, Shang급 SSN, KiloㆍSong급 SS, 

           Liaoning 항모, LuhuㆍLuyang급 구축함 등

제3단계

(2021-2050)

제2도련 선 밖의 해역

에 대한 ‘장거리 전진

방어’ 능력 확보

아시아지역에서 입체적 작전능력을 갖추며, 원거리 해

상 수송로 보호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에 대응하는 

해양국가로 성장
* 주요전력: Jin급 SSBN, Shang급 SSN, Yuan급 SS, 

            Shandong함 등 자체건조 항모,11) 

            Luyang-III급 구축함, Typy-055 순양함 등

두 번째 단계는 제2도련선 내 해역에 대한 ‘중거리 전진방어’ 능력을 확보

하는 시기이다. 중국 해군은 이미 운용 중인 Liaoning항모는 물론 자체 설계

ㆍ건조한 항모를 확보하는 시기이다. 아울러 Jin급 SSBN, Shang급 SSN, 

KiloㆍSong급 SS 등이 주 전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 단계에서 중

국은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가까운 바다에서의 해양분쟁(영토분쟁 포함)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문제와 경제발전에 따른 해양활동 증가에 따라 해상교통로

(SLOC) 보호가 중요시되는 먼 바다에서의 해적활동과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위

협에 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작전범위를 현재 분쟁 중인 남중국해를 포함하여 필리핀 해와 인도네시

아 해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제2도련 선 밖의 해역에 대한 ‘장거리 전진방어’ 능력을 확보하

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중국 해군은 자체 건조한 Shandong함 등 항모전투단을 

10)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Washington, D.C.: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7), pp.7-37; US Department 

of Defense(DoD),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CMSD 2017) (Washington, D.C.: DoD, 

2017), pp.49-64; and 김덕기, 21세기 중국 해군 , p.121.

11) 중국 해군은 영토와 해외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태평양과 인도양에 각각 2개의 항모강습단이 필

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5-6척의 항모를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Liu Xin and Liu Caiyu, “China 

Eyes Building more Aircraft Carriers,” Global Times, April 20, 2017 및 “중국, 두 번째 항공

모함 진수 예정,” 국방과학기술정보 , 제64호 (2017년 5-6월),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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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자국의 해양이익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

리고 현재 건조 중인 중국형 이지스함(Type-055)(서양에서는 순양함 또는 대형 

구축함으로 명명)12)과 Shang급 SSN 등이 항모전투단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2.�중국�해군의�A2/AD�전략�수행을�위한�작전�수행�개념

중국은 아ㆍ태해역에서 미국 해군의 작전을 차단하기 위하여 반접근/지역

거부(A2/AD)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A2/AD 전략은 미국의 관

점에서 중국의 대비 군사전략을 평가하여 부르는 용어이며, 중국의 공식적으

로 사용하는 군사전략이나 해양전략 개념은 아니다. 반접근(A2)은 미군 전력

이 서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전진기지로부터 대(對)중국 작전 수행을 차단하는 

전략개념이다. 반면 지역거부(AD)는 미국 해상전력이 중국의 핵심이익 해역인 

남중국해ㆍ동중국해와 서해에서 자유로운 군사행동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림 1> 중국 해군의 해양방어권 개념도13)

12) Type-055함은 10,000-12,000톤으로 미사일탑재 구축함보다는 순양함으로 평가 받고 있다. 보

다 자세한 내용은 Jeffrey Lin and p.W. Singer, “China’s Largest Surface Warship Takes 

Shape,” Popular Science, October 20, 2016; 2016 CSMD, p.26; Ronald O’Roureke, China 

Navy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Washington, D.C.: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7), pp.31-32; and 양욱, “거함거포시대 부활?: 동북아 

최대의 수상 전투함, 055형 진수,” 해군, vol. 419 (August 2017), pp.20-21 참조.

13)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ONI),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th Century (Washington, D.C.: ONI, April 2009),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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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정보국은중국해군 보고서14)에서 최근 중국 해군이 근해와 원해에

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1～2도련

선 방어 개념을 보다 구체화한 해양방어권(Maritime Defensive Layer)15) 개념

으로 작전수행 개념을 변경했다고 분석했다. 제1방어권은 연안으로부터 540～
1,000해리 떨어진 해역이다. 이 방어권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일본이 포함되

는 해역이며 대함탄도미사일(DF-21)과 핵잠수함이 주된 방어 수단이다. 

제2방어권은 연안으로부터 270～540해리 떨어진 해역이다. 이 방어권은 

베트남과 일본의 오키나와를 잇는 해역이며 잠수함, 수상함, 항공전력이 주요 

수단이다. 

제3방어권은 연안으로부터 270해리 떨어진 해역이다. 이 방어권은 한국의 

입장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과 대만을 잇는 해역이다. 이 해역에서는 수

상함과 잠수함, 항공기, 해안방어 순항미사일(CDCMs: Coastal Defense 

Cruise Missiles) 등이 효율적인 방어 수단이다. 따라서 미국 해군은 동중국해

나 타이완 근해에서 위기 발생 시 위기관리를 위한 항모전투단을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해군의 잠수함, 항공기와 수상함에 탑재된 대(對)수상함 미사일

이나 CDCM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해군의 해양방어권 개념은 미국 해군의 다층방어 개념과 유사하나 현 

중국 해군의 능력을 고려하면 모든 방어권 내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기에

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해군력 현대화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020년 이후가 되면 미국 해군정보국에서 제시한 제1～3 해양방어

권을 동시에 방어한다는 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다. 최근 중국 해군이 <그림 1>

의 제1～2 해양방어권에 전력을 투사하고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남

중국해의 해양분쟁 당사국과 인접 국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고 한국의 

사드(THAAD)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보복하는 것은 한반도가 제3해양

방어권의 최종 방어권이며,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아시아 재(再)균형 전략’ 

및 ‘인도-태평양(Indo-Pacific)전략’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해군은 서태평양에서 미국 해군의 자유로운 해양활동을 차단하고 

14)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ONI),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th Century (Washington, D.C.: ONI, April 2017).

15) 미국 해군정보국이 중국해군 보고서에서 최초로 언급된 Maritime Defense Layer의 Layer 개념

을 방어권 또는 방어선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기존에 사용하던 도련(Island Chain) 개념과 혼돈

될 수 있어 방어권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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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항모전투단, 해군의 비대칭전력인 대(對)위성무기

체계(ASAT: Anti-Satellite),16) 전략핵잠수함(SSBN), 공격핵잠수함(SSN), 제

2포병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對)함탄도미사일 등펑(DF: Doeng Feng/東風)-21 

등의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Ⅲ.�중국�해군의�주요�잠수함ㆍ항공기�및�
구축함�전력�증강

최근 중국 해군은 미국이 제1ㆍ2도련 중간해역에서 우세한 전력을 현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해역에서 시ㆍ공간적 제한사항을 가지고 반

접근ㆍ지역거부(A2/AD)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잠수함, 항공기와 

수상함의 대(對)수상함 순항미사일, 대(對)함탄도미사일 등과 같은 비대칭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계기로 러시아로부터 

Sovremenny급 구축함과 Kilo급 잠수함을 도입한 이후 신형 잠수함, 구축함

과 호위함들을 자체적으로 건조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구축함과 잠

수함 도입 시 발사 Platform은 물론 대(對)수상함 순항미사일인 SS-N-22 

Sunburn도 같이 구입했다. 본 절에서는 미국 해군에서 큰 위협으로 간주하

고 있는 중국 해군의 항공기, 주요 수상함과 잠수함의 미사일 등 공격 능력을 

분석했다.

1.�중국�해군의�잠수함�전력�증강�및�A2/AD�전략�수행�능력

중국 해군의 잠수함전력은 현대화가 추진되면서 전체 보유 숫자는 감소하

고 있다. 일례로 1996년에는 신형 Kilo급 외 구형 잠수함 75척을 보유하고 있

었는데, 2010년에는 54척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약 절반인 27척

16) 중국의 ASAT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hinese Anti-Satellite [ASAT] Capabilities,” 

http://www.globalsecurity.org/space/world/china/asat.htm (검색일: 2017.8.25.) and 

“Submarine ASAT,” The Washington Times, January 18, 2008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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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근에 건조된 신형 잠수함이다. <표 2>에서처럼 2017년에는 보유 중인 56

척 중에서 약 75%인 45척이 현대식 잠수함이다.

<표 2> 중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증강현황, 1996-201717)

구 분(척수) 유형
톤수

(수중)

보유수 ASCM/

SLBM

사거리

(km)’96 ’03 ’10 ’15 ’17

전략

잠수함

SSBN

(4)
Jin(晉)급 8,000  2  4  4

ㆍJL-2

  (SLBM)

ㆍ7,400-

  8,000

전술

잠수함

(53)

SSN

(5)

Shang(商)급 7,000  2  2  2
ㆍYJ-82

ㆍYJ-18

ㆍ40

ㆍ540

Han(漢)급 5,500  5  5  4  3  3 ㆍYJ-82 ㆍ40

SSK

(47)

Song(宋)급 2,250  3 13 13 12 ㆍYJ-82 ㆍ40

Ming(明)급 2,113 10 19 19 19 11 -

Kilo급 3,076  2  4 12 12 12 ㆍSS-N-27 ㆍ300

Yuan(元)급 3,600  2 12 12 ㆍYJ-82 ㆍ40

소 계 17 31 54 65 56

참고: YJ는 Ying Ji(鷹擊), JL은 Julang(巨浪), SS-N-27 Sizzler은 3M-54E1(러시아제)을 

의미한다.

중국 해군은 1990년대 중반까지 1960년대 소련이 설계한 Romeo급과 1970

년대 설계한 Ming급 잠수함이 주 전력이었으나 두 유형의 잠수함은 크기가 

작아 중국 연안을 벗어나는 해역에서의 작전은 크게 제한되었다. 중국 해군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잠수함 현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은 현대화와 더불어 러시아로부터 Kilo급 잠수함을 도입하면서부터 더욱 강화

되었다. 특히 중국 해군이 잠수함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Kilo급에 장착된 사거

리 300km SS-N-27 Sizzler는 종말단계에서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미사일로 

미국의 항모전투단은 물론 수상함에 큰 위협이 되었다.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소음 등으로 작전 운용이 제한된 Han급 공격 잠수

함과 Xia급 SSBN이 주 전력이었다. 중국 해군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

까지의 기간에 제2세대 SSBN인 Jin급(Type-094)을 건조해서 실전에 배치했

다.18) Han급 후속으로 제2세대 SSN인 Shang급(Type-093)을 2척 보유하고 

17) Jane’s Fighting Ships 2017; The Military Balance 1996-2017; and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2017), p.16.

18) 중국 해군은 현재 Jin급 SSBN을 운용 중이며,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US DoD, CMSD 

(2016),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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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개량형 Shang급 SSN(Type-093A)을 건조 중이고, 총 8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그리고 Shang급 후속함인 제3세대 SSN인 Type-095가 건조될 것 

같다.

재래식 잠수함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 러시아로부터 Kilo급 

잠수함을 도입하고 자체 설계한 Song급과 Yuan급 잠수함을 전조하면서 재래

식 잠수함 전력은 미국 해군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

<그림 2> 중국 및 러시아 잠수함의 소음에 따른 상대적 탐지 가능성 비교19)

수중음향학 측면에서 소음준위(Noise Level)는 잠수함의 성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특히 잠수함의 작전 능력은 다른 잠수함과 수

상함을 탐지할 수 있는 소나의 능력과 자체소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림 2>

에서처럼 미국 해군정보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자체 설계하여 건

조한 Song급과 Yuan급 재래식 잠수함은 러시아에서 도입ㆍ생산한 Kilo급보다 

소음이 크다. 핵잠수함의 경우도 Han급과 Shang급 SSN은 러시아 Akula급 

SSN보다 역시 소음이 크다. 자체 소음은 잠수함의 은밀성과 생존성에 큰 영향

을 미친다. Jin급 SSBN의 경우 미국 Ohio급 SSBN에 비해 소음이 크고 생존

성이 크게 떨어졌으나 개량형 Jin급 SSBN(Type-094A)은 개량형 Shang급 

SSN(Type-093A)에서 적용된 소음 감소 기술로 소음을 줄이고, 생존성을 향

상시키는 중이다.20)

19) US ONI,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2009), p.22.

20) Jeffrey Lin and P. W. Singer, “China’s New Ballistic Missile Submarine could Change Its 

Prospects in Nuclear War,” Popular Science, January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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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군은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약 2.55척의 잠수함을 건조하였으

며, 잠수함의 수명은 20-30년이었다. 중국 해군의 공격 잠수함은 1996-2005년

까지 매년 약 3회 정도 원해에서 작전을 실시했으나, 최근에는 매년 10회 이상 

원해에서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수상함과 항공모함에 위협이 되고 있

다.21) Jin급 SSBN은 2015년 12월 9일 처음으로 억제력 구현을 위한 항해를 실

시했다.22)

또한 <표 2>에서처럼 중국잠수함이 탑재한 SLBM 뿐만 아니라 YJ-18 순항

미사일과 Kilo급에 장착된 SS-N-27은 미국 수상함과 항공모함 전투단에 중

대한 위협이다.

2.�중국�해군의�주요�항공기�전력�증강�및�A2/AD�전략�수행�능력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발생 시에 대비하여 해군 항공기의 장거

리 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중국 해군이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항공력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생산된 

제2세대 항공기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2017년 항공기의 주력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로 현대

화되었으며, 수상함을 공격할 수 있는 공대함미사일도 크게 향상되었다. 또 다

른 능력으로는 조기경보기, 적(敵)의 대공방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체계

(SEAD: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s), 전자전 등의 성능은 크게 발

전되었다. 이러한 중국 해군의 장거리를 포함한 다양한 능력 향상은 미국 해군 

수상함에 큰 위협으로 대두되었다.

21) Hans M. Kristensen, “Chinese Nuclear Developments Described(and Omitted) by DoD 

Report,” FAS Security Blog, May 14, 2013.

22) Bill Gertz, “Pentagon Confirms Patrols of Chinese Nuclear Missile Submarines,” Washington 

Times, December 9, 2015 and Richard D Fisher Jr., “China Advances Sea- and 

Land-Based Nuclear Deterrent Capabilities,” Jane’s Defense Weekly, December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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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국 해군의 항공전력 현대화/증강 현황, 1996-201723)

항공기세대/모델 전투행동반경(km)
보유수

’96 ’03 ’10 ’15 ’17

전투기/공격기

제2세대

J-6(Fighter) 640 311 200 200 - -

Q-5(Attack) 600  40  30  30 - -

제3세대

J-7 800 70 26 26 - -

J-8(Fighter) 1,000 30 48 48  24  24

JH-7(Attack) 1,760 - 20 84 120 120

제4세대

Su-30MK2(Attack) 3,000(작전반경) - - 24 24 24

J-16(Attack) 3,900(작전반경) - - - - 24

J-11B/BS(Fighter) 3,530(작전반경) - - - 60 72

J-10A/S(Fighter) 550 - - - 24 23

J-15(Su-33)(Attack) 3,000(작전반경) - - - - 13

소 계 451 324 222 252 300

폭격기

H-5(IL-28) 2,180(작전반경) 130 50 20 - -

H-6 1,800   7 - - - -

H-6D 1,800   9 18 30 - -

H-6G 1,800 - - - 30 30

소 계 146 68 50 30 30

<표 3>에서처럼 중국 해군의 항공전력은 두 가지 임무, 즉 ① 공중우세(Air 

Supremacy)와 ② 대(對)수상함전을 수행한다.24) 중국 해군은 1996년까지 전

술항공기의 75%가 제2세대였으나, 2010년에는 전투기의 85%가 제3세대, 

2017년에는 제3세대인 JH-7이 주력기이지만 절반이 제4세대 전력이다. 향후 

중국 해군은 러시아 Su-33기를 기초로 개발한 J-15기와 Su-30MK2를 기반

으로 개발한 J-16기를 주요 전력으로 운용할 것이다.

23) The Military Balance 1996, 2003, 2010, 2015 and 2017.

24) 현재 중국해군에서 운용 중인 H-6G 폭격기는 현재 개발 중인 H-6K로 대체될 것이다. Jane’s All 

the World’s Aircraft (October 2014); “Xian H-6,” https://en.wikipedia.org/wiki/Xian_H-6 

(검색일: 2017.9.2.) and “H-6D Bomber,”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

china/h-6d.htm (검색일: 20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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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국 해군 항공기의 공대함 순항미사일 현황25)

종  류
사정거리

(km)

속력(마하)
비행고도

(m) 탑재 항공기5

비행 최종 비행 최종

YJ-81  70 0.9 0.9 20 6 ㆍQ-5

YJ-82K 130 0.9 0.9 20 6 ㆍJH-7

YJ-83 250 0.9 1.4 20 5 ㆍJ-16

YJ-91  50 2.5 2.5 20 7 ㆍJ-11B

YJ-62 280 0.8 0.8 30 8 ㆍJ-16

YJ-12 300-400 0.9 3.0 -
ㆍH-6, H-6G

ㆍSU-30, JH-7B, J-10/11/16

미국 해군에 위협이 되고 있는 무기는 중국 해군의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공대함(空對艦)순항미사일(ASCM: Anti-Ship Cruise Missile)이다.26) 중국 

해군은 지난 20년간 ASCM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표 4>에서처럼 비록 

속도가 음속이하이나 사정거리가 긴 YJ-62와 초음속이면서 사정거리가 긴 

YJ-12를 동시에 공격하면 미국 항모전투단은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27)

<그림 3>에서처럼 지난 20년간 중국 해군 항공기의 작전반경이 크게 확대

되었다. 일례로 1996년 Q-5 전투기의 전투행동반경은 약 600km였고, 장착된 

YJ-81의 사거리는 70km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거리는 670km에 불과했

다. 반면 1997년 러시아제 SU-30MKK를 중국형으로 개조한 J-16기는 4세대 

전투기로 전투행동반경은 약 1,500km이며, 사거리가 280km인 YJ-62 미사일

을 장착하면서 작전거리가 약 1,800km까지 확대되었다.

25) Eric Heginbotham et. al., The U.S.-China Military Score Card: Forces, Geography, and 

the Evolving Balance of Power 1996-2017 (Santa Monica, Calif.: RAND, 2015), p.175 and 

Dennis M. Gormley, Andrew S. Erickson, and Jingdong Yuan, A Low-Visibility Force 

Multiplier: Assessing China’s Cruise Missile Ambitions (Washington, D.C.: U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14).

26) 중국 해군의 순항미사일 능력과 위협에 대한 내용은 Dennis M. Gormley; Andrew S. Erickson; 

and Jingdong Yuan, “A Potent Vector: Assessing Chinese Cruise Missile Developments,” 

Joint Force Quarterly, no. 75 (September 30, 2014) and Dennis M. Gormley; Andrew S. 

Erickson; and Jingdong Yuan, A Low-Visibility Force Multiplier: Assessing China’s 
Cruise Missile Ambitions을 참조. 

27) “Storm Force Warning China’s Anti-Ship Missile Range Spreads Its Wings,” Jane’s 
International Defense Review (April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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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국 해군의 항공기 작전반경 증가, 1996-201728)

3.�중국�해군의�주요�수상함�전력�증강�및�A2/AD�전략�수행�능력

중국 해군은 2000년 러시아로부터 최초로 Sovremenny급 구축함 2척을 도입

하면서 미국 해군의 수상함과 항공모함에 대한 공격능력을 향상시켰다. 그 이후 

2005년에 Sovremenny급 구축함 2척을 추가로 도입했다. Sovremenny급 구축

함은 러시아에서 개발한 SS-N-22 Sunburn 대함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동 미

사일의 최대 속도는 마하 3이며, 최대 사거리는 220km/240km(개량형)이다. 

<표 5>에서처럼 최근 건조된 구축함과 호위함은 성능이 크게 향상된 YJ-83

와 YJ-62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Luyang-II 구축함에 장착된 YJ-62 미사

일은 미 해군이 보유한 Harpoon 미사일 사거리(약 150km)의 약 두 배인 

280km이다. 특히 중국형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Luyang-III 구축함29)의 수직

28) Eric Heginbotham, et. al., op. cit., p.176.

29) 중국형 이지스 구축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덕기, “중국 북해함대에 이지스 구축함 최초 배

치가 주는 전략적 함의,” 한국해양안보포럼 E-저널,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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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대에 장착된 YJ-18은 적의 공대공 또는 함대공 미사일로부터 격추를 피하

기 위하여 초음속으로 비행하며 사정거리가 약 540km나 된다.30) 미국 해군이 

수상함에서 적 수상함을 공격하기 위해 운용 중인 Harpoon은 아음속인 반면, 

YJ-18은 순항속도가 마하 0.8이며, 최종 공격단계에서는 속도가 초음속인 마

하 2.5-3으로 요격이 쉽지 않다.

<표 5> 중국 해군의 수항함(구축함/호위함) 전력 증강 현황, 1996-201731)

유 형 톤 수
증강현황

ASCM 사거리(km)
’96 ’03 ’10 ’15 ’17

구

축

함

Luda 3,250 17 16 15  6  6
ㆍYJ-8

ㆍYJ-83

ㆍ40

ㆍ120

Luhu 4,600  1  2  2  2  2
ㆍYJ-8

ㆍYJ-83

ㆍ40

ㆍ120

Sovremenny 7,940 -  2  2  2  2 ㆍSS-N-22 ㆍ120

Luhai 6,000 -  1  1  1  1
ㆍYJ-8

ㆍYJ-83

ㆍ40

ㆍ120

Luyang-I 7,000 - -  2  2  2 ㆍYJ-83 ㆍ120

Luyang-II 7,000 - -  2  5  6 ㆍYJ-62 ㆍ280

Sovremenny 7,940 - -  2  2  2 ㆍSS-N-22
ㆍ240

 * 개량형

Luzhou 7,000 - -  2  2  2 ㆍYJ-83 ㆍ120

Luyang-III 7,500  1  4 ㆍYJ-18 ㆍ537(290nm)32)

호

위

함

Chengdu 1,702  2  0  0  0  0 없음.

Jianghu 1,702 33 37 30 16 17 ㆍHY-2 ㆍ80

Jiangwei-II 2,250  4 12 14 14 10
ㆍYJ-8

ㆍYJ-83

ㆍ40

ㆍ120

JiangkaiI/II 3,900 - -  8 20 24 ㆍYJ-83 ㆍ120

30)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ONI),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th Century (Washington, D.C.: ONI, April 2015), p.13 and “YJ-18,” https://en.

wikipedia. org/wiki/YJ-18 (검색일: 2017.8.28.).

31) The Military Balance 1996, 2003, 2010, 2015 and 2017; Jane’s Strategic Weapon System; 

and Dennis M. Gormley; Andrew S. Erickson; and Jingdong Yuan, A Low-Visibility Force 

Multiplier: Assessing China’s Cruise Missile Ambitions. (Washington, D.C.: U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14).

32) YJ-18은 러시아제 SS-N-27을 모방해서 만들었으며, 사거리가 약 540km이며, 종말단계(약 40km)

에서는 마하 2.5-3의 속도로 수상함 표적에 접근하므로 대응이 어렵다. YJ-18은 중국 해군의 대

(對)수상함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중국형 이지스함인 Luyang-III 구축함에 탑재되어 있고, 

현재 건조 중인 Type-055 순양함에도 장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New Mobile Coastal 

Variant of YJ-18 Supersonic Anti-Ship Missile Spotted in China,” Navyrecogni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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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Sovremenny, Luyang-I, Luyang-II, Luyang-III, Luzhou 구축

함과 Jiangkai-II 호위함은 초수평선(OTH: Over The Horizon)에 있는 표적

을 탐지할 수 있는 3차원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Type-344)(러시아제 

Mineral-ME)를 장착하고 있다. 동 레이더는 SPY레이더처럼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미사일을 표적으로 유도하는 Missile Data Link 체계를 갖추고 있다. 동 

레이더는 SPY레이더 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수동으로 운용될 경우에는 

450km, 능동으로 운용될 경우에는 180km의 표적을 탐지ㆍ추적할 수 있다.33)

중국 해군은 중국형 이지스함인 Luyang-III을 지속 건조하면서 2014년부

터 중국형 순양함인 Type-055를 건조 중이며, 총 4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표 6> 한국-미국-일본-중국 해군의 이지스함 능력 비교34)

구  분 전장(m) 만재톤수 레이더 VLS 척 수

중국, Luynag-III(구축함) 157  7,500 Type 346A  64  4

중국, Type-055(순양함)(건조 중) 180 13,000 Type 346A 128  4

일본, Atago 164.9 10,000 SPY-1D(V)  96  2

일본, Kongo 161  9,637 SPY-1D  90  4

미국, Arleigh Buke(IIA) 155.3  9,426 SPY-1D(V)  96 62

한국, Sejong The Great 165.9 10,000 SPY-1D(V) 128  3

5 August 2015; “简氏称中国鹰击-18反舰导弹可‘空中急拐弯’(图),” mil.news.sina.com.cn. 12 

September 2013; Dennis M. Gormley, Andrew S. Erickson and Jingdong Yuan, “A Potent 

Vector: Assessing Chinese Cruise Missile Developments,” Joint Forces Quarterly, no. 102 

(30 September 2014); and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2017), p.9.

33) 동 레이더의 표적 방위오차는 0.25도, 거리오차는 50m이내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Norman 

Friedman, The Naval Institute Guide to World Naval Weapon System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2006) 참조.

34) 김덕기, “미국 해군정보국 보고서를 통해서 본 중국 해군: 개괄적 함의,” KIDA 주간국방논단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5년 10월 26일), p.4. 각국의 이지스함 능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ane’s Fighting Ships 2014-2015, The Military Balance 2015 및 Wikipedia (The Free 

Encylopedia)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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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미국�해군의�중국�해군력�위협�평가와�대응전력

1.�중국�해군의�잠수함�위협평가와�대잠전(ASW)�능력�강화

미국 해군의 중국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ASW 전력으로는 공격핵추

진잠수함(SSN/SSGN), 해상초계기(MPA: Maritime Patrol Aircraft)(P-3 

Orion/P-8 Poseidon), 이지스함과 소나를 가진 해양감시선(T-AGOS: Towed 

Array Ocean Surveillance Ship) 등이 있다. 공격 잠수함은 수동 소나를 이용

하여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MK-48 중(重)어뢰로 공격한다. 반면 MPA는 소나

부이, 레이더, 자기탐지장비를 이용하여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MK-54 경(輕)

어뢰로 공격한다. 이지스함은 선체 고정형 소나, 예인소나 및 헬기를 이용하여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어뢰와 대잠로켓(ASROC: Anti-Submarine Rocket)으

로 공격한다. T-AGOS는 선배열소나(Towed Array Sonar)를 이용하여 적 잠

수함을 탐지하고 MPA와 정보를 제공하며 대응하도록 한다.

미국 해군의 공격 잠수함은 수상함처럼 지속적으로 신형 함을 건조하면서 

구형 잠수함은 교체되어 왔다. <표 7>에서처럼 1996년 이전에는 Los Angeles

급이 주력이었으나, 2003년에는 2척의 Seawolf급이 건조되었고, 2010년 이

후에는 신형 Virginia급이 건조되고 있다. 신형 Virginia급은 Seawolf급의 

건조비가 비싼 것을 고려하여, 건조비용을 줄이기 위해 Seawolf급 보다 톤수

뿐만 아니라 기존 수직발사대를 12기에서 6기로 줄였다. 

<표 7> 미국 해군의 공격핵추진잠수함 증강 현황, 1996-201735)

유 형 톤수
보유 숫자

’96 ’03 ’10 ’15 ’17

Sturgeon 4,714 25 1 - - -

Los Angeles(SSN-688) 6,927 37 28 22 19 12

Los Angeles(SSN-688i)(개량형) 7,147 20 23 23 22 22

Seawolf(SSN-21) 9,138 - 2 3 3 3

Virginia(SSN-774) 7,800 - - 5 11 13

계 82 54 53 55 52

35) The Military Balance 1996-2017; “Seawolf Class,” in Jane’s Underwater Warfare System 

(March 24, 2015); and Roand O’Rourke, Navy Virginia(SSN-774) Class Attack Submarine 

Procurement: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ne 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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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해군은 잠수함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민용기술적용(Off-the- 

Shelf Insertion) 계획 도입으로 모든 공격 잠수함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공격 잠수함의 소음준위를 낮출 수 있었다.36) 미국 해군은 이러한 노력을 통

해 대(對)중국 잠수함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미국 해군은 향후 Los Angeles급을 대체하기 위해 신형 Virginia급을 계

속 건조할 예정이다.37) 특히 중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하여 

괌에 4척의 공격 잠수함을 배치하였는데 향후 잠수함의 서태평양 현시를 강화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아시아 재(再)균형 정책’에 따라 진행 중인 유럽과 아

태지역 해군력의 재(再)균형이 이루어지는 2020년이 되면 더 많은 공격 잠수

함들이 태평양에 전개될 것이다.38)

미국 해군의 ASW 항공기는 1962년에 처음 소개된 P-3 Orion기로 능동 및 

수동 소나를 이용하여 적 잠수함을 탐지하여 우군에 전파한다. 또한 APS-137 레

이더를 이용하여 적 잠수함의 잠망경을 탐지할 수 있다. 아울러 얕은 수심에서 작

전하는 잠수함은 자기탐지장비를 이용하여 탐지한다.39) P-3 Orion기는 2013년 

최초 시험평가를 마친 P-8 Poseidon 다목적해양항공기(MMA: Multi-mission 

Maritime Aircraft)로 대체 중이다. 동 항공기는 현재 6개 전대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미국 해군은 총 53대를 주문한 상태이다.40)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 

잠수함 잠망경은 물론 수상함을 탐지할 수 있는 AN/APY-10 레이더를 장착

하고 있다. P-8 Poseidon의 무장으로 적 수상함을 공격할 수 있는 Harpoon 

미사일,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SLAM-ER 순항미사일, 적 잠수함을 공격

할 수 있는 폭뢰와 MK-54 어뢰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Data Link를 이용하

여 Global Hawk의 해상 Version인 MQ-4C Triton UAV41)와 협동 교전이 

가능하다.

해군수송사령부에서 운용 중인 T-AGOS함은 저주파를 사용하는 해양감시

36) “USA Upgrades Submarine Fleet Acoustic Under A-RCI Program,” Defense Industry 

Daily, April 30, 2012.

37) US Navy, “Attack Submarines-SSN,” Fact Sheet, April 27, 2017.

38) US Navy, “Attack Submarines-SSN,”Fact Sheet, November 27, 2012.

39) “Lockheed Martin(Lockheed) P-3 Orion,” in Jane’s Aircraft Upgrade (March 9, 2015).

40) MQ-4C Triton UAV의 주요 임무는 대잠전과 대수상함전이다. “United States,” in Jane’s 
World Navies (March 6, 2015) and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Defense 

Acquisitions: Assessing of Selected Weapon System Programs (Washington, D.C.: GAO, 

May 2017), p.109.

41) “MQ-4C Triton Broad Area Maritime Surveillance(BAMS) UAS,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www.naval-technology.com/projects/mq-4c-triton-bams-uas-us/ (검색일: 20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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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선배열 소나체계(SURTASS: Surveillance Towed Array Sonar System)로 

수중 약 15-45미터에 있는 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다. T-AGOS함급으로는 

1991년에 최초로 배치된 Victorious함을 시작으로 2001년 Impeccable함이 

마지막 함정으로 건조되었다.

2.�중국�해군의�항공기�및�탄도ㆍ순항미사일�위협평가와�대응�

능력�강화

미국 해군의 대공전 및 미사일 방어는 이지스함의 전투체계를 중심으로 이

루어진다. Ticonderoga급 순양함과 Arleigh급 구축함에서는 SPY-1D 위상배

열레이더, 계속 성능을 개량시키고 있는 Hard Ware/Soft Ware와 Standard 

Missile(SM)로 대응한다. 초기의 이지스함은 적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대응이 

주 임무였으나 최근에는 탄도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를 할 수 있도록 <표 8>에서처럼 BMD 함정을 증강

시키는 중이다. 

1996년 미국 해군은 34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미사일 방어능

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다. 2010년 미국 해군은 1996년부터 약 두 배가 증가

한 68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란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18척의 BMD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되었다. 

<표 8> 미국 해군의 이지스 순양함 및 구축함 증강 현황, 1996-201742)

유   형 톤 수
보  유  수

’96 ’03 ’10 ’15 ’17

Ticonderoga(CG-47)  9,600 27 27 22 22 22

Arleigh Burke(DDG-51) Flight I/II  8,184  7 21 21 28 28

Arleigh Burke(DDG-51) Flight IIA  9,100 -  6 25 34 37

Zumwalt (DDG-1000) 10,000 - - - -  2

소  계 - 34 54 68 84 87

BMD 함정  0  3 18 33 34

42) The Military Balance 1996-2017; Jane’s Fighting Ships 1996-2017; and Ronald O’Rourke, 

Navy 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BMD) Program: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Washington, D.C.: US Congress Research Service, May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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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은 2017에는 87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34척이 

BMD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차세대 구축함인 Zumwalt급(DDG-51 Flight III) 

구축함을 3척 건조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2척을 보유하게 되었다. Zumwalt급 

구축함은 적 항공기 및 순항미사일을 보다 더 정확하게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능동형(Active) 항공기 및 미사일방어레이더(AMDR: Air and Missile Defense 

Radar)인 AN/SPS-6 능동형 위상배열레이더43)를 장착하고 있다.

미국 해군은 1981년부터 이지스함이 적 항공기 및 순항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SM-2를 운용해 왔다. SM-2는 사거리가 약 165km로 적 순항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성능을 계속 향상시켜왔다. 일례로 적 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 2004년부터 SM-2 Blcok IV를 운용했으며, 2008년부터는 적 

순항미사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외선 탐색기(IR Seeker)가 장착된 

SM-2 Block IIIB를 운용해 왔다.44) 

그러나 미국 해군은 최근 SM-2가 적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에 대응하는데 한

계가 있음은 인식하고 SM-2에 비해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된 SM-6을 개발하여 

배치 중이다.45) SM-6는 SM-2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미사일로,  발사된 후

에 미사일 유도부분에서 받은 정보의 최신화(Update) 능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추지 않은 E-2D 조기경보기에서도 Data Link를 

이용하여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46) SM-6는 사거리가 약 370km로 기존 

SM-2에 비해 사거리가 약 두 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보다 원거리에서 적 항공

기를 격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상함이나 항모전투단에 접근하는 순항미

사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향상시켰다. 또한 SM-6는 

적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Terminal Phase)에서 요격할 수도 있다.47)

43) 그러나 능동형 AMDR레이더는 적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대응능력은 크게 향상되

었으나, BMD 능력이 제한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he Highly Capable, Truly Scalable 

Radar,” http://www.raytheon.com/capabilities/products/amdr/ (검색일: 2017.8.26.). 

44) “RIM-66/67/156 Standard SM-1/2, RIM-161 Standard SM-3, and RIM-174 Standard SM-6,” 

Jane’s Strategic Weapons Systems (July 30, 2013).

45) SM-6는 2013년 11월에 최초 시험발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미국 해군은 현재 운용 중인 SM-2의 

생산을 중단하고 SM-6로 대체할 계획이다.

46) The U.S.-China Military Scorecard, p.183.

47) SM-6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할 것. “The Sea-Based Terminal Program and 

the SM-6 Dual Interceptors,” https://mostlymissiledefense.com/2016/07/25/the-sea-based –
terminal-program-and-the-sm-6-dual-interceptors-july-25-2016/ (검색일: 2017.8.24.) 

and Sydney J. Freedberg, “SM-6 Can Now Kill Both Cruise AND Ballistic Missiles,” 

http://breakingdefense.com/2015/08/sm-6-can-now-kill-both-cruise-and-ballistic-

missiles/ (검색일: 201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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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요격고도(km) 현 전력 미래전력

GBI

(Ground-Based 

Intercepter)

2,000

(중간비행단계

/상층)

30기 44

SM-3
70-500

(중간비행단계/상층)
Block IA

ㆍBlock IIA 개발 중(미ㆍ일)

  * 요격고도 확대: 1,500km

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40-150

(종말단계 상층-

중간비행단계 하층)

4 6

또한 미국 해군은 탄도미사일을 중간비행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 현재  운

용 중인 SM-3 Block-IA를 2007년부터 배치하였다. 동 미사일의 최대 요격 

거리는 1,200km이다.48) 2014년 4월부터 배치된 SM-3 Blcok IB는 표적탐색

기가 크게 개선되었고, 발사된 후에 미사일이 표적에 정확히 유도되도록 회전 

및 고도통제체계를 향상시켰으며, 또한 미사일과 레이더의 신호처리체계도 개

선되었다.49) 현재 개발 중인 SM-3 Block IIA는 단거리ㆍ중거리 탄도미사일

을 요격할 수 있도록 종말단계에서의 SM-3 속도를 50%까지 증가시켰으며, 

2018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ICBM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하려던 SM-3 

Block IIB는 2013년 3월에 계획이 취소되었다.

미국은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운용 중

이다.<표 9>에서처럼 최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새로운 이지스함 전투체계 Base Line(B/L) 9와 연동해서 개발되고 있는 

SM-3 Block IIA와 SM-6 요격 미사일이다. SM-3 Block IIA는 SM-3 Block 

IB에 비해 2/3단계 추진체를 더 크게 하여 요격고도를 1,500km까지 확대하고 

정밀 공격이 가능하도록 미사일의 Seeker를 성능개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아울러 A라는 이지스함이 탐지한 표적을 B라는 함정이 원격 조종해 대응

하도록 전투체계를 개발 중이다. 

<표 9>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발전계획50)

48) 미국은 2008년 2월 20일 운용이 중단된 탐지위성을 SM-3 Block IA로 요격했었다.

49) “Standard Missile 1/2/3/4/5/6(RIM-66/67/156/161/174 and RGM-165),” Jane’s Strategic 
Weapons Systems (September 19, 2014).

50) 김덕기, “트럼프 미 행정부 ‘최첨단 미사일방어체계 개발’ 선언이 주는 함의,” KIMS Periscope, 
제78호 (2017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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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요격고도(km) 현 전력 미래전력

SM-6
40

(종말단계)
-

ㆍ전력화 완료, 이지스함에 탑재 중임.
  * 전투체계 Base Line 9.1 연계, 개발 중

PAC-3 10-15 ?
ㆍPAC-3로 성능개량 중(한ㆍ미)
  * 요격고도 확대: 20→ 약 30km 

또한 미국 해군은 항모 공격이 가능한 중국의 등펑(DF: Doeng Feng/東

風)-21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SM-6 미사일을 개발ㆍ시험 완료하여 항

모를 호위하는 이지스함에 탑재 중이다. SM-6가 배치되면서 해상에서 하층방

어는 물론, 기존 이지스함에 장착되어 있는 SM-2 함대공 미사일에 비해 적항

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도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미국 해군은 개량

된 이지스 전투체계(B/L 9)와 SM-3는 물론, SM-6을 배치하면서 적 탄도미사

일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51) 특히 연안지역에서 작전하는 수상함 전투

단이나 항모전투단에 낮은 고도로 접근하는 다양한 순항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하고 대응하기 위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수면 상에서의 반사파 등 다양한 

환경영향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AN/SPQ-9B52)를 장착하는 등 순항미사일 

대응 능력도 크게 발전시켰다.

Ⅴ.�맺는�말

중국 해군은 1990년대 중반부터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미국 해군의 수상함

과 항모전투단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작전범위를 크게 확대시켰다. 특히 미

국 해군을 위협하는 중국 해군의 잠수함, 항공기와 수상함의 능력 향상은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 해군의 잠수함, 구축함을 포함한 수상함과 항공기는 원거리에서 

미국 해군의 수상함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원거리 탐지ㆍ추적 능력이 크

51) 미국 해군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onald O’Rourke, Navy 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BMD) Program: Background and Issue for Congress (Washington, 

D.C.: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ne 12, 2015)을 참조.

52) US Naval Sea Systems Command, “AN/SPQ-9B Radar Set,” http://www.navy.mil/navydata/ 

fact_display.asp?cid=2100&tid=311&ct=2 (검색일: 2017.8.23.).



178  STRATEGY 21, 통권 42호 (Winter 2017년 Vol. 20, No. 2)

게 향상되었다. 둘째, 중국 해군은 약 2,000km를 가진 대(對)수상함 탄도미사

일(DF-21)과 미국 보다 사정거리가 긴 대(對)수상함 순항미사일(ASCM)을 개

발하거나 러시아로부터도입하여 배치하였다. 셋째, 남중국해는 물론 동중국해

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해군항공기와 수상함을 획득하면서 동중국해는 물론 남

중국해서도 미국 해군 함정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마지막

으로 미국 수상함을 위협하는 어뢰와 사거리가 긴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신형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배치하면서 미국 해군에게 대응능력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 해군은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는 물론 태평양 해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쇄전략(Offset Strategy) 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력을 건설하고 있다.

첫째, 잠수함 위협은 잠수함으로 대응한다는 원칙 하, 중국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Virginia급 신형 공격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동 전력은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Los Angeles급 잠수함을 대체할 것이다.

둘째, 원거리에서 중국 잠수함을 탑지하고 추적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P-3 Orion기는 신형 레이더(AN/APY-10) 등을 탑재한 P-8 Poseidon 다목적 

해양항공기(MMA)로 대체 중이다. 또한 원거리에서 적 수상함을 탐지ㆍ추적하

기 위해 Data Link 체계를 이용하여 Global Hawk UAV의 해상용인 MQ-4C 

UAV와의 교전 능력을 향상 시켰다. 그러나 이지스함의 소나, 헬기를 이용한 

ASW 능력에는 큰 변화가 없다.

마지막으로 수상함은 신형 구축함인 Zumwalt급 구축함에 새로운 개념의 

AMDR 레이더를 장착시켜 적 순항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시켰다. 적 

수상함 또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DF-21)에 대응하

기 위해 기존 이지스함의 전투체계를 Base Line 9으로 향상시켰으며, 보다 원

거리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SM-3 IIA를 운용할 수 있도록 기존 

SPY 레이더의 탐지ㆍ추적 능력도 두 배로 증가시켰다. 또한 적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수상함이나 항모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지스함에 

AN/SPQ-9B 레이더를 추가로 장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SM-6를 개발하여 탄

도미사일의 하층방어 능력과 중국의 DF-21 등 탄도ㆍ순항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시켰다.

최근 중국 해군은 지도부의 해양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전략사상의 변화로 

지난 약 30년간 미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한제독의 전략 사상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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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53) 반문해 본다. 향후 중국 해군의 능력이 강화되

면 될수록 미국 항모전투단의 서해 및 동해는 물론 동중국해에서의 활동도 많

은 제한을 받을 것이다.

특히 중국이 해군력 강화와 함께 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를 남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생명줄’로 간주하고 인공섬과 활주로 건설 등을 통해 ‘내해화’

를 추진하면 할수록 미ㆍ중 간 해양분쟁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불안정은 커질 것이다.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바다이

면서 우리의 원유와 교역 물동량이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이며, 이 해역

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한국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동북아는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해양패

권 경쟁이 가열되는 격랑의 시대에 한반도 중심의 대륙적인 전략사고의 틀을 

벗어나 미국을 강대국으로 이끈 마한의 해양전략사상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

면서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는 중국의 전략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전략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53) 중국은 2015년 5월 26일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적극적 방어전략사상’은 중국 공산당 군사전략

사상의 기본 토대이며, “남이 나를 범하지 않으면, 나도 남을 범하지 않으며, 만약 남이 나를 범

한다면, 나도 반드시 남을 범한다(人不犯我, 我不犯人, 人若犯我, 我必犯人)”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국은 이 백서에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일본의 재무장, 한반도의 불안정을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고, 육지를 중시하고 바다를 경시했던 대륙사상 중심의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 해양사상을 바탕으로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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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na’s Naval Strengthening and US Navy’s 

Counter-Forces

Kim Duk-ki *1)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hina’s naval strengthening and threat 

reflected in submarines, aircraft, destroyers and missile capabilities and US Navy’s 

counter-forces.

China is strengthening its naval forces in accordance with its three-step naval 

force build-up plan, and the introduction of Russian destroyers and submarines 

is a foothold for China’s naval enforcement. The Chinese Navy also converted 

the concept of the First-Second Island Chain Defense, which it had already 

maintained, to the concept of maritime layer defense. Currently, the Chinese 

Navy maintains the concept of a Three-Maritime Layer Defense which includes 

the South China Sea, where artificial islands are being built by China, in the 

First Layer Defense and the East China Sea in the Third Layer Defense.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Chinese Navy’s submarines, surface vessels 

and aircraft’s operational capabilities, ballistic and cruise missile capabilities 

become a major threat to the US Navy. If a crisis occurs in the East China Sea 

or in the Taiwan Waters, the US Navy will face more difficulties in employing 

the Carrier Strike Group to manage the crisis. Meanwhile, if a crisis occurs on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be a burden to dispatch Carrier Strike GroupS to 

the East and West Seas of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stable future, the US 

Navy should develop a strategy to respond more effectively to the Chinese 

Navy, which is challenging new maritime supremacy in East Asia.

Key Words: ASBM, ASCM, BMD, Destroyers, Layer Defense, SM-3/6 Missile, 

Submar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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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패권국 없이 국제질서 유지가 가능할까? 패권국이 패권지위 행사를 거부하

면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해 국제체제에서 “힘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인 패권국이 그 역할을 포기한다면 국제정치는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까?1) 기

존 패권국이 그 역할을 거부하고 패권도전국이 자연스레 그 역할을 인수하면 

전쟁 없는 패권국 인계ㆍ인수가 가능할까?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미국은 세계

적 주도국 역할을 회피하고 나아가 일방적 정책으로 세계로부터 그 지위의 정

당성도 잃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누적되면서 일부러 의도

한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패권을 거부하는 모습을 낳고 있기까지 하다. 따라서 

상기퍼즐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국제정치현상 측면 뿐 만 아니

라 한국으로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치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도 매

우 중요하다.

모든 국가에게 생존(survival)은 최고의 가치이다. 따라서 모든 나라는 국

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자주적 군사력을 건설하고 동맹을 형성하거나 때로는 

상호불가침 협정을 맺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패권국도 국가안보를 최고의 가

치로 삼는다. 그러나 패권국은 일반국가와 달리 국가안보 이외의 세계적 안보

공공재 제공에도 앞장서면서 세계적 지도력을 행사한다. 패권안정론자는 패권

국이 제공하는 공공재로 인해 안정적 국제질서가 가능하고 전쟁과 갈등의 가

능성도 억제된다고 주장한다. 패권적 리더십이 국제질서 안정에 기여하는 점

을 강조하는 말이다.

하지만 반대로 초강대국 미국은 트럼프 시대를 맞아 극단적 고립주의를 지

향하며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미 대

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We go together”가 아니라 “America First”를 외치

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패권국 자격에 의심을 갖는 형

국마저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이 미국을 믿지 못하며 미국의 적국이 미

국과 가까워지는 딜레마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런 미국의 세계 리더

십 부재 현상을 틈타 중국이 세계 주도국으로서의 지위를 무임승차하려는 행

1) 월츠(Waltz)는 “무정부적 특성”과 “힘의 배분(distribution of capabilities)”으로 국제구조를 설명

한다.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A: Addison-Wesley,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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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마저 나타나고 있다.2) 미국이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세계리더십을 거부하자 중국은 파리협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이 지구보호라는 세계적 공공재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

러한 모습은 미국의 세계 리더십 거부라는 이례적 상황을 기회로 삼아 중국이 

패권지위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이라 평가될 수 있다. 그렇다

면 중국의 패권지위 무임승차가 가능할까? 다시 말해 미ㆍ중 간 전쟁 없이 패

권전이가 가능할까?

Ⅱ.�전쟁�없는�패권전이?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21세기 패권국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패권전

이(hegemonic transition)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전쟁이 불가피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the Thucydides 

Trap)”이다. 최근 국제관계 현실주의자들이 2,500년 전 패권국 스파르타와 도

전국 아테네 간의 불가피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언급하며 미ㆍ중 관계를 

바라오고 있다.3) 사실 이와 같은 우려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중국의 부상을 

지켜본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문제를 국제정치에서 중

요한 이슈로 분석하여 왔다.4) 현재가 중국이 패권국 미국에 도전하기 위해 힘

을 키우고 미국이 이에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미국이 

패권보다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에 관심이 있는가? 이를 위해 

패권이론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패권국은 국제체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패권국이 없다는 국제체제

2) The Economist지는 미국이 세계리더십 부재현상을 창출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에 질문을 던지며 중국이 아직은 준비가 안 되었다고 분석한다. The Economist, 

“Banyan: Still shy of the world stage,” June 10, 2017., p.29.

3) 앨리슨은 2,500년 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미ㆍ중 패권전쟁에 시사하는 5가지 교훈을 제시한다. 

Graham Allison, “The Thucydides Trap,” Foreign Policy, June 9, 2017, http://foreignpolicy.com 

(검색일: 2017.6.30).

4) 2000년대 초 미ㆍ중 패권경쟁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Aaron L. Friedberg,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2 (Autumn 2005), pp.7-45 참

고. ; 최근 연구는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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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떻게 되는가? 국제관계의 패권이론은 이런 질문에 논리적인 답을 제공한

다. 패권안정론은 패권국이 국제체제 안정을 이끄는 핵심행위자라고 주장한다. 

길핀(Gilpin)과 같은 패권안정론자는 국제체제가 중앙권위체 부재, 즉 무정부

적 상태라는 구조적 현실주의자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며 패권국 중심의 

위계적 질서가 안정을 견인한다고 주장한다.5)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는 패권국

의 존재로 전쟁 가능성도 줄어들고 경제질서도 유지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패권안정론자는 패권국은 국제적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체제 안정을 이

끈다고 주장한다. 패권안정론자는 19세기 영국과 현재의 미국을 이러한 국제

적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국으로 인식한다. 결국 국제적 공공재 제공을 위해

서는 패권국이 고립보다는 개방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자국이익 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이익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패권안정론은 패권국이 국제무대에서 중앙권위체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

기 때문에 안정이 유지된다는 것에 주목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패권국이 없다

면 국제체제가 불안정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미국이 패권국 지

위를 상실하면 국제체제가 불안정해질까? 코헤인(Keohane)은 패권국이 사라

져도 국제제도에 기반한 질서가 작동되어 국제체제를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6) 나아가 그는 패권국은 레짐(regime) 창출에는 기여하지만 레짐 

유지에는 큰 역할이 없기 때문에 패권국이 없어도 국가 간 협력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제적 레짐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거래비용을 낮추어 주기 때문

에 국제체제를 안정화시켜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패권국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가의 도전을 받아 패

권국의 지위를 넘겨주는 상황은 어떨까? 이에 대한 해답은 힘의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이 제시한다. 패권전이론자들은 기존 패권국 중심의 국제체

제의 평형이 깨지면 패권국은 재원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 하

나를 선택하여 힘의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실패하면 패권도전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길핀(Gilpin)은 국가의 기대이익이 지불비용보다 높다

고 판단되면 국제체제 변화를 시도하고 그 결과는 패권전쟁이라고 주장한다.7) 

5) Robert R. 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6) 신자유적 제도주의자(neoliberal institutionalist)로 분류되는 코헤인은 국제제도 등을 통해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는 국제체제 안정을 견인한다고 주장한다.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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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전이론자는 전쟁없이 패권전이가 어렵다고 본다. 오르간스키(Organski)와 

커글러(Kuggler)는 패권 도전국(a rising hegemon)의 힘이 현상을 유지하려

는 패권국(a status quo state)의 힘을 추월할 때 패권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

다고 주장한다.8) 레비(Levy)는 힘이 약화되고 있는 패권국은 도전국과 힘이 

동등해지기 전에 미리 싸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예방전쟁을 시도한다고 

주장하며 패권전쟁의 불가피함을 역설한다.9)

하지만 패권전이론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쟁 없이 패권이 전이된 역사적 사

실에 대한 충분한 논리를 제공하지 못한다. 한편 구성주의자(constructivists)는 

현실주의자의 전쟁 없는 패권전이 설명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영국과 미국

이 서구적 가치와 정체성을 공유하였기에 군사력 충돌 없이 미국이 패권을 넘

겨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시대 미국의 패권거부 현상과 중국의 틈새공략은 현실주의와 구성

주의 어느 이론으로도 설명이 제한된다. 현실주의 패권이론은 패권은 지켜야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그냥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대 미국은 패권국 지위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패권

국은 국제공공재를 제공하며 패권의 지위를 지키려하는데 미국은 오히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탈퇴하며 국제공공재에 대한 무관심을 표명하고 나섰다.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라면 패권지위도 무장해제할 수 있다는 모습으로 비치는 분

위기인 것이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본다면 미국은 중국과 공유할 가치와 정체

성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게 패권지위를 자발적으로 이전시

키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미국과 중국은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르고 국내정치도 상반된 체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성주의 시각으로도 

미국의 패권거부 현상에 대한 설명이 제한된다. 

현실주의 시각에서 이러한 현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현실주의자에게 

패권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불사하더

라도 반드시 지켜야하는 상대적 이익이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이동한 

것은 국제체제에서 힘의 배분에 변화가 생긴 결과이지 영국이 의도적으로 미

7) Robert R. Gilpin, War and Change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8) A. F. K. Organski and Jack Kugler, The War Ledg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9) Jack S. Levy, “Decline Power and the Preventive Motivation for War,” World Politics, Vol. 

40, No. 1 (1987), pp.8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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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게 패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었다. 즉 영국이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에

게 패권지위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힘의 차이를 인정한 결과였다. 따라서 현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패권전이는 힘의 배분과 관련이 된다. 다시 말해 힘을 가

진 국가와 이에 도전하는 국가의 역학관계에서 전쟁에 발생한다. 단지 현실주

의자들 간 발생하는 주장의 차이는 전쟁 발발시점이 두 국가가 힘의 균형을 이

루는 경우이냐 아니면 힘의 차이가 더 좁혀지려고 하는 순간이냐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군사적,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미국의 패권적 힘을 뛰어넘

을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힘의 관점에서는 패권의 인계ㆍ인수를 논할 시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다. 먼저 미국은 

전 세계 군사비 지출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꾸

준히 증가하여 2016년 기준 약 2,160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했지만 약 6,110

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한 미국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10) 또한 

미국은 100여개 국가에 700여의 기지를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로 군사력을 투

사할 수 있는 군사력 기반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11) 더불어 군사조직 지휘측면

에서도 가장 강력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령관은 

미군이다. 나아가 미국은 최근 신형 항모인 USS Gerald R. Ford를 취역시키

면서 11척을 항모체계를 다시 갖추게 되었다. 미국은 현 항모체제만으로도 사

실상 전 세계에 대한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유일한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2017년 6월 20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항모운영을 11척 체제에서 12척 체

제로 확대하라고 강력히 주문까지 하는 등 미국의 군사력 강화 추동력은 줄어

들지 않을 전망이다.12) 

중국의 군사력이 고속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패권국 미국에 도전할 수

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4월 26일 첫 국산항모인 산둥함을 

취역시키면서 랴오닝함을 포함하여 2척 항모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13) 나

아가 3번 항모가 상하이에서 건조 중이고 4번 항모는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장

착하고 핵추진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

다.14) 하지만 중국의 항모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오랫동안 패권유지의 핵

10)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Military expenditure, https://www.sipri.org (검색일: 2017. 

7.3.).

11) Andrew Heywoon(저), 김계동(역), 국제관계와 세계정치 (서울: 명인문화사, 2013), p.236. 

12) “美의회 ‘항공모함 12척으로 늘려라’…항모전력 강화권고,’” 연합뉴스, 2016.6.21., http://www. 

yonhapnews.co.kr (검색일: 2017.7.3). 

13) “‘원양해군을 향해’…中 첫 자국산 항공모함 진수 임박,” 세계일보, 2017.4.25.,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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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 군사력이었던 미국의 항모체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군사기지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차이가 더 극심하다. 중국은 2016년 2월 지부티에 첫 해

군기지 착공을 시작하였고 “일대일로(一帶一路, One Belt/One Road)” 국가정

책과 병행하여 추가 군사기지 확보도 추진 중이지만 제2차 대전 후 미국이 해

외에 구축해놓은 수준을 고려하면 초보적 수준이다.15) 

경제력 측면에서도 중국은 고속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아

직 역부족이다. 2016년 기준 미국의 GDP는 약 18조 5천억 달러인데 이는 약 

11조 2천억 달러인 중국의 GDP를 크게 앞서는 수치로 미국은 여전히 세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16) 단순한 현재 경제력 지표 뿐 만 아니라 미국의 지출 

중 미래에 대한 투자가 많다는 점도 미국의 패권 지속성에 긍정적 신호를 제공

한다. 미국은 전 세계 R & D 지출 중 약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17) 나아가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세계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화이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후 만들어져 새로운 경제질

서를 주도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여전히 미국의 강

력한 영향력 하에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하드파워”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미국의 하드파워를 추격하는 것

은 아직 요원하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국제체제에서 “힘의 배분”에 변화를 

주는 상황은 발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 이유로 현재 미ㆍ중관계

가 패권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가치와 정

체성 측면에서도 미국이 중국에게 전쟁 없이 패권지위를 넘겨준다는 것이 논

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서구적 가치관을 공유했던 영국과 달리 중국은 

미국과 정체성을 전혀 공유하지 있지 않고 가치관도 다르다. 미국은 개인을 중

시하는 가치관이고 중국은 집단을 중시하는 가치관이다. 뿐 만 아니라 미국은 

민주주의 체제이고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이다. 가치관, 정체성 등 비물질적 요

소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패권을 

전쟁 없이 넘겨주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미국은 힘의 약화로 어쩔 수 없이 중국에게 패권을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가치를 공유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지위를 양보하는 것도 아니다. 

14) “‘전력 6배’ 中 첫 국산항모…美해양 패권에 도전장,” 서울신문, 2017.4.27., p.16.
15) “중, ‘일대일로’ 앞세워 해외 군사기지 확장추진”, 연합뉴스, 2017.6.7., http://www.yonhapne 

ws.co.kr (검색일: 2017.7.3). 

16) Th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 (검색일: 2017.7.3). 

17) Andrew Heywoon(저), 김계동(역), 국제관계와 세계정치 (서울: 명인문화사, 2013),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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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지나친 “미국 우선주의”로 추구로 인해 패권

국이 국제정치에서 짊어져야할 책임을 회피하거나 우선순위를 저평가하는 현

상을 ‘패권거부’라 개념화한다. 국제정치사에서 보면 로마, 영국 등 패권국은 

‘패권유지’에 심혈을 기울어왔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시대 미국의 ‘패권거부’ 현

상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패권거부 상황은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 미국의 패권거부는 국체제제에서 오는 구조적(structural) 요인

이 아니고 미국의 내부적(domestic) 요인과 관련된다. 주지한 바와 같이 미국

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패권의 

지위를 거부하는 우연적 부산물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의 내부

적 변수가 국제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제관계의 신고전적 현실주의자

(neoclassical realists)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의 패권거부 

현상을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패권전이와 관련하여 그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미ㆍ중 경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역할에 소극적인 것은 결국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 부재

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되

고 있는 패권국의 리더십 약화 움직임을 안보ㆍ정치, 경제, 가치라는 세 분야

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Ⅲ.�미국의�패권리더십�거부�현상

1.�트럼프�행정부의�특징

미국은 외교정책에서 고립과 개입을 번갈아가며 국가이익을 추구해왔다. 

그렇지만 고립주의를 추구할 경우에도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접을 정도로 극

단적 고립주의는 피해왔다. 사실 패권유지와 고립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패권

을 유지하려면 국제체제에 관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국

가와의 소통을 통해 국제적 공공재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에 성

공하여 냉전체제에서 승리하였고 지금까지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이자 패권국으

로 자리를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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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패권관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트

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설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신고립주의 정책을 전면에 내세울 것임을 암시했다.18)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

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가 본격적으로 정책화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

부는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을 강조하며 경제적 이익 극대화 정책을 추진하

고 있고, 반이민 행정명령 등 고립주의 정책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외교관계를 무시하며 새로운 외교적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 자국이익에 조

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존의 질서의 변경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

이 트럼프 행정부시대 미국의 모습이다.

2.�미국의�세계리더십�후퇴�양상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초강대국 지위에 등극하면서 냉전기 소련과 함

께 국제무대에서 양극체제의 한축으로 역할을 하였다. 냉전기 미국은 소련에

게 국제 주도국 지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많은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였다. 

미국은 안보적 공공재 차원에서는 NATO와 같은 다자동맹, 한미동맹과 같은 

양자동맹을 제공하였다. 또한 미국은 경제적 공공재 차원에서는 자유무역 환

경을 보장하였다. 패권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미국의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양극체제는 국제무대에서 사라지고 미국만이 초

강대국으로서 남게 되었다. 탈냉전기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그 위상이 강화되

면서 미국은 패권 리더십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안보, 경제 공공재 

외에도 가치적 공공재 제공에도 그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2009년 4월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장하며 인류의 미래라는 가치를 위해 미

국이 전면에 나서는 리더십을 발휘했다.19) 또한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자동차 연

비를 증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자리에서 “지금은 우리 조국인 미국과 지

구가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미래를 선택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라고 하

는) 도전에 직면하는 역사적인 시점에 서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세계기후 지

18) 이선희ㆍ김중완ㆍ정한범, “트럼프 현상으로 본 미국 고립주의의 본질과 재현 가능성 전망,” 한국

정치외교사논총, Vol. 38, No. 1 (2016), pp.281-314. 

19)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글은 한용섭, “핵무기 없는 세계 : 이상과 현실,” 국
제정치논총, Vol. 50, No. 2 (2010), pp.251-271 참고. 



우연한 패권거부 - 미국의 세계리더십 거부와 중국의 틈새공략 - / 반길주  193

킴이로서 역할을 강조했다.20) 나아가 미국은 세계인권 문제 해결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패권리더십을 발휘하여 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패권유지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패권유지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세계리더십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즉 우발적 패권거부 상

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나서서 패권 리더십 발휘를 축소시

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세

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현상도 나타나는 분위기다. 따라서 미국은 

“소프트파워”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미국의 패권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상마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세계 리더십 

후퇴는 안보, 경제, 가치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판단해 볼 수 있다. 

가. 안보ㆍ정치리더 지위후퇴

패권국은 국제안보, 국제정치에서 공공재를 제공하여 국제체제의 안정을 

주도해야 그 위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유지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패권적 리더십의 후퇴

라는 이례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국제무대의 

안보ㆍ정치리더로서 그 위상의 약화를 초래하는 최근의 행보는 어떠한 사례를 

들 수 있는가? 

먼저 북한문제 측면을 들 수 있다. 미국이 안보측면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

는 사안 중 하나는 북한 핵 및 탄도탄 문제이다. 최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북한이 이미 10∼20개의 핵탄두를 이미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21) 또한 2017년 7월 4일 동해상에 화성-14형 탄도탄 발사에 성공함

으로써 ICBM 발사능력을 구축했다고 중대발표를 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탄도

탄이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다는 엄포를 던진 것이라 할 수 있다.22) 즉 북한 

탄도탄이 국가안보, 지역안보를 뛰어넘어 국제안보와 직접 연계되는 셈이다. 

북핵문제 해결이 마지노선을 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는 측면도 있다. 

20) 김보영, “미국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분석,” 가스산업,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 (2009), 

p.3. 

21)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World nuclear forces, share of world total by country, 

https://www.sipri.org (검색일: 2017 7.4.). 

22) “北 ICBM 도발…韓美 레드라인 위협,” 매일경제, 2017.7.5.,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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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의 북 핵 및 탄도탄 문제에 대한 관심은 국제안보 리더로서 역할

을 강화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기보다는 북한이 ICBM 개발을 통해 미국의 본

토에 도달 가능한 핵무기 구비하는 심각한 사태에 대비하는 즉 미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23) 2017년 6월 3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샹그릴라 대화에서 매티스(James Mattis)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무기개발은 미

국에게 “명확한 현재 위험”이라고 역설했다.24) 국제안보 채널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국제안보보다 국가안보에 무게를 더 두는 것은 패권국의 역

할에 대한 의지약화로 비추어질 수 있다. 미국이 패권지위 유지를 위한 의지가 

있다면 국제안보를 중요시하면서 미 국가안보에도 위협이라는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다. 패권국으로서 국제적 안보공공재를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국가안보에 

매달린다는 의식의 확산은 미국의 세계리더십 역할축소와 무관치 않다. 

혹시 미국이 북 핵 및 탄도탄 도발을 단순히 국가안보를 넘어 국제 안보공

공재라 간주하고 관심을 갖는 경우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패권국으로

서 북한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지 못하고 있다. 오

히려 미국은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중국에게 스스럼없이 내어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패권의 무임승차라는 이득을 볼 수도 있는 

셈이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력 영향력이 가장 강한 국가라는 이유

를 들어 중국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하고 있다.25) 하지만 미국이 주

도가 되어 해결하고 중국에게 일부 역할을 주문하는 것과 중국이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미 트럼프 대통령

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북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할 것이

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면서 미국이 중국에게 주도권을 준다는 뉘앙

스를 풍기고 있다.26) 국제문제 중 가장 심대한 사안으로 인식되는 북핵문제의 

23) The Economist도 북한의 ICBM 개발로 미본토가 직접 공격의 범위권에 포함되는 상황이 도래함

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심대한 도발로 생각하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에게 북한의 저지

를 요청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The Economist, “Lexington: Clear and present danger,” June 

10, 2017., p.34. 

24) The Economist, “Lexington: Clear and present danger,” June 10, 2017.6.10., p.34. 

25) KIDA(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아웃소

싱”이라 표현하면서 이는 북한과 관계에 있어 미ㆍ중간 차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제한 상황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최적의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김진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

북정책 전망,” 주간국방논단, Vol. 17, No. 21 (2017.5.22). 

26) The Economist는 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If China will not act to halt the 

North Korean missile threat, America will”이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언급한

다. The Economist, “Lexington: Clear and present danger,” June 10, 2017,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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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을 중국에게 넘긴다는 것은 패권지위를 낮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

가 있다. 실제로 미국이 배제된 채 중국이 주도가 되어 북한문제를 해결하면 

미국의 패권지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에게 북핵문제 해결을 주문하는 것

은 약소국에게 요청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패권국 미국이 약소국에게 

특정 분야에 대해 미국과 협력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패권지위의 약화가 아

니라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G2 국가인 중국에게 가장 중요

한 국제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은 그 문제의 주도권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다. 결국 미국이 중국에게 세계리더십 역할을 전가함으

로써 패권유지를 위한 도구를 빼앗기는 형국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중국은 북

핵문제 해결 시 미국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미 보상에는 남중국해 지

배권 인정,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해양분쟁 시 미국의 미개입 보장, 대만문제 

미국의 미개입 보장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 자체가 미국의 패권

지위로 안정을 누려왔던 국가들에게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도록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행정부에 접어들어 “Pivot to 

Asia-Pacific(아시아ㆍ태평양 재균형)” 전략이 그 힘을 많이 잃어가는 상황에

서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용인해주는 상황에 대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우적관계에 지형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도 

안보ㆍ정치리더 자격상실을 부채질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이 멀어지고 불편했던 국가들이 가까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우방 국가들의 입장은 듣지도 

않은 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국에게 방위비 분담을 증액을 일방적으로 요

구하고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히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NATO를 통해 유럽국가와 함께 안보공공재를 제공해왔던 전통적 미국의 행동

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로 하여

금 미국이 이제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만들어 내기에 충분한 상황

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모습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이었던 유럽은 NATO에 의지

하지 말고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2017년 5월 28

일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우리[유럽]가 다른 국가에 완전히 의존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연설함으로써 미국에게 등을 돌리면서 독자방위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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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했다.27) 이처럼 전통적 우방인 유럽과는 멀어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러시아, 중국 등과는 매우 가까워지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을 무척 반기는 분위기다. 

대선 전 중국의 환율조작국이라 몰아 부치며 반감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

은 중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이후 중국에 대한 신뢰감을 나타내기도 했다.28) 

이와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 우방국에 대해서는 홀대하거나 심지

어는 몰아세우기에 나서고 있다. 먼저 미국의 카타르 때리기를 들 수 있다. 카

타르는 미군 1만 명이 근무하는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가 있는 미국의 안보 우

방국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를 아랑곳 하지 않은 채 2017년 5월 중동순방 

기간 중 “카타르는 막대한 테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우디와 

UAE를 지지한다.”고 말했다.29) 패권국의 이러한 행보는 중동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UAE, 예멘, 리비아, 이집트, 

바레인 등 아랍 6개국이 카타르와 단교를 단행하는 극단적 정치상황에 내몰린

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방국에 대한 무관심 나아가 적대감이 국제정치를 혼란

에 빠뜨리고 리더십 부재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뒤늦게나마 

미국이 카타르 단교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가뜩이나 불안한 중동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점은 패권지위 자격을 의심케 할 만 하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해결을 주도해온 미국의 모습에도 변화가 감지

된다. 분쟁해결에는 중립적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팔

레스타인보다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분쟁해결의 진정

성을 의심케 만들고 있다. 2017년 6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

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해결을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

했을 때 압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지

어는 쿠슈너 선임고문 방문 후 미국이 중재역할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미국의 중립적 분쟁해결 노력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

다.30) 

27) The Economist, “Europe and Trump: Don’t let him get to you,” June 3, 2017., p.37. 

28) 미ㆍ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I think I like him a lot, I think he likes me a lot”이

라 말했다. The Economist, “Lexington: Clear and present danger,” June 10, 2017., p.34. 

29) 한국경제, “사우디-카타르 갈등, 뒤늦게 중재 나선 미국”, 2016.6.18, http://news.hankyung. 

com (검색일: 2017.6.28). 

30) “트럼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 중재 포기할 수도...,” 동아일보, 2017.6.26., http://
news.donga.com (검색일: 20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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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리더로서 그 위

상이 퇴색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우려는 2017

년 6월 1일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결정이 그 정점을 찍었다. 패권안정

론은 패권국이 세계적 공공재를 제공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체제안정

을 도모한다고 주장한다. 지구의 환경변화를 막는 것은 패권국이 그 정치적 리

더십을 발휘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

국 우선주의”라는 고립주의적 정책의 일환으로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면서 미국 

없이 기후변화를 막아보려는 새로운 리더십이 가동되고 있다. 안토니오 구테

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탈퇴 결정에도 회원국이 목표달성의지를 강화하

면서 협약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리더십 없이도 

파리협약이 기능하고 있음을 암시했다.31)

이처럼 미국이 북핵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국제안보문제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NATO와 같은 전통적 우방을 멀리하며, 미 공

군기지가 있는 우방국 카타르 단교사태를 방치까지 하면서 패권국 미국의 정

치ㆍ안보적 리더십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

들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조(self-help)의 중요성을 인식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즉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2017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샹그

릴라 대화에서 미국은 아시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자신의 안보공약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지만 이런 말을 믿는 분위기는 강하지 않았다. 중국이 남중

국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할권을 무력으로 제한하려 할 경우 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 미국의 우연한 패권거부로 패권국이 국제체제 안정을 유도할 수 없

게 되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는 것이다.

나. 경제리더 지위후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은 국제경제 지도국으로서의 역할도 소극적인 모양

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창설을 주도하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형성의 지도력을 발휘했다. 또한 미국

31) “유엔 사무총장, ‘미국은 탈퇴해도 파기 기후협약 목표치 달성가능’,” NEWSIS, 2017.7.3., http 

://www.newsis.com (검색일: 20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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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도하는 세계무역질서의 기본정책은 자유무역이었으며 이를 전 세계적으

로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왔다. 이의 연장선장에서 최근인 2015년 10월 미국

은 태평양 연안국 11개국과 함께 2015년 10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에 타결하기도 하였

다.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패권적 리더십이었다고 볼 수 있

다. 다자간 협정인 TPP는 한ㆍ미 FTA와 같은 양자 협정보다 높은 개방수준을 

추진하면서 자유무역 경제질서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대선후보시절 강조했던 대로 자유무

역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2017년 1월 31일 미국

은 TPP 사무국인 뉴질랜드에 탈퇴의사를 공식통보하면서 TPP는 추동력을 잃

고 기존 회원국은 혼란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32) 주도국을 잃어버린 TPP는 그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서 가장 챙기는 분야는 바로 경제이기 

때문에 최근 미국은 기존의 무역질서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변화시키는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이 자국에 불리했다는 판단

에 따라 무역협정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17년 4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ㆍ미 FTA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기존 FTA 전면 재검토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33) 다만 미국은 현실적인 장벽에 직면하여 FTA 협정 폐기보다

는 재협상 방향으로 경제이득을 챙기려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미국이 협정 재

검토가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칠 경우 NAFTA 폐기까지 배제할 수 없지만 이 경

우 자국기업도 크게 타격을 받는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

를 들어 멕시코는 전체 전력의 1/4이상을 미국의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기에 

미국 천연가스 업계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34) 따라서 NAFTA가 폐지되면 

미국 천연가스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2017년 6월 30일 한ㆍ미 정상회담 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은 지금 한

국과 무역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ㆍ미 FTA 재협

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35) 이에 따라 한국 입장에서는 자동차와 철

32) “트럼프 행정부, TPP 탈퇴 공식 통보,” 서울경제, 2017.1.31., http ://www.sedaily.com (검

색일: 2017.7.3.).

33) “미국, NAFTA는 재조정 절차…협상 장기화 가능성도,” 한국일보, 2017.7.2., http://www.han 

kookilbo.com (검색일: 2017.7.4.).

34) “트럼프 NAFTA 폐기 가능성에 천연가스 업계 ‘긴장’,” NEWSIS, 2017.6.27., http://www.new 

sis.com (검색일: 20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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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업계의 고민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자간 협정이든 양

자 협정이든 그 유형을 막론하고 자유무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명하게 드

러내고 있다. 기존의 자유무역을 통해 미국이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경제적 실리에만 치중하

면서 자유무역이라는 세계적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국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

다. 나아가 우방국과도 방위비 분담금, 무역문제 등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문제,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서진과 같은 국제안보문제에서 고강도 협력

을 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다. 가치리더 지위후퇴

이처럼 미국이 안보ㆍ정치리더로서 그리고 경제리더로서도 그 지휘가 후퇴

되고 있지만 패권지위에 가장 큰 위협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나치게 자국의 ‘이

익(interests)’를 강조한 나머지 ‘가치(value)’를 등한시 한다는 것이다. 패권유

지에 필요한 자산은 “하드파워” 뿐 만 아니라 “소프트파워”도 필요로 한다. 

“하드파워”는 패권국이 보유한 군사력, 경제적 등 물질적 자산이지만, “소프트

파워”는 패권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호감과 매력있는 국가로 인식될 때 구비되

는 것이다.36)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적 가치를 등한시 하면서 다른 국

가들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1세기 패권의 지위는 패권국 자신의 국가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유지될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시대에 미국이 ‘가치’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소프트파워’ 잠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패권 내려놓기로 비추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미국의 가치리

더로서 위상저하는 어떤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가? 

우선 권위주의 정권 끌어안기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시대

에 접어들어 미국이 독재정권, 인권탄압정권 등 권위주의정권을 끌어안으면서 

가치리더로서 그 위상이 퇴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쿠데타 실패 

35) “한ㆍ미 FTA, ‘전면 재협상 혹은 일부 수정’…발효 5년 만에 중대기로 서다,” 글로벌이코노믹, 
2017. 7. 4., http://news.g-enews.com (검색일: 2017.7.4.).

36)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스마트파워’에 대한 개념은 Joseph S.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Joseph S. Nye, The Future 

of Power (New York: Public Affair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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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후퇴사례

안보ㆍ정치리더

(자국안보)

⦁중국에 역할 전가

  - 북핵문제 해결 가능국가로 중국을 지정

⦁기존 우적관계 지형변화 촉진

  - 전통적 우방국 홀대

  - 카타르 외교단절 사태 조장ㆍ방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중재역할 지지부진

⦁파리기후 협약 탈퇴

후 10만 명 이상의 국민을 체포하거나 구금시킨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선

거승리를 축하해주었다.37)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선 상시부터 훌

륭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 또한 그는 마약문제해결을 구실로 약 9천명을 사

살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추진력을 높게 평가했다. 뿐 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세력 수만 명을 구속한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칭찬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치 리더십 포기현상은 반이민 정책 및 종교차별 성격의 

정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미국은 이민자의 국가이다. 세계 각지에서 아메리

칸 드림(American dream)을 찾아 이민자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몫을 다

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패권국이 된 곳이 바로 미국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가 들어서자마자 이런 미국이 이민자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2017

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에서 미국-멕시코 간 장벽 건설에 관한 행

정명령에 공식 서명하면서 반이민 정책을 공식화하였다. 또한 2017년 1월 테러

우려 대상국 7개국에 대해 이민자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이 행

정명령이 연방법원 일부 지원에서 무력화되자 2017년 3월에는 중동ㆍ아프리카 

6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 동안 제한하고 모든 난민 입국을 120일간 금지시키

는 수정 행정명령을 발동했다.38) 이는 불법이민자 단속과 테러분자 입국차단

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미국의 전통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이 많고 고립주의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하다. 

<표 1> 미국의 패권리더십 거부현상

37) The Economist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등 권위주의정권에 대해 호감을 갖는 것을 두고 미국이 “가치”보다 “이익”을 추구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The Economist, “America’s foreign policy: Goodbye to values,” June 

3, 2017, p.50. 

38)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발효되자 변호사들 공항으로 몰려,” SBS News, 2017.6.30., 

http://n ews.sbs.co.kr (검색일: 20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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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후퇴사례

경제리더

(보호무역)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탈퇴

⦁FTA 폐기 혹은 재협상 추진

  - NAFTA, 한ㆍ미 FTA 등 

가치리더

(자국이익)

⦁인권탄압국가 끌어안기

⦁반이민 정책, 종교적 차별

  - 멕시코 국경 장벽건설 등

  - 난민거부

  - 이슬람 6개국 미국 입국금지 행정명령

특히 반이민 행정명령은 자칫 종교차별로 비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워싱

턴주 노아 퍼셀 법무차관은 반이민 행정명령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들

의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것을 명했다.”면서 이는 종교차별이라고 반감을 표시했

다.39) 유엔에서도 미국의 행보에 종교적 차별적 속성이 있음을 우려했다. 트

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3일 후인 2017년 1월 31일 안토니

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각 국가들이 국경을 관리하는데 있어 “종교, 인

종,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40) 

지금까지 미국은 민주주의의 스승, 인종적ㆍ종교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가

장 노력하는 국가, 인권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국가로 전 세계의 호감

을 받고 나아가 가장 매력있는 국가로서 인식되어 왔다. 즉 미국의 “소프트파

워”는 “하드파워”만큼이나 강했다. 트럼프 시대에 미국의 “하드파워”에는 변

화가 없지만 “소프트파워”는 잠식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미국이 패권국으로

서의 리더십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중국에게 패권 무임승차라는 기회의 창

이 열리고 있다. 즉 이 틈새가 열리면서 중국이 세계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패

권역할 부재라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39) “美항소법원 ‘종교 차별소지 땐 트럼프 反이민명령 원천 무효화’,” 이데일리, 2017.2.8., 
http: //www.edaily.co.kr (검색일: 2017.7.3).

40) “유엔 사무총장도 트럼프 비판, ‘종교ㆍ인종ㆍ국적 차별해선 안돼’,” 중부일보, 2017.2.1., 
http:// www.joongboo.com (검색일: 20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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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중국의�틈새공략

1.�시진핑의�전략

2013년 3월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취임하면서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이 더 

가속화되었다. 시진핑 지도체제 이전 중국은 조용히 힘을 키워 때를 기다리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을 채택하여왔다.41) 하지만 시진핑 시대에 접어들

어 이제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형 대국 관계” 설정을 주장하

고 나섰다. 중국을 강국으로 인정해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지 않고 이제 강국

이니 그에 맞게 관계를 설정하자는 조바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속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군사력 현대화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이 역사적 중심국

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여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겠다는 적극적 국가전

략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시대에 접어들어 미국이 세계리더로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

이고 다른 국가들도 세계리더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중국

은 적극적 국가전략을 강화하며 세계리더십 역할확대를 위한 호기로 받아들이

는 모양새다. 중국이 G2국가로 성장하고 “신형 대국 관계” 설정까지 운운할 

정도로 강대국이 된 것은 고립주의가 아닌 개방의 결과였다. 등소평의 개혁ㆍ
개방정책으로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 건설추

진이 가능했기 때문에 G2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현재의 중국을 탄

생하게 해 준 것은 고립주의가 아니라 세계화였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

이 고립주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반대로 개방정책을 확대함으로써 패권적 리

더십에 도전하고 이를 통해 세계화가 자국에게 주는 혜택을 지속 향유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시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더욱 활짝 열려고 할 

것이고 이 과정에 세계 경제리더로서 그 위상을 높이고 안보적, 가치적 분야까

지 그 리더십을 확장하려 할 수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가 패권

역할에 주춤하는 사이 중국이 이를 패권지위 획득을 위한 절회의 기회로 삼아 

틈새공략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중국의 틈새공략은 국제체제에

41) 강준영, “시진핑 시대,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 이론과 실제 -,” 중국과 중국학, 제24호 (2015), 

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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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는 최근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중국의�틈새공략

가. 안보ㆍ정치리더십 공략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안보ㆍ정치리더십을 강화하는 최근의 움직임은 상하

이협력기구(SCO)를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난다.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이 주도

하는 역내 안보기구로 정식 회원국은 중국ㆍ러시아ㆍ카자흐스탄ㆍ카르키스스

탄ㆍ타지키스탄ㆍ우즈베키스탄ㆍ인도ㆍ파키스탄 등 8개국이다. 상하이협력기

구의 사무국은 베이징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안보 관

련 주요 의제를 토의하고 회원국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상하이협력기

구는 1996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한 상하이-5를 전신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

의제는 중국 국경에 대한 공동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42) 하지만 우즈베키

스탄이 추가 회원국이 되면서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로 발전한 후 2017년 6월

에는 인도, 파키스탄까지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43) 나아가 옵서버로 참여하여

왔던 중동국가인 이란도 정식 회원국 자격을 희망하고 있어 정식 회원국은 계

속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는 미국 중심의 안보리더십에 도전하는 중국 

중심의 안보기구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에 대한 영향

력도 조금씩 신장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패권적 리더십을 게을리 하

는 사이 중국이 회원국을 늘림으로써 틈새공략을 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패

권국 미국에 도전하기 위해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힘을 규합하고 있다는 것은 

패권전이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안이지만 더 중요한 점은 중국의 이러한 의

도가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 부재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해양분쟁 중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가까워지려는 노

력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남중국해에서 해양갈등문제를 경제적으

42) 문수언,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하여 본 러시아와 중국관계: 러시아의 우려와 대응,” 사회

과학논총. 제13집 (2010), p.2.

43) “상하이협력기구, 인도ㆍ파키스탄 정식 회원으로...‘이란도 환영’,” 경향신문, 2017.6.6., 
http://www.khan.co.kr (검색일: 20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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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희석시키려는 양면전술을 펼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공약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

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이들 국가들이 중국과 계속 갈등관계만 유지할 수 없는 

형국이 되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국가들의 해군이 중국해군과 손을 잡고 남

중국해를 함께 순찰하고 경계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전개되고 있다.44) 특히 남

중국해에서 해양분쟁 중인 필리핀과의 안보공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5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무기지원을 

요청했는데 중국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약 133억 상당의 군사장비를 지원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2017년 6월 29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군

사지원에 대해 필리핀 국민을 대신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는 등 기존의 적대적 관계가 청산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

다.45) 

또한 중국이 패권국으로서 그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대하려면 해외 군사기

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중국은 최근 해외 군사기지 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중국은 아프리카 지부티의 해군기지가 유일한 해외 군사기

지인대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기지 확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는 중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명되

고 있다.46) 중국은 파키스탄 기지 확보를 부인하고 있지만 중국의 해외 군사

기지 건설은 패권의 군사적 기반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분

명해 보인다. 

나. 경제리더십 공략

중국이 패권부재라는 틈새를 공략하는 과정에서 안보ㆍ정치리더십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분야가 경제리더십이다. 우선 중국은 미국이 TPP를 통

한 세계무역질서 주도 포기를 통해 창출된 틈새시장을 이용하여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더욱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중국이 주도가 되어 추진한 자유무역협정인 

44) The Economist, “Banyan: Still shy of the world stage,” June 10, 2017, p.29.

45) “중국, 필리핀에 133억원 규모 무기지원…두테르테 ‘필ㆍ중 관계 새시대’,” NEWSIS, 2017. 

6.29., http://www.newsis.com (검색일: 2017.7.5). 

46) “중국 파키스탄에 해외 군사기지 건설할 듯,” News 1, 2017. 6. 8., http://news1.kr (검색일: 

20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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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한국, 일본, 호주 등 16개국이 

협상에 참여하여 왔는데 TPP가 힘을 잃으면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가능성

이 높아졌다. RCEP는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시장이며 세계인구의 

절반이 이 블록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협정이 체결되면 세계자유무역을 주도

하는 기구로서 그 위상을 점하게 될 것이다.47)

또한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여 미국 패권체제 하의 

금융질서를 재편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경제패권에 대한 도전으

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2016년 1월 57개국이 

회원국으로 참가한 가운데 창립되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구현하는데 투자자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의도하고 있다.48) 

중국의 경제리더십 공략의 또 다른 사례는 신개발은행(NDB)이다. 브라질

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ㆍ남아프리카공화국로 구성된 신흥경제 5개국-브릭스

(BRICS)-은 2015년 신개발은행(NDB) 설립에 합의했다. 중국의 주도로 추진

되고 있는 신개발은행(NDB)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함께 미국주도

의 국제금융질서에 도전하는 기구로 평가받고 있다. 신개발은행(NDB) 카마스 

총재가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이 서구중심이라고 주장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신개발은행(NDB)은 미국의 경제패권에 대한 도전성격

을 다분히 담고 있다.49)

나아가 미국이 자유무역에 반감을 드러내며 보호무역을 전면에 내세우려는 

모습까지 감지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은 자유무역 확장을 두둔하고 있다. 아

시아ㆍ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대표

적인 사례이다. 아시아ㆍ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는 역내에 광범위한 자유

무역지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 최종목표이기도 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6년 11월 APEC 정상회의

에서 아시아ㆍ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에 대한 강한의지를 표명했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틈새를 이용하여 중국은 아

47) 안승섭, “아시아 자유무역체제 주도권 다툼…‘중국 vs. 일본ㆍ호주’,” 연합뉴스, 2017.3.14,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17.7.3). 

48) 이성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의미 및 시사점,” 사회과학연구, Vol. 22, No. 2 (2015), 

p.62.

49) 김창영, “브릭스 신개발은행 ‘남미 투자 늘리겠다,’” 서울경제, 2017.4.28., http://www.sedaily.com 

(검색일: 20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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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ㆍ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패권적 지위획득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미국이 보호무역적 성

향을 나타내면서 기존의 자유무역 체제를 무너뜨리는 강도가 높아질수록 중국

은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려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경제패권에 대한 주도권을 차지하겠다는 모습은 “일대일로” 프로젝

트를 통해서도 감지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9월 “실크로

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며 “일대일

로”가 중국의 국가전략 중 하나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50) “일대(一帶)”는 

중국 서부∼중앙아시아∼유럽에 이르는 경제 통합체 구상이고 “일로(一路)”는 

바다의 실크로드는 만들어 해상기반 경제통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일대일

로” 완성을 통해 총 64개 국가가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면 세계적 규모의 경제

회랑이 되고 전 세계인구의 63%, 경제규모는 전 세계의 2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51) 한편 중국이 패권도전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상으로는 

유럽까지 영향을 미치는 위상을 구비하고 바다로는 주요 해상교통로를 장악하

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2017년 5월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2017년 6월 제2차 AIIB 2017년 연차총회 등을 통해 구

체화되고 그 영향력도 강화되고 있다. 

다. 가치리더십 공략

중국의 패권적 지위달성에 가장 약한 분야가 타국가에 대한 중국의 호감, 매

력을 이끌어내는 “소프트파워”이다. 즉 중국이 가치적 측면에서 대해서는 내세

울 것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

하면서 중국이 가치리더십을 내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창출되었다. 중국은 

이 틈새를 놓치지 않았다. 중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

이다. 2017년 6월 27일 장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은 “중국은 환경과 

관련한 국제협약을 중요시 한다”고 강조하면서 파리협약 지지발언을 했다.52) 

50) 김옥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路) 구상과 정치ㆍ경제적 함의 :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중심

으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Vol. 18, No. 1 (2015), p.290. 

51) 대외정책연구원(KIEP),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현황 및 평가와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

핑, Vol. 20, No. 11(2017.5.12.), p.2, http://www.kiep.go.kr (검색일: 2017.7.5).

52) 서혜림, “中 전인대 부위원장 ‘파리협약 지지…환경은 모두의 책임,’” 연합뉴스, 2017. 6. 27., 
http://ww w.yonhapnews.co.kr (검색일: 20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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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패권 무임승차를 위한 중국의 틈새공략

유형 틈새공략 사례

안보ㆍ정치리더

(안보역할 확대)

⦁상하이협력기구(SCO) 강화 

⦁남중국해에서 분쟁 중인 동남아시아국가 끌어안기

⦁해외 군사기지 확보

경제리더

(자유무역)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신개발은행(NDB)

⦁아시아ㆍ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지지

⦁일대일로(一帶一路) 

가치리더

(자국이익)
⦁친환경 정책 추진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는 최근 중국이 강조해온 친환경 정책을 가치리더십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측면이 많다. 중국은 국내적으

로 미세먼지, 황사 문제가 심각하여 친환경 정책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특

히 베이징은 스모그로 몸살을 앓으면서 환경 경찰까지 창설하는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선 상태이다. 중국이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던 것은 국제적 공공재 제공차원보다는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미국이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

이면서 중국이 이 틈새를 공략하여 세계 기후 및 환경이라는 분야에서 리더십

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창으로 활용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 패권국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중국

은 패권지위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틈새공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패권

지위를 한 번에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패권의 

지위를 가져가려 한다는 인식이 들면 미국이 다시 주변을 제대로 살피며 이를 

강하게 저지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미국은 도전가능성

을 계속 의심해왔던 중국을 강력한 패권도전국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결국 냉전시기처럼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전략을 유도하는 상황

에 직면할 수도 있다. 중국은 이런 우발상황에 대처하려는 목적에서 미국에 대

한 직접적 도전보다는 미국의 의중을 조금씩 살피며 패권적 지위를 조금씩 가

져가는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기존 패권국 미국의 역습을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중국이 성급히 패권지위에 무임승차하려하면 미

국의 패권의지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사실 미국의 패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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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패권의지 복귀징조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항행의 자유작전” 재개이다. 

Ⅴ.�패권의지�복귀의�징조:�항행의�자유작전

미국의 우연한 패권거부로 발생한 패권공백을 기회로 삼아 중국이 패권지

위에 무임승차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미국이 패권을 원하지 않거

나 중국에게 전쟁 없이 패권을 양보하려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미국

의 패권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기

존의 미국과 비슷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항행의 자유작전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FONOPs)”에 대한 열의이다. 

미국은 모든 국가의 함정이 바다를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세계적 공공재

를 지켜내기 위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여 왔다.53) 패권국의 국제질서 

안정을 위한 역할의 일부였다 할 수 있다. 미국은 1980년대에 중동해역, 소련 

인근해역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며 패권적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하

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남중국해가 “항행의 자유작전”의 주 전장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2015년 10월부터 당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여왔다.54)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후 미ㆍ중 관계를 의식한 듯 “항행의 자유작

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반이민정책, FTA 사안에 대해서는 집권하

자마자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심지어 2017년 

미ㆍ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문제 주도권을 중국에게 주고 미국은 후방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ㆍ중 밀월 관계 상황마저 나타났다. 이 짧은 밀원

관계는 중국이 북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자 다시 패권경쟁의 수순

을 밟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패권 틈새공략에 엄

포라도 놓는 듯 2017년 5월 24일 미 구축함 듀이(USS Dewey)를 남중국해 스

53) 미군의 “항행의 자유작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U.S. Department of Defense, “U.S. 

Department of Defense Freedom of Navigation Program, Fact Sheet,” March 2015, 

https://www.defense.gov (검색일: 2017.7.5) 참고.

54) “항행의 자유작전” 수행경과는 Cid Standifer, “Updated: A Brief History of U.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in the South China Sea,” USNI News, 2017.7.2., https://news.usni.

org (검색일: 20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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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래틀리 군도 중 하나인 미스치프 암초 12해리 안쪽 6마일 해점까지 진입시키

며 ‘모든 선박이 바다를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공공재를 지키기에 나섰다. 

패권의지에 대한 부활인 셈이다. 

뿐 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에 주문한 북한압박에 대한 의지가 기대만큼 강하

지 않자 패권틈새 공략국 중국에 엄포라도 놓듯 2017년 6월 29일 북한과 거래

혐의로 중국 단둥은행 제재를 결정하고 이어 7월 2일에는 트럼프 행정부시대 

제2차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다.55) 미국은 이 작전에서 미 구축함인 스

테텀함(USS Stethem)을 파라셀 군도 내 트리튼섬 12해리 안쪽 해역으로 진입

시켜 패권국 미국의 안보질서 유지에 대한 의지를 과시했다. 이에 중국은 군함

과 전투기를 동원하여 경고에 나섰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하드파워를 

보유한 패권국 미국에게 경고이상의 군사대응을 할 수는 없었다. 

“항행의 자유작전”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 이익추구 방향에 대해 다른 노

선을 추구하던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의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도전이 강해지

자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그 의지를 투사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

다. “항행의 자유작전”은 전술적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의 남중국해 실효적 지

배권을 차단하는 견제성격의 무력시위이지만 전략적 차원에서는 중국의 패권

경쟁 가능성에 대한 엄포라 할 수 있다.

미ㆍ중 정담회담 후 일시적인 밀월관계 시 중국은 남중국해 지배권에 대한 

미국의 인정이 협상 가능한 대상이라 인식했을 수도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

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미국이 경제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중국이 

힘을 실어주고 북한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지

배를 인정해주리라는 판단도 없지 않을 것이다.56)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시대

에도 지속되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은 바로 남중국해 문제가 ‘거래

(trade-off)’의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남중국해 문제는 미ㆍ중 

패권경쟁의 대리전 성격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국제정치이론은 패권

지위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정치역사

는 패권전이는 전쟁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패권은 지키고자 하는 의

지가 높게 가동되는 대상이다. 트럼프 행정부시대 일시적 패권역할에 대한 거

55) 이왕구, “美, 또 中 압박…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한국일보, 2017.7.3., http://www.

hankookilbo.com (검색일: 2017.7.5). 

56)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Donald K. Emmerson은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중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Donald K. Emmerson, “Xi, the South China Sea, 

and Mar-a-Lago,” The Diplomat, 2017.4.6., http://thediplomat.com (검색일: 20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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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전쟁 없이 중국에 패권적 역할을 넘겨주려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

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항행의 자유작전”이 미ㆍ중 패권경쟁의 소규모 대리

전이라는 점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Ⅵ.�결론�및�정책적�함의

미국의 리더십 후퇴현상이 일시적일까 아니면 이것이 전쟁 없는 패권국 전

이의 전초일까? 미국의 패권거부 현상의 지속여부는 관심을 두고 지속 주목해

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현 상황이 패권국 전이의 전초일지 아니면 트럼프 시

대의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고립주의적 외교정

책으로 인해 1, 2차 세계대전에 뒤늦게 뛰어드는 우를 범했다. 특히 진주만 공

습을 받은 후 마지못해 개입주의로 외교정책을 전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

지만 트럼프 시대 미국의 패권거부는 20세기 초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과도 거

리가 있다. 당시의 고립주의는 힘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미국이 패권국으로

서 지위에 오르기 전에 그 패권후보국으로서의 역할에 피동적이었다면 트럼프 

시대 미국의 패권거부는 이미 패권국인 국가로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거부 현상의 지속여부 혹은 지속기간은 앞으로 지속 추적해야

할 연구주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패권거부 현상을 자신이 

패권국에 무임승차할 기회로 여기는 것은 그 오판이 될 것이다. 패권전이에 직

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제체제의 “힘의 배분”이 최소한 가까운 미래에는 나타

나지 않을 것은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우선주의, 패권거부”로 

압축될 수 있는 한 지도자의 정책과 무관하게 미국이 경제력, 군사력에서 최강

의 국가로 남아있다면 패권국 전이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국제체제의 구조라

는 강력한 변수의 압력이 정책결정자라는 개별행위자의 선호를 소멸시키는 것

이라 설명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따

라가고 중국이 가치리더로서도 그 변화를 추진하는 현실에서 미국이 자국만을 

생각하는 고립주의를 지속하다면 이러한 현상이 패권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나아가 미국의 “소프트파워” 약화는 중국에게 패권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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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기라는 오판을 유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명의 지도자의 정책

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패권거부와 중국의 틈새전략이 동아시아정치 및 한반도 안보에 던

지는 함의는 무엇일까? 미국의 패권거부 현상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의 역할에 많은 비중을 두게 하는 구조를 창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

만 패권국 미국이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중국에 위임하는 행위는 오래가

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중국 간 혈맹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다하더라도 

중국이 북한과 너무 멀어지지 않으려하는 것도 분명하다. 북한문제 해결에 있

어 중국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문제를 중국이 주

도가 되어 해결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셈이다. 나아가 미국이 주문한 중국의 

역할이 계속 지지부진하면 미국은 이에 불만을 갖고 미ㆍ중관계가 급냉각되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은 지금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주

지한바와 같이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이 부진하다고 판단한 미국

은 곧바로 중국 압박에 나섰다. 2017년 6월 29일 미국은 북한과 불법거래 혐

의로 중국 단둥은행 제재를 결정했고 7월 2일에는 남중국해 서사군도에 구축

함을 진입시키며 “항행의 자유작전”을 단행했다.57)

나아가 중국이 미국의 리더십거부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여 

세계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이 가치라는 측면에서 호감이 있는 국가로 발전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공산주의이고 국민은 공산주의에 대

한 반대의 목소리도 낼 수 없다. 가치리더십 발휘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 없이

는 한계가 있다. 중국은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 및 언론의 자유

도 통제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그나마 중국이 가치리더십으로 내세우고 있는 

친환경 정책도 세계적 공공재를 제공하려는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파이낸셜 

타임즈(the Financial Times)의 킨지(James Kynge)는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중국의 활동은 지구를 지키려는 유럽의 가치와 달리 자국의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과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경제이득 챙기려는 기대효용”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58) 

더불어 중국이 군사력 동원 없이 무료로 패권국의 지위를 가져갈 경우 그 

이후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할지 여부가 최대의 관

57) “美, 또 中압박…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 한국일보, 2017.7.4., p.17. 
58) The Economist, “Banyan: Still shy of the world stage,” June 10, 2017., p.2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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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가치적 리더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한 상태

에서 패권국으로서 등극하면 타국가들의 반발이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중

국은 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여 강제성에 기반하여 패권안

정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잠시 휴게실에 들렀던 초강대국 미국이 

중국의 패권추구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미국이 전통적 패권국으로 

국제무대에 복귀하는 행보를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패권 무임승차가 쉽지 않

은 이유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우연한 패권거부와 중국의 틈새공략이 가속화되는 국제정

치적 환경이 한국해군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우연적 패권거부현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비의도

적 부산물이지 국제체제의 힘의 배분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 아니다. 즉 

일시적인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패권에 대한 관심은 가까운 미래에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재개했고 

이에 따라 미ㆍ중 간 군사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미ㆍ중간 군사적 충돌의 

공간이 바로 해상이라는 점은 한국이 반드시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특히 세계

에 대한 영향력 강화의 첫 번째 통로가 바로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가 패권경쟁

의 전장으로 계속에서 기능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지리적 인접국이고 나아

가 같은 바다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바다가 패권전장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한국에게 안보 측면에서 심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바

다를 패권경쟁의 전장으로 인식한다면 인접해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 인접해역에 한국이 지켜야하는 관할권과 해

양이익이 존재한다. 이를 차단하는 기제는 강력한 해군력을 통해서만 가능하

다. 한국해군이 국제정치적 환경에 주목해야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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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cidental Denial of a Hegemonic 

Power’s Role 

-The Reluctance of the U.S’s Role as a World 

Leader and China’s Target of a Niche Market -

Ban, Kiljoo*59)

As the Trump administration withdraws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shows its antipathy toward free trade, the U.S.’s soft power is most likely to 

weaken and its behaviors could be perceived as acts to surrender the U.S. 

hegemonic leadership in the world stage. Hegemonic stability theory notes that 

the existence of a hegemonic power contributes to international stability in the 

sense that it provides international public goods. A lack of the U.S’s 

leadership in international politics, however, could be recognized as its denial 

of a hegemonic status. Is it intentional or accidental? The U.S’s denial of 

hegemonic roles is the byproduct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American 

First” policy, not the showcase of its intention to transit hegemony to others. 

What is noteworthy is that China targets a niche market of hegemony as the 

U.S. denies its roles as the international leader. Put it another way, China 

attempts to ride hegemony for free when the U.S. denies its hegemonic roles 

accidentally. Faced with a niche market of hegemony, China has begun to 

accelerate its national strategy to make “Chinese Dream” come true. To that 

end, China promised again to keep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attempts 

to play more active its roles in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SCO), Asia 

Infra Investment Bank(AIIB), and “One Belt, One Road”. Despite all these 

* Lieutenant Colonel of the ROK Navy, ROK Naval Academy, Ph.D. of Political Science(Major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USA Arizona St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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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s, the U.S. is most likely to withdraw its denial of hegemony any time 

soon. The U.S’s resumption of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FONOPs) 

could be a precursor of the return to a hegemonic power’s willingness. In this 

vein, it is noteworthy that the South China Sea serves as a quasi-war zone for 

hegemonic conflict. 

Key Words: Hegemonic Transition, China’s Rise,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The Trump Administration, Sof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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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항해할 때 제일 곤혹스러운 것은 바다에 안개가 자욱이 끼었을 때이다. 해

무 속에선 전후좌우 상황에 대한 인지가 힘들어 배가 나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

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유년의 한 해가 저무는 세모의 한반도 망루에서 바라본 

동아시아 해양안보는 아직도 시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한 형국

이다.

오늘날 동아시아 해양질서가 급격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 간 

해양분쟁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각국은 자신의 해양이익 보호를 위해 안보협

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미ㆍ중을 중심으로 한 세력경쟁도 해양경쟁에 의

해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미ㆍ중 

간의 지역적 해양패권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어 상호 타협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미국은 자신의 우호 및 지원세력을 결집하고 강화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행보

를 저지하고 약화시키기 위해 경제적 레버리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힘의 정

치를 펼치며 우호세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지역 국가들 간 해양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반면, 새로운 갈등 및 분쟁의 가능성도 동시에 야

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금껏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영유권 강화활동을 강행해 오고 

있는데, 역내 국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의도와 대외정책 노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적 급신장과 강력한 배타적 민족주의와 결합된 중

국의 이 같은 공세적 행동은 아ㆍ태지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서 하나

의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물론 미국도 중국의 이 같은 강압적 행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만 있지는 않

다. 종래에 추구해 오던 위험분산전략(hedging strategy)과 같은 다소 소극적

인 대응에서 탈피하여 강력한 해양통제역량을 구비, 중국의 굴기를 봉쇄하려

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미ㆍ중 간의 이 같은 전략적 패권경쟁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 간의 관계도 

결코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일본이 미ㆍ일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의 입장을 

확고부동하게 지원하자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보라는 듯이 긴밀하게 발전

시키면서 역내에 신 냉전의 기류를 형성시키고 있다. 일본과 중국 간에도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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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제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과 관련, 역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자 전통적 경쟁을 다시금 재현시키고 있다. 러시아 역시 과거 냉전 시 

누렸던 국가적 위상과 영향력을 되찾고자 역내 현안에 다방면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엔 북극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

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주변 강대국 간의 

갈등의 조짐이 모두 해양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해양은 제대로 지키고 활

용했을 때 국부의 원천이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난의 지름길이었음을 역사

는 웅변해 주고 있다. 과거 영국이나 스페인, 포르투칼, 네델란드 등과 같은 해

양국가들이 역사 속에서 부침을 거듭할 때 그 원인은 모두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해양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었다. 

한편 바다에서 인류의 자유로운 활동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같은 군사적 위

협 외에 또 하나 예의 주시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초국가적 또는 비군사적 

위협이다. 오늘날 해적, 해양테러, 해양폭력, 마약밀매, 불법이민, 인신매매, 

불법적 상거래, 그리고 해양오염이나 각종 자연재해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위

협이 기승을 부리면서 해양을 무법천지와 위험한 장소로 만들고 있다. 현재 동

아시아 바다는 이 같은 군사적ㆍ비군사적 위협으로 긴장의 파고가 점점 높아

지고 있어, 안보란 개념 또한 기존의 군사적 안보에서 경제ㆍ외교ㆍ과학ㆍ기

술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1945년 해방 이후에 반토막인 분단국가가 되면서 대륙과 단절되었

으나 미국 등 해양국가들과 연결이 되어 바다를 통해 세계로 진출하면서 오늘

날의 부를 이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적 부도 지키고 보호할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국지적 해양도발, 그리고 북한과의 전면

전이나 주변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 나름의 ‘해양전략’(maritime startegy)과 

‘해군전략’(naval startegy)을 발전시켜 왔다. 이론적으론 전자는 전시 해양통

제, 해양거부, 대 육상무력투사 등에 중점을 두고, 후자는 원해에서의 결전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해군전략은 순수한 해군전력만을 사용하고 해양전략은 

해군주도의 전략으로서 ‘연안’(littoral) 위주의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합동전력

을 주로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 두 전략 모두 전시 정규 군사력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궁극적으

론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위한 군사적 접근방식들이다. 국가안보전

략의 핵심은 본토 또는 영토의 보존과 거기에 있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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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엔 우리의 영해나 부속도서들이 포함된다. 즉, 국

가안보전략의 중심은 육지에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발전시켜 

온 해양전략이나 해군전략의 최초 출발점은 국가안보전략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젠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적 발전과 성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바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바다 그 자체의 안전(safety)이 확보되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 ‘해양안보전략(maritime security strategy)’

이 보편적인 전략개념으로 정립되어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영국, 호

주, 스페인, 일본, 중국 등 선진 해양강국들이 해양안보전략을 공식화하여 수

행하고 있는 중이다. 해양에는 다양한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위협 등이 존재하

고 있지만 이 중 육지를 지향하는 위협은 해군전략이나 해양전략의 몫이겠지

만 해양 그 자체의 안전을 해치는 위협의 실체들은 대부분 법질서를 훼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는 치안을 담당하는 해경의 몫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덴만의 대해적작전의 경우처럼 해양치안유지를 위한 해경 능력의 

한계는 해군이 보충할 수 있는 바, 해군은 크게는 해양전략의 수단, 좁게는 해

군전략의 수단을 통해 국가의 해양안보전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

래서 다국적 해군으로 구성된 대해적작전을 하나의 ‘해양안보작전’(maritime 

security operations)이라 부르기도 한다. 바다에는 이러한 위협도 있지만 자

연재해ㆍ재난과 해난사고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있기 때문에 해양안보전략

은 이러한 분야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해군은 보유 중인 수단으로 이런 분야에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해서 

해양전략이나 해군전략이 해양안보전략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안보전략과의 관계와는 달리 해양안보전략이 해양전략이나 해군

전략의 뿌리라고는 할 수 없다. 물론 역의 경우도 아니다.

해양전략이나 해군전략은 해양안보전략에 대해 상하 종속적 관계가 아니

다. 그렇다고 상호 대등한 관계도 더더욱 아니다. 해양안보전략은 범정부 차원

의 모든 관련 역량을 동원, 수행해야 할 국가차원의 전략(national maritime 

security strategy)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제적 수단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국제해양안보전략(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strategy)도 있다. 아덴

만의 대해적작전, 대량살상무기차단작전(PSI)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통상 해양에서 안전(safety)은 해경이, 안보(security)는 해군이 담당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조적 이분법은 실제적 상황에선 큰 실책

으로 귀결될 수 있다. 예컨대 지난 세월호 사건은 해상안전사고이기 때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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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전담해야 하고 해군은 뒷전에 대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안

전사고나 안보사고든 결과적으로 희생된 생명의 가치는 똑 같은 것이다. 따라

서 해상에서 안전을 위한 해경이든 안보를 위한 해군이든 국민의 안위를 위한 

국가차원의 조치를 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책무(responsibilities)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시 사건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해군ㆍ해경 간의 합동작전을 즉

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 어떤 사전 협조체계가 공식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즉, 국가차원에서 사실상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해양안보전략서가 없었다는 것을 여

실히 보여주었다.

지금껏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도 해양안보전략이 필요하

고, 또한 이를 위한 해군과 해경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국가차원의 

해양안보전략을 개념적 수준에서 작성하여, 이 틀 내에서 해군과 해경 간의 협

조체계를 공식적으로 개념화 시켜 실무적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을 개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Ⅱ.�한국의�해양안보전략개념�정립

1.�해양안보전략의�필요성

영어로 out of sight, out of mind, 한자로 ‘거자일소’(去者日疎), 즉 보

지 않으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격언이 있다. 일단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관심에서 사라진다는 의미인데 이는 곧 인류의 바다에 대한 무지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겐 수평선 너머의 선박은 보이지 않고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 막연하나마 수평선 너머의 바다는 저절로 알아서 잘 관리되는 것으

로 쉽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육지의 경우엔 다르다. 휴전선에서 목함 지뢰가 터지고, 행인이 도

심 한복판의 싱크홀에 빠지고, 대낮에 연평도가 포격당하는 모습은 누구나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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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목격, 인지할 수 있다. 즉, 육지가 주는 가시성이나 투명성 속에선 보안 유

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는 곧 역으로 국민들의 안전의식이나 안보의식의 형성

은 더욱 쉽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먼 바다에 대해선 육지처럼 쉽게 통제할 수 없을뿐더러 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선 비밀문화가 

촉진되고 투명성이 저하되어 바다에 대한 무지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이 같은 무지현상 속에서 해양에 대한 안보의식의 형성을 기대한다

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에 오늘날 우리에겐 이렇다 할만한 해양안보전략이 존

재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육지에선 안보나 안전과 관련한 예방조치나 사후

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만 해양에 관한한 언제나 사후약방문격이 관

행이 되어 왔다. 타이타닉호가 가라앉고서야 후속조치로서 각종 안전조치가 

결정, 예하에 시달되었고, 세월호가 침몰되고서야 사후조치가 제도적으로 이

루어졌다. 모두 해양에 대한 무지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양은 육지와는 달리 달려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현장의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신속한 언론보도도 쉽지 않은 바, 해양은 그야말로 미지 또는 무지의 대

상이어서, 이로 인해 시민들이 해양안보의식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해양사고는 일단 발생했다 하면 대

형사고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대형 유람선은 승객이 6∼7천명이 되고 대형 컨

테이너선은 컨테이너 수 만개 이상을 적재하고 운항하고 있는데 인재든 천재

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이마저 제대로 보도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이 같은 

해양재난 발생의 예방을 위해 민간항공 분야의 기준과 유사한 규정을 제정, 시

달하는 것도 비용 대 효과 면에서 볼 때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항공사고와 같

은 끔찍한 사고를 당한 후에 뒤늦게 대책을 세우는 것 또한 너무나 잔인한 학

습방법이다. 이제 우린 꼭 천안함 폭침이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 안보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후진형 시민은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전략이 없으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고, 계획이 없으면 구체적 행동

에 대한 구상이 필요 없다. 그래서 무계획은 언제나 실패만을 계획하게 된다. 

골든타임이 지가고 있는데도 인근의 지원세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면 이는 정확히 전략의 부재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성실히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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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들의 재산과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들에게 국가의 존재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해양안보와 관련해선 종합적이며 일

관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전략서를 작성, 해양에서 국민의 재산

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은 해양안보전략을 통해 단순히 국가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만족

하지 않는다.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정립한 전략개념은 살아 있는 생물처

럼 역동적(dynamic)인 특성이 있다. 해양안보에 관한 국가의 전략은 국민으로 

하여금 해양에서 부를 일궈내기 위해 마음껏 활동하도록 하는 힘을 부여해 준

다. 왜냐하면 해양안보전략 그 자체가 내ž외부의 제반 위험(危險)이나 위협(威

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이다. 

국가가 뒤에서 이처럼 든든하게 지켜주고 떠받쳐줄 때 국민은 힘을 얻어 해

양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데 이 때 국민이 느껴 얻을 수 있는 힘이 곧 

‘resilience’이다. 이 용어는 우리말로 ‘대처능력’, ‘적응능력’, ‘활력’, ‘탄력’ 등

에 해당되며, 선진해양국들은 이 용어를 이미 정식 교리적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국민의 해양안

보의식을 고취시키고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시민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해양안

보에 관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전략개념을 작성, 공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해양안보전략의�목표ㆍ개념ㆍ과업�

가. 해양안보전략의 목표 : 

‘안전하고 풍요로운 해양(Safe and Affluent Sea)’

해양전략이든 해양안보전략이든 모든 전략에서 핵심적 개념은 선택

(choice)과 집중(focus)이다. 어느 국가든 특정 분야에서 이루고자 하는 국가

적 차원의 목표가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주어진 기

간과 가용한 수단들은 무한정 가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략의 본질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의도한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전략에서 핵심적 원칙은 선택과 집중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해양안보전략의 목표를 ‘안전하고 풍요로운 해양’으로 선정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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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굳이 이렇게 정한 것에는 나름 해양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있기 때

문이다. 한반도의 자연적 약속과 우리의 역사적 사명은 해양에 국가ㆍ민족의 

백년대계의 튼튼한 기초를 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는 3면이 바다에 접하여 있고, 태평양의 관문이고, 단위 면적당 해

안선의 길이가 세계에서 가장 긴 해양국가이며, 해양은 우리에게 국가경제의 

보고, 문화교류의 첩경, 국제교역의 대로, 국가발전의 원천, 국민훈련의 도장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민족은 한 때 이러한 자연의 명령과 약속을 배신하고 문약에 빠

져 국운쇠퇴를 초래한 바가 있었다. 대륙사상과 유교적 인습에 심취, 국민의 

웅대한 기상이 소멸되었고, 청년들은 질풍노도의 혈기를 상실하였다. 바다는 

마치 돼지우리의 진주처럼 천박하게 간주되었고, 위정자들은 바다를 망각함으

로써 가난과 질곡의 삶만을 재촉하는 무능함을 보였다. 결국 바다를 이같이 멀

리한 대가는 급기야 조국이 타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수모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선견지명이 있는 일부 해양 선각자들 덕분에 다시금 해양으

로 진출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우리의 조국은 질곡의 늪에서 벗어나 국가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룰 수가 있었다. 통일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는 한반도 

남방해양을 개척, 무역을 실시하여 국가의 활로를 개척하였으며, 성웅 이순신

은 일찍이 해상을 통한 외침을 예견, 준비하여 풍전등화의 조국을 구할 수 있

었다.

우리는 한국전 이후 해양국가로서 그동안 잃었던 야성적 DNA을 되찾아 자

유무역, 세계화, 수출, 개방, 조선업과 해운업, 해외 지향적 경제활동 등 국가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덕목들을 꾸준히 실천해 온 결과 이제는 그동안 대

륙의 폐쇄적 정서에 심취해 온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 현재 우리는 선박운용규모(controlled fleet), 적재가능총

중량, 수산업 분야 등을 고려할 때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의 위상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부창출에 절대적 기여를 해왔던 바다는 더 이상 안전한 곳

이 아니다. 즉, 오대양의 파고가 우리의 국운융성을 달성하기엔 너무나 높게 

일고 있다는 것이다. 심야에 우리의 초계함이 두 동강이로 절단되고, 백주에 

우리의 민간인이 무차별로 포격을 당하는 등 한반도 연ㆍ근해는 이미 불안해

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ㆍ태지역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육상자원의 고갈, 해

양에서 대체자원의 경쟁적 확보로 인한 극심한 갈등 야기, 그리고 갈등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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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힘의 우위를 추구하기 위한 해군력의 경쟁적 건설이 상호 악순환적으로 

작용,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포성이 울려 나올 줄 모르는 지역으로 변모되어 가

고 있다.

또한 해양의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안보까지 위협하는 국적물문의 초국

가적 위협이 대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즉, 최근 급증하

는 해양테러나 해적질, 마약밀매나 밀입국, 그리고 불법무기류 밀매나 대량살

상무기 확산 등과 같은 반합법적 활동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비전통적 위협들의 활동은 단순한 치안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상의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덴만의 여명작전, 리비아 교민의 

철수작전, 한진 텐진호 구출작전 등은 이러한 비전통적 위협들이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오늘날 세계 각국은 해양을 영토개념화 하여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보호 관리하며,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제도에 따른 해양경계획정, 도

서 영유권, 해저광물자원 관리권 등의 해양관할권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마찰

과 대립은 언제든 인근 해양에서의 자유로운 해양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상황

으로 변해 가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일련의 해난사고에서 소위 골든타임을 놓

쳐 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사례들은 비록 안전사고였지만 결과적으로 인

간의 생명적 가치를 고려할 때 해양안보차원의 철저한 사전ㆍ사후 대책이 필

요함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였다.

해양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풍요로움은 우리가 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

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제껏 바다 때문에 풍요로움을 누려온 게 사실이지만 이

를 지키고 보호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자연과의 약속을 어기는 꼴이 되는 것이

며, 이럴 경우 그동안 자연이 우리에게 해양을 통해 선사했던 모든 혜택은 한 

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바다는 늘 안전하게 지켜야만 하고 그럴 

때만이 우리는 바다를 통해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차

원에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해양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방법과 수단 면에서 어

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 해양안보전략의 개념 : 협력적 지렛대(Cooperative leverage)

전략은 언제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은 것을 다루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수시

로 변화하는 전술과는 구분이 된다. 전략이 이러한 특성을 지니려면 좀처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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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핵심 원리나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선 지렛대의 원리를 한국

의 해양안보를 위한 전략개념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그림 1>은 국내적 차원에

서 해양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부서들 간 협력이 절대 필요함을 나타

내고 있다. 전략에 명칭을 붙일 때 목표나 구현개념, 또는 활용할 수단을 의미

적 또는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선 ‘안전하고 풍요로운 해

양’이라는 목표를 구현시키는 방법론을 강조하기 위해 ‘협력적 지렛대 전략

(cooperative leverage strategy)’이라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지렛대(leverage)란 사전적으로 수단, 효력, 권력, 세력, 영향이

라는 명사적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한 “…에게 영향을 주다”라는 등의 동사적 

의미도 있다.1) 본래 ‘레버리지’란 ‘지렛대’를 의미하는 ‘레버(lever)’에서 파생

된 말로서 지렛대의 원리를 강조하는 경제학적 용어로서 빚을 이용한 투자를 

의미했다. 예컨대 주식에서 레버리지라 하면 소액으로 큰 포지션을 취함으로

써 얻어지는 투자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빗을 내어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 삼아 본인의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이를 ‘레버리

지 효과’라고 하는데 이는 곧 적은 돈을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방법

을 뜻하기도 한다. 결국 여기에서 지렛대, 즉 레버리지란 지렛대를 이용하면 

작은 노력이라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어떤 수단의 능력을 

이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그 수단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지렛대의 역할이란 그 가치를 잘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그렇다면 이러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 어떻게 해양안보 요소 간의 협력 모

델을 설명할 수 있는가? 위 그림은 지렛대를 이용하면 작은 것으로 큰 힘을 발

휘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전술한 바와 같이 지렛대를 영향력과 동

의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위 그림은 개략적이지만 왼쪽의 원추를 들어 올리려면 

A지점에선 B지점보다 거의 두 배의 힘을 필요로 함을 나타하고 있다. 즉, 지렛

대가 클수록 같은 크기의 힘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

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지렛대의 크기를 증대시킬 것인가이다. 

1)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C%A7%80%EB%A0%9B%

EB%8C%80%EC%9D%98+%EC%9B%90%EB%A6%AC&ie=utf8&sm=tab_she&qdt=0(검색일: 

2017.11.6.).

2) 통상 “어떤 수단을 지렛대 삼아”라고 할 때 이 수단을 쥐어짜서 이윤을 극대화시키겠다는 부정적 

의미보다는 그 수단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을 일종의 가치로 여겨, 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한다

는 긍정적 의미가 더 내포하고 있다. 물론 외교안보분야에선 어떤 수단을 지렛대로 사용한다 할 

때 영향력 또는 힘 그 자체보다는 실질적 압박수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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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협력적 지렛대(cooperative leverage)

위 그림은 지렛대의 물리적 효과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분초를 다투는 속전속결의 작전에서 외부의 도움이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이러한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지원세력이 가용하다면 그 지원규모

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지원에 의한 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그야말

로 적시ㆍ적소에서 원하는 협조와 지원을 확보했을 시 소위 천군만마를 얻었

다고 하는데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물론 이 협력적 지렛대 전략이 더욱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급박한 사건

(time-critical events)에서 협력의 상대가 빠른 템포의 작전에 신속하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즉 즉응전력(surging capabilities)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대비

태세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비태세를 완비하는 것은 일종의 전략적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긴박한 순간에 작은 도움이지만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 

큰 힘이 되려면 ‘timing’이 관건이다. 

<그림 2> 한국 해양안보전략의 목표ㆍ개념ㆍ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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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해난사고로 인명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선 ‘골든타임’이란 용

어를 사용하곤 했다. 하지만 제한된 전력으로 방대한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해상사고에 대해 골든타임 내 완벽히 대처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해군과 

해경, 기타 유관 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의 사전 구축이 필요하다. 이

는 곧 이러한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전력을 배비한다면 기존 보

다는 훨씬 더 넓은 해역과 훨씬 더 많은 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

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지렛대의 원리라는 것이다.

유사시 상호 합의된 협력체계에 의해 사고현장에 지체 없이 투입(surging)

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인근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레버리지 효과

(leverage effects)를 발휘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특히 해군과 해

경 간의 협력이 해군의 주 임무인 원정작전이나 해양통제작전 등에서, 그리고 

해경의 주 임무인 해양안보작전 등에서 얼마든지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s)를 발휘할 수 있다. 이처란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발휘되는 레버

리지 효과(leverage effects)를 일명 힘의 승수효과(force multiplier effects)

라고 부르기도 한다.

‘협력적 지렛대(cooperative leverage)’와 같은 전략개념은 수단과 목표를 가

장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렛대 원리를 적

용, ‘안전하고 풍요로운 해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으로서 크게 해

양안전(maritime safety),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해양관리(maritime 

stewardship)로 구분,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해양 안전ㆍ안보ㆍ관리 개념도

<그림 3>은 해양안전과 해양안보, 그리고 해양관리 간의 개념적 차이를 이

해시키고자 비록 상징적이지만 해당 개념을 대표할 만한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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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해양안전은 해양에서 사물과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고, 해양안보는 해

양으로부터 기인되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해양활동과 육지에 있는 국민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해양관리는 해양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라 

요약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해양안전과 해양안보에 관한 한 아직까지 정확한 개념적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앞서 제시한 해양안보전략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선 이런 

유사한 개념들 간 확실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헌

장에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와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가 명기되었을 때 이때 ‘security’를 ‘안전’으로 번역할 

것인가? ‘안전보장’으로 번역할 것인가? 가 일본 학계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

어 석학들이 중지를 모아 안전보장, 약칭하여 ‘안보’(安保)로 번역하기로 하

였다.3) 왜냐하면 안전으로 번역하면 이미 안전으로 번역된 ‘safety’와 혼동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중국에선 ‘security’를 안전으로 번역,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의 경우엔 일본에서 번역한 대로 ‘security’를 안보로, ‘safety’를 안전으로 번역, 

사용하고 있다. 안보는 의도적인 위협(threat)을 가정한 개념이고 안전은 비의

도적 위험(danger)을 가정한 개념이기 때문에 ‘security’를 안전으로 번역하면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번역과 관련한 일본의 접근방식이 타당해 보인다. 

위험(danger)은 비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로 손상이 발생하는데 위협

(threat)은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로 손상이 발생한다.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일단 손상이 발생하면 결과는 똑같다 할지라도 원인측면에선 위협에 의한 손

상은 의도적인 것이고 위험에 의한 손상은 비의도적인 것이다. 위험(danger)

은 좋은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와 비슷한 용어

인 ‘risk’도 있지만 이는 발생 가능한 좋은 결과에 대한 대가로서 감수해야 할 

확률적 손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danger’와는 의미가 다른 개념이다. 

해양에서 안전문제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발생키지 않으면 일단 개념적으론 

위협을 가정으로 한 안보(安保)와는 다르다. 그리고 마치 전략이 본래 군사적 

개념이었기 때문에 군사전략 하면 동어 반복적이라 지적받듯이 안보도 원래 

국가차원의 안보이기 때문에 국가안보라 했을 땐 일종의 동어 반복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안보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양에

3) 김열수,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서울: 법문사, 2012),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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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만약 그 원인이 국가의 책임 부재나 방기라면 

이는 안보의 실패, 즉 해양안보의 실패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의 모든 

안전문제가 안보상의 이슈가 될 수는 없겠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감독해

야 하는 안전이슈는 해양안보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의도적인 위협과 비의도적인 위험이 안보와 안전의 경계선이긴 하지

만 가끔씩 이 경계선에 혼란이 올 때도 있다. 태평양의 섬 국가 몰디브나 투발

루는 수중에 잠길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만약 이 국가들이 바다 속에 잠기게 

되면 비의도적인 자연의 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이지 안보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

가? 또한 1986년 구소련 공화국이었던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Chernobyl)에

서 발생했던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도 인간의 실수에 의한 비의도

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보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우리 

인간은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연의 힘 앞에선 허약할 뿐이고 아무리 완벽

한 생명체라 하더라도 사고와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 개개인

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힘과 실수나 과실에 의한 대형 사건ž사고의 피해 앞에

선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 결과만을 놓고 볼 때 국가에 의한 조직적인 대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칙적으론 안전(safety)은 개인이나 민간인이 책임지는 영역이고, 안보

(security)는 국가나 정부가 책임지는 영역이다. 그래서 일상적인 사건 및 사고, 

마약, 질병, 그리고 비의도적 결과로 발생한 인재와 자연재난은 위협의 범주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4) 왜냐하면 위험과 안전, 그리고 재난

관리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위해요인이 위협과 안보차원에서 다루다 보면 정

작 중시해야 할 안보가 경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사고의 

결과가 심각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여파로 인해 국가안보에게 까지 치명적인 피

해를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안보적 의제로 채택, 국가가 책임을 지고 준비

ㆍ예방ㆍ대응 차원의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해양에서의 안전은 선원과 같은 해양업종 종사들과 해양환경을 보호할 목적

으로 선박의 안전과 해양시설물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박 및 해

양시설물의 설계 및 건조 시 표준적 규정 준수와 해양안전 관련 국제규범에 대

한 교육 등은 모두 해양안전을 위한 조치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해양안전에 대

4) Christian Bueger,op.cit,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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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반 규칙과 규정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산하 해양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MSC)에서 주관, 작

성하여 시달하고 있다. IMO의 MSC는 해상충돌의 예방 및 해상사고의 예방과 

주변 해양환경에 이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주요 관심을 두면서 해당 규정

과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해상 기름 유출은 주변 해양완경의 생태계

뿐만 아니라 인근 연안 거주민들의 생활에게까지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1년 걸프전은 해상 기름 유출이 안보적 측면에서 얼마나 심각한 영향

을 줄 수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또한 선박이 항해 중 항해안전수

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좌초되거나 부주의나 업무태만으로 기관고장이 발생,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 이 선박은 인근의 해적이나 테러리스트들이 습격, 나포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표적이 되고 만다. 만약 해적이나 테러리스트가 좌초된 

선박이나 표류 중인 선박을 성공적으로 나포했을 경우 이것을 해당 선박회사

에 피해를 주는 하나의 단순한 사건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 선박을 탈취한 범죄자가 테러리스트라면 선원이나 승객을 볼모로 특정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인질극을 벌일 것이요, 

또는 해적이 선원이나 승객을 제압한 후 억류시킨 상태에서 선박소속 회사에

게 천문학적인 몸값을 요구, 그 선박회사의 사세가 기울여 질 수도 있다. 하지

만 만약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선박 그 자체나 적재화물을 탈취하거

나 또는 억류 중인 선원이나 승객을 살해 할 수도 있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로선 결코 좌시해선 안 될 사안인 것이다. 따라서 민간영역

인 해양안전의 일부가 해양안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가는 해양안보의 주

체일 뿐만 아니라 일부 해양안전의 경우에도 주체가 된다 할 수 있다.

다. 해양안보전략의 과업

해양안보전략을 구성하고 있는 세 요소, 즉 해양안전, 해양안보, 해양관리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소 해군과 해경이 함께 추구해야 할 과업은 

<표 1>에서처럼 크게 예방과 대응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예방체계에서 하나는 

해양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안전ㆍ안보에 관련된 각종 법규를 정비

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끊임없이 확인 감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

양에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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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방 대응

해양

안전

 Ÿ 해양안전ㆍ안보 임무수행을 위한 

   법규 정비

 Ÿ 선박 설계/건조 시 각종 안전

   규정 준수 여부 확인

 Ÿ 해양안전대책 수립 

 Ÿ 선상 피해/사상자 조사

 Ÿ 해상교통관제(VTS) 제공

 Ÿ 탐색ㆍ구조 노력 및 자산 조정 

 Ÿ 선박 자동상호구조체계(AMVER)를 

   통한 상선과의 협력

 Ÿ 해양사고ㆍ재난 발생시 인근 수역의 

   지원세력 조정  

해양

안보

 Ÿ 해양통합방위태세 기획   

 Ÿ 해양안보 기획

 Ÿ 선박 및 시설안보 대책 계획 승인

 Ÿ 관할수역 관련 법규 및 조약 제정 및 

   집행

 Ÿ 공해 관련 국제협정 집행

 Ÿ 해양통합방위 실행

 Ÿ 해군ㆍ해병대ㆍ해경에 의한 고도의

   운용준비태세 유지

 Ÿ 모든 해양안보작전 조정

해양

관리

 Ÿ 해양 재난대응 비상대처 선도 

 Ÿ 국내 상업 및 해외 교역, 국가 

   방어를 위한 안전ㆍ효율적인 해로 

   확보

 Ÿ 해양관리에 대한 각종 법규 

   대국민 교육

 Ÿ 해양자원 관리 및 보호 레짐(regime) 

   집행

 Ÿ 환경보호 법규 집행 /해양환경

   오염 방제체계 발전 

 Ÿ 비상상황/유사시 상황 긴급대응

   및 확산 방지  

 Ÿ 재해복구 업무 수행/해양재난 대응 

   협력체계 강화

 Ÿ 해양영역에서 환경적 대응을 위한 

   지휘통제지원 제공

 Ÿ 극지에서 한국 이익 보호 및 증진

<표 1> 해양안보전략의 분야별 구체적 과업 

키기 위한 해군해경 간 각 분야별 협력체계를 발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이를테면 해양에서 또는 해양으로부터 사건ㆍ 사고가 발생하거나 각종 

위협이 행사되어 국가의 주권이 침해당하거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희생당하

는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선<그림 4>에서

처럼 모토를 “Don’t Let It Happen”이라 하였다.

그러다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지고 재산상의 심대한 손실, 그리고 막대한 환

경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는 해양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해군ㆍ
해경 간의 협력체계를 신속히 작동, 신속한 재난구조와 피해의 최소화를 기해 

상황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재난지휘체계를 가동시켜야 한다.

그리고 해양에서 또는 해양으로부터 테러가 감행된다거나 마약밀매, 불법

이민 등에 관한 사정정보를 입수했거나 적의 해상침입이 예상될 때 해군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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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해양안보 예방체계 

경은 사전에 정립, 준비된 대응계획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해 그러한 해양위

협이 행사되거나 현실화되기 전에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래 그림은 

해군과 해경이 해양재난사고 발생 시 조기에 상황을 해결하고, 또한 각종 해양

위협이 발생 또는 행사된다는 경보를 접했을 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그러한 

위협을 제거시켜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그림 4> 및 <그림 5>에서처럼 해양안보를 위한 해군ㆍ해경 간의 

사전 예방체계와 사후 대응체계를 원활히 작동시킬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한 데 

여기에선 협치(Governance)를 선정, 평시, 위기시, 유사시에 해군과 해경 간

의 상호 협력을 가능케 하도록 하였다.

해군은 국방부의 소속이고 해경은 해수부의 소속이기 때문에 해군과 해경 

간 협조는 양 기관 간 특별한 약정에 의거 진행될 수 있지만 권위 있는 상위 기

관에 의한 통합적 지휘나 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군ㆍ해경 간 협조 업무는 

그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수행될 뿐이지 구속력을 갖고서 일사분란하게 

진행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중앙에서｢Over Control｣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Governance)’란 어떠한 집단의 공동이익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

요한 집행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5) 사회과학과 법학 분야에서 거버넌스란 

전통적으로 통치의 개념으로 해석되고 사용되어 왔으나 이러한 개념의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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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해양안보 대응체계 

거버넌스를 국내정치에서 일어나는 정부의 권위적 활동에만 국한시키고 있다

는 문제점 때문에 근래에 들어서는 한국어 단어로 해석함이 없이 그대로 거버

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정치현상뿐만 아니라 경제, 경영, 행정, IT 분야에

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거버넌스란 근본적으로 결정을 집행(implementation)하는 과정이다. 여기

서 우리는 결정을 누가 어떤 근거에서 집행을 하며 결정의 객체는 왜 그 결정

을 수용(compliance)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부의 세금 징수

에 대해 생각해보자.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국민들은 그러한 조세정책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받아들인다. 즉, 거버넌스는 정통성

(legitimacy)에 기반한 집행과 수용에 관한 문제이다.

해양안보를 위한 해군과 해경 간의 협력의 경우도 거버넌스 차원의 정통성

을 보장할 수 있는 논리나 기제가 필요하다. 해군과 해경은 왜 협력을 해야 하

는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상호 공감한다면 양 기관 간의 협력은 원활히 이루

어 질 것이다. 앞서 소개한 해양안보전략과 또한 이러한 전략개념에 입각, 발전

시킨 세부적 분야에서의 양 기관 간의 협력프로그램이 상호 협력을 정당화시켜

주는 수단이 될 것이다. 해군과 해경이 사전에 협의하여 합의한 데다 상호 합의

5) Adreas Hasenclever et al., Theories of International Regime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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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 또한 시의적절하다면 이 두 기간 간의 협력은 지속될 것이다. 서로 합

의하여 해양에서의 안전과 질서를 추구한다 해서 이러한 협력적 행위를 거버넌

스 또는 합치(合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군과 해경은 평소에 해양

에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협력체계들을 발전시켜야만 할 것이다. 

해군과 해경 간의 협력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이 두 

기관이 상호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거버넌스에서 어

떠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결코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근

본적인 목표가 있어야 하고 이 목표는 순응하는 조직의 이익과 목표에 부합해

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버넌스는 정통성을 잃게 마련이며, 설령 협력

적 행위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 거버넌스의 질과 수준은 저하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해군과 해경 간 상호 공감하고 상호 협력 시 정통성

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양안보전략의 목표를 ‘안전하고 풍요로운 해양’으로 

설정하였다.

거버넌스의 추구와 실현에서 가장 중심적인 수단은 제도(institution)이다. 

국제관계학에서 제도라는 개념은 폭넓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이를 레짐

(regime)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레짐이란 일종의 규칙, 

규범가치와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국제사회

는 주권국가들로 구성된 하나의 거대한 국가구룹이고, 이 구룹의 구성원을 지

배하고 규율하는 어떤 레짐이 존재한다면 구성 국가들은 그러한 레짐을 따르

고 지킬 때만이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

에 계속해서 그러한 레짐을 지지하게 된다. 물론 레짐은 구성원들에 의한 이러

한 지지로 인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나중

에 구성원들은 레짐의 부속품처럼 기계적으로 순응하게 된다. 

향후 해군과 해경이 어떤 모델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을 해 나간다면 이 모

델은 레짐과 같은 일종의 협력적 제도로 계속 발전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서론 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상호 협력은 계속될 것이며, 일단 시작되면 상호 

간 신뢰와 우의, 이해가 고양되어 상호 간 협력은 모멘텀을 얻게 되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휘부가 바뀌고 담당 실무자가 바뀌더라

도 이러한 상호 협력적 관행은 일상사처럼 되어 스스로 진화하게 된다. 반복하

지만 이를 두고서 국제관계에선 ‘레짐(regime)’이라 하고 국내정치에선 ‘제도

화(institutionalization)’라고 일컫는다. 인류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제도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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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다. 서로가 편해질 수 있으니까 만나서 결혼하지 그렇지 않다면 결혼이라

는 사회제도는 정착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혼은 제도의 특성상 법적으

로 강요할 수 없고 다만 권장될 뿐이다. 향후 해군과 해경 간의 각종 협력사업

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Ⅲ.�한국�해군ㆍ해경�간의�협력�모델� :�국가함대
 

국가함대는 통합적 실존조직이 아니라 해군과 해경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서 유사시 함께 유기체적으로 결합, 대응하는 일종의 과정에 관한 (process)개

념이다. 하지만 국가함대라는 용어를 처음 대했을 때 대부분 구성요소 간 조직

적 통합, 또는 구성 요소 간 중복과 누락을 피하기 위한 예산적 통합 등을 쉽게 

연상, 이 개념에 대해 거부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국가함대 정책성명서에 나타난 핵심 용어들의 개념과 행간

의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미국이 국가함대라는 개념 하에 해군과 해경의 

조직이나 예산을 통합하겠다는 내용이나 의미는 결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

다.6) 이에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가함대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용

어들이 의미하고 함축하는 바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non-redundant capabilities’에서 ‘non-redundant’라는 개념에 

관해서이다. ‘redundant’는 잉여, 과잉 등을 뜻하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 

‘non-redundant’는 잉여나 과잉의 제거나 방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

다. 즉, 전력건설이나 예산편성시 중복을 방지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non-redundant’ 성명서의 문맥상 불필요한 잉여나 과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의 다다익선(多多益善)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다다익선 차원에서 추가되는 전력이나 역량은 없어도 될, 또는 아예 필

요 없는 전력이나 역량을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니다. 

6) 이에 해당하는 원문은 “While we remain separate Services, we recognize that ful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of our non-redundant and complementary capabilities must be achieved 

as noted in existing shipbuildi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다. Michael G. Mullen 

& Thomas H. Collins, National Fleet: A Joint Navy/ Coast Guard Policy Statement, March 

3, 2006. http://www.navy.mil/navydata/cno/2006_national_fleet_policy.pdf(search date: 

November 31, 2017).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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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서에서도 이에 대한 혼동이 없도록 ‘non-redundant capabilities’

에 관한 사례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미 해군의 Arleigh Burke급7) 이지스 

구축함 USS Cole(DDG 67)은 2000년 10월 12일 예멘의 Aden항에서 자살공격

을 감행한 Al-Qaeda 테러리스트 소형보트의 측면공격을 받고서 선체에 직경 

12m정도의 큰 구멍이 뚫리고 17명이 사망했고, 39명이 부상을 당했다.8) 물론 

당시 항 외해 멀리 미 해군함정이 경비 중이었지만 항구 바로 외곽에는 정박 

중인 Cole함을 보호할 수 있는 함정은 없었다. 따라서 항 인근에서 잠복하고 

있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는 거의 무방비상태에 있는 항내 정박 중인 Cole함

을 기습으로 공격할 수 있었다. 만약 미 해경정과 같은 전력이 이 항구 인근 해

역에서 ‘Force Protection’임무를 수행할 수만 있었더라면 Cole함은 안전했었

을 것이다. 

이때 항내 Cole함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경함정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야말로 불필요한 잉여전력(redundant forces)이 아니라 있을수록, 

많을수록 좋은 다다익선의 전력으로 보아야 한다. 즉, 성명서에서도 의미한 바

와 같이 ‘non-redundant forces’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은 항구 입구

에서 잠수함이 정박 중인 고가치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200Knots의 직주어뢰

(러시아의 Shkval 초공동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해군의 

함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경함정, 그것도 소나를 장착한 해경함정이 항만경

비에 투입된다면 이 또한 함대전력 보호세력으로서 필요한 ‘non-redundant 

forces’인 셈이다. 

다음은 미 국가함재 정책서 ‘supplementary capabilities(상호보완적 역

량)’에서 용어 ‘supplementary’에 관해서이다. 이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보

완’, ‘보충’이다. 즉, 근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의미이다. 앞서 소

개한 ‘non-redundant forces’는 위협이 없거나 담당 구역이나 해역이 크지 않

을 경우 해군, 해경 각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지원이나 협력

은 더 이상 다다익선 전력이 아니라 중복성의 잉여전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supplementary capabilities’는 개념적으로 잉여역량이나 중복적 역량이 될 

7) 알레이 버크(Arleigh Burke)는 6.25전쟁 직후 미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제독으로서 한국 해군으

로의 미 구축함 인수 등과 관련해서 참모총장 재임 시절부터 한국 해군의 전력 증강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해군 창설 67주년 기념: 알레이 버크 제독,” 대한민국 해군의 열린 창 Blue Paper
2012.11.12, http://blue-paper.tistory.com/1153(검색일: 2017.11.17).

8) “USS Cole Bombing,” Wikipedia, 2015.7.8., https://en.wikipedia.org/wiki/USS_ Cole_bombing 

(Search Date: November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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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예컨대 해경함정의 ISR 능력은 해군함정의 ISR 능력보다 다 나을 수가 없

으며, 이 두 플랫폼 간의 ISR 능력차이는 해경의 근본적 한계이다. 즉, 해경의 

이러한 근본적 한계를 해군만이 보충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 어

떤 경우에도 해군의 우월한 ISR 능력이 해경의 부족한 ISR 역량에겐 보완적 

역량이지, 없어도 무방한 그런 잉여역량은 아니다. 또한 해군이 아덴만에서 대

해적 작전을 수행하는데 법집행이나 검문검색에 필요한 전문성의 부족은 해경

이 보완해 주어야 할 분야이다. 이와 같이 해군과 해경의 상호보완적 관계는 

주로 운용측면에서 많이 구현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소요는 

많지 않다는 게 일반적 주장이다. 

또한 이 성명서에선 해군과 해경 간의 협력은 작전이나 운용분야의 통합

(integration)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직이나 예산 등을 통

합하자는 것이 아니다. 작전이나 운용에 있어서도 모든 경우를 망라해서 통합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맞춤형(tailored operational integration)으로 추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 맞춤형 작전통합을 추진하다 보면 인력이나 

플랫폼, 기타 자산들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다익선이나 상호보완,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라는 개념들의 큰 틀 내에서 상호 간 배속을 변경해 가며 오가는 

이동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조직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끝으로 우리는 미 국가함대 정책서 마지막 부분인 정책지침(policy)에서 미 

해군총장과 미 해경사령관이 해군과 해경의 협력체인 국가함대는 반드시 현행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운용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국가함대로 인해 

해군과 해경 간의 통합을 위한 그 어떤 법 개정 소요도 있을 수 없음을 암시하

고 있는 부분(to the extent permitted under existing statutory)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가함대는 조직적 실체가 아닌 개념적 실체이

기에 향후 우리의 해군과 해경 간의 상호 협력을 계속 이끌어 갈 것이다. 일단 

상호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호 협력은 계속될 것이며, 일단 시작되면 

상호 간 신뢰와 우의, 이해가 고양되어 상호 간 협력은 모멘텀을 얻게 되어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휘부가 바뀌고 담당 실무자가 바뀌

더라도 이러한 상호 협력적 관행은 일상사처럼 되어 스스로 진화하게 된다. 앞

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이는 국제관계에선 ‘레짐(regime)’이라 하고 국내정치에

선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라고 일컫는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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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고 다만 권장될 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해군과 해경 간의 협력을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일부 특정 사안에 대해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자발적 합의하에 협력적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

의 국가함대 개념은 비록 미국의 고유한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 내

용을 더욱 천착하여 살펴보면 협력이라는 기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각종 원칙이나 개념들을 우리의 현 실정에 그대로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는 것을 첨언하고 싶다.

한편 국가함대라는 협력의 모델은 앞서 제시한 한국의 해양안보전략개념인 

지렛대 원리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기제일 것이다. 물론 이 지렛대의 원리

를 이용한 국가함대와 같은 개념은 꼭 일국 내의 해군과 해경 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역적 차원, 즉 아시아 함대, 또는 지구적 차원, 즉 글로벌 

함대에도 적용가능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적 차원에서, 또는 지구적 차원에

서 볼 때 해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슈들은 대부분 역내 여러 국가가 해군과 

해경 등을 동원, 상호 협력해야만 해결 가능한 소위 초국가적 특성을 띄고 있

기 때문이다. 인류의 활동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된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야기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초국가적 이슈라고 말할 수 있다. 1991년 필리핀

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 2004년 12월 동남아시아를 강타했던 쓰나미

(Tsunami), 그리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등 일본 동북부 연안 지역에서 발생

한 대지진 등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군 또는 민간기관의 자산을 총 동원, 공

동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초국가적 이슈의 사례들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ㆍ군사적 이슈는 아니지만 국가의 안전과 국

민들의 생명을 더욱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안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 각국은 이미 초국가적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ㆍ비군사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해군과 해경은 초국가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적

극적이고 효과적인 구조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적 조직이다. 1970년 이후 미국

이 개입한 국제적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에 관한 것이

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전투 임무의 비율은 3%에 불과했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힘의 과시 임무의 비율도 10%에 그쳤다. 미국은 이 같은 초국가적 이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1,000척 함대’를 제안하

기도 했는데 이러한 제안 역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협력의 극대화를 추구하

기 위한 전략개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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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는 가장 많은 초국가적 사건들이 발발하고 있는 위험한 지역인 동시

에 전통적인 정치ㆍ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지역이다. 지난 100

년 동안 아시아에서 발생한 자연 재해 등 초국가적 재난 사건들은 2,000만 명 

이상의 인명을 앗아갔다. 이 같은 재앙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국가 간의 

협력이며, 특히 주로 해군 간 협력은 초국가적 재난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글로벌화 된 세계의 다양한 초국가적 문제들에 대해 해군은 원해

에서, 해경은 근해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조직이며, 실

제로 다양한 국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해군과 해경이 국제적 협력

을 통해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게 지금의 추세이다. 

최근 비록 해군 위주로 구성된 다국적 연합함대이지만 국제적 협력을 통해 

아덴만과 인도양을 순시하기 시작한 이후 극성을 부리던 소말리아 해적이 급

격히 감소되어가고 있고, 이는 다국적 협력에 의해 일종의 지렛대 효과를 발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아시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 

자체를 위한 ‘아시아 함대’의 건설이 제시될 수 있고, 이러한 함대 결성체를 지

렛대의 원리에 입각, 운용할 때 이는 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한 인

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해적 및 테러리즘의 예방 및 진압을 위한 공동 작전, 

정치적 혼란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 해로 보호를 위한 작전 등에 매우 유용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아시아 함대에 참여할 나라들은 자국 해군이나 해경의 일부분을 아시

아 함대 소속 함정으로 예비해 두어 유사시 상호 지원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설 부대’(Force in Being) 수준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효과

적인 지휘통제 문제, 역내 국가 간 만연된 적대감과 전략적 부조화 등의 문제

가 있어 당장 실현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Ⅳ.�한국�해군ㆍ해경�간�협력의�발전방향� :�
상호�운용성�증진

 

우리 해군과 해경이 2016년 9월 9일 공동 서명한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한 

“해군ㆍ해경 정책서”에 의하면 상호운용성 평가를 정책결정 분야, 지휘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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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I) 및 작전운용 분야, 전력운용 분야, 물자운용 및 군수지원 분야, 국제협력

분야, 법적ㆍ제도적 분야로 나누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보완 사항들을 

적절하게 식별해 놓았다. 이에 대한 개선ㆍ보완할 사항들만 잘 이루어져도 지

금까지 일본/중국 및 미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세계에서 제일가는 통합전력 

운용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정책결정분야

해군과 해경은 그동안 상호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업무협력, 

통합방위, 작전협조, 기지사용 분야 등에서 총 20여건의 양해각서(MOU)를 체

결하고, 해군ㆍ해경 간 정례협의체인 해군작전사령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당

시 명칭) 간 작전협조회의를 통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2015년 이후 해군과 해경은 화상회의체계 및 합동작전용 문자망을 구축하

고,｢해군ㆍ해경 합동작전교범(회장)｣을 발간하였으며, 2016년 7월 1일 ‘해군본

부-해양경비안전본부 간 국가 해양력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서’를 체결하고, 

해군 대 해경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적 협의 및 협력

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대부분의 교류협력은 주로 작전수행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정책결정 분야에 대한 보다 폭넓은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

서 향후 해군과 해경은 국가 해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해

양안보 및 해양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기능별 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2.�지휘통제�및�작전운용�분야

해군ㆍ해경은 그동안 효과적인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 양 기관ㆍ전력 간 공

통성과 상호운용성 증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개선소요가 식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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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무선 통신망은 전파환경에 따라 통신상태가 유동적이여서 실시간 정보공

유가 제한된다. 향후 해군ㆍ해경 간 다양한 무선통신망 및 작전보안을 강

화한 통신망 운용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Ÿ 또한, 해군ㆍ해경 작전요소 간 실시간 정보공유, 공동의 전장가시화, 네

트워크 중심의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군ㆍ해경함정에 상호 운

용성이 보장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군과 해경은 전ㆍ평시 동일한 해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합동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합동 교리ㆍ교범은 정립되어 있

지 않은 상태이며, 양 기관의 전시 임무를 고려한 작전계획도 지휘통제, 

편성, 작전수행개념이 구체화되지 않는 등 미흡한 실정이다. 

Ÿ 미국과 같이 해군ㆍ해경의 협력수준이 높은 국가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 

해군ㆍ해경도 효과적인 합동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합동교리ㆍ교범을 

정립하고, 작전계획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해군ㆍ해경 간 전ㆍ평시 임무숙달을 위한 합동훈련도 범위가 협소하고 기

초ㆍ기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전술기동, 항만방호, 탬색ㆍ
구조 등 단순한 전술훈련 위주에서 탈피하여 해상대테러훈련, 대함ㆍ대잠전, 

해양차단 등 전ㆍ평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합동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전력건설�분야

해군과 해경은 지난 오랜 세월동안 전력건설에 대한 상호이해와 공감대 없

이 각자의 임무에 필요한 전력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이로 인해 합동작전능력 

및 공통성과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제한사항이 식별되고 있다. 

Ÿ 해군은 대북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건설에 중점을 두어 온 반면, 해경

은 해양에서의 법 집행과 치안ㆍ안전관리를 위한 전력도입에 힘써 왔다. 

Ÿ 따라서, 해군ㆍ해경 함정 간 장비무기체계의 호완성이 결여되고, 해상에

서의 유류 공ㆍ수급 등 군수지원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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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해군ㆍ해경은 미래 전력 건설도입 방향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

고 해군ㆍ해경 전력 간 합동작전 능력 및 상호운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

력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미래 해군ㆍ해경의 임무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

나 국가재원은 한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력건설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4.�물자운용�및�군수지원�분야

전ㆍ평시 해군ㆍ해경 간 합동작전 소요 증가 대비, 양 기관ㆍ전력 간 장비 

및 물자의 표준화가 저조하고, 양 기관이 독립적으로 군수물자를 사용하는 관

계로 양 기관 간 상호 군수지원이 제한되고 있다. 

해군ㆍ해경 간 작전지속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군수물자ㆍ장비의 표

준화를 추진하고 기동군수지원능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또한 함정 성능유지를 

위해 상호 보유 정비기술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 

5.�국제협력분야

해군과 해경은 다자간 국제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군은 

주변국 해군과 연합훈련, 기회훈련(PASSEX: PASSing, EXercise)등을 실시하

고 있으며, 인원ㆍ함정 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해경 역시 경비함정 국

외훈련, 주변국과의 정례 수색구조 훈련 및 치안기관 간 인적 교류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양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향후에는 해양에서의 대규모 재해ㆍ재난 등 초국가적 위협에 신속

하게 대응하고, 국제범죄 및 테러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군

ㆍ해경의 국제협력 노력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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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적ㆍ제도적�분야

해군ㆍ해경 간 협력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은 ｢통합방위법｣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다. 현행 ｢통합방위법｣은 유사 시 해군의 각 함

대사령관이 관할구역 내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전력을 작전통제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는 평시 해난

사고나 재해상황 발생시 현장에 파견된 해군전력을 긴급구조기관인 지방해양

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군ㆍ해경 간 상호운용성 증진이 필

수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상 명시된 근거가 부재하므로 ｢통합방위법｣과 ｢수상

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에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협력 근거 및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는 등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9)

Ⅴ.�결론

우리 조국이 자연과 한 약속은 해양에 우리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의 튼튼한 

기초를 놓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다. 왜냐하면 해양은 우리에게 국

가경제의 보고이자 문화교류의 첩경이고, 국제교류의 대로이자 국가발전의 원천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양의 가치는 이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즉, 해양안보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본 논문에선 해양안보전략의 목표를 안전하고 풍요로운 해양으로 하였으

며,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협력적 지렛대의 원리를 적용하

였다. 그리고 목표와 구현개념에 조화롭게 이용될 수 있는 과제로서 크게 해양

안전, 해양안보, 해양관리를 제시, 예방과 대응측면에서 더욱 세분화 시켜 실

제 추진 가능할 수 있는 과업목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의 사실상의 결론으로서 기 제시한 해양안보전략을 수행하

9) 일본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 순시선과의 협력사례에서 보여 지듯이  양 기관과의 통합전력 운용

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통합방위 관련 법령, 국방부와 국민안전처 소관 

법령, 정부 타 부처 소관 해양관련 법령 등의 정비가 최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해군ㆍ해경 

정책서(2016-2030), P.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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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해군ㆍ해경 간의 협력의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결정분야를 살펴보면 과거 해군ㆍ해경 간 협력은 주로 작전분야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보다 심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첫 단

계인 정책결정 분야에서 부터 폭넓은 협력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기

능별 교류활성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휘통제(C4I) 및 작전운용 분야로서 해군ㆍ해경 간 화상회의 및 문

자통신망 구축 등 일부 의사소통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중국의 해군-해경-민병

대와 같이 실시간 해상공보공유 및 전장가시화를 위한 체계구축은 미흡함으로 

해군ㆍ해경 간 합동교리ㆍ공동작전계획 발전 및 전시임무 수행에 필요한 실전

적이고 수준 높은 합동훈련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전력운용 분야로서 양 기관은 그동안 개별적인 전력건설로 인해 공통

성 및 상호운용성이 미흡하여 통합전력 운용에 많은 제한점이 있는 바, 제한된 

국가 재원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상호 공조된 전력건설 방향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물자운용 및 군수지원분야로서 해군ㆍ해경간애는 장비ㆍ물자 표준화 

수준이 저조하고 독립적인 군수물자를 사용함에 따라 유사시 상호군수지원의 

제한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합동작전능력 및 작전지속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군ㆍ해경 간 장비ㆍ물자 표준화, 정비시설 및 기술공유, 해상기동군수지원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다섯째, 해군ㆍ해경은 다자간 국제협력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나 양 기

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편이다. 대규모 재해ㆍ재난 등

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해적, 국제범죄, 테러활동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 기관의 국제협력을 통합화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토록 해야 한다.

여섯째, 현｢통합방위법｣및｢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유사

시 해군이 해경 전력을 통제하고 재해ㆍ재난 시에는 해경이 해군전력을 통제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하나 미래에는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해군ㆍ해경 전력

건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함으로 관련 법령 및 

훈령 등의 개정ㆍ보완이 필요하다.10)

10) 일본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 순시선과의 협력사례에서 보여 지듯이  양 기관과의 통합전력 운

용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통합방위 관련 법령, 국방부와 국민안전처 소

관 법령, 정부 타 부처 소관 해양관련 법령 등의 정비가 최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해군ㆍ
해경 정책서(2016-2030), P.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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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본 연구의 미진한 분야는 전력의 3요소인 목표, 구현개념, 수단 중 

수단인 해군ㆍ해경 간의 협력의 발전방향은 원칙적인 수준에서만 제시했을 뿐 

세부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국가의 예산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

는 의사결정이 포함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일 수밖에 없

었다. 그렇지만 명실상부한 해양안보전략으로서 해양의 안전과 해양안보의 성

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전략의 3요소 중 하나인 수단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계

획을 작성, 추진해야 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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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K’s maritime security strategic concept and 

cooperation direction for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Samman Chung*11)

This paper is designed to make a national strategic concept for the ROK’s 

maritime security and to explore cooperation directions for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in order to implement the newly-made maritime security strategic 

concept.

As strategy is composed of three main categories(goals, ways, means), the 

goal of the ROK’s maritime security strategy is ‘Safe and Affluent Sea’ and the 

way to realize the goal is the principle of cooperative leverage, and the means 

as tasks to implement the strategic concept are maritime safety, maritime 

security, and maritime stewardship.

The concept of national fleet as used in the US is applied to promoting the 

cooperation between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Thus, under the 

newly-established maritime security strategic concept along with the national fleet 

model, followings are suggested as policy proposals for facilitating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in dealing with not only 

traditional threats but also non-traditional treats at sea and from the sea as well.

First,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has been making efforts to enhance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two sea services. However, the mutual 

cooperations have been focused mainly on areas on operational level rather 

than policy level. Therefore, the two sea services are recommended to enlarge 

* Lieutenant Commander, Ph.D. in Military Strategy, Office of DNCO for Planning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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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s and cooperation in policy areas.

Second, there are still demands for further cooperation areas between the 

two sea services in command and communications. The interoperability in C2 

between the two needs to be upgraded even to the areas of anti-terrorist 

activities ar sea, ASUW, ASW, maritime interdiction, etc.

Third, mutual comparability between the two needs to be reflected in the 

maritime forces development to ensure the comparability in UNREP and other 

logistics areas. 

Fourth, the standardization of logistical materials and equipments is needed 

as a way of sustaining operational capability and logistical capacity for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as well. 

Fifth,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are recommended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international maritime cooperation activities such as PASSEX.

Sixth, Complementary laws and regulations need further to be revised and 

to be newly made for collectively managing swiftly maritime accidents and 

natural disasters at sea.

Key Words : ROK Navy, Coast Guard, Interoperability, National Fleet, 

Mutual Comparability, Natural Disasters, PAS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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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면서

요즘 대한민국 국군이 전반적으로 상당한 윤리적 시련을 겪고 있다. 우리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군의 위상이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가

운데 국민이 군에 기대하는 눈높이와 군의 시각(視覺) 사이에 간극(間隙)이 확

대되고 있다. 특히 장성ㆍ영관급 지휘관 및 고위간부의 도덕적 결함이나 윤리

적 일탈(逸脫)에 의한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것은 물론, 군 본연의 임무인 전투준비 태

세의 확립 및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군의 도덕적, 윤리적 해

이(解弛)는 우리 군을 기본부터 흔들고 약화시키는 아주 잘못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해군도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얼마 전 일련의 방

산비리, 권력형 성폭행 사고는 우리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또한 일

부 지휘관의 직권남용 등 각종 사건, 사고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 속에 

해군의 신뢰성과 이미지가 손상되고, 해군 및 해병대 장병들의 사기가 심각하

게 저하되었던 적이 있었다. 해군은 명예회복을 위한 고강도의 윤리지침을 수

립하여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1) 그

런데 아직도 해군에서 소위 상관의 권력형 성폭행, 부하에 대한 폭언 및 인권

모독 등 非윤리적 행위로 인해 군의 화합과 단결은 물론, 장병의 자긍심과 사

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해군이 마

치 우리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집단과 같이 인식되기도 한다.2) 이는 날로 심각

해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위협의 고도화와 미ㆍ중간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해양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심각한 위협을 고려할 때 국가ㆍ사

회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이다. 

이러한 윤리적 일탈현상이 과연 일어탁수(一魚濁水), 즉 마치 한 마리의 물

고기가 전체 물을 흐리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 만약 이것이 소수 개인의 

문제라 할 수 있다면 현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사건ㆍ사고의 예

방을 위한 선도활동이나 리더십 교육, 강력한 신상필벌 제도로 인해 잘못된 행

1) “당당하고 신뢰받는 ｢명예해군｣ 구현을 위한 참모총장 특별지침,” 대한민국해군, 2015년 4월 23일.

2) 윤상호, “해군, 충무공 정신으로 환골탈태하라,” 동아일보, 2015년 4월 15일,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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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비윤리적 행위는 계속 발생하고 있

다. 그렇다면 이는 전적으로 개인의 단순과실이기 보다는 오히려 군의 취약한 

윤리적 기반이나 군대윤리 교육ㆍ훈련의 실패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적

절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군 특히, 해군에서 지휘관이나 고위간부들의 윤리적 일탈 행

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배경은 무엇이며 그 근본적인 처방은 무엇일까 ? 본 

논문은 이러한 윤리적 일탈행위의 근본적인 배경으로서 해군의 몇 가지 잘못

된 문화를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처방으로서, 또 더 나아가 

강한 전투력을 창출하고 건강한 군 조직를 유지하는 주춧돌로서 해군 내 도덕 

재무장 또는 윤리성의 강화활동을 통해 해군문화 및 전통을 새로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3) 

Ⅱ.�해군�리더에게�요구되는�두�가지�자질

오늘날 군 전투력의 근간은 사람(people)이다. 특히 크든 작든 어떤 조직을 

책임지고 이끄는 리더(leader)들이 전투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리더라 함은 지휘관뿐 만 아니라 휘하에 부하 장병 및 군무원을 

지휘하여 국가자산과 인력을 지휘ㆍ통제, 관리하는 장교ㆍ부사관 및 군무원을 

지칭한다. 이들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크게 두 가지, 즉 직무능력

(professional competence)과 도덕적 품성(moral character)이다. 

1.�직무능력

먼저, 직무능력은 국가안보의 핵심, 특히 해양안보의 주역으로서 리더에게 

부여된 막중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능력이다. 현재 우리의 안보현실, 특

히 해양안보 환경은 극히 엄중하다. 북한의 대남(對南) 무력통일 전략은 여전

3) 해군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군의 가치(價値)에 대해서는 한광수, 김

혁수, 최재덕 공저, 해군과 價値 : 우리가 지켜온 가치, 지켜야 할 가치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

구소, 2015년)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출판되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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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ㆍ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지

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물론, 아ㆍ태지역, 또는 범세계적 분쟁

으로의 확전 가능성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핵능력을 거의 완성화한 

단계에 근접해 있는 북한은 언제라도 핵 공갈 및 협박을 이용하여 재래식 군사

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4) 더 나아가 국제무대에서 힘의 변화로 인

한 미ㆍ중간의 패권경쟁 속에서 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하고 무역국가로서의 

생존과 번영이 걸린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해군에 요구되는 시

대적 소명이다. 또한 우리에게는 관할해역의 획정문제와 독도, 이어도 등 주변

국과의 해상에서의 잠재적 갈등여지도 상존한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군의 리더들은 본연의 업무로서 

무엇보다도 적(敵)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전쟁수행(war-fighting)능력, 즉 전

사(warrior)로서의 전문성 계발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싸워서 이기기 위해

서는 전쟁사, 군사전략, 무기체계, 과학ㆍ기술, 정보컴퓨터기술(ICT), 전자전

이나 Cyber전(戰) 등 현대전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리더들의 전문적인 지적(知

的) 노력(intellectual, technical knowledge)이 필요하다. 

또한 해군 리더들은 바다라는 환경에서 전쟁임무를 수행하므로 유능한 뱃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다에서의 작전은 매우 피곤하고 어려우며 자비(慈悲)가 

없다. 따라서 해군 리더들은 적과 싸우기 이전에 바다라는 가혹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뱃사람으로의 전문지식과 시맨십(seamanship), 그리고 노련한 

경험도 축적해야 한다. 

그리고 해군 리더들은 대한민국 해군이라는 국가기관이자 하나의 군 조직

을 관리하는 중간관료(bureaucrat)로서 교육ㆍ훈련, 부대관리 등의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과 경험, 지식도 쌓아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서 리더들은 군의 전

투력과 구성인력의 잠재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혁신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한다.

결국 해군 리더들은 새로운 전쟁양상이나 군사과학ㆍ기술의 발전, 항해술

과 시맨십, 조직관리 분야에서의 전문가로서 탐구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방대한 분야로서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연구와 규

4) 혹자는 이를 핵무기가 전면전은 억제하지만 동시에 저강도 도발은 오히려 조장한다는 의미의 ‘안

정-불안정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이라 부른다. Robert Rauchhaus, “Evaluating 

the Nuclear Peace Hypothesis: A Quantitative Approach,”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3, No. 2, 2009, pp.25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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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적인 독서를 하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다. 즉, 해군 리더들은 누구보다도 

책을 많이 보며 학자(學者)이면서 전사(戰士)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해군

리더들이 본연의 직무능력을 키워나가는 방안이 바로 독서이다. 이 직무능력

은 시대적으로 변하는 안보상황 하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도전요인과 그에 

따라 해군에 부여되는 임무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기술적, 전술적인 재능이라

고 할 수 있다. 

2.�도덕적�품성

해군 리더들이 구비해야 할 또 하나의 자질은 도덕적 품성(moral character)

이다. 이는 앞의 직무능력만큼 중요하고 군 전투력은 물론, 조직 관리의 근본

이 되는 핵심요소이다. 이 도덕적 품성은 직업적 군대윤리(professional 

military ethics), 도덕적 철학(moral philosophy), 품성(character) 등의 다

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해군 리더로서 행하는 모든 결심과 행동의 기본과 기초

를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이는 모든 사물과 현상을 보는 시각 또는 

렌즈, 또 해군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만한 것으로, 또 심지어 이를 위해 죽을 

수도 있도록 만드는 사생관(死生觀), 군인정신, 바른 일을 하려는 본능적 감각

(instinctive sense)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도덕적 품성이야말로 해군 리더가 조직적, 개인적 성공을 위한 도덕적 

도구(moral tools for success)로서 해군 리더로서 관료와 무사(武士), 승자와 

패자,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드는 근본요인이다. 따라서 도덕적 품성은 상

황, 임무에 따라 변하지 않고 본질적, 직관적이어서 군인이나 군무원이라는 직

업의 철학적 뿌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해군 리더들의 직업적 뿌리에 해당하는 도덕적 품성이 그다지 

강한 토양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왜 그럴까 ? 몇 가지 잘못된 해군

문화와 처벌 위주의 현(現) 윤리체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

로 한국해군이 해결해 나가야 할 윤리적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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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한국해군의�미흡한�윤리적�토양

대한민국 해군은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직후인 1945년 11월 11일 손

원일 제독을 비롯한 해양선각자들에 의해 ‘충무공의 후예’로서 창군된 이래 무

(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며 오늘날과 같이 세계 선진해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

는 강군(强軍)으로 성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해군은 6.25 전쟁을 비롯하

여 수많은 북한의 침략과 도발, 주변국가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맞서 국가를 

수호하고 바다를 지키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첨단 균형전력을 발전시켜온 해군은 아마 대한민국 해군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압축성장의 이면에는 해군의 도덕적, 윤리적 토양

이 함께 성장해오지 못한 아쉬움이 존재한다. 사실 이러한 내적 소프트웨어와 

정신적 기반이 진정 우리 해군이 더욱 강하고 건강한 군 조직으로 발전하는 데

에 더욱 필요한 기본요소이다. 또한 이것이 싸우면 이기는 군으로서 해군의 기

풍(ethos)을 만드는 기초이기도 하다.

1.�몇�가지�잘못된�문화적�잔재

먼저 창군 이후 거의 무(無)에서 출발한 해군이 함정이나 항공기의 획득 등 

전력과 조직의 정비, 즉 외적(外的) 확장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 윤리, 도덕, 정

신 가치적인 측면 즉, 내적(內的) 성장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근원적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광복 직후 창군 과정에서 우리 해군이 식민지 시대에 만연했던 일본군(日本軍)

의 구타와 기합 등 인간경시 풍조와 악습으로 만연된 잘못된 병영문화를 이어

받아 답습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제(日帝)의 잘못된 군사적 잔재가 우리 해군문화 속에 아직도 강하게 

살아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해군이 바다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뱃사람들의 잘못된 문화를 무비판

적으로 받아들인 면도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함(선)장

의 절대적 권위 즉, 함장은 승조원의 살고 죽는 일을 결정할(주고 빼앗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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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소위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들 수 있다. 함정은 

함장 한사람의 결심에 따라 그 배의 운명이 좌우된다. 육지를 벗어난 함정에서

는 좋든 싫든 바로 함장 자신이 그 함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

을 가지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도 함장이 져야 한다.5) 사실 이같은 생사여탈

권은 과거 범선시대와 같이 과학ㆍ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항구에서 배가 출항

하면 육지와 연락이 단절되는 시대에나 주로 통했던 개념이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해군 내에서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다. 오늘날 해군 

내에서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함정 지휘관이나 부서장들의 강압, 독선, 충동적 

지휘, 소위 권력형 성폭행 등 뿌리 깊은 직권남용6)과 윤리적 일탈행위의 근원

을 어느 정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바다를 멀리하고 바다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던 이들을 

천시하던 조선시대의 유교적 관습도 어느 정도 우리 해군의 문화적 바탕이 되

어 있다. ‘뱃놈’이라는 단어처럼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바다라는 거친 환경

에서 근무하는 뱃사람들 간에 거친 언행 위주의 문화를 당연시 해온 측면이 여

기에 해당된다. 또한 뱃사람들의 보편적인 여성 무시ㆍ혐오 및 기피현상도 잘

못된 해군문화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이는 해군 내 여군인력이 점점 증가하는 

이 시대에서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문화적 잔재로서 여군에 대한 각

종 차별, 불공정한 대우의 근원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군은 소(小)조직으로서, 주(主) 근무장소가 함정(艦艇)이라는 

좁은 공간의 특성상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로서의 동료의식과 인간적 결속이 

강하게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진다.7) 그 결과, 근무연이라는 비합리적 요

소의 영향력이 강하고 지연(地緣), 학연(學緣), 심지어 종교연(宗敎緣) 등에 기

반한 배타성(排他性)이라는 요소가 조직 내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 결과, 

장교단 내에서도 비록 사(私)조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음성적인 지역주의와 근

무연이 강하게 작용하고 해사, 비(非)해사 출신, 장기 및 단기사관 등 눈에 보

이지 않는 차별과 멸시 등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가 조직 내에 잔존한다. 

또 소조직의 근본적인 취약성인 치열한 경쟁 속에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출

5) 한광수, 김혁수, 최재덕 공저, 해군과 價値: 우리가 지켜온 가치, 지켜야 할 가치, p.114.
6) 직권(職權)이란 국가와 해군이 어떤 사람을 신뢰하여 그로 하여금 국가자산과 인력을 통제하며 부

여된 임무를 수행토록 인가한 사무나 권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권한은 반드시 법과 규정이 

허여(許與)한 범위 내에서 合目的的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직권남용이란 직권 이외의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상 公正을 잃음으로써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탈법, 방종,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7) 한광수, 김혁수, 최재덕 공저, 해군과 價値: 우리가 지켜온 가치, 지켜야 할 가치,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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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급) 지상주의(至上主義)가 은근히 자리잡고 있다. 이는 조직 내에서 공정

한 경쟁보다는 수단ㆍ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영달을 도모하려는 성향을 

유도하기도 한다. 간혹 정치적 영향력이나 외부의 힘에 기대거나 경쟁자를 모

함 또는 무고하며, 투서행위 등 비(非)신사적인 방식에 의존하여 경쟁에서 살

아남으려는 구태(舊態)가 아직도 해군 내에 남아있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결국 해군은 지난 70여 년 동안 이룩한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

덕적 기반이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유지되는 문화적 토양을 만드는 노력은 아

무래도 흡족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2.�대응(對應)�위주의�現�윤리체계

해군조직 내 잠재화된 몇 가지 잘못된 문화적 요소 외에도 현(現) 윤리체계

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먼저 군인복무기본법, 해군규정, 부대예규나 사관생

도 내규 등 현재 해군의 윤리체계가 비(非)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조항 

위주이다. 즉 이들은 처벌 회피를 위한 법규, 규칙, 내규의 준수에 기초함으로

써 인력, 부대, 자원 등 조직관리 차원의 대응적(對應的)인 접근방식에 치중하

고 있다. 그로 인해, 도덕, 윤리문제가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증적(對症的, 

symptom) 치료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치유(cure)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해군 리더들은 일부 잘못된 해군전통이나 문화의 바탕 위에서 발

생한 선배들의 구태(舊態, 즉 잘못이나 일탈현상)를 무의식적으로 전이(轉移, 

transference)받아 지휘관이나 부서장 등 직권이 주어지는 직책에 임명된 후 

그것이 자기도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직권남용이나 개인적 일탈현상으로 다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이러한 잘못된 행동은 자기의 행동이 법규나 도덕적 

규범에 어긋난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과거 선배들이 해왔으니 내가 해도 문제

없겠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인 것이다. 이는 도덕이나 윤리적 

토양이 확고하게 구축되지 않은 조직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지시문서나 지침서

라도 헌신적 리더십, 명예(honor), 존엄성(integrity) 등으로 형성된 조직문화

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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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사(戰士:�warrior)로서의�윤리적�도구�부재

우리 해군의 도덕적, 윤리적 토양 구축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결여된 분야가 

있다. 위기나 전투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전사로서의 판단과 결심, 행동의 기초

가 되는 윤리적 도구(tools)에 대한 교육ㆍ훈련 program이 거의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재 해군의 신병이나 간부들의 입영 교육ㆍ훈련도 신체적으로나 정

신적으로 강인한 무사를 양성하기에는 턱없이 기간이 부족하고 훈련의 강도도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사정신(fighter spirit), 전사 속성(屬性, 

warrior attributes)은 사전에 관련 사실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가운데 정신

교육 위주로 장병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되고 있을 뿐이다. 

또 해군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해군 리더들을 대상으로 끊임없는 전사화

(戰士化)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즉, 우리 해군도 

체계화된 윤리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에게 주기적으로 ‘전투가 기질(warrior 

professionalism)’을 제대로 교육, 훈련시켜 나가야 한다. 전투 중에, 또 위기

나 긴급상황에서 부대와 전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영웅적인 행위

도 전우애, 명예심과 헌신, 군인정신 등 도덕적, 윤리적 기반에서 나오는 결과

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해군조직의 문화적 측면과 현 윤리체제 등에서 우리 해군의 윤리

적 대비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 해군의 몇 가지 문화는 도덕, 윤리적 

측면에서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 그리

고 현재 법규, 부대내규 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조직 내에서 바른 일을 하기 위한 정열과 열의가 넘치는 윤리문화가 부재(不

在)하다. 특히 진정한 전사로서의 기질을 함양시키는 체계적인 윤리, 도덕 교

육ㆍ훈련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종합 평가할 때, 결국 

우리 해군은 도덕적/윤리적 적절성(moral/ethnic fitness) 또는 태세가 아직은 

만족스럽게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 해군은 리더십(leadership)뿐만 아니라 다양한 윤리 커리

큘럼(curriculum)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교육ㆍ훈련하고 평가를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군 리더들의 윤리/도덕성을 강화하고 직관화

(intuition)함으로써 이들이 적절한 인식ㆍ판단체계 내에서 결심하고 행동하도

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해군의 구성원이 도덕/윤리성으로 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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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핵심가치에 따라 생활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전투원ㆍ무사답게 결심, 

행동하도록 하는 기풍/기질(문화)로 또 한 단계 발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조직 내 열정과 활기, 전사로서의 명예로움과 용맹스러

움을 높이 평가하는 해군기풍(ethos)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Ⅳ.�윤리적�기초의�확립

그렇다면 해군 리더들이 어떻게 윤리적 기초를 확립할 수 있을까 ? 무엇보

다도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내가 입고 있는 해군 유니폼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

는 명예심이 윤리적 조직의 주춧돌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춧돌을 해군 리더의 

가슴 속에 내면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1.�인간에�대한�존엄성

먼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야말로 윤리성이 번성하는 환경의 기초이다. ‘당

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우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우하라(Treat 

others as you would wish to be treated)!’가 황금률(golden rule)이다. 무

엇보다도 리더들은 해군장병 모두가 군인이기 전에 한 명의 국민(國民)이자 군

복을 입은 민주시민이며 이들이 각자의 교육, 환경, 믿음, 경험에 따라 개개인

의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인격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가장 계급이 낮은 수병 한사람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병

역의 의무를 다하려고 군에 왔으므로 그 인격을 존중하고 임무를 완수하도록 최

선의 배려를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해군 구성원은 누구나 계급ㆍ신분에 관계없이 

전우, 동료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다.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지휘관들의 부하들에 대한 인권 무시나 인격 모독, 비인간적 대우 

등 소위 갑질은 직권남용이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을 모르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 

군 스스로의 윤리적 기초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군대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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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해군, 전우, 부하, 장비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

뢰를 가져다준다. 해군에 대한 믿음은 장병들로 하여금 ‘명예, 헌신, 용기’라는 

해군의 핵심가치8)를 全的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부대 내에서 장병 상호 간의 

신뢰와 존경은 사기를 진작하고 팀 효과를 증진시킨다. 반대로 존경과 신뢰의 

상실은 부대정신(esprit de corps)을 희석시키고 임무수행을 저해할 뿐이다. 

부하들은 상관이 자기들을 신뢰할 때 상관의 지휘에 따른다. 무신불립(無信不

立)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서 기인한다. 

모든 장병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바탕으로 서로 신뢰하게 되며 신뢰를 통

해서 전우로서의 형제애와 공동운명체라는 의식이 빠른 속도로 전염된다. 결

국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신뢰를 통해, 부하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하를 배려

하며 소통하는 존엄(dignity)과 존중(respect)의 환경이 조성되고 여기에서 윤

리적 행동(ethical conduct)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윤리적 기초 위

에서 일사분란한 지휘가 가능하고 부대 전투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 

2.�명예심

해군 내 윤리성을 확립하는 다른 하나의 주춧돌은 해군의 일원임을 명예롭

게 생각하는 명예심(名譽心)이다. 즉 내가 해군이 된 것을 나의 일생에서 가장 

명예로운 일로 여기는 마음, 즉 해군의 일원으로서 나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다. 이는 또한 나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자존심(自尊心)이자 자존(自存)적 정체

성이기도 하다. 특히 다음 세 가지가 이러한 명예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이

다. 첫째,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둘째, 나는 남을 속이지 않겠다. 셋째, 나는 

절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다. 혹자는 이것이 매우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모른

다. 하지만 우리 군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윤리적 일탈행위의 근원

8) 핵심가치란 어떤 조직이 핵심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가치로서 해군의 핵심가치는 다음을 명확히 

한다 : 해군이 집단적으로 무엇을 대변하며 무엇이 이들 구성요원을 단합하게 하는가, 무엇이 해

군에 중요하며 따라서 무엇을 향해 우리는 함께 일 하는가, 해군 조직 내에서 무엇이 수용될 수 있

고 무엇이 수용될 수 없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함정 승조원, 동료, 상관, 부하, 타군 동료, 

다양한 사회동료 등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것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해군의 핵심가치는 조직 내에서 모든 

상황에 맞는 규칙을 필요로 하기 보다는 어떻게 원칙에 기반한 결정을 만들 것인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요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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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궁극적으로는 이 세 가지 요소에 있음을 우리 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 가지 파렴치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입고 

있는 해군유니폼은 물론, 내가 속한 조직, 부대,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해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과 자세, 이것이 바로 명예심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명예심은 내가 속한 조직, 부대, 해군 그리고 국가를 더욱 빛내고 구성원들에

게 최상의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獻身)하도록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명예심은 자기 조직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태가 주위에서 발생하는 것을 용납

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勇氣)를 갖게 한다. 이러한 개개인의 명예심이야말로 

해군이라는 조직의 도덕적, 윤리적 표준을 반영하며 건강하고 강한 해군문화

가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는 기초이다. 

즉,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해군으로서의 명예심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윤리적 무장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이 윤리적으로 무장이 되면 그것이 평시에

는 훌륭한 행동으로 발현된다. 윤리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전우들을 존중하

고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명예와 해군의 위상을 손상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

다. 결국 개인의 行動(actions)만이 그 사람의 윤리적 평판을 결정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누구나 자기 자신이 최선(最善)이 되고자 

노력하고 바르게 행동한다.

또한 윤리적 무장은 戰時나 위기 시에는 장병들로 하여금 바르게 결심하고 

행동토록 하는 정신적 탄력성을 제공한다. 즉, 나의 행동이 보다 훌륭한 대의명

분이나 목적에 연계하고 있고 전우가 나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때 

나오는 조용한 힘은 전투 시나 위기 및 긴급 상황에서 전투원으로 하여금 치명

적인 위험에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는 참된 용기(勇氣)의 원천이 된다. 윤리적으

로 무장된 전투원은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의무를 다하고 용기를 

과시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에 의해 영감(靈感)을 받게 된다. 도덕

ㆍ윤리적 무장과 강인한 전투태세가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점은 여기에서 기인

한다. 해군 내 도덕성 강화가 결국 ‘필승해군(必勝海軍)’의 초석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해군 내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해군으로서의 명예심을 기

초로 한 도덕성 즉, 품성은 직무수행의 능률을 올리는 지식(知識)보다 훨씬 중

요한 자질인 것이다. 도덕적으로 지향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자

신의 위치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이해를 함으로써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그들

의 최선을 다한다. 특히 지휘관의 필수조건은 현안 파악이나 방책선정 능력이 

아니다. 조직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사람, 복잡한 문제, 원칙을 다룰 때 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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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명예롭게 또 명쾌하게 결심, 행동하도록 하는 품성과 열정이 바로 그것이

다. 그러므로 강력한 윤리적 기초를 확립하는 지휘술(Character- based 

Leadership)이야말로 우리 해군이 거친 파도와 폭풍을 뚫고나가 적과 싸워 이

길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결국, 해군 내 윤리적 기초를 확립하는 것은 모든 장병이 인간에 대한 존엄

성과 해군으로서의 명예심으로 무장된 도덕적 리더가 되도록 만드는 것과 일

맥상통(一脈相通)한다. 오직 도덕적 기반 위에서 건강하고 열정적인 조직문화

가 구축되며 최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휘가 가능하다.9) 이것이 우리 

해군을 강하고 건강한 조직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으며 책임지는 

문화를 구축하는 첩경이다. 이제까지 언급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는 

해군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휘관 및 고위간부의 윤리적 일탈 및 도덕성

(품성) 결여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Ⅴ.�지휘의�구성요소와�장애요인

지휘관 및 고위간부의 윤리성과 직무수행을 논하기 전에 잠시 미 해군의 사

례를 살펴보다. 미 해군은 누구보다도 함정, 잠수함, 항공기 등을 지휘하는 함

ㆍ정장 및 전ㆍ단대장 등 전투지휘관 직책에 있는 간부들에게 일종의 완전무

결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사소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지휘능력에 대한 신

뢰 상실(a loss of confidence in the ability to command) 이라는 명목으로 

바로 보직이 해임된다. 심지어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더

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심지어 

젊은 장교들은 자기의 경력관리 상 이러한 위험이 수반되는 전투지휘 직책은 

가능한 짧게 수행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민간 전문교육이나 합참, 국방부 등 

육상 정책부서를 선호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 해군의 입장은 단호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가의 국가자산과 수많은 인력을 지휘하며 전투임무를 수행하

9) James Kelly, “Strengthening Our Naval Profession through a Culture of Leader Development,” 

Naval War College Review, , Vol. 67, No. 1(Winter 2014),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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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휘관들은 조그만 실수나 판단착오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 미 해군의 

지휘철칙이다. 그럼으로써 지휘의 질(quality of command)을 최고 상태로 유

지할 수 있다고 미 해군은 인식한다. 이는 미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이나 공군, 

해병대도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미 해군은 매년 다수의 작전지휘관들이 각종 이유로 보직해임을 당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지휘관들의 도덕적 해이, 윤리적 일탈로 인

한 사건ㆍ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10) 이에 대해 전(前) 미 해군 참모총장 

Greenert 제독은 지휘관으로 선발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휘의 직무(The 

Charge of Command)’11)라는 제목의 공문을 특별히 발표하였는데 우리 해군

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지휘의�직무(The�Charge�of�Command)

권한(authority), 책무(responsibility), 책임지는 것(accountability)12)은 

10) 이 주제에 대해서는 Jason A. Vogt, “Revisiting the Navy’s Moral Compass: Has Commanding 

Officer Conduct Improved ?”,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8, No. 2 (Spring 2015) 및 

Mark F. Light, “The Navy’s Moral Compass: Commanding Officers and Personal Misconduct,”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5, No. 3 (Summer 2012) 참조. 

11) Department of the Navy, Office of the CNO, US Navy, “The Charge of Command,” 

Memorandum for All Prospective Commanding Officers, 8. November, 2011.

12) 한국에서는 책무(responsibility)와 책임지는 것(accountability)을 구분하지 않고 통상 책임이

라는 한 단어로 혼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책무와 책임지는 것을 구분하여 책무는 어떤 일이나 사

안에 대한 소유 또는 책임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책임지는 것은 윤리나 통치에서 책임 있음

(answerability)이나 질책당할 만함(blameworthiness), 책임을 짐(liability), 해명할 것으로 기

대됨(the expectation of account-giving) 등의 의미를 갖는다. 이들의 주요 차이는 책무는 공유

될 수 있지만, 책임지는 것은 공유될 수 없다. 책임지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책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의 행동에 대해 해명할 의무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책임지는 것

은 오직 어떤 일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되지 못한 후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책무는 어떤 일이 완수되거나 또는 되기 전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책무는 주어지는 것(given)

이고 책임지는 것은 스스로 행하는 것(taken)이라고 혹자는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만약 갑이라는 사람의 책무(responsibility)가 사무실에 보급품이 항상 있도록 만드는 것이

라면 그는 이 일을 잘 알고 있고 사무실에 보급품이 떨어지기 전에 더 많은 보급품을 반입하려고 

할 것이다. 이 때 갑이라는 사람은 이 일을 수행하는데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accountable)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즉, 갑이라는 사람은 사무실 보급에 대한 책무가 주어지지만(responsible), 

오직 보급품이 소진되어 다 떨어졌을 때- 그의 행동에 대해 소명해야 하고- 책임지는 것(held 

accountable)이라 말할 수 있다. http://www.diffen.com/difference/Accountability_vs_

Responsibility(search date: September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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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에 있어서 세 가지 필수원칙으로서 지휘의 심장(heart)이자 영혼(soul)이

다. 이 세 가지 원칙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거나 균형이 맞지 않으면 효

과적인 지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지휘관의 권한은 반드시 책무와 책임지는 

것에 비례해야 한다. 지휘관으로 선발된 것은 과거 성공적인 업무성과를 과시

하였고 그 결과 그 사람은 부대를 지휘할 수 있으며 부대에 부여된 임무를 수

행함은 물론, 해군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언행능력을 보유했다는 상급자들

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지휘관으로 선발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망

(trust)의 표시이다. 

따라서 지휘관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지휘에 수반하는 모든 결과와 함께 엄

청난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 모든 지휘관은 취임 前에 자기의 책무와 권한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지휘관의 책무와 권한은 부여된 직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법규, 교리, 전통 등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공통사항은 존재한다: 

지휘관은 항상 명예(honor), 미덕(virtue), 애국심(patriotism), 복종

(subordination)의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지휘관은 자기의 

지휘 하에 놓인 장병들의 임무수행에 대한 점검활동에 부지런해야 하며 방탕

하거나 비도덕적인 관행을 경계하고 억제해야 하며, 비행을 저지른 사람을 법

규에 따라 시정해야 한다. 또 지휘관은 예하 장병들의 사기, 물리적 안녕과 복

지를 진작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법규 및 해군관습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휘관은 항상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해군

의 최고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지휘관으로서의 책무이다.

 

특히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지휘관직에 있는 장교를 평가하는 두 가지 기

준(two accountability standards)이 있다. 하나는 범죄행위의 측정기준이다. 

이는 법정(法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증거와 특정 범죄행위가 실제로 일어났

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미 확립된 사법적 절차에 의존한다. 두 번째 

기준은 신뢰(Trust)이다. 해군의 분권화된 지휘ㆍ통제 구조는 신뢰 위에 구축

되며 신뢰가 없이는 권한위임이 불가하다. 권한 없이는 우리의 책무를 수행하

는 것은 불가하다. 따라서 권한의 위임없이는 우리 해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

는 것은 불가하다. 즉, 신뢰는 지휘통제 구조와 임무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해

군능력의 기본적 주춧돌(a fundamental building block)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휘관은 예하 장병들과 함께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지휘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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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업적 능력과 판단, 훌륭한 감각, 부하에 대한 존경이 과시되는 품성

(character)과 행동(actions)을 통해 신뢰를 구축한다. 이러한 신뢰는 매일 예

하 장병들과의 접촉을 통해서만 구축될 수 있다. 장병 지휘에 있어서 인간적 

상호관계(human interaction)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전자적 매체

(electronic media)를 통한 다양한 접촉이 매일 갑판 상에서 이루어지는 얼굴

을 마주보는(face-to-face) 리더십 기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한번 구축된 신뢰는 지휘관이 예하 장병들에게 요구하는 똑같은 기준으로 지

휘관 스스로 책임지는 것(personal accountability to those same standards 

to which you hold those you lead)에 의해 유지된다. 즉, 어느 조직이나 부

대가 운영되면서 신뢰와 책임지는 것이 제도화되면 지휘는 장기적으로 성공을 

보장하게 된다. 반대로 어떤 일이 잘못되었는데 지휘관의 책임지는 모습이 적

용되지 않을 때, 또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때, 신뢰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지휘ㆍ통제 구조는 산산조각이 나고 지휘는 실패하게 된

다. 결국, 신뢰의 유지 필요성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accountability)가 지휘

의 가장 중요한 핵심원칙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직업적이든 개인적이든 자

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지휘관은 더 이상 장병들이 

그 지휘관을 신뢰하지 않으며 효과적인 지휘가 불가하고 그에 대한 해군의 신

망도 끝난다는 의미이다.

지휘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부대의 성패 및 지휘 상의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내 탓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 비록 지휘관으로서 본인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문제라 해도 자

기의 잘못으로 인정해야 한다. 잘못을 인정할 때만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

로든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 ‘부하들에게 잘못을 떠넘긴다.’는 이야

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나의 잘못이며 저의 책임입니다.’라는 단순한 말 한마

디가 지휘관으로서 부하들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

이 된다는 의미이다. 결국, 지휘관은 직업적 능력, 지적(知的)으로 훌륭한 감

각, 개인적 명예에 대한 최상의 감각을 과시해야 하고 부대 지휘술이나 개인적 

행동에서 해군이 요구하는 최고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지휘 직무의 핵

심이라는 뜻이다.

이제 왜 미 해군이 전투지휘관의 업무 성과 및 개인적 행동에 대해 가혹하

다고 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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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해군을 운영하게 만드는 지휘통제 및 임무수행의 초석(楚石)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지휘관의 직무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은 물론, 우리 해

군에서도 지휘관이나 고위 간부의 도덕적, 윤리적 일탈행위가 지속 발생하

는13) 이유는 무엇일까 ? 

2.�밧시바�신드롬(Bathsheba�Syndrome)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요소가 거론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밧시바 신드롬(Bathsheba Syndrome)14)이다. 이는 누군가 지휘관 지위

에 진급하게 되면 성공에 도취되어 자기도 모르게 일종의 특권의식이나 자신

의 힘이나 능력에 대한 과장된 심리에 빠져서 결국 스스로 윤리적 함정(陷穽)

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행동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휘관은 더 많은 기회와 특권의식, 힘, 정보, 인력, 자원에의 접근권한

이 부여되어 휘하 조직에 할당된 자원에 대한 무제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기 쉽다.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지휘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자신은 

책임지지 않으며, 자신의 행적(非行)을 은폐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기 쉽다. 

⦁또한 지휘관으로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된 믿

음을 갖기 쉽다.

⦁성공은 지휘관으로 하여금 ‘안일하게 만들고 초점을 상실하여(become 

complacent and to lose focus)’ 임무 외적(外的)인 일, 즉 사리, 사욕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쉽다. 

⦁자기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직언(直言) 등 듣기에 거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주변에 소위 예스맨(yes men)들을 포진함으로써 지휘

관은 자기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는 능력(통찰력)을 

13) 인권모독, 언어폭력 등 직권남용, 금전 및 보급품 횡령, 간통, 부적절한 관계, 권력형 성폭행 등. 

14) 이에 대해서는 Dean C. Ludwig, Clinton O. Longenecker, “The Bathsheba Syndrome: The 

Ethical Failure of Successful Leader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12, 1993, 

pp.265-273 참조.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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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하기 쉽다.

그 결과 지휘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능력을 과장되게 인식하고 자만

심에 도취되어 건전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 동시에 지휘관은 자신의 비행

(非行)을 감출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며 여러가지 도덕적 덫(陷穽)에 쉽게 빠지

고 결국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윤리적 일탈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 밧시

바 신드롬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해군함정에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함정은 ‘하나의 

떠있는 사회(a floating community)’로서 그 결과 함정 승조원 간의 사회적 관

계는 보다 강력하고 밀도 있으며 심리적으로 훨씬 중요하여 다른 군사적 환경과

는 매우 다르다. 함정의 이러한 관계 강화(intensification of relationships)는 

자칫하면 소위 ‘생사여탈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연계되어 함정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들의 판단에 실수를 하도록 만들고 부하 승조원과의 실무적인 관계를 

점점 더 개인적인 관계로 혼동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15) 우리 해군에

서 꾸준히 발생하는 함정 지휘관들에 의한 도덕적, 윤리적 일탈, 특히 권력형 

성폭력 등의 배경이 여기에도 존재한다.

결국 밧시바 신드롬에 의하면, 지휘관이나 고위간부와 같은 강력한 리더의 

윤리적 실패는 종종 개개인의 낮은 윤리성의 결과가 아니고 오히려 성공의 부

산물(byproduct of success)이며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사전에 이러한 

행동 양식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교육ㆍ훈련되지 않으면 부도덕하게 행동하

기 쉽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선 지휘관 보직예정자로 하여금 사전에 이

러한 가상상황에 대해 스스로 심사숙고하고 예상되는 부정적 행동양식에 굴복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대비하도록 교육ㆍ훈련해야 한다.16) 또한 지휘관을 가

장 잘 관찰하고 있는 직속상관에 의한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지휘관의 직무수

행에 대한 규칙적인 평가 등을 실시하여 지휘관이 그러한 신드롬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 구조, 절차, 관행을 재검토하고 변화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휘관(고위간부)의 윤리적 일탈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 

15) Wyatt Olson, “Do fired Navy COs Suffer from ‘Bathsheba Syndrome’?,” Stars and Stripes, 

March 14, 2012.

16) 이를 ‘반성적(反省的) 선견지명(reflective fore-thought)’이라고 한다. Wyatt Olson, “Do fired 

Navy COs Suffer from ‘Bathsheba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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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공에의�강박관념

밧시바 신드롬은 지휘관들의 도덕, 윤리적 일탈에 대한 배경을 부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휘관의 비(非)윤리적 행위의 원인으로 성공에의 

강박관념을 들 수 있다. 즉, 지휘관이 되면 성공적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오히려 여러 가지 윤리적 딜레마를 자초하면서 결국 지

휘에 실패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행태의 구체적 사례로 다음

을 들 수 있다: 

⦁누구든 법규, 수칙, 절차, 지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공공

의 선(善, the common good)을 위한 것이다. 지휘관을 포함, 누구도 여

기서 예외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지휘관이 너무 결과에 연연하다 보면 

스스로 절차를 미(未)준수하여 가로질러 가기를 조장하고 안전상 부적절

한 모험을 감행하며 심지어 상관에 대한 보고내용을 왜곡, 과장하고 사람

을 불공정하게 취급하도록 유도하기도 쉽다.

⦁지휘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항상 헌법과 법규를 준

수하며 조직(해군)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17) 그러나 성공이나 개인의 영

달에 목마른 지휘관은 이 같은 단순 원칙을 망각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권력을 가진 어떤 개인이나 소(小)그룹에 충성한다.18) 이러

한 행위는 부대의 질서와 군기를 스스로 파괴함으로써 부대를 분열시키

고 연줄 또는 연고(緣故)에 기대거나, 사조직과 같은 불법적 파벌행위

(cronyism)를 공공연하게 조장하기 쉽다. 

⦁성공에의 강박관념은 지휘관으로 하여금 쉽고 빠른 출세(easy shortcuts)

를 모색하고 심지어 부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달을 도모하게 하거나 심

17) 대한민국 장교는 임관 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와 국민이 충

성의 대상이 되고 헌법은 법규와 함께 준수해야 할 대상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대내ㆍ외 모든 적

(敵)에 대해 미국의 헌법을 지원하고 방호하기 위해(swear to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S against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선서한다. 즉, 미 해군 지

휘관은 해군장교로서 근무하는 동안 헌법이 최고의 충성의 대상이자 윤리적 문제를 포함하여 어려

운 지휘결심을 할 때 이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Russel White, “The Oath is a Sacred Covenant,” 

USNI Proceedings, February 2017, pp.30-34.

18) 충성이란 상관의 신망에 부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하에게도 헌신하는 것이며 또 전우 상호간에 국

가를 위한 해군의 임무수행에 대한 서약으로서 쌍방향 통행(Loyalty is a two-way street)이다.



272  STRATEGY 21, 통권 42호 (Winter 2017년 Vol. 20, No. 2)

지어 이를 위해 정치나 외부 영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쉽다. 이러한 현상

이 조직 내에 만연하게 되면 장교단 내 정직성(正直性)과 품위를 와해시키

며 궁극적으로 조직 내 전반적인 윤리적 부패(moral corruption) 현상을 

초래할 뿐이다. 

누구든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과도한 성공에의 강박관념과 단절하기란 쉽

지 않다. 하지만 지휘관 스스로 노력하여 윤리적으로 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 지휘관은 ‘어렵지 않은 것은 가치가 없다,’ 또 ‘쉽고 빠른 출세는 지속 불가

능(not sustainable)하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식해 나가야 한다. 지휘관은 현

재 맡고 있는 직책(職責)에서 확고한 임무수행과 힘든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자

기의 임무수행 능력을 키우고 더 큰 조직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 사람은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을 함으로써 더 큰 성취감을 느끼고 열

정을 가질 수 있다. 유능한 지휘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위험하거나 남이 기

피하는 직책을 자원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담금질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위기대처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경험은 자신감을 주고 자신감은 성공의 가

능성을 높인다.

성공에의 강박관념은 지휘관으로 하여금 상관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겠

다(must-do)’는 태도로 유도할 수 있다. 누구나 군인으로서 정당한 명령을 즉

각적으로 준수해야 할 필요는 있다. 또한 누구나 자기의 임무를 잘 처리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성공에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현

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일이나 잘못된 상관의 명령을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상관에게 보고하고 실행하는 것은 오히려 임무수행을 위태롭게 하며 결국 부

대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바다라는 불가항력적인 자연과 싸

우며 임무수행을 하는 해군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요건으로 임무수행 준비가 

덜 되었을 때는 분명하게 ‘준비가 아직 안되었다’라고 보고해야 한다.19) 이것

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로서 지휘관에게 필요한 윤리적 자질이다.

19)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한 미 해군 구축함 USS Fitzgerald, USS McCain 함의 충돌사고의 원인으

로 미 해군 내 널리 퍼져있는 ‘Garcia Mentality,’ 즉 어떤 위험이 수반되어도 부여된 임무를 무

조건 완수하고자 하는 정신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임무수행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데도 불

구하고 명령에 따라 출항하여 충분히 예방 가능한 충돌사고를 일으켜 오히려 다수의 인명피해, 엄

청난 수리비, 그리고 전방 전개된 탄도탄방어임무를 수행하는 구축함 전력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

했다는 주장이다. Karl Schonberg, “There’s Danger in Garcia’s Message,” USNI Proceedings 

Magazine, Vol. 143, No. 9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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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서 적든 크든 불공평이 불가피하게 존재한다는 

점도 인식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는 없지 

않은가 ? 더 나아가 지휘관은 자기가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인식되더라도 자

기 자신을 쓸데없이 괴롭히거나, 자신의 불운(不運)을 타인 및 체제(system) 

탓으로 돌리려는 유혹을 억제하는 자세를 스스로 갖춰 나가야 한다. 특히 부하

들이 보는 가운데 조직이나 상관에 대한 불평, 불만을 표현하는 일은 결코 있

어서는 안된다. 스스로의 명예와 해군의 지휘통제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지휘

관은 해군이라는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경쟁에서의 성공과 불운에 

대해서도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조직

에서든 누구나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100% 승복하는 마음자세가 윤리적 기본

이다. 

지금까지 지휘관으로 하여금 윤리적으로 실패하도록 유도하는 배경으로서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이론이나 요소가 그 같은 배경

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처방도 수없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밧시바 신드롬이나 성공에의 강박관념 모두 지

휘관의 가장 큰 적(敵)은 상관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自身)이라는 사실을 의미

한다. 

지휘관이나 고위간부의 일탈 행위는 조직에 매우 치명적인 요소이다. 무엇

보다도 이들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한다. 또한 이는 군의 생명인 군

기를 와해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실추시키며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낸다. 간혹 

유능하고 지적(知的)인 초급장교들이 상관을 잘못 만나 군에 대한 회의(懷疑)

와 무력감으로 일찌감치 군을 떠나는 불행한 현상이 있는데 이는 여기에서 기

인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휘관이나 고위간부의 일탈행위는 하나의 단순한 해

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소적인 영향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점이다. 가장 단적인 예로 권력형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평생 동안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더 나아가 이들의 일탈행위는 부하들의 잠재의식 속

에 깊숙이 자리 잡고 훗날 또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 나타나는 악(惡)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따라서 훌륭한 지휘관을 적극 선발하여 포상하고 독소적인 지

휘관은 조직 내에서 단호하게 제거해 나가는 일이야 말로 우리 해군을 강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만듦으로써 유능하고 바른 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해군의 일

원이 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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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언�

지금까지 해군 리더와 윤리라는 문제를 관련 문헌과 오랫동안 복무하면서 

느끼고 인식해 오던 필자의 개인경험을 토대로 주관적으로 기술하였다. 그 결

과를 요약하면, 해군 지휘관은 무엇보다도 능력과 품성을 구비한 도덕적 리더

(Leader of Character)가 되어야 한다. 특히 윤리ㆍ도덕 재무장을 위한 스스

로의 피나는 노력이야말로 군인으로서 인생의 성공열쇠라는 점을 해군 리더들

은 복무기간 내내 명심해야 한다. 리더는 강력한 윤리적 기초에 기반할 때 어

려운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바른 결정을 더 빠르게 내릴 수가 있다.

윤리와 품성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다. 리더

의 도덕적 품성 계발이 직무수행의 전문성, 개개인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이다. 또한 도덕성으로 무장한 전사(Moral Warrior)를 조직의 DNA화하여 해

군 장병들이 ‘명예, 헌신, 용기’라는 핵심가치에 따라 생활하고 전투원ㆍ무사

답게 결심, 행동하는 기풍을 해군의 전통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이 

‘필승해군(必勝海軍)’의 주춧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윤리원칙과 도덕적 기준을 향상하기 위한 끊임없는 지휘노력

과 조직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윤리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해

군 리더들의 윤리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조직 내 도덕적 열정과 활기가 

확산하는 해군문화로 승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전쟁에서 적(敵)과 싸워 이

기는 것이 존재목적인 군에 있어서 전투력의 근원은 이 같은 철저한 윤리의식 

및 도덕성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 한시도 잊어선 안 될 것이다.21)

20) Greg Stump, “Take on the Toxic Leader,” USNI Proceedings, June 2017, p.24.

21) 이 논문에서 제시한 필자의 견해가 반드시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껏 군의 리더십

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그 동안 소홀했던 군의 윤리문제를 이제 학문적으

로 진지하게 연구하고 같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고를 작성하였다. 앞으로 우리 해군

이 보다 강하고 건강한 조직이 되도록 윤리나 가치문제에 대한 많은 논고와 토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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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vy Leaders and Ethics

Jung Ho-Sup*22)

A series of immoral conducts are repeatedly occurring by some commanders 

and high-ranking officers in the ROK navy. They are seriously compromising 

not only harmony and solidarity of the organization, but also pride and morale 

of members of the service. They seem to be results of the fragile ethical 

background of the service as well as of failures in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on ethics. 

This paper sees backgrounds of weak ethical foundations of the navy as 

follows: the enduring legacies of cultural factors, such as the toxic military 

culture of the Japanese colonization, dark side of mariners’ traditions, the 

sea-aversive Confucian culture, and unique characteristics in any small organization 

or society, etc... This paper also suggests the current ethnic systems of the 

navy are primarily based on responsive measures against misdeeds, rather than 

fundamental prescriptions for immoral behaviors, in the absence of ethical 

instrument for warriors. The paper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character-based leadership, founded on, above all, respects for human integrity 

and strong sense of honor. Moreover, the importance of accountability in 

charging the command, as advocated by the US navy, is also stressed in order 

to establish a more robust ethic ground within the navy.

Based on these analyses, the author proposes that in order to become a 

stronger and healthier fighting force, the navy needs to make continuous 

command efforts and organizational innovations to improve ethic principle and 

moral standard of the service, to strengthen ethics of naval leaders by a robust 

22) Admiral(ret.) of the ROK Navy, the 31st ROK Navy Chief of Staff



해군 리더와 윤리 / 정호섭  277

system of ethic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nd ultimately to solidify a 

navy culture in which moral passions and energies are spreading over. 

Key Words: Ethics of Naval Leaders. Navy Leader’s Qualities, Moral 

Personality, Human Dignity, Honoritude, Bathsheba Syndrome, 

Charge of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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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동북아 안보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불안정성이 가

중되고 있다. 동북아에는 국가 간 해양 영토 및 도서 영유권 분쟁, 자원 확보 

등 전통적 불안요소가 상존하는 가운데 각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역내(域內) 

안정 유지라는 명목 하에 강대국을 중심으로 군비 증강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안보 딜레마 현상, 그리고 강대국과 약소국 간 힘의 불균형 현상이 심

화되고 있다. 먼저, 북한은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Submarine Launched Ballastic Missile) 시험 등의 도발을 지속하며 

동북아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은 경제적ㆍ군사적 급부상

에 따라 동북아에서의 패권 확보를 위해 거침없는 정치ㆍ군사적 행보를 거듭

하며 지역 내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막강한 영향력으로 동북아 

안보질서 유지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던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

향력을 유지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지역 내의 강력한 우방인 일본

을 지원하며 그들의 전후(戰後) 체제 탈피와 보통국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

지함으로써 그들의 군사력 확대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

로 인해 지역 내 군사력의 총합(總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역 내 군사력 증강의 대부분이 해군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해군이 바다라는 공간을 무대로 

하고 있다는 특성 상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

력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은밀성과 기동성, 그리고 강력한 공격력으로 

대표되는 잠수함은 수상함을 비롯한 타 군사력에 비해 상대국에 대한 직접

적인 자극은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군사적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음은 물론, 

강한 심리적 압박까지 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높은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 역시 잠수함 전력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점

점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16척 체제(훈련용 잠수함 2척 미포함)였

던 잠수함 전력을 2022년까지 22척 체제로 증강하는 한편 2031년까지는 공

기불요추진체계(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를 탑재한 소류급 이상

의 잠수함 전력만으로 구성된 22척 체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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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또한 현재까지 드러난 일본의 방위대강, 예산안 등을 살펴보면 그들의 전

력 증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결코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역내 잠재적 갈등요소 및 힘의 불균형 현상은 각국 해군, 그리고 

잠수함에게 과거 대비 많은 임무와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안한 동북아 안보환경과 증가하는 해양위협에 대응하

기 위한 한국해군의 역할 중 하나로 잠수함 전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 특히 일

본의 잠수함 증강 운용에 따른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잠

수함 운용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 세부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단순한 

개념 제시를 넘어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국내ㆍ외 문

헌연구, 자료조사, 사례연구 등을 통해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외

국의 잠수함 운용사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참고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했다. 참고자료는 간행

물, 국내ㆍ외 단행본, 논문 및 연구보고서, 기관의 공식자료 등 접근 가능한 1

차 및 2차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Ⅱ.�동아시아에서의�미ㆍ중�패권경쟁�전망

1.�중국의�부상과�해양전략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可視化)되기 시작한 시기는 소련

의 몰락으로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부터였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덩

샤오핑(鄧小平)의 삼보주(三步走)2) 목표 하 개혁ㆍ개방 정책을 시행하며 도광

양회(韜光養晦)의 자세로 조용히 힘을 키워 왔다. 그러나 1989년 갑작스러운 

소련의 붕괴는 막강했던 그들의 힘만큼이나 큰 역내 힘의 공백 상태를 촉발시

1) 日本防衛省, 新たな防衛大綱 (東京: 日本防衛省, 2010), p.24.

2) 덩샤오핑이 중국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세운 경제강국으로 가는 목표를 말하며, 제1보는 “인민이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제2보는 “생활수준을 중류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 제3보는 

“대동사회의 실현”이라는 중국의 현대화를 의미함. “http://terms.naver.com/entry.nhn?docld 

=3566978&cid=59014(검색일: 201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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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요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방비 증강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중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로 연평균 10%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며, 2010년 GDP 총량에서 일본을 추월함으로써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아시아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7% 이상의 성장을 거듭해왔

다. 국방비 또한 2017년 기준 약 1,521.5억 달러로 세계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는 냉전 종식 시기인 1989년을 기준으로 약 44배, 10년 전인 2006

년보다는 3.4배 증가한 수치이다.3) 단, 여기에는 연구개발비나 외국으로부터

의 무기 구매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실제 국방비는 공

표된 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의 이러한 국방비 증강 추세의 대부분이 양적인 측면

에서의 군사력, 즉 병력이 아닌 해ㆍ공군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주도 하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중국의 군 개혁은 과

거 지상군 중심 사고에서 탈피해 해ㆍ공군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

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존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7개 군구(軍區)와 단일군 

중심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총참모부를 해체하고 18개 집단군을 13개로 축

소했으며, 지상군을 중심으로 약 30만의 병력 감축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위

협 성격에 따라 개편된 5개의 전구(戰區)사령부와 중앙위원회 연합참모부 중심

의 통합 지원체계4)는 중국이 목표로 하는 미래 중국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미래 중국의 핵심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해양진출을 위한 해군력 강화에 집중하게 된 것은 중국의 국가성격 

변화 및 냉전 종식으로 인한 지정학적 귀결, 그리고 역사적 경험에 의한 교훈

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5) 소련의 붕괴로 대륙을 통한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

도 자유로워진 중국은 시장경제 도입과 함께 무역국가로 성장했으며, 과거 사

회주의 대륙국가에서 자본주의 해양국가로 지정학적 속성이 변화함에 따라 해

양력은 국익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다.6) 중국은 과거 해양력 부재

로 굴욕을 겪었던 경험적 교훈과 영국, 미국 등의 해양국가가 해양 패권을 장

악하고 세계를 지배했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중국의 꿈(中國夢)’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강군의 꿈(强軍夢)” 바탕의 해양 국가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3) 日本防衛省, 平成29年度防衛百書 (東京: 日本防衛省, 2017), pp.44-45. 

4) “중 2020년까지 인민해방군 세계일류로 육성 군개혁 청사진,” 연합뉴스 (2016.5.13).

5)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2016-17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7), pp.300-302.

6) 한국해양전략연구소(2017),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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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의 해양전략 개념은 연안방어에서 근해적

극방어(제1도련)로, 그리고 원해적극방어(제2도련)로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

라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Denial) 권역도 점점 먼 외

곽으로 확장될 것이다.7) 그리고 중국은 이를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핵심 이익 

보호, 한반도 및 대만 위기상황 발생 시 미국의 개입 거부, 동중국해에서 일본

과의 분쟁 시 미 증원전력 도착 이전 대일(對日) 군사적 우위 선점이 가능한 능

력을 갖추고자 할 것이며8),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역내 패

권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일본을 비

롯한 아시아 국가,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미

국의 전략과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2.�미국의�아시아태평양�전략,�중국과의�충돌

2011년 11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호주 국회 연설에서 한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군 주둔 강화를 언급했으며, 미 국방부

는 2020년까지 해ㆍ공군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9) 이 같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은 미국에게 있어 

아시아태평양이 지니는 의미와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미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항행의 자유작전, 연안전투함(LCS: 

Littoral Combat Ship) 전개 및 핵추진잠수함의 괌 기지 추가 배치 계획 등 

미국의 대중(對中) 및 대북(對北)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을 통해 볼 때 이 기조

는 현재에도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10) 

그러나 앞 절에서 언급한 중국의 해양전략과 역내 패권 도전이 현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미국을 향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본적

으로 동맹을 비롯한 중국의 대미(對美) 군사적 열세에 기인한다. 미 제7함대는 

 7)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2014-15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p.179.

 8) 오순근 등 공저,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서울: 북코리아, 2015), p.190.

 9) “치열해지는 미ㆍ중 간 해양패권 다툼,” 미디어오늘 (2012.9.27).

10)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2017년 4월에도 위 방침을 상기시키며 미국의 강력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였음.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줌월트호 한국 배치 등 모든 게 가능,” 뉴스핌
(2017.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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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괌을 주요 거점으로 영토, 국민, 해상교통로(SLOC: Sea Line Of 

Communication) 및 우리나라, 일본 등과 같은 동맹국과 미국의 국익을 보호

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이에 따라 편성된 복수의 임무부대(TF: Task Force)가 

전시 60여척의 함정과 350여기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등 미 해군 중에서도 가

장 큰 규모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해군은 이에 대항할 만큼의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11) 실제 미국은 사회ㆍ경제 분

야에서는 중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한편, 이러한 군사적 우위를 바

탕으로 역내 패권 경쟁, 항해의 자유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강점은, 중국이 미국과는 달리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域

內) 국가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패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능력

(Capability), 의도(Intention), 타국의 인정(External validation)이라는 3

가지 선결조건의 충족이 필요한데, 동아시아라는 역내에 국한해서 볼 때 우

리나라를 포함한 중국의 주변국은 중국이 상기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상황, 특히 미국의 인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패권국으로 인식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12) 이는 중국의 패권 확대가 국제적으로는 

제한을 받겠지만 미국을 제외한 강대국이 존재하지 않는 역내에서는 주변국

의 ‘암묵적 인정’을 통해 패권국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예

로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공백 상태13)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

로 대처하는 중국의 행보를 보면 이러한 주장이 상당히 현실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서 현재 미국 중심의 안보질서를 유지하고자 해

ㆍ공군 전력의 60%를 이 지역에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중국의 도전 자

체를 거부하는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고자 한다.14) 또한 동맹ㆍ비

동맹 지역 국가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연합훈련, 항행의 자유 작전 등을 실

11) 러시아 군사전문지 ‘국방산업지’는 중국이 미국 항모 1척을 격침하기 위해서는 중국해군 전체 전

력의 30~40%를 희생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현우, “미 핵항모 재전개 예상에 

동북아 전체가 긴장하는 이유는,” 아시아경제 (2017.9.6) 참조. 

12) 한국해양전략연구소(2017), p.32.

13) 남중국해 영토 문제에 대해 미국은 분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이 제한되며, 이 

때문에 미국의 대처가 군사적 대결이 아닌 항행의 자유 등 국제법적 가치의 실행만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표현하였음. 

14) “미, 괌에 최신 전략 핵폭격기ㆍ핵잠함 재배치,” 해럴드경제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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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이 동맹관계의 현

대화 및 원칙에 입각한 동맹 및 동반자 관계, 안보 네트워크 발전을 통한 새

로운 안보질서 구조의 구축이라는 점이다.15) 실제 미국은 미ㆍ일 가이드라인 

개정 및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을 지원함으로써 일본 군사력 행사의 지역적ㆍ
상황적 범위를 확장시켰으며, 미국의 동맹국이자 남중국해 분쟁 당사자인 필

리핀과는 방위협력확대 협정을 체결하고 수빅만 클라크 공군기지 활용에 합

의하기도 했다.16) 또한, 인도 및 동남아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과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일본, 호주 등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3자 협력 체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중국과 이해관계에 놓인 지역 국가 간의 협

력 체제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역내 패권경쟁에 개입하고 

있다.17)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중국과 미국의 역내 패권 경쟁은 결국 시간문

제일 뿐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이며, 장차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양상을 고

려 시 경쟁의 과열화가 어쩌면 바다에서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형태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재도 군사력을 이용한 상호 견제는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도련선 돌파 및 

해양진출을 위해 원해에서의 수상ㆍ수중 해군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미

국 역시 이를 견제하기 위해 가시(可視)적인 해상 활동과 더불어 수중에서도 

잠수함을 이용해 중국 해군을 감시하는 한편, 동맹국인 일본과 함께 대중국 봉

쇄작전을 실시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18)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 시 당연히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문제. 현 상황 하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과 일본 잠수함을 이용한 작전이 우

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5) 한국해양전략연구소(2017), p.72.

16) “24년만의 필리핀 주둔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의 결정판,” 국민일보 (2016.3.21).

17) 변창구,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본 중국과 ASEAN 관계: 양면성과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73

호(2014), pp.8-10.

18) 矢野一樹, “国潜水艦部隊と海自ASW,” 世界の艦船 第855号(2017),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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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잠수함을�이용한�미국의�대중(對中)�봉쇄전략

1.�미국의�봉쇄전략

현재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략에 대한 앞선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봉쇄전략(Containment)19)을 선택

했다.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 공식화 된 봉쇄전략은 억제전략(Deterrent 

Strategy)과 함께 냉전시대 미국의 대외전략으로 자리 잡아 소련 붕괴 시까지 

지속되었다. 봉쇄전략은 표면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경제발전을 통

해 소련의 확장을 방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는 유럽 경제부흥을 위

한 마셜플랜(Marshall Plan) 등의 구체적 형태로 실행되기도 했다. 물론 이러

한 형태의 경제적 방법만이 봉쇄전략의 전부는 아니었다. 

군사적 형태의 대표적인 봉쇄전략으로는 먼저 북대서양조양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를 들 수 있다. NATO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로 대표되는 소련 및 동유럽의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기 위해 1949년 미

국과 서유럽 국가 사이에 체결된 집단안보기구로 체결국 간의 군사적ㆍ경제적 

원조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사회주의 진영을 고립시키기 위

해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갔는데 1951년에는 뉴질랜드, 

필리핀, 일본과 1954년에는 한국, 태국, 타이완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으며,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타이완, 영국, 프랑스와 함께 동남아

시아 조약기구(SEATO: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를 창립했다.

이렇듯 미국은 적극적으로 봉쇄전략을 추진했으며 특히 NATO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에서의 봉쇄전략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SEATO

가 중심이 된 아시아 지역에서의 봉쇄전략은 각 국의 이해관계 차이, 모호한 

전략적 비전 등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었으며, 이 때문에 아시

아 지역에서의 봉쇄정책은 지역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개별적인 양자협력을 통

19) 모스크바 미 대사관 책임자였던 조지 캐넌은 1946년 국무부에 보낸 전신에서 봉쇄 개념을 정의했

으며 귀국 후에는 국제정치라는 잡지에 “X”라는 필명으로 이 개념을 제시하였다. http://m. 

terms.naver.com/entry.nhn?docld=103479&cid=40942&categoryld=31657(검색일: 

201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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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20) 당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저개발 상태이거

나 전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지원은 주로 

군대의 주둔지 제공 등의 범위로 한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역코스(Reverse Course) 정책21)과 

전후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미국의 봉쇄전략에 실질적인 군사력을 제공할 

만큼의 국가로 성장했고, 미국 대소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물

론 소련의 직접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생존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

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봉쇄전략에 참여함으로써 미일동맹 공고화 

및 실질적인 자국 안보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소련과 함께 사회주의의 한 축이었던 중국 역시 한반도에서의 전쟁 이후 미

국 봉쇄전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 봉쇄전략은 미국

의 대소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제휴관계로의 전환을 요구받았고, 결국 미국은 

대만 문제라고 하는 미완(未完)의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가장 큰 위협인 소련을 고립시키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 1960년

대 말 시작된 미국의 대중 제휴전략은 이후 변화를 거듭하기는 했지만, 큰 틀

에서 “소련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간의 역학관계를 미국에 유리한 상태로 안정

시키고자 하는” 기조를 유지한 채 약 20년간 유지되었고22) 이런 상황 속에서 

소련의 붕괴를 맞이하게 되었다.

소련 붕괴 직전인 1989년 6월, 중국에서는 천안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후

의 갑작스러운 소련 위협 소실은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있어, 천안문 사건

이 지닌 의미를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미국의 대중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

다. 그리고 이는 결국 중국에 대한 봉쇄적 개입(Congagement)이라는 형태로 

구체화 된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과 경제적ㆍ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

면서도 이전의 봉쇄전략이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요소를 부활시켰는데, 그 핵심

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우방국과의 관계를 증진

시키며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저지한다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전략은 1996년 대만해협 위기를 거치며 보다 강력한 ‘봉쇄’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으며, 냉전시기 미국의 대소 전략과 유사하게 동아시아 지역에서 

20) 애런 프리드버그 저, 안세민 역, 패권경쟁-중국과 미국, 누가 아시아를 지배할까 (서울: 까치, 

2012), pp.87-88.

21) 중국 공산화와 한국전쟁을 겪은 미국이 소련에 의한 공산주의 확장을 막기 위해 내세운 정책이

며, 아시아에서 일본을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일본의 재군비와 경제부흥을 지원함.

22) 애런 프리드버그 저, 안세민 역(2012), pp.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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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군사력 재배치(GPR: Global Posture 

Review), 동맹 강화 및 군사적 지원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됐다.23)

이러한 측면, 그 중에서도 동맹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지역에

서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 수행 상 가장 강력한 동반자는 여전히 일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미국의 대소 봉쇄전략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특히 일본이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에 참여함으로써 미일동맹 공고화 및 실질적인 자국 안

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전략 수행 상의 중심이 여전히 해양

에서의 군사력 사용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여기에서 일본은 중국의 도련선이

라는 개념과, 해협을 보유한 자국의 특성, 그리고 은밀 정보ㆍ감시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의 중요성을 감안해 잠수함, 

수중음향감시체계(SOSUS: SOnar SUrveillance System), 기뢰 등 수중 전력

을 이용한 봉쇄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 역시 한미

동맹 공고화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위에 언급한 미국과 일본의 대중 봉쇄전략

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과거 대비 상당히 성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중전력인 잠수함 또한 운용적인 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건조 중인 손원일급 잠수함을 비롯해 2020년대부터 배치될 장보고-Ⅲ급 

잠수함을 고려 시 장래에는 활용 가능한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2.�동맹국�잠수함을�이용한�미국의�대중�봉쇄전략

잠수함을 이용한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은 과거 냉전기과 유사한 형태를 띠

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봉쇄를 실시하려는 목적

에는, 중국이 SLBM 탑재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항상 확인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활동범위를 미국 본토에 최대한 핵 위협이 미

치지 않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24)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 면에

서 과거 소련 잠수함 전력의 태평양 진출 억제에 큰 기여를 했던 일본의 역할

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국방예

산 삭감 등으로 과거와 같은 군사력 운용이 제한되는 미국에게는 일본의 역할

23) 애런 프리드버그 저, 안세민 역(2012), pp.111-145.

24) “미ㆍ중 남중국해 수중서도 치열한 잠수함전...중, 핵잠 배치,” 연합뉴스 (201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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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 절실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 역시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 일본은 미국의 대중전략 하 미일동맹의 공고화 차원에서 자

위대 전력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자위대를 미국의 전략에 맞추어 운

용하는 이유에는 그것이 실질적인 자국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

문이다. 실제 일본은 2015년의 미ㆍ일 가이드라인 개정, 2016년 안보법제 유

효화 등을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편승함으로써 전후 체제를 탈피하고 

보통국가로 거듭 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25) 이는 우리와도 동맹을 

유지 중인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동맹 여부와 무관하게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나라에게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

인 우리나라 잠수함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본의 잠수함 전력 증강 및 운용계획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Ⅳ.�일본의�잠수함�증강�및�운용계획

1.�잠수함�전력�증강�및�발전�동향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에는 오야시오급 잠수함 9척, 소류급 잠수함 8척 등 

총 17척의 잠수함(훈련용 잠수함 2척 미포함)이 작전배치 되어 있으며, 추가적

으로 4척의 소류급 잠수함(후기 2척은 개량형)과 1척의 차기(次期) 신형 잠수

함이 건조되고 있다. 2018년 기준 해상자위대 잠수함 현황 및 증강계획26)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25) 2017년 5월 1일 해상자위대 헬기탑재 호위함 ‘이즈모’가 안보법제 개정 후 처음으로 미국 군함 보

호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일 자위대 호위함, 미 해군 보급함과 합류, 보호임무 첫 개시,” 연
합뉴스 (2017.5.1).

26) 菊池雅之, “そうりゅう型各艦の履歴とこれから,” 海上自衛隊そうりゅう型おやしお型潜水艦 (東

京: イカロス出版, 2017),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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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해상자위대 잠수함 현황 및 증강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024년

오야시오급  9  9  9  9  9  8  7

소류급  9 10 11 12 12 12 12

차기 소류급 - - - -  1  2  3

계 18 19 20 21 22 22 22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오야시오급  6  5  4  3  2  1 -

소류급 12 12 12 12 12 12 12

차기 소류급  4  5  6  7  8  9 10

계 22 22 22 22 22 22 22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과 지면의 한계 상 오야시오급이나 소류급 잠수함

의 세부 제원, 특징 등에 대해 따로 논하지 않겠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2020

년에 작전배치 될 예정인 소류급 11번함부터는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방위성에서 제출한 2015년 예산안에는｢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여 지금까지의 소류급 잠수함에 비해 수중 지속능력을 향상｣이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이후로 건조되는 개량형 소류

급 잠수함은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일본 방위성 공식문

서 상 차세대 잠수함 개발을 위한 연도별 기술연구 사항27)은 <그림 1>에서 보

는 바와 같다.

27)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정책평가서 중 차기잠수함에 

관련된 사업을 필자가 재구성하였음.日本防衛省, 政策評価の結果-事前ㆍ事後評価 (東京: 日本防

衛省, 200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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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차세대 잠수함 개발을 위한 기술연구 사항

<그림 1>에서 잠수함용 신형 주축전지가 바로 리튬이온 전지를 말하며, 이

에 대한 연구 및 시험기간을 보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기존 납축전지를 대체할 

주축전지로서 동 전지에 대한 고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형 주축전

지에 대한 연구개발이 종료된 직후, 당시의 AIP 시스템인 스털링 기관 이후로 

연료전지를 자체 개발하여 앞서 개발한 신형 주축전지와 함께 신형 AIP 시스

템을 소류급 이후의 차기 잠수함에 탑재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오랜 연구 끝에 일정부분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당시 정책 평가서에 의하

면｢현 시점에서 수소흡장합금은 상당히 고가｣,｢리스크가 존재｣라는 문구가 포

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결국, 실용화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차세대 AIP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언급된 바 없으며 결국 

차기 잠수함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실용성이 증명된 리튬이온 전지 단독 탑재

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류급 잠수

함 중에서도 11, 12번함은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게 되었는데 원래 동 전지는 

소류급 이후의 차기 잠수함부터 탑재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시기를 앞

당겨 조기에 적용된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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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탑재에 장애가 되었던 제한사항을 모두 해결한 후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

보했다는 사실이며, 이를 통해 잠수함의 작전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점이다. 

참고로 리튬이온 전지는 고속에서도 전지의 전압 저하현상이 완만하기 때문에 

납축전지의 몇 배에 해당하는 성능발휘가 가능한데, 이는 저속 뿐 아니라 중ㆍ
고속에서도 뛰어난 기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곧 잠수함의 

작전범위 확대와도 연계되어 있다. 또한 전지 충전에 따른 가스발생, 전해액 

변화 등의 화학반응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밀폐된 구조로 정비ㆍ보수가 용

이하며 급속충전이 가능하여 전지용량과 무관하게 성능저하 없이 활용가능한 

장점이 있다.28) 

위의 리튬이온 전지는 올해부터 건조가 시작된 차기 잠수함에도 탑재될 예

정이다. 또한 <그림 1>에 언급되어 있는 다른 기술 연구사항을 보면 잠수함용 

신형 어뢰개발을 제외하고는 2015년까지 연구 및 시험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

어 있기 때문에 이 기술들 또한 차기 잠수함에 도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공식문서들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추정되는 차기 잠수함의 제원 및 성능은 다

음과 같다. 올해의 일본 방위 예산안에는 차기 잠수함에 대해｢탐지능력 등이 

향상된 신형 잠수함(3,000톤)｣으로 표현하고 있다.29) 이는 소류급 잠수함 

2,950톤에 비해 약 50톤 증가한 수치로 그 증가량이 미약하긴 하지만, 분명히 

다른 타입의 잠수함임을 알 수가 있다. 관련 문구를 보면 특히 탐지능력 향상

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010년~2014년에 실시되

었던 ‘차세대 잠수함 소나시스템 기술연구’의 정책평가 결과를 통해, 신형 잠수

함의 탐지능력 향상은 기존 소나의 성능향상과 함께 소나 간 탐지 정보 자동통

합 알고리즘 구축을 통한 신호처리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고, 그밖에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고출력 스노클 시스템 및 스노클 계통의 

소형ㆍ정숙화 추진, 선체 대형화 억제 및 압력선체 중량감소 기술 적용 관련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신형 잠수함이 배치되는 2022년에는 해상자위대 잠수함 22척 체제가 완

성될 것이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임무에 온전하게 잠수함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

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우리나라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잠재적 위협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

28) 矢野一樹, “リチウム電池潜水艦の実力を問う,” 世界の艦船第812号(2015), p.78.

29) 日本防衛省, わが国の防衛と予算-平成29年度要求の概要 (東京: 日本防衛省, 2017),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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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해상자위대의 향후 잠수함 운용계획을 통해 우리에게 

미치는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22척�체제의�잠수함�운용계획

올해 일본 방위성 예산안에는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운용이 실효적 억지 및 

대응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주변 해ㆍ공역에 

대한 안전 확보, 원거리 도서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우세의 획득ㆍ유지를 

달성하기 위한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다.30)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동

안 고정되어 있던 잠수함 16척 체제에서 탈피하여 현재는 22척 체제를 목표로 

전력을 증강 중이다. 

해상자위대 잠수함 전력의 22척 체제 증강이 처음으로 발표된 것은 22대

강31)이 발표된 2010년 말이었으며, 관련 내용은 ‘동적방위력 구상’이라는 일본

의 새로운 방위정책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때 최초로 일본 남서방 해역까지 

잠수함 운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이 생각하

고 있는 안보위협 대상이 결국은 중국이며, 그 핵심은 센카쿠 열도로 대표되는 

일본 남서방 해역에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남서방 해역에 대한 대

비태세 강화와 잠수함 증강 계획은 가장 최근인 2013년에 발표된 25대강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추진 중이다.

해상자위대 잠수함의 16척 체제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냉전시대였

다. 당시 해상자위대는 미국의 대소 봉쇄전략 하 소련 잠수함의 행동을 감시하

고 유사 시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소야(宗谷), 쓰가루(津軽), 쓰시마(対
馬) 등 주요 3개 해협에 대해 평시 각 2척의 작전을 고려하여 6척은 상시 임무

를 수행하고 그밖에 훈련, 수리의 주기를 고려, 총 16척(훈련용 잠수함 2척 미

포함)의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해협방위 작전은 재

래식잠수함이 지닌 ‘은밀성’과 ‘기동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Choke-Point 방

위에서는 그 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었다.

30) 日本防衛省, pp.5-8.

31) 일본 방위계획의 대강(大綱)을 말하며, 현 안보상황 하 방위성 정책의 기본방침을 기술한 문서로 

앞의 숫자는 대강이 발표된 해를 일본 연호(평성22년: 2010년)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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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종식 이후, 해상자위대의 해협 작전에 대한 직접적인 필요성은 사라졌

지만 잠수함 소요 척수 산정의 근거로 3개 해협 봉쇄론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국가방위를 위해 잠수함 운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량적 근거가 

되는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지 못한 채 16대강까지는 16척 체제라고 하는 틀을 

유지해 온 것이다.32) 앞서 언급한 것처럼 22대강에서의 해상자위대 잠수함 규

모 확대 논리는 중국의 위협 증가와 일본 남서방 해역에 대한 경계ㆍ감시 작전

의 필요성 증대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일본이 주요 해협으로 고려하고 있

는 곳은 냉전시대의 주요 3개 해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본은 기존 3개 해

협 이외에 남서방의 오오스미(大隅), 미야코(宮古) 해협이 추가된 5개의 해협을 

일본방위를 위한 주요 해협으로 고려하고 있으며33), 중국의 해양진출 위협이 

가시화됨에 따라 해당 해협 방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일본은 이러

한 상황 속에서 전략적 이익이 일치하는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에 참여함으로

써 미일동맹 공고화는 물론 자국의 안보 확보를 명목으로 보통국가화라는 숙

원(宿怨)을 풀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미ㆍ일의 대중국 봉쇄 작전개념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먼저, 미군은 제1단계에서 탄도탄 공격을 주체로 하는 중국의 제1격을 최

소한의 피해로 막아내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 병력을 괌까지 후퇴시키고 방어

를 수행할 것이며, 제2단계로 전환한 후에는 중국군의 C4ISR 주요 집결점을 

공격함으로써 중국군을 마비상태에 빠뜨리고 이후 주 병력을 격파한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34) 이때, 일본은 제1단계에서 일시적으로 후퇴한 미군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중국군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며, 미군이 지원하는 제2단

계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

에 일본에게는 중국군의 제1도련선 돌파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특성을 고려 시. 해상자위대는 

외선(外線)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해협 중심의 방어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평시부터 해협에 매복하여 은밀 ISR을 실시

하고 유사 시 공격임무까지 수행 가능한 잠수함은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의 핵

심이라 할 수 있다. 미ㆍ일의 방위 전략을 고려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22척 체제 운용계획은 <그림 2>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32) 小林正男, “潜水艦22隻体制の海上防衛” 軍事研究 第47券(2011), pp.28-32.

33) 小林正男(2011), pp.32-39.

34) 矢野一樹(2017),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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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상자위대 잠수함 22척 체제 운용계획 예상도

3.�우리에게�주는�시사점

앞서 살펴보았듯 일본이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중국

이며, 이에 따라 예산, 전력 건설, 동맹관계 등 대부분의 전략의 중국과의 대결

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

장 큰 동맹국이며, 안보 측면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연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 평화와 안정에 큰 의의가 있다.｣고 언급35)하는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동맹 체제 내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체결로 

상징되는 한ㆍ일 간 군사협력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 그리고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전략, 

특히 주요 동맹국인 일본의 군사력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

제하려고 하는 전략은 주변국인 우리나라에게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음

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5) 日本防衛省, 平成29年度防衛百書 (東京: 日本防衛省, 2017), pp.3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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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반도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나라는 대륙 방향이 북한에 막혀있어 물

동량의 약 99%를 바다에 의존하고 있으며,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양의 자유로운 사용과 SLOC 보호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사

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서 언급한 <그림 3-2>의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그들의 주요해협 봉쇄가 비단 

중국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륙을 향한 해상

자위대 잠수함의 봉쇄선은 결국 대륙 방향에 위치한 우리나라를 봉쇄하는 선

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우리에게 당면한 위협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중국의 위협이 지

속되는 한 같은 이념과 전략을 공유하는 한ㆍ일 관계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 하

에서 더욱 긴밀한 협조를 요구받을 것이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국이라

는 커다란 위협과 마주한 상황에서는 노력을 한 곳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

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인식 차이 및 독도 관련 문제는 언제라도 양

국 간 갈등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잠재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능성은 그리 높

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36), 만약 위의 갈등 요소를 둘러싸고 군사적인 대립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우리의 핵심이익, 

즉 해양의 자유로운 사용과 SLOC이 일본 해상자위대, 특히 잠수함에 의해 간

섭을 받게 되는 상황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제, 평소 순

항훈련, 환태평양 훈련(RIMPAC: Rim of Pacific exercise) 등 해외 훈련 참가 

차 일본 근해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나라 해군 함정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며, 

일본의 이러한 활동이 우리에게는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

다.37)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러한 부담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과의 군사

적 대결을 선택하기에는 많은 제한사항이 따른다. 이는 우리 역시 자국의 안보

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에서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

를 구성해야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서는 그것이 가능한 한 한미동맹과 지역 내 동맹 체제 협력의 범위를 초과하지 

36)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미국과 동맹국이라는 사실 및 실효 지배로 인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지위, 일본 국내 법적인 상황을 고려 시 물리적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사

용한 독도 침탈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판단하였음. 

37) 우리나라 해군 함정이 해외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미야코 해협을 통과 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해상초계기 또는 SOSUS 등에 의해 식별 확인 또는 정찰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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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

당성과 명분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Ⅴ.�우리의�대응방안

지금까지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중 전략, 그 중에서 동맹

국 일본의 잠수함을 이용한 봉쇄전략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역내 안정을 통한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

기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내 동맹체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

장 합리적인 선택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

동의 정당성과 명분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미일동맹 내에서 자국 이익에 부합하게 대중국 전략을 수행하는 일본의 잠수

함 운용 사례는 분명 참고할 만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미동맹과 미국의 

대중국 전략 하 한국 잠수함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 및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안보 목표 달성과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에 부합

하는 군사적 임무 분담을 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으로 잠수함을 선정했다. 

봉쇄전력으로서의 잠수함 특성 및 전략적 가치,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

함을 이용한 미국의 대중 전략과 이러한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잠재적 위협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사항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는 우리 역시 동맹국 잠수함을 이용한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에 잠

수함 전력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직면한 직접적ㆍ잠재적 해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자 군사적 방위 분

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구체

적인 방안제시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 잠수함 현황 및 증강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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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잠수함�전력증강�및�발전동향

우리나라 해군은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여 1993년 6월 최초의 잠수

함38)인 장보고함을 취역시킨 이래 꾸준히 잠수함 전력 건설에 힘써 왔다. 현재 

잠수함사령부 예하에는 장보고급 잠수함 9척과 손원일급 잠수함 6척이 배치된 

상태이며, 2018년까지 손원일급 잠수함 3척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39) 또한 

2020년부터는 국산 기술로 독자 설계ㆍ건조하는 장보고-Ⅲ 잠수함을 순차적으

로 도입할 계획이다. 수직발사관으로 상징되는 장보고-Ⅲ 잠수함의 전략적 특성

은 이전의 장보고급, 손원일급 잠수함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그 특성을 바

탕으로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것임을 그리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의 위협이 가시화됨에 따라 

원자력 추진 체계 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기도 했는데40), 이

는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잠수함이 지닌 전략적 가치와 활용성에 대한 공감대

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건조 중인 장보고-Ⅲ 잠수함은 2020년 이후 노후화 된 장보고급 잠수

함을 대체하기 위한전력으로서 Batch-Ⅰ,Ⅱ를 거쳐 올해 안으로 Batch-Ⅲ의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을 확정할 예정이다. 

<표 2>는 인터넷에 공개된 장보고-Ⅲ 잠수함의 기본 성능41)인데, 내용을 보면 

재래식 잠수함으로서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복’을 기본으로 하는 봉

쇄 및 ISR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장보고-Ⅲ 잠수함 기본성능

구 분 Batch-Ⅰ Batch-Ⅱ
전 장 83.5m 전장 약 10m 증가

전 폭 9.6m 9.6m

흘 수 7.62m 7.62m

배수량 3,358t / 3,705t 배수량 약 10% 증가

추진체계 납축전지 + AIP 리튬전지 + AIP

주요무장 어뢰발사관 6, 수직발사관 6 어뢰발사관 6, 수직발사관 10

38) 돌고래함(SSM)을 운용한 경험이 있으나 크기 및 임무면에서 장보고함을 잠수함 운용의 시작으로 

간주하였음. 

39) “유관순함, 12월 실전배치, 세계 최고 수준 디젤 잠수함 뜬다,” 서울신문 (2017.7.11).

40) “문대통령, 핵잠수함도 언급, 대북 억지력 증강에 집중,” 한겨레신문 (2017.8.7).

41) http://namu.wiki/w/KSS-Ⅲ(검색일: 201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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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리나라�잠수함의�임무범위�확대방안

다음은 위와 같은 성능을 지닌 장보고-Ⅲ, 혹은 그 이상의 잠수함을 어디

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는 결국 우리의 핵심 이익에 영

향을 미치는 직ㆍ간접적인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소

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동중국해 및 한반도 

북동쪽 해역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동중국해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서쪽으로 연결된 해역이며 대만, 큐슈, 

오키나와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쪽은 일본 열도 및 남서 제도를 따라 수심 

1,000m가 넘는 해분(海盆)이 형성되어 깊은 곳은 약 2,700m의 수심 분포를 보

이고 있다.42) 군사적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양 진출 및 외부 

세력의 침입을 거부해야 하는 제1도련선 내부의 영역이며, 한ㆍ중ㆍ일 간에는 

각 국이 선포함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이 중

첩되어 각 국의 영역 인식 관련 갈등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구역이라 할 수 있

다. 특히 중국은 이 해역에서 미ㆍ일 해양세력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고 봉쇄를 

돌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화를 지속하는 등 미국 중심

의 동맹과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국은 동중국해와 

이어진 우리 서해에 대해서 자신들의 내해(內海)라는 인식 하 해양에서의 영향

력을 확대하려는 강압적인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

고 있다. 또한 이 해역은 일본 열도와 그들의 해협 감시에 둘러싸여 있는 장소

이기도 한데 냉전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 대륙봉쇄는 일본의 의도를 고려치 않는

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한반도 북동쪽 해역은 구체적으로 북방한계선(NLL: Northen 

Limited Line)을 기준으로 그 이북의 공해상을 의미한다. 환경적인 측면을 볼 

때 이 해역은 아시아 북동부에 위치한 태평양의 연해(連海)인 동해의 일부로 

평균수심은 약 1,700m이며 대부분이 일본 열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협

을 통해서만 다른 바다로 연결될 수 있는 반폐쇄성 해역이라 할 수 있다.43) 군

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환경적 특성은 상대의 군사력을 봉쇄하는 데 매

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잠수함을 이용한 일본의 해협 봉쇄는 동중

42) http;//m.terms.naver.com/entry.nhn?dolcd=1084609(검색일자: 2017.9.25).

43) http;//m.terms.naver.com/entry.nhn?dolcd=1084707(검색일자: 201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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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해와 마찬가지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단, 본 논문에

서 제기하고자 하는 해역은 그보다 더 안쪽의 해역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자 유사 시 우리 영역

에서 자주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포석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잠수함이 각 해역에서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전

략 초계’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초계44)에 잠수함의 전략적 

특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장시킨 것으로 “특정 해역에서의 상시 초계를 상

대에게 인식시킴으로써 군사력에 의한 현상 변경 위협 등을 억제하는 것”을 말

한다.45) 여기에서 은밀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잠수함이 자신의 임무를 상

대에게 인식시킨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이용해야 

하는 ‘특정 해역’에서의 불확실성은 전략ㆍ작전적 차원에서 오히려 더 큰 효과

를 발휘할 수도 있다. 잠수함의 위협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상대방의 잠

수함 세력이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이다. 설령 그 잠수함이 어느 ‘특정 해역’에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더라도 이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지닌 요소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밖 에 없다. 역설적이지만 상

대방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면서도 그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강요할 수 

있는 효과는 역시 잠수함이 지닌 전략적 가치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전략 초계는 잠수함에 가장 적합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

안이 갖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해역’에서의 주변국 군사적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수단

이 될 수 있다. 유사 시 서해 및 SLOC이 지나는 동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해

양활동이 위협받는 경우 잠수함이 지닌 은밀성과 공격성은 이 해역을 사용하

려는 상대방에게 일격(一擊)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잠수함이 존재

할 것이라는 상대방의 인식은 그에 따른 대잠전 노력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적인 측면에서 아군에게는 큰 이점이 된다.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 잠수함이 ‘특정 해역’에서 사전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장차 

기동전단과 같은 수상 전력이 어떠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해역으로 이

동할 경우, 활동하고자 하는 그 해역에서 실시해야 할 대잠전 노력을 대폭 감

44) 적의 습격에 대비하여 함선이나 비행기를 배치하여 경계하는 것. http;//m.terms.naver.com/ 

entry.nhn?dolcd=1147067(검색일자: 2017.9.27).

45) 後瀉桂太郞, “海上自衛隊の戦略的方向性とその課題,” 幹部校戦略研究 (東京:海上自衛隊幹部学校, 

2016),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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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켜 주는 수단이 될 것이며, 특히 해양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잠전과 

잠수함작전의 특성을 고려 시 잠수함에 의한 평소부터의 해양환경 정보 수집

과 축적은 유사 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절약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중국 뿐 아니라 외선(外線)의 이점을 지닌 일본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도 충

분히 발휘될 수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잠수함은 일단 잠항하면 위치 확인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출항 시부터 지속 추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 냉전 기

간 중 미국은 소련의 SLBM 탑재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출항 시부터 이

를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평시 우리나라 군사력의 NLL 이

북 활동이 제한됨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는 결국 그러한 위협의 활동범위

를 일정 해역 안으로 제한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

서 볼 때 NLL 이남 뿐 아니라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이 외해로 진출하기 

위한 항로, 즉 한반도 북동쪽 해역에서의 임무수행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

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사시에는 의명, 다방면으로부터 근해(近海)까

지 접근함으로써 이 위협의 활동범위를 더욱 축소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장차 원자력 추진체계를 탑재해 추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다면 추적과 병행해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강화시

킬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기여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

다. 한미동맹은 국군 창설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력발전 및 안보

환경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핵심 요소46)이기 때문에, 신(新)국수주의 

물결 하 국가이익에 기반한 동맹관계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상황 속

에서도 우리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 부분

이라 할 수 있다. 단,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의 동맹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도 경제ㆍ군사적 차원에서 과거 대비 우리가 부

담해야 할 부분이 증대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

서 우리나라 잠수함의 역할 및 임무범위 확대는 미국의 전략에 기여하는 측면

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역할 분담을 통한 동맹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2016년에 체결된 한ㆍ일간 GSOMIA는 미국 주도로 한ㆍ미ㆍ일이 함께 

46) 최상복,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2015),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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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데 군사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

에서 제시한 방안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잠수함에 

의한 대중국 봉쇄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과 더불어 잠재적 위협

인 일본의 잠수함 운용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획득ㆍ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수중구역관리(WSM: Water Space Management) 등 미

국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전략에 기

여하는 차원에서 한ㆍ미ㆍ일 공조의 필요성을 논리로 추진한다면 충분한 설득

력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Ⅵ.�맺는말

본 연구에서는 미ㆍ중 패권 경쟁 중심의 동아시아와 주변국 정세, 특히 일

본의 잠수함을 이용한 군사적 활동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군, 그 중에서도 잠수함 전력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을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해양력 확대를 중심으로 역내 

패권국가가 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분간은 미

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을 회피하고 경제ㆍ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할 것

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 있다. 

미국 또한 전통적인 아시아의 패권국가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과거 냉

전기 봉쇄전략의 일부를 부활시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동맹

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직ㆍ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국익 확보 차원에서 우리나라 역시 단순히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라도 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는 그 방안으로 우리나라 잠수함 전력을 이용해 현재보다 확장

된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되, 수중구역관리 문제 등 현실적인 제한점을 극복

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시부터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에 동참한다고 하는, 적극

적인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우리나라 잠수함의 임무수행 범위 

및 기대효과는 <그림 3>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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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리나라 잠수함의 임무수행 범위 개념도

이는 동중국해와 한반도 북동쪽 해역을 활동범위로 하여 잠수함이 가진 전략

적 가치를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전 

포석이며, 잠수함 전력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주변국 군사적 위협과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기여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볼 때 자국의 안보확보는 자강(自强)을 기본으로 

한다. 임진왜란 시 원군을 파병한 명(明)이 한반도를 전장으로 국한시킨 후 조선

을 배제한 채 왜(倭)와의 강화협상을 추진했던 일, 일제(日帝)에 국권이 침탈되던 

시기 청(靑), 러시아, 미국 등을 상대로 펼쳤던 우리의 외교적 활동이 각국의 이

해관계에 따라 실패로 돌아갔던 일 등을 생각해보면 국력이 뒷받침되니 않은 상

태에서의 동맹 또는 외교활동이 얼마나 공허(空虛)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 우리나라가 자강만으로 안보를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게 한미동맹은 더 없

이 소중한 자산이며, 지켜나가야 할 가치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

리나라 잠수함의 임무범위 확대는 먼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직ㆍ간접

적 해양위협으로부터 우리의 핵심이익을 지켜주는 수단이 될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한미동맹 공고화에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한층 더 강화시켜주

는 수단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정세와 한국해군의 잠수함 운용방안 / 허송  303

참고문헌

박홍환, “유관순함, 12월 실전배치, 세계 최고 수준 디젤 잠수함 뜬다,” 서울신문
(2017.7.11.). 

변창구,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본 중국과 ASEAN 관계: 양면성과 전망,” 한국 동북아 

논총제73호(2014), pp.165-193. 

애런 프리드버그 저, 안세민 역,패권경쟁-중국과 미국, 누가 아시아를 지배할까 (서

울: 까치, 2012).

오순근 등 공저,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서울: 북코리아, 2015).

최상복,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2015).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편,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2014-15 (서울: 한국해양전

략연구소, 2014).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편,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2016-17 (서울: 한국해양전

략연구소, 2017).

小林正男, “潜水艦22隻体制の海上防衛,” 軍事研究第47券(2011).

菊池雅之, “そうりゅう型各艦の履歴とこれから,” 海上自衛隊そうりゅう型おやしお型

潜水艦 (東京: イカロス出版, 2017).

後瀉桂太郞, “海上自衛隊の戦略的方向性とその課題,” 幹部校戦略研究 (東京:海上自

衛隊幹部学校, 2016)

日本防衛省,新たな防衛大綱 (東京: 防衛省, 2010).

日本防衛省,政策評価の結果-事前ㆍ事後評価 (東京: 防衛省, 2002-2015).

日本防衛省,平成29年度防衛百書 (東京: 防衛省, 2017). 

日本防衛省,わが国の防衛と予算-平成29年度要求の概要 (東京: 防衛省, 2017).

矢野一樹, “中国潜水艦部隊と海自ASW,” 世界の艦船第855号(2017). 

矢野一樹, “リチウム電池潜水艦の実力を問う,” 世界の艦船第812号(2015).

“문대통령, 핵잠수함도 언급, 대북 억지력 증강에 집중,” 한겨례신문 (2017.8.7).

“미 핵항모 재전개 예상에 동북아 전체가 긴장하는 이유는,” 아시아경제 (2017.9.6).

“미, 괌에 최신 전략 핵폭격기ㆍ핵잠함 재배치,” 해럴드경제 (2017.11.15).

“미ㆍ중 남중국해 수중서도 치열한 잠수함전.중, 핵잠 배치,” 연합뉴스 (2016.7.11).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줌월트호 한국 배치 등 모든 게 가능,” 뉴스핌 (2017.4.4).

“유관순함, 12월 실전배치, 세계 최고 수준 디젤 잠수함 뜬다,” 서울신문 (2017.7.11).

“24년만의 필리핀 주둔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의 결정판,” 국민일보
(2016.3.21).

“일 자위대 호위함, 미 해군 보급함과 합류, 보호임무 첫 개시,” 연합뉴스 (2017.5.1).

“중 2020년까지 인민해방군 세계일류로 육성 군개혁 청사진,” 연합뉴스 (2016.5.13).



304  STRATEGY 21, 통권 42호 (Winter 2017년 Vol. 20, No. 2)

“치열해지는 미ㆍ중 간 해양패권 다툼,” 미디어오늘 (2012.9.27).

http://namu.wiki/w/KSS-Ⅲ(검색일: 2017.9.2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ld=3566978(검색일자: 2017.9.28).

http;//m.terms.naver.com/entry.nhn?dolcd=1084707(검색일자: 2017.9.25).

http;//m.terms.naver.com/entry.nhn?dolcd=1084609(검색일자: 2017.9.25).

http;//m.terms.naver.com/entry.nhn?dolcd=1147067(검색일자: 2017.9.27).



동아시아 정세와 한국해군의 잠수함 운용방안 / 허송  305

Abstract

Environments in the East Asia and the way to 

Utilize Submarines for ROKN: Focused the issue 

on both American Strategy against China and 

Japanese Arms Race 

Heo Song*47)

Currently, security environmental instability is getting worse than ever in 

the East Asia including to Republic of Korea(ROK). Unlike several conventional 

issues such as maritime dispute －sometimes with islands－ and competitions 

for getting natural resources, contemporary security dilemma issues followed by 

arms races among states deepens the power gap between strong and weak 

state within the region. It is notable that the arms races is the East Asia are 

mainly focused on naval power. As navy is the very possible force that 

influences neighboring states, submarine power is usually valued for its nature 

of stealth, mobile and aggression. Moreover, the submarine power is believed 

to be one of the highest valued weapon system since it shows actual effectiveness 

for influencing the other states while avoiding direct military conflicts compared 

to surface power. As a result, all states within the region are accelerating for 

getting such power these days. Japan, Most of all, is one of the leading state 

that aims to ensure self-survival and enlarge military influences under the 

US-Japan alliance by decisively supporting its power to the American containment 

strategy against China. In this regard, such movement surely sill influence on 

ROK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as we sue the common field, the sea. Though, 

it has lots of restrictions for us to confront them with military forces as such 

* Lieutenant Commander of the ROK Navy, Naval College Student Officer in Joint Military 

University, Master Course in Disaster Engineering, Japan Defens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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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rontations within US-led alliances is not desirable upon considering current 

China and nK threats. As a result, ROK needs to limit the realm of alliance 

within the region while maintaining ROK-US alliance for getting national 

interests with both legal and justice superiority against Japan. This paper, as a 

result, is focused on suggesting the way to utilize submarines as a mean of 

naval power for both current security environments and the rising maritime 

threats in the East Asia. I concluded to participate ROK submarines in US-led 

military strategy against China by dispatching them into the East-China Sea and 

the North-East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to protect both national interests 

and justice at the same tome. It should be one of the preemptive measure for 

confronting with neighboring states by utilizing strategic benefits of submarines 

while strengthening ROK-US alliances upon participating American Containment 

Strategy against China. 

Key Word: Submarine, ROK-US alliances, Containment Strategy against 

Chin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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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he annual events of the North Korean regime, proposedly heighten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missile tests, invariably have been the main 

element in bringing about a security crisis with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profound problem of this region is that security affairs among 

the neighboring states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highly 

interconnected. The Northeast Asian region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s after World War II has been obviously subjected to a certain 

“security-complex”, with major security perceptions and concerns so 

intensely inter-linked that each nation‘s own national security problems 

can be easily characterized by severe bloc competition, eventually 

making it difficult to have a cooperative and comprehensive military 

mechanism to solve the long-standing security dilemma in the region.1)

Under the circumstances, in order to effectively make common 

grounds for an atmosphere of conflict resolution in the region, it is 

important to classify the immediate political and security threats that 

are prevalent in the region.2) As the next step,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negative psychological effects, particularly originating 

from emotional sentiments, which are mainly based upon the historical 

antagonism and mutual cultural misperception among the nations in 

the region. It is quite an undeniable fact that those historical and 

cultural misperceived factors in the region have worked as a great 

barrier in controling and moderating strong and immature feelings of 

1) Barry Buzan snd Lene Hsnsen,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384. Barry Buzan and Waever Ole, Regions and 

Powers :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ecurity (New York : Cambridge Univeristy Press, 

2003), pp.23-25. 

2) Zdzislaw Lachowski, Martin Sjogren, John Hart, and Shannon Kile, Tools for Building 

Confidence on the Korean Peninsula, (Stockholm : Elanders, 2007),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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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nation’s hyper-nationalism against others. 

As a matter of fact, under the highly fragile security circumstances, 

it is very hard to consider any possibility of building a firm security 

mechanism in the region. Furthermore, the deteriorating security situation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makes even the slightest chance of 

building a peaceful mechanism in the region all the more challenging.

Although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faced with a somewhat 

complicated and devastated security situation in building a peaceful 

security mechanism, there exists an initial step for making a common 

ground which all the nations in the region can comprehensively share. 

It would be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German romantic nationalism, 

which has permeated each individual nation’s political cultures and 

historical understandings in the region.3)

In this context, this paper tests two categories to find any possibility 

for building a common ground of a cooperative security mechanism in 

the region. One is to precisely calculate the major restrictive factors in 

terms of the current pending political and security issues, and the 

other is to draw causes out of cultural and emotional restrictive 

factors. The former will be highlighted in the five categorized issues, 

which have been serving as restrictive factors in building a peaceful 

security mechanism in the region and the latter will be evaluated in 

terms of the influence of romantic nationalism, internalized in the 

region since the late 19th century. 

3) Ryang Kang,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Romantic Nationalism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Korea Association of Chinese Studies, Vol. 57, No. 4, 2016, pp.3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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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he�Political� Restrictive� Factors� In� Building� a
Security�Mechanism� in�Northeast� Asia

1.� The� Strong�Geopolitical� Factors� in� the�Region

Geo-politically,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surrounded by four 

sinewy great power nations and the peninsula itself has been divided 

into two regions since World War II. Moreover, the ideologically 

different South and North Korea’s security crisis is immensely worsening, 

because of North Korea’s incessant, provocative military threats. North 

Korea has already completed the 4th and the 5th nuclear tests in the 

year of 2016, and now is seeking to have another nuclear test. At the 

same time, it has demonstrated its technical capacity of launching an 

ICBM against the targets in the US mainland.

The nettlesome problem of this region is that security affairs among 

the neighboring states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highly 

intertwined. The Northeast Asian region has been subjected to a certain 

“security-complex”, and major security perceptions and concerns are 

geographically so inter-linked and clustered that each nation’s own 

national security problems cannot reasonably be resolved apart from 

one another.4)

China is becoming a part of the regional security complex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China cannot regard its security without 

such factors as arising from the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act of the matter of is, the factor of adjacency is carries great weight 

for security, because many threats definitely travel more easily over 

short distances than over long ones. China with adjoining two koreas 

obviously constitutes a subsystem of the regional security complex 

4) Su Hwan Lim. “Rebalancing of US Forces and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27, No. 2, 2013, 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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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d in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Asian continent, while the 

US, as a global hegemonic power, enters the regional security complex 

of countries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5) 

The US government, in line with the concept of balance of power, is 

re-balancing its forces towards the region, while china is taking on a 

great power relationship standing within the region. In this situation, 

all the participants for the security matters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can be extremely sensitive for the changeable circumstances 

of security matters so that the perception of security dilemma can be 

automatically and easily prevailed.6) 

2.�Differences�in�Political�Regimes�and�Social�Ideologies�

China and North Korea maintain a totalitarian communist regime, 

while South Korea, US, and Japan are upholding the regimes of a 

liberal democracy. Although China and North Korea alike stick to 

communism, recent lifestyles of China and North Korea differ so much 

that one is inclined to question the utility of communist regime as a 

classifying tool. The Chinese economy is integrated with the world 

economy, while the North Korean regime keeps its economy and people 

highly insulated from foreign influences. 

Particularly, the North Korean system is so rigidly militarist that it 

is devoid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e complete exclusiveness 

of the regime allows for no window of pluralism or flexibility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7) 

Furthermore, North Korea’s continuous provocative nuclear and 

5) Ibid., pp.122-123.

6) Robert Art, “The United States and the Rise of China”, in Robert Art & Robert Jervice, 

International Politics : Enduring Concept s and Contemporary Issues, (London : Pearson 

Education Press, 2015. pp.320-326.

7) James Carafano. “Implications of Iran Negotiations for North Korea”,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29, No 2, 2015,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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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le threats against the world bring upon itself heavy international 

sanctions. And the brutally horrific politics of North Korea’s young 

political leader seems to undermine his effort to secure the North Korean 

regime. In this context, one can make an empirically based observation 

that North Korea will not give up its nuclear weapon development 

program and will not permit gradual economic changes for the prosperity 

of the North Korean people at all.

China obviously wants to maintain a strong securit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on one hand and to expand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on the other. This sort of complex combination of 

various regime types among three nations spread the perfect, negative 

influence in building a security common ground in the region.

Meanwhile, the US is persistently revealing its national security 

purpose in building and reinforcing the global order. The global order 

of the US is definitely a liberal one, which is based upon the rule of 

law and multilateral institutions that support the freedom of navigation, 

commerc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nuclear non-proliferation.8) 

It goes without saying that China and North Korea. are confronted with 

US principals. 

South Korea and Japan willingly support these US commitments, 

sharing the liberal democratic values with each other. However, 

hyper-nationalism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till remains and 

sometimes has caused a political stalemat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regards with the issues of Japanese historical distortion regrad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Korea. As a result, during the years 

when Park Gyun Hae took office as the president, South Korea-Japan 

relations had suffered for more than three and a half years and under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 the South Korea-Japan relationship 

has not been moderated yet. 

The Chinese regime is antagonistic to the US intervention in the 

8) John Ikenberry, Liberal Leviathan : The Origin, Criss, and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World Order,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pp.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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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affairs on the basis of liberal and moral standards. The Chinese 

do not still fully adapt themselves to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or 

global standard that the US pursues. The Chinese hyper-nationalism, 

mainly encourag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focusing on 

popularizing a sense of Chinese-centered regional order under the ideal 

catch phrase of “Chinese Dream”.9) Exacerbating the situation is this 

kind of Chinese sentiment that has been growing out of popular 

struggles against anti-imperialism rather than the internal political 

changes. Therefore, the Chinese government can easily fabricate, with 

confidence, domestic opinion so that it goes against the US intervention 

in China. As a result, the deep Chinese national sentiments have been 

easily mobilized in the political and security troubles with the US and 

Japan, and recently in the THAAD missile arrangement issues with 

South Korea and the US.10)

3.�The�Severe�Security�Competition�between�the�US�and�

China

China has been persistently demanding a new type of great-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since the summit talks between 

Obama and Xi in 2013. A new type of great-power relationship refers 

to something other than a liberal international order under which the 

US-led global standard that has been built during the post-war US 

hegemony. China wants to lead security relations on the Northeast 

Asian continent in its own way, rather than as an agent of the US-led 

global standard. 

China has been boldly arguing that the Pacific Ocean is large 

 9) Mingfu Liu, The China Dream : Great Power Thinking and Strategic Posture in the Post 

American Era, (New York : CN Times Books, 2015), pp.34-35.

10) Bruce Klingner, “The Importance of THAAD Missile Defense”,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29, No 2, 2015,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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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ugh to be commonly shared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at the 

Chinese claim to the South China Sea should be recognized. As the US 

strategic interest lies in the prevention of China from gaining 

predominance over the Asian continent, it is obvious for the US not to 

bandwagon with the Chinese claims. Therefore, the US has no intention 

whatsoever to tolerate the building of artificial islands by China in the 

South China Sea.11) 

The US involvement in the East Asian security Zone is more than 

welcome by South Korea and Japan, particularly because South Korea 

absolutely depends on the extended deterrence of US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t is China whose strategic interest is 

undermined by the enhanced intervention by the US forces in the 

Northeastern Asian region, mainly induced by the consistent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s the US military intervention has 

been extended in the Korean peninsula, Chinese stance towards North 

Korea is likely to be firm, regarding North Korea as its own precious 

and unchangeable security asset.12) 

Although China wants to have a chinese-centered Asian model of 

security cooperation, it is still ambiguous whether China wants to forge, 

with the help from Russia, a common front against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in the region. It is also not clear whether the Chinese 

and Russian leaders’ agreements on the chinese support of the Russian 

strategy in Ukraine and the Russian support of the Chinese strategy in 

Eastern and Southern China Seas adamant respectively. Particularly, in 

front of Trump’s recent security challenges against China, the prospect 

of the Chinese and Russian security collaboration can be easily turned 

into questionable matters.13) Therefore, in this context the Chinese 

11) Imogen Sanunders, “The South China Sea Award : Artificial Islands and Territory”, 

Australian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4, No. 2, 2016, pp.121-122.

12) Er-Win Tan, The US versus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 Mitigating the Nuclear 

Security Dilemma, (London : Routledge, 2015), pp.121-134.

13) Uri Friedman, “The Testing Ground for Trump’s Russia Policy”, The Atlantic Daily, July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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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of regionalism can be revealed as the chinese centered a 

limited continentalism, which is mainly focused on blocking the US and 

Japanese security involvement in the Northeast Asian Continent.14) 

4.� The� Consistent�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ts frequent threats of arousing war have caused the Chinese leaders 

to partially share the same perspective of the US and South Koreans. 

So far, China seems to be officially, but somewhat reluctantly, cooperating 

with the US in drafting international sanctions and enforcing them 

towards North Korea. 

It has been revealed that China wants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two Koreas for th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s a 

result, it is hard to think of a solution to the security problems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considering the role of the Chinese 

government. However, Chinese’ persistent call for the Six-party Talks 

after North Korea’s fifth nuclear test has been taken as an unrealistic 

and a deceptive manipulation to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 development program and the forth and 

fifth nuclear bomb tests in 2016, and the continuously developing ICBM 

capability make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by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not feasible until North Korea completely discontinues the 

on-going nuclear bomb and missile launching test. 

As a matter of fact, the continuous North Korean nuclear tests 

greatly heightens the security crisis in the region. Recently, North 

Korea claimed that it has miniaturized a nuclear warhead that can be 

fit onto ballistic missiles and that it can deliver a preemptive nuclear 

14) For the concepts of Regionalism and Continentalism, Lucia Rivera Rana, Beyond Regionalism 

: The Future of Regionalism, Continentalism?, (London : Routledge, 2000),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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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ke against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Although severe and 

unilateral sanctions have been imposed on North Korea, the question 

still remaines whether the measures would be effective enough in 

persuading North Korea to abandon its provocative nuclear weapon 

program.15) 

Hard-liners in the US think that although China supports enforcing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t still sees North Korea as an 

unchangeable strategic asset to China. They are extremely suspicious of 

the fact that China is confident enough to manage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 program issue and that North Korea cannot be 

militarily challenged in the region if China can sufficiently manage 

North Korea. Their worst case scenario is that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can play the role of Israel in the Northeast Asian 

continent.16)

On the contrary, most of the South Koreans’ strategic understandings 

are very optimistic in nature. The South Korean people consider, in 

geopolitical terms, that China is an integral part to Sou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they think the US, as a close alliance, is an essential 

entity to South Korea in terms of maintaining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is kind of strategic understanding leads South 

Koreans to think that to effectively manage the US and Chinese global 

strateg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superpowers shoould not 

forego the strategic importance of South Korea. However, this kind of 

relatively self-centered and optimistic understanding is ever-more 

vulnerable for the small states, entangled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because there are no cases in history where the great powers pandered 

to the wishful thinking of the small powers.      

15) Alan Dupong, “This Time, Ignor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is No Longer an 

Options”, The Australian, July 6, 2017.

16) Abdul Ruff, “Solution for North Korea Nuclear Issue Lies in Israel”, Modern Diplomacy, 

April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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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erritorial�Disputes� in� the�Reg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re are four cases of territorial 

disputes over the dominance of islands and maritime sovereignty. Those 

are firstly territorial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Diaoyu/Senkaku 

Island), secondly Kuril Islands dispute between Russia and Japan, 

thirdly Tocdo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finally Ieodo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Among them, the Chinese and Japanese 

territorial dispute has severely intensified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diplomatic conflict into the military counteractions during the last 

decade.17)

The territorial disputes in Northeast Asia have been displayed as 

playing the role of a detonator for revealing hyper-nationalisms which 

are often linked to military strategic values, economic advantages, 

national pride, political populism, public opinions, and energy resources, 

etc. The problem of territorial disputes, highly linked with nationalism 

within the region, has a tendency to easily expand the original problem 

into the area of other problems, in regards with the distorted 

understanding on the past history and a self-centered, emotional feelings 

of nationalism. 

In the history of diplomatic negotiation in the regional territorial 

disputes, it is obvious that each nation’s particular nationalism has 

worsened the possibility of a solution. Therefore, without any solution 

for the dispute involving nation’s nationalism, the countries enmeshed 

in the dispute have no choice but to discuss the strict principles, 

clinging to their own self-centered national interests, which can easily 

adapt to the emotional sentiments of the people. If there is no effective 

solution in paving the road for making common ground to solve the 

deepening cultural and historical sediments, the territorial disputes 

17) Shantnu Roy-Chauhury, “The Senkaku Islands Dispute”, International Policy Digest, 

August 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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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be maintained as a great source for the enlargement of highly 

unstable regional security situations, which can easily induce an 

unexpected military conflict.18)  

Ⅲ.�The�Cultural� Restrictive� Factors� in�Building� a
Security�Mechanism� in�Northeast� Asia�

 

1.�The�Influences�of�Romantic�Nationalism�in�Northeast�

Asia

Romantic nationalism is the form of nationalism in which the state 

derives its political legitimacy as an organic consequence of the unity 

of those it governs. This includes, depending on the particular manner 

of practice, the language, race, culture, religion, and customs of the 

‘nation’ in its primal sense of those who were born within the culture. 

This form of nationalism arose in reaction to dynastic or imperial 

hegemony. This form of nationalism also seriously excluded the logic 

of rationalism, which was the main column in the enlightenment 

philosophy.19) 

The ideas of J. J. Rousseau and J. G. Herder inspired much in 

establishing the early romantic nationalism. Particularly Herder greatly 

provided inspiration in stressing that geography formed the natural 

economy of the people, and that their customs and society developed 

along the lines of their favored, basic environments.20) 

18) Ryang Kang, “Islands Disputes in East Asia and the Role of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 The Cases for Korea-Japan, Russia-Japan, Korea-China, and China-Southeast Asian 

Nations”, Nation and Politics, Vol. 17, No. 1, 2011, pp.99-130. 

19) Isaiah Berlin, The Roots of Romanticism,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2013), pp.1-3.

20) Ryang Kang,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Romantic Nationalism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Korea Association of Chinese Studies, Vol. 57, No. 4, 2016, pp.223-225.



The Political and Cultural Restrictions in Building a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 Kang Ryang  319

During Napoleon’s reign and his attempt to take over Europe, 

German intellectuals saw the increasing importance in creating an 

economically, politically, and socially unified nation, independent from 

other European countries. It is a well known account that in Prussia, 

the development of spiritual renewal as a means to engage in the 

struggle against Napoleon was argued by G. Fichte.

Fichte stressed the importance of “German Geist” as the inseparable 

concept of the ‘nation’. It is the typical legacy of the romantic nationalism 

to divide ‘we’ and ‘they’ by the standards of parentage, language, religion, 

custom, and historical heritage. Despite the fact that the original 

romantic nationalism shares some ideological values of Rousseau’s 

liberty and equality concepts, it maintains very strong risky elements 

of supporting irrational counter-reformation activities, which can be 

misled into Nazism or Fascism and any other notorious totalitarian 

ideas. Killing other races with cultural oppression in extreme racism 

can be remembered as the most painful historical error, in which a 

distorted romantic nationalism could have carried out.21)

After Meiji revolution, Japanese intellectuals inherited German 

romantic nationalism. In order to build a modern-state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Germany, which had been in the process of late 

industrialization, building a strong, unified, and powerful modern-state 

in a very short period under the ‘Kaiser’ leadership, was the best model 

for Japan to follow up.

The famous Japanese philosopher in Meiji period, Fukuzawa Yukichi, 

had ambitiously translated most of the imported western modern 

languages into Chinese charactered Japanese languages. Among them, 

he translated German concept of ‘Volk’(folk) into ‘nation’. At the same 

time, he also translated ‘state’ into ‘nation’ as well. Because of the two 

concepts in one same word, the meaning of ‘nation’ brought about 

serious confusions for the Asian intellectuals in understanding and 

21) Ibid., pp.2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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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guishing precisely the differences between ‘nation-state’ and 

‘state-nation’ as one of the forms of modern-states.22) 

In the process of idolizing the Japanese Emperor, he effectively 

utilized the concept of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Emperor and 

his people, and created the concept of “Japan Geist” (Japanese Spirit), 

which originated from the ‘German Geist’ in the German romantic 

nationalism.23)

Meanwhile, after the Empress Dowager Cixi’s counter-revolution 

against the chinese reformists (1899), Kang Yu-wei and Liang Qi-chao 

fled to Tokyo and associated with Fukuzawa and his friends. Particularly, 

Liang was greatly influenced by Fukuzawa on the theory that the 

‘nation’ was an organism which was formed by the national spirit. He 

enthusiastically translated many Japanese thoughts on romantic 

nationalism and introduced them to the Chinese intellectual society. 

Liang’s theory of ‘the great Chinese ethnicity’ and the nation-oriented 

nationalism greatly influenced the mental world of Chinese intellectuals, 

including Mao Zedong, who establish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in 1949. 

Shin Chae-ho, a Korean modern philosopher, was deeply influenced 

by Liang and he wanted to theorize the basic concepts of the romantic 

nationalism to fight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to liberate Korea. He 

fully recognized the concept of the ‘nation’ as an organic and historical 

body and he crea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Korea, the 

concept of Hanminjok (One Grand Chosun Ethnic Nation), which had 

been prosperous in the 5 thousand years’ splendid history at the 

territories of both Korean peninsula and Manchuria. He also redecorated 

the myth of Dangun (Tenggri), who built up the ancient Chosun nation 

about 5 thousand years ago, to emphasize the purity of Chosun nation. 

Shin Chae-ho made an effort to advocate the ethnic Korean 

22) Ibid., pp.225-226.

23) Elichi Kiyooka, The Autobiography of Yukichi Fukuzawa,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pp.11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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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ism to unify a national resistant awareness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His collective resistant awareness of having nation’s 

political self-determination and independence had been strongly linked 

with history, culture, and ethnic solidarity. Until now, Shin Chae-ho 

has been admired by the South and North Korean people as the 

reformer and fighter for the national independence and specially as the 

creator of the concept of Hanminjok.24)

2.�The�Influence�of�Romantic�Nationalism�in�the�Current�

Political�Regimes� in�Northeast� Asia�

After World War II, Japan accepted the liberal democracy as an 

essence of political regime under the guidance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lthough Japan established a high level of civil democracy 

and economically abundant nation-state, the influence of romantic 

nationalism still exist in the roots of society.

So far, the Japanese right-wing politicians still highly venerate the 

Emperor and admire the value of the so-called “Japan Geist”. They are 

exclusively expressing an intention to romanticize the Japanese spirit 

of pacific war and to glorify the achievement of the Meiji movement as 

a leader of Asia against the Western inventions. The Japanese efforts 

to romanticize its past history are recently causing much diplomatic 

disorder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South and North Koreas 

and China. Therefore, if Japan does not solve the problem of 

romanticizing the past history, Japan can hardly be a decent leading 

country in the futuristic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RC, the Chinese ethnic nationalism 

against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western imperialism had been 

largely reflected. In the basic ideas in Maoism, the romantic elements 

24) Ryang Kang, op. cit., pp.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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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eroism, collective culture, and Chinese ethnic nationalism had 

highly been intermingled. The present PRC is running a complex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in terms of both a communistic regime and a 

liberal market economic system. Therefore, this regime seems to be not 

based upon the original international communism. In a sense, PRC 

is running a kind of totalitarian republicanism, which reveals and 

encourages a strong organic solidarity between the top leaders and 

their people.

Because of this aspect, there is a great tendency that the power of 

Xi would be rapidly increased despite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expansion of middle class people in the society. However, as 

the nation’s title, PRC, implies, China is likely to face the problem of 

the people’s sovereignty in the long run.25)

After liberation of Korea, and despite his great efforts to plant the 

liberal democracy in South Korea, President Rhee Syng-man also 

created and occasionally utilized ‘one nation principle’ as a symbol for 

building both Korean nationalism and anti-communism. It could be 

understood that although one nation principle was created to remove 

many threatening elements of internal social system at that time, it 

became the obstacle in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ism and liberalism 

in the South Korean society of the liberal democracy. Thus, the South 

Korean liberal democracy could be misunderstood, that it natural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group loyalties rather than individual 

values in an immature civic community.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also combined the concept of the 

nation for the purposes of achieving national mobilization and Korean 

unification. He restored the Hyeonchungsa Shrine and the statue of 

Admiral Yi Sun-shin, and tried to rediscover other traditional cultures 

and national consciousness to encourage an internal social solitude.26)

The nationalism discourse of the radical student movement between 

25) Ibid., pp.312-313.

26) Ibid.,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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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te 1980’s and the early 1990’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displayed 

the forms of organic nationalism, suggesting national unification as 

a keyword. Conceiving the nation as an organism validated the 

appropriateness of national unification. The discourse of unification 

changed its direction toward emphasizing national unification, as an 

organism along with criticism of South Korea’s economic subordination to 

the US and Japan, Anti-Americanism for the practical independence, and 

a new situational understanding on North Korea.27)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racteristics in the South Korean 

nationalism might be the parentage-based ethnic nationalism. It might 

not be difficult for the researchers to encounter the various kinds of 

public surveys regarding Korean ‘nation’ and nationalism in which more 

than 70% of the South Koreans consider ‘blood’ as the most important 

standard for the Korean rac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the 

parentage-centered characteristic is the basis of South Korean 

nationalism. 

At first, North Korea denied nationalism but followed the Stalin’s 

concept of the national ideology in the Communist’s frame until the 

1960’s. However, North Korea’s national ideology became connected to 

the Juche (Self-Reliance) ideology in 1970-80s.28) Nation was defined 

as a social group where blood, language, culture, and territorial 

commonness are on the basis through the history of independence of 

people who used to live as clan and tribes. Being outside of the Stalin’s 

concept of nation, North Korea’s own concept of nationalism was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idolizing Kim Il-sung as an hero-king 

for the North Korean people, it was a well known story that Kim 

Il-sung directly ordered his close ideology researchers to plagiarize the 

cases of idolizing the Japanese Emperor soon after Meiji revolution.

The concept of North Korean nationalism in the Kim Jung-il era 

27) Ibid., pp.311-312.

28) Kwang-Chul Kim, The Political Starategies of Kim Il-Sung Nationalism : A Critical 

Analysis, (Seoul : Book-lab, 2014), pp.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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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me much more romantic and cultural. In 1989, Kim Jung-il said 

“nation is a nation-state living in a same territory with one blood, 

language, and culture.” If he directly borrowed and indoctrinated the 

concept of nation from the Hanminjok (One Grand Chosun Lace) theory 

of Shin Chae-ho, making himself as the legitimized heritor of Dangun 

(Tanggri), who governed the grand territories of both Korean peninsula 

and Manchuria, the heroic ruler of North Korea is automatically 

legitimized to unify and to govern the currently divided two Koreas i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it is quite strategic for North Korea 

to intentionally establish the concept of nation in order to pave the 

road for achieving highly goal-oriented mission of revolutionizing 

South Korea.29)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romantic nationalism, such as heroism, 

historical illusion, myth, superiority of ethnic nation, collective entity, 

nation as an organic body, and a self-centered political culture, etc., 

definitely hampers constructive efforts to make a guiding principle for 

building a peaceful security mechanism in the region. Particularly it 

makes it extremely hard to find any attempts of bargaining over each 

nation’s sovereignty and softening each nation’s borders in the region.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facilitate a constructive environment 

for solving the problem of hyper-nationalism and historical antagonism 

in the region, a deep and wide comparative analysis of each nation’s 

romantic nationalism should be followed.

Ⅳ.�Conclusion

It is obvious that there are deep and profound barriers for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to pursue a cooperative security mechanism. 

Particularly, a strong sense of sovereignty and hyper-nationalism makes 

29) Ibid.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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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sibility of softening the border, which can be assumed to be the 

beginning stage for a constructive way of confidence building, extremely 

far-off. Furthermore, a general issues for human security and regional 

welfare programs are also easily overshadowed by the frequently 

occurring, various military-oriented security confrontations in the region.

Under the circumstances, it is undeniably very hard to define and 

classify the main sources of restrictive factors in building a security 

mechanism in the region. Nevertheless, this paper has been focused on 

molding the two patterns of analytical elements. As the political 

restrictive factors in building a security mechanism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t has classified and pointed out the following five 

elements. Firstly, the strong geopolitical impacts exist in the form of a 

security complex, in which each nation’s major security problems 

cannot be reasonably analyzed and resolved apart from one another. 

Secondly, there is a huge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regimes and social ideologies among the nations in the region. South 

Korea and Japan follow the international liberal order of the US, while 

on the contrary, China and North Korea are going against the US-led 

international liberal order. Such regional circumstances hamper 

constructive dialogues among nations. Thirdly,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is creating a heavily 

competing security situation, in terms of pursuing their own hegemonic, 

goal-oriented, global and regional strategies. In the competition process, 

China seems to be consumed with understanding the challenges of 

Japan solely in terms of regionalism against continentalism. Fourthly, 

there are consistent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threats, and 

hence the main element of the security crisis in the region. At present, 

this issue has been understood as the most pending issue to be solved 

in the region. Finally, a longer existing serious territorial disputes 

have been activated as a great barrier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particularly this has done a role of detonator for the habitual national 

confrontations, motivated by the distorted history and the cultu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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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perceived emotionalism.

As for the cultural restrictive factors in building a security mechanism 

in this region, this paper has also pointed out that a different 

acceptance of romantic nationalism has generally motivated a great 

misperception in building a common ground for a confidence building 

measure among nations. It cannot be arguable that a distorted historical 

and ideological perception, which has been based upon the romantic 

nationalism in this region, often causes a hyper-nationalism and a 

feeling of historical antagonism. So far, these two factors have served 

as the main sources of persistent national conflicts in the region. 

Nevertheless, the fact that the influence of the romantic nationalism 

in the four Northeast Asian nations, despite its huge negative role in 

the constructive dialogue among the states, can be the first step for 

building the common ground for making a peaceful security mechanism 

in the region if this matter of the complicated cultural influences in 

the region can be successfully analyzed and mod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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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북아지역 내 안보협력체형성을 가로막는 정치, 

문화적 장애요인

강  량*30)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집단안보와 관련된 지역협력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

에는 먼저 체제와 이념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의 강한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작

동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개별국가 내부의 사회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이 매우 강하며, 세 번째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미-중 관계의 대립적 

구도가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의 과도한 경쟁관계를 유발하고 있는 동시에, 네 

번째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위협이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인 위협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 장기간 미해결상태에 있는 도서 분쟁이 항시 

관련국가들 사이에서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적대

적인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동시대적인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런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의 근원적인 발생요인으

로도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동북아 개별국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강력한 민족

주의 성향과 과거사와 연관된 역사인식에 따른 문화적 이질성의 내면에 존재하

는 낭만적 민족주의요소가 동북아 개별국가들 간의 신뢰형성과정을 강력하게 가

로막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9세기말에 동북아에 유래된 낭만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교국가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통한 절충점의 발견은, 역설

적이지만,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극심한 갈등과 대립국면이 심화된 동북아지역 

내의 국가들이 군사안보 및 정치경제차원에서의 보다 원활한 협력관계를 도모하

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공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핵심어: 낭만적 민족주의, 지정학, 도서분쟁, 지역협력체, 과거사, 북한 핵, 

미중대립

논문접수 : 2017년 9월 2일ㅣ논문심사 : 2017년 11월 15일ㅣ게재확정 : 2017년 12월 12일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331

Strategy 21 기고 방법 및 원고 집필요령

Ⅰ. 기고 방법

 

1. 보내실 글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미발표 논문이

어야 하며, 순수창작물이 아닌 경우 그 내용을 밝혀야 하고, 학술성과 시

사성을 갖춘 논문이어야 한다.

2.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에 기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3.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있다.

4. 논문 기고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kims@kims.or.kr)

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요약(영문)(400자 내외) 및 핵심어(3～5개)를 포

함시킨다.

5.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 정보(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

락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명기한다.

6. 본문은 논문 제목을 첫머리에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본문과 각주에

는 저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시나 서술은 하지 않아야 한다.

7. 원고 집필요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게재

하지 않는다. 

Ⅱ. 원고집필요령

1.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이 포함된 본문과 참고문헌을 합하여 A4 

용지 20매 이내로 한다. 분량 계산은 <글>의 문서정보-문서통계를 기

준으로 한다.



332  

2.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표기

  가. 인용

      1) 직접 인용은 “   ”로 표시한다. 단, 인용구가 3행 이상일 때는 본문

과는 별도의 단락으로 작성하되, 본문 활자보다 1포인트 작게 한

다.

      2)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문의 끝 부분 상단에 주 번호를 달고 

그 인용원(引用源)을 각주에서 밝혀 준다.

      3) 재인용의 경우에는 누구의 어느 책에서 재인용한 것인지 그 인용

원(引用源)을 그대로 밝혀야 한다.

  나. 각주 작성요령

      1) 저서(예)

         가) 이서항,국제해양법과 정치(서울: 오름, 2001), p.302.

         나) Partha Bose, Alexander the Great’s Art of Strategy (New 

York：Gotham Books, 2003), p.98.

      2) 논문

         가) 남궁 곤,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질서의 구성주의적 이,”국제

정치논총제43집 제4호(2003), pp.7-30.

         나) Joseph S. Nye,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8, No. 4 (Winter 1999), p.21.

      3) 편저서

         가) 이홍구, “마르크스와 정치이론,” 이홍구 편, 마르크시즘 100

년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4), p.120. 

         나) Susan Strange, “IMF: Monetary Managers.” in Robert W. 

Cox and Harold Jacobson eds, The Anatomy of Influ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3), p.277. 

      

      4) 번역서

         죤 베이리스 (John Baylis) 저, 박창희(옮김), 현대전략론(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pp.156-157.



 333

      5) 학위논문

         홍길동, 조선시대 병영 연구, 국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4), 

pp.25-26.

      6) 세미나 및 학회 발표논문

         김창수,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정책,” 아태지역 국가리더십 변화

와 안보 도전: 유럽과 아시아의 시각, 안보문제연구소 제3회 국

제공동학술회의(2013. 4. 11), p.71.

      7)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

          가) 황병무(2001), p.300.

          나) Bose(2003), p.90.

          다) 남궁 곤(2003), pp.25-28.

          라) Nye(1999), p.27. 

      8) 인터넷 자료

         홍길동, “한국의 국방정책,” http:// www.dic.mil/jcs/core/nms.html 

(검색일: 2005. 5. 4).

      9) 일간지 및 주간지의 기사와 칼럼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00일보(2003. 4. 19).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Weekly Review, May 3, 

2002, p.19.

  다. 참고문헌 작성요령 

      1)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

보를 기재하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

지 않는다. 

      2)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외국

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각 문헌

별로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3) 참고문헌의 기본 양식은 각주 작성요령과 동일하다. 다만 마지막

의 쪽수는 제외한다.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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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