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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G2시대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미·중간의 갈등은 트럼프행정부 출범이후에도 연

속성을 보이고 있다. 일단 북핵문제 해법에 있어 미국이 중국에게 ‘북한 제재를 강화

하라’고 압박하면 중국은 ‘미국이 북한과 먼저 대화하라’고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

령은 중국이 북핵문제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신도 ‘하나의 중국’문제에 협조할 수 

없다고 중국을 자극하거나 환율조작국 지정 등 무역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 발

언을 쏟아내며 대중국압박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등 양국 사이의 긴장관계는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다.

2016년 10월에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

석은 ‘핵심(核心)’이라는 호칭을 받으며 중국의 최고 권력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중국몽(中国梦)을 실현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중화민국의 부흥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부국(富國)과 강군(强軍)을 함께 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와 군사력발전을 통한 강국화 전략’을 추구하여 1842년(아편

전쟁에서 패한 후 불평등 조약 체결)부터 1949년(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의 ‘굴욕

의 세기’를 바꿔보겠다는 정치적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1) 

트럼프 행정부 역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국익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더해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2) 트럼프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힘을 통한 평화’를 선언

하고,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 중시 및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전략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아

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을 계승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유지와 해상에서 국

가이익 수호를 위한 개입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양국의 대결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중국은 ‘정보화 조건하 

국부전쟁 승리’를 목표로 군의 현대화를 다방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4월 첫 자국산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에 대한 진수식을 가지고 

향후 4척의 항모를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30대의 무장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는 초대형 강습상륙함 건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3) 중국 해군력의 발전

1) 백병선, “트럼프 집권기 주변 4강의 리더십간 역학관계 전망 및 한국의 해양안보,” 『국가전략』 23권 2
호(2017), p148, p.162.

2) 김현욱,“‘협상가’ 트럼프 힘에 기반, 아시아 개입 강화한다.” 『통일한국』 Vol.398.(2017),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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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역 군사강국을 표방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기가 중·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가속화 될 예정인 바, 현대화·정보화 된 무기체계는 중국이 기존의 ‘평화발전’의 대전

략은 기본적으로 계승하더라도 군사력 운용목적과 행태에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추진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역시 해군력의 대폭적인 증강을 약속하였다. 미 해군은 트럼프의 지원 약속

에 고무되어 355척 해군 계획을 수립했고 2030년의 미국 해군은 현재보다 훨씬 막

강한 해군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함대 앞으로(3rd Fleet Forward)!

라는 구호에서 보듯이 트럼프 정부 이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태평양 함대 

2개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2017년 1월 5일 3함대의 모항

(母港) 샌 디에고를 출발한 칼 빈슨 항모전투단은 지속적으로 3함대의 지휘를 받으며 

5월인 현재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에 있다.4)

이러한 강대강(强對强) 형태의 양국 대립은 중국이 급부상한 군사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미국에 직접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가시적인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수 있

고, 그 중에서 해양 분쟁은 양국의 주요현안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

리오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양국 간의 갈등이 무력을 동원한 일촉즉발 단계로 전

개되었던 사례가 존재한다. 2015년 10월, 미 7함대 소속 이지스구축함이 대잠초계

기와 함께 남사군도의 Subi reef(중국명 주비자오) 12해리 이내로 항해했을 때, 중국

이 이를 ‘불법침입행위’로 간주하고 구축함 2척을 출항시켜 경고조치를 했던 것이

다.5) 또한 2017년 2월, 미국의 항공모함인 칼빈슨함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정기적인 

작전 수행에 돌입하자 중국은 남중국해에 미국 군사력의 접근이 심각한 주권 침해라

고 주장하며 향후 반발의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6)

중국은 2015년 발표한 군사전략에서 ‘해상군사투쟁’과 ‘해상군사투쟁준비’를 강조

하고, 중국군의 작전방향을 해상방면으로 명시하는 한편 주요위협을 대만독립 세력

과 남·동중국해 권익을 침범하는 외부세력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7) 이에 대하

여 미국의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까지 미해군력의 60%를 태평양지역에 배치

3) “중국, 해군굴기 박차, 초대형 강습상륙함 건조 착수,” 『세계일보』(2017년 3월 31일).

4) 이춘근, “트럼프 시대 미국 해군력 현황과 전망,” 『Strategy 21』 20권 1호(2017), p.25.

5) Subi reef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매립을 진행하고 있는 7개의 암초/사주 중의 한 곳임); “힘 對 힘… 
‘잽’ 날리는 美·中”, 『조선일보』, (2015년 10월 28일).

6) “미 칼빈슨함 남중국해 전개…미·중 갈등 또 고조”, 『연합뉴스 TV』 (2017년 2월 18일).

7) 이상국,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군몽(强軍夢) 구상과 군사안보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3호
(2015),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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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수호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8) 또

한 중국해군의 군사력사용과 작전영역이 확대되고, 주요 해상 지역과 세계안보이슈

에서 존재감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친미성향의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분쟁은 미

국의 개입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전자인 중국해군의 현대화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해상의 주요전력으로 사용될 해군함정 능력의 균형

을 분석해 보는 것은 분쟁발발 시 우세여부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중국해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각도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국제정세관과 안보관, 군사력건설과 운용의 목적과 방향, 군사력

현대화, 무기체계 발전방향 등에 대한 분석을 다양하게 시도하였고, 안보·국가정책을 

바탕으로 군사력 건설동향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왔다.9) 국외에서는 

CSIS, RAND 연구소에서 해마다 중국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동향을 연구하고 있

고, 그에 따른 함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로 미·중의 세계전략이나 지역안보전략에 

따라서 세력투사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연구들이나 해양력 우위에 따라 미중의 행위

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의들이 대부분이다.10)

물론 그러한 논의들도 타당성이 많으나 다음 사항도 병행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안보전략을 구현할 때 군사력 수준의 영향이 중요한 만큼 기존의 개념적인 

미·중의 안보전략 논의를 벗어나 구체적인 군사력 비교가 필요하다. 둘째, 양국 간의 

분쟁 발발 시 전투수행개념으로서 미국의 JAM-GC(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8)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ne 17, 2016. 
p.65. 

9) 기술품질연구원, 『중국 해군 현대화와 미국의 대응전략』(진주: 기품원, 2014); 서정경, “중국의 해양대
국화와 미중관계” 『국제정치학회보』 제50집 2호(2010); 차도회, 『동아시아 미중 해양패권 전쟁』(서울: 
북코리아, 2012); 이대우,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과 미중갈등』,(세종연구소, 2014); 황재호,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군사력평가와 전망”, 『전략연구』 통권 62호(2014), pp.5-33; 박병광, “중국의 안보전략
과 군사적 부상”, 『한국군사문화연구』 제16기(2013), pp.133-161.

10) Christopher. H. Sharman, China Moves Out: Stepping Stones Toward a New Maritime 
Strategy, INSS(2015); Michael S. Chase, Jeffrey Engstrom, Tai Ming Cheung, Kristen A. 
Gunness, Scott Warren Harold, Susan Puska, Samuel K. Berkowitz, China’s Incomplete 
Military Transformation, RAND(2015); Timothy R. Heath, Kristen Gunness, Cortez A. 
Cooper, The PLA and China’s Rejuvnation, RAND(2016); Anthony H. Cordesman & 
Joseph Kendall, The PLA Navy, CSIS Burke Chair In Strategy(2016); RAND연구소의 The 
US-China Military Scorecard(2015)는 자체 모델링을 통해 동태적방법으로 2017년 미·중의 분야
별 군사력균형을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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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s)와 중국의 반접근/거부전략(A2/AD)의 구현수단으로서 해군력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는 바, 군사력 중 해군력의 비교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해군의 현대화 추세를 분석하고, 

그것이 작전운영과 전력건설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볼 것이다. 이후 2020년 대만해

협과 남사군도에서의 분쟁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투입 가능한 양국

의 전투함정들의 전투능력의 균형을 비교할 것이다. 특히, 2020년은 중국 군사력 현

대화의 2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지금은 비록 중국의 해군력이 전반적으로 미국에 

뒤처져 있지만,11) 수년 내 지속적인 현대화 노력의 중간결과로서 양국의 해군력 우세

를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분쟁시나리오를 상정한 두 지역은 중국

본토로부터 근접성의 차이가 있는 지역으로 지리적 차이가 양국의 군사력균형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해볼 수 있는 지역으로 적합하다. 

Ⅱ. 중국해군의 전략과 무기체계 현대화

1. 중국해군 전략의 변화

중국 전략의 개괄적 연구를 다룬 ‘전략학(2013)’에 따르면 중국의 해군전략은 크게 

3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쳐 왔다. 1단계는 1949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로 그 시기 해

군전략은 ‘연안방어’였다. 중국해군이 창설되던 1949년 당시 이제 막 성립된 중화인

민공화국의 중국 공산당 정권에게 가장 큰 해상안보 위협은 국민당군대의 침입과 해

상교통로의 봉쇄였다. 그러나 50년대 중반 중국해군은 장비와 능력의 부족으로 단독

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연안에서 육·공군과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후 점차 체계적인 장비를 갖추고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게 되자, 해군전략은 

육상전투의 연장이었던 ‘연안방어’에서 벗어나 해상에서 독립적으로 전투를 하는 ‘근

해방어’로 서서히 변해가게 되었다. 그렇지만 당시 해군의 임무는 주로 소련의 위협

에 중점을 두는 수준이었다.12)

2단계는 1980년에서 21세기 초까지로 이 시기의 해군전략은 ‘근해방어’이다. 등소

평이 모택동의 후계자로 중국의 실권을 장악하고, 차츰 중국 최고지도자로서의 입지

11) 이상국(2015), p.31.

12) 김덕기, 『21세기 중국 해군』(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0), pp.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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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굳히며, 1979년 7월 근해작전의 해군전략수립을 지시했다. 해군은 국가중앙군사

위원으로 임명된 류화청(1916~2011년) 지휘 하에 새로운 전략에 대한 논의를 실시

하였고, 1985년 말 근해방어 전략을 확립하였다. 여기서 근해를 제1도련(First Island 

Chain)에 포함된 서해·동중국해·남중국해로 구분하고, ‘적극적 근해방어전략’을 추

구하기 시작한다. 특히,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미국의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과 군의 첨단화 흐름을 이라크전 등을 통해 지켜보면서 중국군에 

대한 ‘정보화’와 ‘비접근전(Non-Contact Warfare)’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고, 이 

기간 동안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현대식 군사력 구축에 주안점을 두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전략은 국가통일, 영토수복, 해양권익보호,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해상침략

에 대한 억제와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해군의 평시임무는 국가통일의 

실현과 수호,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의 보호, 국가외교정책지원, 해상침략방지 및 해상

분쟁에 대한 대응 등이며, 전시 주요임무는 해상공격 대응 해상교통로 보호 및 핵반

경 작전참가로 명시하였다.

3단계는 2004년부터 현재에 이르며 ‘근해방어, 원해호위’ 전략이다. 중국해군이 

원해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 배경에는 중국이 지켜야 할 핵심 국가이익이 해양으로 

확장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원료와 상품의 원활한 

수출입을 위해서 해상교통로의 확보가 필요해졌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개

발 등으로 해양에서 권익보장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높아졌다. 중국의 입장에서 해양

에서 국가이익이 포괄하는 범위가 이미 ‘근해’를 넘어섰고, 근해 밖의 해역에서 중국

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군사위협에 대응 할 수 있는 해군력을 필

요로 하게 되었다. 전략학(2013)에서는 이 전략과 관련하여 중국해군에 8가지 주요

임무를 강조한다. ⓵ 대규모 전략작전 수행, ⓶ 해상군사침입 억제 및 저지, ⓷ 도서

주권과 해양권의 수호, ⓸ 해양교통운송 안전보장, ⓹ 해외에서의 국가이익과 자국민

의 권익수호, ⓺ 핵억제와 핵반격, ⓻ 내륙지상작전 지원, ⓼ 국제해양안보 수호이다. 

이 밖에 2015년 5월에 발표된 중국 국방백서에 따르면 중국해군은 근해방위 및 원해

호위형의 결합을 언급하였다. 이는 아덴만, 소말리아해역에서 선박호송 등을 통해 중

국해군은 원해활동 중 국제협력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13)

위와 같은 중국해군의 원해호위전략은 작전운영개념과 전력건설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 첫째, 작전운영개념 측면에서 보면 이전의 수동적 방어개념이 

적극적 방어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해군은 2015년 7월, 대규모 실사격 

13) 무로카 테츠오著, 이진성譯, 『중국안보전략보고』,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2016),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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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  병행하여 남해에서 대규모 도서탈환 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2013년 3월에

는 대형상륙함 ‘징강산함’을 기함으로 한 함대가 중국관할도서 주변을 항해하며 조기

경보기 등과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상륙함 전대는 돌격상륙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중국함대가 미야코해협과 바스코해협을 통과하여 서태평양에 진입하여 

함재헬기의 비행훈련과 해상보급훈련 등의 정기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2013년 10월

에는 ‘기동 5호’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합동 실병력이 제1도련선을 돌파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14) 이는 중국해군이 적극적으로 전진 배치되어 중국 본토에 대하여 종심

타격하는 적을 방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동시에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는 원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전술적으로나 결정적 국면에서는 공세적으로 

활용할 수 도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전력건설 측면에서 원해방위의 해군전략은 수평선 너머의 거리에 위치한 미해

군의 수상 및 잠수함 전력에 대해 원거리에서부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력기반 건설

에 영향을 주었다. 그 내용은 ⓵ 원거리에서 수상함을 탐지하고 추적하는데 사용되는 

장거리 탐지체계, ⓶ 정  대함 순항미사일(ASCM) 및 사거리 2000km이상의 대함 

탄도미사일(ASBM), ⓷ 장거리 타격과 향상된 성능의 무장을 탑재한 수상함, ⓸ 어뢰

와 순항미사일로 무장한 더욱 조용하고 거대한 신형잠수함 등 4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15) 이를 통해 중국은 연장된 사거리와 성능개량 된 센서들로 획득된 탐지 및 감

시체계의 정보를 원거리 타격능력이 향상된 전투함정 등에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일

련의 킬체인 과정을 구축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우

수한 항공력들이 더욱 긴 이동시간을 수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대응시간을 확보할 뿐

만 아니라 국지적인 해양우세를 원해에서부터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2. 중국해군 무기체계의 현대화 추세

가. 현대화 내용 : 해군함정 중심 

중국 해군은 1990년 초 4,200톤급 뤼다(Luda)급 구축함 건조를 시작으로 2020년

대 중반까지 함정 건조 관련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킴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수상함을 

건조해 왔다. 중국은 2006년 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메니(Sovremenny)-II 미사일탑재 

14) 무로카 테츠오(2016), pp.10-11.

15) E. Heginbotham etc, The U.S.-China Military Scorecard: Force, Geography, and the 
Evolving Balance of Power(Santamonica, RAND, 2015),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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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함을 마지막으로 도입한 이후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로 구축함을 자체 건조 중이

다. 최근 건조된 루양(Luyang)-I/II(Type 052B/C) 구축함은 중국 해군함정 중 가장 

현대화된 수상함이다. 특히 중국 해군이 2010년 이후 자체 개발한 수직발사대(VLS: 

Vertical Launch System)와 다기능능동위상배열레이더(Multi-functional Active 

Phased Array Radar)를 장착한 Luyang-II 구축함은 향후 중국해군의 주력이 될 

것이다. Luyang-II급 구축함에는 사거리 약 90km인 HHQ-9 함대공미사일과 사

거리 240km인 YJ-62 함대함 순항미사일이 장착되었으며, 최근 취역한 중국형 이

지스함(Chinese Aegis)으로 불리는 신형Luyang-III급 구축함은 사거리 130km인 

HHQ-9ER 함대공미사일과 이지스함 킬러로 불리는 220km의 YJ-18 함대함순항미

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Luyang-III 구축함은 위에서처럼 외형상으로는 미국의 이지스

함과 유사하다. 중국 해군은 이 구축함을 3척 보유 중이며, 2018년까지 12척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은 미국 해군의 DDG-1000(Zumwalt)급과 유사한 Type 055 

구축함을 건조 중이며, 2020~2030년 사이에는 중국 해군의 주력 함정이 될 것이다.

미국 해군정보국은 ‘중국해군보고서’에서 중국해군이 2020년 초까지 추가 항공모함

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미국형 또는 스키점프를 가진 러시아형 및 영국형 항모 

중 어느 형태의 항모가 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랴오닝(Liaoning) 항모 외에 1~2척의 항모를 추가하여 2020년 이전

에 항모함대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비해 고정식 항공기

의 탑재량이 적고, 항공기의 작전반경도 제한되며 전자전을 수행하는 특수지원항공기

도 없는 등 제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잠수함 능력에서 중국 해군은 잠수함 전력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0~2005년에 건조된 밍(Ming)급, 송(Song)급, 위엔(Yuan)급-I 재래식 잠수함은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러시아로부터 8척의 Kilo급 재래식 잠수함을 추가로 도

입할 계획이다. Yuan급은 공기불요추진체계(AIP: Air-Independent Propulsion)

를 보유한 가장 최신화된 재래식 잠수함으로 12척이 있으며, 8척이 더 건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재래식 잠수함은 대함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나 예인 소나가 

없어 자국의 주요 해상교통로를 위협하는 적국의 수상함을 탐지 및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 반면 신형 공격핵잠수함은 중국 본토로부터 떨어진 해역에서 정보

획득, 탐색 및 정찰과 對수상함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중국 잠수함은 

미국 잠수함처럼 대(對)잠수함전과 지상전략목표 타격 등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

행할 수 없다. 그러나 JL-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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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istic Missile)이 장착된 진(Jin)급 전략핵잠수함은 해상억지능력을 갖추게 될 것

이다. 중국의 잠수함은 소음 등 장기간에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지속 투자하면서 잠수함 건조 관련 기술을 향상시킨다면 향후 잠수함 

정숙도 등 많은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16)

중국해군은 상륙함 능력에서도 함정의 현대화와 성능시험, 초수평선(Over The 

Horizon)작전이 가능한 상륙강습원정군 편성을 통한 합동연습으로 능력을 향상해 

오고 있고, 이는 현재 인도주의와 해적퇴치작전에 상륙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중국은 4대의 Yuyi급 중형 공기부양선(LCMA), 4대 이상의 헬기, 50

대 이상의 장갑차를 탑재한 채 장거리 전개가 가능한 2만톤급 Yuzhao급(Type071) 

대형상륙함 3대를 건조하였고, 곧 4번째 상륙함이 전력화 될 예정이다. 후속 상륙강

습함(Type081)은 헬기용 비행갑판이 완전 통합된 형태로 더욱 대형화될 전망이며, 

남중국해에서 군수지원이 가능한 상륙함인 Yuting-Ⅱ급 2대가 건조 중임에 따라 원

해작전에 있어 더욱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로부터 도

입한 2대의 Pomornik급 다목적 공기부양정을 2대 더 건조 중에 있으며, 민군통합정

책에 의거 2015년부터는 민간여객선과 로로선(RO/RO Vessel)을 항구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작전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17)

나. 중국해군의 현대화 특징

전술한 중국해군의 현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의 3가지 특징을 발견

할 수 있다.

첫째, 중국군 잠수함의 작전중점이 대양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1>은 중국의 디

젤 및 핵잠수함의 증강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20년에도 여전히 디젤잠수함이 전체 

잠수함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대식 디젤잠수함에 순항미사일을 

장착하여 위협범위를 확대하고, 최근 소음저감기술 발달로 성능을 개량하고 있지만 

디젤잠수함은 순항속도가 핵잠수함의 1/3 수준(8노트)밖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재

급유없이 기동할 수 있는 범위이상에서의 전투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초계 및 

공격활동을 위하여 교대해야하는 잠수함 숫자가 1.5배 정도 증가한다.18) 따라서 디

16) 김덕기, “미국 해군정보국 보고서를 통해 본 중국 : 개괄적 함의”, 『주간국방논단』(KIDA, 2015), 
pp.4-5.

17) DoD,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pp.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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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잠수함이 이러한 취약성과 제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잠수함 대비 수적으로 

우세한 것은 아직 중국이 1,000마일 이상의 대양으로의 전개에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잠수함 전력은 적어도 중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분쟁지

역이라 할 수 있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운용하기에 최적화되어 능력이 증강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2005년 2014년 2020년

디젤잠수함 51 59 63

핵잠수함 8 9 11

계 59 68 74

<표 1> 중국의 디젤 및 핵잠수함 증강현황

* 출처 : 미해군정보국(ONI) 보고서(2015), p.18.

둘째, 중국해군 함정들의 작전영역이 수평, 수직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림 1>은 중국해군의 전투함 수와 시대별 전력구조의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

이다. 중국해군은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전체 함정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

으나 이것은  근해임무를 수행하던 주요 전투함의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동기간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전체 숫자를 보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력구조로 인해 이 시기부터 작전영역이 점차 

원해와 심해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일임무를 근해에서 수행하던 수상함 

집단에서 1도련선 내에서 다양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전투함구조로 전환

됨은 물론 능력의 향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형성해나가

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8) E. Heginbotham et. al.(2015), pp.17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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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전투함 전력보유 추세 

* 출처 : Anthony H. Cordesman & Joseph Kendall(2016) p.27.

셋째, 중국해군 현대화 비율이 증가함에 따른 억제능력의 향상이다. <그림 2>는 중

국해군의 현대화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중국해군은 현대화된 주요 전투함정을 

지속적으로 획득해 온 결과, 이제 거의 모든 함정에 대해서 60% 이상의 현대화를 보

여주고 있다. 중국해군은 현대화를 측정하는 기준(parameter)으로 잠수함의 경우, 

저소음과 대함순항미사일(ASCM) 발사기능을 보유해야 하고, 주요전투함정은 적어도 

2개의 지역에서 다목적 임무가 가능해야 함을 제시하였다.19) 이런 특성으로 볼 때, 

탑재된 탄도·순항미사일과 감시레이더 등의 증강된 능력은 전투수행의 정교함과 위

협으로 이어지고, 이는 적으로 하여금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도록 만들게 될 것이다. 

즉, 전력 투사를 위해 접근하는 국가의 전력을 작전구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하여 적의 위협을 분산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 Anthony H. Cordesman & Joseph Kendall(2016),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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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국해군 함정 현대화 비율 추세

* 출처 : IISS, Military Balance 1985~2016  

Ⅲ.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의 해군력 균형 분석

국가 간 군사력 균형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발발가능성이 

높은 형태를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그곳에서 군사적 분쟁의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서는 동아시아 지역 중 대만해협과 난사군도에서의 위기를 상정하고, 

위에서 논의된 중국해군의 현대화 양상이 2020년 경 어떻게 수치상의 균형으로 나타

나는 지 제시한 후, 그 의미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분쟁시나리오와 고려요소

미·중의 해군력 균형을 살펴보기에 앞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국 

간의 분쟁 양상과 양측의 전략, 투입전력 규모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대만해협의 경우, 중국이 지속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1996년 이후 대만과의 군사적 충돌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양안문제는 늘 

중국의 급소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대만이 중국의 하나의 정책에 수긍하지 않고 친

미, 우일, 남진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것은 여전히 긴장의 불씨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

서 충분한 상륙함(정)전력으로 동시에 2개의 기계화사단과 1개의 기갑여단의 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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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중국이 해군함정에 의한 국지적인 해양우세가 확보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대만에 상륙작전을 기습감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은 대

만을 지원하기 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해군력을 급파하여 개입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난사군도는 중국과 아세안(ASEAN) 국가 간 영유권분쟁이 상존하여 갈등

이 촉발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특히, 남중국해의 9단선(9 dash-line)을 중심으

로 만약 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논쟁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해 무력으로 상륙강습작

전을 시도할 경우, 역시 이곳에서 미·중간 해군력의 충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양국간 군사적 대결은 중국의 반접근/거부전략과 

미국의 공해전투개념의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중국은 사이버 및 우주

자산을 이용하여 미국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그들의 기습 상륙의도가 알려지지 않

도록 한 채로 여건을 조성한 후, 상륙군이 대륙을 출발할 때 이를 알게 된 미군전력이 

작전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항모킬러 탄도미사일 동풍-21D, 잠수함 

전력, 최신예 전투기를 동원하여 분쟁지역에서 주도권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해군이 펼칠 수 있는 전략은 3개의 방어선(Defensive Layer)

을 동시에 방어하는 개념이다. 제1방어선은 연안으로부터 540~1,000해리 떨어진 해

역으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일본이 포함되는 해역이며, 대함탄도미사일과 잠수함이 

주된 방어 수단이 될 것이다. 제2방어선은 연안으로부터 270~540해리 떨어진 해역

으로 베트남과 일본의 오키나와를 잇는 해역이며, 잠수함과 해군항공대 전력이 주요 

수단이다. 제3방어선은 연안으로부터 270해리 떨어진 해역으로 한국과 대만을 잇는 

해역이다. 이 해역에서는 수상함과 잠수함, 항공기, 해안방어 순항미사일(CDCMs: 

Coastal Defense Cruise Missiles) 등이 효율적인 방어 수단이다.20)

한편 미국은 다음 3단계의 작전을 구사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전으로 중국

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먼저 사이버공격과 전자전 등으로 선제공격을 수행

하여 상대의 전장 네트워크를 무력화내지는 약화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미국

과 중국이 상호공격을 벌이는 단계로 양측은 정 유도무기, 레이저무기, 기타 미사일

방어체계를 활용하여 적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로 

미국은 해·공군을 중심으로 합동으로 전장을 돌파 및 전력투사의 조건이 형성되면 지

상군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공지전투를 수행할 것이다.21)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해

20) 김덕기(2015), p.3.

21) 최우선, “미국의 새로운 상쇄전략과 미·중관계”, 『주요 국제문제 분석』(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5),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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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력은 공해전투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분쟁의 전 단계에 걸쳐서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즉, 함정에 장착된 정 유도미사일과 항모의 항공기로 중국군의 함정과 상륙

군을 향해 공격하여 미군전력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후 중국군의 지휘통제체계 무력

화 및 해양우세를 확보하여 중국군의 작전수행을 무력화하는 한편 미군의 주도권 확

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간의 해군력 균형 분석을 위해서 두 가지 고려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지리적 

근접성으로 분쟁지역이 중국본토에 근거리인지 아니면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운용하는 측에 이점이 될 수도 있고, 제한점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전력규모 및 성능이

다. 이 부분은 지리적 요소와 연관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분쟁상황 발생 시 양측이 

동원할 수 있는 보유전력의 성능과 더 관계가 깊다. 즉, 양측이 보유한 전력의 총보유량 

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감성, 정비, 대전략에 의한 전력배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측의 동원가능 전력규모

를 도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전력규모 가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중국의 함대주둔지에서 분쟁지역까지의 거리 

* 출처 : Anthony H. Cordesman & Joseph Kendall(2016), p.195.

함정은 배수량에 따라 전투반경이 결정된다. <그림 3>은 중국의 각 함대로부터 분

쟁지역까지의 거리를 표시한 것이다. 중국은 대만해협의 경우 거리상 고속정22)을 포

22) 본 연구에서 말하는 중국의 고속정(Fast Attack Craft)은 Hubei급을 말하는 것으로 구축함 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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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3개 함대에 배치된 전체 해군전력이 투입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남

중국해의 경우 동해와 남해함대의 전력을 기준으로 파악하였는데, 거리가 멀 경우 소

규모 함정들은 교대주기가 잦아짐에 따라 전투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곤란하고, 상륙

의도의 노출방지와 미국과의 확전가능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북해함대의 전력투입은 

배제하였다. 

미국의 전력은 일단 중국의 효과적인 사이버작전 수행으로 사전 상륙정보가 노출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 본토나 대서양에 배치된 전력의 증원은 제한된다고 

가정하여 미태평양사령부 예하의 3, 7함대에 배치된 전력으로 규모를 파악하였으며 

두 시나리오에 투입되는 전력이 동일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함정 들은 현대화된 함정으로만 판단하였다. 미국은 

2014년 QDR을 바탕으로 국방예산에 따라 2020년 6월까지 군에 인도될 전력 중 아

시아 태평양지역에 배치될 60% 전력 중 예비전력, 우발상황에 대비한 헤지(hedge)

전력, 정비 등의 요소 들을 고려하여 80%만 작전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고, 

중국은 현대화 계획에 따른 전체 보유가능 수량에 현대화율을 적용하고 그 중 2/3만

이 실제 작전에서 운용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아울러 작전 시 군수지원은 원활

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재래식 탄도 및 순항미사일이 운용 가능한 상태이며, 우

주 및 대우주자산도 운용중이다. 지상기반 및 해상기반 핵전력이 대기상태를 유지하

며 그것은 순전히 억제와 자체보호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전투과정에 투입

될 함정의 전투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2. 시나리오 분석23)

  

가. 대만해협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본토에 근접한 지형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어 근해작전만 

가능한 배수량이 적은 초계함이나 유도탄 고속정의 투입이 경우에 따라 가능하며 북

배치되어 강력한 화력지원이 가능한 전력을 의미한다.

23) 본 연구에서는 양측의 전투함정의 성능을 파악함에 있어 ‘가중치 부여 정태적 군사력 균형 비교방
법’을 사용하였다. 가중치는 러시아 해군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러시아가 미 해군과의 함정 
전투능력 비교 시 시용되던 수치를 원용하였다.(http://rusnavy.com/nowadays/structure/ 
techreadiness2012/러시아 해군) 함정은 그 자체가 다양한 정 무기체계와 감시체계 등이 통합된 
단일 플랫폼으로서 각 유형별로 엄 한 시뮬레이션과 변수를 종합하여 비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 자체가 복잡하고, 같은 종류의 함정 간에도 성능차이는 많이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개된 정보
를 획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전투지수가 절대적인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으로나마 계량화하여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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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함대전력도 재보급 없이 전투수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미국은 일본, 

괌,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는 전력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

함으로 구성된 항모강습단 형태로 분쟁지역에 접근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

형 전투함정을 활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투입되는 규모에 있어서 수적인 차이가 많

이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군이 해양우세를 확보하고, 중국군의 상륙저지와 증원

전력 차단을 위해 보다 많은 전력들이 요구되며 추가전력이 도착할 때까지 장기간의 

소모전에서 버티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구  분
가중치

(Weight)

중국 미국

대수 전투지수 대수 전투지수

잠수함

핵추진잠수함 5 9 45 28 140

디젤잠수함 3 30 90 - -

소 계 39 135 28 140

수상함

항공모함 6 2 12 5 30

순양함 4 - - 6 24

구축함 3 17 51 36 108

호위함 3 28 84 - -

초계함 1 20 20 11 11

고속정 1 44 44 - -

소 계 111 211 58 173

상륙함

대형상륙함 4 - - 5 20

중·소형상륙함 3 180 540 - -

소 계 180 540 5 20

계 330 886 91 333

<표 2> 대만해협(Taiwan Straits) 시나리오에서 미-중 해군력 비교

* 출처 : DoD(2016), Annual Report to Congress; CSIS(2016), The PLA Navy; Roger Cliff(2015), 

China’s Military Power; ONI Report(2015)의 자료들을 비교하여 재구성.

<표 2>는 대만해협에서 양국의 동원가능한 함정 숫자와 전투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잠수함의 전투지수 비교에 있어서 미국이 다소 우세한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상함에서는 중국이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의 고속정 전력지수를 제외하면 역

시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상륙함규모에서 숫자가 큰 것은 대만

해협과 중국 본토와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공기부양정을 포함한 소형상륙함도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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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군사력 균형 수치비교를 통하여 2020년 중국이 대만해협을 통하여 기습적

으로 상륙작전을 시도했을 때 미국이 개입할 경우, 해양우세를 확보하고 군사적으로 

성공을 자신할 만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항공모함전력에서 미국이 우세하

다고 하더라도 좁은 해협에 큰 함정이 기동하여 해양우세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부가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상륙작전을 긍정

적으로 평가하거나 모험을 감행 할 경우 도발성공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 경

우, 중국의 유도탄 고속정들이 수적우세를 바탕으로 작전해역 주변에 매복해 있으면

서 미국 수상전력의 전투수행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미국과 대만의 전력 소모를 초래

하게 할 경우 달성될 수 있다. 

나아가 이렇게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적 우위를 경쟁할 수 있다는 사실은 중국지도

부로 하여금 만약 중국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타국과 전쟁 수행 시에도 미국의 개입

을 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억제력에 손상

을 가함은 물론 위기상황 발생 시 중국 내에서 군사력 사용여부에 대한 찬반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지리적 근접성이 양호한 지역의 경우 중국이 지속적

으로 해군력의 현대화를 추진할 경우 2020년 이후에는 중국 우세의 격차가 더욱 커

질 가능성이 있고, 대만해협에서 미국의 해군력 우위는 점점 상실될 것이다. 

나. 난사군도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해군전력이 대만해협 시나리오와 달리 본

토에서 원거리인 관계로 임무 중 교대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사

용이 제한된다. 이러한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이 지역에 인공섬을 설치

하여 보급기지로 삼거나 미국 함정들의 진입과 기동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의 측면에

서는 항모의 접근가능 공간이 넓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성이 덜 민감한 지역이

기 때문에 해군력 사용은 더욱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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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중치

(Weight)

중국 미국

대수 전투지수 대수 전투지수

잠수함

핵추진잠수함 5 5 25 28 140

디젤잠수함 3 25 75 - -

소 계 30 100 28 140

수상함

항공모함 6 1 6 5 30

순양함 4 - 0 6 24

구축함 3 15 45 36 108

호위함 3 26 78 - -

초계함 1 16 16 11 11

고속정 1 36 36 - -

소 계 94 181 58 173

상륙함

대형상륙함 4 2 8 5 20

중형상륙함 3 27 81 - -

소 계 29 89 5 20

계 153 370 91 333

<표 3> 난사군도(Spratly Islands) 시나리오에서  미-중 해군력 비교

* 출처 : DoD(2016), Annual Report to Congress; CSIS(2016), The PLA Navy; Roger Cliff(2015), 

China’s Military Power; ONI Report(2015) 자료들을 비교하여 재구성.

<표 3>는 난사군도에서의 양측 국가의 전력투입규모와 전투지수이다. 중국의 투입

전력규모를 살펴보면 대만해협위기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중에서 상

륙함의 숫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대형상륙함이 작전에 동원됨에 따라 상륙지

역에 2개 사단 규모는 충분히 상륙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 

전투지수를 비교해 보면 미국이 잠수함과 수상함에서 여전히 우세를 점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해양우세를 쟁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해군력의 차이를 감안할 때 중국이 2020년에도 남

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지역을 무력으로 상륙하여 점령하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두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해양우세 확보에 대한 강·약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대만해협과 같이 본토와 근접한 지역에서 분쟁 발생 시 중국해군의 강점

은 보유량에 있어 미국에 비해 우세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양적우위로 적의 화력을 

소진시켜 질적 열세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모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륙작전 

시 공중 및 해양우세 확보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쟁이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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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수록 중국이 원래 추구했던 목표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의 블루릿

지함과 같은 최첨단의 지휘함이 부족한 점은 네트워크 전장 하 지휘통제 및 통합전투

능력의 약화가 예상된다.

미국은 최첨단 항모전력과 잠수함의 능력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중 및 해양우세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뛰어난 감시정찰자산 능력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중국해군을 표

적화하여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전력도 보유하고 있어 타격체계와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지역에 접근함에 있어 동맹국 기지와 항모의 의존성이 

높다는 점은 제한점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작전지역까지 전개하는 시간이 2일에서 7

일까지 소요되는 만큼 만약 중국이 미국의 군사개입을 최대한 저지하는 가운데, 분쟁

당사국에 대해 신속히 승리하고 정치적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전략을 갖고 있을 

경우 미국의 적시적인 전력투사가 지연되어 미국의 역내 영향력 약화로 직결될 가능

성도 배제 할 수 없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에서 미·중간의 군사적 충돌 시 우세여부를 해군함

정능력의 균형을 비교함으로써 예측한 것으로 다음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작성되었다. 첫째, 해군전략 변화와 무기체계 현대화분석을 통해 미·중의 현대화

된 해군력의 균형을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 지리적 근접성의 차이는 해군력의 균형

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시사점을 유추해 보는 것

이었다.

중국이 상정하는 전쟁은 ‘국부전쟁’으로서 강대국과의 전면전이 아니다. 중국은 주

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와 같은 지역에서 주변 약소국을 상대로 자국의 이익을 수호

하기 위한 제한전쟁을 선호한다. 이러한 특징은 현대 중국이 수행한 다수의 전쟁에서

도 드러난다. 중국은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해 무력을 매우 현실적인 수단으로서 사용

해 왔고, 상황을 관망하며 장기간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완전히 상황이 무르익었

다고 판단될 경우 무력을 사용해 오고 있다.

중국의 해군력은 기술적 측면에서는 아직 미국 등 선진국에 뒤처지고 단기간에 우

위를 점하게 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은 해군력의 현대화를 통해 

충분히 그 능력을 강화시켜왔고 얼마든지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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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다. 특히, 대만해협과 같이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해군력운용이 가능

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군의 해군력은 동아시아에

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최근 서사군도 인근 베트남 경제적 배타

수역 내에서 석유시추를 강행하거나 난사군도에 인공섬을 설치하는 것은 이러한 군

사적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으로도 중국은 성장한 해군력을 동원

하여 분쟁 상대국에 대하여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려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진정한 강국이 되기 위해서 여전히 더 많은 현

대화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중국정부가 2016년 국방비증가율을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국내총생산의 7.6% 수준으로 결정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것을 두고 이제 중국의 군사력이 기존의 대규모 노후장비 교체를 지향하던 ‘현대화

(modernization)’ 수준을 벗어나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개

혁(reform)’ 수준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중국해군은 남

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역사적 해양권익과 원해(遠海)에서의 ‘적극적 방어(active 

defense)’에 전념해야 하는 중국해군이 원해작전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

태평양, 지중해 및 흑해까지 진출해야 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불가피한 충돌에 대비하

기 위한 ‘차세대 해군력’ 건설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24) 

중국해군의 발전 속도는 중국 경제의 성장과 맞물려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해군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해군이 어떻게 자원을 분배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한중국 해군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과 관찰은 중국이 계속 대외적으로 평화적인 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줄 것인지 전

망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24) 윤석준, “2016년 중국 全人代 국방비 증가율 결정의미와 시사점”, KIMS Periscope(한국해양전략
연구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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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PLAN Modernization Trend and Prospects 
for Balance of U.S-China Naval power in the East Asia

25)Kwon, Jeong Wook*

The tens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form the two pillars of the G2 era, 
seem to have persisted even after the Trump administration inaugurated.  The strong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in recent foreign security issues may drive to develop 
an inadvertent military conflict, and it is high likely to occur in the maritime 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analyze the balance of modernized naval 
forces in the PLAN through naval strategy changes and weapons system modernization 
trend, but also to predict the impact of the geographical proximity difference on the 
balance of naval forces in the disputed areas. 

It examined the impact of distance and geography on naval power by assessing the 
modernization pattern of the PLAN and capabilities in the context of two scenarios at 
different distances from China by 2020: one centered on Taiwan and the other on the 
Spratly Islands.

The PLAN’s strategy had impact on operational concept and forces construction. 
First, from the viewpoint of operation operational concept, it can be seen that the 
passive defense is changing into active defense. Second, in terms of power 
construction, it can threaten the surface and submarines of U.S power from a 
distance. And they generated follow three features; The ocean is not the focus of 
Chinese submarines, Horizontal and vertical expansion of Chinese naval vessels, The 
improvement of the suppression ability as the Chinese naval modernization ratio 
increases.

The strength of the PLAN is dominant over the U.S in terms of reserves, and it can 
complement the qualitative deterioration by utilizing nearby bases in the vicinity of 
the mainland, such as the Taiwan Strait. However, due to the shortage of aircraft 

* ROKAF Major, Graduate Student in K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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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er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take some time to secure the advantage of air 
and ocean in the amphibious operation. Therefore, as the dispute is prolonged, China 
may fail to achieve its original goal. In addition, the lack of cutting edge Commanding 
Ships may bring to weaken the C2 capabilities. 

At results, it is expected that PLAN will not be able to have a superiority in the 
short term due to lagging behind U.S advanced technology. Nevertheless, PLAN has 
strengthened its naval power through modernization sufficiently and it is highly likely 
to use force. Especially, it is more likely in the region where the naval power operation 
like the Taiwan Strait is possible with the almost equality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China will continue to use its naval forces to achieve a rapid and decisive victory over 
U.S in the close area from the land. 

Key Words: PLAN modernization, Balance of Naval Forces, Spratly Islands, Taiwan 
Stra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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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해 해빙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미국 국립빙설

자료센터(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에 따르면 북극해 해빙의 면적은 

2018년 4월 현재 1,370만 km²로 관측되었으며, 이는 1987-2010년 평균 대비 98

만 km²가 감소한 수치이다. 베링해와 바렌츠해의 빙산면은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였

으며, 4월에는 오호츠크해에서 해빙의 쇠퇴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1) 2017년 러시아

의 북측연안에 위치한 북방항로를 통한 물동량은 전년도 대비 40퍼센트 증가한 974

만 톤으로, 대부분은 러시아의 북극 자원 운송에 의한 항행이다.2) 

이러한 북극해 환경의 변화는 북극항로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가능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북극해 항해는 크게 베링해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북방항로(Northern Sea Route: 

NSR), 캐나다 본토와 북부 도서를 따라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 공해와 북극점을 통한 항로(over the top)로 분류할 수 있다.3) 북방항로

와 유사한 용어로 북동항로(Northeast Passage)가 있으며 북동항로는 북방항로를 

포함하여 북유럽과 노르웨이의 노스 케이프까지의 항로를 의미한다. 따라서 북방항

로가 러시아의 국내운송의 개념을 가지는 반면에 북동항로는 국제적 의미를 내포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극항로’를 북방항로와 북서항로로 제한하도

록 한다. 

공해와 북극점을 통한 항로를 제외하면, 북극항로는 북극해 연안국의 관할해역에 

위치한 물류통로로서 해당 해역에서 외국선박의 항행이 북극해의 주요 이용행위가 

될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 캐나다의 북쪽 연안을 따라 위치한 북방항로와 북서항로에 

대한 선박의 항행은 러시아와 캐나다의 국내 입법과 관련 제반조치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유엔해양법협약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관할해역에 대한 연안

국의 권리를 벗어난 것으로, 북극항로 항행 선박에 대한 북극해 연안국의 규제의 범

위에 관한 논쟁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국제해양법상 북극항로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항

1) https://nsidc.org/arcticseaicenews/ (검색일 : 2018.5.10).

2)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308000261(검색일 : 
2018.5.10).

3) 송주미, “북극항로 이용현황과 러시아의 상업화 정책”, 『해양수산』, 제2권 제3호, 2012,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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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방항로와 북서항로의 

법적지위에 따른 통항제도에 관한 분쟁 경위를 러시아와 캐나다의 입장 및 이와 관련

된 타 국가들의 입장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국제법상 북극항로의 국

제항행용 해협 인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역사적 권원에 근거한 북극항로의 내수 인

정 여부를 따져본 후, 국제항행용 해협으로서 북극항로에 적용되는 통항제도를 알아

보도록 한다. 끝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 관할해역에 적용되는 통항제도에 대한 연안

국의 권리와 결빙해역에 국한된 제234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북극항로에 대한 

연안국의 규제와 이용국이 향유하는 통항권을 해역별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북극항로의 법적지위에 따른 통항제도에 관한 분쟁 경위

북방항로와 북서항로는 기후변화에 따라 상업성을 점차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배경 하에 러시아와 캐나다는 각 항로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해

리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하여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규제를 포함한 법령 제정을 통

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법상 북방항로와 북서항로에 적용 가능한 통항제도는 항로의 법적지위에 따라 

정해지는 바, 각 항로의 법적지위에 대한 분쟁 경위와 그에 따른 통항제도에 대한 분

쟁 경위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1. 북방항로의 분쟁 경위

북방항로의 법적지위에 관한 국제적 분쟁은 1963년 미국 연안경비대 소속 쇄빙선 

노스윈드선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 쇄빙선은 해양과학조사를 목적으로 해빙이 녹

은 여름철 랍티브해를 항해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소비에트 연방은 비망록을 

통해 북방항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비망록에 따르면 북방항로는 소비

에트 연방 소속 선박에 의하여 이용되어 왔으며 이 항로는 소비에트 연방의 영해와 

내수의 지위를 가진다. 특히 랍티브해와 동시베리아해를 연결하는 드미트리 랍티브 

해협과 사니코브 해협은 소비에트 연방에 역사적으로 속한다. 따라서 소비에트 연방

의 영해와 내수로 이루어진 북방항로를 통과하기 위해서 외국 군함은 사전허가가 요

구된다.4)

4) U. S. Department of States, Limits in the Seas, United States Responses to Exc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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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항로에 대한 소비에트 연방의 입장에 대하여, 미국은 외교서한을 통해 드미트

리 랍티브 해협과 사니코브 해협에 대한 어떠한 역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카

라 해협 역시 공해를 연결하는 국제항행용 해협이므로 정지되지 않는 무해통항이 적

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5) 

다음으로 1965년 미국 연안경비대 소속 쇄빙선 노스윈드선이 빌키츠키 해협에 접

근함에 따라 외교적 분쟁이 발생하였다.6) 이후 1967년 미국 연안경비대 소속 쇄빙선 

에디스토과 이스트윈드선은 북극해 일주 계획에 따라 노바야 제믈라 제도와 세베르

나야제믈라 제도의 북쪽 국제수역을 항해하려고 하였으나 혹독한 해빙 조건으로 인

해 기존의 계획과 달리 빌키츠키 해협을 이용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북방항로에 속

해 있는 빌키츠키 해협의 항행과 관련한 분쟁이 재점화되었다.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빌키츠키 해협 사건’에 따라 소비에트 연방은 30일 이전 

사전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협에 대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선박을 압류

하거나 항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을 비망록을 통해 알렸다.7) 동시에 1967년 소비에

트 연방은 빌키츠키 해협이 영해임을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표명하였다.8) 미국은 연

안 쇄빙선 에디스토선과 이스트윈드선의 북극해 일주를 포기하였으나 빌키츠키 해협

이 여전히 공해를 연결하는 국제항행용해협으로 정지되지 않는 무해통항이 적용되어

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키츠키 해협 사건’은 이후 러시아가 

국제항행용해협의 기능적 요건인 ‘국제항행에 사용되는(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은 1985년에 노바야제믈라 제도, 세베르나야제믈라 제도, 노보시비

르스크 제도의 외측에 직선기선을 설정하여 북방항로를 이루는 주요 해협들을 내수

화하였다.9) 1958년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과 1982년 유엔해양

법협약 제7조에 따라 설정된 직선기선의 내측수역은 국제법상 내수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북방항로에 설정된 직선기선에 대하여 국제법상 직선기선 설정 

National Maritime Claims, No. 112 (1992), p.71.

5) Ibid., p.21.

6) Michael Byers, International Law and the Arct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145.

7) U. S. Department of States, op. cit., p.72. 

8) Alex G. Oude Elferink, Donal R. Rothwell, The Law of the Sea and Polar Maritime 
Delimitation and Jurisdicti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1), p.283. 

9) R. Douglas Brubaker, “Straits in the Russian Arctic”,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2 (2001),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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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합치하지 않으며10) 국제항행용 해협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2. 북서항로의 분쟁 경위

북서항로의 법적지위와 그에 따른 통항제도에 관한 국제분쟁은 1969년 미국기업

인 험블오일 사의 유조선 맨해튼호의 시험항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11) 이 시험항해

는 알라스카에서 발견된 유전으로부터 생산될 원유를 보퍼트해로부터 데이비스 해협

으로 북서항로를 통과하여 수송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은 해당 시험항해

가 그 당시 선포한 3해리 영해 외측수역인 매클루어 해협을 항해할 것이며,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는 공해상 항해에 대하여 캐나다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

을 가지고 있었다. 맨해튼호는 양국의 입장을 절충하여 캐나다의 정부대표로서 장교

를 승선하고 북서항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캐나다는 맨해튼호의 시험항해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 표명에 따라 북극군도 내측

수역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0년 북극수역오염방지법(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 이하 AWPPA)을 제정하였다. AWPPA의 제정에 따라 

3해리의 영해를 12해리로 확장시켰으며, 북극군도로부터 100해리 내측수역을 항행

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12) 

다음으로 캐나다는 1973년 외교부 서한을 통해 북극군도 내측수역에 대한 역사적 

권원에 근거한 내수주장을 처음으로 밝혔다.13) 미국은 여러 차례 서한을 통해 캐나다

의 일방적 법령제정에 반대하였으며 역사적 권원에 근거한 북극군도 내측수역에 대

한 내수화 주장에 대하여 국제법상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 따라 수용할 수 없음

을 밝혔다. 이러한 캐나다의 북극군도 외측수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 및 내측수역에 

대한 주권주장에 대한 미국의 반대 입장은 미국 해군의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항행의 

자유가 저해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항행의 자유가 침해될 수 없다

는 것이 미국의 공식 문서에서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다.

1985년 미국연방경비대 소속 쇄빙 감시선 폴러 시호의 북서항해에 따라 북서항로

10) U. S. Department of States, Limits in the Seas, Continental Shelf boundary: Turkey- 
U.S.S.R. and Straight Baselines: U.S.S.R., No. 109 (1988), p.9.

11) 이용희, “북극 북서항로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2012, p.95.

12) Michael Byers, Suzanne Lalonde, “Who controls the Northwest Passage?”,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42 (2009), p.1150.

13) Donat Pharand, “The Arctic Waters and the Northwest Passage: A Final Revisit”,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8 (2007), p.11.



34  STRATEGY 21, 통권43호 (Summer 2018년 Vol. 21, No. 1)

의 법적지위에 대한 분쟁이 다시 발생하였다. 그 당시 캐나다는 외교서한을 통해 북

서항로가 자국의 내수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북서항로를 항

행할 선박은 캐나다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캐나다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북서항로가 국제항행용 해협임을 주장하였다.14)  

이러한 배경 하에, 1985년 캐나다는 영해 및 어업수역법에 근거하여 북극에 존재

하는 모든 도서를 포함하는 직선기선을 설정하였다.15) 그러나 유럽연합과 미국은 캐

나다가 설정한 직선기선이 국제법상 받아들여지는 원칙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외교서한을 통해 밝혔다. 

캐나다의 북극군도와 관련된 역사적 권원, 직선기선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미국은 

지난 40여년간 지속적으로 항의하였다. 캐나다는 직선기선 설정을 통해 북극군도 내

측수역을 내수화하려는 의도를 가졌으나, 미국은 북서항로는 국제법상 국제항행용 

해역으로 통과통항권을 향유함을 주장하였다.16) 즉,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항이라는 

전제하에17) 북서항로를 캐나다의 사전 통보 및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Ⅲ. 국제법상 국제항행용 해협 인정여부에 따른 
북극항로의 통항제도 검토

전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북측 연안을 따라 이루어진 북방항로와 캐나다의 북극

군도 내측의 캐나다의 본토 연안을 따라 이루어진 북서항로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항제

도에 대한 국제법적 논쟁이 존재한다. 비록 각 항로를 구성하고 있는 해협의 지리적 

상황이 상이하나 북극항로를 관할해역으로 가진 러시아와 캐나다의 각 항로에 대한 

법적 입장 및 규제 체제는 비슷하다고 판단된다.18) 

먼저 양국 모두 역사적 권원에 근거한 항로의 내수 주장을 통해 북극항로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방항로를 구성하는 해협과 관련하여 드

미트리 랍티브 해협과 사니코브 해협에 대한 역사적 수역 주장만 공식적으로 하였을 

14) Donat Pharand, op. cit., p.4.

15) Territorial Sea and Fishing Zones Act, R.S.C., c.T 7 (1970) (Can.). 

16) James Kraska,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and the Northwest Passag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22 (2007), p.267.

17) 유엔해양법협약 제38조 제2항.

18) R. Douglas Brubaker, op. cit.,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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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그 외의 해협에 대한 역사적 권원에 입각한 주장은 명시적이지 않다.19) 

따라서 국제법상 북방항로와 북서항로의 역사적 권원 인정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도출된 역사적 권원의 인정 여부를 전제로 하여, 유엔해

양법협약상 북극항로의 국제항행용 해협 요건의 성립 여부에 따른 북극항로에 적용 

가능한 통항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북극항로의 내수 인정 여부

유엔해양법협약상 역사적 권원은 제15조의 영해 경계획정에 관한 규정과 제298조 

제1항 (a)(i)의 강제적 분쟁해결제도 적용의 선택적 예외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 역사적 권원과 유사한 용어로써 역사적 만이라는 용어가 제10조와 제

298조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역사적 권원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기준

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20) 역사적 권원의 국제법상 존재 인정 여부는 최근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판정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재판소는 

남중국해 사건에서 역사적 권리와 유엔해양법협약상 사용되고 있는 역사적 권원의 

비교를 통해 각각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판시한 바 있다. 동 판정문에 따르면 역사적 

권원이란 육지 또는 해양에 대한 역사적 주권에 관하여 사용된다. 역사적 수역은 단

지 해양에 대한 국가의 역사적 권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로, 이 때 동 수역의 

법적 지위는 내수 또는 영해로 간주된다.21)

역사적 권원을 인정받기 위한 요구조건에 대한 연구로서, 유엔 사무국은 1957년 

역사적 만에 대한 보고서와 1962년 ‘역사적 만을 포함한 역사적 수역의 법적 제도

(Juridical Regime of Historic Waters, including Historic Bays)’에 대한 보고

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따라 역사적 권원을 획득하였다고 판단받기 위해서 

연안국은 일반적으로 주장 수역에 대한 권한 행사(The authority exercised over 

the maritime area claimed), 권한 행사의 지속성(The continuity of such 

exercise of authority), 역사적 권원에 대한 외국의 인정(The attitude of foreign 

states)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2) 

19) Alex G. Oude Elferink, Donal R. Rothwell, op. cit., p.281. 

20) Donat Pharand, op. cit., p.5.

21) South China Sea Arbitration (Philippines v. China), Award, PCA, 2016, para. 225.

22) United Nations, Juridical Regime of Historic Waters, Including Historic Bays, UN Doc. 
A/CN.4/143, 1962, para. 185; Peter Malanczuk,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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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장 수역에 대한 권한 행사의 경우, 연안국은 주장 수역에 대하여 그 국가의 

영토와 같은 정도의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장수역은 역사적으로 연안

국의 국가 영토의 일부를 이루어야 하며, 그 관할권 행사는 주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의 관할권행사는 독점적이며 명시적,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요건인 권한 행사의 지속성이란 앞서 살펴본 권한 주장국의 해당 수역에 

대한 독점적인 관할권 행사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

다. 이 때 상당한 기간이란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

야 하며 주장국의 권한 행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역사적 권원의 성립 여부의 마지막 요건인 외국의 인정이란 해당 수역의 역사적 권원 

형성에 대한 외국의 태도로 판단될 수 있다. 이 때 외국의 인정은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

나 적어도 묵인의 정도는 되어야 한다. 역사적 권원의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은 주장국

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유엔사무국이 제시한 역사적 권원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기준으로 

러시아와 캐나다가 주장하는 역사적 권원의 국제법상 합치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러시아는 과거 소비에트연방 시절인 1960년 국경법에서 내수에 대한 정의로써 “해

협들, 소비에트 연방에 역사적으로 속하는”이라는 문장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에트 연방의 자국 내수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며 ‘해협들’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어떤 해협을 의미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3) 또한 1960년대 소비

에트 연방은 북측 연안에 위치한 만에 대한 역사적 권원 주장이 주를 이루며 북방항

로를 이루는 해협에 대한 공식적인 주장은 오직 드미트리 랍티브 해협과 사니코브 

해협에 대해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소비에트 연방의 입장은 앞서 살펴본 

1964년 미국정부에 보낸 외교 각서, 1965년 해군 국제법 매뉴얼(Soviet naval 

international law manual)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1985년 노바야제믈라 

제도와 세베르나야제믈라 제도 외측에 소비에트 연방이 직선기선을 설정하기 이전까

지 정부 차원에서 북방항로 포함한 북극수역을 역사적 내수로 주장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24)25) 소비에트 연방은 오히려 노바야제믈라 제도와 세브나야제믈라 제도 내

International Law, Routledge, 7th edition, 1997, p.181.

23) William V. Dunlap, “Transit Passage in the Russian Arctic Straits”, Maritime Briefing, 
Vol. 1 (1996), p.37.

24) Ibid., p.39. 

25) R. Douglas Brubaker, Willy Ostreng, “The Northern Sea Route Regime: Exquisite 
Superpower Subterfuge?”,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0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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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는 해협에 대하여 내수가 아닌 영해의 지위를 가짐을 몇 차례 선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에트 연방의 선언을 통해, 1985년 직선기선 설정 이전까지 동 제

도에 속해 있는 해협에 대하여 내수가 아닌 영해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역사적 권원에 근거한 드미트리 랍티브 해협과 사니코브 해협에 대한 러시아

의 주권 주장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강력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역사적 권원의 마

지막 요건인 외국의 인정 또한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러시아 북측연안에 

대한 역사적 권원에 근거한 내수 주장은 국제법상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캐나다 북극군도 내측수역에 대한 역사적 권원에 근거한 내수 주장의 국

제법상 충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캐나다는 1973년 공식적으로 역사적 

권원에 의한 내수주장을 처음으로 분명히 하였다. 그 이후 캐나다 정부와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역사적 권원의 첫 번째 요건인 주장 수역

에 대한 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캐나다는 1880년 이전 영국 탐험가에 의한 북극군

도의 지도 작성이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1880년 영국으로부터 북극군도에 대한 주권 

또한 양도받았음을 역사적 권원의 주요 주장으로 이용하고 있다.26) 또한 양도 이후 

캐나다에 의한 북극군도 순찰활동과 수로조사 등을 주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캐나다는 1970년까지 북극군도 내측 수역을 내수로 간주하지 않고 영해

로 보았으며 1973년 이후에 북극군도 내측수역을 내수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에 미국 쇄빙선의 북극군도 내측수역 항행에 대하여 사전허가를 요

청받지 않음으로써 관할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캐나다는 북극군

도 내측수역에 대하여 역사적 권원 획득의 요건인 주장 수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27) 또한 역사적 권원 주장에 마지막 요건인 외국의 인정

요건에 있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반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유럽연합 역

시 캐나다의 북극군도 전체에 대한 내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

하였다. 따라서 캐나다 북극군도 내측수역에 대한 역사적 권원에 근거한 내수 주장은 

국제법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p.319. 

26) Donat Pharand, Canada’s Arctic Waters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113.

27) 이용희, 전게논문, p.106.



38  STRATEGY 21, 통권43호 (Summer 2018년 Vol. 21, No. 1)

2. 북극항로의 국제항행용 해협 인정여부에 따른 통항제도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북방항로와 북서항로에 대하여 러시아와 캐나다는 국제법상 역

사적 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전제하에, 국제법상 북

극항로의 국제항행용 해협 요건 성립 여부에 따른 유엔해양법협약상 적용 가능한 통

항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국제법상 국제항행용 해협의 개념은 1949년 Corfu Channel 사건에 대한 국제사

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다루어졌다.28) 이 사건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해협

에서 통항제도에 대하여 무해통항제도와 분명한 차이를 두었으며, 국제항행의 기능

적 요건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국제항행용 해협에서 선박의 통항권에 대하여 연안국

이 중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29) 

이후 이 사건은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6조 제4항의 작성에 영

향을 주었는데, 동 조항은 공해의 한 부분과 다른 공해 또는 외국의 영해를 항행하는 

국제항행용 선박은 정지되지 않는 무해통항을 누림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제3부를 통해 국제항행용 해협에서의 통항제도와 해협 연안국의 

법령 제정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국제항행용 해협에 대한 정의에 따라 이러한 해협에 해당하는 지리적 기준은 비교

적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능적 기준인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의 충족 요건은 명확하지 않다.30)31) 먼저 해

협이 국제항행에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요건을 강조하여 해협의 역사적 이

용을 기능적 기준의 주요 요건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반면에 현재까지 이용의 빈도

는 적으나, 향후 국제항행을 위해 이용될 잠재력을 가진 해협의 경우 기능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이 있다.  

북방항로32)와 북서항로33)는 국제법상 국제항행용 해협의 지리적 기준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 David Anderson, Modern Law of the Sea (Maritinus Nijhoff Publishers, 2008), p.119. 

2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과제, 일조각, 
2017, p.87. 

30) R. Douglas Brubaker, “Straits in the Russian Arctic”, op. cit., p.267.

31) Michael Byers, “Who Controls the Northwest Passage”,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42 (2012), p.1174.

32) William V. Dunlap, op. cit., p.54. 

33) 이용희, 전게논문, p.112.



국제법상 북극항로에서의 통항제도에 관한 연구 / 문규은  39

다음으로 국제항행용 해협의 기능적 기준에 대하여, 러시아와 캐나다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이란 국제항행용 해협의 지리적 기준을 충족한 해협에 대하여 국제항

행을 위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이용되어진 항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

한 해석에 따르면 북방항로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인 1991년부터 동 항로에 

대한 국제항행을 허용하기 시작하였으며,34) 북서항로의 경우 1903년부터 2005년 

까지 69회의 국제항행이 이루어졌다.35) 

북극항로 주변 해빙의 녹는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북극항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방항로의 경우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러시아의 쇄빙선이용료 인하 등의 

정책에 따라 항로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36) 특히, 북방항로를 이용한 북극해 자원

의 수송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북서항로는 북방항로와 비교하였을 때 상

대적으로 늦게 개발되었다. 그러나 북서항로 또한 2007년 이후 해빙이 녹아 실제로 

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37) 따라서 이러한 북극항로 이용의 축적이 잠재적인 이용 

가능성이 아닌 실질적 이용의 요건을 점차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38) 향후 북극항로를 이용한 물류의 상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제법상 

국제항행용 해협의 기능적 기준에 대한 주장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북

극항로는 현재 국제항행용 해협의 지리적 기준과 기능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북극항로가 국제항행용 해협으로 인정되면 항로마다 어떠한 통항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국제항행용 해협의 지리적 요건, 제도

적 요건에 따라 적용되는 통항제도에 대하여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39) 

첫 번째로, 일반적인 해협으로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배타적경제

수역의 다른 부분간의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이다.40) 이러한 해협의 경우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방해받지 아니하는 통과통항권을 향유한다.41) 

34) Natalia Ergina,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Navigation through the Northern Sea 
Route”, Master thesis, The Arctic University of Norway, (2014), p.23.

35) Donat Pharand, op. cit., p.38. 

36) 송주미, 전게논문, pp.112-113.

37) https://earthobservatory.nasa.gov/NaturalHazards/view.php?id=18962 (검색일 : 2017.6. 9).

38) 이용희, 전게논문, p.113. 

39) 상게서.

40) 유엔해양법협약 제37조.

41) 유엔해양법협약 제38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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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해협의 중간에 배타적경제수역이 존재하는 경우이다.42) 이러한 해협의 

경우 영해부분은 무해통항권이 적용되며, 배타적경제수역 부분은 자유통항권이 인정

된다.43) 

세 번째로, 해협이 연안국의 본토와 섬에 의하여 형성된 경우 항행상 및 수로상 유

사한 편의가 있는 공해나 통과항로나 배타적경제수역 통과항로가 섬의 바다쪽에 있

을 경우 정지되지 않는 무해통항제도가 적용된다.44) 

네 번째로, 국제항행용 해협에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 통과항로가 있으나 항행

에 유사편의성이 없는 해협의 경우 영해부분에 대하여 통과통항권이 적용된다. 그러

나 항공기의 통과통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45)

마지막으로, 동 협약 제7조에 따라 직선기선을 설정함으로써 1982년 이 협약이 채

택되기 이전까지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내수에 포함된 해협의 경우 여전히 통과통

항권을 향유한다.46)

(1) 북방항로와 북서항로를 이루는 해협의 폭이 24해리 이내의 경우 유엔해양법협

약 제38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방해받지 아니하는 통과통항권을 향

유한다. (2) 러시아 본토 또는 캐나다 본토와 섬으로 이루어진 해협의 폭이 24해리가 

되지 않는 경우 섬의 바다쪽에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공해가 존재하는 경우 정지되지 

않는 무해통항이 적용된다.47) (3) 반면에 해협의 폭이 24해리를 넘는 경우, 유엔해양

법협약 제36조에 따라 영해에 대하여 무해통항이 적용되며 배타적경제수역은 자유통

항이 적용된다. (4) 다음으로 북방항로와 북서항로를 이루는 해협의 폭이 24해리가 

넘어 배타적경제수역이 존재하나 항행상 및 수로상 유사편의성이 없는 경우 그러한 

해협의 영해부분에 대하여 통과통항권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캐나다가 1985년 설정한 북방항로와 북서항로를 포함하는 

직선기선은 유엔해양법협약 제8조 제2항과 제35조 (a)에 따라 직선기선의 인정여부

와 관계없이 동 협약의 제3부가 적용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해협의 지리적 상황에 

따라 통과통항, 정지되지 않는 무해통항, 무해통항이 적용될 수 있다. 

42) 유엔해양법협약 제36조. 

43) 이용희, 박성욱, 권문상, “무해통항제도와 통과통항제도의 비교 연구”, 『Strategy21』, 제11호, 2003, 
p.151. 

44) 유엔해양법협약 제38조 제1항, 제45조.

45) 이용희, 박성욱, 권문상, 전게논문, p.151. 

46) 유엔해양법협약 제35조 (a).

47) William V. Dunlap, op. cit.,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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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항행용 해협에서 통과통항중인 잠수함의 통항방법에 관한 해석의 문제가 

있다. 먼저 유엔해양법협약 제38조에 따라 주권면제 선박에 해당하는 군함과 잠수함 

또한 국제항행용 해협에서 계속적이고 신속히 통과할 권리를 가진다.48) 그러나 유엔

해양법협약 제3부는 잠수함이 통과통항시 잠항통항이 인정되는지 부상통항만 인정되

는지에 대한 명시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49)

잠수함의 통항방법에 관련하여 해석상의 다툼이 존재하는 가운데, 미국은 잠수함의 

통항방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잠항통항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북극해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잠수함의 통항방법이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Ⅳ. 유엔해양법협약상 북극항로에 적용되는 통항제도에 대한 분석

1. 관할 해역별 통항제도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

(1) 영해에서 선박의 무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

유엔해양법협약상 영해란 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

니하는 범위에 설정된 해역으로서, 연안국은 이 해역에서 주권을 향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권을 제약하는 중요한 제한으로써 일반관습법상 모든 선박은 영해에서 무

해통항권을 향유한다.50)

무해통항이라 함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고51) 계속

적이고 신속하게 영해를 횡단하거나 내수를 향하여 항행52)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해

하지 아니한 통항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연안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국제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방식에 의한 무력 위협 또

는 행사, 무기를 사용한 훈련이나 연습, 연안국의 안전에 해가 되는 행위, 이 협약에 

위배되는 고의적인 중대한 오염행위, 어로활동, 해양과학조사 등이 있다. 

이러한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안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48) Mary George, “Transit Passage and Pollution Control in Straits under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3 (2002), p.194. 

49) 이용희, 박성욱, 권문상, 전게논문, pp.152-153.

50)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제18판, 2016, p.1187. 

51) 유엔해양법협약 제19조 제1항.

52) 유엔해양법협약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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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3) 유엔해양법협약 제21조는 무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 제정권을 부여하

고 있는데 (a)항행의 안전과 해상교통의 규제, (b)항행보조수단과 설비 및 시설의 보

호, (c)해저전선과 관선의 보호, (d)해양생물자원의 보존, (e)연안국의 어업법령 위반

방지, (f)연안국의 환경보전 및 오염 방지, (g)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 (h)연안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 방지에 한하여 외국선박을 규

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제정에도 불구하고 연안국은 영해에서 무해통항을 

하는 선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이나 기준보다 강화된 설계, 구조, 

인원배치 또는 장비를 요구할 수 없다.54)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2조는 영해에서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해

통항권을 행사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지정된 항로대와 규정된 통항분리 방식을 이

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연안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로대 

지정과 통항분리방식 규정에 대하여 연안국은 국제기구의 권고, 관습적으로 국제항

행에 이용되고 있는 수로 여부, 특정 선박과 수로의 특성, 선박교통량을 고려해야 하

며 지정된 항로대와 규정된 통항분리 방식을 해도에 명시하고 공표할 의무를 가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유엔해양

법협약은 연안국에게 법령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유엔해양법협약 제24조는 

영해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행사시 실질적으로 무해통항권을 부인하거

나 침해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요건의 부과 및 형식상 또는 실질상의 차별을 행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동 협약은 영해에서 선박이 무해통항을 행사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먼저 제220조는 영해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국제규칙과 기준에 따라 제정된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만한 명백한 근거(clear grounds)가 있는 경우 

선박의 물리적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법령을 위반한 것이 밝혀질 경우 선박의 억류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5조 제3항은 연안국이 무

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포함하여 안전보호상의 목적일 경우에 대하여 무해통항을 일

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지조치는 일시적인 것

으로 적절히 공표한 후에만 효력을 가진다.  

53) 유엔해양법협약 제25조.

54) 유엔해양법협약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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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항행용 해협에서 선박의 통과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

국제항행용 해협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의 다른 부분간의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지리적 기준과 

기능적 기준을 충족한 해협에 대하여 외국선박과 항공기는 통과통항권을 향유한다. 

통과통항제도는 무해통항제도의 일반관습법상 성격과 달리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확

대에 따라 국제항행용 해협의 이용국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에서 생성된 제도로 볼 

수 있다.55)  특히 통과통항제도는 3해리 영해가 12해리로 확장됨에 따라 몇몇 해협

이 영해로 흡수되어 항공기의 상공비행과 잠수함의 잠항통항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반대한 해양강국의 요구에 의해 설정된 제도이다.56) 그러므로 통과통항제도가 적용

되는 국제항행용 해협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의 주권행사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57) 

먼저 연안국은 통과통항중인 외국선박에 대하여 4가지 요인에 국한된 법령 제정권

을 가진다.58) 연안국은 외국선박에 대하여 (a)항행의 안전과 해상교통의 규제, (b)해

협에서 유류 및 유독성물질의 배출에 관한 국제규칙 시행에 따른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 (c)어로의 금지, (d)해협연안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 위반되는 상품이나 화폐를 싣고 내리는 행위 또는 사람의 승선과 하선에 대하여 

법령 제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령은 외국선박을 형식적, 실질적으로 차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무해통항제도와 달리 통과통항은 정지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제41조 제4항은 연안국의 법령 제정권 중 국제항행에 이

용되는 해협의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 설정이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의해 설정이 발

효되기 이전에 승인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해협의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 설정

에 있어서 권한있는 국제기구라 함은 국제해사기구를 일컫는다. 이러한 설정은 인접

국 또는 대향국간 협동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국제적 규제

와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59)

55) 이용희, 박성욱, 권문상, 전게논문, 158쪽.

56) Eric A. Posner, Alan O. Sykes, “Economic Foundations of the Law of the Sea”,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4, (2010), p.583.

57) 이용희, 박성욱, 권문상, 전게논문, p.165.

58) 유엔해양법협약 제42조. 

59) Aldo Chircop, The Future of Ocean Regime-Building: Essays in Tribute to Douglas M. 
Johnston (Maritime Nijhoff Publishers, 2009),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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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선박의 자유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 밖의 인접한 수역으로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으로부터 천연자원 이용, 에너지 생산과 같은 경제

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활동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향유한다. 또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모든 국가는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

법규칙에 따라 채택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여 항행의 자유를 가진

다.60) 따라서 자유통항을 누리는 선박은 연안국의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규제 또는 선박으로부터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연안국은 동 협약 제211조 제5항에 따라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령은 국제해사기구로부터 채택된 해상오염방지협약과 같

이 권한 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확립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국제 규칙

과 기준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선박의 항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오염

의 방지, 경감 및 규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해역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령을 채

택할 수 있으나 연안국은 이를 국제기구에 제출과 동시에 통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적인 법령은 영해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과 기준 이

외에 설계, 구조, 인원배치 또는 장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을 

동 협약은 규정하고 있다.61)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제5항은 선박이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선박으로

부터의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 또는 이에 

합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해양환경의 중대한 오염을 

야기하였거나 위험이 있는 실질적인 배출이 발생하였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선박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을 거절하거나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물리적 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위반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선박의 억류를 포함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유통항권은 동 협약 제12

부의 해양오염 규제에 따라 축소되고 있다.62)

60)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제87조 제1항 (a). 

61)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6항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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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해양법협약 제234조에 따른 통항권 규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을 항행

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설계, 구조, 인원배치 또는 장비에 대하여 국제기준과 합

치하지 않는 규제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제항행행용 선박이 연안국들의 서로 다

른 선박기준 제시에 의해 항행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항분리제도, 

추천항로, 심해항로, 강제 도선, 선박운항제도 등과 같은 국제항행 선박에 대한 연안

국의 조치는 해당 수역을 항행할 선박의 기국과 연안국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63)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은 제234조64)의 채택을 통해 북극해 연안국에게 해양오염

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추가적인 법령 제정 및 집행

권을 부여하고 있다.65) 

러시아와 캐나다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34조의 원용을 통해 북극해항로를 포함한 

배타적경제수역 전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2년 「북극해항로 연방법」제정을 통해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수역에 

대한 선박의 항행을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법은 북극해항로를 운항하는 상

선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와 관련하여 일부 연방 법률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66) 특히 러시아연방 상선항해법 제5조1 제2항의 개정을 통해「북극해항로 수역 

운항 규칙」을 제정하였는데, 동 규칙은 북극해항로에 대한 항행절차, 쇄빙선 도선규

62) Donald R. Rothwell,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Hart Publishing, 2010), p.94. 

63) Tullio Scovazzi, “Legal Issues Relating to Navigation through Arctic Waters”, The Yearbook 
of Polar Law, Volume. 1 (2009), p.372.

64) 유엔해양법협약 제234조는 다음과 같다. ‘연안국은 특별히 가혹한 기후조건과 연중 대부분 그 지역
을 덮고 있는 얼음의 존재가 항해에 대한 장애나 특별한 위험이 되고 해양환경오염이 생태학적 균형
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있
는 결빙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차별 없는 법령을 제정하
고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법령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항행과 해양환
경의 보호와 보존을 적절하게 고려한다.’ 

65) Stanley P. Fields, “Article 234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Overlooked Linchpin for Achieving Safety and Security in the U.S. Arctic?”, Harvard 
National Security Journal, Vol. 7 (2016), p.104.

66) Viatcheslav V. Gavrilov, “Legal Status of the Northern Sea Route and Legisl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 Note”,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46 (2015), 
pp.2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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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결빙구역 도선규칙, 수로 및 수문기상 서비스 규정, 무선통신 규칙, 담당기구에 

대한 기타 규정 등을 담고 있다.67) 

캐나다는 「북극해 오염방지법(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의 제

정을 통해 관할해역 항행선박에 대한 주요 규제수단으로 삼고 있다. 또 다른 북극해 

규제 법령으로 「캐나다 해상법(Canada Shipping Act)」이 있다. 동 법에 의거하여 

「캐나다 북부 선박통항 서비스 해역규칙(Northern Canada Vessel Traffic Services 

Zone Regulations, 이하 : NORDREG)」이 채택되었는데 이 규칙에 따라 NORDREG 

Zone을 항행하는 선박은 진입허가를 비롯하여 진입 이후 일별 보고서 및 상황에 따

라 항로 변경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68)

이에 대하여 미국은 캐나다가 주장하고 있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사전

허가 요구는 무해통항과 자유통항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기

반이 되고 있는 원칙을 침해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34

조는 결빙해역에 대하여 연안국이 해양오염 보호, 경감, 및 통제를 위해 ‘항행에 적절

한’ 규제를 채택하고 집행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사전허가를 요

구하는 것은 제234조의 하단에 명시된 ‘항행에 적절한’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

지하고 있다.69) 

또한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234조에 따른 북극해 환경보호를 위한 선박의 규제

는 국제해사기구와 같은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승인되어 결의로 채택되어야 함을 주

장하였다.70) 이에, 2010년 미국과 국제탱커선주연합회는  NORDREG가 발효되기 

이전 국제해사기구에 의한 사전 채택 요구에 관한 안건을 해사안전위원회에 제출하

였다. 이에 대하여 독일과 싱가폴은 입장을 같이 하였으나 해사안전위원회는 법적 쟁

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는 그들의 권한 밖의 논쟁임에 따라 동 사안을 항해안전전문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거절하였다.71) 결과적으로 북극해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에 대한 적법한 규제의 범위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67) Rules of navigation on the water area of the Northern Sea Route.; http://www.arctic-lio. 
com/docs/nsr/legislation/20130425185806en-Rules_unof.pdf.

68) NORDREG, SOR/2010-127.

69) Elizabeth R. Wilcox, “Digest of United States Practice in International Law”, Office of the 
Legal Advisor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516. 

70) James Kraska, “The Northern Canada Vessel Traffic Services zone Regulations (NORDREG) 
and the Law of the Se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30 
(2015), p.242.

71) Ibid., pp.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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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연안국의 관할해역에서의 규제에 따른 항행의 제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면 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34조의 해석상의 모호성72)이 먼저 해

결되어야 할 것이다.

해석상 모호성에 대한 쟁점 중, 제234조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배타적경제수역만이 

적용된다는 입장과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 있다. 동 조항이 오

직 배타적경제수역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은 조약의 문언적 해석에 따른 것으로, 유엔

해양법협약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외측한계73)와 동시에 그 내측한계74)를 규정하고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덧붙여, McRae와 Goundrey는 제234조에 따라 부여된 

연안국의 법령 제정권 및 집행권은 유엔해양법협약상 영해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 

및 관할권보다 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75) 후자의 경우 동 조항이 문맥상 해석에 

따라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측을 모두 포함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며 주

권적 권리를 향유하는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하여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보다 

강화된 권리 및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

엔해양법협약 제297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영해를 제외한 배타적경제수역만이 

재판소의 관할권 적용에 배제됨을 판시한 바 있다.76) 또한 모리셔스와 영국 간 차고

스제도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7조 제3항의 연안국의 배타적경

제수역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판시한 바 있다. 비록 이러

한 판례가 유엔해양법협약 제234조의 적용범위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 협약의 해석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태도를 살펴보았을 때 제한적 

해석에 따라 제234조가 오직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

인다. 

캐나다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34조의 작성 당시 북극해오염방지법이 자국의 영해

72) 유엔해양법협약 제234조의 해석상 모호성으로 지적되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연중 대
부분(most of the year)의 기간에 대한 해석. 2)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있는 결빙해역이 의미하는 관
할해역에 대한 해석. 3) 항행과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적절한 연안국 규제의 정도에 대한 해석. 
4)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연안국의 법령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준 제시 여부
에 대한 해석.

73) 유엔해양법협약 제57조. 

74) 유엔해양법협약 제55조. 

75) D. M. McRae, D. J. Goundrey, “Environmental Jurisdiction in Arctic Waters: The Extent 
of Article 234”,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aw Review, Vol. 16 (1982), p.221. 

76) South China Sea Arbitration(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PCA, 2015, para.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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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동 조항이 영해에 적용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약체결 당시 사정으로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2조에 따라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조약의 문맥 및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해석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77) 그러므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입장,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조약의 해석에 따라 유엔해양

법협약 제234조는 결빙해역을 가진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북극해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연안국의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을 위한 규제에 따라 자유통항권을 제한 받을 수 있다. 유엔해

양법협약 제234조는 독특한(sui generis) 성격의 조항으로78), 북극해 연안국이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선박의 정보에 대한 사전보고 및 사전허가 요구와 같은 

규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에 따라 북극해 연안국은 국제해사기구에 의해 

채택된 극지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을 포함하여 국제항행용 선박에 적용가

능한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수 있다.79)그러나 이러

한 북극해 연안국의 규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3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용 가능

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항행이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북극항로로 이용되고 있는 러시아와 캐나다의 영해 및 국제항행용 해협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의 무해통항 및 통과통항이 적용된다.

영해에 대하여 연안국은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기준 보다 

엄격한 규제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선박의 항행에 대한 사전허가의 

요구는 논쟁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반면에 해협연안국은 국제항해용 해협에 대

하여 선박의 정보에 대한 사전 통고 및 해협이용에 대한 허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선박으로부터 배출과 같은 해양환경 보존 및 방지에 대한 규정은 국제기준을 벗어날 

수 없다.80) 

77) Mark E. Villiger, Commentary on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9), p.447.

78) James Kraska, “The Northern Canada Vessel Traffic Services zone Regulations (NORDREG) 
and the Law of the Sea”, op. cit., p.245; Stanley P. Fields, op. cit., p.99. 

79) 캐나다는 북극해오염방지법 제4조 1항을 통해 예외적으로 규정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북극해 또는 폐기물이 북극해 진입을 초래하는 조건하에서 캐나다 북극해의 본토와 도서 지역으로 
어떤 형태의 폐기물도 처리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캐나다의 폐기물처리 규정은 실질
적으로 제로투기제도로 평가되며, 선박으로부터 해양환경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인 MARPOL 보다 엄
격한 배출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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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북극해는 기후조절자로서 북극 해빙의 감소는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한편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북극항로는 상업적 잠재력을 가진 신(新)물류

항로로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극항로의 잠재성에 따라, 북극항

로의 국제법적 지위에 따른 통항제도에 대한 분쟁이 북방항로와 북서항로에 대한 러

시아와 캐나다의 국제법적 입장 및 국내법을 통한 규제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러시아는 만(bay)을 중심으로 역사적 권원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랍티브

해와 동시베리아해를 연결하는 드미트리 랍티브 해협과 사니코브 해협에 한정된 역

사적 수역에 근거한 주장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캐나다는 1969년 미국과 북서항로

의 법적지위와 그에 따른 통항제도에 관한 국제분쟁을 시작으로 공식적 입장과 캐나

다 학자들을 중심으로 북극군도 내측 전체에 대한 내수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여왔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북극항로는 전적으로 양국의 관할하에 속하게 되며 그들의 허

가 없이는 항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와 캐나다는 국

제법상 역사적 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1985년, 러시아와 캐나다는 직선기선을 설정함으로써 북방항로와 북서

항로를 아우르는 수역에 대한 내수 주장을 뒷받침하려 하였다. 그러나 직선기선을 설

정하기 이전, 양국의 항로에 대한 법령 및 공식적 주장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3해리 

이원의 수역에 대하여 영해 또는 공해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선기선의 국제법상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에 내수가 아니었던 지역인 북극항로

에 대하여 선박은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 국제법상 북극항로의 국제항행용 해협 인정 여부를 살펴보면, 노

르웨이 북쪽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베링해 공해를 연결해주고 있으며, 알라스카 북쪽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캐나다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연결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북방항로와 

북서항로가 지리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북극항로의 기능적 요건의 경우 그 기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나, 현재 국제물류통로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점차 상업성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요건 또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국제항행용 해협에 대하여 지리적 요건 및 제도적 요건에 따라 선박

의 통항제도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북극항로는 해협의 폭이 24해리가 넘거나 그렇지 

80) 해협연안국은 해협이용선박이 군함인 경우 해협연안국에 의해 사전허가 또는 사전통고를 받도록 요
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 보존 및 방지에 대하여 국제기준이 해협의 지리적 상황
에 따라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 해협연안국은 이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안할 수 있으며, 국제
해사기구와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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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할 경우, 해협 외측에 유사편의항로가 존재하는 경우, 배타적경제수역이 존재하나 

항행이 편의하지 아니할 경우와 같이 그 지리적 상황이 다양하다. 따라서 북극항로는 지

리적 상황에 따라 통과통항, 정지되지 않는 무해통항, 무해통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은 관할해역에 적용되는 통항제도와 그에 대한 연안국

의 권리 및 의무를 담고 있다. 한편 유엔해양법협약 제234조는 북극해 연안국에게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동 조항의 해석에 관하

여 연안국과 북극항로 이용국간 이견을 가지게 하였다. 즉, 동 조항의 적용에 따라 

북극항로에서 협약상 무해통항권, 통과통항권, 자유통항권과 북극해 연안국의 규제권

이 합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 제234조는 배타적경제수역에 국한

된 조항으로서 영해 및 국제항행용 해협에 적용시키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안국은 선박에 의한 오염 방지, 경감, 통제를 위해 영해에서 적어도 일반적으로 수

락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국제항행용 해협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기

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기준이란 최근 발효한 극지해역운

항선박 안전코드를 포함한 것으로 북극해의 환경적 특수성을 최신의 과학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북극해의 이용은 해빙의 분포로 인해 현재까지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었으

나, 기후변화에 따라 해빙이 녹음으로써 북극항로를 통한 선박의 항행이 가능하게 되

었다. 그 결과, 북극항로 이용국은 북극해 연안국의 규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는 북극해 항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상 통항제도에 대

한 수역 이용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동 협약 제234조는 ‘북극 예외(Arctic 

Exception)’ 조항이라고 불리며81),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선박의 자유통항권에 대한 

북극해 연안국의 국내법상 통제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북극항로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축적은 향후 북극항로의 국제법적 지위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업항로로서 북극항로의 도래는 물류비 절감 및 관문항으로서 이익 창출 등과 같

이 우리나라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북극항로의 통항제도에 대한 국제법

적 분석을 기반으로 러시아, 캐나다와의 협력을 통해 북극항로의 국제항행용 해협화

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극해 연안국의 관할 해역에 대한 국내 입법의 동향

을 지속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81) Alex G. Oude Elferink, Donald R. Rothwell, op. cit.,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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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Issues relating 
to Navigation through Arctic Passage

82)Moon, Kyu-Eun*

Arctic sea ice has been retreating as a result of the global warming. Arctic sea ice 
extent for April 2018 averaged 13.71 million square kilometers. This figure shows far 
less sea ice compared to the average extent from 1981 to 2010. Meanwhile, 287 times 
of maritime transits through the Northwest Passage have been made during the 2017 
and the first ship traversed the Northern Sea Route without the assistant of 
ice-breaker in August 2017. Commercialization of the Arctic Passage means 
significant economic and strategic advantages by shortening the distance. 

In this article, ‘Arctic Passage’ means Northern Sea Route along the Arctic coast of 
Russia and Northwest Passage crossing Canadian Arctic Ocean.

As climate changes, the potential feasibility of the Arctic Passage has been drawing 
international attention. Since navigation in this area remains hazardous in some 
aspects, IMO adopted Polar Code to promote safe, secure and sustainable shipping 
through the Arctic Passage. Futhermore, Russia and Canada regulate foreign vessels 
over the maritime zones with the authority to unilaterally exercise jurisdiction 
pursuant to the Article 234 of UNCLOS.

The dispute over the navigation regime of the arctic passage materialized with 
Russia proclaimed Dmitrii Laptev and Sannikov Straits as historically belong to 
U.S.S.R. in the mid 1960s and Canada declared that the waters of the passage are 
historic internal waters in 1973 for the first time. So as to support their claims, In 
1985, Russia and Canada established straight baseline including Northern Sea Route 
and Northwest Passage. The United States has consistently protested that the 
Northern Sea Route and Northwest Passage are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which are subject to the regime of transit passage.

*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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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 it seems that Russia and Canada do not meet the basic requirements for 
acquiring a historic title. Secondly, since the Law of the Sea had adopte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straight baseline over the Russian Arctic Archipelago and the 
Canadian Arctic Archipelago, Ships can exercise at least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Lastly, Northern Sea Route and Northwest Passage have fulfilled the both 
geographical and functional criteria pertaining to the strait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should the arctic passage become 
commercially viable, it can be expected to accumulate the functional criterion.

Russia and Canada regulate the ships navigate in their maritime zones by adopting 
the higher degree of an environmental standard than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 mainly under the Article 234 of UNCLOS. However, the Article 
234 must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as this contains constraint on the freedom of 
navigation. Thus,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Article 234 is limited only to the 
EEZ of coastal states. Therefore, ships navigating in the Arctic Passage with the legal 
status of the territorial sea and the international straits under the law of the sea have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and transit passage as usual.

Key Words: Northern Sea Route, IMO, UNCLOS, Northwest Passage, E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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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이룩한 업적과 성과를 바

탕으로 同 연구소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며 해양안보와 국가 해양력 발전의 선봉에 

서기를 기대한다. 1998년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창립되고 발간한 학술지 『Strategy 

21』 창간호의 첫 논문으로 필자의 “한국의 해양안보: 그 몇 가지 근원적 난제”라는 

논문이 게재되었다. 그 후 20년이 지났는데 그간 우리 해양안보 환경에 어떠한 변화

가 있었고 오늘날 한국이 안고 있는 해양안보 문제를 20년 전과 비교해 보고 더 나아

가 향후 20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해양안보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제

시해보고자 한다.

Ⅱ. 20년 전에 본 한국의 해양안보

1. 당시 상황

1998년 당시 상황은 소련의 붕괴로 동·서 냉전이 종식되어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미해군이 사실상 범세계적 해양통제를 달성한 가운데 해양

안보 질서를 주도하고 있었다. 1996년 대만(臺灣)해협 미사일 위기 이후 중국은 ‘도

광양회(韜光養晦)’ 속에서 해양굴기를 꾸준히 모색하였지만 국제질서에서 그 존재는 

아직은 미약한 상태였다. 일본은 장기간의 경제적 침체와 정치적 무기력 속에 경제대

국으로서의 저력과 위상이 흔들리고 있었다. 한반도에서 남·북한 대치는 계속되는 가

운데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었지만, 한·미동맹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 있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아·태)지역은 냉전 이후의 새로운 해양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으로서는 IMF 체제 하에서 주변국의 해양도발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럴 경우 미국의 지원이 곤란하다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한 

가지 주지해야 할 점은 걸프전의 여파로 ‘군사분야에서의 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이 폭넓게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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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안보상 근원적 난제

이 같은 상황에서 필자는 한국이 해양안보상 극복해야 할 네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주변국 해군력에 직접 대응할 만한 능력이 없는 한국해군이 이를 주변국으로

부터의 해양도발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필자는 당시 주변 4강 사이에서 한국해군이 어느 일국(一國)과 협력할 

때, 또 다른 일국이 도발행동을 취하는데 부담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균형자

(balancer)로서의 역할 가능한 해군력을 건설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는 어느 주변국이 

도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Food for Thought)’으로서 

억제기능을 할 수 있는 해군력을 건설하자는 의미였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균형자(均衡者)론은 비록 논리적으로는 그럴 듯하게 보이나, 한미동맹 관계 등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무시한 너무나 개념적이고 순진하며 어리석은 발상이었던 것 같다. 

만약 한국이 해양안보를 자력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한·미동맹 체제에 의존해

야 하는데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에서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

면 결국 자주적인 해군력을 구비해야 하는데 한국의 이러한 노력은 미국이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공군력 위주의 미국으로선 한국의 이러한 노력이 자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지역 내 해군력 경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서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필자는 한국이 해양안보를 위해 풀어야 할 두 번째 문제로서 다음을 제시했다:

둘째, 한·미동맹을 어떻게 우리 해양안보에 기여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즉, 이는 한국의 해군력 건설은 현존 북한위협에도 대처할 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

과 해양안보에도 기여함으로써 양국의 국익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자주적인 해군력 건설이 필요하다고 해도 한국은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對

南) 도발위협으로 인해 미래 해양안보 준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였다. 특

히, 당시 IMF 체제 하에 있던 한국이 제한된 국방예산으로 당면한 북한위협에 대응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주변국의 잠재적 해상위협에의 대응은 그 다음 문제라는 인식

이 널리 퍼져있어 특히 한국해군이 풀어야 할 과제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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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여건은 어렵지만 장기적인 전략마인드(mind)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해군

력 건설에 투자하도록 정부, 국방정책결정자,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 해군력은 대북(對北)용, 대(對)주변국용으로 구분할 수 없다. 평시부터 

착실하게 기반을 닦아두어야만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

작 국가 위급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그 후 발생하는 제1, 2 연평해

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대남 해상도발 속에서 ‘한반도 근해도 

방어하지 못하는 해군이 어떻게 대양해군이 되려고 준비한다는 말인가?’라는 논란이 

야기되며 오랫동안 자주적인 해군력 건설에 적지 않은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미래 해양안보를 준비함에 있어서 한국해군이 극복해야 할 가

장 중요한 문제로서 다음 사항을 제안해 보았다:

넷째, 미래 해양안보의 관건으로 강력한 해군력 건설을 향한 장기적인 비전과 이를 

구현하려는 해군의 강철 같은 의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이는 강력한 해군력 건설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한결같은 마음과 

뜻으로 모든 정책결정이나 부대지휘, 대외협력, 전략소통에 있어서 하나의 불변의 철

학으로 적용하여야만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당시 미래 해양안보를 위한 

장기포석으로 해군이 추진했던 ‘대양해군 건설 준비’를 ‘해군력 압축성장 전략’ 또는 

최강의 함대건설에 매진하자는 ‘자기견인(自己牽引)’ 전략으로 해석하며 해상·수중·

항공의 균형된 요소로 구성된 해군함대를 건설하는 것이 미래 해양안보를 준비함에 

있어서 ‘최상의 해양전략’이라고 필자는 제시했던 것이었다. 당시 ‘대양해군 건설 준

비’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되어 건설된 전력 대부분이 20년 후인 현재 대한민국 해군

의 주력으로서 활약하고 있다는 점이 주지되어야 한다. 

Ⅲ. 지난 20년 동안 해양안보 환경의 변화

그렇다면 1998년 제시하였던 이 같은 네 가지 난제가 지난 20년 동안 과연 어떻게 

변모하였을까? 그 동안 우리의 해양안보 환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본 논

문의 목적 상 다음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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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극화(多極化)로 점점 위태로운 지역 해양안보

가장 먼저 국제정세가 다극화(多極化)의 방향으로 진전하면서 지역 해양안보는 점

점 더 위태로운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냉전 종식 후 유일한 초강대국이던 미국이 

과거에 비해 힘과 영향력이 쇠퇴하는 대신,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힘의 균형이 변화되

고 있다. 한편, 러시아도 중국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며 기회주의 및 실용주의적 협

력을 통해 구(舊)소련 지역 등 자국의 세력권 내에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축출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1) 즉,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여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에 대

항하면서 미국으로서는 유라시아에서 가장 곤란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가. 미국의 상대적 쇠퇴

1990년대 미국은 냉전에서 승리한 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앞으로 세계질서는 

자유·민주라는 가치 아래 미국과 EU가 주도할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

지고 있었다.2) 다시 말해 냉전의 종식은 지정학의 종말을 의미하며 세계는 전통적인 

힘의 정치형태와 더 이상 무관하며 무역 자유화, 핵 비(非)확산, 법에 의한 지배 등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세계질서가 펼쳐지고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다국

적 기구 및 비(非)국가 행위주체의 부상, 인권문제, 기술혁신, 기후변화 등으로 범세

계적 현안에 변혁적인 효과가 초래할 것으로 많은 이들에 의해 예견되었다. 

실제로 유럽에서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해체되어 바르샤바 조약국 및 발틱국가

들이 NATO에 합류하였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터키, 걸프 동맹국 

등 수니파가 미국과 연합하여 지역을 주도하고 이란과 이라크를 봉쇄하였다. 아·태지

역에서는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등 일련의 동맹체제로 지역을 주도하였다. 한편 

중국의 국력이 빠르게 신장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부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강대

국이 되고 세계에 연동되면 될수록 자연적으로 국제법과 규범을 수용할 것으로 믿으며 

중국의 부상(浮上), 자신감 고양을 오히려 칭찬하고 북돋웠다. 그 후 미국은 투키디데

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을 의식하며 중국을 ‘책임있는 당사자(a responsible 

1)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크리미아)를 침공하고 시리아 사태, 이란 핵문제 등 주요 국제문제에도 적
극적으로 개입하며 아직 힘과 영향력이 살아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2) Walter Russell Mead, “The Return of Geopolitics :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Vol. 93 Issue 3 (May 2014), pp 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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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holder)’로 만들어 국제 평화 및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대외

정책 노선을 추진하였다.

여기에 맞물려 미국의 대(對)중국 군사정책도 중국과의 대립보다는 우발사고나 오

산(誤算)으로 인한 잠재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위험감소(Hedge) 전략을 모색

하게 된다.3)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미국의 판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첫째, 미·중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양국 間 직접적 무력충돌 가능

성은 그리 높지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 둘째, 당시 1990년대 말까지 중국

의 군사력은 미국보다 수십 년 뒤쳐진 것으로 평가되었던 점.4) 특히 중국이 해군력과 

미사일 위주의 거부전력을 집중 증강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미해군의 전력투사

(power projection) 능력에 필적할 만한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힘들고, 중국군이 행

동범위(reach)와 영향권(influence)을 확장하고 있지만 당분간 아·태지역 내 해역에 

대한 통제권(control)은 확립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셋째, 여기에 추가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중국의 소위 ‘말라카 딜레마(Malacca Dilemma)’, 즉, 지정학적

으로 중국은 많은 도서에 둘러싸여 있고 말라카 해협과 같은 지역 내 중국의 사활적

(死活的) 해상교통로가 미해군의 통제 하에 있어 언제라도 미해군이 선택하면 봉쇄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중국해군은 미해군 함정이나 항공기를 쉽게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

는 점5)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낙관적 사고는 성급한 것이라는 점이 곧 밝혀진다. 2002년 9월 11

일 미 본토에 대한 일련의 테러공격으로 미국은 다시 중동에서 기나긴 ‘테러와의 전쟁’

에 빠져든다. 미국의 국방비는 ‘테러와의 전쟁’ 속에서 지상작전에 집중되고 미국의 힘

과 영향력을 범세계적으로 행사하는 결정적 도구인 해·공군력에 대한 투자와 전비태세 

유지는 뒷전으로 려났다.6)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급부상에 대응하고자 아시

3) 이 같은 미국의 위험 회피와 안일한 전략사고가 머지않아 중국으로 하여금 남중국해에서 거의 전적(全
的)인 통제에 도달하도록 허용하는 요인이 된다. Ely Ratner, “Course Correction: How to Stop 
China’s Maritime Advance,”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17, pp.66-7.

4) Michael Auslin, “Tipping Point in the Indo-Pacific,” The American Interest, March 1, 2011. 

5) 이는 양국 간에 실제로 무력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중국의 교역을 차단할 것이고 이는 또 중국내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중국을 통치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기에 중국이 얼마나 멀리 미국을 

어낼 수 있는가에 한계를 설정한다는 주장도 있다. “What is Geopolitics?”, Geopolitics 101, 
Geopolitical Futures, 2017, p.7. 

6)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의 전쟁을 포
함, 테러와의 전쟁에 투입한 총 예산은 2.8조 US$라고 전해진다. 이는 미국이 15년 동안 매년 평균 
1,866억 불을 사용한 셈이다. 이 평균 액수는 러시아, 인도, 한국의 2017년 국방예산을 합한 것과 비
슷하고 2011년 US$ 기준, 한국전과 월남전에서 미국이 매년 소비한 전비를 합친 액수보다 큰 규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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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의 재균형(re-balance 또는 pivot to Asia)정책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국가예산

과 안보정책의 초점은 중동문제에 묶여 있었고 국방예산 강제삭감(sequestration)으

로 인한 자원부족으로 이렇다 할 결실을 보지 못하고, 특히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는 

노력의 핵심수단인 미 해군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쇠퇴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최근, 중국이 급신장한 힘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남중국해에서 공세적이고 현상타파

적인 해양팽창을 추진하며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제까지 지역의 해양안

보를 보장해왔던 미국은 이렇다 할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은 2017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현상변경 세력이자 미국의 主된 적국으로 지목하였다. 특히 그는 남중국해

에서의 중국의 해양팽창 및 군사화 노력은 자유로운 교역의 흐름을 위협하고 타국의 

주권을 위협하며 지역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해양공역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a 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을 추진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힘과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퇴하

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을 추진하며 동맹

의 가치를 경시함으로써 지역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동맹 및 지역국가들에 의해 

불신을 받고 있어 향후 이러한 전략이 남중국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시행될 것인지

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하다. 

또한, 미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팽창을 견제하고 同 해역이 중국의 통제 

하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s)’이나 해양초계 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중국이 천문학적 규모

의 막대한 자원7)을 투자하며 건설하고 있는 남중국해 인공도서 및 군사기지를 원상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8)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려 

했던 미해군의 355척 함대 건설도 예산상의 제약과 미국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제대

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까지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유

한다. Aaron Mehta, “Here’s how much the US has spent fighting terrorism since 9/11,” 
Defensenews.com, 16 May, 2018.

7) 예를 들어 Fiery Cross Reef(면적 2.74㎢, 높이 5m) 한군데에서만 준설 및 3,000m 활주로 건설과  
공항시설을 설비하는 데에 24억 US$(한화로 2조 6천억원)이라는 경비가 소요된다는 분석도 있다. 중
국은 이와 비슷한 7개의 공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Tomohisa Takei, “The New Time and 
Space, Dimensions of a Maritime Defense Strategy,”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70, 
No. 4 (Autumn 2017), p.49. 

8) Van Jackson, “Tactics of Strategic Competition,”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70, No. 3 
(Summer 2017),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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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 오던 군사기술 분야에서의 우위도 최근 3∼5년 전부터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점점 상쇄되고 있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9)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중국과

의 직접적인 무력분쟁은 피하면서도 남중해 전반에 대한 중국의 배타적 지배를 예방

하느냐? 가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나. 중국의 급부상

지난 20년간 지역 해양안보 측면에서 가장 극적인 발전은 무엇보다도 중국이 강대

국으로 급부상한 것이었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이 중국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특히 

2001년 이후 중동 테러와의 전쟁에 국가적 힘과 역량을 소모하는 동안, 중국은 군

사·외교·경제적으로 장족(長足)의 발전을 계속하며 G2의 일원으로서 미국과 견줄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냉전 종식 후의 국제질서를 다음과 

같이 인식했다:

국제전략 질서는 단극(uni-polarity)에서 다극(multi-polarity)으로의 구조적 변화 중에 

있다. 소련의 해체로 인한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 세계질서를 유지하고 

조절하고 있었다.... 21세기에 들어 비록 미국이 여전히 유일 초강국이지만 단극체제로 표

현되던 구(舊)질서는 깨졌다. 발전추세로서 다극체제와 공동관리(co-governance)로 특

징되는 새로운 국제균형이 구축되고 있다.... 국제 전략질서의 이 같은 변화의 근본원인은 

경제적 불공평이다.10)

중국의 지도자들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globalization) 및 정보화

(informatization)는 중국에게 급속한 발전 모멘텀을 제공하고 보다 유리하고 안정

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허용한다고 인식했다. 즉, 중국에게는 전략적 기회가 당도한 

것이다. 

중국군도 상응한 변화를 추구하였다. 중국군의 임무는 종전 국토방위 및 외세침략에 

대응하는 것에서 해외의 국익보호로 확장하고 종전의 우발상황에 기반(contingency- 

based)한 전쟁전략(war strategy)에서 능력에 기반(capability-based)한 역사적 임

9) 예를 들어 Tate Nurkin 외, “China’s Advanced Weapons Systems,” Jane’s by IHS Markit, 12 
May 2018. 

10) Research Department of Military Strategy. (2013). The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Military Science Press. p.70. Mingda Qiu, China’s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Cross- 
Domain Concepts in the 2013 Edition, September 2015 CDD Working Paper , (La Jolla, 

CA: UCSD, 2013), p.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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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략(historic mission strategy)으로 발전하였다.11) 특히 중국은 급신장하는 경

제력을 바탕으로 해군력 증강에 힘을 쏟았다. 중국의 지도부는 1996년 대만해협 미

사일 위기에서 경험했듯이 중국의 주변해역이 전략적 포위(strategic containment) 

하에, 극히 적대적인 환경아래 놓여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동·남중국해에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막강한 해·공군 자산이 포진해 있고, 이들 해역은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호주, 인도 등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로 둘러싸여 있다

고 중국은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먼저 ‘냉전의 유산’인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

를 균열시키고 ‘말라카 딜레마’ 즉, 해상에서의 중국의 지정학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1, 2 도련(島鏈)으로 표현되는 동·남중국해 주변해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

(effective command over the South China Sea)를 달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서태

평양에서 미국의 주도적인 힘과 영향력을 축출하는 것을 장기전략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중국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해군력의 건설이 필요한 것이

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소련의 붕괴는 중국에게 일종의 횡재(橫財)였다. 북쪽 위협의 

소실로 중국은 해군력을 집중 증강하고 해양 쪽으로 공세적인 팽창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아·태지역에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군사대응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조금씩 현상(現狀)을 변화시키는 소위 ‘살라미 슬라이싱(Salami Slicing) 전략’으로 

종전의 지역해양안보 질서를 타파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13년 말부터 중국은 남중국

해에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경(海警)과 해상민병대(maritime 

militia)의 사용, 법적(法的)인 전쟁, 경제적 강압 등을 구사하며 분쟁 중인 7개의 지

형물을 무단 점령한 후 인공도서를 건설하고 이를 군사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양 및 도서영유권 주장을 근거 없는 것으

로 결정한 2016년 7월 UN 해양법 상설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의 

판결을 무시하고12) 필요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고 

하며 진행 중인 해양팽창을 빠르게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이미 이들 

분쟁해역 및 도서들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수준에 거의 도달하였고 

11) Mingda Qiu, China’s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Cross-Domain Concepts in the 2013 
Edition, 상게서, pp.5-6. 

12) 중국정부는 동(同) 판결을 ‘하나의 휴지조각(a piece of scrap paper)’이라며 무시했다. 본래 중국
정부는 재판에 불참하고 정당성을 불인정하며 판결에 불복종하겠다는 소위 ‘3 no’ 정책을 표방했었
다. Richard Javad Heydarian, “China’s ‘New’ Map Aims to Extend South China Sea 
Claims,” The National Interests, April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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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먹으면 남중국해를 지나는 국제 해상교통로(SLOCs)를 차단할 수도 있다고 평

가되고 있다.13) 미국이 중동에서 테러분자들과 싸우며 국력을 소모하는 동안 중국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남중국해를 거의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14) 

한편, 이러한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팽창 기도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지도자들에게 앞으로도 국제법을 무시하고 타국의 이익

과 평화적 분쟁해결 노력을 경멸하며 인공도서의 군사화와 같이 중국이 마음먹은 대

로 행동해도 괜찮겠다는 점을 교육한 나쁜 선례가 된 것처럼 보인다.15) 중국의 행동

은 이제까지 UN 해양법 협약이나 항행의 자유 등 법과 규범에 기반한 해양질서의 

기본을 흔드는 것으로 도서나 해양영역에 대한 강압적 행동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지

역의 해양안보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이다.16)

최근 중국몽(中國夢)을 주도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이 폐지되어 사

실상 앞으로 무기한 중국을 통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국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강력한 일인(一人) 통치 하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해군력을 증강하고 동·남중국해

에서 추진 중인 해양팽창을 기정사실화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시진핑 국가

주석은 중국군을 더욱 치명적이고 효율적인 전력투사(power projection)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군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

고 일대일로(一帶一路) 정책을 통해 인도양에 일련의 새로운 군사기지의 건설을 모색

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지부티에 사상 최초로 해외 군사기지를 설치한 상태이며 멀리 

발틱(Baltic)해까지 해군함정을 파견하여 러시아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으로 중국은 대(對)위성 미사일과 같은 우주무기와 인공지능과 

융합된 무인화 자동무기, 초음속 미사일, 기동형 미사일 탄두(maneuverable missile 

13) 2018년 미태평양사령관으로 내정된 Philip S. Davidson 제독은 미 상원군사위 인준청문회  서면답
변에서 아·태해역에서의 팽창하는 중국의 군사력 주둔은 중국군으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전면지배를 
향해 한발 더 근접하도록 하였고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의 광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제할 만큼 강력해
짐으로써 미국과의 전쟁이 아닌 모든 상황에서 남중국해를 통제 가능하며 미국과의 무력분쟁만이 이
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언급했다. Tom O’Connor, “Only ‘War’ Could Stop China From 
Controlling South China Sea, U.S. Military Commander Says,” Newsweek, April 21, 2018.

14) David Brennan, “How Does China’s Navy Compare to the U.S.?”, Newsweek, April 24, 
2018. 

15) Kurt M. Campbell and Ely Ratner, “The China Reckoning: How Beijing Defied American 
Expectations,”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18.

16) K. L. Nankivell, J. Reeves, and R. P. Pardo ed., The Indo-Asia-Pacific’s Maritime Future : 
A Practical Assessment of the State of Asian Seas, A Maritime Security Community of 
Interest publication (London : The Policy Institute at King’s, March 2017),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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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heads), 레이저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directed energy weapons), 고속 레

일건 등 새로운 군사과학·기술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며 미국의 군사우위를 상쇄하고 

아·태지역에서의 자국의 군사적 지배를 도모17)하는 등 냉전 당시 소련이후 미국에 

필적할 만한 경쟁상대18)로 등장하고 있다.

다. 일본의 대응

한편 일본도 중국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평화헌법(平和憲法)의 개헌을 모색하

는 등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그늘에서 탈피 중에 있다. 일본은 무역국가로서 특히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자국에 대한 존재위협(an existential threat)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무엇보다도 항행의 자유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법과 규범에 

기반한 기존의 해양안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자체 방위능력

의 증강을 추진19)하는 동시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20)을 추진하며 스

스로 안보전략의 지평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은 범세계적 권력배분의 변화

(power shift) 즉, 국제사회의 다극화(多極化) 진행에 있다. 전체 무역량의 99% 이

상을 해상무역에 의존하는 일본의 안전보장은 향후 10년, 20년 후의 인도·태평양지

역 전체의 해양질서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일본은 자국(自國)으

로부터 1,000해리(海里)의 해상교통로를 방위하고 그 밖의 해역은 미해군에 의존해 

17) Tate Nurkin 외, China’s Advanced Weapons Systems, 상게서. 

18) Kurt M. Campbell and Ely Ratner, “The China Reckoning: How Beijing Defied American 
Expectations,” 상게서.

19) 일본은 사실상 경항모인 이즈모와 같은 대형 전투함, 잠수함 등 전력투사용 플랫폼을 증강하고 해병
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상자위대 부대를 신설하였고 해상보안청의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유사시 군의 개
입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등 중국과의 무력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꾸준하게 자체 방위력을 증강
하고 있다. 이는 해상자위대가 종전에 대잠전(ASW) 및 기뢰전 등 특정 기능 위주의 전력을 건설해 오던 
모습과 크게 다른 것이다.

20) 동(同)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본정부의 중점은 다층적인 협력을 통해 해양안보 분야
에 있어서 파트너십(partnership)과 지역에 있어서 일본의 현시(presence)를 강화하는 것이다. 여
기에는 양자·다자간의 연습 및 훈련, 방문, 교류 등이 포함된다. 일본은 특히 중국의 해양팽창에 대응
하기 위한 파트너국가의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조치로서 다음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방산(防産) 장
비품 기술이전, 항공기·함정 엔진 등 장비 제공, 교육훈련 및 유지·정비 지원, 해도(海圖) 작성능력 
구축지원, 해양에서 법 집행기관인 연안경비대(coast guard)의 정보수집, 경계감시, 수색 및 구조능
력 구축 지원...등. 뿐만 아니라 일본은 ASEAN 국가를 상대로 하는 해양·항공분야에 있어서 국제법
의 인식을 촉진키 위한 심포지움·세미나를 개최하고 2014년 西태평양해군심포지움에서 채택된 해양
에서의 우발적 조우시 상호규칙(CUES: Code of Unplanned Encounter at Sea)의 보급에도 노력
하고 있다. 日本 防衛硏究所, 『東アジア戦略概観 2017』, 제8章 日本戦略地平の拡大, 201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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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그러나 지역 해양안보를 보장해왔던 미해군의 힘과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쇠퇴

함에 따라 일본도 자국의 해양안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계가 있는 일본이 택할 수 있는 안보

전략은 인도, 호주 등과 같은 해양아시아 제국(諸國)과의 안보관계를 강화하고 양자·

다국 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일본정부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이다.21) 

여기에 추가하여 일본은 2010년과 2012년 센카꾸 열도(尖閣諸島, 중국명 釣魚臺)

를 둘러싸고 중국과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경험한 후, 그와 같은 Gray Zone 사태가 

장기화될 시 양국 간의 중대한 무력분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간파하여 미·일 동맹

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이를 보완하여 일본 나름대로 보다 적극적인 안보전략을 추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사활적

인 해양안보를 더 이상 미국에 전적(全的)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일본의 초조감 또는 

긴박한 상황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고 일본이 미국과 연합하여 중국의 해양공세에 강경하게 맞서려 한다는 의

미는 아니다. 사실 아·태지역 내에서 중국에 자력(自力) 대응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유일한 국가는 일본이다. 그런 일본조차 아·태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

국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미·중間의 패권경쟁에 自國이 연루되거나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이 없는 가운데 중국의 무자비한 보복조치에 자국이 노출되는 상황이 벌

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22) 즉, 중국의 급신장에 대응하여 미·일간 안보협력을 

당연히 강화하되, 미국에 ‘잘못된 기대’나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경

고하는 인식이 일본 내에서 강하게 존재한다.23) 

그 예로서 센카꾸 열도에서 일·중 양국 간 무력분쟁이 발생할 시 일본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시각이 주지할 만하다:

21) 2012년 12월 일본 아베 총리는 해외 웹사이트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의 해군 및 영토확장이 2007
년 이후와 같이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동·남중국해에서 진행
되고 있는 분쟁은 일본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안보전략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
였다. 또한 그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해양민주국가인 일본은 태평양과 인도양에 있어서 평화·안
정 및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호주, 인도, 일본 및 미
국 하와이를 연결하는 ‘안전보장 다이아몬드(Diamond)’를 형성하여 이들 국가 간에 해양권익을 공
동으로 보호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Shinzo Abe,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Project Syndicate, December 2012.

22) Hal Brands and Zack Cooper, “Where is America Going in the South China Sea?,” 
Defense One, December 21, 2017.

23) 『讀賣新聞』, 2017年 6月 26日字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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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드시 미국을 연루(개입)시킨다. 중·일 간의 분쟁(미국은 제3자의 위치)이 되면 곤란하다.

(2) 중국이 상륙하면 반드시 구축(驅逐)한다.

(3) 미국이나 유엔에 먼저 상담하지 않는다. 그러면 센카쿠열도는 영원히 중국령(中國領)이 

되어 버린다. 일본 스스로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영토 수호에 대한 국가적 의지

와 결의를 다진다.  

(4) 중국을 먼저 도발하는 행위, 특히 미국 이상(以上)으로 중국을 도발하는 행위는 그만둔

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빠진 중·일 간의 분쟁이 되고 만다.24)

한편, 일본정부가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대하여 외교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일 연합훈련, 지역해군과의 양자·다자간 훈련, 그리고 연안국의 

해양안보역량 구축 지원 등을 통해 법과 규범에 기반한 해양질서의 유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국의 강한 반발25)을 의식하며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

다. 그 실례로 2017년 6월 일본 해자대(海自隊)는 ASEAN 10개국 장교들을 초청하

여 대형구축함 이즈모에 동경-싱가포르 항로 間 편승기회를 부여하였는데, 중국을 불

필요하게 자극치 않으려고 소위 ‘9단선’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26) 결국 일본

은 중국의 해양팽창 기도에 대응할 때 ‘반드시 미국과 함께, 그것도 미국이 앞장서고 

일본은 뒤따른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해양팽창 기도가 얼마나 빠르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가를 

반증하는 상징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20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 등 현상타파 세력의 등

장에 의해 세계는 다극화하며 다시 지정학(地政學)적 경쟁시대로 회귀하고 오래된 형

태의 힘의 각축(power play)이 국제관계의 중앙무대로 복귀하였다. 특히 중국의 급

부상과 일방적이고 공세적인 해양팽창으로 지금까지 지역 해양안보를 견지해 왔던 

두 개의 기본 축 즉, 법과 국제적 규범에 기반한 해양질서와 이것을 보장해왔던 미해

군의 해양통제가 근본적으로 도전받고 있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에서 미·중간 패권다

24) 北野幸伯, 『ロシア政治経済ジャーナル』 , 中国よ、本気で上陸する気か？ 武装漁船の大群が 「尖閣

周辺」に 出現, 『MAG2NEWS』, 2016年 8月 9日.

25) 실제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항해의 자유 작전’ 등에 일본 해자대의 참여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 
강하게 경고하여 왔다. Ankit Panda, “Japan Set to Intensify South China Sea Involvement 
Despite Chinese warnings, Japan isn’t about to leave the South China Sea,” The Diplomat, 
September 17, 2016.

26) 당시 이즈모함은 미국, 인도, 일본의 3국간 연례 해상훈련인 ‘말라바르(Malabar)’에 참가하기 위해 
인도양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전해진다. Bonji Ohara, “Japan’s Maritime Options in a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The Tokyo Foundation, July 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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툼이 심화되고 있고 우발적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존한다. 아·태지역의 해양

안보는 점점 더 위태로운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으며27) 한국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

의 안전 또한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28) 그렇다면 향후 지역 해

양안보 차원에서 한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향후 미·중간의 전략적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생명선인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2. 심화(深化)되는 북한위협

한편, 한반도 주변의 바다도 지난 20년간 결코 한시도 잠잠하지 않았다. 북한은 끊

임없이 해상에서 재래식 무력도발을 기도하는 동시에, 노후된 재래식 수상전력보다

는 핵·미사일, 잠수함·정 등 비대칭적 전력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증강해 왔다. 그 

결과, 북한은 미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과시하였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의 확보를 기도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의 완성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가. 끊임없는 해상도발과 중국의 비호(庇護) 

먼저 지난 20년 동안 해상에서 북한의 대남도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안정을 해쳤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1999월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 북한군이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한국 영해를 침범하여 남·

북한 해군 간에 제1, 2차 연평해전이 발생하였다. 특히 2010년은 한국의 해양안보 

측면에서 아주 획기적인 해였다. 동년(同年) 3월 29일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11월 21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시도한 가장 심각한 도

발행위였다. 이들은 기존 도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노골적인 적대행위로서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하는 데에는 허점이 많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27) Robert D. Kaplan, “Eurasia’s Coming Anarchy: The Risks of Chinese and Russian 
Weakness,” Foreign Affairs, Comment, March/April 2016 Issue.

28) 이런 측면에서 남중국해의 긴장상황이 당분간 인도-아·태지역 해양안보 환경을 주도할 것이며 냉전
이후 그 어느 때 보다 영토 및 해양경계 다툼으로 同 지역 해상에서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다는 평가가 있다. Nankivell, Reeves, and Pardo ed., The Indo-Asia-Pacific’s Maritime 
Future : A Practical Assessment of the State of Asian Seas, 상게서, pp.9-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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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러한 적대행위를 기도할 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미리 판단하고 

미국의 대응을 제한하는 선택적 행동과 표적을 선정하여 주도면 하게 도발했던 것

으로 분석되었다. 반대로 미국은 북한의 적대행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전쟁으로 악화될까 우려함으로써 한국의 대북(對北) 보복을 불원(不願)할 수

도 있는 점이 노출되었다.29) 한미동맹 체제로 북한의 국지도발을 완벽하게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만큼 무엇보다도 한국해군은 북한이 해상도발 시 자력(自力)으로 현

장에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도발에 상응하는 보복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작전 수

행태세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대남 해상도발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일방적

이고 고압적인 모습을 표출했다. 중국은 천안함 피격도발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북한

을 일방적으로 비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해 7월 계획된 서해에서의 한·미 연합훈련

을 자국의 핵심 안보이익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는 

미 항공모함의 서해 접근을 거부하고 연합훈련을 차단하거나 압박하여 한·미연합군

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의도된 행동 즉, 서해에 대한 중국의 反접근·지역거부

(A2/AD: Anti-Access/ Area Denial) 전략이었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동(同) 훈

련을 연기한 후 결국 장소를 동해로 변경하여 실시함으로써 중국과의 대립을 회피하

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유화적인 태도는 중국의 부당한 요구에 한·미동맹이 굴복

하고 동맹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약화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여지가 있었다. 

결국 한·미 양국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야 비로소 항공모함 

조지 워싱톤(George Washington)함이 참가하는 연합 해상기동훈련을 서해에서 강

행하였다. 

그 후에도 중국은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UN의 對북한 비난 결의안을 도출해 내

려는 한국의 노력을 무산시키는 등 북한을 비호하며 한반도 문제에서 더욱 일방적이

고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결국 한·미연합의 행동의 자유만 더욱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지금도 중국은 서해에서의 한·미해군 연합훈련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후 서해에 대한 중국의 내해화(內海化) 기도가 날로 심해지면서 

한·중해군 간의 긴장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124°E선을 서해에서 

한·중해군 간 사실상의 군사활동 경계선으로 고착시키려 노력하고 있다.30) 이것이 

29) Robert Jervis and Mira Rapp-Hooper,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on the Korean 
Peninsula : How Unwanted Wars Begin,” Foreign Affiars, Essay, April 5, 2018.

30) 정호섭, “지정학의 회귀와 해양안보 정책방향,” 『해군협회』, 창간호, 2017년 1월, 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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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면 서해의 많은 부분이 중국의 바다가 된다. 그러다보니 서해에서 중국함정이 

한국함정을 늘 따라다니며 착 감시(dogging)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비

슷한 배경에서 중국은 이어도에 대해 끈질지게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31)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이 같은 은 한 해양팽창 기도는 향후 한국의 해양안보에 중국문제

가 심각한 도전요인으로 대두될 것임을 의미한다. 

나.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高度化)

북한의 끊임없는 재래식 해상도발도 문제지만, 지난 20년 동안 변화된 가장 심각하

고 당면한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다. 북한은 2017년 7월 두 차례에 걸친 

장거리 탄도탄 시험을 강행하였고 그 중 한번은 미국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

사일 개발 능력을 과시하였다. 특히 2017년 9월 3일 북한이 사상 최대 규모의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는 핵전쟁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김

정은의 핵무기에 의해 인질이 되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해상에서 직면한 핵·미사일 위협도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이 때문이다. 2016년 8월 북한은 4차례에 걸친 SLBM 시험발사 끝에 500km

를 비행하여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만약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고 대기권 재

진입(Re-Entry) 기술을 확보하여 SLBM에 핵탄두를 탑재한다면 이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상에 배치된 핵무기와는 달리, SLBM은 은 하게 활동하는 잠

수함에 항상 무장되어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

론, 현재 남·북한 간에, 더 나아가 미·북간에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

고 있지만, 북한이 궁극적인 체제보장 수단으로서 그동안 구축한 핵·미사일 능력을 

쉽게 포기하리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다. 비대칭 위협으로서 다수의 북한의 잠수함·정

한편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비대칭(非對稱) 수단으로서 잠수함·정의 전력을 꾸준히 

증강한 결과, 70여 척의 잠수함·정을 보유하고 있다.32) 북한이 이렇게 많은 잠수함·정

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이 전략적으로 여전히 유용(有用)하기 때문이

31) 당시 중국이 일본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중 同 열도를 포함하는 
넓은 동중국해 해역에 대한 실질적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 선포한 CADIZ에 한국의 이
어도와 주변 배타적 경제수역도 포함시켰다. 

32) 『201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6년) 12월,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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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은 유사시 이들 잠수함·정을 동시에 출항시켜 부산이나 여수·광양 등 한국의 

핵심항만을 봉쇄하여 미 증원전력의 유입을 차단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도발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핵 공갈·협박의 일환으로 평시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울산항 입구에서 북한 잠수함이 은 하게 부설한 기뢰에 상선이 

손상되면 한국의 해상무역은 즉각 혼돈상태에 빠질 것이다. 기뢰가 어디에, 얼마나 

부설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全 항만을 대상으로 기뢰를 찾고 제거하는 작전이 

펼쳐져야 한다. 이에 상당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소요됨은 물론, 상선들의 출·입항 

기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또 도발 원점 및 도발행위의 주

체를 식별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천안함 사태 시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자기의 소행임

을 전면 부인할 것이다. 북한 잠수함·정이 은 하게 부설한 기뢰 한 발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이처럼 노후된 북한 잠수함·정은 

전·평시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한국의 국가경제에 전략적 충격과 공포를 주는 가공

(可恐)할만한 主 위협인 것이다.33)

실제로 2015년 8월 DMZ 일대 북한의 지뢰 및 포격도발로 인해 남·북한간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었을 때, 북한 잠수함·정의 70%인 50여 척이 모(母)기지를 이탈해 식

별되지 않는 특이상황이 일어났다. 북한 잠수함·정의 미식별 사례가 평소에도 종종 

있었지만, 이는 평소의 10배 수준으로 매우 이례적이며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는 북

한이 동(同) 회담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으로 판단

되지만, 다수의 노후된 잠수함·정이 아직도 북한의 전략자산으로서 기동능력을 보유

하고 있고 이들을 이용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북한이 유효한 전략방책으로 견지하

고 있음을 반증(反證)한다.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지난 20년 동안에 한반도 주변해역에는 전쟁행위와 다를 바 

없는 일련의 북한의 대남도발과 핵·미사일, 잠수함·정과 같은 비대칭전력의 증강 등 

가히 천지진동할 만한 변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나 한국은 6.25 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결국 이들은 한국에 다음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던

지고 있는 것이다: 

재래식 군사력으로 북한의 핵 군사력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핵 공갈 및 협박과 연계된 재래

식 군사도발을 어떻게 봉쇄해 나갈 것인가? 

33) 권홍우, “북한 잠수함 50여 척 행방 오리무중,” 서울경제 (201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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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혁신

해양안보 환경에서 일어난 변화 중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은 세계화 및 정보화시대

에 있어서 컴퓨터 및 통신기술 분야에서의 도약에 따른 군사과학·기술에서의 혁신이

다. 즉,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나노테크놀로지(Nano-technology), 

로봇(Robotics), 자동화 무인체계(autonomous unmanned system), 3D Printing, 

사이버기술 등 새롭고 과히 혁명적인 분야에서의 기술발전이 진행되어 전쟁의 양상

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들 군사과학·기술에서의 혁신은 전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누구든지 이를 쉽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

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고 

혁신적 군사과학·기술은 더 이상 미국을 비롯한 소수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특히 해양안보 차원에서도 초음속 유도무기, 수중무인체계(UUV),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 및 전자기적 레일건(electromagnetic rail gun), 사이버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해군력의 주된 전달수단(the primary conveyance of 

naval power)으로 등장하고34) 있다. 그 결과, 냉전기간 중에는 핵무기가 대량파괴 

능력으로 전략억제의 주(主) 수단으로 기능했지만, 정보화 기술이나 새로 부상 중인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으로 정보화(informatized)된 재래식 군사력도 자체의 유

연성, 통제가능성, 방향성과 동시성(flexibility, controllability, directionality 

and spontaneity) 등으로 대량살상 능력을 창출하며 더욱 신뢰성 있는 억제수단으

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35) 다시 말해, 새로운 군사과학·

기술의 혁신으로 출현하는 무기체계는 일봉의 game changer로서 해군 전투력의 효

율 및 능력을 크게 제고시키며 새로운 억제수단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잠재적(潛在敵) 또는 경쟁국이 이를 이용할 경우,  아측의 취약점을 

노출시키거나 오히려 우군 전력의 생존성을 결정적으로 위험하게 할 우려도 제기되

고 있다. 따라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군사기술 혁신 추세에 편승하는 것이 어느 나

라 해군이든 선택이 아니고 하나의 필수(a must)로 인식되고 있다.

 

34) Jeffrey E. Kline, “Impacts of the Robotics Age on Naval Force Design, Effectiveness, and 
Acquisition,”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70 [2017], No. 3, p.65.

35) Mingda Qiu, China’s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Cross-Domain Concepts in the 2013 
Edition, 상게서,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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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이 새로운 군사기술과 능력이 모든 해군에게 가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직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획기적인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

(innovation)을 추구하는 해군에게만 가용할 뿐이다. 즉,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양안

보 환경 속에서 위협 및 도전요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진전의 특성과 추세

를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전쟁양상에 끊임없이 적용(adaptation)하여 전투

력으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해군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변 강대국

에 둘러싸인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으로 6·25 전쟁 이래 최대의 안보위기

를 맞고 있는 한국, 특히 한국 해군이 주목해야 할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미래 

해양안보를 위한 준비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하나의 과제가 추가된다:

한국해군은 현재 범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가? 

 

4. 세월호 침몰 사건

한편 주변 해역에서 격동의 변화가 일고 있는 와중에 국가 해양안보의 핵심수단인 

해군과 해양경찰이 커다란 타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다. 2014년 4월 23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이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세한 언급은 

할 수 없으나 동(同) 사건으로 인해 해양안보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해경이 해체되

는 결과가 발생했다.36) 사고가 발생한 후 구조단계에서 해경이 수난(水難)구조의 주

체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국가 차원에서 이 불

행한 사건으로 얻은 교훈은 무수히 많지만, 해양안보 측면에서는 적어도 다음 두 가

지가 거론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해상 구조능력이 조속히 증강되어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바다에서 주

권과 국가권익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군과 해경이 평시(平時) 

해상 재난사고가 발생하거나 전시(戰時) 누란의 위기에서 한 몸처럼 일사분란하게 임

무 수행하도록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다. 이것 또한 

향후 한국이 해양안보를 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필수과제 중 하나인 

것이다. 

36) 해양경찰청은 2014년 5월 해체되었다가 그 후 3년이 지난 2017년 6월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 다시 
부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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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불행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침몰사건 발생 후 당시 민간조선소

에 대기하고 있던 구조함(救助艦) 통영함이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발단한 방

산비리 문제가 국가·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37) 방산비리로 인해 

해군은 물론, 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특히 해군의 위상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장병들의 사기가 실추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와중에 유감스럽게도 일부 

해군 지휘관 및 간부들의 도덕적 결함이나 윤리적 일탈(逸脫)에 의한 사건·사고가 발

생하면서 대한민국 해군이 마치 우리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집단과 같이 인식되기도 

하였다.38) 

물론, 방산비리나 군(軍)의 도덕적 일탈 사고는 우리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군의 

위상이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이 군에 기대하는 눈높이

와 군의 시각(視覺) 사이에 간극(間隙)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

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사고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것은 물론, 군 본연의 임무인 전투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이는 결국 전쟁에서 적(敵)과 싸워 이기는 것이 존재목적인 군에 있어서 전투력

의 근원은 철저한 윤리의식 및 도덕성이라는 의미이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와 미·중간의 패권경쟁의 심화 등 우리 해양안보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위협과 도전요인을 고려할 때 해군과 해경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손상 및 

이들 조직의 위상 실추는 국가·사회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유나 배

경이야 어찌 되었든 당시 그러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해군이 서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

다. 한국해군에게 있어서 전투력의 증강도 중요하지만 더욱 강하고 건강한 군으로 도

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구성원의 도덕성을 재무장하고 윤리성을 강화하는 것도 향

후 해양안보를 준비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이제까지 지난 20년 동안 해양안보 차원에서 발생한 변화 중 우리에게 관련된 몇 

가지를 선택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국제체제의 다극화, 북한의 계

속되는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의 심화, 정보화 시대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새로

운 군사과학·기술에서의 혁신, 그리고 해군·해경 간의 상호운용성 강화 및 군(軍)의 

도덕성 강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 등 우리가 처한 해양안보 환경은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와 어려운 문제를 한국해군에 제시하고 있다.

37) 당시 통영함은 선체건조는 완료되었지만, 음탐기(sonar) 성능 미흡문제로 아직 해군에 인도되지 않
은 채 조선소에 대기 중이던 상태였다. 

38) 윤상호, “해군, 충무공 정신으로 환골탈태하라,” 『동아일보』, 2015년 4월 15일,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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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해양안보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까? 이제까지 우리는 사실상 

북한의 재래식 도발을 억제하거나 대응하는데 집중하여 왔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

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함은 물론, 국가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한 면 한 준비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1. 해양안보 종심 확장

특히 향후 우리의 해양안보상 보다 도전적인 문제는 중국과 관련된 사안(事案)들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국력이 더욱 신장하고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강압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수도권 동측 핵심해역 내 위치하여 중국 북동지역

으로의 해상교통을 통제 가능한 전략요충이다. 이는 중국이 반(反)접근/지역거부 전

략 차원에서 한국을 자국의 영향권 하에 두고 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인 정책을 추진하

는 것을 쉽게 허용하려 하지 않을 것임을 함축한다. 이미 THAAD 배치와 관련된 사

태에서 이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 중심의 동맹(同盟) 고리에서 한국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한미관계를 이간(離間)시키며 한국에 대한 핀란드화

(Finlandization)를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면 앞으로 중국의 강압행위는 더욱 자주 일어나고 한국의 안보상 입지는 크게 줄어

들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형편상 대응책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무

엇보다도 한국은 이제까지 지역 해양안보를 보장해오던 법과 규범에 기반한 해양질서

가 앞으로도 지속되도록 한·미동맹 차원에서 더욱 협력해 나가야 한다. 비록 미국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세계 최강국으로서 중국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막강하며 세계의 중심(center of gravity)으로서 개방되고 자유로운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미국은 한국과 자유·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미

국의 對韓 방위공약은 여전히 신뢰할 만하다. 이제까지 한국이 안보와 번영, 그리고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 등 국가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한미동맹이 기본 바탕이 되

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한미안보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변국의 해양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라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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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한국은 일본이나 ASEAN, 호주 등 무역국가로서 해양안보 이익과 자

유·민주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

가야 한다. 특히 한국해군과 해경은 지역 내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HA/DR) 활동

이나 림팩(RimPac) 등 다국간 해양안보 협력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아세안국가들의 

해양에서의 법 집행능력을 지원함으로써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 나가야 한다. 지역 내 더 많은 국가들이 상호 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 할수록 특정국가가 아·태지역을 주도하는 것은 더욱 힘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해양안보 종심(縱深)을 늘려나가는 방책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정부와 한국해군은 날로 위태로워지는 지역 해양안보 상황을 국

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해양안보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야 한다. 특

히 한국은 무역국가로서 생존과 번영에 사활적인 핵심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위해 긴 

안목을 가지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달성해 나가는 장기전략 목표와 실천방안을 수립

하고 이를 묵묵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 어떤 상황이 우리의 해양안보를 위협할 것인

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시 우리가 요망하는 최종상태가 무엇인지? 그것이 실질적으

로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응할 것

인지, 한국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만약 한미동맹 차원보다는 한국이 

자구적인 노력을 통하여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방책 별로 감당해야 할 비용과 위험은 무엇인지? 그러한 행동방책을 지원

함에 있어서 지금부터 실행해 나가야 정책과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면 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장기전략은 범국가적으로 좀 더 포괄

적인 안보 및 외교정책으로 발전시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국가 해양안보 역량 강화

그리고 향후 우리의 해양안보가 위태로울 때 무엇보다도 위협에 굳건하게 맞설 수 

있는 국가의지와 해양안보 역량의 강화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래식 군사

력은 핵 군사력에 대항할 수 없다고 인식한다. 이것이 맞는 소리라면, 북한의 핵위협

을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으로 어떻게 억제해 나간다는 말인가? 특히 자체 핵무장도 

어렵고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조차 곤란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 군은 무엇 때문에 존재한단 말인가? 이러한 자문(自問) 속에서 

우리 군은 자칫하면 무력감 속에서 빠질 우려가 있다. 마찬가지로 주변국의 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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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강하여 우리가 자력으로 맞설 수 없다고 그것이 우리의 무대응(無對應)을 정당

화할 수는 없다. 

가. ‘비핵(非核) 공포의 균형’ 효과 달성 가능한 해군력

결국 우리 스스로의 해양안보 역량으로서 재래식 전력으로 일종의 ‘비핵(非核) 공

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효과를 달성 가능한 해군력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한국해군이 적(敵) 종심(縱深)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전

(NCW: network-centric warfare)’ 능력을 구축하여 미국의 핵우산과 결합하면 얼

마든지 북한의 핵무기와 핵공갈·협박을 무력화 시킬 수 있고 주변 강대국들의 도발도 

억제할 수 있다. 그러할 때 미국도 끝까지 한·미동맹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해군이 시급하게 건설해야 할 능력은 미국의 핵우산을 실효화 하고 

북핵 억제 및 도발 봉쇄에 기여하는 전력 즉, 3K(KAMD, Kill-Chain, KMPR) 전력

이다. 특히 유도탄 방어능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억제수단이

다. 북한은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 성공 

가능성의 문턱을 가능한 높게 만드는 것이 유도탄 방어능력이다. 비록 많은 시간이 

걸리고 100% 완벽할 수는 없다고 해도 한국해군은 유도탄 방어능력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대북(對北) 제재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이 같은 군사대

비태세가 구축되었을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 후에 여력이 있다면 한국해군은 한국의 존재가치를 높임으로써 주변 강대국들

이 함부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적 억제전력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한 예(例)가 핵 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이다. 해상에서의 

탄도탄 방어능력도 방어적이지만 이러한 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한국해군

은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을 부단히 추진하며 점점 위태로워지는 해양안보 

환경에서 일종의 game changer로서 기능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건설하도록 노력

해 나가야 한다. 한국해군이 재래식 전력으로 전략적 억제능력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한국이 강대국 간의 게임판(chessboard)

에서 하나의 희생물이 되는 지정학적 악몽을 예방할 수 있다.

결국, ‘비핵 공포의 균형(non-nuclear balance of terror)’ 효과를 달성 가능한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한국해군은 북한이나 주변국이 도발하려고 할 때, 이들에게 심

각한 딜레마를 부여하며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한국해군은 

‘대양해군’보다는 북한이나 주변국의 해양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함대’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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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39)

 

나. 해군·해경간 ‘하나의 국가함대’ 노력

한편, 한국이 향후 험난한 지역 내 해양안보 환경을 헤쳐 나가려면 해군전력의 증

강뿐 만 아니라, 유사 시 국가의 예비전력으로서 해양경찰의 역량도 크게 강화해야 

한다. 현재 남중국해에서 많은 수의 중국 해경함정과 항공기가 중국의 해양팽창을 위

해 작전하고 있고 대규모의 민간선박들이 ‘해양민병대(Maritime Militia)’로서 동원

되어 활동하고 있다.40) 최근에는 중국해경이 중국군 지휘 하에 들어가면서 군사조직

으로서 그 지위가 변경되면서41) 중국해군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상호운용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만약 서해와 이어도 등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한·중 간에 갈등이 발생

한다면, 중국해경과 해양민병대가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한국해경 함정 및 항공기 전력의 질적, 양적 증강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해군은 해경의 전력증강을 적극 지원하고 해군-해경간의 긴 한 합동

작전 수행체제도 구축해 나가야 한다.42) 해군과 해경이 평시에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해상재난에 공동 대처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어도나 서해 등 해상에

서의 불법 어로행위를 근절하며, 유사(有事) 시에는 ‘하나의 국가함대(a national 

fleet)’로서 주요 무역항만의 방어는 물론, 해상교통로의 보호 및 선박호송 등 우리의 

바다를 함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또 해군과 해경은 평소부터 실(實)시간 상황공유 

가능한 C4ISR 체계를 구축하고 무장 및 군수 부문에서의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나

감으로써 바다에서 함께 작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점진적으로 극복해 나

가야 한다.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하고 교육·훈련, 군수지원 등에 대한 중복

투자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전력의 공동 사용 또는 획득 등으로 비용절감도 가능해진

39)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고등기술원장 박용운 박사의 의견.

40) 이서항, “중국의 새 어민세력 ‘해상민병’을 경계하자: 불법조업 행태의 새로운 변수,” 『KIMS Periscope』, 
2017년 3월 19일.

41) 中国海警局が軍指揮下に　党と政府の改革案　海軍と連携、尖閣に危機, 『産経ニュース』, 2018年 

3月 22日. Lyle Morris, “China Welcomes Its Newest Armed Force: The Coast Guard”, War 
on the Rocks, April 4, 2018. 

42) 해군과 해경은 2016년 9월 9일 해양안보를 위한 장기적인 협력 계획이 담긴 ‘해군-해경 정책서’에 
서명했다. 이 정책서는 ‘국가보위와 해양안전·권익을 보장하는 선진 해군·해경’을 공동 비전으로 설
정하고 비군사적 해양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강화, 전방위적 해양안보역량 강화, 국가 해양
력의 주축으로서 공고한 파트너십 구축, 해양안보ㆍ안전 법령 정비 등 4개의 정책 지침을 제시했다. 
이 주제에 관해선, 대한민국 해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해양경비안전본부, 『해군해경간 상호운용성 
증진 세미나 발표논문집』 2015년 12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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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해군과 해양경찰이 언제 어떠한 상황이든 일사분란하게 기능하도록 상호운용

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해양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대응능력

을 급상승(surge)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인 것이다.

3. 혁신과 도덕의 리더십

한국이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으로 6·25 전쟁 이

래 최대의 안보위기를 맞고 있는 현재, 우리 군, 특히 한국 해군에게 있어서 군사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필수사항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해

군이 ‘비핵 공포의 균형’ 효과 달성 가능한 획기적인 전력을 건설하여 기하급수적인 전

투력 상승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혁신(innovation)이나 적응(adaptation)43)

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군은 무엇보다 먼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의 가치를 중시하고 다

수의 혁신인재를 양성해내야 한다. 그리고 혁신을 위한 전담팀이나 채널을 구축하여 

구성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의 

아이디어가 성과를 거둘 때는 과감하게 포상함으로써 조직 전반에 걸쳐 혁신문화가 

진작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비록 실패했거나 위험부담이 크더라도 조직 차원

에서 이를 감내하며 오히려 더욱 획기적인 혁신을 유발시키는 계기로 만들도록 조직

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혁신 노력이 영상이나 문서 또는 웹 문서 등 

다양한 지휘 매체를 통해 조직 내로 전파되고 공유되어 모든 구성원이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한국해군과 같이 규모가 작은 조직에서 획기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제한된 인적 자원 및 예산 하에서 너무나 바쁜 작전임무와 계속되

는 현안 업무의 부담 때문이다. 또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낼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이나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서 외국해군이나 민간 기업 등 타 조직에서 입

증된 수단과 절차를 모방(copy)해서 해군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44) 그

43) 혁신과 적응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군사적으로 혁신은 어느 군이 싸우는 과정에서 주(主) 전
투무기 중 하나에서의 변화 또는 새로운 전투무기의 창출을 의미한다. 반면에 (다른 것에의) 적응은 
혁신이 아니고 현재의 능력과 관행을 조절하는 것 즉, 작전적 도전요인과 전역(戰役)에서의 압력에 
대응하여 취해지는 전략, 전력창출 및/또는 군사계획 및 작전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Francis G. 
Hoffman, “Adapt, Innovate, and Adapt Some More”,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March 2014, pp.30-5.

44) Scott Cheney-Peters, “A Time to Innovate, A Time to Steal,”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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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혁신을 차치(且置)하고 무엇이든 모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그 분야에 대해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국가·사회가 더욱 투명해지고 높은 공정성을 요구하는 방향으

로 발전함에 따라 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더욱 완벽한 군의 도덕성이 

요구될 것이다. 군의 도덕적, 윤리적 해이(解弛)는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것은 

물론, 군 본연의 임무인 전투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즉, 군의 도덕·윤리적 재무장과 강인한 전투태세의 확립이 결코 별개가 아닌 

시대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해군이 미래 해양안보를 준비하며 모든 수준의 부대지휘

에 있어서 도덕성에 기반한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강력한 윤

리적 기초를 확립하는 지휘술(Character-based Leadership)이야말로 우리 해군이 

향후 지역 내 거친 파도와 폭풍을 뚫고 나가 어떠한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필승

해군(必勝海軍)’의 초석인 것이다. 

Ⅴ. 결언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해양안보 환경에는 한반도 주변이나 아·태지역 전반에 걸

쳐 천지개벽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심화되고 국제체제

가 다극화 방향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의 지역 해양안보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면

서 한국의 해양안보는 더욱 위태로운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

하고 해양에서 주변국의 도발이 발생할 시 국제법에 기반하여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국가의지와 역량이 없으면 우리의 해양안보는 영원히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

라서 한국은 한·미동맹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해양안보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해

양안보의 종심을 확장하는 한편, 자체의 해양안보 역량을 꾸준히 건설해 나가야 한

다. 말로만의 전략이나 헛된 구호는 통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혹세무민(惑世誣民)

할 뿐이다. 오로지 철저하고 냉정한 준비만이 요구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한국해군은 향후 20년을 바라보고 먼 길을 간다는 마음가짐

으로 북핵·미사일 위협과 주변 강대국의 해상도발을 억제 가능한 전략함대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즉, ‘비핵(非核) 공포의 균형 효과를 달성 가능한 해군력’이 강대국에 

July 2014, pp.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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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싸여 있어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되는45) 한국의 지정학적 

운명을 스스로 타개해 나가는 길이다. 동시에 해양안보상 또 하나의 축인 해양경찰의 

전력이 크게 증강되어야 하며 해군·해경은 하나의 함대처럼 일사분란하게 임무수행

이 가능한 수준까지 상호운용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미래 해양안보를 준

비함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혁신과 도덕의 리더십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과거 20여년 전 ‘대양해군 건설 준비’라는 슬로건 하에 건설되었던 전력이 현재 한국

해군의 주력으로 활약하고 있는 점이 주지되어야 한다. 결국, 향후 20년 후에 우리의 

해양안보 환경에서 요구되는 전력은 오늘 한국해군이 어떻게 또 얼마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휘활동을 통해 최강의 함대를 건설하고자 노력하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45) 미 시카고大 교수 존 미어샤이머의 말. 『조선일보』, 2018년 3월 22일 A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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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ritim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year 1998 and year 2018

46)Jung, Ho-Sub*

Security situations are fundamentally and rapidly changing on the Korean Peninsula. 
Above all, as North Korea(NK) is heightening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Republic of Korea(ROK) is facing an existential threat. At the same time, as China’s 
economic, diplomatic and military power is quickly rising, the balance of power is 
shifting and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 States(US) and China is accelerat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pressure of development of these situations, 
ROK seems to face allegedly the most serious crisis in its national security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the current grim geopolitical situation, maritime security 
may become the most difficult security challenge for ROK in the years to com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major changes in maritime security affairs 
of the ROK during last twenty years from 1998 until now(2018). 1998 was when this 
journal 『Strategy 21』 was published for the first time by the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Then,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challenges and risks with which 
this country has to deal for its survival and prosperity, and to propose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government, the Navy, and the Coast Guard as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maritime security of the country. 

The recommenda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strengthen ROK-US alliance 
and exp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regional powers in support of the maintenance 
of the current security order in the region; building-up of maritime security capacity in 
preparation for crisis on the maritime domain with the navy targeting to acquire ‘a 
non-nuclear, balance-of-terror capability, to improve interoperability with the Coast 

* Admiral (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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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 based on ‘a national fleet,’ and to actively pursue innovation in naval science 
and technology.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hat naval capability the country needs in 
another twenty years depends on how effectively and rigorously the navy put its 
utmost efforts towards building ‘a strongest navy’ today.

Key Words: Regional Maritime Security, Power Shift, Free and Open Indo-Pacific, Sea 
Lanes of Communications, ROK Navy, Coast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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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he so-called gray zone strategies have attracted substantial attention 

from various areas such as academic and policy circles in recent years. 

Although countries like China, Russia and others have appeared to rely 

on the strategy to challenge and revise existing systems and orders, 

academic and policy communities still struggle to clarify the concept of 

the strategy and to develop effective counter measures against the 

strategy. Recent events in Ukraine, Syria, Iraq, and the South China Sea 

have continued to indicate the practices of the gray zone strategy that is 

of grave concern not only for the region but also for the whole world. 

The gray zone strategy in the hands of ambitious regional powers are 

posing a growing challenges to the security of the region and the world 

as well. In fact, many tools and techniques in the strategy have been 

employed for centuries. But, those approaches have renewed their 

relevance in the context of current security situations, both because 

some new technologies used in the strategy have made them more 

effective than ever and because several major powers are taking 

advantages in making extensive of gray zone campaigns.

This paper is designed to explore theories and practices of the gray 

zone strategies. To the end, it begins with the definition and causes of 

gray zone aggression along with its unique characteristics compared to 

its counterpart concepts, reasons China and Russia use the gray zone 

strategy and end with som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maritime 

security as de facto conclusion of this paper. It is with the author’s hope 

that this paper will be of interest to audiences throughout the Korean 

military and wider security & defense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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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efinition of Gray Zone Strategy

The concept of the gray zone strategy currently reflects three major 

trends in the world politics. The first one is the limited but nonetheless 

transformative intentions of revisionists such as China and Russia. 

Second one is the revisionist’s reliance on incremental approaches to 

revise elements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system one bite at a time. 

Last one is to employ nontraditional tools of statecraft to achieve 

gradual but decisive results in the no-man’s-land between peace and 

war. The result of those trends is found to be a pattern of state rivalry 

believed to be able to substitute for traditional military aggression, 

posing serious challenges to both the region’s security and the world’s 

security as a whole ultimately.

However, the strategy featuring those trends also has powerful 

constraints due to which those approaches of the strategy can easily 

become counterproductive. As much as the gray zone strategies attempt 

to escape significant retaliation by staying under key threshold to 

escape significant retaliation, they do not always succeed. Evidences 

reveal that China and Russia, as examples, have prompted serious 

blow-backs as results of conducting the strategy. This is a dilemma of 

the strategy in that the strategies can either avoid meaningful opponent’s 

response or achieve significant and timely results, but they have difficulty 

getting the both through conducting the strategies.

As explained above, the gray zone strategy can be regarded as an 

effort or series of efforts different from steady-state deterrence and 

assurance that attempt to achieve one’s security objectives without 

resort to direct and sizable use of force. In engaging in the gray zone 

strategy, an actor or revisionist seek to avoid crossing a threshold that 

result in war. Such definition of the strategy implies that there is a need 

to apply judgement with regard to intention and tools when thinking 

about the strategy. The gray zone strategy can use a variety of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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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ould approach the threshold for what constitutes direct and 

sizable military action. Those means include use of proxies, covert 

military operations, and paramilitary activities. These tools can also be 

used in any domain of conflict from land, air, sea, cyber, and space to 

economics, legal maneuvers, and influence activities. Some experts 

have also referred to gray zone strategies as hybrid strategies. But, those 

two concept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but they are related ones 

while the two are not synonymous. 

As noted, hybrid strategies combine military tactics across traditional 

nuclear, conventional, and/or unconventional divisions. But, gray zone 

approaches do not resort to direct and sizable use of force. Only a 

subset of hybrid tactics may be employed in the gray zone approach, 

and it almost certainly never use nuclear means and significant direct 

conventional means.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gray zone strategy is a 

subset of hybrid strategy, not vice versa.

Regarding the definition of the gray zone strategy, it needs to be noted 

that the strategy has existed for millennial and was prominent especially 

during the Cold War. in 1955, Henry Kissinger wrote that Soviet gray 

zone tactics were neutralizing the United States “at much less risk by 

gradually eroding the peripheral area, which will imperceptibly shift the 

balance of power... without ever presenting us with a clear-cut challenge.”1) 

As President Kennedy warned in 1962, “This is another type of war, new 

in its intensity, ancient in its origin.”2) For this reason, General Joseph 

Votel argues that “the Cold War was a 45-years-long gray zone struggle.”3) 

The Soviet Union was not only the country that employed the gray zone 

strategy during the Cold War era. The United States also adopted the 

1) Henry A. Kissinger, “Military Policy and Defense of the ‘Gray Areas,’” Foreign Affairs 33, 
no. 3 (1995), pp.416-428.

2) John F Kennedy, “Remarks at West Point to the Graduating Class of the U.S. Military 
Academy” (West Point, NY, June 6, 1962).

3) Joseph L. Votel et al., “Unconventional Warfare in the Gray Zone,” Joint Force Quarterly 
80 (First Quarter 2016), pp.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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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strategy in Afghanistan and elsewhere as ways of eroding the 

Soviet power. That’s why it may be said that gray zone challenges are 

not new. And, as stated before, other types similar to the gray zone 

strategy, such as irregular warfare, low-intensity conflict, asymmetric 

warfare,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and small wars have occurred 

so far, being able to be sources from which an idea of gray zone strategy 

could be conceptualized. Indeed, Adam Elkus has argued that the term 

“gray zone” is simply a reconceptualization of ideas that have existed in 

international relations for decades.4) 

In recent years, Chinese and Russia activities have renewed interests 

of analysts concerned in regard to the concept of the gray zone strategy. 

The 2010 Quadrennial Defense Review called attention to conflicts 

above peace and below war in noting the existence of an “ambiguous 

gray area,” which is neither fully war nor fully peace.5) The gray zone in 

Japan represents the state between peacetime and an emergency 

situation. And some experts suggest that gray zone should be defined as 

a state of security competition between peace and war.6) 

Considering all these descriptions of the gray zone approaches, the 

gray zone strategy can be said to include uses of military forces that fall 

short of actual war but which do not qualify as peace, and that the gray 

zone exists between peaceful interstate political competition and open 

war. The concept of the gary zone strategy implies that there is no 

empty space between war and peace, and also does that the space in 

between the two extremes is a landscape churning with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competitions requiring our constant attention. 

4) Adam Elkus, “50 Shades of Gray: Why the Gray Wars Concept Lacks Strategic Sense,” War 
on the Rocks, December 15, 2015.

5)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Arlington, VA: DOD, 
2010), p.73.

6) Amy Chang, Ben Fitzgerald, and Van Jackson, Shades of Gray: Technology, Strategic 
Competition, and Stability in Maritime Asia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15),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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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ummary, gray zone conflicts can be said to occur below the 

threshold for war with an implication that they are somehow 

constrained. The gray zone strategy seek to attain aims without 

escalating to overt warfare, and without crossing established red lines, 

and without exposing the practitioner to the penalties and risks that 

such escalation might bring. In order to avoid crossing the established 

threshold, “Schelling points” deserve here our attention. The Shelling 

points are “finite steps in the enlargement of a war or a change in 

participation. They are conventional stooping places or dividing lines. 

They have some quality that makes them recognizable, and they are 

somewhat arbitrary.”7) Escalation to the points is intended to force the 

other side to stop escalating at a certain point that is advantageous to 

the conflict initiator. Making the points by initiator needs skillful 

diplomacy in ways the initiator arranges things so that his or her 

opponent is embarrassed by having the last clear chance to avert 

disaster. Accordingly, the gray zone coercion can be said to involve 

intense competition and often a long-term campaign plan, but need not 

involve outright military conflict.

Ⅲ. Causes of Gray Zone Strategy

The gray zone conflict is not a new phenomenon. But, an interesting 

thing is that the gray zone conflict has still attracted much attention in 

recent years. In particular, many researchers now begin to focus on a 

gray zone coercion China has adopted to challenge the status quo in 

Asia. Regarding the reasons the gray zone strategy is applied, states are 

most likely to use the strategy when two conditions are met. First, a 

challenger typically seeks to alter some element of status quo. Second, 

7) Thomas C. Shelling,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6),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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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issatisfied challenger usually perceives its opponent as having an 

advantage at higher levels of escalation. The first condition establishes 

conflicting interests and the challenger’s desire to alter some element of 

the status quo. The second condition establishes the challenger’s desire 

to avoid escalation thresholds. The result is that stability at higher level 

of conflict incentivizes challenges as a lower level of conflict. This is 

known as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A further elaboration on the 

causes of the strategy needs to be made more for enhancing readers’ 

understanding on this issue.

1. An ambitious challenger dissatisfied with current status quo

A country dissatisfied with some element of the existing system tends 

to accept risk to revise the status quo. In fact, an international system is 

most stable when a system’s distribution of power and distribution of 

benefits are well aligned. In this system, all countries regard the 

expected costs of changing the status quo as being higher than the 

expected rewards. The reason the system is stable is because the 

dominant power or power do not have an incentive to alter the status 

quo and weaker powers do not have the capability to alter the status 

quo. However, when one country grows faster than other countries, the 

existing distribution of benefits no longer reflects the distribution of 

power, thus giving the rising country an incentive to challenge the 

status quo. The rising country, in this case, called a revisionist that often 

rise even after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was fully established and 

the benefits were already allocated.

Rising power is not the only country that challenge the status quo. 

Misperception can cause dissatisfaction among national leaders. Some 

leaders may perceive their power to be greater than it is even though 

the distribution of power is balanced. Due to this type of misperception, 

leaders may be convinced to have an incentive to alter the status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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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the status quo is most likely to occur if leaders perceive their 

state as more powerful than it is in reality, or if they believe that the 

status quo has recently shifted against them. An example of this case is 

that Russia recently thought that the West had been moving into its 

backyard and threatening its core strategic interests. This is a point 

Putin made emphatically and repeatedly.8)

Rising powers and aggrieved powers are both more likely to be 

dissatisfied than other states and to view the existing order as inherently 

unfair. China and Russia are just cases in point. They both often 

characterize the status quo as fundamentally disadvantageous to them. 

China, as a rising power, has both the incentive and capability to alter 

the status quo. Russia, as an aggrieved power, has more limited 

capabilities, but is still committed to adjusting the existing order. The 

perception of a gap in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benefits are related 

to actively seeking changes to the distribution of territory and the norms 

of behavior. China has constructed new land in the South China Sea 

while Russia has invaded Ukraine. And both countries have complained 

about what they view as an unfair set of norms that advantage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nd partners. The legality of close-in 

reconnaissance flights along foreign coasts is an example of such unfair 

set of norms.

2. Presence of a capable dominant power

The presence of dissatisfied challengers is not a sufficient condition to 

trigger gray zone coercion. If the challenger is strong enough to prevail 

in a symmetric conflict with the dominant power, the challenger simply 

seeks to overturn the status quo through war rather than to make minor 

revisions through gray zone coercion. But, if the challenger perceives its 

8) John J. Mearsheimer, “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s Fault: The Liberal Delusions 
That Provoked Putin,” Foreign Affairs 93, no. 5 (September-October 201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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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nents as having an asymmetric capability advantage at higher 

levels of escalation, then the challenger may well seek more limited 

changes to the status quo. It may thus be said that the military strength 

of dominant power such as U.S. has channeled dissatisfied states into 

the gray zone. 

A dominant power is a country that has been able to use its geopolitical 

influence to reshape the international system in ways its favorable 

position can be prolonged and enhanced. It can play a leading role in 

forming most major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World Bank,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created mainly by a dominant country generally locks 

existing power structure in for interests of not only itself but also its 

allies and partners. The dominant power also retains a strong network 

of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globe, many of which can adapt to 

meet challenges from rising powers. Moreover, the dominant state retains 

a large, well-equipped, technologically advanced, and highly proficient 

military evaluated to be a most capable one in the world.

It is not surprising that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tends to be resistant 

to change that potential and actual competitors want to revise. This is 

one of reasons states lacking the capability to gain their goals with 

conventional means favor ways to erode the international order through 

ambiguously aggressive actions known as gary zone coercion or 

campaign. Particularly in the period following the Persian Gulf War, 

conventional military challenges to the existing order by dissatisfied 

states has been recommended to use not outright conventional warfare 

but gary zone coercion. Moreover, a dominant power like U.S. has 

shown that it is less effective in low-level conflict, which has been a 

reason to limit its public willingness to engage in such campaigns and to 

increase the attractiveness of such campaigns to its adversaries.9)

9) Michael Green, Kathleen Hicks, Zack Cooper, John Schaus, Jake Douglas, Countering 
Coercion in Maritime Asia: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ay Zone Deterrence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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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esence of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If a country judges that its adversary has escalation dominance in a 

certain level or domain, it is quite natural for it to attempt to avoid 

escalation to that level or domain. In theory, an escalation dominance 

in a form of military dominance or nuclear dominance encourages 

competitors to seek more limited changes to the status quo rather than 

direct military challenges to it. This phenomenon is called the stability- 

instability paradox where stability at higher levels of conflict incentivizes 

opportunism at lower levels. As observed by Liddell Hart in 1954, to the 

extent that the hydrogen bomb reduces the likelihood of full-scale war, 

it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a limited war that is favored by widespread 

local aggression.10) The same argument is suggested by Robert Jervis 

that to the extent that the military balance is stable at the level of all-out 

nuclear war, it will become less stable at lower levels of violence.11) 

Along these lines, the result of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can be 

said to be that dissatisfied states are likely to contest limited elements of 

regional orders by adopting the gray zone strategies. 

Russia and China have applied the gray zone campaigns by taking 

advantages of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The two countries know 

that U.S. has a superior capability to escalate. But, nevertheless, the two 

countries have pursued and will pursue gray zone strategies if they judge 

U.S. interests as insufficient to trigger a major escalation. As argued 

above, this creates stability at the conventional and nuclear levels of 

warfare, but incentivizes and encourages the two countries to adopt 

gray zone strategies as a way of advancing their goals just below that 

threshold.

DC: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17), p.28. 

10) B. H. Liddell Hart, Deterrent or Defens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60) p.31.

11) Robert Jervis, The Illogic of American Nuclear Strateg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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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lligerent wants to contain the conflict locally and deter external 

intervention when it has no global escalation dominance. It can be 

therefore said that gray zone coercion is most likely when a potential 

challenger is dissatisfied but the dominant power retains escalation 

dominance. But, if either of the two conditions is not met, then 

potential challenger are not likely to engage in gray zone provocatio

n.12) Of course, there will be differences depending on which parts of 

the status quo a challenger likes to revise. It has been known to us that 

Russia seeks to challenge the U.S.-led system both regionally and 

globally while China primarily aims to reassert its regional status and 

simultaneously has strong interests in maintaining much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system.

Ⅳ. Characteristics of Gray Zone Strategy

In this context, gray zone strategy might be understood as having a 

number of characteristics. It could be considered as a form of strategy 

that: pursues political objectives through cohesive, integrated campaigns; 

employs mostly nonmilitary or nonkinetic tools; strives to remain under 

key escalatory or red line thresholds to avoid outright, conventional 

conflict; moves gradually toward its objectives rather than seeking 

conclusive results in a specific period of time.13)

An important distinction regarding such means of strategy is whether 

states actively and consciously choose gray zone strategy as an 

alternative to other forms of seeking their political objectives. In some 

12) For the cases, see Richard Bessel, Germany after the First World War (Oxford: Clarendon 
Press, 1993); Wilhelm Deist et al., eds., Germany and the Second World War: Volume I ; 
The Build-up of German Aggression, trans. P. S. Falla, Dean S. McMurry, and Ewald Osers 
(New York: Clarendon Press, 1991), p.41.

13) Michael J. Mazarr, Mastering the Gray Zone: Understanding a Changing Era of Conflict 
(Carlisle, PA: United States Army War College Press, 2015),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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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states are experimenting with gray zone techniques in order to 

develop really variations on ways of conducting traditional styles of 

combat such as asymmetric war involving open fighting in irregular way 

or limited war involving outright combat pursued with mutually-agreed 

constraints.14) In other words, the gray zone strategy is one of variations 

on the theme of traditional combats. On the other hand, gray zone 

strategies or campaigns are regarded as a prelude to potential warfare, 

rather than an alternative to it.

For relatively weak states, the gray zone tools and techniques may not 

their unique and coherent strategic concept, but may be an only option 

they have to choose due to the absence of other choices. Of course, 

there are some evidences that states have indeed adopted the gray zone 

strategies as a distinct and specific form of conflict. But, those evidences 

still remain inconclusive.

Figure 1 below indicates a range of tools and techniques that can be 

used to assemble gray zone campaigns.15) But, this figure is not 

comprehensive but suggestive or illustrative of the kinds of actions 

available to revisionists like China. These tools are ones that, in one way 

or another, tend to fit well into gray zone strategies. None of those are 

necessarily designed to achieve a rapid victory in the sense of the classic 

use of military force. 

14) Andràas Ràacz, Russia’s Hybrid War in Ukraine, Report No. 43 (Helsinki, Finland: The 
Finn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15), pp.19-42. The report discusses various of 
the concepts at issue here-hybrid, asymmetric, nonlinear, and so on-and the distinction 
clearly emerges.

15) Michael J. Mazarr, op. cit.,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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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Spectrum of Gray Zone Techniques

The above picture seems to give us an idea that the gray zone strategy 

is characterized by the employment of strategic gradualism. The gray 

zone strategy is designed to unfold over time rather than to gain decisive 

results all at once. Thus countries that always feel comfortable and 

effective for their foreign policy by posing decisive threats against their 

opponents need new habits of using all aspects of gray zone strategies. 

Military strategy has often been conceived as a set of interconnected 

actions designed to achieve rapid and decisive results. Just one case in 

point is the ejection of Saddam Hussein from Kuwait by the United 

States in 1990. In the case, U.S. coordinated diplomatic, economic, and 

military campaigns to achieve that goal in decisive manner within a 

specified time period.16) If someone proposes to develop a strategy for 

using force to achieve a goal, the immediate impression conveyed is 

one of short-term focus. That is called the conclusive strategy which is 

contrary to the gray zone strategy. In other words, the conclusive strategy 

tries to integrate all ranges of steps to achieve a decisive objective in a 

16) Mark Galeotti, “‘Hybrid War’ and ‘Little Green Men’: How It Works and How It Doesn’t,” 
E-IR, April 16, 2015,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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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ly brief period of time. The conclusive strategy has been served 

as military operational doctrine for most of countries that are oriented 

toward winning traditional phases of major combat operations. 

But, quite contrary to the conclusive strategy, the gray zone approach 

gives another way to pursue the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through a 

long set of interconnected actions calculated to make gradual progress. 

The reason an initiator conducts the gray zone strategy may be due to 

the less significance of his or her interests at stake, or a greater risk of 

escalation, or severely constrained tools available, or some combination 

of all of those factors. However, whatever the reason, an initiator of the 

gray zone strategy will find a way to pursue his or her long-term ends 

without conclusive leap. Instead he or she will take a series of modest 

actions to achieve those long-term goals. The main reason for the gradual 

approach is to avoid the sort of fundamental clash that characterizes 

conclusive strategies. 

The gary zone strategy uses some elements common to both “Salami 

slicing” and “faits accompli” designed to sum up to decisive effect.17) 

These approaches may also be attractive to countries like China and 

Iran, because their strategic cultures recommend indirection and 

avoiding unnecessarily decisive fights where possible. As noted, in the 

strategic culture of these countries, the best wisdom is not to fight a 

decisive and costly battle. Those countries try to avoid a decisive battle 

in the first place while still achieving one’s strategic goals. Step-by-step 

gray zone campaigns just represent such an approach. 

Ⅴ. Gray Zone Strategies in Place : China and Russia
 

In order to evaluate whether a certain country consciously employs 

the gray zone strategy, one needs to examine the five questions: would 

17) Robert Haddick, “Salami Slicing in the South China Sea,” Foreign Policy, August 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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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overall national posture and security strategies embrace such 

approaches?; do they have identified objectives that require a shift in 

the rules-based order?; have they developed, in official or quasi-official 

places, theories or concepts that support such strategies?; have any 

official sources endorsed the idea?; do we see behavior that correlates 

with gray zone strategies?18)

There may be a positive answer to all the five questions. But,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a country has chosen a gray zone strategy as 

its default approach. However, it has been argued frequently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in the five questions to suggest a pattern of the 

gray zone strategy in Chinese and Russian statecraft. That’s why the two 

countries deserve an analysis on how much the two adopt the gary zone 

strategy.

1. Chinese case 

China’s pursuit of gray zone strategy in the South China Sea is a 

leading example of such an approach. China clearly desires regional 

hegemony to gain control of specific resources in the region and 

counterbalance, and eventually replace U.S. geopolitical preeminence 

in Asia.19) But, China’s aggression seems to be strictly bounded. It has 

no desire to collapse global economic institutions or create spiraling 

new regional instability. It has been more than willing to take patient, 

decades-long approaches to even vital claims in the name of preserving 

a global system amenable to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It also seems well aware of the advantages of recognition as a responsible 

global actor. This may be one of good reasons China has determined to 

18) Michael J. Mazarr, op. cit., p.79. 

19) See, for example, Nayan Chanda, “China’s Long-Range Salami Tactics in East Asia,” 
Huffington Post, January 27, 2014; and John Chen, “Get Comfortable Being Uncomfortable: 
Uncertainty, Brinksmanship, and Salami-Slicing in East Asia,” Georgetown Security 
Studies Review, February 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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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aspects of the current system without overturning it. It may thus 

be said that China’s national strategic posture indeed appears to call for 

something like gray zone strategy to pursue its national goals but do so 

while managing risk and preserving stability.20)

In fact, there are good reasons to believe that Chinese conceptions of 

strategy are inherently related to gray zone approaches. If one looks at 

Chinese official and unofficial statements, it can be easily led to believe 

that Chinese strategy emphasizes the holistic, multi-domain aspects of 

even military confrontations, tightly integrating political, diplomatic, 

informational, and economic elements. This observation evidences the 

fact that China tends to favor patient, indirect approaches if at all 

possible, a preference grounded in classic Chinese strategic thought.

Chinese scholars recently have issued a number of theoretical works 

emphasizing the value of gray zone strategies.21) Of course, the publication 

of such concepts does not necessarily indicate that governments have 

adopted them. But, a number of factors suggest that these theories are 

at least suggestive of state intent. The publications on the gary zone 

strategy have been authored mainly by current or former military officers, 

and they have reflected at least some degree of official thinking.

In connection with the gray zone strategy, one needs to look at the 

Chinese military report entitled “Unrestricted Warfare” written by two 

Chinese colonels.22) The report constitutes a vision of future conflict 

that breaks down the dividing lines between civilian and military affairs 

20) Debate continues, of course, over just how limited its aspirations are, or will remain. 
Jonathan Holslag has argued that, to fulfill them, “China must become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Asia by far, and attain the power to deter other protagonists by 
force.” He lays out four specific goals of Chinese foreign policy: Control of key frontier 
lands like Tibet; sustain Party rule through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win respect 
for Chinese sovereignty; and to “recover so-called ‘lost territory,’” from Taiwan to South 
China Sea islands to areas of the East China Sea and areas of the Himalayas contested 
with India. Michael J. Mazarr, op. cit., p.97.

21) Robert Haddick, “America Has No Answer,” War on the Rocks, February 2014.

22) Qiao Liang and Wang Xiangsui, Unrestricted Warfare (Beijing, China: PLA Literature and 
Arts Publishing Hous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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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etween peace and war, in a persistent campaign for relative 

advantage. Actually the title seems to imply lack of limits on use of 

range of tools to achieve power, not on warfare of extreme violence. It 

is contended that no-military tools are, in the title, are becoming 

equally prominent and useful for the achievement of previously military 

objectives. This type of warfare is a future of warfare that is composed 

of cyber-attacks, financial weapons, information attacks, and etc. All of 

these taken together imply that the very essence of the Chinese type of 

unrestricted warfare is that the battlefield is everywhere.

The document is suggestive rather than analytical without providing 

solid empirical examples or operational details. It is not as clear as it 

could be about the line between “unrestricted” and classic warfare, or 

whether the unrestricted variety is truly a substitute for major war or 

only an adjunct. At times, it seems to jumble up long-range kinetic 

strikes with cyber operations and financial punishments. The techniques 

emphasized in the document are hardly new and represents the full 

range of the unrestricted warfare toolkit over the millennia. Nevertheless, 

the report remains one of the best portraits of a different way of 

conceiving conflict in the Chinese gray zone.

The Chinese behavior in the South China Sea appears to be consonant 

with a state employing a gray zone strategy for revisionist intent.23) 

China has taken a long series of actions that have built up a persistent 

claim to regional hegemony in the sea, appearing to add up to a coherent 

gray zone campaign for competitive advantage. China has employed a 

wide range of tools and techniques as part of this campaign. It has 

published detailed political claims to territory within its “nine-dashed 

line.”24) It has generated historical narratives and documentation in 

23) An excellent source of data on the range of Chinese gray zone activities is Christopher 
Yung and Patrick McNulty, “China’s Tailored Coercion,” Report 5, Maritime Strategy 
Series,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January 26, 2015.

24) Mohan Malik, “Historical Fiction: China’s South China Sea Claims,” World Affairs, May- 
June, 2013, available from www.worldaffairsjournal.org/article/historical-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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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of its claims and stated a determination to resolve disputes to its 

satisfaction. 

China has deployed a staggering variety and number of civil law 

enforcement and civilian commercial vessels and aircraft in swarming 

and presence missions throughout the region. It, indeed, brought 

together five distinct civilian maritime agencies into a unified Coast 

Guard in 2013 to enhance the mutual collaboration in these forces.25) It 

has also employed the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for 

regional coercion, deploying an oil rig near the Paracel Islands in 2014. 

It has integrated a range of economic, diplomatic, and informational 

steps into a coherent campaign of influence. 

Through a long series of coercive actions using the above tools and 

techniques, China, in 2012, established a settlement on Woody Island in 

the Paracels, and ratcheted up pressure on Scarborough Reef in the 

same year, eventually forcing the Philippine forces to pull back. The Air 

Defense Interdiction Zone (IDIZ) declared for the East China Sea in 

November 2013 is just a part of the coercive actions. Chinese employment 

of state-owned institutions like the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in the South China Sea makes us think that it has administrative control 

of those resources. China also deliberately provoked close-run military 

engagements with other power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e region.

All these approaches taken by China especially with focus on 

non-military force in the region can be termed ‘slow-intensity conflict’ 

to make difference with ‘low-intensity conflict’. The slow-intensity 

conflict is a strategy of moves that tries to lull the other claimants into 

believing that no conflict exists. States employing the gray zone strategy 

tend to challenge the status quo in ways that are deniable, and to pursue 

china%E2%80%99s-south-china-sea-claims. 

25) James Kraska, “How China Exploits a Loophole in International Law in Pursuit of 
Hegemony in East Asia,” FPRI E-Notes, Janu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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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coercion in ways that make attribution difficult and blur the 

distinction between aggressor and defender. Chinese pattern of 

assertiveness over territorial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is just the 

case in point. It has relied on-traditional actors and non-traditional 

means such as fishing vessels, the Coast Guard, water cannons, 

construction crews that build artificial islands in disputed areas, 

intrusive but unarmed reconnaissance drones, and sonic devices that 

induce nausea in their targets. 

The gray zone strategy has an important criterion to be distinguished 

from standard great power competition persistent but uncoordinated. It 

is some degree of intention and design. In order for the strategy to have 

some meaningful coherence and standing, it needs to have specific lines 

of effort and identified objectives. In other words, the gray zone strategy 

must be deliberately chosen a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military 

operations. An example of Chinese gary zone strategy with the intention 

and design is the ‘cabbage strategy’. This strategy is designed to gain 

influence by wrapping targeted islands with concentric layers of Chinese 

fishing boats, fishing administration ships, maritime enforcements 

ships, and warships. It coordinates various aspects of its non-military 

approaches to achieve holistic effect. The strategy even calibrates the 

degree of belligerence to keep it under thresholds of its opponent 

response. And China adopting the cabbage strategy scales back for a 

year or more at a time when regional reactions becomes too intense.

However, the restrained seemingly non-military moves by China, the 

so-called gradualism of the gray zone strategy, is a little bit problematic. 

The reason the strategy creates a problem for a defender is due to its 

salami-slicing characteristics. The strategy is salami slicing its way to 

the achievement of its objectives, and at no point does it create a 

sufficient balancing dynamic to effectively check its activities. Due to 

the step-by-step approach, the strategy may be undermining the utility 

of regional strategies that assume or rely upon conclusive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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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the concept of Air Sea Battle planned for large-scale conflict. 

The Air Sea Battle concept may be of little use in counteracting China’s 

gray zone gradualism.

2. Russian case

A second leading example of a gray zone strategy can be found in 

Russia’s unfolding campaign to dominate Russia’s near abroad and 

drive wedges between U.S.-led alliances. Russian application of the gary 

zone strategy has been in evidence not only in Ukraine but also in 

earlier aggressive moves against Georgia and Estonia. Even Russia’s 

energy diplomacy with Eastern Europe reveals another variant of gray 

zone strategy. The Russian actions in those cases represent something 

more than classic great power politics. Those are designed to avoid the 

costs and risks of outright conflict.

Of course, those actions done by Russia can be viewed to be more 

straightforward and frankly aggressive than gray zone strategies. 

Russian ways in the occasions are preemptive military fait accompli that 

relies heavily on conventional military forces, sometimes deployed in 

clandestine and deniable ways. Recent battles in Ukraine have certainly 

involved force-on-force fire-fights consistent with major combat 

operations, and have produced casualties numbering in the thousands. 

Nevertheless, there is significant evidence that Russia consciously has 

undertaken the gray zone approaches.26)

As in the case of China, there is an evidence of quasi-official 

publications that lay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such campaigns even 

in Russia. The so-called ‘a future war’ has been discussed as a future 

26) See Will Cathcart and Joseph Epstein, “Why Putin’s Phony Wars Work Better than ‘Real’ 
Ones,” The Daily Beast, August 8, 2015. Molly McKew and Gregory Maniatis argue that 
Russia has developed a version of “pop-up war-nimble and covert that is likely to be the 
design of the future.” See “Playing By Putin’s Tactics,” Washington Post, March 9, 2014, 
available from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playing-by-putins-tactics/ 
2014/03/09/b5233b90-a558-11e3-a5fa-55f0c77bf39c_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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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warfare. This type of future war is a nonlinear war and involves 

everybody and everything, meaning the inclusion of all aspects of life, 

while still remaining elusive in its main contours.27) In this mode of 

future war, the role of military force remains important, but its the 

focus is on the indirect use of military power to achieve decisive ends in 

which the role of information and other non-kinetic components 

becomes more decisive. 

Another essay titled “The Nature and Content of a New Generation 

War”28) was issued with wide scope for including all manner of national 

tools that can contribute to a comprehensive campaign. Asymmetry and 

indirection take their ultimate forms in the type of war designed to 

undermine an adversary’s power using all mechanisms available. The 

essay also emphasizes a more gradual and ambiguous approach that 

reduces costs and risks while discarding the direct and decisive mindset 

of conventional military operations.

Based on the two concepts of future types of war, Chief of the Russian 

General Staff Valery Gerasimov made ‘Gerasimov Doctrine’ where the 

first line concludes that there has been a tendency toward blurring the 

lines between the states of war and peace in the 21st century.29) The 

doctrine also says that, today, wars are no longer declared and proceed 

according to an unfamiliar template once started. Gerasimov describes 

a future in which a wide range of tools can bring a society to its knees in 

a matter of days or weeks.

One may say that military men cannot acquire lessons from the “Arab 

Spring” that were not war. But, the opposite is true in that the event 

precisely presents typical type of warfare in the 21st century. In terms of 

27) See the discussion in Andràas Ràacz, Russia’s Hybrid War in Ukraine, Report No. 43 
(Helsinki, Finland: The Finn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15), pp.34-42.

28) S. G. Chekinov and S. A. Bogdanov, “The Nature and Content of a New Generation War,” 
Military Thought, October-December 2013, available from www.eastviewpress.com/ 
Files/MT_FROM%20THE%20CURRENT%20ISSUE_No.4_2013.pdf. 

29) Michael J. Mazarr, op. cit.,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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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ale of the casualties and destruction, the catastrophic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onsequences, such new-type conflicts are 

comparable with the consequences of any real war. Throughout the 

occasion, one could sense that the very ‘rules of war’ have changed, and 

the role of non-military means of achieving political and strategic goals 

has grown, and, in many cases, it has exceeded the power of force of 

weapons in their effectiveness.

Military forces in the Gerasimov doctrine is described as merely 

supplementing the gray zone strategy. He further stress in the doctrine 

document that frontal engagements of large formations of forces at the 

strategic and operational level are gradually becoming a thing of the 

past while long-distance and contactless actions against the enemy are 

becoming the main means of achieving combat and operational goals. 

But, campaigns he outlines in the doctrine sound more like a conventional 

bombing campaign conducted to bring about the end of its opponent’s 

regime or surrender on some key issues. Gray zone campaign in this 

case is described as being able to be used for such objectives. The 

doctrine also mentions that gray zone campaigns could be employed for 

much more limited ends such as gaining leverage on a specific 

territorial dispute.

The doctrine was renamed as “New Generation Warfare.”30) A 

research was done to find out the nature of tactics Russia had used in 

Ukraine. The result of the research reveals that, in Ukraine, there was an 

application of the gray zone strategy, being an indication of the New 

Generation Warfare in place by Russia in Ukraine. There were 

substantial tank battles, massive artillery duels, and the movement of 

Russian conventional forces across the border. Thus, based on these 

evidences, it may be better to say that the term ‘real war’ was there in 

describing situation going on there. But, the New Generation Warfare is 

defined in primarily non-military terms. The New Generation Warfare 

3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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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rages the use of political subversion, proxy sanctuary, 

intervention(but mostly in the form of maneuvering around the border 

and limited cross-border firing), coercive deterrence, and negotiated 

manipulation.

As in the Chinese case, Russian objectives clearly have a revisionist 

cast while desiring to avoid outright conflict. Russia has national 

interests or goals that would suggest the need for gray zone revisionism. 

President Vladimir Putin seeks to renew Russian dominance of the near 

abroad, undermine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and 

reduce U.S. influence in the region. He has been trying to coerce its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Georgia and Ukraine not to be allied with 

the West. The Russian coercion was to deny their rights to throw their 

lot with the West.

The gray zone strategies Russia has adopted in the West and in its 

neighboring countries seem to include coercive diplomacy, economic 

assistance, threats of energy sanctions, propaganda and information 

operations, cyber-attacks, sponsorship of local militias and guerrilla 

organizations, support for pro-Moscow political movements, military 

maneuvers, and implied nuclear threats. Further evidence of Russia’s 

explicit adoption of gray zone strategies can be found in the significant 

investments in the tools and capabilities to engage in gray zone 

campaigns in the areas. Russia has built up various components of its 

special operating forces to provide the capacity for unattributed 

infiltration as occurred in Ukraine. It has also invested in its intelligence 

assets as a way of providing deep situational awareness for such 

campaigns. Even the RT television channel and social media outlets 

have been utilized as a way of expanding its propaganda tools. All of 

this adds up to a significant investment in the gray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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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inese and Russian Gray Zone Strategies Compared

As indicated above,31) China and Russia do not seem to employ the 

gary zone strategy distinctively. There are enough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there a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which once again illustrate the challenges of categorizing 

strategies. Russia’s approach to Georgia and Ukraine is far more 

aggressive and militarized than anything China has yet attempted in the 

South China Sea. Russian approaches strain the non-military criteria for 

gray zone campaigns, and could perhaps be just as easily categorized as 

paramilitary invasions designed to achieve a fait accompli. Nonetheless, 

Russia’s actions meet the basic definitions of gray zone strategies. This 

is very important in that Russia appears to view its approach as one 

restrained enough to avoid triggering key thresholds.

The figure above roughly plots the scope of gray zone activities China 

and Russia have adopted as a strategy to achieve their national goals. In 

each case, the full range of activities extends to the left and right of the 

colored boxes. In particular, the Russian campaign encompasses the 

31) Ibid.,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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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narrative-building on the lower-intensity side of the scale. 

Moreover, China’s use of swarming civilian maritime agencies overlaps 

to some degree with Russia’s use of paramilitary incursions. This figure 

reflects the idea that, while emphasizing different places on the 

spectrum, both fall into the broad concept of gray zone strategies.

Ⅵ. Implications for the Korean Maritime Security

As noted through this paper thus far, gray zone war or conflict are 

know to have historically been the norm while conventional war is 

known to have been something of a fiction, which is to mean that the 

former is more likely to happen than the latter in these days. Nevertheless, 

many experts now even in Korea seem to think that concepts on gray 

zone activities are something new. This lack of historical awareness also 

contributes to our lack of conceptual preparedness for the gray zone 

challenges. In the context of Korean national security in general and 

maritime security in particular, the simple ignorance of the concept of 

gray zone strategy may be an invitation of an aggressive gray zone 

strategy by its neighboring countries familiar with the strategy, leading 

inevitably to damaging its security interests.

As revealed in this paper, China has been pursing what is known as 

salami slicing strategy, a variant of the gray zone strategy, to occupy bit 

by bit the East Sea. The strategy began in 1974 when it first grabbed 

Vietnam’s Hong Sa (Paracel) archipelago. The reason for the Chinese 

adoption of the strategy was for geostrategic and economic interests in 

the region. In Korean context, the possibility cannot be excluded that 

China may apply the salami slicing strategy to the Ieodo, ultimately 

making the Ieodo under its control.

China owns and runs a fleet of maritime militia evaluated to be the 

best means of gary zone strategy. Maritime militia in China serves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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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t and backup force of the PLA. It is classified as a reserve force, 

but it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actual reserves of the PLA 

services. China builds the militia and the PLA reserves simultaneously as 

two separate components of its reserve force system. The Chinese 

militia, essentially as a reserve force, plays a parallel and supporting 

role to the PLA. 

But, an important thing encouraging us to exercise cautions regarding 

the maritime militia is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to distinguish the 

maritime militia from normal fishing crews in peace time. It has, in fact, 

a military structure and regular exercises to serve as frontline irregular 

forces that can be mobilized swiftly when needed in monitoring, 

approaching, engaging with foreign sea actors, and even in landing and 

making faits accompli of the ownership of islands, rocks, and cays 

China have claimed for.

As already noted, Korea has Ieodo that falls in the overlap of the 

Chinese and Korean EEZ, meaning that it is up to the states to delineate 

the actual maritime boundary. Yet, it is almost unthinkable that China 

will occupy the Ieodo by the traditional phases of major combat 

operations, because the outright aggression constitutes a war, as 

defined by the UN Charter, and the costs of the large-scale aggression 

will be severe while the potential benefits will decline. But, considering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gray zone conflicts and strategies, 

Korea needs to make some preparations in ways the Ieodo cannot be 

left to be vulnerable to the possible gray zone coercion by China. 

As one of Korean neighboring countries, Japan is also a country that 

may apply the gray zone strategy in landing and seizing the Dokdo 

island using its ultrarightists with lightening speed of clandestine 

operations. Ultrarightist can be mobilized as de facto militia in disguise 

of fishermen in the gary zone attack by Japan against the Dokdo island. 

This scenario may be unthinkable not only from Korean perspective but 

also from Japanese perspective considering current marit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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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But, strategy to defend our 

maritime sovereignty should be better if it is proactive rather than 

reactive in nature. In other words, this is to mean that a defense strategy 

deserves the best if it can deal with something unthinkable rather than 

something anyone can anticipate. 

The seas around the Ieodo and Dokdo island seem to very calm and 

peaceful in these days. In other words, some sorts of deterrence countering 

the gray zone campaigns may be said to have been in place in those 

seas. But, this judgement may be wrong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no specific deterrent measures to prevent any possible gray 

zone attacks by the two countries on the two objects in the seas. There 

are just contingency plans to make response to armed attacks by the two 

countries on the two maritime objects respectively. But, as noted so far 

in this paper, the countering strategies against outright military campaigns 

are not pertinent to the gray zone threats. 

International relations literature currently recognizes four types 

deterrence. Fist type is direct deterrence which refers to deterring an 

attack against oneself. Second type is extended deterrence which refers 

to deterring an attack against a friend or ally. Third type is general 

deterrence which refers to deterring a potential threat. Fourth type is 

immediate deterrence which refers to deterring an imminent attack. In 

practice, these types of deterrence usually overlap in some way.

Much of today’s strategic literature underscores how difficult it can be 

to assess whether a strategy of deterrence working. It is not always 

possible to know whether the absence of a rival’s action was because of 

deterrence, or of its internal reasons other than the deterrence. We may 

have some policies as deterrent measures to prevent the gray zone 

strategies China and Japan may apply to Ieodo and the Dokdo island 

respectively. But, as said before, it is difficult to assess whether the 

existing deterrence policy is the best possible policy or just barely 

effectiv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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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the type of deterrence for Korea to deal with its neighbor’s 

gray zone challenges, few kinds of deterrence deserve to be examined as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deterrence by denial is to be preferred 

to the deterrence by punishment in countering our neighbor’s aggressive 

gray zone strategies. If Korea chooses deterrence by punishment, it has 

to have substantial power to coerce China or Japan without going to war 

by using economic sanctions, arms and technology embargoes, exploitation 

of energy supplies, maritime intercepts, support for their opponents, 

and offensive cyber operations. But, political power resides in two 

distinct elements. One is capabilities that can affect object values by 

application of a power base. The other is the opponent’s perception of 

the intent to use these capabilities. Accordingly, threats to use the 

above-said capabilities may be less credible because it is usually costly 

to the deterrer, being the reason that it becomes difficult for the 

deterrer to prevent the adversary from achieving its objective. The same 

thing can be said even for Korea, because China and Japan will deny 

that Korea will punish them using the above-said leverages.

It is not easy for the two countries to assess the intention of Korea to 

punish against them. But, Korea’s capability to deny is likely to be 

easier for the two countries to assess than the intention to punish. 

Opponent’s capability is much easier to be evaluated than opponent’s 

intent, meaning that capability is more credible than intention in the 

eyes of opponents. In other words, the threat of denial action is likely to 

be appraised by the aggressor in terms of the deterrer’s capabilities. 

Therefore, for Korea to deter the two countries from waging gray zone 

challenges, deterrence by denial is viewed to be more credible and 

convincing threat than deterrence by punishment. 

Second, for commitments to be credible, they must be costly. If a 

commitment is not costly, then it does not provide any information 

about a state’s capabilities or intentions, being unable to change an 

adversary’s calculations. One way of making credible commitments i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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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k costs by taking actions such as mobilizing means that are financially 

costly. The most obvious way to send a costly message is for the deterrer 

to put its forces at risk. To accept a cost can serve as a credible signal to 

opponents. But, verbal threats to use force are neither costly nor do 

they improve one’s chance of victory should gray zone campaign begin. 

Namely this is to mean that posturing of forces is more credible than 

mere assertions. Therefore, Korea has to deploy appropriate assets to 

seas around Ieodo and Dokdo island to paly a sunk cost role to deter 

China and Japan from waging gary zone challenges against Ieodo and 

Dokdo island respectively.

Third, having decided on the type of deterrent commitment, a state 

has to stipulate the ambiguity or specificity of its commitment. Ambiguity 

here is about either the deterrer’s red lines or likely responses. There 

are pros and cons for the use of ambiguity in defending opponent’s gary 

zone challenges. Proponents of ambiguity argue that ambiguous 

commitments may be advantageous in generally deterring a challenge 

from an adversary, and ambiguity may also deter an opponent from 

proving actions by avoiding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where red 

lines exist. 

Ambiguity may not be needed in general deterrence situations. But, 

failures of general deterrence can result in immediate challenges. When 

immediate deterrence works, it means that the defender thought he had 

a defensible position and the challenger thought he could get his way by 

force or coercion. Therefore, when a general deterrence threat fails, an 

immediate deterrence crisis can be triggered. But, in this situations, 

being ambiguous may invite opponent’s coercion or prompt opponent’s 

miscalculation because an opponent may not easily expect that the 

defender will follow through on its commitment. If Korea has fuzzier 

commitments in deterring China and Japan from initiating the gray zone 

coercions against Ieodo and Dockdo island respectively, those objects 

may be more appealing targets for opportunism. Therefore, when 



118  STRATEGY 21, 통권43호 (Summer 2018년 Vol. 21, No. 1)

Korea does choose to apply deterrence and is willing to deny should 

deterrence fail, its deterrent waning must be loud and clear in ways its 

opponents can not misread. In Korean context, deterrence should be 

ambiguous only if it needs to be a bluff.

Lastly, attempts to avoid escalation at any cost may weaken deterrence. 

Total avoidance of risk is what Schelling might call a threat that leaves 

nothing to chance. The more risks the defender is willing to accept, the 

more credible its commitment can be to an adversary. Korea needs to 

demonstrate its willingness to accept risk by making costly commitments. 

Efforts to deter without accepting risk in preventing gray zone coercions 

by China and Japan are form of ambivalent deterrence which is a 

dangerous practice. This practice is to project provocation and weakness 

at the same time. For Korea, accepting risk is a prerequisite for effective 

deterrence. But levels of risk acceptance varies depending on policy 

makers, thus being one of reasons that gray zone deterrence is very 

difficult. Policy makers are recommended to choose the circumstances 

carefully.

Ⅶ. Conclusion

Through this paper, something like the gray zone is revealed to be real. 

Revisionist states such as China and Russia are found to be constrained 

by risks of escalation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therefore to 

seek subtle ways to achieve their objectives. The most important finding 

through this paper is that gray zone is symptomatic of bigger trends in 

international relations. Gray zone campaign is a carefully planned 

campaign operating in the space between traditional diplomacy and 

overt military aggression. Gray zone challenger has usually grand 

geopolitical ambitions and is very anxious to achieve its goals with 

means short of major conflict due to its dependence on global trad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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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s along with fear of escalation. That’s why, in general, the gray 

zone strategy is regarded as more gradual, less violent, and less obvious 

in nature. 

In Korea, gray zone concept has been regarded as something new to 

most security experts and analysts. But, the concept has been adopted 

by many countries throughout history to advance their interests in a 

competitive international system. In Korea, an ignorance of the significance 

of gary zone strategy has been one of reasons that no coherent,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countering strategy has been existing as 

ways of dealing with gray zone challenges that may be initiated by its 

neighboring countries. It has been generally believed that the gray zone 

coercion or strategy are not exclusive assets only socialist states can 

use. But, as mentioned in this study, even democratic country like Japan 

can apply the gray zone strategy against its neighbors such as Korea. 

Anything in dispute in interstate relations can be an object for gray zone 

strategy or coercion. Such maritime issues as maritime delimitation, 

ownership over islands between Korea and its neighbors are objects its 

neighbors can easily apply the gray zone strategy to. Unfortunately, 

Korea is not fully prepared fully for the possible gray zone strategy by its 

surrounding countries. 

As for the types of deterrent strategy to cope with the gray zone 

challenge, Korea, above all, has to adopt deterrence by denial rather 

than the deterrence by punishment. If Korea chooses deterrence by 

punishment, it has to have substantial power to coerce China or Japan 

without going to war by using economic sanctions, arms and technology 

embargoes, exploitation of energy supplies, and offensive cyber operations 

that are not available to itself as opposed to its neighbors. Second, 

Korea has to deploy appropriate assets to seas around Ieodo and Dokdo 

island to paly a sunk cost role to deter China and Japan from waging 

gary zone challenges against Ieodo and Dokdo island respectively. 

Third, deterrent warning Korea issues must be loud and clear so the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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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nents can not mislead when deterrence of the gray zone campaigns 

fails. Lastly, attempts to avoid escalation at any cost may weaken 

deterrence, meaning that more risks the defender is willing to accept, 

the more credible its commitment can be to an adversary. Therefore, 

Korea needs to demonstrate its willingness to accept risk by making 

costly commitments. For Korea, responding to gary zone aggression 

along the lines suggested here is as good a place to start as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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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해양에서의 회색지대전략의 이론과 실제

32)정 삼 만*

평화를 전쟁의 부재라고 정의할 때 현재 전쟁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은 안전하고 평화로

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 세상은 비록 공식적으로 선포된 전쟁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

도 결코 평화롭다곤 할 수 없을 것이다. 흑해의 크림반도가 노골적인 군사적 침략이 없었

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수중에 떨어졌다. 남중국해의 여러 섬이나 암초들이 정규 군사

작전 없이 사실상의 중국의 소유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전시 군사적 침략을 통해서만이 

확보 가능한 전략적 목표들이 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시도 아닌 어중간한 시기에 적 

또는 상대의 수중에 떨어지고 있다. 즉, 전시와 평시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소위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부르는 공세적 전역을 통해 이러한 전략적 목표들이 달성되어 지고 있다. 

소시지가 너무 커 한입에 다 먹을 수 없으면 잘게 썰어 하나씩 먹으면 결국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듯이 소규모의 절차적 행동을 단계적으로 실행, 대규모 전투를 통해서만이 확

보 가능한 거대하고 중대한 목표를 확보하는 게 회색지대전략의 한 특징이다. 이를 전략

적 점진주의(strategic gradualism)라고 한다. 또한 단계적 행동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

지만 그러한 점진적 행동의 결과에 대해선 쉽게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자의 입장에

선 대부분 특별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방치하고 만다는 게 이 전략의 또 다른 특성이

다. 즉, 회색지대전략은 특성상 반드시 애매모호성(ambiguity)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회색지대에서의 도전자의 행위는 일종의 속임수일 수도 있다. 전략의 본질은 위계, 즉 

상대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도록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

서 회색지대전략(gray zone strategy)이라고도 한다. 양육강식의 논리가 작용되는 현실

세계에선 힘이 곧 정의이고 국익이 최고의 선이다. 국가이익은 오직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놓고서 정당화된다. 이에 회색지대전략에서도 결과에 대한 유용성만 거론되지 과정상 불

법성이나 비도덕성 등은 따지지 않는다. 대부분 이 전략의 애매모호성 때문에 과정 자체

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대응자의 입장에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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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을 구사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이 해상민병을 이용한 회색지대전략을 구사, 이어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일본이 민간 극우파 등을 이용한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평화는 거저 존재하지 않는다. 확전을 각오한 사전대비차

원의 억지책이 마련되어야 상대의 회색지대전략을 단념시킬 수 있다. 그것도 신뢰성 있는 

억지력만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 전략이 있어야 대응계획을 세울 수 있고, 상대

는 이럴 때 도발을 단념하게 된다. 대응전략이 없다는 것은 대응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미

하고, 이러한 무계획은 늘 실패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회색지대전략, 점진주의, 애매모호성, 크림반도, 남중국해, 중국, 러시아, 이어도,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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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한반도의 대화분위기와는 달리 동북아 해양은 ‘항모굴기’를 꿈꾸는 중국이 

2028년까지 최소한 4척의 항모 건조를 추진하는 등 해군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일본

이  해군력 투사를 강화하면서 냉전 시처럼 해군군비경쟁(Naval Arms Race)이 다

시 점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tago급 이

지스 구축함 2척의 성능을 개량하여 총 6척의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체계를 구축하였고, 2020년 초 2척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 추가 도

입으로 총 8척의 이지스함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은 미국이 폴란드와 루마니

아에 배치한 육상형 이지스 체계인 Aegis Ashore 2기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해군의 동·남중국해 투사가 강화되면서 잠수함도 16척에서 22척으로 증강할 계

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국가전략기조로 설정하고 국익중심의 전략, 힘을 

통한 평화 및 외교, 군사력 강화와 군사력의 적극적 활용, 동맹 중시 및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해양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전략(Pivot to Asia)’을 유지하면서,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2017년 11월 

초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하여 F-35기 16대를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했다.1)

최근 중국은 랴오닝 항모전단을 일본 미야코 해협을 통과하여 서태평양까지 진출

시켰으며, 서해에서 대규모 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폭격기와 조기경보기를 동

해까지 비행시키는 등 한반도 주변해역까지 해양통제권을 확대하기 위해 무력시위를 

노골화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접근을 차단하고 거부하기 위

한 반접근/지역거부(A2: Anti-Access/AD: Area Denial)2)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잠수함, 구축함, 항공기의 원해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중앙아

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위한 육상 실크로드와 남중국·인도양을 거쳐 유럽을 연결

하는 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일로(One Belt and One Road)’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양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서방의 많은 중국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해군

력 증강과 장거리 작전능력 향상으로 남중국해를 포함한 주요 해역에서 미국의 ‘인

1) 김수혜, “미, 한반도 유사 시 투입할 F-35B 16대 일 배치완료,” 『조선일보』, 2017년 11월 18일. 

2) 중국의 A2/AD 전략 수행능력 강화에 대한 내용은 김덕기,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미국 해군의 대응전
략,” 『Strategy 21』, Vol. 20, No. 2(Winter 2017), pp.197-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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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적극적 근해방어전략’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면서 남중국해에서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

(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과 중국의 해군력 전개 강화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21세기 다시 점화되고 있는 동북아 4강의 해군군비경쟁을 분석하는데 

있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미국, 중국, 러시아와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해

양전략, 그리고 해군력 증강으로 제한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를 포

함한 아·태 해역에서 해양패권 경쟁 중이어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많은 지면을 

미국과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에 할애했다. 그리고 결론인 맺음말에서는 주

변 4강의 해군군비경쟁이 한국해군에게 주는 함의를 도출했다.

Ⅱ. 미국의 아·태 해양전략과 해군력 강화

1.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해양협력 강화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내 인공섬 건설과 군사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하

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권과 도전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

구하고 있다. 첫째,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아시아 재(再)균형(Re-balancing 

Asia)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역내 국가들과 유지하고 있는 기지체계를 동남아 지역으

로 확장하고, 첨단 군사력 배치를 강화하여 중국의 도전을 차단하고 있다.3) 일례로 

미국은 호주 다윈에 해병원정부대 2,500명을 순환배치하고, 필리핀과는 2014년 4월 

방위협력확장협약(EDCA: Extend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

하여 필리핀 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4) 필리핀 기지는 남중국해에서 약 500

마일 거리에 위치하므로 남중국해에서 약 1,500마일 떨어져 있는 괌과 오키나와에 

비해 중국과 분쟁 시 매우 유리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미국은 싱가포

르에 연안전투함(LCS: Littoral Combat Ship)을 순환배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2020년까지 해·공군력의 60%를 아·태지역에 전개시키고, 특히 괌 등에 첨단전력을 

3) Tim Huxley and Benjamin Schreer, “Missing Asia Strategy,” Survival, Vol. 59, No. 3 (June-July 
2017), pp.86.

4) 김덕기, “미군의 필리핀 재(再)주둔 합의는 남중국해 적극 개입의 서막인가?,” 『KIMS Periscope』, 제
28호 (2016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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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배치하여 미국의 지역국가들과의 확실한 안보공약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능력을 오판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둘째,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동맹국·우방국간 긴 한 협력안보 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균형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인도양

으로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포함한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인

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역 강대국 일본과 인도 등이 힘을 갖

추고 연합하여 역할을 확대할 경우, 중국을 견제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은 한·미·일, 미·일·호, 미·일·호·인 등의 협력체계를 발전시키면

서 일본이 중심이 되는 지역 협력체제 발전에 공을 들여 역내 국가들이 자신의 독자적 

역할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상호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자신의 압도적인 첨단기술 능력을 기반으로 절대적인 군사능력을 유

지하여 중국의 도전을 포기토록 신 군사전략인 ‘세 번째 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5)으로 압박하면서 동맹국들과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과거 미국은 

경쟁국의 도전을 극복하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였다. 일례로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스텔스·C4ISR·정 타격무기를 활용한 상

쇄전략을 통해 소련을 압도하였으며, 소련은 미국과 우주군비경쟁 등으로 경제가 붕

괴되면서 미국의 도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미국은 냉전 시 소련의 추격을 

기술능력 우위를 통해 확실하게 저지했던 것처럼 새로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중국

의 도전을 따돌리고 중국이 스스로 포기토록 하고자 상쇄전략으로 압박하고 있다.6) 

2. 미국의 아·태 해양전략과 중국의 A2/AD 대응전략

미국 해군은 2015년 3월에 ‘협력적 해양전략’7)을, 국방부는 2015년 8월에 ‘아·태

지역 해양안보전략(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8)을 발표하였다. 미

5) 미국 국방부는 2014년 11월 세 번째 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 추진을 공식화하였다. 새롭게 
추진하는 상쇄전략의 주요 목표는 새로운 혁신적 군사기술과 작전개념을 개발하여 중국의 군사적 도
전을 극복하고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최우선 “미국의 새로운 
상쇄전략(offset strategy)과 미·중 관계,” 『주요국제문제분석』(서울: 외교안보연구소, 2015년 12월 
29일) 참조.

6) 미국 국방부는 2017년 중국의 A2/AD 대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쇄전략 예산을 36억 달러로 책정
했으며, 향후 5년간 약 18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The Military Balance 2017, p.29.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U.S. Navy,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Washington, 
D. C.: Department of U.S. Navy, March 2015) 참조.

8) 보다 자세한 내용은 U.S. Department of Defense,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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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아·태 해양안보전략은 ‘미·중 간 해양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

아 재(再)균형 정책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설정한 제1·2도련선 방어 및 미국 해군력을 서태평양에서 어내고 미국해양 

패권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A2/AD전략에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해·공군력의 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하고, 향후 5년간 태평양에 배치

된 함정 규모를 30% 증강하여 전방전개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의 해양전략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이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의 

해양패권 도전을 차단하는데 있다.9) 

미국의 아·태 해양전략은 미국이 세계적·지역적 해양패권 유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

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태지역에서 첨단 전력을 

증강 및 전개시켜 압도적인 힘으로 해양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동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2015년 말 괌에 SSN을 1척 추가하여 총 4척의 SSN을 전개시켰다. 현재 싱가

포르엔 연안전투함(LCS) 4척을 순환배치 중이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

조되자 2017년 11월에는 F-35기 16대를 최초로 해외기지인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전개시켰으며, 한반도에 전개시켰던 전략자산인 F-22, B-2 및 B-52 전략폭격기는 

그대로 괌에 유지 중이다. 중국의 해양패권 도전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병 항

공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상륙강습함(LHA) USS America함을 2020년까지 태평양

에 배치하며,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일본에 전개시키고, 신형 Zumwalt급 스텔스 

구축함(DDG-1000) 3척 모두 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10) 

그리고 미국은 일본에 7함대, 제3해병원정군, 공군병력 등 약 5만명의 병력을 유지

하고 있으며,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는 전력을 호주·하와이·괌·일본 본토 등으로 분

산배치하여 위기 시 신속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호주 다윈기지에는 

2,500명의 해병공지기동부대를 전개시켰고, 필리핀 해·공군기지를 다시 사용하게 되

면 남중국해 분쟁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둘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하는 동반자 국가들이 남

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팽창정책을 차단하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의 해양

안보 능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의 해군력뿐만 아니라 

(Washington, D. C.: U.S. DoD, August 2015) 참조.

9) U.S. Department of Defense (2015)

10) 이치동·이영재, “미태평양 함대사령관, Zumwalt함 한국 배치전환에 ‘모든 게 가능’,” 『연합뉴스』, 
2017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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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기반구조, 군수지원능력 등을 포함하는 능력이 체계적으로 강화되도록 지원

하면서 공통해양작전상황도(Common Maritime Operating Picture)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필리핀에 해안 감시레이더 체계를 제공하고, 해군경비능력·차단작전 임무, 

선박·통신장비·항공기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해양 ISR 및 지휘통제 

능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도 해양에서의 법집행능력 강화와 해

양상황인식(Maritime Situation Awareness) 능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아

울러 인도네시아의 해양초계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남아 국가

들의 해양상황인식 능력 네트워크 체계의 발전을 위해 싱가포르에 설치·운용되고 있

는 정보융합센터(Information Fusion Center)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동반자이며 강대국으로 인식하

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인도의 ‘동방정책’(Act East)의 전략적 결합으

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2015년 1월 인도와 ‘미·인도 아·태지역 

및 인도양지역에서의 합동전략비전’을 합의11)하는 등 해양안보 이슈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양자 간 해양안보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셋째, 미국은 중국과 합의한 군사해양협력합의(MMCA: Military Maritime Con-

sultative Agreement),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 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에서 합의한 ʻ해양에서 우발적 조우 시의 행동지침(CUES: Code of 

Unplanned Encounter at Seas)’ 등을 통해 중국과 협력하여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을 줄이고 해양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 특히 미

국은 군사해양협력합의를 통해 미·중은 함정 간 행동규칙 및 공중에서의 조우 시 안

전행동 규칙을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미국은 중국과 해군 함정 간 통신체제의 구축, 

대(對)해적 작전에서의 협조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발전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 안보구조를 구축하고, 

규범에 기반한 안보질서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

력을 추구하고 있는 지역기구는 EAS, ARF, ADMM-Plus, ADMM-Plus Experts 

Working Group을 포함한다. 또한 지역기구의 보완조직으로는 아세안 확대해양포

럼(Expanded ASEAN Maritime Forum), 인도양 해군심포지엄, 서태평양해군심포

11) U.S. Department of Defense, Framework for the U.S.-India Defense Relationship 
(Washington, D. C.: DoD, June 3, 2015) and Mark Rosen, The U.S.-India Defense 
Relationship: Putting the Foundational Agreements in Perspective (Washington, D. C.: 
Center for Naval Analysis, Febr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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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엄 등이 있다. 또한 2002년 중국·아세안간 합의한 ‘남중국해에서의 당사자 간 행

동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을 이행하고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을 반대하는 ‘남중국해 행동규칙(COC: 

Code of Conduct)’에 합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중국 A2/AD 대응전략은 해·공군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공해전투

(ASB: Air Sea Battle)12) 및 상쇄전략이다. 공해전투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3년 5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공해전투 개념은 Network화되고, 통합되며, 종심공격 수행 능력에 의해 적군을 교

란·파괴·패배시키는 것(NIA/D3: Networked, Integrated forces capable of 

Attack-in-depth to Disrupt, Destroy and Defeat adversary forces)을 추구하

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13) 또한 2014년 11월 헤이글 국방장관은 21세기 미국의 

군사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국방혁신 이니셔티

브’(Defense Innovation Initiative), 즉 세 번째 상쇄전략14)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상쇄전략은 중국과 같은 도전국들의 군사적 도전과 경쟁을 따돌리고 군사력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현재 미국은 상쇄전략 구현을 위한 능력을 구축 중이다. 예

를 들면, 중국의 등펑(DF: Doeng Feng/東風)-21 대(對)수상함 탄도미사일(ASBM: 

Anti-Ship Ballistic Missile)15)에 대응하기 위해 SM-3을 개량하면서 SM-6를 개발

12) 공해전투개념은 2006년 연구가 시작된 이후, 2009년 국방부장관이 중국의 A2/AD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해·공군력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구체화되었다. 2013년 미국 국방부가 공해
전투개념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2015년 1월 명칭이 결정되었으나 2016년 10월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JAM-GC: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으로 공식 변경되었고, 2017년 7월 승인되었다. JAM-GC 개념은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해전투개념의 핵심개념을 그대로 담고 있다. JAM-GC는 기존의 JOAC를 보완한 개념으
로 JAM은 접근 후 기동을, Global Commons는 국제규범 준수와 우방국 협력 강조를 의미한다. 
Nicholas J. Reed, Air Sea Battle to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Norfolk, V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Joint Forces Staff College, 
December 2015) and B. J. Armstrong, “The Shadow of Air-Sea Battle and the Sinking of 
A2/AD,” War on the Rocks (October 5, 2016).

13) NIA는 합동부대가 구비해야할 조건이며, D3는 합동부대가 수행해야할 역할이다.

14) 미국 상쇄전략의 역사에 대한 내용은 Robert Martinage, Toward a New Offset Strategy: 
Exploiting U.S. Long-Term Advantages to Restore U.S. Global Power Projection Capability 
(Washington, D. C.: CSBA, 2014), pp.5-16 참조.

15) 2010년에 실전 배치된 DF-21D ASBM은 기동형 재돌입체(MaRV: Maneuvering Re-entry 
Vehicle)를 장착하고 있으며, 사정거리가 약 1,500km다.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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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ONI),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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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MK-48 어뢰 개량을 통해 원거리 수중타격 체계도 발전시키고 있다.16) 

3. 미국의 해군력 현황 및 아·태 해군력 강화

1) 미국의 해군력 건설 방향 및 현황 

미국은 중국의 적극적 근해방어전략 및 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

고 있다. 중국의 수상함 및 잠수함 전력 증강과 해양굴기전략은 미국 해군에게 큰 도전

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등펑-21 ASBM과 주요 수상함·잠수함에 탑재된 대수상함 

순항미사일(ASCM: Anti-Ship Cruise Missile) 능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위기 발생 시 

마다 전개되고 있는 미국 항모전투단에 큰 위협이다. 최근 미국은 A2/AD 환경에서 

해·공군력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아·태지역 전개전력을 강화하고 있다.17)

미국 해군은 2016년 12월, 2014년에 설정한 304척 함정 보유 목표를 355척으로 

변경하였다.18) 동 목표에는 SSBN 12척, SSN 66척, 항공모함 12척, 대형수상함(구축

함, 순양함) 104척, 소형전투함(연안전투함, 호위함) 42척, 상륙전함 38척, 군수지원함 

32척, 합동고속함정(Joint High Speed Vessels) 10척, 원정지원기지(Expeditionary 

Support Bases) 6척, 지휘 및 지원함 23척으로 구성된다. 현 해군예산으로는 355척 

함정보유 목표 달성은 무리가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해군력 강화 지침을 고려 시 

해군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해군에 따르면 통합전투사령부의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약 150척의 함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해군은 함정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방 전개기간의 연장, 훈련 및 정비 

연기, 해외기지 배치 함정규모 조정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Century (Washington, D. C.: ONI, 2009), pp.26-27.

16) William B. Roper, Director, Strategic Capabilities Office, “Strategy and Implementation 
of the Department of the Department of Defense’s Technology Offsets Initiative in 
Review of the Defense Authorization Request for Fiscal Year 2017,” Statement at the 
U.S.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April 12, 2016. 

17) “미, 9조원 투입 아·태지역 전력 증강,” 『국방일보』, 2017년 5월 10일. 

18) David B. Larter, “Congress, Pentagon both stumped over Funding for Trump’s Fleet,” 
Defense News, October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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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 해군의 핵추진공격 잠수함 증강 현황, 1996-201719)

유 형 톤수
보유 숫자

1996 2003 2010 2015 2017

Sturgeon 4,714 25 1 - - -

Los Angeles(SSGN/SSN) 6,927 37 28 22 19 12

Los Angeles(SSG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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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해군의 중국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ASW 전력으로는 핵추진 공격 잠수함

(SSN/SSGN), 해상초계기(P-3/P-8)와 소나를 가진 해양감시선(Ocean Surveillance 

Ship) T-AGOS 등이 있다. 미국 해군이 중국 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주 전력

인 잠수함 전력은 현재 SSBN 14척,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Ohio급 등 SSGN 46척, 

SSN 8척 등 약 60척을 보유하고 있다.20) 미국 해군은 공격 잠수함을 수상함처럼 지

속적으로 신형 함으로 교체해 왔다. <표 1>에서처럼 1996년 이전에는 Los Angeles

급이 주력이었으나, 2003년 2척의 Seawolf급이 건조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신형 

Virginia급이 건조되고 있다. 신형 Virginia급은 Seawolf급의 건조비가 비싼 것을 

고려하여, 건조비용을 줄이기 위해 Seawolf급 보다 톤수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직발

사대를 12기에서 6기로 줄였다. 또한 미국 해군의 SSN 전력은 예산문제로 2017년 

52척에서 2022년 48척, 2029년 41척으로 감소될 것 같다.21)

미국 해군은 향후 Los Angeles급을 대체하기 위해 신형 Virginia급을 계속 건조

할 예정이다.22) 특히 중국 해군의 잠수함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괌에 배치된 4척의 

SSN은 서태평양 현시를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아시아 재(再)균형 전략’에 따

라 진행 중인 유럽과 아·태지역의 해군력 재(再)균형이 이루어지는 2020년이 되면 

더 많은 SSN이 태평양에 전개될 것이다.23)

19) The Military Balance 1996-2017; “Sea Wolf Class,” in Jane’s Underwater Warfare System 
(March 24, 2015); and Ronald O’Rourke, Navy Virginia(SSN-774) Class Attack Submarine 
Procurement: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ne 1, 2015).

20) The Military Balance 2017, p.48.

21) Christopher P. Canvas, “Latest Fleet Plan Stretches USN Submarine Fleet,” Defense News, 
July 18, 2017.

22) U.S. Navy, “Attack Submarines-SSN,” Fact Sheet, April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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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은 대잠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P-3기를 2013년 최초 

시험평가를 마친 P-8 다목적해양항공기(MMA: Multi-mission Maritime Aircraft)

로 대체 중이다. 동 항공기는 현재 6개 전대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미국 해군은 총 

53대를 주문한 상태이다.24)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 잠수함 잠망경은 물론 수상함을 

탐지할 수 있는 AN/APY-10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P-8기의 무장으로는 적 수상

함 공격용인 Harpoon 미사일, 적기지 공격용인 SLAM-ER 순항미사일, 적 잠수함 

공격용인 폭뢰와 MK-54 어뢰를 장착하고 있다. 아울러 Data Link를 이용하여 

Global Hawk의 해상 Version인 MQ-4C Triton UAV25)와 협동 교전이 가능하다.

해군수송사령부에서 운용 중인 T-AGOS함은 저주파 해양감시용 선배열 소나체계

(SURTASS: Surveillance Towed Array Sensor System)로 약 15-45미터 수중에 

있는 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다. T-AGOS급으로는 1991년에 최초로 배치된 

Victorious함을 시작으로 2001년 마지막 함정으로 Impeccable함이 건조되었다.

미국 해군은 현재 항모 10척을 보유 중이며, 신형 Gerald Ford급 항모(CVN-78)26)

는 2020년 전력화 예정이다. 상륙작전 운용 전력 중 항모와 유사한 능력을 가진 전력

으로는 신형 America급 상륙강습함(LHA) 1척, Wasp급 다목적 상륙강습함(LHD) 8

척, 다목적 상륙함(LPD) San Antonio급 10척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2개 해병원정여

단(Marine Expeditionary Brigades) 동시 상륙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27)

미국 해군이 주력하고 있는 수상함 전력은 현재 2척을 건조하여 전력화 중인 차세

대 Zumwalt급(DDG-51 Flight III) 구축함이다. 동 구축함은 적 항공기 및 순항미

사일을 보다 더 정확하게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능동형(Active) 공중 및 미사일방

어레이더(AMDR: Air and Missile Defense Radar)인 AN/SPS-6 능동형 위상배열

23) U.S. Navy, “Attack Submarines-SSN,” Fact Sheet, November 27, 2012.

24) MQ-4C Triton UAV의 주요 임무는 대잠전과 대(對)수상함전이다. “United States,” in Jane’s 
World Navies(March 6, 2015) and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Defense 
Acquisitions: Assessing of Selected Weapon System Programs (Washington, D. C.: GAO, 
May 2017), p.109.

25) “MQ-4C Triton Broad Area Maritime Surveillance (BAMS) UAV,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www.naval-technology.com/projects/mq-4c-triton-bams-uas-us/(검색일: 
2017.8.29.).

26) Gerald Ford항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 ‘슈퍼 핵항모’ 22일 정식 취역,” 『국방일보』, 2017년 7
월 17일 및 “미 해군의 항공모함 비행갑판 기술 동향,” 『국방과학기술정보』, 제64호 (2017년 5-6월), 
pp.104-112. 

27) Christopher P. Canvas, “New Concept offers Fast Track to An Improved Navy,” Defense 
News, June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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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28)를 장착하고 있다. 향후 태평양에 전개되면 유사 시 신속 대응 및 대량응징 

전력으로 운용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싱가포르에 순환배치 중인 연안전투함(LCS)을 

지속 건조하면서 대잠전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표 2>에서처럼 탄도미사일방

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전력을 증강 중이다. 미국 해군은 1996년에 

34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미사일 방어능력은 갖추고 있지 않았다. 

1990년대 말부터 이란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2010년에는 

1996년보다 약 두 배가 증가한 68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18척의 이지

스함이 BMD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2018년 초 보유 중인 87척의 이지스함 중에서 

34척이 BMD 능력을 갖추고 있다.  

<표 2> 미국 순양함 및 구축함 증강 현황, 1996-201729)

유   형 톤 수
보  유  수

1996 2003 2010 20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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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leigh Burke Flight III 10,000 2

계 34 54 68 84 87

BMD 함정 0 3 18 33 34

또한 미국 해군은 중국의 A2/AD 수행 전력 중에서 미국 항모전투단을 공격할 수 

있는 DF-21에 대응하기 위한 SM-2가 적 항공기와 탄도·순항미사일 대응에 한계가 

있음은 인식하고 SM-2에 비해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된 SM-6를 배치 중이다.30) 

SM-6는 사거리가 약 370km로 기존 SM-2에 비해 약 2.5배 증가되었으며, 보다 원

거리에서 적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상함이나 항모전투단에 접근

28) 그러나 능동형 AMDR레이더는 적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대응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
으나, BMD를 위한 능력이 제한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he Highly Capable, Truly Scalable 
Radar,” http://www.raytheon.com/capabilities/products/amdr/(검색일: 2018.5.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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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Congress Research Service, May 12, 2017).

30) SM-6는 2013년 11월에 최초 시험발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미국 해군은 현재 웅용 중인 SM-2의 생
산을 중단하고 SM-6로 대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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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순항미사일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센서 등을 향상시켰다. 또한 SM-6는 

적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Terminal Phase)에서 요격할 수도 있다.31) 그리고 중국

의 다양한 함대함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AN/SPQ-9B32)을 장착하는 등 탐지·센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표 3>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발전계획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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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ock IIA 개발 중(미·일)

  * 요격고도 확대: 1,500km

사드

(THAAD: Theater 

High Altitude 

Defense)

40-150

(종말단계 상층/

중간비행단계 하층)

4 6

SM-6
40

(종말단계)
-

∙ 전력화 완료, 이지스함에 탑재 중.

  * 전투체계 Base Line 9.1 연계·개발

PAC-3 10-15 ?

∙ PAC-3 MSE로 성능개량 중(한·미)

  * 요격고도 확대: 약 30km 이내

  * MSE: Missile Segment Enhancement

또한 미국은 <표 3>에서처럼 다층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 중이며, 미국 해군은 탄

도미사일을 중간비행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 현재운용 중인 SM-3 Block-IA는 2007

년부터 배치되었다. 동 미사일의 최대 요격 거리는 1,200km이다.34) 2014년 4월부

터 배치된 SM-3 Blcok IB는 표적탐색기가 크게 개선되었고, 발사 후에 미사일이 표

적에 정확이 유도되도록 회전 및 고도통제체계를 향상시켰으며, 미사일과 레이더의 

31) SM-6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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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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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4.25.) 참조. 

32) U.S. Naval Sea Systems Command, “AN/SPQ-9B Radar Set,” http://www.navy.mil/navydata/ 
fact_display.asp?cid=2100&tid=311&ct=2 (검색일: 2018.5.11.).

33) 김덕기, “트럼프 미 행정부 ‘최첨단 미사일방어체계 개발’ 선언이 주는 함의,” 『KIMS Periscope』, 
제78호 (2017년 4월 11일).

34) 미국은 2008년 2월 20일 운용이 중단된 탐지위성을 SM-3 Block 1A로 요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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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처리체계도 발전되었다.35) 현재 개발 중인 SM-3 Block IIA는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종말단계에서의 SM-3 속도를 50%까지 증가시켰으

며, 2018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ICBM 요격용으로 개발하려던 SM-3 Block IIB는 

2013년 3월에 취소되었다.

Ⅲ. 중국의 적극적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1.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중국 해군은 1980년대 덩샤오핑과 당시 해군사령원이었던 류화칭 제독36) (1916~ 

2011년)이 제시한 ‘근해 적극방어(Offshore Active Defense)전략’, 후진타오 주석

이 제18차 당대회(2012년 11월 6일)에서 언급한 해양굴기(海洋屈起)37)와 2015년 

‘국방백서’에 명시된 ‘적극적 방어전략’38)의 큰 틀 안에서 3단계 계획에 따라 해군력

을 증강 중이다. 첫 번째 단계는 류화칭 제독이 해군사령원을 마치고 국가중앙군사위

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198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으로, 서해·동중국해·남중국

해를 근해(Near Seas)로 구분하고 ‘적극적 근해방어전략’을 추구하던 시기다. 특히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수행한 이라크전 등 주요 전쟁의 교훈을 통해 추진하

고 있는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과 군의 첨단화 흐름을 지

켜보면서 중국군에 대한 ‘정보화’와 ‘비접근전(Non-Contact Warfare)’이라는 개념

을 받아들였다. 중국군은 이 기간 동안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현대식 군사력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다.39)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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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류화칭(劉華淸) 제독은 해군사령원으로 재직 시 중국의 해양전략을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시
켰으며, 항공모함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 류제독의 전략사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의 자서전, 
劉華淸, 劉華淸回顧錄 (北京: 解放軍出版社, 2004) 참조.

37) 김덕기, “미국 해군정보국 보고서를 통해서 본 중국 해군,” 『KIDA 주간국방논단』, 제1590호(2015
년 10월 26일), p.2.

38) 중국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전략(中國的軍事戰略)’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동 백서에서 중국의 군사전략을 적극적 방어전략으로 구체화하였다. 中國國防部, 『中国的军事战
略』(2015年 5月).

39) 중국 해군의 해양전략 개념 발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덕기, 21세기 중국 해군 (서울: 한국해양
전략연구소, 2000), pp.73-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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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는 제2도련선 내 해역에서의 중거리 전진방어 능력(약 2,000km)을 확

보하는 시기이다. 중국 해군은 이미 운용 중인 Liaoning항모는 물론 자체 설계·건조

한 항모를 확보하는 시기이다. 아울러 Jin급 SSBN, Shang급 SSN, Kilo·Song급 SS 

등이 주 전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 단계에서 중국 해군은 해군력을 증강

하면서 가까운 바다에서의 해양분쟁(영토분쟁 포함)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문제와 경제

발전에 따른 해양활동 증가에 따라 해상교통로(SLOC) 보호가 중요시되는 먼 바다에

서의 해적출현과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위협 대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

다. 중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작전범위를 현재 분쟁 중인 남중국해를 포함하여 필리

핀 해와 인도네시아 해역까지 확대할 것이다. 특히 후진타오 주석이 2011년 12월 6일 

제11차 당대표자 대회에서 중국 해군이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을 견제하고, 세계평

화 유지에 더 큰 공헌을 해줄 것을 강조한 이후, ‘중국 형 이지스함’인 Luyang-III 

구축함이 건조되었고, 중국 형 항모가 건조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40)

<표 4> 중국 해군의 3단계 발전계획41)

기 간 발전개념 세부내용/주요 전력

제1단계

(1985-2000)

근해함대를 바탕으로 제

1도련선 내 해역에 대한 

근해 적극방어 능력구비

해군력 현대화를 통해 작전반경을 확대하여 남사군도와 같

은 주권분쟁 해역에 대비, 근해의 해상교통로 확보 능력 

구비
* 주요전력: Luda급 구축함, Kilo급 잠수함

제2단계

(2001-2020)

원해함대를 바탕으로 제

2도련선 내 해역에 대한 

중거리 전진방어

경(經)항모 등을 확보하여 항모전단을 창설·운용, 해군작

전 범위와 임무를 필리핀 해와 인도네시아 해역까지 확대
* 주요전력: Jin급 SSBN, Shang급 SSN, Kilo·Song급 SS, 

Liaoning 항모, Luhu·Luyang급 구축함 등

제3단계

(2021-2050)

제2도련선 밖의 해역에 

대한 장거리 전진방어 

능력 확보

입체적 작전능력 구비로, 원거리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미국에 대응하는 해양국가로 성장
* 주요전력: Jin급 SSBN, Shang급 SSN, Yuan급 SS, 

Shandong함 등 자체건조 항모,42) 

Luyang-III급 구축함, Typy-055 순양함 등

40) 민경원, “후진타오 ‘해군 전투준비강화’,” 『중앙일보』, 2011년 12월 8일.

41)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Washington, D. C.: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7), pp.7-37;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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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중국 해군은 영토와 해외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태평양과 인도양에 각각 2개의 항모강습단이 필요
한 것으로 인식하고 2028년까지 4척의 항모를 건조할 계획이다. Liu Xin and Liu Caiyu, “China 
eyes Building more Aircraft Carriers,” Global Times, April 20, 2017; “중국, 두 번째 항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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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는 제2도련선 밖의 해역에 대한 장거리 전진방어 능력을 확보하는 시기

이다. 이 시기에 중국 해군은 자체 건조한 Shandong함 등 항모전투단을 이용하여 

자국의 해양이익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건

조 중인 중국형 이지스함(Type-055)(서양에서는 순양함 또는 대형 구축함으로 명

명)43)과 Shang급 SSN 등이 항모전투단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2. 중국 해군의 A2/AD 전략과 해군력 운용개념

중국은 아·태 해역에서 미국 해군의 작전을 차단하기 위해 A2/AD 전략을 추구하

고 있다. 반접근(A2)은 미군이 서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전진기지로부터 대(對)중국 

작전 수행을 차단하는 전략개념이다. 반면 지역거부(AD)는 미국 해상전력이 중국의 

핵심이익 해역인 동·남중국해와 서해에서 자유로운 군사행동을 차단하는 것이다.

미국 해군정보국은 ‘중국 해군 보고서’44)에서 최근 중국 해군이 근해와 원해에서 

동시 작전 수행이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림 1>에서처럼 제1-2

도련선 방어 개념을 보다 구체화한 해양방어권(Maritime Defensive Layer)45) 개념

으로 작전수행 개념을 변경했다고 분석했다. 제1방어권은 연안으로부터 540~1,000

해리 떨어진 해역이다. 이 방어권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일본이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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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에

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과 대만을 잇는 해역이다. 이 해역에서는 수상함과 잠수

함 진수 예정,” 『국방과학기술정보』, 제64호 (2017년 5-6월), pp.64-65 및 “‘항모굴기’ 중 ··· 
2028년까지 4척 갖겠다,” 『국방일보』, 2018년 5월 15일, p.12.

43) Type-055함은 10,000-12,000톤으로 미사일탑재 DDG보다는 CG로 평가 받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Jeffrey Lin and P. W. Singer, “China’s Largest Surface Warship Takes Shape,” 
Popular Science, October 20, 2016; 2016 CSMD, p. 26 and Ronald O’Rourke, China 
Navy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Washington, D. C.: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7), pp.31-32 참조.

44)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th Century (Washington, D. C.: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April 2017).

45) 미국 해군정보국이 중국 해군 보고서에서 최초로 언급한 Defensive Layer는 Layer 개념을 방어권 
또는 방어선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기존에 사용하던 도련(Island Chain) 개념과 혼돈될 수 있어 방
어권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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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항공기, 해안방어 순항미사일(CDCMs: Coastal Defense Cruise Missiles) 등

이 효율적인 방어 수단이다. 따라서 미국 해군은 동중국해나 타이완 근해에서 위기 

시 항모전투단을 전개시키기 위해 중국 해군의 잠수함, 항공기와 수상함에 탑재된 대

(對)수상함 미사일이나 CDCM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 중국 해군의 해양방어권 개념도46)

중국 해군의 해양방어권 개념은 미국 해군의 다층방어 개념과 유사하나 현 중국 해

군의 능력을 고려하면 모든 방어권 내에서 동시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해군력 현대화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020년 이후

가 되면 미국 해군정보국에서 제시한 제1-3해양방어권을 동시에 방어한다는 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다. 최근 중국 해군이 <그림 1>의 제1-2해양방어권에 전력을 투사하

고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남중국해의 해양분쟁 당사국과 인접 국가

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한국의 이어도가 포

함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고, 한국의 사드(THAAD) 배치에 항의하며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보복은 한반도가 제3해양방어권의 최종 방어권이며,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

의 ‘아시아 재(再)균형 전략’ 및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과의 충돌이 불가

46)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2017),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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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해군은 서태평양에서 미국 해군의 자유로운 해양활동을 차단하고 SLOC를 

장악하기 위해 항모전투단, 해군의 비대칭전력인 대(對)위성(ASAT: Anti-Satellite) 

무기체계,47) 전략핵잠수함(SSBN), 공격핵잠수함(SSN), 제2포병에서 운용하고 있는 

DF-21 ASCM 등을 강화하고 있다.

3. 중국 해군의 A2/AD 전략 수행 능력 강화

최근 중국 해군은 미국이 제1·2도련선 중간해역에서 우세한 전력을 현시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하여 이 해역에서 시·공간적 제한사항을 가지고 A2/AD 전략을 구현하

기 위한 수단으로 항공기, 수상함과 잠수함의 대(對)수상함 순항미사일, 대(對)함탄도

미사일 등과 같은 비대칭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계기

로 1996년 이후 잠수함, 구축함과 호위함들을 자체적으로 건조하면서 러시아로부터 

Sovremenny급 구축함과 Kilo급 잠수함을 도입했다. 러시아로부터 구축함과 잠수함 

도입 시 발사 Platform은 물론 대(對)수상함 미사일인 SS-N-22 Sunburn도 같이 

구입했다. 

1) 중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증강 및 A2/AD 전략 수행 능력 강화

중국 해군의 잠수함전력은 현대화가 추진되면서 전체 보유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신형 Kilo급 외에 구형 잠수함 75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0년 54척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약 절반인 27척은 최근에 건조된 

신형 잠수함이다. <표 5>에서처럼 2018년에는 61척 중에서 약 75%인 45척이 현대

식 잠수함이다.

중국 해군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잠수함 현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1990년

대 중반까지는 1960년대 소련이 설계한 Romeo급과 1970년대 설계한 Ming급 잠

수함이 주요 전력이었다. 두 유형의 잠수함은 크기가 작아 중국의 연안을 벗어나는 

해역에서의 작전이 크게 제한되었다.

재래식 잠수함 전력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 러시아로부터 Kilo급 잠수

47) 중국의 ASAT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hinese Anti-Satellite [ASAT] Capabilities,” 
http://www.globalsecurity.org/space/world/china/asat.htm (검색일: 2018.5.10.); “Submarine 
ASAT,” The Washington Times, January 18, 2008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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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도입하고 자체 설계한 Song급과 Yuan급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미국 해군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 특히 Kilo급에 장착된 사거리 300km SS-N-27 Sizzler은 종

말단계에서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미사일로 미국의 항모전투단은 물론 수상함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소음 등으로 작전 운용이 제한된 Han급 공격 잠수함과 Xia

급 SSBN이 주 전력이었다. 중국 해군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제2세대 SSBN인 Jin급(Type-094)을 건조해 실전에 배치했다.48) Han급 후속으

로 제2세대 SSN인 Shang급(Type-093)을 2척 보유하고, 개량형 Shang급 SSN 

(Type-093A)을 건조 중이며, 총 8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중국 해군은 Shang급 후

속함인 제3세대 SSN인 Type-095를 건조할 계획이다.

<표 5> 중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증강현황, 1996-201849)

구 분(척수) 유형
톤수

(수중)

보유수 ASCM/
SLBM

사거리
(km)1996 2003 2010 2015 2018

전략

잠수함

SSBN

(4)
Jin(晉)급 8,000 2 4 4

·JL-2

  (SLBM)

·7,400-

  8,000

전술

잠수함

(53)

SSN

(5)

Shang(商)급 7,000 2 2 6
·YJ-82

·YJ-18

·40

·540

Han(漢)급 5,500 5 5 4 3 3 ·YJ-82 ·40

SSK

(47)

Song(宋)급 2,250 3 13 13 12 ·YJ-82 ·40

Ming(明)급 2,113 10 19 19 19 11 -

Kilo급 3,076 2 4 12 12 12 ·SS-N-27 ·300

Yuan(元)급 3,600 2 12 13 ·YJ-82 ·40

소 계 17 31 54 65 61

중국 해군은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약 2.55척의 잠수함을 건조하였으며, 

잠수함의 수명은 20-30년이었다. 중국 해군의 공격 잠수함은 1996-2005년까지 매

년 약 3회 정도 원해에서 작전을 실시했으나, 최근에는 매년 10회 이상의 원해 활동 

강화로 미국 수상함과 항공모함에 위협이 되고 있다.50) Jin급 SSBN은 2015년 12월 

48) 중국 해군은 현재 Jin급 SSBN을 운용 중이며,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U.S. DoD, CMSD (2016), 
p.26.

49) Jane’s Fighting Ships 2017; The Military Balance 1996-2018; and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2017), p.16.

50) Hans M. Kristensen, “Chinese Nuclear Developments Described(and Omitted) by DoD 
Report,” FAS Security Blog, May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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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처음으로 억제력 구현을 위한 항해를 실시했다.51) 또한 <표 5>에서처럼 중국 잠

수함이 탑재한 SLBM 뿐만 아니라 YJ-18 순항미사일과 Kilo급에 장착된 SS-N-27

은 미국 수상함과 항공모함 전투단에 중대한 위협이다.

2) 중국 해군의 주요 항공기 전력 증강 및 A2/AD 전략 수행 능력 강화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해군 항공기의 장거리 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중국 해군이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1990년

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 해군의 항공력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생산된 제2세대 

항공기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2017년 항공기의 주력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로 

현대화되면서 수상함 공격용인 공대함미사일도 크게 강화되었다. 

또 다른 능력으로는 조기경보기, 적(敵)의 대공방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체계

(SEAD: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s), 전자전 등의 능력 또한 크게 향상

되었다. 이러한 중국 해군의 A2/AD 장거리 작전능력 향상은 미국 해군 수상함에 큰 

위협으로 대두되었다.

<표 6> 중국 해군의 항공전력 증강 현황, 1996-201752)

구  분
증강현황

1996 2003 2010 2015 2017

전투기/공격기 452 324 222 252 300

폭격기 146 68 50 30 30

<표 6>에서처럼 중국 해군의 항공전력은 두 가지 임무, 즉 ① 공중우세와 ② 대(對)

수상함전으로 구분된다.53) 중국 해군은 1996년까지 전술항공기의 75%가 제2세대였

으며, 2010년에는 전투기의 85%가 제3세대, 2017년에는 제3세대인 JH-7기가 주력

이지만 절반이 제4세대 전력이다. 향후 러시아 Su-33기를 기초로 개발한 J-15기와 

51) Bill Gertz, “Pentagon Confirms Patrols of Chinese Nuclear Missile Submarines,” Washington 
Times, December 9, 2015; and Richard D. Fisher, “China Advances Sea- and Land-Based 
Nuclear Deterrent Capabilities,” Jane’s Defense Weekly, December 15, 2015.

52) The Military Balance 1996, 2003, 2010, 2015 and 2017.

53) H-6G 폭격기는 중국공군에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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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5.9.); 
and “H-6D Bomber,”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china/h-6d.htm (검색일: 
20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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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30MK2를 기반으로 개발한 J-16기가 주요 전력으로 운용될 것이다.

미국 해군에 위협이 되고 있는 무기는 중국 해군의 항공기에 장착된 공대함(空對

艦)순항미사일이다.54) 중국 해군은 지난 20년간 ASCM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표 7>에서처럼 비록 속도가 음속이하이나 사정거리가 긴 YJ-62와 초음속이면서 사

정기리가 긴 YJ-12를 동시에 공격하면 미국 항모전투단에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55)

지난 20년간 중국 해군 항공기의 작전반경이 크게 향상되었다. 일례로 1996년 Q-5 

전투기의 전투행동반경은 약 600km였고, 장착된 YJ-81의 사거리는 70km로 전투 수

행 거리는 670km에 불과했다. 반면 1997년 러시아제 Su-30MK2를 중국형으로 개조

한 J-16기는 4세대 전투기로 전투행동반경이 약 1,500km이며, 사거리가 280km인 

YJ-62 미사일을 장착하면서 작전거리를 1,780km까지 확장했다.

<표 7> 중국 해군 항공기 장착 대(對)함순항미사일(ASCM) 현황56)

종  류
사정거리

(km)

속력(마하)
비행고도

(m) 탑재 항공기5

비행 최종 비행 최종

YJ-81 70 0.9 0.9 20 6 · Q-5

YJ-82K 130 0.9 0.9 20 6 · JH-7

YJ-83 250 0.9 1.4 20 5 · J-16

YJ-91 50 2.5 2.5 20 7 · J-11B

YJ-62 280 0.8 0.8 30 8 · J-16

YJ-12 300-400 0.9 3.0
· H-6, H-6G

· SU-30, JH-7B, J-10/11/1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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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bitions (Washington, D. C.: U.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14) 참조. 

55) “Storm Force Warning China’s Anti-Ship Missile Range spreads Its Wings,” Jane’s 
International Defense Review (April 17, 201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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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ow-Visibility Force Multiplier: Assessing China’s Cruise Missile Ambitions.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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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해군의 구축함 등 수상함 전력 증강 및 A2/AD 전략 수행 능력 강화

중국 해군은 러시아로부터 Sovremenny급 구축함을 도입하면서 미국 해군의 수상

함과 항모에 대한 공격능력을 강화시켰다. 2000년 러시아로부터 최초로 2척의 

Sovremenny급 구축함을 도입한 이후, 2005년에 추가적으로 2척을 더 도입했다. 

Sovremenny급 구축함은 러시아에서 개발한 SS-N-22 Sunburn 대함미사일을 장

착하고 있다. 동 미사일은 최대 속도는 마하 3이며, 최대 사정거리가 220-240km(개

량형)이다. 최근에 건조된 구축함과 호위함은 성능이 크게 향상된 YJ-83와 YJ-62 미

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Luyang-II 구축함에 장착된 YJ-62 미사일은 미 해군이 보유

한 Harpoon 미사일 사거리(약 150km)의 약 두 배인 280km이다. 

특히 중국형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Luyang-III 구축함57)의 수직발사대에 장착된 

YJ-18은 적의 공대공 또는 함대공 미사일로부터 격추를 피하기 위한 초음속 비행으

로 사정거리가 220km나 된다.58) 미국 해군이 수상함에서 적 수상함을 공격하기 위

해 운용 중인  Harpoon은 아음속인 반면, YJ-18은 순항속도가 마하 0.8이며, 최종 

공격단계에서는 속도가 초음속인 마하 2.5-3으로 요격이 쉽지 않다.

아울러 Sovremenny, Luyang-I/II/III, Luzhou 구축함과 Jiangkai-II 호위함은 

초수평선(OTH: Over The Horizon)에 있는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3차원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Type-344)(러시아제 Mineral-ME)를 장착하고 있다. 동 레이더는 

SPY레이더처럼 미사일을 발사 후 표적 정보를 제공하는 Missile Data Link체계

를 갖추고 있다. 동 레이더는 SPY레이더 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수동으로 운용

될 경우에는 450km, 능동으로 운용될 경우에는 180km의 표적을 탐지·추적할 수 

있다.59)

57) 중국형 이지스 구축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덕기, “중국 북해 함대에 이지스 구축함 최초 배치가 
주는 전략적 함의,” 『한국해양안보포럼 E-저널』, 2017년 4월.

58)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th Century (Washington, D. C.: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April 2015), p.13; and 
“YJ-18,” https://en.wikipedia.org/wiki/YJ-18(검색일: 2018.5.9.).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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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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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중국 해군의 수상함(구축함/호위함) 전력증강 현황, 1996-201760)

유 형 톤 수
증강현황

ASCM 사거리(km)
1996 2003 2010 2015 2017

구

축

함

Luda 3,250 17 16 15 6 6
·YJ-8

·YJ-83

·40

·120

Luhu 4,600 1 2 2 2 2
·YJ-8

·YJ-83

·40

·120

Sovremenny-I 7,940 2 2 2 2 ·SS-N-22 ·120

Luhai 6,000 1 1 1 1
·YJ-8

·YJ-83

·40

·120

Luyang-I 7,000 2 2 2 ·YJ-83 ·120

Luyang-II 7,000 2 5 6 ·YJ-62 ·280

Sovremenny-II 7,940 2 2 2 ·SS-N-22
·240

 * 개량형

Luzhou 7,000 2 2 2 ·YJ-83 ·120

Luyang-III 7,500 1 4 ·YJ-18 ·537(290nm)61)

호

위

함

Chengdu 1,702 2 0 0 0 0 없음.

Jianghu 1,702 33 37 30 16 17 ·HY-2 ·80

Jiangwei-II 2,250 4 12 14 14 10
·YJ-8

·YJ-83

·40

·120

Jiangkai-I/II 3,900 8 20 24 ·YJ-83 ·120

현재 중국 해군은 중국형 이지스함인 Luyang-III를 지속 건조하면서 2014년부터 

중국형 순양함인 Type-055도 건조 중이며, 총 4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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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YJ-18은 러시아제 SS-N-27을 모방했으며, 사거리가 약 540km이며, 종말단계(약 40km)에서는 마
하 2.5-3의 속도로 수상함 표적에 접근하므로 대응이 어렵다. YJ-18은 중국 해군의 대(對)수상함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중국형 이지스함 인 Luyang-III 구축함에 탑재되어 있고, 현재 건조 중인 
Type-055 순양함에도 탑재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New Mobile Coastal Variant of YJ-18 
Supersonic Anti-Ship Missile Spotted in China,” Navyrecogni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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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 cit.; and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2017), p.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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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러시아의 아·태 해양전략과 해군력 강화

1. 21세기 러시아의 안보전략

21세기 러시아는 냉전시대 미국과의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했던 것과는 달리 해

적 등 비전통적 위협도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전통적 위협으로는 현

재 진행 중인 쿠릴열도의 4개 도서를 둘러싼 러·일 간의 영토분쟁62)이며, 비전통적 

위협으로는 소말리아 근해에서 러시아 무역항로를 방해하는 해적으로 인식하고, 해

적퇴치 작전을 위해 2013년부터 태평양 함대에 함정을 파견하고 있다.

러시아의 21세기 국가안보전략은 푸틴 집권기인 2009년에 작성된 ‘러시아 연방 국가

안보전략 2020’에 잘 나타나 있다. 동 전략서는 1997년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개념’

으로 대체하면서 러시아의 안전 보장은 국가의 경제적 잠재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는 천연자원을 경제발전의 초석과 동시에 지리·정치적인 영향력을 결정하는 

원천으로 여기고 있다.63) 특히 북극해의 해저 및 대륙붕에 대한 해양자원탐사와 개발 

보호가 국가안보전략의 중요한 핵심으로 부상되면서 해군의 역할도 제고되었다.64)

<표 9> 러시아의 군사독트린(2000/2010) 비교65)

62) Duk-ki Kim, “Russo-Japanese National Strategies Over the Kuril Islands,” Strategy 21, 
Vol. 1, No. 2 (Winter 1998), pp.30-45.

63) 보다 자세한 내용은 “Strategy and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Russian Federation Until 
2020,” May 12, 2009. http://www.scrf.gov.ru/documents/99.html (검색일: 2018.5.11.) 참조. 

64) 김덕기,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와 러시아의 전략적 접근,” 『Strategy 21』, Vol. 15, No. 1 (2012년), 
p.257.

65) 유병은·정재호, “러시아 군사력 건설과 한·러 전략적 협력구축방안 연구,” 『해양전략』제151호 
(2011년), p.217.

구 분 군사독트린(2000) 신군사독트린(2010)

위협평가
러시아 및 동맹국 인접지역에 외국군 주둔, 
러시아 및 동맹국에 영토 요구, 국제테러리즘

NATO 확대, MD, 우주공간 군사화, 
WMD 및 미사일 확산 소요 추가

핵무기
∙ 핵무기 사용 범위 확대
∙ 외부 침략 시 대응수단으로 사용

∙ 핵무기 사용 엄격 적용 및 핵무기 비중 축소
∙ 상대적으로 정밀유도무기 강조

군사력 운용 ∙ 국제법에 따라 해외 주둔 가능

∙ 해외주둔 조건 완화 및 범위 확대 
(국제/국내법 적용)

∙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내 신속 
기동군 창설

현대전 특징
∙ 핵/재래식, 첨단무기 사용
∙ 항공 및 특수전 전력 운용

∙ 정보전, 지휘통제의 중요성
∙ 현대화된 정밀무기체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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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러시아는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통한 적극방어 전략’

을 표방하였다.66) 특히, 러시아 정부는 해군의 전시 전략적 억제와 평시 대외정책 지

원수단의 기능 강조와 원해작전의 중요성으로 전 세계 해양에서 러시아 해군의 활동

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러시아의 안보전략은 2010년 채택한 새로운 신(新)군사독트린(표 3-10)에 잘 

드러나 있다. 동 독트린은 NATO 확장과 테러리즘을 주요 안보위협 요인으로 간주한 

것이 특징인데, 기존의 핵 공격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 

시에도 핵무기 사용권한 보유를 명시하는 등 핵무기의 사용범위를 넓히고 외부위협

에 대해 해외파병을 통한 대응 원칙을 명기하고 있다.67) 이러한 전략은 러시아가 군

사적 개입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이익이 침해당할 경우 적극적인 군사력 사용 가능성

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유럽에서 러시아의 탄도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루마니아와 폴란

드에 구축한 BMD 체계68)와 최근 시리아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 및 NATO 국가들과

의 대립과 긴장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러·중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일 간의 

센카쿠열도 분쟁, 중국이 한국의 이어도 근해 방공식별구역 확대와 관련하여 야기되

는 한·중·일 간의 긴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 러시아의 해양안보 인식 변화와 새로운 해양전략

21세기 러시아는 지도자의 해양안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해양독트린(Doctrine)

을 발표하는 등 과거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해양정책을 추진 중이다. 푸틴 대통령은 

해군력 건설계획, 새로운 해양독트린, 해상수송계획, 해양군사활동 정책, 국경선·내수·

66)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2016』, p.17.

67) 서동주, “2010년 러시아 신 군사독트린의 내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년 2월 18일).  

68) 미국은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Aegis Ashore를 구축했다.

구 분 군사독트린(2000) 신군사독트린(2010)

방위산업 ∙ 개략적 기술 ∙ 방산업의 중요성 및 역할 강조

군사력 건설 ∙ 핵전력 유지 및 재래식 무기 증강
∙ 핵전력 유지 및 첨단 재래식 무기 증강
∙ 상비군 유지, 최적의 병력 유지

군사·정치 
협력국

∙ 벨라루스, CIS국가
∙ 벨라루스, CSTO, CIS 및 
  상하이 협력기구(SCO)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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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대륙붕·EEZ·방위전략 등 다양한 전략문서를 완성했다. 특히 새로운 해양독트린

에는 해군함대, 상선 능력, 어로산업, 해양연구와 관련 탐사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69) 

2001년 7월에 발표된 ‘러시아 연방 해양독트린 2020’에서는 21세기 국가 간 경쟁

은 해양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해군력 강화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

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강한 해군력을 가진 해양강국이었음을 강조하고, 21세

기는 선진 해양국 간 해양에서의 경쟁은 불가피하며, 러시아는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범세계적·지역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해양력을 건설하

여 서로 독립적인 5개 해양전장(북해, 극동해, 발트해, 흑해, 카스피해)에서 최소한 

러시아 자신의 군사적·해양적 존재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70) 

둘째, 러시아 해군은 영해, EEZ, 대륙붕, 공해 등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또한 해군은 해외에서도 국가이익 보장을 위한 대외정책수단

으로서 정치·군사적 안정을 유지하고, 대양에서 국가안전을 보장해야 한다.71) 또한 

이를 위한 해군력 건설은 현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먼저 1단계로 러시아 함대

의 함정 수명기간을 최대한 유지하고 러시아 해군기지 및 정비시설을 복구한 뒤, 2단

계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낡은 함정을 교체하여 현대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범세계 

해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대양함대를 건설한다.72)

셋째, 러시아가 2020년까지 해양에서 직면할 수 있는 영토와 주권 방어, 천연 자원 

보호, 미국과 NATO군의 힘과 중국의 해군력 확장에 대한 균형유지, 세계 강대국으

로서의 러시아의 지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해군은 러시아의 내

해, 영해, 해상, 영공에서의 주권을 확고히 다지며, EEZ와 대륙붕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과 관할권을 보장하고, 세계 해양에서 탐사, 어업, 항행 등 해양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아울러 러시아는 국제법 준수 원칙 및 국가안보 이익과 분쟁을 해결하

는데 우선적으로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지지하며, 외부의 군사적 위협

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고 국제적으로 러시아의 군사력을 시현

69) 일례로 러시아는 해양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국가안보차원에서 북극해에 접근하고 있다. 자세한 내
용은 김덕기,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와 러시아의 전략적 접근”(2012)참조.  

70) Nikolai Efimov, The Politico-Military Aspects of National Security of Russia (Komkniga, 
Moskva, 2006), 정재호·김영욱 공역, 『러시아 국가안보』(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p.139-143.

71) Andrey Panov, Russian Sea Power and Strategy, 정재호·유영철 역, 『러시아 해양력과 해양전략』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6), p.3.

72) 정재호·김영욱 공역,(2016), pp.13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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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해군의 대외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73)

특히 2011년 1월 7일 기존 해양독트린을 수정해서 발표한 새로운 독트린에서는 

러시아의 새로운 안보과제로 부각된 북극해와 해상교통로 보호, 어로산업 등을 강조

하면서 해군력 증강을 강조하였다. 특히, ‘2011-2020년 국가군비증강계획(State 

Armament Program)’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총 군사력 증강비 약 19.5조 루불

의 1/4인 4.7조(약 100여척의 다양한 함정을 획득할 수 있는 예산)를 함정 건조에 

배정한다고 밝혔다.74)

2015년 7월 푸틴대통령이 흑해 함대의 Admiral Gorshkov함(프리깃)에서 승인한 

새로운 해양독트린은 국제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보

장하기 위해 4개 분야(해군활동·해양운송·해양과학·자원 확보)를 바탕으로 세계의 

모든 대양(태평양·대서양·인도양·남극/북극해·카스피해)에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독트린에서는 특히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흑해와 지중해, 풍부한 자원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북극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태평양 함대의 적극적인 활동을 언급하였다.75)

러시아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1일부로 6개의 

군관구를 4개의 통합지역사령부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해군의 각 함대사령부는 해당 

통합작전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되며, 상트페테르부르크(그림 2)에 위치한 해군사령부

의 사령관은 통합작전사령부의 부사령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동북아에서의 역내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함에 따라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APEC의 성공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권의 관심증대와 더불어 극동

지역의 경제발전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76) 

73)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Maritime Doctrine of Russian Federation 2020’, July 27. 
2001. p.9 and Richard Weitz, “Russia’s Naval Revival,” 『Strategy 21』, Vol. 18, No. 1 (Spring 2015), 
p.243에서 재인용.

74) 러시아는 이 계획의 초기목표로 연안방어와 전략적 억제에 초점을 둔 것이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해양
강대국으로 부활하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Richard Weitz, (2015), p.244.

75) 강건욱, “러시아의 부활과 해군력 증강,” 『KIMS Periscope』, 제68호 (2017년 1월 11일), p.1. 

76)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 전략균형 2012』(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pp.172-173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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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러시아의 4개 지역전략사령부

현재 러시아 경제의 주요한 에너지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의 중요성 인식이 점차 증

대되고 있다. 국가생존을 위한 필요성이 국가지도자의 의지 저변에 생겨나기 시작했

으며, 해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게 되었다. 과거 러시아 해

전사에서 알 수 있듯 과거의 해군전략은 바다로부터의 적의 공격을 연안에서 방어하

기 위한 것이었다면 21세기 러시아의 해군전략은 해양에서의 에너지자원 보호와 해

양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으로, 또한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3. 러시아의 아·태 해양전략과 해군력 강화

21세기 러시아는 냉전 시와는 달리 전 세계 해역에서 공세적인 전략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태평양, 발트해, 북해에서는 서방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억지력

을 전개하는 등 구체적인 해양력 투사전략을 추진하고, 카스피해와 북극해에서는 해

양 에너지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해양정책 강화와 함께 주변국 간의 협력 역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가시화되고 있는 북극해 시대를 맞아 북극해 항로 개발과 극동

의 부동항 확보를 추진하고, 신속대응군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최

근 러시아는 북극해에 표트르 대제 핵추진 순양함 등 10여 척으로 이루어진 해군 전

력을 상주시킨 바 있다.77) 

77) “러시아, 10척 군함단 북쪽으로 보낸 까닭은,” 『중앙일보』, 2013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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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시베리아·극동지역 에너지 수송 간선망 확충 등 동북아지역 석유의 

1/3, 천연가스 1/6 공급을 목표로 아·태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임무와 역할을 확대함은 물론, 시베리아 동부를 관할하는 동부전략사령부사

령관에 해군제독 콘스탄틴 시덴코를 임명하는 등 해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

의 전략적 의도는 동북아에서 미국을 포함한 중·일의 해군력 증강을 견제하고, 쿠릴열

도 등 영유권 분쟁과 북극해 항로의 안보와 자원개발 갈등에 대비하려는 것이다.78) 

아·태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대외정책으로 세 가지 목표는 첫째, 동부 시베리아, 러

시아 극동 및 북극지역에 대한 경제 개발, 둘째, 2,600마일의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셋째, 동북아 주요 행위자로서의 지위 유지 등이다.79)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는 극동지역의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러시아의 대외정

책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특히,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태평양 함대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해 함대와 함께 해상에서 전략적 억제를 달성하는 러시아의 

양 기둥 중 하나이다. 러시아의 전략군에 편성된 SSBN 13척 중 5척이 태평양 함대에 

배치되어 있고, 2014년 캄차카 반도에 있는 핵잠수함 기지의 확장공사를 완료하였

다. 2015년 4월 캄차카 반도에 배치된 S-400 대공방어체계의 수량을 두 배로 증가

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20년까지 Bulava SLBM(SS-N-32)이 탑재될 

Borey급 SSBN 4척을 태평양 함대에 배치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아·태 전략과 태평양 함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쿠릴열도 등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중요한 군사적 수단이 되고 있다. 2009년 7월 일본 의회가 쿠릴열도80)를 일본 고유

영토로 규정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10년 11월 

1일 쿠릴열도 중 하나인 쿠나쉬르 섬을 전격 방문한 바 있고, 2012년 7월 총리로서 

다시 방문하는 등 영토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강경하다. 일례로 러시아는 사

할린 섬과 일본 홋카이도 사이에 위치한 좁은 수로인 소야 해협 주변에 대한 함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11년 9월에는 러시아 함정 20척, 2012년 7월에는 러시아 미사일 구축함을 포

함한 26척의 함정이 소야 해협을 통과하였고, 오호츠크해에서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78) 러시아 극동군사력 변화에 대한 내용은 김규철,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105호 (2014년 가을), pp.87-125 참조.

79) CSIS, Asia-Pacific Re-balance 2025, KIMS 역, 『전게서』, p.59.

80) 쿠릴열도 영토분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uk-ki Kim, “Russo-Japanese National Strategies 
Over the Kuril Islands.” (1998)., pp.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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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홋카이도와 일본 본섬 주변에서의 러시아 항공 초계비행은 최근 몇 년간 

냉전 이후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2014년에는 일본 전투기가 러시아 폭격기와 

정찰기에 대응하여 450회 이상 비상 출격하기도 하였다. 2017년 8월 23일에는 러시

아 장거리전략폭격기(TU-95), SU-35전투기, A-50조기경보기 등 편대81)가 동해상

의 한국 및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여 한국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대응 출격

한 바 있다.82)

둘째,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극동 및 북극해의 안정적 개발과 해양영유권 및 자원

보호, SLOC 확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태평양 함대는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

되는 북극항로의 해상교통로 보호임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북해 함대와 더불어 2014

년 12월 창설된 ‘북극해통합전략사령부’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셋째, 태평양 함대는 태평양에서 미국 해군의 활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중국 해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1년 7월 16일 러·중 

선린우호협력조약을 모스크바에서 체결하고 상하이 협력기구(SCO: 러시아, 카자흐

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이 2001년 발족)에 적극 참

여하고 있으며, 2004년 양국 지도자가 러·중 군사행동계획을 승인하였다.

러시아는 2004년 10월 중국과 몽골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4,300km의 동부지역 

국경선에 대한 추가 합의를 이끌어내고 신뢰를 증진시켰으며 군사기술협력을 통하여 

다목적 전투기, 디젤기관 잠수함, 구축함, 최신 미사일시스템(S-400) 등을 중국에 수

출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남중국해, 지중해, 북극해, 발트해 등에서 다양한 해상훈

련을 실시하고 있다.83) 

또한 러시아는 독자적으로 미국의 아·태 해양지배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2015년 7월 4일 러시아는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연안 국제공역에서 

TU-95 폭격기 2개 편대가 비행한 바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한 차단기동을 실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러시아 폭격기들이 베트남의 묵인 하에 캄란만에서 출발하는 공중급유

기와 함께 괌 주변에서 초계비행을 실시하고 있다.84)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베트남, 인도, 이란 등 남태평양과 인도양의 국가들과 해군

81) http://news.donga.com/3/all/20170824/85973915/1(검색일: 2018.2.15.). 

82)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7082418448099973&outlink=1 (검색
일: 2017.11.5.).

83) Sam LaGrone, “Russia and China to Hold 2015 Naval Exercises in Mediterranean, Pacific,” 
U.S. Naval Institute News, November 20, 2014. 

84) CSIS 편, KIMS 역, 『전게서』, p.63.



154  STRATEGY 21, 통권43호 (Summer 2018년 Vol. 21, No. 1)

협력을 강화하고 함정 및 항공기를 동원한 연합훈련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인도와는 

항모 현대화 등 해군기술협력과 방산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냉전 시 관계를 

돈독히 했던 베트남에 2013년부터 Kilo급 잠수함 6척과 Klub 대함·대지 순항미사

일을 판매하였다. 2015년 러시아 총리가 국교수립 65주년을 기념하여 베트남을 방

문하여 군사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SU-30MK 

전투기와 스텔스 기능을 갖춘 Varshavynka급 잠수함 등 45억 달러의 무기 판매에 

합의하였으며, 2017년에는 T-90S 전차 64대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넷째, 태평양 함대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지원하는 중요한 군사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 지도부는 21세기 러시아 발전을 위해 유라시아 철도계획과 

가스관 프로젝트 등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이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 동아시

아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시아에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해군의 배치와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태평양 함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태평양 함대는 새로운 군함을 확보하여 약 50척의 전투함

과 23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85)

결국 러시아의 아·태 전략은 해양강대국으로서의 부활을 위해 극동 및 북극해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극동지역의 도서에 대

한 영유권 보호 및 해양자원 개발과 보호, 북방항로 등 해상교통로 안전확보,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한 아·태 지역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군사·안보적 측면에

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한편, 중

국과 대립관계에 있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무기수출 등 아시아 국가

들과의 해군협력 강화로 아·태지역에서의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위상

을 회복하는 데에 있다. 결국 러시아는 태평양 함대를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아·태 해양에서의 영향력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는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등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정책에 대해서는 경계하

는 분위기이다. 

4. 러시아의 해군력 건설 동향 및 태평양 함대 전력 강화

러시아 해군은 4개 함대(북해·태평양·발트·흑해함대)와 카스피해전단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함대는 국방개혁에 따라 2010년 12월 개편된 중부·동부·서부· 남부전략

85) The Military Balance 2017,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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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의 예하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태평양 함대는 동부전략사령부 (하바롭스크)

에 속해 있다. 서부전략사령부에 북해함대와 발트함대, 남부전략사령부에는 흑해함대

와 카스피해전단이 각각 속해 있다. 

2017년 러시아의 군 병력은 총 831,000명으로, 육군 270,000명, 해군 150,000

명 공군 165,000명, 전략로켓군 50,000명, 공중강습 및 특수군 46,000명, 지휘 및 

지원 부대 150,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86) 러시아 해군은 함대와 해군항공부대와 

해군보병부대로 구성되어, 주요 전력은 잠수함 62척(전략핵잠수함 13척, 전술잠수함 

49척), 항모 1척, 순양함 5척, 구축함 15척, 프리깃 12척 등이다. 해군항공대는 병력 

31,000명, 전투기 68대, 고정익 205대, 대잠헬기 83대, 회전익 193대 등을 보유하

고 있다. 해군보병은 35,000명으로 주요장비는 방공 및 대함 유도탄, 공격용 장갑차 

및 포병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5월 취임한 제3기 푸틴 정부는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강화를 이유로 강력한 

러시아의 부활을 공식 발표하였고, 2020년까지 6천 400억불(약 693조원)을  들여 군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2015년까지 경상비대 전력투자비를 30:70으로 개선하고, 국

방개혁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러시아 전력 70%이상을 신형 첨단무기로 현대화시키

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우선 2015년까지 1,900억불(약 205조원)을 투자할 예정이었

으나 실제 예산집행은 국가 재정문제로 계획대비 2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87)

최근 러시아 해군은 전력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구축함급 이상 대

형 수상함정과 전략 핵잠수함의 건조가 중단되는 듯하였으나 2010년 다시 전력증강

을 시작으로 2012년 푸틴 3기 출범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해군에 전체 군사력 강화예산의 1/4인 4조 7,000억 루불(140조원)을 투입

하여 수상함과 잠수함을 새로 건조할 계획이다. 주요 전력은 Borey급 SSBN 8척과 

잠수함 24척 및 상륙강습함 2척 현대식 전투함 5척 등 함정 40여척을 우선 보강할 

계획이며, 최신형 Bulava SLBM(최대사정 8,000km, 핵탄두 10기 장착)이 탑재될 

Borey급 핵잠수함 4척이 태평양 함대에 배치될 예정이다.88) 

러시아 해군은 북극해의 해빙이 급속도로 빨라져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북극해의 

86) The Military Balance 2017, p.211. 광대한 대륙국가인 러시아의 병력규모와 군별 구성비를 보면 
좁은 땅에서 지상군 중심인 우리나라 군 구조와는 많이 다르다.

87) 러시아의 해군 현대화 계획과 도전 요인에 대한 내용은 Steve Micallef, “The Ambitious and 
Challenges of Russian Naval Modernization Program,”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December 13, 2016) 참조

88) 정재호, 『앞의 논문』, p.216 및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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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책임지게 됨에 따라 자유로운 항해와 전략적 핵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SSBN 전력 건설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89) 이는 SSBN/SSN에 거는  기대가 다른 수

상함 전력보다 우선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설계 중90)인 1만 4,000톤급 3세대 

SSN은 수심 600미터까지 잠항하여 시속 약 70km로 항해 가능하며, 반경 약 

3,000km내의 지상표적을 정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40기를 탑재할 예정이

다.91) Borey급 SSBN에는 Bulava SLBM을 탑재하고, 1만 7,000톤급 SSBN 2척을 

전력화하는 등 12척의 SSBN에 각각 16-20기의 SLBM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러시

아는 49척의 전술잠수함(SSGN 9척, SSN 17척, SSK 23척)을 운용 중이다.92)

러시아 해군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건조 중인 함정은 제3세대 Borey급 SSBN이

다.93) 러시아는 2020년까지 R-30 Bulava SLBM을 장착한 Borey급 잠수함 약 6-8

척을 획득하여 북해 함대와 태평양 함대에 동시에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러시아 해

군은 Borey급 SSBN 3척을 건조하였으며, 그 중에서 2척을 태평양 함대에 배치 중이

다.94) 이들 신형 잠수함은 구형 Delta–III/Ⅳ 잠수함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 

해군은 Delta III급 잠수함 14척을 모두 퇴역시키는 중이며, 그 공백을 고려하여 6척

의 Delta-IV급 잠수함에 새로운 미사일을 장착하여 현대화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는 전력감소 속도를 충분히 완화시킬 수는 없다. 결국 러시아 해군은 적어도 2040년

대까지는 신형 Borey급과 구형 SSBN을 운용할 것이다. 

러시아 지도자들과 해군은 항모에 대해 강한 의지가 있으나 현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05년 러시아 해군은 2-4척의 신형 항모 건조 계획을 발표한 바 있

다. 2007년 중반 신임 러시아 해군총장은 해군력 개혁과 대양해군건설을 주장하면서 

러시아 해군은 향후 20년 내에 6개의 항모전투단을 확보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항모함대를 보유한 대양해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 러시아 메드베데프 

89) James R. Lee, Climate Change and Armed Conflict: Hot and Cold Wars (New York: 
Routledge, 2009). 특히 푸틴대통령은 2017년 2월 23일 군인의 날 기념식에서 ‘전략적 핵 방어력 
강화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0) 개량형 Yasen급 제3세대 SSGN 7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현재 Yasen급 1척을 보유하고 있다. 
Matthew Bodner, “Second-Class leaves Drydock after Long Delay,” Defense News, April 3, 
2017. 

91) 신형 Yasen급 SSGN(Project 855M)은 2020년부터 건조할 계획이다.

92) The Military Balance 2017, p.213.

93) “러시아, 5세대 다목적 핵추진 잠수함 건조 예정,” 『국방과학기술정보』, 제64호 (2017년 5-6월), 
pp.62-63.

9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영선, “핵미사일 탑재 원자력잠수함 러시아, 경제난에도 증강 작업,” 『국방일
보』, 2017년 3월 21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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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향후 10년 내 핵추진 항모 건조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는 현재까지 

항모를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없다. 냉전 시 모든 소련의 항모는 현재 우크라이나

에 있는 니콜라예프(Nikolayev) 조선소에서 건조되었다.

현재 러시아 해군은 5만 8,000톤급 Admiral Kuznetsov 항모95) 1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향후 신형 항모 3척을 건조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예산문제로 

1척도 건조되지 못할 것 같다. 러시아가 추진했던 신형 항모는 6만톤급 핵추진 항모

로, 차세대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와 현재 운용 중인 Su-33 다목적 전투기를 대체

할 5세대 전투기와 무인기를 탑재 운용할 예정이었다. 최근 영국이 Queen 

Elizabeth 항모를 2021년부터 실전 배치하기로 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해군력 강화

에 리지 않기 위해 10만톤급 핵추진 항모를 건조할 계획이다.96)

러시아 해군은 2014년 10월 방공능력을 보강한 신형 핵추진구축함 Lider(서방

은 Leader로 명명)급 건조계획을 발표했다. Lider급(17,500톤) 구축함 12척은 

2023-2025년 사이에 작전운용이 가능할 것이며, 주로 북해 함대와 태평양 함대에 

분산 배치될 것이다. 이 구축함은 S-500 SAM 탄도미사일방어 체계와 순항미사일 

Kalibr(SS-N-27)가 장착될 예정이다.97) 

Admiral Gorshkov급 프리깃함(4,500톤)(Project 22350)98)은 6척이 건조 중이

다. 프리깃함은 일반적으로 다른 선박을 보호하거나 대잠전을 수행하는데 운용되며, 

상선호위, 해상초계, 대(對)해적 및 기타 임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대함·대잠·대

공 무기체계를 다양하게 운용할 것이다. 그리고 Admiral Gorshkov급 프리깃함은 

모듈식 구조로 건조될 예정이었으나 이 함정들의 건조가 지연됨에 따라 러시아 해군

은 원래 수출용으로 제작된 수척의 Krivak IV급 프리깃함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동 

Krivak IV급 호위함은 100mm 함포, 중거리 방공체계, Club-N 초음속 대함미사일, 

95) 동 항모는 함재기의 착륙을 지원하는 착함 케이블 고장 등 여러 기계적 결함으로 2018-2020년까지 
현대화 작업을 할 계획이다. 성유진, “영국에 자극받은 러시아 핵추진 항모건조 나서,” 『조선일보』, 
2017년 7월 3일.

96) 『전게서』.

97) 2017년 4월, 일부 러시아 언론은 동 함정이 2025년 군비증강계획에서 빠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Russian Navy Project 23560 Leader-class Nuclear-Powered Destroyers to slip behind 
Schedule,” Navyrecognition.com, April 28, 2017 and “Russia’s Plan for New Nuclear 
Carriers and Destroyers delayed indefinitely,” Thedrive.com, May 27, 2017.

98) 러시아 해군은 동 함정을 20-30척 건조할 계획이다. “Admiral Gorshkov-Class Frigate,” 
https://www.naval-technology.com/projects/admiral-gorshkov/ (검색일: 2018.5.10.) and 
“Russian Navy to get Project 22350 Frigate Admiral Gorshkov in 2011,” RUS Navy.com, 
June 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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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의 Kashtan 대공방어체계, 2기의 533mm 어뢰 발사대 및 1대의 ASW 전용 헬

리콥터를 탑재하며, 흑해 함대에 배속될 것이다. 

2017년 5월, 러시아 정부는 향후 10년간 국방태세를 검토하면서 핵 3축(Triad)의 

현대화에 집중하기로 함에 따라 신형 항공모함과 핵추진 구축함 개발계획은 취소하

였다. 그 대신 현재 제5세대 SSBN인 Borey급이 건조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6세

대 SSBN도 개발하기로 하면서 프리깃함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수상전투함 역시 대

량 건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1세기 러시아 해군의 현대화 계획을 살펴보면 러시아

군은 해상에서 비대칭에 의한 전략적 억제 달성, 해양통제을 통한 대외 국익증진, 연

안 해양자원 및 해상교통로 보호 등에 필요한 전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다.  

<표 10> 태평양 함대 주요전력 변동현황99)

연도 총계

잠수함 주요 수상전투함

계
전략

SSBN

전술
계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계 SSGN SSN SSK

2005 23 15 4 11 5  6  8 1 5  2

2009 55 37 4 33 7 17 9 18 1 8  9

2012 41 23 5 18 5  4 9 18 1 8  9

2017 30 23 5 18 5  5 8  7 1 6  0

현재 태평양 함대에는 SSBN 5척을 비롯한 18척의 전술잠수함(SSGN 5척,  SSN 

5척, SSK 8척)과 1척의 순양함, 6척의 구축함이 배치되어 있다.100) 향후 태평양 함

대의 전력구조도 현재 구형함의 구식 무기체계에서, 신형함의 첨단 무기체계로, 소형

함에서 대형함으로 바뀔 것이다. 향후 태평양 함대 전력은 전략적 억제를 위한 SSBN

을 비롯하여, 대양작전이 가능한 항모전투단, 상륙강습함, 그리고 연안방어 및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한 첨단 프리깃함과 스텔스 콜벳함 등이 주요 전력이 될 것이다.

99) 임경환 등 공저,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서울: 21세기북스, 2015), p.393 및 The Military 
Balance 2005-2017.

100) The Military Balance 2017,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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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의 전력 증강

1. 21세기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2012년 재집권한 아베정부는 미국과 같은 국가전략차원의 ‘국가안보전략서’101)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안보전문가를 구성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2013년 12월 

‘국가안정보장회의’를 발족하고,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하였으며, 그 하위 문서로서

의 ‘방위계획대강’(NDPG: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을 개정하였다. 

‘국가안보전략서’는 해양국가인 일본의 해양위협을 세계적 차원과 아·태지역 차원으

로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공유하는 해양·우주·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그 활용을 방해하는 위협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태지역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능력의 증강’102)과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동·남중국해 등 해역·공역

에서 기존 국제질서를 거스르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힘에 의한 상황 변화 시도’와 ‘센

카쿠열도에 대한 영해 침공을 비롯하여 일본 주변 해역·공역에 대한 군사 활동 확대’

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 및 군사전략서와 같은 기능을 하는 ‘방위계획대강’103)에서는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기동방위력’104) 개념에 따라 군사력을 건설하겠다는 방

침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에 따라 주변 해·공역에 대

한 안전 확보, 도서에 대한 공격대응, 탄도미사일 공격 대응, 우주 및 사이버 공간 

대응, 대규모 재해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자위대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계감시능력, 정보기능, 수송능력, 지휘통제 및 정보통신능력, 도서공격대응 

능력, 탄도미사일 공격대응 능력, 우주·사이버 공간 대응 능력, 대규모 재해 대응 능

101) 미국은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방성의 국방전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등의 국가안보전략문서와 합참의 국가군사전략서(NMS: National 
Military Strategy), 혹은 합동비전(Joint Vision)을 작성하여 대내·외에 국가안보전략의 목표와 방
향을 제시한다. 

102) 최근 일본 내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수혜, “일, 이번 기회에 IRBM 갖겠나?,” 『조선일보』, 2017년 9월 7일 및 김수혜, “일, 지상
공격 가능한 일본판 토마호크 추진, 북 핑계로 재무장 나서,” 『조선일보』, 2017년 11월 21일.

103) 2013년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하기 전에는 ‘방위계획대강’이 자위대를 어떠한 목적 하에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명시한 최상급의 군사전략, 나아가 안보전략을 명시한 공식문서였다.

104) ‘통합기동방위력’은 2004년 방위계획대강에서 사용되었던 ‘기반적 방위력’ 및 ‘다기능 탄력적 방위
력’과 2010년 방위계획대강에서 언급되었던 ‘동적 방위력’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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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추어야한다. 특히 해상자위대는 호위함 부대, 잠수함 부대, 해상초계기 부대 

등의 전력증강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2013년 ‘방위계획대강’(2013-2023)에서는 미·일동맹차원의 억제태세 유지 및 대

응 능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105)하면서 양국 간 정보감시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공고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106) 또한 자위대는 미국

과 함께 해적대처, 인도적 지원, 재해/재난 지원, 평화유지, 테러대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방위계획대강’은 미국 이외에도 아·태지역에서 ARF, 

ASEAN 국방장관 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다자간 안보협의체에 적극 참가하고, 양

자 차원에서 한국, 호주 등과 안보협력을 긴 히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

히 한국과는 ‘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및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체결의 필요성을 포함하였다.107) 이들 국가 외에도 잠재적 위협 대상으

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대화 및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을 언급하였다. 

‘국가안보전략서’와 ‘방위계획대강’에서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해·공군력 증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특히 2010년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토분쟁이 

가열된 이후 일본 내에는 대(對)중국정책에 대해 강경파와 온건파가 서로 다른 의견

을 제시하였으나 2013년 ‘국가안보전략서’ 발행을 계기로 아베 정부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아베 정부는 2014-2015년에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고, ‘무

기수출 금지 3원칙’을 폐지하였으며, 11개 안보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 아울러 

‘미·일안보가이드라인’이 개정되는 등의 안보체제 변화는, 미국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이 중국에 대해 Hard Hedging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는 징표이다.108) 

일본은 해양안보 측면에서 미국이 전개하는 중국의 A2/AD 대응전략 및 항행의 자

유작전을 지지하고, 필리핀 및 베트남의 해양전력 건설을 지원하며, 해상자위대 전력 

증강을 통해 필요에 따라 중국 영해 내에 진입하는 작전도 감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109)하는 강경파의 입장에 가깝다.

105) 미·일 동맹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주열, 『한국과 미·일관계론』(서울: 일조각, 1973) 및 김
성철, 『미·일동맹외교』(서울: 세종연구소, 2001) 참조.

106) 김주열, “일 ‘방위계획대강 개정 앞당긴다,” 『국방일보』, 2017년 2월 20일.

107) 2012년 6월, 한국과 일본은 체결 직전의 단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산시킨 바 있다.

108) 아베정부의 전반적 안보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박영준, “아베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 국가안
보전략서, 집단적 자위권, 미일가이드라인, 안보법제에 대한 종합적 해석,” 『아세아연구』, 제58권 4
호 (2015 겨울) 참조.

109) Yoji Koda, “Japan’s Perception and Interests in the South China Sea,” Asia Polic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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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해양전략과 역내 국가들과의 해양협력 확대·강화

일본의 해양전략은 기본적으로 1,000해리 해상교통로를 방위110)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상자위대 능력이 커지면서 1,000해리 해상교통로 보호는 물론, 중국과 분

쟁 중인 센카쿠열도와 그 주변 해역을 방어하며, 아·태 국가들과 해양협력 강화를 통

해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해상자위대는 통합기동방위력 운

용 개념과 공세적 전력 증강에 따라 SLOC 방위의 범위를 1,000해리에서 2,000해리

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111)

최근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가장 긴급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미국과 함께 탄도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부터 Kongou급 

이지스 구축함의 성능을 개량하여 SM-3 요격미사일을 탑재하였으며, 북한이 탄도미

사일로 위협할 때마다 동해에 배치되어 미국과 긴 하게 대(對)탄도미사일 작전을 수

행하고 있다. 또한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하는 미국 제7함대 소속의 항모가 한반도

로 전개 시 한국의 영해 인접해역까지 호위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 홀수 년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주관하는 RIMPAC에서 해자대 이지스 구축함은 하와이 해상에

서 미국과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 일본은 2017년 2월 3일 미국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중인 신형 SM-3 Block IIA의 첫 목표 요격시험에 성공했다.112) 

또한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해역에서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무력분쟁 발생 가능

성113)이 높아지자 해상자위대 전력보다는 사세보를 기지로 하는 해상보안청 제11관

구 순시선들이 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들은 해상자위대의 전

력과 긴 한 협력관계를 취하며, 센카쿠 해역에 대한 긴급 출동 및 해상초계 작전을 

빈번하게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팽창정책에 대

21 (January 2016), pp.33-34.

110) 일본의 1,000해리 SLOC 방위는 1983년 1월 나카소네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여 ‘일본의 해상 방
위 영역은 괌과 대만해협을 연결하는 범위까지’라고 밝히면서 공식화되었다. 류재학·배준영, 『일본 
해상자위대, 과거의 영광 재현을 꿈꾸는가?』(서울: 플래닛미디어, 2016), pp.21-22.

111) 이선희, “주변국의 전장권역과 군사력 운용 개념,” 『KIDA 정책토론자료: 통일 이후 현 전장권역 적
용에 대한 적절성』(서울: KIDA, 2016년 10월 5일).

112) U.S. Missile Defense Agency, “US, Japan Successfully Conduct First SM-3 Block IIIA 
Intercept Test,” http://www.navy.mil/submit/display.asp?story_id=98719 (검색일: 
2018.3.15.).

113) 중국해군의 센카쿠열도 쟁탈전 시나리오와 일본의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은 吉富望 저, 김기호 역, 
“일 해자대 대중국 해군, 남사제도 도서 쟁탈전,” 『世界の艦船』, 2017年 3月 참조.



162  STRATEGY 21, 통권43호 (Summer 2018년 Vol. 21, No. 1)

응하기 위해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과는 별개의 협정을 맺어 중고 해상순시선을 대여하였으며, 수시로 공동해양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114) 2015년 5월 13일에는 해상자위대의 P-3 초계기 2대가 

베트남의 다낭 기지를 최초로 방문하였다. 2017년 5월 20일에도 해상자위대의 이즈

모 경항모와 호위함 Sazanami함이 베트남 캄란만에 기항하였다. 이러한 친선방문들

은 베트남과의 해양안보협력을 공고히 하려는 일본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일본은 필리핀과의 해양안보협력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일례로 2015년 

6월 21-27일까지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와 가까운 필리핀 서부의 파라완 섬에서  

해상자위대와 필리핀 해군이 최초로 인도적 지원/재난구조(HA/DR) 및 탐색·구조

(SAR) 훈련을 실시하였다. 동 훈련에서 해상자위대의 P-3 초계기가 파견되어 해상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필리핀 해군과 실시간 공유하여 신속 대응하도록 하는 훈련으

로, 동 훈련은 역내에서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115) 일본은 

2016년 3월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순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리핀 해군에게 

군용기를 대여하기도 하였으며, 2016년 4월 일본 잠수함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필

리핀을 방문하였다.116)

일본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전략(Pivot to Asia)’과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지원하고 중국 해군의 인도양으로의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와의 해양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2017년 7월 초 인도양

에서 미국 및 인도 해군과 더불어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말라바르 해상연합훈련

을 실시했다.117) 말라바르 훈련은 미국과 인도가 1992년부터 개최해 온 연합해군훈

련으로, 일본 해상자위대가 2007년 처음 참가하여 2014년 이후에는 정례적으로 참가

하고 있다. 2017년 훈련에서 일본이 헬기 9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즈모 항모 파견으

로 미국과 인도도 각각 자국의 항모를 파견하여 최대 규모로 실시되었다.118)

해상자위대는 남중국해 및 인도양을 지나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퇴치작전에 참가 

중이다. 2009년부터 해상자위대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상에 해적 퇴치를 위한 함정

114) 정의길, “일본,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서 필리핀-베트남과 잇단 연합 훈련,” http://www.hani.co.kr/ 
arti/international/asiapacific/690571.html#csidxc1fc29d564af483a9a3fc6103991b2e 
(검색일: 2018.3.18.). 

115) “일본 순시선, 내달 남중국해서 베트남·필리핀과 연합훈련,” 『NEWSIS』,  2017년 5월 14일.

116) “일본 잠수함, 15년 만에 처음으로 필리핀 입항,” 『Reuters』, 2006년 4월 30일.

117) 나확진, “美·印·日, ‘역대 최대’ 연합훈련 시작…中 ‘특정국 겨냥 안 돼’,” 『연합뉴스』, 2017년 7월 10일.

118) “인도, 일본 및 미국 해군의 다국적 역량을 강화하는 말라바르 2016,” 『IAPDF Forum』, 2016년 6
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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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함정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부티에 기지도 확보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해상자위대는 활동영역을 북극해 

해상교통로까지 확대할 것이다.119) 

3.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 증강

해상자위대의 전력핵심은 기동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4개 호위대군이다. 1개 호위

대군은 보통 3,000-7,500톤급 구축함 8척과 8대의 헬기로 구성되는 이른바 ‘8·8함

대’120)로 불린다. 1개 호위대군에 소속된 구축함은 1척의 헬기항모(DDH), 2척의 이

지스 구축함(DDG) 외 일반 구축함(DD) 5척이다. 2020년초에 이지스함 2척이 추가

되면 이지스 구축함이 헬기항모와 함께 ‘8·8함대’의 주축이 될 것이다.

해상자위대는 1990년대 말까지 배수량 3,000톤의 Oyashio급 잠수함 2척을 포함

한 잠수함 16척, 배수량 9,600톤 Kongou급 이지스 구축함 4척, 기타 구축함 29척, 

호위함 25척 등의 해상전력을 보유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지스함 분야에

서는 Atago급 2척이 추가되면서 6척으로 증가하였으나, 잠수함, 구축함 등의 전력은 

큰 변화가 없었다. 

<표 11>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전력 증강 현황, 1991-2017년121)

구 분
전력 변동 현황

비 고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잠수함 16 16 16 16 18 19
- 2011년부터 18척, 

  2020년까지 22척 유지

항공모함 - - - 1 2 3

구축함 25 29 29 25 30 29

이지스함 2 4 4 6 6 6
- Atago급 2척 추가

  (2008-2009)

호위함 33 20 18 17 9 9

계 77 69 67 65 65 66

119) “일본, 러시아와 해군 제휴 강화…중국 북극해 항로 진출 견제,” 『NEWSIS』, 2016년 11월 24일.

120) ‘8·8함대’는 일본이 거함거포주의 시대 세계대전을 치르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시 항공기기동전술 등이 등장하면서 거함거포주의는 종말을 고했다. 반면 해상자위대는 현대
적 개념의 ‘8·8함대’ 개념을 정립하여 호위대군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지스 구축함 8척 확보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21) The Military Balance 199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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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센카쿠 분쟁이 잦아지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주변국을 위협함은 

물론, 미·중의 해양패권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주요 전력이 증강되었다. 특히 중국의 

해군력 팽창과 센카쿠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잠수함, 항모전력, 이지스 구축

함 전력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현재 해상자위대는 잠수함 19척, 항모 3척, 이지스 

구축함 6척, 일반 구축함 29척, 프리깃함 9척, P-3기 66대, P-1기 9대, EP-3C기 

5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122)

잠수함 전력은 <표 12>에서처럼 향후 해상자위대의 주 전력인 4,200톤 Soryu급 

잠수함이 2010년 1척에서 2017년 7척으로 증가되었다.123) 해상자위대는 2010년 

초에 소형 잠수함을 모두 폐선하고 재래식 중·대형 잠수함으로 전환 중이며, 해상자

위대는 2015년부터 18척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22척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2013년 ‘방위계획대강’에서 향후 일본의 잠수함 전력 증강 목표를 

22척으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일본이 중국의 잠수함 전력을 주요한 위협으로 인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2>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전력 증강 현황, 1991-2017년124)

구 분 톤 수
잠수함 전력 증강 현황

1991 1994 1998 2010 2015 2017

Yuushio급 2,200 10 10 7 - - -

Uzushio급 2,600 3 - - - - -

Harushio급 2,750 2 5 7 4 2 1

Oyashio급 3,000 - - 2 11 11 11

Soryu급 4,200 - - - 1 5 7

계 15 15 16 16 18 19

항모전력은 18,000톤급 Hyuga급이 2012년에 취역되었고, Izumo급 항모는 2016

년에 취역되었다. 현재 해상자위대는 Hyuga급 2척과 Izumo급 1척을 보유하고 있

다.125) 한편 일본에서는 Hyuga급과 Izumo급을 헬기탑재호위함(DDH)이라고 부르

122) The Military Balance 2017, pp.300-301.

123) Soryu급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잠수함 가운데 정숙성이나 여타 기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Soryu급 9번함에 적용할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신삼돈, “일본: 
Soryu급 잠수함 9번함에 적용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국방일보』, 2017년 3월 15일, p.11.

124) The Military Balance 1991-2017.

125) Hyuga급과 Izumo급 항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 해상자위대, 두 번째 Izumo급 헬기항모 취역,” 
『국방과학기술정보』, 제64호 (2017년 5-6월), pp.61-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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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영국 제인연감은 이를 헬기항모라고 부르고 미국 연구자들도 이를 항모라고 평

가126)해 본 연구에서도 항모로 사용하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지스 구축함은 현재 6척에서 8척으로 

증강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의 세종대왕함급과 유사한 Atago급의 이지스함 2척은 

2017년 성능을 개량하여 탄도미사일 대응 SM-3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였다. 그리고 

해상자위대는 2020년 초에 전투체계 Base Line 9을 탑재한 신형 이지스 구축함 2척

을 추가로 도입하여 총 8척이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신형 이지스

함에는 탄도미사일의 상층방어가 가능한 SM-3 IIA와 하층방어가 가능한 SM-6을 장착

하게 될 것이다.127) 그리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8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사드(THAAD)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현재 미국이 루마니아와 폴란드

에 운용 중인 ‘육상형 이지스 체계’인 Aegis Ashore 2기를 도입할 예정이다.128)

한편 대(對)수상함 작전을 위한 호위함 전력은 47척에서 54척으로 증강될 것이다. 

그리고 해상자위대는 P-3기 등을 주축으로 해상초계전력도 80여기에 이르는 등 막강

한 전력을 보유하고, 최근에는 P-3기를 자체 개발한 P-1 초계기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해작전을 담당하는 소해전력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

다. 또한 해상자위대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공세적 해양전략에 대비하여 공세적 전

략·전술을 개발 중이다. 중국 해군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전술목표는 ① 해상

에서 우세 확보, ② 적의 해양이용 거부, ③ 전술국면에서 적에게 비용 강요, ④ 전자전

을 포함한 비대칭 전략·전술 구현 등이다.129) 특히 중국 해군의 동·남해함대전력 및 

항도기동부대의 서태평양 진출 ‘병목지점(Choke Point)’을 차단하기 위해 P-3기와 

P-8기(일본 자체개발) 등 고정익 해상초계기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해군

이 동·남중국해의 SLOC 통제를 위해 공군력과 해군 항공전력(순항미사일 장착 폭격

기와 전투기)과 잠수함을 집중 운용할 것에 대비하여 대잠전술도 개발 중이다.130)

126) Michael D. Swaine, et al., China’s Military and U.S.-Japan Alliance in 2030: A Strategic 
Net Assessment (Washington, D. C.: Carnegie Endowment, 2013), p.128.

127) “Japan Military seeks Record Budget after N. Korea Missile,” Channels Television (Japan), 
August 31, 2017.

128) 고아름, “일본, 사드 대신 값싼 ‘이지스 어쇼어’ 도입 고려,” 『KBS 9시 뉴스』, 2017년 4월 29일 및 
진송민, “日 방위성, 北 미사일 발사에 ‘육상형 이지스’ 최대한 빨리 도입,” 『SBS 뉴스』, 2017년 8
월 27일.

129) 山 崎, 김기호 역, “가까운 장래 중국 항모기동부대에 대응, 해자대의 전략·전술 고찰(공세적 방어전
술 확립),” 『世界の艦船』, 2017年 3月 참조.

130) 香田洋二, 김기호 역, “일본과 중국의 해군전력,” 『世界の艦船』, 2017年 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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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한국 해군에 주는 전략적 함의

최근 동북아 해양은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 등 해군력 증강과 공세적 해양팽창정책 

추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SLBM 개발 등에 대비한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 추가 

건조 등 해상자위대 전력 증강은 21세기 동북아의 새로운 해군군비경쟁의 모습이다.

특히 중국은 제19차 당대회에서 2050년 중국 꿈 달성을 위해 해군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중국이 역내에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미국주도의 해양질서에 도전하

고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아·태 해양에서 미국과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은 역내 해양에서 분쟁 시 미국의 해군력 투사를 저지하기 위

해 A2/AD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해군의 신형 Shang급 SSN과 Song급 

재래식 잠수함, Luyang-III 중국형 이지스 구축함, 제4세대 전투기 등은 A2/AD 전

략 구현의 핵심전력이 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계기로 보통국가화를 위해 헌법개정 등을 추진 중

이다. 특히 북한의 제3차 핵실험(2017년 9월 3일) 이후 적을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 확보 필요성 논의 등 군비증강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중국 해

군의 센카쿠열도 탈환을 차단하고, 동·남중국해의 SLOC 보호를 위해 현 잠수함을 

18척에서 22척으로 증강 중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도 6척에서 2020년 초에 2척을 추가해 8척을 유지하고, 현재 보유 중

인 6척에는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SM-3를 탑재하였으며, 추가로 도입되

는 이지스함에도 SM-3 IIA/SM-6를 탑재할 계획이다.

한편 러시아는 미래를 위해 북극해와 해양 자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신동방정책 추진을 위해 태평양 함대에 Borey급 

SSBN를 전개시키는 등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해양독트린을 선언하

는 등 해양에 집중하고 있으나 크림반도 병합이후 지속적인 서방의 경제제재와 석유

가격의 하락 등 국방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잠수함, 항공모함, 구축함 건조

가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조되고 있는 함정은 가능한 태평양 함

대에 배치하려 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중시전략’을 유지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

하는 등 적극적인 해양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

설 등 적극적인 해양전략을 차단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해양협력을 돈독히 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A2/AD 전력 대응을 위해 괌에 SSN 전개를 강화하며,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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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LCS와 호주에 해병기동부대를 순환배치하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이지스함의 BMD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국가들의 해군력 증강과 적극적인 해양전략 추구가 한국에게 주는 

전략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일본은 과거와는 달리 잠수함 전력을 증강시키면서 공세적인 운용전

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SLBM을 개발하면서 SLBM 탑재 잠수함을 건조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해군은 현재 건조하고 있는 장보고-III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장거리·장시간 작전이 가능한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지도자의 의지와 국민의 지원 그리고 별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는 동해를 포함한 우리 주변해역에서 잠수함 등

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2017년 3월 한·미 해군이 연합훈련을 하는 동안 

동해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 잠수함을 부상시킨 바 있다. 그리고 중국은 서해 124도를 

한·중의 중간선으로 주장하면서 미사일 발사훈련은 물론 해군력 현시를 강화하고 있

다.131) 한국 해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원거리 작전·감시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야 한다. 특히 현재 운용 중인 P-3기는 40년 이상 되었으며, P-8기 등으로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원거리에서 NCW(Network Centric Warfare)가 가능한 헬기 등

을 지속 확보해 나가야 한다.

셋째, 북한의 SLBM과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은 한국 해군의 새로운 위협

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 KAMD를 보완하면 북 SLBM에 대응할 수 있는 것

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북한의 SLBM과 핵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이지스 구축함에 SM-3를 탑재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야 한다. 현 하층방어 위주의 KAMD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효율적 대응이 불가

능하여 SM-3를 포함한 다층방어체계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

넷째, 중국이 해군력 강화와 함께 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를 남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생명줄’로 간주하고 인공섬과 활주로 건설로 ‘내해화’를 추진하면 할수록 미·중 

간 해양 분쟁 가능성은 높아지고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불안정은 커질 것이다. 남중국

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바다이면서 한국의 원유와 교역 물동량이 통과하

는 중요한 해상교통로로 이 해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한국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에 한국은 동북아는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미

국과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격랑의 시대에 한반도 중심의 대륙적인 전략

131) 박호섭, “동해까지 진출한 중국의 무력시위,” 『KIMS Periscope』, 제71호 (2017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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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틀을 넘어 미국을 강대국으로 이끈 마한의 해양전략사상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면서 서해를 내해(內海)화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의 해양안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러시아가 태평양 함대 전력을 강화하면서 북극해 개발과 북극항로의 개척에 따른 국

가적 차원의 대비를 하는 것처럼 한국 해군도 북극해 관련 새로운 임무와 역할을 정

립할 필요가 있다. 북극항로를 경유한 화물의 수송량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

고, 북극해의 항해 가능 일수가 연 10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2030년에는 

북극항로가 전 세계적으로 수에즈 운하 개척 이후 최대 국제해상교통로로 부상할 가

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한국해군은 동북아에서 21세기형 해군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건설은 물론, 주변국인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을 강화하여 국가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동북아 해양 안보환경 

변화와 주변국의 해군력 강화는 한국 해군에게도 새로운 임무와 역할을 요구하며, 한

국도 미래 전쟁수행 양상에 부합된 국방개혁의 가속화와 함께 대양에서 작전할 수 

있는 균형함대 능력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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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atus of naval arms race in Northeast 
Asia. To this end, the scope of the research was limited to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maritime strategies and naval strengthening of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Japan. The major powers’ active maritime strategies and naval arms race give some 
strategic implications to the Republic of Korea Navy as follows.

First, China and Japan, unlike the past, are actively using submarines in offshore 
waters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e ROK Navy must successfully 
promote the Jangbogo-III-class submarine, which is currently constructed, and get a 
nuclear-powered submarine and P-8 MPA capable of long-range and long-time 
operations to enhance ASW capability.

Second, North Korea’s current building submarines capable of loading SLBMs and 
SLBMs are a new threat to the ROK Navy. The current building KAMD, which 
focuses on terminal phase defense, cannot effectively respond to North Korea’s 
SLBMs and should be converted to a multi-layered defense system including SM-3 at 
a mid-course phase.

Third, as China militarizes the South China Sea, the instability of the South China 
Sea is growing. Therefore, the ROK Navy should strengthen its maritime cooperation 
with the regional countries such as Japan and ASEAN navies to protect SLOC.

In conclusion, the ROK Navy needs to build a strong naval power to keep in mind 
that the 21st century naval rivalry in Northeast Asia is accelerating. The navy must do 
one’s best to protect national strategic and vital interests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regional countries. South Korea is also accelerating its defense reforms in 
accordance with the pattern of future warfare and the ROK Navy do one’s best to 
have a balanced naval capability capable of actively operating in the offshore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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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국의 불법조업 선박들이 우리의 서해는 물론 남해와 동해까지 침입하여 조업하

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

르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리고 독도와 이어도 주변 해역에 각각 일본

과 중국의 순시선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등 우리의 해양주권이 위협받는다는 소

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불법조업 선박들의 격렬한 저항은 단속대원

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총격을 가하는 극단적 수단이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

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한편 주권수호의 필요성을 

더욱 굳건하게 공감시켜주기도 한다.  

한·중·일은 지형학적으로 서로 이웃하면서 동북아의 해양공간을 함께 나누고 있는 

국가들이기에 각 국가 간에 해양관할권과 영유권의 다툼이 없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중 간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획정을 두고 서로 다른 원칙을 내세우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불법조업 어선의 영해 침입과 불법어로 행위로 마찰을 겪고 

있다. 그리고 한·일 간에는 독도 영유권을 둘러 싼 대립이 여전히 남아 있고, EEZ의 

경계 및 대륙붕 개발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 중·일 간에도 다오위다

오(일본명: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동북아의 연안 3국 간에는 해양에서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강대국과의 갈등관계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더욱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최근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해양경비력 증강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해경국을 창설하고 

세력을 증강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에 맞서 일본은 해양경비세력의 증강 계획을 수

립, 추진하면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해양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영토적 측면의 가치만이 아니라 광물 및 수산자원

과 같은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자원 고갈의 위기가 팽배해 질수록 해양자

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념을 주제로 대립하던 

냉전시대에는 해군력을 기반으로 하는 힘의 경쟁이 주를 이루었지만, 냉전 이후에는 

해양의 경제적 가치 수호를 위한 해양경비조직의 세력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해양경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해양경찰청이 해

체되었다가 2017년에 다시 부활하면서 해양경비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국가 간 충

돌 억제를 위해 강력한 해군력의 확보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평상시의 주권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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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해양경비력의 증강도 반드시 필요하다. 해양경비력은 유사

시에는 군사적 전력화가 가능하면서도 군사력에 비해 덜 민감하다는 이점도 있기에 

해양경비력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연안국들은 해양경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동북아 해역에서도 해양경비력 증강의 경쟁

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해양경비력의 현안을 점검하고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북

아 해역에서의 해양경비 환경을 살펴보고, 각 국가 해양경비 조직의 현황과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해양경비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Ⅱ. 국가별 해양경찰 현황 

1. 한국 해양경찰청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은 불법 외국어선의 단속과 어업자원보호를 위해 1953년에 

내무부 치안국 소속의 ‘해양경찰대’로 창설되었으며, 상공부 해무청 소속의 해양경비

대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내무부로 복귀하였다. 지금의 해양경찰청은 1991년에 만들

어졌고,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던 1996년에 내무부에서 해양수산부의 독립 외청으

로 승격되었다.1) 그러나 2013년 세월호 사고의 대응 부실이라는 책임을 안고 해체되

어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조직이 축소되었다. 이는 해양주권 수호

와 해상치안 등의 정부기능 약화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처방으로 결정된 것

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상태에서 중국의 불법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렸고, 심지어 2016

년에는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의 고속단정이 중국어선들의 고의적 충돌에 의해 

침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해양주권 침해의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확산시켰고 해양경찰청의 부활 여론이 커지는 계

기가 되었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해양경찰청이 다시 부활하여 해체 전

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함에 따라 해양경비의 조직적 여건이 강화되었다.

1)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kcg/intro/history/, 검색일: 2017.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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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해양경찰청의 변화

소속
구분 

내무부 상공부 내무부
내무부 

(경찰청)
해양 

수산부
국토 

해양부
해양 

수산부
국민 

안전처
해양 

수산부

기간
1953년~ 

1955년

1955년~ 

1962년

1962년~ 

1991년

1991년~ 

1996년

1996년~ 

2007년

2008년~ 

2013년

2013년~ 

2014년

2014년~ 

2017년

2017년~

현재

조직명
해양 

경찰대

해양 

경비대

해양 

경찰대
해양경찰청

해양경비

안전본부

해양 

경찰청

권한
일반 

사법권

특별 

사법권
일반사법권

해양경찰청의 주요 업무를 기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① 해상범죄의 예방, 해상치

안정보의 수집, 해상 대간첩·대테러 작전 및 해적단속, 외국선박 단속 및 감시 등 사

법경찰에 속하는 해양경찰사무, ② 해상수색 및 구조, 해상교통안전, 수상레저안전, 

영해 및 접속수역 보호, EEZ 경비, 어로보호 등의 조직상의 해양경찰사무, ③ 오염방

제활동, 여객 및 화물수송안전 확보, 유·도선의 안전관리 등의 타 행정부처에서 관장

할 수 없는 사무, ④ 경비함정 및 항공기 운영, 해상집단행동 대응 등 해상에서의 공

공의 질서를 위한 위험방지활동이 있다.2)

<그림 2-1>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의 주요 기능

자료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기능 및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2001.2)을 참조로 작성

2) 박성호·이윤철, “해양경비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의 기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24권 
제2호(2012.7),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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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임무수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자원은 다양한 크기의 함정과 

항공기들이 있으며, 이 자원들은 각 지역별로 분산, 배치되어 있다. 함정들은 일반적

인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함정과 특수목적 수행을 위한 특수정으로 구분된다. 해

상경비 및 민생업무 등 해상에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함정은 총 184척

이며, 1,000톤 이상의 대형함정은 35척, 200톤 미만의 소형함정은 110척이다. 함정

의 규모별로 주요 경비해역이 연안, 내해, 광역으로 구분되는데, 주로 연안구역을 경

비하는 소형함정 1척당 경비면적은 333.3㎢, 근해구역을 경비하는 중형함정 1척당 

경비면적은 1,851.6㎢, 원해구역을 경비하는 대형함정 1척당 경비면적은 7,382㎢에 

이른다. 대형함정은 전체적인 작전 지휘임무를 수행하고 넓은 해역을 담당하므로 헬

기를 탑재하기도 한다.3)

<표 2-2> 해양경찰의 함정 및 항공기 보유 현황

구분 동해 남해 서해 중부 제주 기타 계

함정 51 69 89 76 25 4 314

항공기 6 2 7 5 3 - 23

자료 :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체계 발전방안 연구』, 2017.8, pp.162-163. 

서해에서의 중국 불법조업 선박의 주권침해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2017년에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신설하였고, 세월호 사고 대응을 교훈삼

아 ‘해양특수구조단’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여건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해양경

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2. 일본 해상보안청

일본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상 기뢰제거, 항

로표지 및 시설 복구, 해난구조시설 정비, 불법 입국선박 감시 등의 해양안전과 해상

치안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1948년에 제정된 「해상보안청법」에 따라 운수성 산하에 

설립된 조직이다.4)

「해상보안청법」제2조에서는 해상보안청의 주요 임무를 “해난구조, 해양오염 등의 방

지, 해상에서 선박의 항행 질서 유지, 해상에서 범죄예방 및 진압, 해상에서 범인의 수

사 및 체포, 해상에서 선박 교통에 관한 규제, 수로, 해로 표식에 관한 사무, 기타 해상 

3)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체계 발전방안 연구』, (2017.8), p.161.

4) 해양경찰청, 『선진 치안장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선진화 연구』, (2013.11),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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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보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르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해상 안전 

및 치안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자료에

서는 국내 관계기관 및 국외 해상보안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체제의 강화를 도모하면서 

영해경비, 치안 확보, 해난구조, 해양환경의 보전, 자연재해 대응, 해양조사, 해양정보 

수집·관리·제공, 선박교통안전 확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임무를 정하고 있다.5) 

<표 2-3> 일본 해상보안청의 주요 임무

분야 주  요  활  동  내  용

치안 확보 국내 불법어획 대책, 밀수 및 밀항 대책, 해적 대책, 해상분쟁 경비

관할해역 경비 관할해역 경계, 해양권익 보전, 의심선 및 공작선 대응, 외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해난 구조 해난사고의 대응, 해난 정보 수집·분석, 해양활동 안전 확보

해양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도 및 계몽 활동, 해상 환경사범 단속

해상 방재 유류·유해 위험물질 유출 및 배출 사고 대책, 지진 및 쓰나미 등 자연재해 대책

해양 조사 해도 작성, 해저 지형 및 지진화산 조사, 해류 관측 등

해상교통 안전확보 항내, 연안지역 등의 안전 대책과 항로표지시설의 관리

국제 연계 협력 해외 관련기관과 연계 협력사업 추진

자료 : 일본 해상보안청 홈페이지(http://www.kaiho.mlit.go.jp/)를 참고로 정리하여 저자 작성

일본 해상보안청(JCG)의 설치 목적, 임무, 담당업무 및 해상보안관의 신분, 직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보안청법’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군대가 아닌 것으

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연안경비대(Coast Guard)는 군대에 준하는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해상보안청(JCG)의 경우도 유사시나 치안유지를 위

해 내각총리대신의 출동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방위청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판

단된다. 하지만 방위청장관의 지휘 아래에서도 행동 범위와 활동 권한은 평상시처럼 

경비활동에 국한되는 자위대의 보조 역할을 한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독립조직이며, 그 장은 해상보안청 장관이다. 

따라서 해상보안청 장관은 국토교통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해상보안청의 중앙조직으로는 해상보안청 장관 아래에 차

장, 구난경비감이 있으며, 중앙본부의 행정조직은 교통부, 총무부, 장비기술부, 경비구

난부, 해양정보부의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 본부 예하에 교육기관인 해상보안

대학과 해상보안학교도 있다. 지방조직으로는 전국을 11관구로 나누어 해상보안본부

를 두고 있으며 각 관구별 해상보안본부 예하에 해상보안부(감), 해상보안서가 있다.

5) 日本 海上保安庁, “海上保安体制強化に関する方針”, (2016.12),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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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현재 총 인력 수는 13,744명이며, 주로 도쿄의 해상보안청 본청과 전

국의 11개 관구해상보안본부에서 근무 중이다.6) 해상보안청 직원은 90%이상이 해상

보안관이며 해상보안관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져 있는 특별사법경찰직원으로, 무기

의 사용에 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준용되고 있으며, 경찰이나 자위대 등과 같

이 계급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일본은 매우 넓은 관할해역을 가졌기에 이를 경비하는 해상보안청의 활동범위도 

매우 넓다. 이러한 광역해역을 경비하기 위한 해상보안청의 자원도 상당히 많다. 

해상보안청은 총 455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순시선과 순시정7)을 합친 경비

함정은 369척이며, 1,000톤 이상의 대형함정은 62척이라고 알려져 있다.8) 대형 함

정은 항공자산과 연계하여 광역경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관련 시설도 갖추

고 있으며, 고속화·대형화 위주로 건조하고 있다. 항공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함정에 항공갑판과 격납고를 설치함으로써 광역해역에서 신속하게 현장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 중형 함정과 소형 함정의 경우는 추진방식을 워트제

트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함정의 속력을 증가시켜 기동력을 제고하고 있다.9)

일본 해상보안청은 우리의 해양경찰청과 달리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측

량선을 13척 보유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표 2-4> 일본 해상보안청의 함정 세력 현황

6) 日本 海上保安庁パンフレット, (2017.3), pp.3-4.

7) 배수톤수가 약 200톤급 이상 경비정을 순시선이라 하고, 200톤급 미만을 순시정이라고 함(해양경찰
청, 『선진 치안장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선진화 연구』, (2013.11), p.120.

8) 日本 海上保安庁パンフレット, (2017.3), p.6.

9) 해양경찰청, 『선진 치안장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선진화 연구』, (2013.11), pp.131-135. 

구   분 종  류 톤  수 척  수

순시선

대 형 
PLH-Type 3,500톤 이상 14

PL-Type 1,000톤 이상 48

중 형
PM-Type 350~500톤 38

PS-Type 130~250톤 30

소 방 FL-Type 250톤급 1

소   계 131척

순시정
소형

PC-Type 50~100톤 69

CL-Type 50톤 이하 169

 소   계 238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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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체계 발전방안 연구』, (2017.8), p.135.의 표를 日本 海上保安庁パンフレット, 
(2017.3), p.6.를 참조하여 최신 정보로 수정

한편, 해상보안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자산은 고정익 항공기 26대와 회전익 항공

기 48대인데,10) 고정익 항공기는 첨단화를 추진하는 반면에 회전익 항공기는 함정과

의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 수를 늘리고, 항속거리와 승선인원도 추가하여 임무수행 능

력을 키워가고 있다.11) 해상보안청이 경비하는 관할해역이 넓어 우리나라 해양경찰

청에 비해 항공기 세력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다.

<표 2-5>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 세력 현황

구 분 특 성 기 종 대수(대) 속력(knot) 항속거리(NM)

고 정 익

(26대)

제트기

(4대)

GULF-V 2 510 6,500

FALCON 900 2 500 4,170

터보프롭

(22대)

SAAB 340 4 250 1,840

BOMBAR 300 9 266 1,630

BEECH 350 9 263 1,660

회 전 익

(회전익 항공기)

(48대)

단거리

(48대)

AS 332 3 140 500

S-76D 11 - -

BELL 412 5 - 497

EC 225 5 175 500

S-76C 3 155 607

AW 139 18 167 503

BELL 206B 3 130 368

자료 : 해양경찰청 선진 치안장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선진화 연구』, 2013. p.126의 표를 일본 해상보안청 홈페
이지(http://www.kaiho.mlit.go.jp/)를 참조하여 저자가 2017년 현재 시점의 자료로 수정

10)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체계 발전방안 연구』, (2017.8), p.137. 

11) 해양경찰청, 『선진 치안장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선진화 연구』, (2013.11), pp.136-137.

구   분 종  류 톤  수 척  수

특수

경비

구난정

방사능조사정 50톤 이하 3

경비정 10톤 이하 2

감시단속정 5톤 이하 58

소  계 63척

측량선

HL-Type 50톤급 5

HS-Type 50톤 이하 8

소  계 13척

등대

순시선

LM-Type 50톤급 4

LS-Type 17~26톤 3

소  계 7척

교육업무용선 15톤/1.5톤 3

합          계 455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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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광활한 관할해역 면적을 가진 나라이다. 영해의 면적이 약 43만㎢이고 영해

와 EEZ를 합한 수면의 면적은 약 447만㎢에 이른다.12) 필리핀의 동측해역과 태평양

의 중앙부 근처에까지 이르는 광활한 EEZ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관할해역

을 경비하는 해상보안청의 활동범위도 그만큼 넓다.

<그림 2-2> 일본이 주장하는 관할해역 범위

자료 : 日本 海上保安庁パンフレット, (2017.3), p.1.

일본은 중국과의 사이에서 첨예한 영토분쟁 갈등을 겪고 있는데, 센카쿠열도(중국

명 다오위 다오)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분쟁은 동중국해의 가장 민감한 사안이 되

어 있다. 때문에 중·일 양국은 자국의 해양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동시에 해양경비 세력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12) 日本 海上保安庁パンフレット, (2017.3),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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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본은 자국 해역 주변에서 중대한 사안 발생의 증가와 해상안전 및 치안확

보와 관련한 정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동아시아 해역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2016년 12월에 ‘해상안보체제 강화에 관한 관계각료회의’를 개최하였다. 아베 총리

가 직접 주재한 이 회의를 통해 관련 행정기관의 긴 한 협력 하에서 일본 주변 해역

의 안전 및 치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체제의 전략적 확충과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써 

‘해상보안체제 강화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게 되었다.13) 이 방침은 중국 해경국의 세

력이 커지고 불법 조업선박의 출현과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대응전략과 추진계

획을 마련한 것인데, 해양경비 장비의 확충과 인력 증원을 중심으로 5개의 추진시책

을 제시하였다. 이 추진시책은 ① 센카쿠열도 주변 영해 경비체제 강화와 대규모 사

건이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 ② 해양감시체제 강화 ③ 

원전 등에 대한 테러대책 및 중요 사건 대응체제 강화 ④ 해양조사체제 강화 ⑤ 기반 

정비로 구분된다.

센카쿠 제도 주변 영해에 대한 중국 측의 침범행위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지금까

지 전담경비체제 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중국 공선의 대형화·무장화에 대응할 수 있

는 순시선 정비를 추진하여 경비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비체제 강화사업

의 일환으로 필요한 기지도 함께 정비하기로 했다.

감시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의 광대한 해역에서 외국 공선, 외국어선, 외국 해

양조사선이나 테러 등의 위협을 감시하기 위해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체제를 구축하

고, 감시거점 정비를 통한 감시 능력 강화, 감시 정보의 집약, 분석 등에 필요한 정보

통신체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위대와 역할분담을 위한 정보공유, 연계

강화를 추진하면서, 해역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필요한 체제를 강화하기

로 했다.

또한, 타국의 대륙붕 연장신청이나 중간선을 넘어선 해양경계 주장에 대하여 일본

의 입장을 적절한 형대로 주장하기 위해 외교당국과 같은 국내 관련 기관과 협력 및 

연계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해양조사를 계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타국의 

해양조사 동향이나 필요한 조사대상 해역의 범위를 고려하여 필요한 해양조사체제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해상보안체제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증원, 교육훈련시

설 확충 등을 인재 육성과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13) 일본 해상보안청(http://www.kaiho.mlit.go.jp/info/post-318.html, 검색일: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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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일본 ‘해상보안체제 강화에 관한 방침’ 주요 사업내용과 예산

5개 주요 시책 주요 확충 자원 예산 (억 엔)

센카쿠영해 경비체제 강화 및 대규모사항의 
동시발생에 대응 가능한 체제 정비

- 헬리콥터 탑재형 순시선 3척
- 대형순시선 2척

123.3

해양감시체제 강화

- 신형 제트기 1기
- 감시 거점 정비
- 영상전송기능 강화
- 비밀통신기능의 강화

41

원전 등 테러대처·중대사안 대응체제 강화 - 대형순시선 1척 29.7

해양조사체제 강화
- 기존 선박 고기능화 2척
- 자율형 해양관측장치 정비
- 대형측량선 1척

기반정비
- 소형헬리콥터 1기
- 교육훈련시설 확충

4.7

계 198.7

자료 : 日本 海上保安庁 자료(平成29年度 海上保安庁関係 予算決定 概要, 2016.12) 참고

3. 중국 해경국

중국의 해양경비업무는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수행되다가 2013년 해경국이 창설

되면서 통합되었다. 국가해양국의 조직 개편을 통해 해역이용 관리, 해양환경보호 등

의 해양권익 수호 분야에서의 법집행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자원부 소속에 해경

국을 신설하였다.14) 

<그림 2-3> 중국 해경국의 조직 위상

자료 : 최현호, “중국 해상무력의 새로운 축...중국 해경과 해상민병대”, 월간 국방과 기술 (http://bemil.chosun.com/ 

nbrd/bbs/view.html?b_bbs_id=10008&pn=1&num=111, 검색일: 2018.01.03).

14)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체계 발전방안 연구』, (2017.8),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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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경국은 ① 해양범죄활동의 예방, 단속, 제지, 수사하여 국가 안전과 해상치

안의 질서를 유지, 보호, ② 해양재난 구조 및 긴급조치 등 해양재난 대응을 통해 공

공재산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 ③ 해역사용, 해양과학조사 등 해양관련 종합계획 수

립 ④ 해양기능을 구분, 편성, 감독을 책임, ⑤ 무인도서와 해저지형의 명칭 관리, 영

해기점 및 특수도서의 보호관리 방법 지정 및 감독, ⑥ 해양생태계 보호와 해양기후 

변화에 대한 업무, ⑦ 해양산업 정책의 최적화를 위한 연구와 제안, ⑧ 해양정책 관련 

국제교류와의 협력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15)

중국은 개방정책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국력이 급팽창하였으며, 최근에

는 G2로서 인정받을 만큼의 초강대국이 되었다. 세계무대에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국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데, 남

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을 겪으면서도 자국의 주장을 더욱 강하

게 표출하여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이 해양관리기구를 재편하면서 해경국을 창설한 것은 

앞으로 동아시아 해역에서 영유권관련한 자국의 입장을 더욱 강하게 관철시키려 할 

것이 예상되며, 해양강국을 향한 기조 속에서 주변 당사국들과의 해양분쟁의 가능성

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16)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취임으로 시작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해양

굴기(海洋堀起)’를 이루고자 하는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해양굴기는 해상세력의 

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대양으로 나가기 위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자국의 해

양영토를 공고히 하고 이를 기지화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분쟁은 물론이고 이 지역의 

기존 패권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의 경쟁도 불사하고 있다. 주변 국가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산호초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군사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과 병행하여 이를 지키기 위해 해당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경비력을 더욱 

증강시키고 있다.17)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7년 신년사에서 영토주권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

는데,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며, 그 누가 어떤 구실을 삼더라도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18) 이는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

15)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체계 발전방안 연구』, (2017.8), p.146. 

16) 강신석, “2013년 중국 해양관리기구 조직개편의 함의”,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3권 제2호(2013), 
p.26.

17) 이정태,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 『대한정치학회보』 24집 4호(2016). 
pp.16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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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에게 영유권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개최되었던 제19차 공산당대회에서 해양강국 건설이 재차 강조되었으

며, 앞으로 중국의 해양진출과 세력 확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으로의 세력 팽창을 서두르는 중국의 움직임에서 해경국의 창설은 시작에 불

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항공모함의 실전 배치를 넘어 핵항공모함을 보유함으로써 최강

의 해군력을 보유하려는 움직임과 아울러 해경과 같은 해양경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국가 간 해양주도권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실제 최근 중국 해경의 세력 확대 움직임을 살펴보면, 동아시아에서의 해양영토관련 

갈등이 첨예화됨에 따라 해경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함정을 대형화함으로써 힘을 

과시하고 있다. 실제 1,000톤급 이상의 함정들을 대거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데, 해경

함정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는 12,000톤급 2척은 물론 5,000톤급 4척을 

현장에 배치하였다. 이들 함정은 해군의 퇴역함을 개조하여 미사일이나 어뢰와 같은 

군사용 무기는 아니지만 함포와 기관포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함정의 작

전 반경 역시 3,500㎞에 달하고 있어 세력의 확장이 두드러지고 있다.19) 이와 같은 

해경 함정의 대형화와 무장화는 중국 해경세력 변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4> 중국의 세계 최대 해경함정 제원

- 만재 배수량 : 12,000톤

- 시속 26노트

- 76m 함포, 기관포 및 소구경포 무장

- 헬기 착륙장

자료 : 아시아경제, “중 남중국해 지배위해 초대형 해경경비함 도입 박차” (http://www.asiae.co.kr/news/ 

view.htm?idxno=2016061710265480545, 검색일: 2017.09.11)

이 밖의 중국 해경에 대한 정보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일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8) 연합뉴스, “중 시진핑 신년사, 영토주권·해양권익 결연히 수호” (http://www.yonhapnews.co.kr/ 
bulletin/2016/12/31/0200000000AKR20161231051251083.HTML?input=1195m, 검색일: 
2017.08.20).

19) 아시아경제, “중 남중국해 지배위해 초대형 해경경비함 도입 박차” (http://www.asiae.co.kr/news/ 
view.htm?idxno=2016061710265480545, 검색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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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함정을 200척까지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016년에 이미 220척을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20) 최근 3년간 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21) 

이와 같은 중국 해경의 급속한 세력 팽창은 중국이 겪고 있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에서의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유사시 

해군에 준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우 공세적 대응을 하고 있다.

실제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의 당사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

리핀 등의 해군 함정이나 경비함에 비해 월등히 커진 중국의 해경 함정들은 이제 미 

해군에게도 위협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22)

중국은 해경국 이외에도 해상민병대(Maritime Militia)라는 비공식적 해상무력 세

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선이나 상선의 승조원이지만 필요에 따라 군사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다. 중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해상 시위 참가, 

물자 운반 지원, 외국 어선 추방 등의 준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인접한 연안지역에 민병대의 주요 기지가 있고, 중국 정

부에 의해 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Ⅲ. 동북아 해양경비의 동향과 이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국가 간 해상세력 다툼이 긴장을 더해가면서 이제 동아

시아 해역이 새로운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가는 듯하다. 여러 국가가 얽혀있는 복잡한 

해양 영유권 및 관할권 갈등이 서로 한 치의 양보없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충돌 위험성도 큰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라는 초강대국이 대립하고 

전략적 목적에서 미국이 세력균형에 관여하고 있기에 동아시아 해역은 긴장과 갈등의 

환경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두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은 

협력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최악의 군사적 충돌에 이를 수 있

20) 중국 超大新浪微博 (http://lt.cjdby.net/thread-2135876-1-2.html, 검색일: 2017.01.23).

21) 중국 언론 기사(http://news.qq.com/a/20161215/012652.htm?_t_t_t=0.6007218617530383, 
검색일: 2017.01.23).

22) 아시아경제, “중 남중국해 지배위해 초대형 해경경비함 도입 박차” (http://www.asiae.co.kr/news/ 
view.htm?idxno=2016061710265480545, 검색일: 2017.09.11).

23) 최현호, “중국 해상무력의 새로운 축...중국 해경과 해상민병대”, 월간 국방과 기술(http://bemil. 
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08&pn=1&num=111, 검색일: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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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긴장과 대결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는 진단도 하고 있다.24) 

특히, 중국의 국력이 G2의 반열에 오르고,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전략 및 ‘해양

굴기’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그 이전에는 비교적 관심이 적었던 해양으로의 진출이 본

격화 되면서 주변 여러 국가들과 관할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인 배

경을 기초로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구단선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국 방어전략으로 도

련선(island chain)을 설정하고 있어 국제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을 비롯한 국제사

회의 여론과 지속적인 마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림 3-1>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과 도련선

자료 : (좌) 뉴시스 2016.7.12.일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2_ 

0014214391&cID=10101&pID=10100), (우) https://cofda.wordpress.com/tag/second-island- 

chain/, 검색일: 2018.01.08

이처럼 국력 신장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일본 역시 안보의 장을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25) 중국에 G2 자리와 

지역의 주도권을 빼앗긴 일본은 중국의 세력 확장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그 동안의 

미일동맹을 통해 자국의 경제성장과 안보를 미국이 책임져 주었지만, 센카쿠(다오위

다오) 열도의 분쟁을 통해 최근의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책임져주고 중국의 위협을 

막아줄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느낀다. 따라서 일본은 자국의 생존과 번

영을 스스로 책임지고자 세력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26)

24) 안득기, “중국과 일본의 상호의존과 경쟁”, 『동서연구』 제22권제2호(2010), p.192.

25) 안득기, “중국과 일본의 상호의존과 경쟁”, 『동서연구』 제22권제2호(2010),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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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해역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동향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위협과 긴장을 가져

다준다. 해결되지 못한 해상경계문제가 서로 얽혀 있으며, 자원개발 경쟁은 날이 갈

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할권의 엇갈린 주장과 자유로운 해양자원 이용 활

동들이 상호 해양세력 간의 충돌로 이어지는 우발적 상황으로 이어질 염려가 없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양영유권 문제와 더불어 해양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데, 상호 중첩된 EEZ에서의 불법적 어업행위가 대표적이다. 특히 

중국의 불법조업 선박은 이미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전 세계 

곳곳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동북아 해양주권문제의 최대 관심사안 가운데 하나인 불법조업은 외교적 해결노력

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다소 폭력적이고 격렬한 저항으로 주권국의 단속세

력에게 매우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실제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던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의 단속대원들이 사망하거나 선박이 침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양국 국민들의 감정을 악화시켜 상호 긴장관계를 심화시키는 부작

용도 유발한다. 

<그림 3-2>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격렬한 저항

자료 : (좌) 격렬한 저항(동아일보 2011.11.17.일 기사(http://news.donga.com/View?gid=41936910&date= 

20111117), (우) 단속을 위한 공용화기 사용(YTN 2017.12.20.일 기사(http://www.ytn.co.kr/_ln/ 

0115_201712201822466047_001)

중국의 경제 성장, 고령화율 증가, 교육수준 향상이 수산물 소비를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수산물 수요 증가는 동북아 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27) 중

국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불법조업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26) 김석수, “남중국해와 일본의 해양안보”, 『일본연구』 제67호(2016.3), p.27.

27) 오상진·최경훈·박계각, “중국어선 해양주권 침해의 경제적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항만경
제학회지』, 제33집 제3호(2017.9),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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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중국어선 단속 현황 

자료 :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22, 2017.12.26. 

검색)

이와 같은 중국의 불법조업과 남획으로 동북아 해역의 어업생산량 추세에도 변화

가 발생했다. 즉 한국과 일본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중국

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국가별 연근해어업 생산량 변화는 동북아 해역을 함께 

나누고 있는 한·중·일 3국의 자국 내 수산물 수요나 자원확보 정책의 변화에 기인하

기보다 경쟁적으로 선점에 따른 상대적 어획량 감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자국 관할권 내의 수산자원을 지키는 것이 최근 동북아에서의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림 3-4> 한·중·일 연근해 어업생산량 변화 추이

자료 : 연합뉴스, “한일 연근해어업 생산량 급감”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7/05/09/ 

0802010000AKR20170509061500051.HTML, 검색일: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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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의 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따른 대륙붕자원의 공동개발 협력이 지지부진하

고, 2028년까지의 협정기간 만료가 임박해짐에 따라 자원탐사활동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만료되면, 제7광구의 영유권에 변

화가 생길 우려가 있다. 협정 체결당시와 달리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 분쟁사건

을 계기로 지형이 아닌 거리 기준으로 영유권을 설정하는 분위기 변화에 따라 협정 

만료 이후 제7광구가 일본 수역이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일 공동개발

구역은 엄청난 양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일 양국만이 아니라 

중국도 기존의 관망자세가 아니라 일부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서서히 공세를 더해 가

고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028년 협정 만료가 임박해질수록 

한·중·일 각 국가들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는 

물론 국제법 분쟁에서의 유리한 논리 개발이 점차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5>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을 둘러싼 경계 주장 

자료 : 머니투데이(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81421503511520, 검색일: 2017.12.26)

한·중 간에는 해양경계 획정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양국의 현안으로 진행 중

에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 가입 이후 2008년까지 한·중 간의 국장급 협상을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후 소강상태에 있다가 2014년 한·중 정상회단에서 해양경계획

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5년부터 협상이 재가동되었다. 2015년 12

월의 제1차 해양경계획정 회담에 이어 2016년 4월과 12월에 회담이 있었고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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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제4차 회담을 진행하였다. 한·중 간의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 대해 한국은 

‘중간선 원칙’을, 중국은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대립 중에 있는데, 매

년 지속적인 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하면서 양국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동북아 해역에서 한·중·일 3국의 해양관할권 갈등은 군사적 대립보다 

억제력 확보를 위한 해양경비 세력의 증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주변국과의 해양관할권 갈등을 보다 공세적으

로 전개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이 한창이며, 이와 함께 해경의 세력 증강을 통해 해군

과 해경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사시 해군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경

의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것이다. 해경의 직무를 해군함정과 동일하게 함장, 기관

장, 항해병, 레이더병, 신호병 등의 8개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경함정을 배치하는 등의 세력화를 통해 심리

적 억제력 강화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확장에 대응한 상대전력을 확충하고 있다. 국제해양법(UNCLOS) 

발효 이전까지는 동북아 해양세력을 일본이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이후 중·일 

모두 역량을 강화하는 단계를 거쳐, 현재는 중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이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해상보안청 세력 증강은 평화헌법의 범위 내에서 해군력 

증강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며, 자국의 광활한 해양관할권 수호를 위해 현대화·첨단

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자국의 해양경비세력 확장에서 더 나

아가 동아시아 지역국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해양세력

을 확대하고 있다.28)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하여 자국의 해군력과 해양경

찰력을 해외로 확대하는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연안국가들은 자국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양경찰(Coast Guard)

을 조직하여 보유하고 있다. 각 국가별 여건에 따라 조직 특성의 차이가 있는데, 한국

과 일본은 집중형이라 할 수 있고, 중국은 해경국 신설에 따라 분산형에서 집중형으

로 변화되었다.29)

28)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필리핀의 해양경비력 증강을 지원하고 남중국해로 진
출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에 순시선 10척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연합뉴스 2013.7.27.
일자,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7/27/0619000000AKR201307270 
44100073.HTML, 검색일: 2017.12.5), 추가로 방위장비도 제공하기로 함(경향신문 2015.11.20. 
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01155071&code= 
970203, 검색일:2017.12.5).

29) 193개국 가운데 131개국이 Coast Guard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형, 집중형, 경찰형으로 조직 특
성을 구분할 수 있음. 해군형이 75개, 집중형 63개, 경찰형 34개 국가로 조사됨(양희철, “해상갈등의 



194  STRATEGY 21, 통권43호 (Summer 2018년 Vol. 21, No. 1)

동북아 3국의 해양경찰조직은 해양경비, 해양치안, 구조구난 등의 공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국가별 해경의 기능은 다소 차이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군

과 더불어 해양안보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일본처럼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형태와 일부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연안국가들은 해양법집행세력으로

서의 해양경찰 세력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중요한 자산으로 키워가고 있다. 특히 동남

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와 같이 해양관할권 분쟁이 첨예한 지역에서의 해양경찰 세력

은 자국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필수자산으로 인식되어 더욱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1> 韓·中·日·美의 해양법집행체제 비교

구분 해양안보 해상치안 해양안전·구조 해양환경 해양자원보호

한국 해군·해경 해경 해경·해수부 해경·해수부 해경·해수부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보안청

수상경찰청
해상보안청 해상보안청 해상보안청

중국 해군·해경 해경국 해경국 해경국 해경국

미국 해군·Coast Guard Coast Guard Coast Guard Coast Guard Coast Guard

자료 : 해양경찰청 내부자료

Ⅳ. 결론

해양경찰청은 조직의 부활과 함께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한·중·일의 해

결되지 않은 영유권과 관할권 갈등이 지속되고, 중국과 일본의 해경세력 증강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력 안정화와 증강이 시급하다. 

동북아 해양안보와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의 해양경찰은 이미 준군사 조직으로 발

전하였기 때문에 해군력에 버금가는 전투력을 갖추고 있다. 군사력의 충돌이라는 위

험성을 회피하기 위해 해양경찰력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유사시 해양경찰의 해군 전

력화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해양경찰의 세력 증강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해양경찰청이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숙제가 놓여있다. 

첫째, 해양경찰청의 조직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만들어 가야한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세계의 해양법집행세력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우리의 해양경찰청은 ‘경찰

점증적 제고와 우리나라 해양법집행세력 운용방향”, 해양환경안전학회 발표자료 (201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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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과 ‘경비대(Guard)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 할 수 

있다. 즉 해양주권 수호라는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해양경비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

모델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적정 세력의 증강을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해양영토 및 주권 수호’

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며,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는 기본적 임무이다.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주변 위협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정 해양경비력을 갖추

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양경비력 증강을 위한 장기전략과 치 한 계획 추진이 이루

어져야 한다.

셋째,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과거 해양경찰청이 해체될 무렵의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바다, 우리의 자원을 지키는 핵심 세력으로

서 인정받고,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국민적 신뢰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한 때 강력한 해양법집행세력으로서 중국의 해경국 창설의 모델이었다고 하는 우

리나라 해양경찰청이 해군과 함께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핵심 세력으로 확고하게 자

리매김한다면 우리의 해양주권은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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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engthening Trend of Coast Guards in Northeast Asia

30)Yoon, Sungsoon*

Recent marin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have come to us as a great threat. China, which has recently established the China 
Coast Guard and has rapidly developed maritime security forces, is trying to 
overcome the various conflict countries with its power. Japan is also strengthening 
intensively its maritime security forces. Since Korea, China, and Japan are 
geographically neighboring and sharing maritime space in Northeast Asia,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maritime jurisdiction and territorial rights among the countries. The 
struggle for initiative in the ocean is fierce among the three coastal nations in 
Northeast Asia. therefore, Korea needs more thorough preparation and response to 
protect the marine sovereignty.

As the superpowers of China and Japan are confronted and the United States is 
involved in the balance of power in strategic purposes, the East Asian sea area is a 
place where tension and conflict environment exist. China’s illegal fishing boats are 
constantly invading our waters, and they even threaten the lives of our police officers. 
The issue of delimiting maritime boundaries between Korea and China has yet to be 
solved, and is underway in both countrie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continental shelf resources may collide as the agreement 
on the continental shelf will expire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other hand, 
conflicts in the maritime jurisdictions of the three countries in Korea, China and 
Japan are leading to the enhancement of maritime security forces to secure deterrence 
rather than military confrontat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unresolved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conflicts of 
Korea, China and Japan continue, and the competition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maritime powers of China and Japan becomes fierce, there is a urgent need for 
stabilization and enhancement of the maritime forces in our country. It is necessary to 

* Director, Marine Policy Research Department, Korea Maritim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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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 a new long-term strategy for enhancing the maritime security force and to 
carry out it.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Coast Guard, which once said that it was a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China’s Coast Guard as a powerful force for the enforcement of 
the maritime law, firmly establishes itself as a key force to protect our oceans with the 
Navy and keeps our maritime sovereignty firmly.

Key Words: Marine Sovereignty, Coast Guard, Maritime Security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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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 해군에게 2017년은 악몽과 같은 한 해였다. 2017년 6월 17일에는 USS 

Fitzgerald(피츠제럴드)함이 상선과의 충돌로 우현측이 크게 파손되었고 7명의 승조

원이 사망하였다. 또한 피츠제럴드함 사고가 발생한지 2개월이 지난 2017년 8월 21

일에는 USS John S. McCain(존 S.매캐인)함이 유조선과 충돌하여 좌현 함미가 크

게 파손되었고 10명의 승조원이 사망하였다. 사실 인명사고가 발생한 두 건의 항해사

고 이외에도 좌초사고, 어선 충돌사고 등 항해와 관련된 사고들이 2017년 한 해 미 

해군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대형 사고들이 미 해군의 핵

심해역이라고 할 수 있는 7함대에서 모두 발생하였다는 것이다.1) 일련의 사고들로 

인해 7함대 사령관인 조지프 오코인 중장은 경질되었고, 사건에 연루되었던 함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은 보직해임 되거나 사법처리 되었다. 사고로 인해 손상된 7함대 

함정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도 이번 사고들로 인해 지금까지 세계 최강임을 자부하던 미 해군에 대한 신뢰가 크

게 떨어졌다는 사실이 더 심각하다. 

최첨단 항해 장비를 보유한 미 해군함정에게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해군 역시 미 해군과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사고와 관련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한국해군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다. 따라서 미 해군함정의 사고원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해군의 현 실태

를 점검해 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유독 7함대

에서 나타난 사실은 항해사고 원인이 함정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부대인 

7함대를 포함한 미 해군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

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미 7함대에서 발생한 일련의 항해사고 중 가장 심각한 

인명피해를 냈던 피츠제럴드함 및 존 S.매캐인함의 항해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해군의 잠재적 문제점을 진단하는데 있다. 한국해군은 미 해군의 함정사

고의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항해 장비의 성능 향상에도 불구하고 인적요소(human factor)로 인해 사

1) 2017년 7함대에서는 5건의 항해사고가 발생하였다; USS Antietam(CG54) 좌초사고(1월 31일), 
USS Lake Champlain(CG57) 어선 충돌사고(5월 9일), USS Fitzgerald(DDG62) 유조선 충돌사고
(6월 17일), USS John S. McCain(DDG56) 상선 충돌사고(8월 21일). USS Benfold(DDG65) 예인
선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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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

책적인 제도 수립에 대해서는 추가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연구 분석과 적용의 내용

은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1> 연구 분석과 적용 

사고경과 / 원인분석

⇨

도출 가능한 교훈

⇨

정책적 제언

∙ 기본절차 미준수

(Seamanship 부족 등)

∙ 팀워크의 부재

∙ 조직문화의 문제

∙ 상급부대의 무리한 함운용

∙ 교육훈련 강화

∙ 개인의 자질 검증 강화

∙ 교육기관 관심 증대

∙ 팀워크 형성

∙ 조직문화 개선

∙ 함정 작전주기 준수

∙ 항해과장교 로그북 작성

∙ 실전을 고려한 교육훈련 

강화

∙ 인적요소 관리 강화

∙ 항해과장교 경력관리 개선

제2장에서는 피츠제럴드함과 존 S.매캐인함의 사고경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사고경과와 관련된 대다수의 내용들은 2017년 말 미 해군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Comprehensive Review of Recent Surface Force Incidents,”2) “Report on the 

Collision between USS Fitzgerald(DDG62) and Motor Vessel ACX CRYSTAL,”3) 

“Report on the Collision between USS John S. McCain(DDG56) and Motor 

Vessel ALNIC MC”4) 등의 문서를 주로 참고하였다. 각 시간대별로 정리된 사건의 

경과는 충돌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제3장에서는 두 건의 함정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피츠제럴드

함과 존 S.매캐인함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먼저 주요 간부들의 자질이 

부족했고, 당직자들의 팀워크가 부족했다. 또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7함대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했다.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사고 조사보고서 및 각종 군사전문 자료(proceeding 등)를 참고 하였으

며, 항해과장교인 필자의 경험을 더해 문제를 재조명해 보았다.

제4장과 5장에서는 미 해군함정의 사고가 한국해군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동

일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2) U.S. Navy, “Comprehensive Review of Recent Surface Force Incidents,” 26 October 2017.

3) U.S. Navy, “Report on the Collision between USS Fitzgerald(DDG62) and Motor Vessel ACX 
CRYSTAL,” 23 October 2017.

4) U.S. Navy, “Report on the Collision between USS John S. McCain(DDG56) and Motor Vessel 
ALNIC MC,” 23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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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다. 현재 미 해군은 2017년 발생한 함정사고를 교훈삼아 동일한 문제의 추가

적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해군 역시 현재 잠재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음을 명심해야 한다. 할 것이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항해과장교 로그북(log book) 

작성,’ ‘실전을 고려한 교육훈련 강화,’ ‘인적 요소 관리,’ ‘항해과장교의 경력관리 개

선’ 등을 언급하고자 한다.

Ⅱ. 미 해군함정의 사고경과5)

1. 피츠제럴드함(USS Fitzgerald) 충돌사고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미 7함대 소속의 이지스함인 피츠제럴드함(DDG 

62)은 2017년 6월 17일 새벽 1시 30분경 일본 이즈반도 남쪽 해상에서 필리핀 국적

의 상선 ACX CRYSTAL호(29,000톤급)와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피츠제럴드

함 우현 SPY-1D 레이더 아랫부분이 크게 파손되었고 직경 4m 정도의 파공이 발생

하였다. 인명피해로는 유입되는 해수를 막기 위해 침수된 격실을 폐쇄한 결과 승조원 

7명이 숨졌으며, 함장을 포함하여 3명이 크게 다쳤다. 

사건에 대한 개략적인 배경과 경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건이 발생할 당시 기상

은 파고 약 1미터, 시정 5마일 이상으로 야간항해에는 문제가 없는 기상이었다. 녹화

된 항행자료에 따르면 피츠제럴드함은 상/어선이 다수 분포한 혼잡한 해역을 야간에 

통과하였다. 피츠제럴드함은 충돌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표 2>와 같이 충돌발

생 약 30분 전부터 일정한 침로-속력(190도-20노트)으로 고속기동을 하였다. 사건 

13분 전 함교 당직사관은 CRYSTAL호가 최단접근점(Closest Point of Approach, 

CPA) 우현 1,500야드로 통과하며 현 침로-속력을 유지해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잘못 판단한다. 또한 함교와 전투정보실(Combat Information Center, 

CIC) 당직자들은 안전항해를 위해 각종 정보사항과 기동의도를 공유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 충돌 수분 전 함교부직사관은 CRYSTAL호가 예상과 

달리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함교 당직사관에게 권고하지만 함교 당

직자들은 당황한 나머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충

5) 제2장(미군 해군함정의 사고경과)의 내용은 미 해군에서 발간한 세 건의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
대로 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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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 임박하여 함교당직사관(Officer of Deck, OOD)이 키 왼편전타 및 기관전속 

명령을 내렸으나 충돌을 회피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 구체적인 사고경과

는 <표 3>과 같다. 

<표 2> 피츠제럴드함 항적 및 피해현황

<표 3> 피츠제럴드함-CRYSTAL호 충돌사고 경과

일 시 사 고 경 과

16.2305 ⋅함장 및 부장 함교에서 내려감 

2330 ⋅월광 약 69%

2345 ⋅피츠제럴드함, 230도-20노트 기동

2350 ⋅피츠제럴드함, 다수 접촉물 좌현 추월(CPA 3마일 이내)

  * 함장에게 별도 보고 미실시

17.0000 ⋅피츠제럴드함, 4척의 상선 통과(2척은 CPA 3마일 이내)

  * 함장에게 별도 보고 미실시

0015 ⋅피츠제럴드함, 220도-20노트 기동

0033 ⋅피츠제럴드함, 침로 215도 변경

0034 ⋅피츠제럴드함, 4척의 상선 통과(CPA 좌현 1,500야드 이내)

  * 함장에게 보고됨

0054 ⋅피츠제럴드함, 190도-20노트 기동

0058 ⋅피츠제럴드함, 5척의 상선 통과(3척은 CPA 3마일 이내)

  * 함장에게 별도 보고 미실시

0100 ⋅피츠제럴드함, 190도-20노트 기동

0108 ⋅피츠제럴드함, 3척의 상선 통과(CPA 650야드, 2마일, 2.5마일)

  * 함장에게 별도 보고 미실시

0110
⋅피츠제럴드함, 190도-20노트 기동

  * CRYSTAL호, 피츠제럴드함 우현 11마일에서 접근

0115 ⋅피츠제럴드함 당직자, CRYSTAL호 레이더 미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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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 S.매캐인함(USS John S. McCain) 충돌사고

2017년 8월 26일 오전 5시 24분경 싱가포르 해협에서 기동하고 있던 7함대 소속

의 이지스함 존 S.매캐인함(DDG56)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유조선 ALNIC MC호

(30,000톤급)와 충돌하였다. 사건 당시 존 S.매캐인함은 타기이상으로 정상기동이 불

가능한 상태였고 잘못된 타기와 기관사용으로 인해 함정이 좌현으로 급선회 하였다. 

결국 좌현 함미에서 기동하고 있던 유조선 ALNIC MC호는 이를 미처 회피하지 못하

고 충돌하게 되었다. 피해상황으로는 존 S.매캐인함의 좌현함미가 크게 파손되었고 

승조원 10명이 사망하였다. 피츠제럴드함의 충돌사고 이후 두 달 만에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7함대에서 똑같이 발생하여 미 해군은 큰 충격에 빠졌다. 

사건의 개략적인 경과는 <표 4>와 같다. 사고 당시 기상은 양호하였으며, 싱가포르 

해협 항해를 위해 함장과 부장이 함교에 위치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전 함장은 타수

(helmsman)가 타기(rudder)와 기관(throttle)을 동시에 통제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

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당직사관(OOD)에게 타기와 기관을 분리해서 통제

할 것을 지시한다.6) 비계획적인 당직인원의 교체이후 갑자기 타기이상 상황 발생

6) 미 해군은 대양에서 주로 항해하는 특성상 함교 근무인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SPCS(Steering and 
Propulsion and Control System)라는 조함통제 장비를 개발하였다. SPCS를 통해 한명의 타수
(helmsman)만으로도 타기(rudder)와 기관(throttle)을 동시에 통제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타기/기
관을 분리해서 운용도 가능하다. 

일 시 사 고 경 과

0117 ⋅피츠제럴드함 함교당직사관, CRYSTAL호 CPA를 잘못 추정(CPA 우현 1,500야드)

0120

⋅함교부직사관 크리스털호 시각확인 및 함교당직사관에게 보고

  * 부직사관은 CRYSTAL호가 피츠제럴드함 함수를 통과할 것이라 판단

  * 당직사관은 부직사관과 반대로 피츠제럴드함이 CRYSTAL호 선수를 CPA 우현 

1,500야드로 통과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

0122
⋅부직사관, 당직사관에게 속력감속을 권고

  * 당직사관은 속력감속이 더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 잘못 판단하여 속력을 그대로 유지

0125 ⋅CRYSTAL호, 피츠제럴드 우현 3마일 까지 근접

0125 ⋅함교당직사관, CRYSTAL호가 급속히 접근하고 있음을 판단

0127
⋅함교당직사관 침로변경 240도 지시, 잠시 후 지시를 취소

  - 대신 양현전속 및 키 왼편 전타로 지시를 변경함(하지만 위 지시는 바로 시행되지 않음)

0129 ⋅선임 조타당직자가 타수역할을 대신함, 당직사관 지시 이행

0130 ⋅피츠제럴드함-크리스털호, 통신망 미설정 및 경고신호 미송신

0130:34 ⋅크리스털호 함수와 피츠제럴드함 우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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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시)으로 함교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함장은 비상조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함

교와 후타실 간 타기전환과 테스트를 반복하는데 의사전달이 잘 되지 않아 타기는 

정위치 되지 않고 좌현 33도로 놓이게 된다. 조금씩 좌현으로 선회하는 함정의 기동

을 통제하기 위해 함장은 함 속력을 5노트까지 감소할 것을 지시하는데 당직자의 실

수로 좌현 축의 속력만 감속되고, 우현 축은 20노트의 속력이 계속 유지되게 된다. 

혼란한 상황으로 인해 함교인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비대칭적인 기관

사용으로 인해 함정은 더욱 급격히 좌현으로 선회하게 된다. 결국 좌현함미에서 접근

하고 있었던 ALNIC MC호는 이를 회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다.

<표 4> 존 S.매캐인함 사고경과 및 피해현황

<표 5> 존 S.매캐인함-ALNIC MC호 충돌사고 경과

일 시 사 고 경 과

21.0000 ⋅존 S.매캐인함, 싱가포르 항으로 항해 중

0115 ⋅함장, 함교에 위치(조함 감독)

0216 ⋅Split 모드로 기관전환

0418 ⋅당직자 증강 배치

0426 ⋅함교 당직자 5분 간격으로 함 위치 산출

0430 ⋅부장, 함교에 위치(조함 보좌)

0436 ⋅함장, 조함모드를 자동모드에서 수동모드로 전환 지시

0437 ⋅접촉물 회피를 위해 다수 변침/변속(관련기록 미유지)

0454
⋅존 S.매캐인, 8마일 전방에서 기동중인 ALNIC MC호 접촉

  (기동에 대한 의도는 별도로 공유하지 않음)

0500 ⋅항구입항을 위해 승조원 총기상 

0500~0524 ⋅싱가포르 항계로 진입하기 위해 기동 중 다수의 상선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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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고원인 분석

1. Seamanship 부족 및 안전항해를 위한 기본절차 미준수

피츠제럴드함은 충돌 30분 전부터 CRYSTAL호와 거의 충돌침로로 기동하고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충돌 직전까지 회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대각도 변침이나 속력의 감소를 통해 충돌을 사전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특히 함교당직사관(OOD)은 충돌하기 수분 전에 CRYSTAL호

의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예상외로 선박이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전

투정보실(CIC)과 관련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또한 상선검색망을 이용한 교신, 기적/

발광을 이용한 의문신호 송신 등 안전항해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들을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피츠제럴드함의 당직자들이 전반적으로 Seamanship과 

일 시 사 고 경 과

0518 ⋅존 S.매캐인, 230도-20노트 유지

0519
⋅함장, 함교 당직자 조정 지시(타수 → 타수 + 기관전령수)

  - 당직자의 조정은 항해 브리핑 때 논의된 바 없음

0520 ⋅존 S.매캐인, ALNIC MC호 CPA 통과 

0521

⋅타수, 타기이상을 당직사관(OOD)에게 보고

  - 침로 228.7도(타기 중앙 위치)

  - ALNIC MC호 위치 : 164도-JSM-582야드 

0521 ⋅비상조타 상황 방송, 타기 전환 지시(후타실에서 타기 통제)

0522 ⋅존 S.매캐인, 좌현으로 선회 시작(0.2도/sec)

0522:05 ⋅함장, 속력 감속 10노트 지시

0522:07
⋅기관전령수, 좌현축의 속력만 감속(우현축은 20노트 유지)

  * 잘못된 기관사용을 함교 당직자 1분여간 미인지

0522:40 ⋅존 S.매캐인, 좌현 선회율 증가(0.41도/sec)

0522:45 ⋅부장, 함장에게 속력을 더 감속할 것을 권고(5노트 감속 지시)

0523:00 ⋅우현으로 타기 사용(AlNIC MC호 거리 368야드 까지 근접)

0523:24 ⋅기관전령수, 양현 엔진 5노트로 설정(선회율 0.54도/sec)

0523:27
⋅후타실에서 기동 통제

   - 지난 2분동안 타기전환 5회, 후타실 기동 통제 2회 실시

0523:58 ⋅ALNIC호 함수와 존 S.매캐인 좌현함미 충돌

0524:24 ⋅존 S.매캐인, 엔진 정지(선회율 1.4도/sec)

0526 ⋅존 S.매캐인, 전투배치 및 손상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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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예방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존 S.매캐인함 역시 타기에 문제가 발생한 비상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초동조치들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함장은 싱가포르 해협을 통과하기 전에 비상상황

을 적절히 대비하기 위한 투묘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특히 함장이 함교에 위치하여 

비상상황을 직접 지휘하는 상황에서 조차 당직자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조치(기적/발

광, 통신망을 통한 상황전파)를 실시하지 않았다. 만약 ALNIC MC호가 존 S.매캐인

함의 비상상황을 인지했다면 충돌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7) 함장, 부장, 함교

당직사관(OOD), 전투정보실(CIC)에서 모든 정보를 분석하는 전술집행관(Tactical 

Action Officer, TAO) 등 수많은 간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에 대한 

초동조치 매뉴얼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승조원 개개인이 안전항

해에 대한 기본 상식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당직자 팀워크(teamwork)의 부재

함정의 조함은 함교당직사관(OOD) 만의 책임이 아니다. 함교와 전투정보실(CIC)

에서 근무하는 모든 당직자들은 함교당직사관이 안전하게 조함하도록 각자의 당직개

소에서 조언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함정에는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응해야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

한 백업 시스템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레이더 작동수가 레이더 조작 미숙으로 접근

하는 표적을 접촉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견시(lookout), 소나(SONAR), 전자전

(ES) 당직자 역시 충분히 동일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경

고할 수 있었다. 즉 팀워크가 우수한 함정의 경우에는 이중/삼중 안전장치로 인해 사

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충돌사고가 발생한 두 함정의 경우 위와 같은 팀워크를 발견하기 어렵다. 

당시 전투정보실(CIC)에 위치한 전술집행관(TAO), 대함전조정관(SUWC)을 포함한 

수많은 당직자들은 함교 당직사관이 안전하게 조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을 하

지 않았다. 특히 존 S.매캐인함의 경우 함교 당직자 중 3명은 앤티덤함(CG54)에서 

파견된 인원이었는데, 두 함정의 항해 장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장비에 대한 충분

7) ALNIC MC호 함교당직자들은 존 S.매캐인함의 좌현선회를 목격했을 당시 별도의 상선검색망 호출이 
없어 존 S.매캐인함이 AlNIC MC호 선수를 안전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함. Ministry of Transport 
Singapore, “Safety Investigation into Collision between ALNIC MC and the USS JOHN S. 
McCAIN in Singapore Territorial Waters on 21 August 2017,” 8 March 2018,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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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훈련 없이 당직근무에 투입된 것이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또

한 당직자들은 레이더 이외에도 다양한 센서(AIS, 광학장비 등)를 보유했음에도 불구

하고 상황인식을 위해 각 장비들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다.8) 결국 안전항해를 위해

서는 함교-전투정보실(CIC)간의 팀워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두 함정은 팀워크의 

부재로 충돌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 

3.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의 문제

‘하이인리 법칙’이 말해주듯 대형 사고는 단지 하나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

라 작은 문제들이 모여서 통상 발생한다.9) 두 건의 함정사고는 작전이나 훈련과 같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라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단순하고 일상적

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는 함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던 당직근무 기강의 해이가 

사고의 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 한다. 예를 들면 함교 견시(look out)는 접근하

는 선박을 시각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기상이었으나 접촉물 보고, 방위끌림 

체크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함교당직사관(OOD)에게 적절히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피츠제럴드함의 경우 대함전조정관(SUWC)이 당직 장소를 벗어나 화장실을 다녀온 

후 사고발생 직전 정위치를 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결국 전반적인 당직기강의 

관리 실패는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한편 두 함정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역시 사고원인으로 지목된다. 두 함정

은 동일하게 함교-전투정보실(CIC) 간의 활발한 정보공유가 없었다.10) 또한 함교당

직사관은 안전항해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함장/부장을 호출하

여 현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츠제럴드함 함교당직사관(OOD)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존 S.매캐인함은 함장이 타기이상 상황을 직접 지

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동조치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기적/발광을 이

용한 주위환기, 통신망을 이용한 상황전파)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

8)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두 함정은 AIS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수신모드(Received only)로만 
활용하였다고 한다. 함정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로도 볼 수 있으나 충돌을 회피하기 위
해 널리 사용되는 AIS의 미사용은 충돌을 발생시킨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9) 하이인리 법칙이란 1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미 그전에 유사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300회 이상한 징후가 감지되었다는 통계적인 사례를 의미한다.

10) 이지스함의 경우 통상 전투정보실(CIC)에 위치한 전술집행관(부서장급)은 함교당직사관(분대장급)보
다 선임장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직된 조직문화가 형성된 함정에서는 함교당직사관(OOD)이 전
술집행관(TAO)에게 항해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을 꺼릴 가능성도 있다.



미 7함대 해군함정 사고 경과와 교훈 / 문창환  211

은 긴급 상황이 발생 시 상황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상호 권고를 통해 오류를 줄여

가는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함

장을 포함한 간부들의 지시를 기다리고, 피동적으로 수행하는 조직문화는 긴급 상황

을 마주하였을 때 누구도 선뜻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4. 무리한 함 운용으로 인한 승조원의 교육훈련 수준 저하

2017년 발생한 미 해군의 함정사고는 특이하게도 서태평양 해역을 관장하는 7함

대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적으로 7함대에서 발생한 사실

은 사고의 원인이 함정차원이 아니라 7함대의 전반적인 문제에서 기인 할 수도 있다

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 7함대는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으로 인해 그 역할이 부각되어 왔다. 즉 미국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7함대 함

정들은 남중국해 일대의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과 북한 탄도미

사일 BMD 작전에 참가하는 횟수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7함대 함정들의 작전템포

(operational tempo)는 상당히 빨라진 것으로 조사되었다.11) 사고원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후 7함대 함정의 작전소요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평균적인 

7함대 함정의 항해일수가 116일(2015년)에서 162일(2016년)로 약 71% 증가한 것으

로 밝혀졌다.12) 또한 미 해군의 전방배치전력(Forward Deployed Naval Force, 

FDNF)에 대한 함 운용 결과 분석에 따르면, 7함대 전력의 작전일수는 <표 6>과 같이 

타함대 보다 20~40% 많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13)

<표 6> 7함대 함 운용 결과 분석

11) Geoff Ziezulewicz, “Navy’s 7th Fleet No Stranger to High Ops Tempo” Navytimes, 21 
August, 2017.

12) U.S. Navy, “Comprehensive Review of Recent Surface Force Incident” 26 October 2017, 
p.68.

13) GAO, “Navy Force Structure”, GAO Report-15-329, May 2015.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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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함대의 무리한 함운용은 개별함정에게 교육훈련과 장비정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

을 부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전투준비태세 저하를 초래하였다. 7함대에 배치된 

함정들의 평균선령은 대략 20~30년으로 장비의 업그레이드 및 정비를 위해서는 기

존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장기간의 정비 이후에는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해 일

정기간의 승조원 교육훈련 기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나, 증가되는 출동임무 소요

로 인해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전임무에 투입된 사례가 비일

비재 하였다. 7함대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갭을 판단하고 조정 및 통제를 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급부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연이은 사고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5. 사고원인 종합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피츠제럴드함과 존 S.매캐인함의 충돌사고는 개인과 함정

조직 차원의 문제와 상급부대(7함대)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하

였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인 문제로 함장을 포함한 각 개개인의 Seamanship과 조함

과 관련된 자질이 부족했다. 조직적인 문제로는 당직자의 팀워크가 부족했고, 올바른 방

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지 못했다. 특히 상급부대의 구조적인 

문제(함정의 작전주기 미준수)는 동일한 항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충돌사고에 대한 사고원인과 개선을 위한 의문사항들은 <표 7>과 같다.

<표 7> 사고원인 및 개선을 위한 의문사항

구 분 사고원인 및 개선을 위한 의문사항

개인

(Individual)

∙ Seamanship 및 안전항해 능력 부족

 - 항해과장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 현재의 평가체계는 적절한가?

함정

(Organization)

∙ 팀워크 및 올바른 조직문화의 부재 

 - 함교-전투정보실(CIC) 팀워크를 향상시킬 방법은?

 - 현 교육훈련 체계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가?

 - 어떤 조직문화 형성이 바람직한가?

 - 승조원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장병의 사기는 관리되고 있는가?

해군

(Navy)

∙ 상급부대의 구조적인 문제

 - 함정의 교육훈련/정비 시간을 보장하고 있는가? 

(무리한 함운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 교육훈련(seamanship 향상)체계는 적절한가?

 - 항해과장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현 정책은 문제없는가? 

(항해과장교의 경력관리체계는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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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 해군함정 사고가 한국해군에게 주는 교훈

2017년 발생한 일련의 함정사고들로 인해 미 해군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7함대의 전

력을 장기간 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7함대가 수행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과 북한에 대한 BMD 작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력을 곧 보충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미 해군참모총장이 발표한 “The Future Navy”를 달성

하기 위한 노력에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이다.14)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이

은 해군함정 충돌사고가 세계 최강의 미 해군의 신뢰를 떨어트렸다는 점이다. 심지어 

중국은 미 해군의 존재가 아시아 해역에서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기도 하였다.15) 한국해군은 미 해군함정의 사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

첫째,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츠제럴드함과 존 S.매캐인함의 충돌사고는 바로 기본(基本)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

하였다. 피츠제럴드함의 경우 상선이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사실을 다양한 탐지수단

(시각/레이더/소나 등)을 통해 인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떤 당직개소에서도 사고 

위험을 경고하고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지 못했다. 또한 충돌위험을 감지한 상황에서

도 누구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기적/발광, 통신망 교신)를 하지 않았

다. 한편 존 S.매캐인함은 타기의 문제 발생 시 타기 전환 절차가 미숙했고 함교 당직

자의 잘못된 기관사용을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 만약 좌/우현 기관을 적절히 사용했

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대다수의 사고원인은 교육훈련의 부

족에서 시작한다. 비극적인 사고가 한국해군에게 똑같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는 승조원의 교육훈련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전투력 향상을 위한 함 총원의 노력

이 필요하다. “평시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시에 흘리는 피 한 방울과 반비례 한

다.”는 말처럼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둘째, 항해과장교와 함교당직사관(OOD)의 조함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항해과장교와 함교당직사관의 자질 

부족은 함정 충돌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피츠제럴드함의 함교당직사관은 

함장의 조함권을 위임받아 승조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직책임에도 불구

14) 정호섭, “불신 받는 미 7함대의 전투준비태세” 『KIMS Periscope』, 2017년 9월 21일.

15) 김진방, “중, 미 이지스함 충돌사고 조롱...미국 해군 내부관리 엉망” 『연합뉴스』, 2017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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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황판단, 초동조치 등 여러 분야에서 미흡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교당직사관

의 안전한 조함을 위해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적극적으로 권고해야할 전투정보실

(CIC)의 전술집행관(TAO)은 그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 특히 존 S.매캐인함은 함장이 

함교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회피하지 못했고, 더욱 심각한 

것은 기본적인 초동조치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해군은 이를 교훈삼아 항해과

장교와 함교당직사관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항해과장교

의 경력관리는 항해과장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되

어야 하며, 특히 영관급 장교가 되기 전에 다양한 항해경험을 통해 조함능력을 습득 

할 수 있도록 세 히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함교당직사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조

함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항해과장교가 함

교당직사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상 함장 주관으로 시행되는 ‘항해당직 자격

부여 평가’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되는데, 이 평가는 함장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요구하는 수준이 상이한 것이 현실이다. 상선의 경우 선박을 조함하기 위해서는 선박

톤수에 맞는 해기사면허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특정기간 이상의 항해경력이 필

수적이다. 군함을 조함하는 해군장교보다 자격요건이 더 까다로운 것이다. 이는 항해

과장교가 함교당직사관을 수행하기 위해 해기사면허증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항해과장교의 자질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체계를 향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함술과 안전항해에 대한 교육기관의 관심이 요구된다. 함정은 계속되는 전

출/입으로 인해 통상 총 승조인원의 약 1/3 정도는 함정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다고 볼 수 있다. 함장은 전입자들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주관하지

만 증가하는 작전임무와 정박 시 요구되는 과도한 일정들은 함장이 교육훈련에만 집

중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불가피한 외적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훈련의 부

족은 결국 승조원 개인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향후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는 전입자로 인한 함장의 지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항해과장교와 부사관(조타/전탐)에 대한 조함술과 안전항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미 해군은 양성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

고 있다. 특히, 단기간 내에 많은 지식과 기술 등을 피교육자에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상상황(emergency and extreme situation)에 대한 대처능력을 집중적

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미 해군의 노력처럼 한국해군의 교육기

관은 현 교육훈련 전반을 검토하고, 향후 함교/전투정보실(CIC)에서 근무할 장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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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팀워크(teamwork)를 형성해야 한다.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공

군 전투기 조종사와 달리 해군 함정은 승조원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야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말처럼 해군은 높은 수준의 팀워크가 

요구된다. 특히 안전항해를 책임지는 함교-전투정보실(CIC)의 팀워크를 향상시키도

록 노력해야 한다. 팀워크는 승조원 개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을 예

방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다. 작동수(operator)는 항해 중 발생 가능한 모든 

사실(fact)을 관리자(officer)에게 보고하고, 관리자는 작동수의 보고를 존중하고 비

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된 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힘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실패

의 가능성을 줄여주고 작전의 성공확률을 높여 줄 것이다.

다섯째, 경직되고 폐쇄적인 함정의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사고함정의 승조원

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함정의 조직문화(culture)가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저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상급자의 지시를 비판적 사

고 없이 피동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의 분위기는 임무의 성공을 위한 계획(planning), 

준비(preparation), 실행(execution)의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만들

었다. 사고 당시 피츠제럴드함의 함교당직사관은 CRYSTAL호가 함정으로 접근한다

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전투정보실(CIC) 선임장교(TAO)와 어떠한 정보교환도 

하지 않았다. 또한 존 S.매캐인함은 비상조타 상황에서 누구도 기적/발광, 상선검색

망을 이용한 상황전파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기관조종실은 비정상적인 기관과 

타기사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장에게 적절한 권고를 하지 않았다. 이

처럼 함 전반에 만연한 경직되고 수동적인 조직문화는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고 직면

한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해군은 미 함정사고를 교훈삼

아 장병들이 좀 더 유연한 사고를 하고, 계급고하를 떠나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함정의 작전주기(출동-대기-정비)에 대한 준수가 필요하다. 7함대 함정의 

함 운용 분석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7함대는 과도한 임무로 

인해 작전일수가 지나치게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교육훈련과 정비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받지 못하였다. 물론 상급부대 지시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였지만 지나친 함정의 

운용은 결과적으로 장비 고장확률을 높였고, 함정의 전반적인 교육훈련 수준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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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상급부대의 지나친 임무위주의 사고는 함정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사고 발

생 가능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 한국해군의 함정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바다로 출항하는 것은 해군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소명이다. 

하지만 7함대와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전사/함대/전단(대)와 같은 상급부

대의 신중한 함정운용이 필요하다. 정확한 위협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함정의 운용을 

최소화 하고, 교육훈련과 정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함정의 작

전주기에 대한 준수는 함정의 전투력을 증가시키고, 장비고장 확률을 줄이며, 장병들

의 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Ⅴ. 정책적 제언

1. ‘항해과장교 로그북(log book)’ 작성을 통한 항해능력 평가

향후 함교당직사관(OOD)을 임무를 수행하게 될 항해과장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

해 로그북(log book) 작성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함교당직사관(OOD)의 임무를 수

행하기 위해서는 ‘당직자격능력평가(PQS)’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 평가는 지식

(knowledge)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는 가능하지만, 각 개개인이 함교에서 축적해온 

양적 질적 경험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제한된다. 현 체계의 문제점은 항해과장교가 

비록 함정에서 근무를 한다고 할지라도 특수직무분담표(station bill)상 함교에서 직

책을 수행하지 않거나 장기수리 함정에서 근무할 경우 충분한 항해경험을 얻기 어렵

다는 점이다. 조함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함교에

서 충분한 항해경험을 얻지 못한 초임장교가 향후 부서장/부장/함장이 될 경우 항해

사고의 위험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 해군은 최근 함정사고를 교훈삼아 항해과장교의 항해경험을 계량화 할 수 있는 

‘로그북(log book)’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16) 로그북의 용도는 항공기 조종사가 비

행경험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과 유사한 과정으로 수상함장교가 함교에서 보낸 시

간과 경험(항해당직, 헬기이착함 등)을 향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다. 로그

북은 향후 함교당직사관(OOD)의 자격을 평가하는 계량적인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초임장교가 함교당직사관(OOD)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16) Robert Bodvake, “SWO Need Log Books” Proceeding, Vol.14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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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요건(400시간 함교 근무 등)을 <표 8>과 같이 설정하고 함장은 항해과장교가 해

당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하는 방안이다.17) 로그북은 항해과장교가 조함을 하

기 전 최소한의 경험을 의무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좋은 시스템

으로 향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8> 항해과장교 로그북(log book) 작성 예시

일 자 시 간 임  무 누적시간 비고(확인관 서명)

20180320 4h 함교 견습당직 400h 함장 대령 000

20180321 1h 해상 유류공수급 401h 함장 대령 000

20180321 4h 함교 견습당직 405h 함장 대령 000

20180322 1h 전술기동 훈련 406h 함장 대령 000

20180322 1h 비상조타 훈련 407h 함장 대령 000

함교당직사관(OOD) 수행 요구조건(400시간) 충족 완료 : 2018.3.22. 함장 대령 000

2. 실전 상황을 고려한 교육훈련 강화

첫째, 보직전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훈련시 실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미 해군은 

기존의 시뮬레이션 기반의 조함훈련이 항해과장교의 항해술을 향상시키는데 다소 도

움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긴급(emergency)하고 극단(extreme)적인 상황의 적용을 

통해 실전성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교육훈련 

과정들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을 문제

로 지적하고 있다. 항해과장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교육도 필요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한국해

군의 교육훈련은 항해과장교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위기사

항에 대처 할 수 있는 실전성을 배양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둘째, 현재 교육사에서 운용중인 시뮬레이션 기반의 조함실습 교육훈련을 보완해야 

한다. 미국, 영국을 포함한 5개국에서는 항해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MITAGS 

(Maritime Institute of Technology and Advanced Graduate Studies)라는 교

육훈련 기관을 활용하고 있다.18) MITAGS는 민간 해양영역에서 항해사로 활동할 인

17) 인도네시아 해군은 초임장교들이 함교당직사관(OOD) 임무를 수행하기 전 최소 400시간 이상의 경
험을 요구하고 있음. 함장은 로그북에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초임장교의 보직을 조정하기도 함.

18) MITAGS는 항해관련 교육기관으로 미국(Seattle, Baltimore), 영국(Newcastle), 인도(Pending), 
싱가포르(Pending), 필리핀(Manila) 등에 위치하고 있음. https://mitags-pmi.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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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들에게 항해에 필요한 지식과 위기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전문적인 교

육 및 실전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NSAP(Navigation Skill Assessment 

Program)라는 시뮬레이션 기반 평가체계는 현실에 가까운 시나리오를 참가자에게 

부여하고 대처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19) 또한 참가자의 항해능

력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은 항해관련 전문가들이 철저히 분석하고 각 세션이 종료

될 때 참가자들에게 피드백 되어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해군의 

시뮬레이션 기반의 조함실습은 단순한 조함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각 개개인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수정될 수 있는 방향으

로 개선되어야 한다. 

<표 9> MITAGS

3. 인적요소의 관리를 통한 전투력 저하 방지 

향후 한국해군은 함정 승조원들이 최상의 전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인적요소(피로, 스트레스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정립해야 한다. 

사회조직과 마찬가지로 함정 승조원들의 육체적, 심리적, 환경적인 고통은 임무 수행

능력을 저해 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 해군 및 Coast 

Guard 등에서는 “장병 인내력 관리 시스템(Crew Endurance Management System, 

CEMS)”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CEMS란 함정 승조원들이 직책을 수행하면

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실수를 줄이며, 임무수행 능력이 향상 될 수 있도

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20) 즉, CEMS는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수

19) NSAP는 함교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5가지 영역(조함술, 의사전달, 항해장
비 사용, 함교 자원 관리, 충돌예방법규 적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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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부족 등 승조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승조원들이 열악

한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미 해군과 Coast Guard는 

각 계층별로 선별된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CEMS를 관리한다. 이 위원회는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함정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문제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주도한다. 함장은 전투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승조원들이 임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표 10> 장병 인내력 관리 시스템(CEMS)

승조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CEMS 적용 절차

⋅개인적 스트레스

⋅환경적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수면 관리

⋅건강/식단  

⋅개인 건강

⋅생체리듬

⋅멀미

① CEMS 조직 편성 / 현 상황분석 

② 함정 실정에 맞는 CEMS 개발 

③ 승조원 교육 및 CEMS 적용 

④ 결과분석 / CEMS 수정 및 보완 

향후 한국해군의 CEMS 적용은 인적요소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승

조원들의 사기를 증대시키고 업무성과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대는 승조

원들이 함정의 열악한 환경을 강한 정신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

제 신세대 장병들과 함께 부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그들을 설득하고 동기부여 해야 한다. 기존의 부대관리는 함장의 개인적인 리더십에 

지나치게 좌우되는 단점이 있었다. 한국해군의 CEMS 도입은 함장이 함정의 문제점

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부대관리

의 질을 전반적으로 상향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4. 항해과장교의 경력관리체계 개선필요

항해과장교의 조함능력 향상을 위한 경력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해군은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해과장교가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 필수적인 보직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항해과장교가 일정기간 함정근무를 한다고 해서 조함

능력이 완전히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조함능력은 함정에 근무하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수행하는 직책(position)과 임무(mission)가 많은 영향을 미친

20) U.S. Coast Guard, “Crew Endurance Management: The System,” http://www.americanwaterways. 
com/sites/default/files/legacy/commitment-safety/CEM_System_Pamphl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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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함정근무를 오래한다고 할지라도 전투정보실(CIC) 위주로 근무한 항해과장교

의 경우 항해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힘든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이지스함 통신관(소

위)으로 부임하여 이지스함 분대장(위관급), 선임분대장(소령), 부서장(소령~중령)의 

경력을 쌓는 항해과장교의 경우에는 특수직무분담표(station bill)상 주로 전투정보

실(CIC)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항해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지 못하고 부서장/부장

/함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함정별로 항해과장교의 당직장소를 순환하여 근무

하기도 하지만, 성분작전 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투지휘실(CIC)에서 임

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장교들은 조함기회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향후 항해과

장교의 경력관리체계는 함정근무 기간을 고려함과 동시에 수행하는 직책까지도 고

려하여야 한다. 

<표 11> 항해과장교 경력관리체계(이지스함 예시)

구 분

소위 ~ 대위 소령 ~ 대령

임관
(1~1.5년)

분대장
(1.5~2년)

선임 분대장
(1.5~2년)

부서장
(1.5~2년)

부 장
(1~2년)

함 장
(1.5~2년)

직 책 통신관 대잠관 전투정보관 작전관 부장 함장

당직장소 CIC CIC CIC CIC -

내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초임장교들이 부서장/함장이 되기 전 항해

(navigation)에 경험을 집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직책을 한 번 이상 수행하도록 개

선하는 것이다. 미 해군은 초임장교들에게 조함에 대한 경험을 부여하기 위해 함교

당직사관(OOD) 임무를 수행하기 전 일정기간 Junior Officer of Deck(JOOD), 

Conning Officer 등의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21) 또한 영국해군의 교리의 영

향을 받은 유럽해군과 일본해군 등은 함장이 되기 전 항해사(navigation officer) 직

책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22) 이처럼 항해과장교의 경력관리 체계에 항해에 

관련된 직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도록 의무화한다면 간부들의 조함능력이 향상될 것

으로 기대한다.

21) JOOD(Junior Officer of Deck)는 당직사관(OOD)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Conning 
Officer는 당직사관의 조함명령을 당직자(타수, 기관전령수)에게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22) 통상 영국해군의 영향을 받았던 해군(유럽, 일본 등)의 경우 항해사(navigation officer)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반면 한국해군의 경우 항해사(navigation officer)라는 직책은 비편제인 
경우가 많거나, 초임장교(중/소위)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해군의 인력부족에서 기인할 
수도 있으나 항해(navigation)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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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미 해군은 이번 함정사고로 인해 남중국해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

한 7함대의 중요한 자산들을 장기간 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물론 7함대의 전력공백

을 보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미 해군참모총장이 발표한 “The Future 

Navy”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이은 함정 충돌사고가 지난 200여 년간 쌓아온 세계 최강의 미 해군에 대한 

의 신뢰를 떨어트렸다는 점이다. 비록 7함대의 상처가 치유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

이 걸리겠지만 한국해군의 가장 긴 한 파트너인 7함대가 제 위치를 조속히 찾기를 

기대한다. 

2017년 계속되었던 미 해군의 항해사고 들은 한국 해군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

다. 연이은 사고의 원인은 주요 간부들의 seamanship 및 조함능력 부족 등 개인적

인 원인도 있겠지만, 당직자들의 팀워크의 부재와 경직된 함정문화와 같은 조직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특히 7함대의 무리한 함정운용은 함정의 

교육훈련과 장비 정격성능 유지를 어렵게 하였다. 한국해군이 향후 동일한 사고를 예

방하기 위해서는 미 해군함정의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잠재된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먼저 승조원 교육훈련과 항해과장교와 함교당직사관(OOD)에 대한 조

함능력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훈련 기관에서는 조함술과 안전항해에 대한 교육

을 강화하고 함정에서는 승조원의 팀워크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함장은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상급부대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함정요원들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

휘 할 수 있도록 함정의 작전주기를 준수하고, 지휘관 중심의 교육훈련이 가능한 분

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책적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 항해과장교 로그북(log book) 작성

을 통해 항해과장교의 기본적인 조함능력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며 개인의 자질을 정

확히 평가해야 한다. 또한 실전상황을 고려한 교육훈련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이 필요하며, 장병 인내력 관리 시스템(CEMS)의 도입으로 승조원들이 자기

관리를 통해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해과장교가 계급

에 맞는 핵심역량(milestone)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 한 경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능력을 상향평준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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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ssons from 7th Fleet’s Naval Ship Collisions 
to the Republic of Korea Navy

23)Moon, Chang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a series of naval ship collisions 
in the United States 7 Fleet and diagnose the problems of the Republic of Korea 
Navy(ROKN). The ROKN should thoroughly analyze the lessons of the U.S. Navy’s 
collisions and try to avoid the same cases in the future. 

In chapter 2, this article briefly explains how the USS Fitzgerald(DDG62) and USS 
John S. McCain(DDG56) have a collision with the civilian vessels. This paper uses 
three official documents published by the U.S. Navy in 2017 to get details of incidents. 

In chapter 3, this paper analyzes the cause of the two incidents. According to the 
official reports, two aegis ships have complex problems. First, executives significantly 
lacked the seamanship and qualification. Second, there were no organizational culture 
and teamwork to form the right decisions. Also, there was a structural problem inside 
the 7 Fleet itself. 

In chapter 4 and 5, this study applies some lessons to the ROKN. Especially, this 
chapter suggests policy recommendations to prevent the similar incidents from 
occurring in the ROKN. The ROKN should be aware of the possibility that the sorts 
of incident could occur any time. 

Key Words: Collision, USS Fitzgerald, USS John S. McC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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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치·사회과학은 지적으로 훈련된 학자들에 의해 조직화된 지식으로, 논리적 이해

와 적절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 학문이다.1) 그리고 정치·사회과학이론은 복잡한 현실

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하기 위한 방법이자 틀로써, 우리가 매일 마주치

는 다양한 추상적인 사회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방향을 말한다. 특히 좋은 이론은 단순히 현상을 보여주는 

것에서 나아가 논리적인 깊이와 이해를 제공해 준다.2)

복잡한 정치·사회적 결과물로 발생하는 ‘전쟁’의 영역에서 전쟁을 유발하는 근본적

인 원인을 고민하고, 전쟁의 원리와 방식, 개념, 그리고 승리 결정요인과 원칙들을 

찾아내려고 한 많은 군사전략 이론가들이 있었다. 그들의 수많은 이론들은 시간이 흐

름에 따라 다양한 장소, 안보환경 속에서 검증받았고, 그 결과 일부는 수정되거나 또 

일부는 폐기되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며 진화하는 군사전략 이론들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군사전략 이론들 자체에 대한 연구

는 활발한데 비하여3), 지상전략과 해양전략 혹은 항공전략 이론들 상호간의 연관성

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초기 위대한 해양전략가들

이 많이 배출되었던 19세기, 수많은 위대한 해양전략 서적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전략 이론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현대의 우리에게 잘 알려진 클라우제비츠, 조미니, 리델하트, 풀러, 앙드레 보

프르 등 대부분의 서양 군사전략 이론가들이 19세기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이후 혹은 1·2차 세계대전 당시의 지상전을 통해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지

상전 위주의 전략적 고려가 많았던 반면, 해양전략 이론들은 ‘바다’라는 해양환경의 

1) Gerry Stoker, “Intoduction.” in David Marsh and Gerry Stoker eds, Theory and Methods 
in Political Science (Houndmills, MACMILLAN PRESS LTD, 1995), p.7.

2) Gerry Stoker(1995), pp.16-17.

3) 호이저는 2002년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관련 논문들을 분석한 글을 통해 몰트케와 슐리펜, 포슈와 
베른하르디 등 대부분의 전략 이론가들이 『전쟁론』의 발전적 내용과 다양한 논의를 무시하고 나폴레
옹 시대의 결전을 이상적 전쟁으로 해석한 부분만을 옹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군사학계에서 한쪽 
방향만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그는 해양전략에 응용한 콜벳과, 중국 내전에서 인
민해방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마오쩌둥의 두 부류는 현실주의적인 클라우제비츠의 논리를 동시에 이해
했으며 이를 응용할 수 있었던 소수의 인물들로 평가하고 있다. 베아트리체 호이저 저, 윤시원(옮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읽기』(서울: 일조각, 2016),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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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1·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전

혀 다르거나 상관없는 원리와 방식, 개념들이 적용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

다면 정말 해양전략 이론들은 기존 지상전략 이론에서 자유로운 것일까? 

놀랍게도 많은 해양전략 이론가들은 본인의 저서를 통해 해양전략 이론 형성의 바

탕이 되었던 지상전략 이론들을 직접 밝히고 있으며, 실제 이들의 해양전략 이론들은 

그들 자신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기존 이론들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이는 해양전략 이론의 형성 과정에서 그 이전의 지상전략 이론들이 큰 영향을 주었다

는 것을 뒷받침 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 이론들과 차별성을 보인다는 것은 많은 해

양전략 이론들이 비록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그 이론들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적용하여 그들만의 이론을 정립하였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그들의 이론들이 독창적이라는 것 역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표적인 해양전략 이론가들의 이론과 저서를 

바탕으로 각 이론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인 지상전략4) 이론들은 무엇이었으

며, 어떠한 점이 유사하고 어떠한 점이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대표적인 지상전략 이론과 해양전략 이론을 통해 각 이론들이 

지닌 특성을 살펴보면서 지상전략과 해양전략 이론이 지닌  공통성과 차이점을 알아

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군사전략 이론가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되고, 영향을 미쳤다

고 일컬어지는 클라우제비츠의 이론들이 영국의 대표적인 해양전략 이론가 줄리안 

콜벳의 이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4장에서는 해양전략 이론의 선구

자로 역시 해양전략 이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알프레드 마한이 어떻게 조미

니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5장에서는 해양전략 이론과 지상전력 이론

의 상관성이 향후 전략이론 발전을 위해 지니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4) Land Power, Land Warfare, Continental Strategy, Continental theory 등의 개념을 사용함에 
있어 통상 군사력, (군사)전략이론 등으로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된다거나, 육전전략(이광희, 김종민), 
지상전략(박창희), 대륙전략(강영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번역되어 표현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해
양전략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상전략으로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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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00년까지 해군사상의 기원 (미국과 영국의 사상은 제외)5)

저 자 제 목 연 도 국 가

카스티야 알폰소 왕
(King Alfonso of Castle)

바다에서 달성되는 전쟁의 결과
(De La que & fave por la mar)

1270 스페인

아마드 빈 마지드
(Ahmad Bin Majid)

해양학의 혜택과 원칙/항해의 원칙과 규칙에 관한 
유익한 자료서

1489
아랍에미
레이트

술래이만 알 마린
(Suleiman al Malin)

해군과학 정복을 위한 기초 1511 오만

앙투랑 데 콩플랑
(Antoine de Conflans)

함대와 항해의 본질
(Les Faisz La marine et de la navigaie)

1516 프랑스

알론소 데 차베스
(Alonso de Chaves)

선원들의 안경 (Expejode navegantes) 1538 이탈리아

판테로 판테라
(Pantero Pantera)

해군(L’armata navale) 1614 프랑스

투르빌 백작
(Conte de Tourville)

신호와 건축 1691 프랑스

피에르 폴 호스테
(Pere Paul Hoste)

함대술 또는 해군혁신에 관한 논문 (L’Art de armees 
navales or traite des evolutions navales)

1697 프랑스

모로그 자작
(Vicomte de Mofogues)

해군전술 또는 신호술 발전에 관한 논문 (Tacriques 
naval ou traite des evolutions et des signaux)

1763 프랑스

그르니에 자작
(Vicomte de Grenier)

해상전쟁술 또는 해군전술 (L’Art de la Guerre sur 
Mer ou Tacrique Navale)

1787 프랑스

오디베르 라마투엘레
(Audibert Ramatuelle)

해군전술에 관한 기본과정
(Cours Elementaire de Tactique Navale)

1802 프랑스

줄리오 로코(Giulio Rocco) 해양력의 연구 (Riflessioui sul potere marittimo) 1814 이탈리아

장 그리벨 제독 (Real 
Admiral Jean Grivel)

해군 연구 (Considerations Navale) 1832 프랑스

장 그리벨 제독 (Real 
Admiral Jean Grivel)

함대에 대하여 (De La Marine Militaire) 1837 프랑스

베레진 중령 
(Lt Capt. V. Berezin)

해군전술 (Morskaya Taktika) 1880 러시아

스테판 마카로프
(Stepan O. Makarov)

해군전술에서 문제 토의 1898 러시아

도메니코 보나미코
(Domenico Bonamico)

해양력 (Il potere Maritime) 1899 이탈리아

5) 비록 해양전략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마한을 필두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긴 했지만, 결코 현대에 
와서 새롭게 창시된 것은 아니다. <표 1>에 보는 것과 같이 세계 각지에서 훨씬 오래전부터 해양전략
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되어 왔다. 제프리 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마한과 콜벳이 현대해양전략에서 지배적인 것은 그들의 개념적인 통찰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부분적
으로 그들이 속했던 국가가 해양국가였고, 그들의 언어가 국제적으로 접근이 용이했기 때문이라고 평
가하고 있다. 제프리 틸(Geoffrey Till) 저, 배형수(옮김), 『21세기 해양력』(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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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상전략 이론과 해양전략 이론

1. 지상전략 이론

많은 전략이론서가 지적하듯 ‘지상전략’을 ‘해양전략’이나 ‘항공전략’과 따로 분리

하여 정의하고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6)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사전략’이라

고 정의하거나 설명할 때의 전략은 곧 지상에서의 전략을 의미해왔기 때문이다.7) 

이는 전략이라는 용어의 어원이나 개념의 발전을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서양에서의 

전략(strategy)이라는 용어는 희랍어 ‘strategos–장수의 책략’(art of the general)8)

에서 유래되어 나폴레옹 시대 이전까지 주로 지휘관의 용병술의 의미로 여겨져 사용

되었다. 이후 나폴레옹 전쟁 등 전쟁의 규모 커지고 성격과 양상이 총력전으로 달라

지면서부터 클라우제비츠를 비롯한 많은 군사사상가들에 의해 전략이라는 용어도 국

가전략, 대전략, 작전술, 전술 등으로 세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체계화되었다. 

오늘날 전략이라는 용어는 군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비군사적인 개념까지 포함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역사를 통해 지상전략이 곧 군사전략이라고 인식될 만큼 지상전은 전쟁 승

패와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이는 콜벳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인류가 사는 곳은 육지이므로 영토의 지배가 곧 국가의 능력과 정부의 합법성, 

신뢰성 등에 직결되었기 때문이다.9) 지상전에서 영토의 점령은 전투, 나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해왔다. 

지상전은 위치, 기후, 인구 도 등 복잡하고 다양한 전투 환경의 조합 때문에 작전 

형태는 비정형적인 특성을 지닌다. 또한, 산악, 강, 바다 등의 복잡한 지형을 극복해야 

하므로 기동과 사격의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지상전의 제한사항(friction)이나 불

확실성(opacity)은 장애물로서 뿐만 아니라 적 공격의 효과를 감소시켜 주기도 한다. 

6) 와일리는 군사전략 관련 이론을 해양이론(Maritime Theory), 항공이론(Air Theory), 대륙이론
(Continental Theory), 마오쩌둥이론(Mao Theory)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이 어떻
게 다른지를 설명한 뒤 이 때문에 각 군들이 이해하는 전략개념과 원칙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음을 주
장하였다. J. C. Wylie, Military Strategy (MD: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14)

7) 박창희, 『군사전략론』(서울: 프래닛미디어, 2017), p.209.

8) 이종학, 『전략이론이란 무엇인가 - 「손자병법」과 「전쟁론」을 중심으로』(유성: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p.5.

9) Christopher Tuck, “Land Power,” in David Jordan and James D. Kiras eds, Understanding 
Modern Warfar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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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상전은 병력 중심적인 특성 때문에 동원과 물자확보, 화력운용 등 다양한 요

소가 결합되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으며, 해전이나 항공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무기체

계에 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지상전만으로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지상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쟁론, 전쟁술 등의 체계적인 군사전략이 등장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규모가 점점 커져왔고, 화력의 정확도나 공격범위 등에 있어 급진

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에 따라 조직과 규모가 방대해진 군대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군수 역시 지상전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항공세력과의 합동작전이 전술적 승리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은 공세적 작전, 우세한 지역 획득을 위한 효과적 기동, 기습 

등을 통한 초기 승리, 결정적 지점에 대한 집중, 일관된 지휘 통솔 등을 강조한다. 

2. 해양전략 이론

해전에 대한 특별한 원칙과 개념은 해양과 해군만이 지니는 독특한 특징에서 기인

한다. 해양전략이 정립된 마한 시기와는 달리 지금은 눈부신 기술의 진보가 전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환경 그 자체가 변화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양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발점이 된 해양환경과 이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능력에서부

터 출발해야 한다.10) 

과거의 ‘해양환경’은 바다 그 자체를 의미하였지만 오늘날의 해양환경은 육상, 하

늘을 포함한 바다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전체를 의미한다. 바다는 지구의 70%를 차

지하기 때문에 거리와 이동 개념부터 육상의 개념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전·평시 지

형지물에 크게 영향을 받는 육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바다는 진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그러나 바다를 통해 세계의 모든 육상지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를 

이용하면 어디든 접근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바다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

는 물리적으로 점령하거나 요새화시킬 수 있는 육상과 달리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지배

가 불가능 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해군은 기동성, 융통성, 지속성, 현시

성, 투사성 등의 특징을 지닐 수 있다. 또한 육군과는 다르게 다른 국가를 자극함 없이 

이동이나 정박할 수 있어 군사적 기능 뿐 아니라 외교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11)

10) Ian Speller, “Naval Warfare,” in David Jordan and James D. Kiras eds, Understanding 
Modern Warfar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p.15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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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전략은 이러한 해양과 해군의 독특한 특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마한(Alfred Thayer Mahan)과 콜벳(Sir Julian Corbett) 등의 선구적인 

해양전략가들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이론체계로 자리 잡았다.12) 이들은 제해권

(command of the sea), 함대결전(decisive battle), 공세적 행동(offensive 

action)과 세력의 집중(concentration of force), 현존함대(fleet-in-being), 봉쇄

(blockade), 호위(cover), 해양통제와 거부(sea control and sea denial), 해양통

제의 행사(exploiting sea contol) 등의 해양전략 용어들과 이론들을 정립하였는데, 

이들 핵심 개념들은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13)

Ⅲ. 클라우제비츠와 콜벳

1. 주요개념

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14)

독일(프로이센) 출신의 클라우제비츠는 역사상 최초로 시민군대를 동원한 프랑스혁

명 전쟁과 뒤이은 나폴레옹 전쟁등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의 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론』을 집필하였다. 『전쟁론』은 총 8편 128개 장절로 구성되어 전쟁의 

본질, 전쟁을 구성하는 요소와 상호관계 등이 담겨있다. 특히 그가 사망하기 전 유일

하게 완성한 1장 1편 ‘전쟁의 본질’에는 그의 핵심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절대전쟁과 

현실전쟁, 전쟁의 목적과 수단, 마찰과 삼위일체 등의 개념이 담겨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란 적을 굴복시켜 자기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폭력행위”로 정의하면서, 전쟁의 목적은 적에게 나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

고, 전쟁의 목표는 적의 저항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용하는 물리적 

폭력은 전쟁의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15) 그의 이러한 절대전쟁 이론은 이론적으로 

적이 완전히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 즉 무장해제가 될 때까지 계속되며, 이를 위해 

11) K. Booth, Navie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Crane, Russak & Company Inc., 1977)

12) Ian Speller(2017), p.164.

13) 각각의 개념과 이론들은 Julian Corbett,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London: 
Perfect Library, 2015), pp.199-237. 강영오, 『해양전략론』(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pp.77-84. Ian Speller(2017), pp.164-173. 등을 참고할 것.

14) 클라우제비츠 저, 김만수(옮김), 『전쟁론1』(서울:갈무리, 2006)

15) 김연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군사사상론』(서울: 군사학연구회, 2016),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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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극단성과 절대성을 특징으로 한다.16) 

그러나 그는 실제 현실세계에서의 전쟁이란 “정치적 목적에 지배되는, 하나의 정치

수단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정치적 목적은 양측의 의지와 노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달라진 정치적 목적은 군사목표와 노력의 크기 역시 달라지게 만든

다. 그는 여기에 전쟁의 위험, 육체적 노력, 불확실성, 우연성 등의 ‘마찰’ 개념을 도

입하여 현실전쟁이 절대전쟁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또한 결말 부분을 통해 전쟁을 ‘놀랄만한 삼위 일체’로 묘사하였는

데 그가 말한 전쟁의 3요소, 삼위일체란 국민과 관련된 폭력성과 적대감, 군대와 관

련된 우연과 개연성, 정부와 관련된 정치적 종속성을 말한다. 

“전쟁은 맹목적이며 천부적인 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원초적인 폭력, 즉 증오와 적의로 이루

어져 있으며, 창조적인 정신이 마음껏 활개를 치는 우연과 개연성의 도박이며, 정책의 도구

로서의 종속적인 요소–이 때문에 전쟁은 오로지 이성의 지배만을 받게 된다–로 이루어진 삼

위 일체이다. 이들 세 국면 가운데 첫 번째는 주로 국민에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지휘관

과 그의 군대에 관련되어 있으며, 세 번째는 정부와 관련되어 있다. 

전쟁의 이러한 세 가지 성향은 법률의 세 가지 규약처럼 그들이 관계되어 있는 주제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상호간의 관계는 항상 변화한다. 이들 성향 가운데 어느 하나를 무시하거

나 상호간의 관계를 독단적으로 고정시키고자 하는 이론은 너무나 현실과 모순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그 이론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17)

나. 콜벳의 『해양전략론』18)

줄리언 콜벳(Julian Corbett)은 클라우제비츠가 사망한지 20여년 후에 태어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영국에서 해양전략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

는 인물이다. 해군 경험은 전혀 없었지만 해군의 내부 조언자로서 세계대전 당시 영

국 해군 개혁과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특이한 경력을 지닌 해양 전

략가이다. 

16) 클라우제비츠는 절대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특별한 상황으로 제한했다. 즉, ①전쟁이 과거와 
무관하게 고립된 행위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 ②전쟁이 단 한 번의 결전이나 동시에 발행하는 결전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③전쟁에 이어지는 정치적 상황이 전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전
쟁이 독자적으로 종결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이 조건들이 실현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의 절대전쟁은 현실 세계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김연준(2016), pp.136-137.

17) Michael Howard, Clausewitz (U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73. 

18) Julian Corbett,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London: Perfect Libra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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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해양전략론』은 당시 해군정책 및 전략의 핵

심인물이었던 콜벳 자신이 해양 전략에 관해 발전시킨 개념과, 해군대학에서 해군사 

강의시 사용한 강의노트들로 구성되어 1912년 출판되었다. 콜벳은 클라우제비츠는 물

론 조미니(Jomini), 폰 데어 골츠(Von der Golz), 폰 카에머러(Von Caemmerer), 

크라프트 공(Prince Kraft)와 같은 권위있는 군사 전략가들의 글을 광범위하게 읽고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전의 이론 역시 이러한 일반적인 전쟁이론으로

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19)

『해양전략론』이라는 책 제목 자체에서 암시하듯 콜벳은 서문을 통해 자신이 다루고

자 하는 주제가 해군을 넘어서는 해양의 범위임을 밝히고 있다. 인간은 지상에 근거

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군 단독으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본 그는, 해군 

전략은 함대의 이동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반해 해양전략은 해군이 지상군과의 작전

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루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설명하였다.20) 

책은 크게 전쟁이론을 다룬 1부, 해전이론을 다룬 2부, 마지막 해전의 수행측면에

서 살펴본 3부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전쟁이론에서는 전쟁의 본질, 공격과 

방어, 제한과 무제한 전쟁, 제한전쟁과 무제한 전쟁에서의 해양의 역할 등을 포함하

고 있으며 전쟁이라는 수단은 반드시 정책이라는 목적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2

부 해전이론에서는 목적과 수단, 방법의 세 측면에서 해전을 설명하며, 3부 해전의 

수행에서는 해전과 지상전의 상이성과 해군작전의 형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콜벳은 전쟁이론을 통해 전쟁이란 정책의 도구이므로 항상 정치적 목적을 고려해

야하며, 해전과 같은 군사적 행동 역시 정책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주장했

다. 때문에 전쟁의 목적과 성격은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전쟁

의 정치적 목적이 무제한적이냐 제한적이냐에 따라 공격 혹은 방어전략을 취해야 한

다고 말하였다. 

해양전략에 있어서 제해권을 영구적이고 절대적으로 보고 제해권 확보 자체를 강

조했던 마한과 달리 콜벳은 “제해권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았다. 콜벳은 

“제해권 장악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제해권 장악 자체가 목

19) 줄리안 콜벳(Julian Corbett) 저, 김종민·정호섭(공역), 『해양전락론』(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p.19. 김기주, “머핸과 코벳의 해양전략사상,” 군사학연구회 『군사사상론』 (서울: 플래닛미디
어, 2016), p.352.

20) 콜벳은 해군전략은 해양전략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보다 상위의 개념이 해양국가에게 성공적인 전
쟁을 위한 지혜를 알려준다고 설명한다. 특히 그는 바다와 육지간 독립성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상호
작용 역시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Julian Corbett(2015), p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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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우는 없었고 목적이 될 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해상교통로의 통제를 중시하였

다. 그에게 제해권 행사 방법은 아국의 해양 통항을 보장하는 반면, 적의 해양 통항은 

거부하는 작전들을 의미했다.21)

제해권이란 영토의 점령과 같은 전략적 조건을 형성하는 동일한 뜻이 아니다··· (중략) 제

해권은 상업적 목적이나 군사적 목적의 해양 통항의 통제에 불과하다. ··· (중략) 적의 해양 

통항의 점령과 교통 요지의 봉쇄는 적의 해양 국가 활동을  파괴하고 적이 해외 의존적인 한 

적국의 육지 활동을 견제하게 된다.22)

해전의 수행을 다룬 3부는 콜벳의 해양전략 이론의 독창성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다. 그는 해전과 지상전이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완전상태에서는 

결전과 봉쇄가, 분쟁상태에서는 현존함대와 소규모 대응공격이, 제해권을 완전히 획득

한 상태에서는 지상군과의 협동작전이 이루어진다는 해군작전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2. 유사성과 상이점

콜벳의 이론의 시발점이 되는 부분은 본문의 1부 전쟁이론이다. 서문을 통해 콜벳

은 전쟁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정의하면서 해전 역시 정치 

목적의 성격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클라우제비

츠 전쟁론의 1장 1편 ‘전쟁의 본질’에서 주장한 정치의 우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콜

벳 이론의 출발점이 클라우제비츠였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콜벳

은 해전의 목적은 단지 해군 작전의 성공, 혹은 제해권 확보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외교적 영역과 군사적 영역을 조화시켜야 하고, 나아가 지상군의 합동작전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군) 수뇌부는 (정부의 각료들에게) 정부가 외교를 통해 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가, 그리

고 정책이 실패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사실 해군 수뇌부는 외교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해군이 사용할 수단은 외교적 목표에 좌우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중략) 전쟁은 정

치의 연장으로서 문서 대신 전투로 수행하는 정치적 교류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국

21) 김기주(2016), pp.354-355.

22) 줄리안 콜벳(2009), pp.12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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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계이며, 단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적 측면에서만 여타 국제관계와 다를 

뿐이라고 보았다.”23)

또한 콜벳은 클라우제비츠가 주장한 바와 같이24) 전쟁 목적에 따라서 방어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클라우제비츠의 공격과 방어 이론에 기반을 둔 그의 주

장은 결전을 중시하는 당시 영국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다.25) 

“공격과 방어는 전쟁의 본질적인 성질이며 이는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이 진리이다. 모든 전

쟁과 전쟁의 모든 형태는 공격과 방어를 내포함에 틀림없다··· (중략) 만약 지상이나 해양

을 이용하여 유리한 방어적 위치를 차지한다면 그 위치는 적이 그곳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붕괴되지 않을 것이며 강탈의 이점은 우리가 소유할 것이다··· (중략) 즉 방어의 핵심은 대

응공격으로서 타격을 위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지 비활동적인 상태로 움추려 있는 것이 아

니다. 방어는 제한된 활동의 한 형태이지 휴식의 상태가 아니다··· (중략) 전략적 방어는 지

상에서와 같이 해양에서도 흔히 있었던 전쟁수행 형태였으며, 문제는 적이 방어적 태세를 

취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분쇄하느냐 하는 것이다.”26)

제한전쟁과 절대전쟁의 개념 역시 콜벳이 저서에서 밝히고 있듯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에 기반한다. 그러나 콜벳은 동시기의 다른 사상가들과 달리 클라우제비츠의 사

상이 초기 집필시에는 절대전쟁만을 인지한 상태였으나, 후반기를 집필하면서 무제

한전쟁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변화를 알아채며,27) 독일의 대륙전략 이론과 영국의 

23) 베아트리제 호이저(2016), p.262.

24)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의 마지막 권인 <전쟁계획에 관하여(On War Plans)>에서 방어에 대해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주장했다. 첫째, 방어의 목적이 아무리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공격보다 더 강
하다. 땅을 빼앗기보다는 지키는게 더 쉽고, 남의 것을 얻기보다는 내 것을 지키기가 더 쉽다. 둘째, 
방어란 본질적으로 두 가지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다. 즉 적의 공격을 기다리는 것과 공격을 받아 넘
기는 것이다. Michael Howard(1983), pp.52-54.

25) 1911년 해군본부위원회는 콜벳의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의 출간에 동의하면
서 서문에 “본 위원회는 이 저작에서 주장하는 몇 가지 원칙, 특히 전투를 추구하고 전투를 통해 전쟁
을 종결하려는 행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추가했다. 베아트리제 
호이저(2016), p.262.

26) 줄리안 콜벳(2009), pp.75-83.

27) 클라우제비츠는 최초에 적군의 타도·격멸을 목표로 하는 ‘절대전쟁’을 신봉하다가, 다음은 국경부근
에서 적의 영토 일부를 침략하려는 ‘현실전쟁’으로 전환했고, 나아가 “전쟁이란 다른 수단을 가지고 
하는 정책의 계속”이라고 발전해갔다. 그가 현실전쟁으로 전향하게 된 이유는 첫째, 고대로부터 나폴
레옹 전쟁까지의 전쟁사를 면 히 분석·연구해 본 결과, 대부분이 제한된 목표를 가지고 수행된 현실
전쟁임을 확인한 것. 둘째, 적군의 타도·격멸을 목표로 하는 절대전쟁을 추구하면, 이웃나라와 미래
의 우호관계를 잃고 복수전의 반복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종학(2012), pp.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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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전략 이론은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의 전쟁론 8편 중 7편까지는 전쟁형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제8편에서 그의 사상이 

분명히 제시되었지만 8편도 완전한 것이 되지 못했다.···(중략)그는 초기 전쟁론 집필시 겪

었던 모든 어려움(나폴레옹의 전쟁수행 방식만을 배타적으로 고려했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믿었다···(중략)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그의 사상을 이해하기 쉽게 전개하였

을 것이다···(중략) 요약해서 우리는 나폴레옹 시대의 전쟁의 교훈으로서 전쟁이론이란 단

일의 절대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과 무제한의 이중적 특성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중략) 명심해야 할 것은 대륙전쟁이 커다란 국제문제 해결을 위

한 유일한 형태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해양이 전쟁에서 직접적이며 극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현대 국제사회의 환경을 위한 그들(클라우제비츠, 조미니) 사상에 대한 검

토와 그들이 기피한 주제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28)

그리고 그 부분에서부터  콜벳만의 독창적인 해양전략 이론이 시작되었다. 

콜벳은 클라우제비츠가 적의 국경 지방의 일부를 점령하거나 영토나 지역이 고립

되어 있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무제한 전쟁은 실제 무제한 전쟁으로 확대된다거나 

정치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제한전쟁은 해전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제한된 목적의 개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는 필수적이다. 첫째는 지역

의 제한뿐만 아니라 목적의 제한된 정치적 중요성이며, 둘째는 전략적으로 고립되거나 전

략적인 작전에 의하여 실제로 고립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

는다면 클라우제비츠 자신이 보았던 것과 같이 교전 쌍방은 원하기만 한다면 무제한 전쟁으

로 치달을 수 있게 되며 영토점령의 목표를 무시하고 적의 심장부를 공격하여 더 이상 저항

하지 못하게 하는 전쟁으로 내닫게 된다··· (중략)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제에 도달

할 수 있게 된다. 즉 제한전쟁은 도서국가나 해양으로 분리된 국가들에게만 가능하다. 그러

한 국가들이 제한전쟁을 추구할 경우 목표를 고립시킬 수 있을 능력의 보유뿐만 아니라 본

국을 침공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해양을 통제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소위 제해권이라 불리우는 최고의 군사적 가치의 진정한 의미에 다다르게 되며 강력한 육군

을 보유한 대륙국가에 대항하여 성공한 영국의 비결에 접근하게 된다.”29)

28) 줄리안 콜벳(2009), pp.84-93.

29) 줄리안 콜벳(2009), pp.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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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는 영국이 해전이라는 제한전쟁을 통해 제해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강력

한 육군을 보유한 대룩국가에 대항하여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영국의 제한된 형태의 전쟁수행 방식은 대륙의 그것과 분명하게 반대되는 경향을 보여주

고 있다···(중략) 이러한 경향은 또한 영국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전쟁형태를 본능적으로 

선택한 분별성 이외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러한 성향은 본능적으로 대단히 강하여 영국으

로 하여금 낮은 차원의 제한전쟁 형태에 적응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목적이 분명한 영

토점령과 같은 경우와 전쟁목적이 덜 분명한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앞장에서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영국은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였고 그러한 방법이 대부분 성공하였으며 대륙의 동

맹국과 적군의 타도와 같은 무제한 목적의 전쟁에 협력하여 전쟁을 수행하였을 때도 성공하

였다.”30)

또한 콜벳은 육전의 무제한 전쟁의 모습, 즉 영토의 점령이라는 개념이 해전에는 

다르게 적용된다며, 해전의 목적은 직간접적으로 제해권 확보를 위하거나 적의 제

해권 확보를 방지하는 것으로 지향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영토는 점령되어 지배

될 수 있으나, 해전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상황은 어느 측도 완전한 제해권을 확보

하지 못한, 즉 제해권이 확보되지 못한 해양이었고, 이는 영해 이외의 해양은 소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피·아 모두에게 해당되는 해양에 

관한 권리란 통항권, 그리고 육지 통항수단의 장애물의 역할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콜벳에게 제해권의 목적은 해양 통항의 통제였고, 이러한 해양 

통항의 통제는 다양한 형태나 다양한 수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절대적이거나 

영구적이 아니라는 점이 콜벳이 주장한 제해권의 근본적인 원리이자 문제의식의 시

작점이었다.

30) 줄리안 콜벳(2009), pp.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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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미니와 알프레드 마한

1. 주요개념

가. 조미니의 『전쟁술』31)

조미니는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스위스 태생의 군인이자 군사이론가이며, 

역사가이다. 전쟁의 원리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노력한 근대 군사과

학의 창시자로 클라우제비츠와 함께 19세기 군사학을 대표하는 군사이론가이다. 그가 

1801년~04년 프리드리히 대제의 전역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한 『대전술에 관

한 논문』은 나폴레옹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를 계기로 그의 참모장교로 울름전

투(1805), 아일라우 전투(1806)에 참전하면서 이론가이면서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능

력도 인정받는다. 후에 러시아 장교로 대 프랑스전에 참전할 뿐만 아니라 육군사관학

교를 창설하고, 1869년 숨질 때까지 러시아 황실의 군사고문으로 여생을 보낸다. 

그가 남긴 서양 군사이론의 기반이자, 군사과학의 시초로 불리우는 『전쟁술』은 “시

공과 무기체계의 변화를 초월하여 불변하는 전쟁의 원리들을 도출하고 이를 체계

화”32)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전쟁술』을 전략(strategy), 대전술(grand tactics), 군수(logistics), 공병

(engineering), 요새진지·소전술(minor tactics) 5가지의 큰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

고 있는데, 그 중 그의 군사이론의 시발점이자 핵심이론은 ‘전략’ 부분에 담겨있다. 그

는 전략을 ‘결정적 지점(decisive point)에 병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라 보았고, 이어 

전술은 ‘결정적 충격이 일어나야만 하는 전장의 결정적 지점에 실제로 병력을 투입하여 

행동에 옮기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그리고 결정적 지점이 판단되면, 지형조건 및 적군

의 배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전선을 설정하고, 올바로 선정된 작전선을 

따라 작전지대의 결정적 지점에 부대를 집중하여 연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전쟁 승리

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선작전(interior lines of operation)에 대해 강조하

며 적의 취약부분에 병력을 집중하여 병력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조미니는 이를 위해 프리드리히와 나폴레옹 전역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원리를 도

31) 앙투안 앙리 조미니(Antoine Henri Jomini) 저, 이내주(옮김), 『전쟁술』(서울: 책세상, 2014)

32) 클라우제비츠가 정치·철학적인 관점에서 전쟁의 본질을 규명하려 했다면, 조미니는 과학적이고 기하
학적인 관점에서 시공을 초월해 적용될 수 있는 전쟁의 불변 원칙을 찾고자 했기 때문에 군사학이 하
나의 학문으로서 정립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유상범, “조미니의 군사사상,” 군사
학연구회 『군사사상론』(서울: 플래닛미디어, 2016), p.170.앙투안 앙리 조미니(2014), p.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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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각종 군사용어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은 물론 각종 도해를 통하여 이를 증명

하였다. 그는 클라우제비츠와 달리 전쟁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

았다. 그는 전쟁의 개념을 전역으로 한정하였고 그 개념 범위 안에서 작전행동을 전

쟁의 목적에 종속시켰으며, 장군은 전역에서의 작전선 선택에 따라 정치적 목적, 즉 

일정한 지역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조미니는 상륙전은 물론이고 해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분석한 선구

적인 군사이론가였으며, 그가 『전쟁술』을 통해 보여준 주요 해상원정 작전에 대한 분

석은 뒤이어 살펴볼 마한의 해양전략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33) 조미니의 군사정책, 

전략과 전술, 군수, 부대대형, 정보, 통신 등의 설명에서 도출한 결정적 지점, 작전선, 

공세작전·방어, 기동, 군수지원 등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살펴볼 마한의 해양전략 이

론 곳곳에 등장한다. 

나. 알프레드 마한의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34)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Alfred Thayer Mahan)은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해

군전략가 중 한 사람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미국의 대외정책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수많은 나라의 해군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해군사관학교 생도시절부터 책을 

좋아했던 그는 해군으로 복무하면서 극동아시아, 유럽, 남미로의 원양항해를 통해 시

야를 넓혔고, 1885년부터 해군대학에서 함대전투의 전술과 해양력의 역사적 역할에 

대해 강의를 하며 해군대학 학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전역 후에는 해군장관의 자문

관, 해군 재조직위원회 등에서 해군정책에 관한 자문역을 수행했다. 특히 해군대학 

폐교론까지 거론될 정도의 ‘해군 무용론’이 있었던 19세기에, 해양력의 중요성을 논

리적으로 강조하여 당시 미국이 해양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해군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이론가라 할 수 

있다.35)

33) 미국의 남북전쟁 기간 동안 미국의 장군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다른 한 손에는 조미니의 『전쟁술』을 
들고 전투에 임했다고 할 정도로 조미니의 영향은 컸다. 이후 해상의 조미니로 불리우며 내선 전략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던 알프레드 마한에 의해 조미니의 영향은 빠른 속도로 확산 되었다. 이렇게 
나폴레옹의 전승의 원리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쉽게 설명한 『전쟁술』은 초창기 미국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대규모 군을 활용한 집중과 선형 전투개념은 지금도 남아 미군에서 유지되고 있다. 유
상범(2014), p.198.

34)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Alfred Thayer Mahan) 저, 김주식(옮김),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1, 2』 
(서울: 책세상, 2006)

35) 마한이 책을 출판한 그 해에 트레이시(Benjamin Tracy) 해군장관은 공격적인 전투함대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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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86년 미 해군의 해양전략(The Maritime Strategy>36)

  

그는 1890년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660~1783』을 출간하여 공격적이고 

집중적인 전투함대(offensive battle fleet)의 결전을 통해서 공격적인 해양통제

(offensive sea control), 즉 제해권(command of sea)을 획득한다는 당시에는 파

격적이고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마한은 역사적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

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위한 해군의 호소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여 해군을 

국가 정책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해양력이 유럽과 미국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역사

적 경험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해양력이 역사의 진로와 국가의 번영에 미친 영향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기를 희망했다. 구체적으로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를 간행했고, 의회는 그 해에 인디아나(Indiana)급 일급 전함 3척의 건
조를 승인하는 해군법령(Naval Act)을 통과시켰다. 마한의 해양력의 개념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호
소는 100년동안 공격적인 함대를 보유한 해군을 국가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역할을 했다. 조지 베어
(George W. Baer) 저, 김주식(옮김), 『미국 해군 100년사』(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5), 
pp.2-3.

36) 조지 베어(Georgy Baer)는 해양전략(The Maritime Strategy)의 목적을 “전진 배치와 대형함대를 
갖춘 해군의 공세적인 가치에 대해 내부적 합의를 구축하고 마한의 권고에 따라 대중과 전문가의 지원
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86년에 일반에 공개된 미 해군의 해양전략은 이러한 마한의 생각이 
20세기 후반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제프리 틸(2011), pp.1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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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무역로이자 교통로로서 표현하며 해양력의 3요소와 영향을 미치는 6요소를 

설명했다. 그는 해양력의 3요소로 해운업, 그것을 보호하는데 충분한 해군력, 그리고 

그 생산물을 소비하는 식민지를 꼽았고, 일반적으로 해양력에 영향을 주는 조건에는 

지리적 위치, 자연조건, 영토의 크기, 인구 수, 국민성, 정부의 성격 등 여섯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2장부터 13장까지 12개의 장은 1660~1783년까지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영

국 등 해전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각 전쟁의 원인, 경과, 그리고 결과를 설명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비록 해양력 자체만으로 국가를 위대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해양은 국가가 위대하게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했었고, 동시에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강제로 양보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

다. 마한은 영국이 대영제국을 형성했던 과정을 해전의 역사를 통해 증명하면서 미국

도 역사의 교훈을 따라 바다로 눈을 돌리고 해양력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기를 희망

했던 것이다.37) 

2. 유사성과 상이점

마한은 제해권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영국의 존 콜롬(John Colomb)과의 교류

를 통해 인식의 폭을 넓혔지만, 그의 전략이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미니였다. 

“내가 내 앞에 있는 많은 해군 역사서적을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하도록 자극을 받은 것은 원

칙적으로 조미니의 저술을 읽고 난 이후였다. 군사적 책략에 대한 고찰들이 거의 없거나 아

주 적은데, 나는 조미니가 서술한 그 고찰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중략) 나는 그러한 

해군역사를 바탕으로 순수하고 영구적인 교훈을 추출할 수 있었다.”38)

실제 마한은 해전을 분석하면서 조미니의 핵심 개념을 통해 역사의 결과를 설명하

였다. 마한의 해양전략의 핵심은 강한 해군을 통해 제해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해

권이 확보되면 평시에는 자유로운 무역과 통상을 보호하여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

하고, 전시에는 전쟁의 승리를 보장한다. 마한은 이를 위해서 집중(concentration), 

37)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2006), pp.887-891.

38) Alfred T. Mahan, From Sail to Steam: Recollection of Naval Life (Harper & Brothers, 
1907), p.273.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2005), p.88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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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과 중앙위치(cnetral line of position), 내측행동선 또는 내선(interior line 

of movement or interior line), 그리고 해상교통로(communications)의 중요성

을 강조했는데39), 이는 조미니가 강조한 결정적 지점과 그에 대한 집중, 작전선, 공세

작전·방어, 기동, 군수지원이 집약되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먼저 조미니는 지상전에서 결정적 지점에 대한 병력의 집중에 대해 강조한 것과 같

이, 마한도 중요 지점에서 전술적인 진형을 갖추어 함대세력과 화력을 집중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상에서 영국함대의 질서정연한 진형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영국함정들에 의해 형

성된 전열보다 더 반듯하게 그어진 선은 없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적에 대해 

모든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중략) 그들은 규칙에 의해 조종되는 기병대처럼 싸우고, 

전적으로 적에게만 집중하여 전력을 다한다. 반면에 네덜란드 함대는 각각 분리하여 출발

하는 기병대처럼 개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40)

마한은 집중에 대해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병술(military art)의 모든 것

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는 단어”라며 이는 해군의 화력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 즉 

함대의 집중(concentration)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그는 함대를 결코 분리해

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41)

또한 세력의 집중이 필요한 전략적 위치(central position)와 작전선(lines of 

operation)에 대한 조미니의 개념과 같이,42) 수에즈 운하라는 중앙적 위치를 공격

할 경우 지중해나 인도양의 분산된 세력을 모두 격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러일

전쟁 역시 일본이 한반도 진해에 세력을 집중하고 내선 작전선(interior lines of 

operation)으로 전 함대가 단기간 내에 신속히 기동할 수 있었으나, 여순과 블라디

보스톡에 함대를 분산시켰던 러시아는 외선 작전선(exterior lines of operation)으

로 기동, 세력의 집중에 실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43)

39) 마한은 그의 강의록이자 또다른 대표 저서인 『해군전략론(Naval Strategy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Military Operations on Land)』의 서론을 통
해 4가지 주제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면서, 이 원칙들을1976년 프랑스·오스트
리아 전쟁, 1635년~48년의 프랑스와 동맹국,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동맹국간의 전쟁, 1652년~54년
의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Alfred Thayer Mahan) 저, 
이윤희, 김득주(옮김), 『해군전략론』(서울: 동원사, 1974).

40)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2005), p.210.

41) 조지 베어(2005), p.22.

42) 강영오(1998), p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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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로는 조미니의 군수지원 개념과 관련 깊다. 마한은 바다를 지상로와 같이 

교통로(communication)이자 무역로, 보급로, 수송로로 보았다. 하지만 해상은 육상 

보다 훨씬 쉽고, 값이 싸며, 더 안전하고 시간도 덜 걸리는 이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경제적 차원에서 해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해상교통로는 해군에 

의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한은 넓은 의미의 해양력은 이 두 가지 즉, 경제

적 의미와 군사적 의미가 모두가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넓은 의미의 해양력은 무력에 의해 바다나 바다의 일부분을 지배하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통상과 해운도 포함하고 있다. 해군 함대는 이러한 평화로운 통상과 해운에 의해

서만 자연스럽고 건전하게 생겨날 수 있고 또한 그 위에서 안정된 기반을 다질 수 있다.”44)

Ⅴ. 결언

전략이론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일이자, 나라가 존속하고 망하는 갈림길이 되는 

나라의 중대한 일, 즉 전쟁’45)과 관련된 일이다. 전략이론은 전쟁이라는 현실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며 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지하거나 혹은 수

행할 수 있도록 수단과 판단의 틀을 제공한다.46) 

해양전략의 개념과 원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던 마한과 콜벳 등은 항상 클라우

제비츠, 조미니, 나폴레옹, 몰트케 등 수많은 군사전략가들의 사상과 이론을 가까이

하며 본인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기존 개념과 이론들을 그대로 모

방하고 답습한 것이 아니라 해양과 해군이 지상과 육군에 비교하여 다른 점은 무엇이

며, 지상전략의 개념과 원칙을 어떻게 새로운 해양환경에 적용해야 하는지 과거 해전

의 역사에 비추어보며 고민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들은 기존의 지상전략에서 공통

적으로 취할 것과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 원칙들을 발견하고 체계화된 이론을 정립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클라우제비츠의 영향을 받은 콜벳은 정치의 우위성, 공격와 방어전략, 제

43)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1974), p.11.

44)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2005), p.76.

45) Sun Tzu, translated by Thomas Cleary, The Art of War (Boston: Shambhala Publication, 
1988), p.1.

46) 이종학(1992),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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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쟁과 무제한전쟁의 개념에서 해전의 원칙을 도출하였고, 조미니의 영향을 받은 

마한은 집중, 중앙선과 중앙위치, 내선(작전선), 해상교통로(군수지원)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지상전략의 단순한 적용을 넘어서 해양에서 창조적으로 구사할 수 있도록 원

칙과 경험의 지평을 확대시켰다. 콜벳은 지상전과 해전의 목적, 수단, 방법 등의 차이

점을 통해 해양전략의 개념과 원칙을 새롭게 세웠고, 마한 역시 그동안 주목받지 못

했던 해전의 경험과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기존 지상전략 개념과 원칙이 어떻게 해양

전략에 다르게 나타나고 적용되는지를 증명해냈다.

왜 이들은 지상전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양전략 이론을 세운 것일까? 필자는 마한

의 생각을 통해 현대적 함의를 도출하려 한다. 마한은 육전의 경험이 해군전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 예부터 육전은 해전보다 훨씬 많았고, 따라서 이들의 자료를 

토대로 정식의 연구를 함으로써 근본적 원칙을 발견하고자 크게 노력한 결과, 그 서

술에 있어서는 해전보다도 훨씬 발달되어있다. 둘째, 증기추진법이 출현함으로써 예

부터 육전과 해전의 주요 차이점이었던 원동력의 불활실성이 감소되었다. 이어 그는 

“해양전략이라는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좋은 지상전략을 기초로 삼

아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 하고, 그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이전보다 

더 뛰어난 모습에 그 누구도 그 건물이 예전의 건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

하였다.47) 

사람의 목숨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일을 풀어갈 수 있는 근본적 방법과 

원칙, 이를 찾기 위해 수많은 군사전략이론가들은 수많은 전투경험과 역사, 그리고 

사색 등을 통해 노력하였다. 해양전략 이론이라는 결과물도 그렇게 만들어진 전략개

념과 이론 위에 해양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

했던 ‘청출어람’의 결과였다. 과거의 산물에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

요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미래의 해양전략가들에게 필요한 모습일 

것이다.

47)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1974),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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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inental Strategy Theories 
that Influenced Maritime Strategy Theories

48)Park, Joo M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a significant influence of  continental 
strategy theories on the development of maritime strategy theories. For this purpose, I 
examined similar and different parts of each theories and their implications when 
applied to different environment. 

In details, Chapter 2 deals with how continental strategy and maritime strategy 
theories are similar and different in general. In Chapter 3, I look into how Karl 
Clausewitz’s theory that has been quoted the most by military strategy theorists had 
influenced over the theory of Julian Corbett, one of the representative English 
maritime strategy theorists. In Chapter 4, I study how the theory of Alfred Mahan that 
has also been quoted the most among the theories  of maritime strategy had been 
influenced by Antoine-Henri Jomini’s theory. And in Chapter 5, their contemporary 
implications and conclusions are drawn.

According to my findings, unbelievably, the theories of maritime strategy had been 
influenced by existing continental strategy theories very much. Many similarities are 
found between them. However, at the same time, a large part of them is foun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riginal ones especially when used to reflect  the maritime 
distinctiveness. This means that the past maritime strategy theories and stored 
experience also wield influence, in many ways, yielding out much better ones in terms 
of applicability to changing environment. Therefore, devising new strategies with 
creative attitude using knowledges and experiences from both other fields and past 
ones is the virtue required for maritime strategists.

Key Words: Military Strategy, Continental Strategy, Maritim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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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U.S. could not re-set the 

strategic relation with the allies and as a result of repeating the 

conventional ways, they ended up with contending with the allies over 

the problem of constructing the U.S. military bases1). By using these 

conflicting relationship, China is expanding their influence in the way 

of currying favor with the nations through economical support or 

through providing the loans to the nations that are struggling with the 

U.S. in better conditions than the Western nations. Especially, the 

Varyag aircraft carrier that was launched in 2011 can be regarded to be 

meaningful as it was the first attempt by China to make pelagic fleet in 

order to supplement the weakness of importing most of the resources 

that are needed by China through the sea route.2) China planned the 

maritime defense ranges for protecting the mainland, and the 1st 

strategic range was from the Kyushu of Japan to Okinawa, and the part 

of South China Sea, and the 2nd strategic range is set for the East Pacific 

coast of Japan and the entire East Asian region3). Especially China is 

concerned with the maritime defense of the Far East in order to protect 

the Beijing region that is the central area for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and the reason is because since Beijing is right adjacent to the 

West Sea, if there is an invasion from the other countries, it would be 

difficult to protect4).

1)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 Norton & 
Company, 2001), pp.29-40; John J. Mearsheimer, “Anarchy and the Struggle for Power,” 
Robert Arts and Robert Jervice, Political Concepts and Contemporary Issues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pp.231-232; and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Foreign Affairs, Vol. 34, No.2 (July/August, 2016).

2) Ronald O’ 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 S. Navy Capabilitie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December 21, 2015, pp.19-23. Available https: 
//www.fas.org/sgp/crs/row/RL33153.pdf.

3) Larry M. Wartzel,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3 Report to 
Congress :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US-China Security Relations, and China’s 
Cyber Activities,” Commissioner,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US House of Representativ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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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hinese Maritime Defense Range and the Route of Ballistic Missiles

Source :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Military Build-Up, 2016

<Figure 2> the Maritime Defense Range of China and the Maritime Routes 
for Importing Energy Resources 

Source : Combined Information in UNCLOS and CIA, 2016

4) Andrew S. Erickson, “The US Department of Defense’s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Military Power,” The National Interest, May 11, 2015; And Andrew S. Erickson, 
“What Does the Pentagon Think about China’s Rising Military Might?” The National 
Interest, March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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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ly, if China expands the navy force in order to actually 

control the 1st Strategic range, it would be inevitable for them to 

struggle with the U.S. military bases that are located near the inner or 

border area. (1st Strategic range).5) In this situation of invisible competition 

between the U.S.-China, new navy base is expected to be constructed in 

the Gang-Jung village of Jeju-Island of Korea, and there are struggles 

due to the opposition of the local residents, and also in Futenma base of 

the Okinawa of Japan, there is increasing anti-U.S. emotions with strong 

resistance of the local citizens and their related civic organizations6), 

and China ended up with having the opportunity of withdrawing of both 

the U.S. military base in Okinawa, as well as the navy base that is 

expected to be constructed in Jeju-Island to Guam.7) 

One of the policies for China to hold the U.S. in check while avoiding 

the military conflict in terms of the energy competition is the interruption 

of the U.S. military base constructions through the purchase of the real 

estate. As for China, the Chinese real estate corporations and the 

individual investors have already been purchasing massive amount of 

real estates, and the common features of them are as follows.

- Forest area that cannot be developed due to absence of roads nearby 

and the head bay protection region

- Surrounding regions of military facility, nuclear power plant, airfield, 

government agency buildings

- Unclear source of the fund by purchasing the real estate through 

phantom companies established in tax-avoidance

5) Department of Defense of United States of America,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July 27, 2015, pp.8-10. Available http://www.defense.gov/Portals/1/Documents/ 
pubs/NDAA%20A-P_Maritime_SecuritY_Strategy-08142015-1300-FINALFORMAT.PDF

6) Ho-jun Huh, “After Ten-Year Struggle, Gangjeong Villiges Beset by Government Indemnity 
Claims,” Hankyoreh,  April 28, 2017.

7) Daniel Widome, “The List : The Six Most Important US Military Bases in the World,” Foreign 
Policy, Vol. XII, No. 3 (June/Jul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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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ther words, the Chinese investors are investing huge amount of 

money to purchase the land in the regions that can generate profi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8). Surely, although there are 

some regions that are purchas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large-scale 

resort complex, since there are many regions that have been stopped 

during the construction, there are not many places in which the actual 

businesses are propelled. In other word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real estate investment in Japan by the Chinese is quite different from the 

general investment methods9). 

According to the Japanese journalist Arimoto Kaori, although the 

purchase of the real estate in Japan by the Chinese people is regarded to 

be the strategy for securing the head bay of Japan, but based on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U.S. and China are contending for hegemony 

competition in the East Asia, the intention of the Chinese is regarded to 

have military strategic purpose rather than securing of the water 

resources. As for the reason, it can be understood from the withdrawal 

problem of the Futenma base10) that is being occurred in Okinawa of 

Japan, and the U.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have been negotiating 

for a long time over the problem of withdrawing the Futenma base to 

other location. At this point, the Chinese prevented the Futenna base 

from being relocated as they purchased the real estate near Hennoko 

that was the land of candidate where Futenna base was to be relocated 

as well as some land near Tokunosima airport.11) If the rage of Okinawa 

residents kicks up and the Japanese government takes it seriously, since 

8) Zheng Yangpeng, “China’s Property Giants Accelerate Land Purchases, Leverage Scale to 
Squeezed Out Smaller Players”, South China Morning Post, March 28, 2018.

9) Alessandro Provaggi, “China Development Bank’s Financing Mechanism : Focus on Foreign 
Investments,” The Review on Global Projects Center, Vol. 12, No. 1, 2010. http://www. 
gov./node11140/2010/03/15/content227686.htm.

10) Emma Chanlett-Avery and Ian E. Rinehart, “The US Military Presence in Okinawa and 
Futenma Base Controvers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anuary 20, 2016.

11) Arimoto Kaori, “The Chinese Strategy to purchase the Japanese Land and Property,” 
WAC, April 1, 2011, pp.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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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military bases in Okinawa would end up with having to be 

relocated to Guam of the Pacific Ocean, and it would be possible for 

China to realize what they are aiming, the 1st Strategic range12). In 

addition, the Chinese are even purchasing the Yokosuka base where the 

U.S. base is located, lands near Sasebo base, and all the small islands 

where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are placed. Accordingly,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goal of purchasing the real estate near the 

military bases by the Chinese people is the military strategic purpose 

rather than the purpose of investment13). 

The end-result of this manuscript is proposing the argument that the 

Chinese defense military strategy has been occasionally linked with its 

foreign direct investment, particularly in the site of the US military 

camps in South Korea and Japan. Although it is still very hard to verify 

every detailed contents, it is worthwhile revealing the Chinese motivations 

through interfering in the process of purchasing real easte in South 

Korea and Japan.    

Ⅱ. The Diplomatic and Military Problems Caused by Purchasing 
the Real Estate in South Korea by the Chinese Nationality

Also in Korea there is increasing number of purchase of real estate by 

Chinese and on September 23rd 2009, the Jeju-Island governor, Kim 

Tae-Hwan met with people related to Benma Group, people related to 

Yiho-Land and the Chinese politicians such as directors of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Diaoyutai State 

Guesthouse and announced that he will sign the MOU that will invest 2.5 

billion Yuan for 3 years on the Jeju Yiho land development project in 

form of purchasing the shares.

12) Shannon Tiezzi, “Beyond Futenma : Okinawa and the US Base Conundrum,” The Diplomat, 
November 4, 2015.

13) John M. Norton, “China’s Strange and Disputed Warfare Strategies and Tactics,” The 
Diplomat, August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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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Military Base in Jeju Island and the Investment Area for Chinese Nationality

Source : Compiled from Segye Ilbo14) & Voice of Jeju15)

At the time when this contract was signed, the development project of 

Benma Group to work together with Jeju Yiho land that will make family 

hotels, medical hotels, luxury shopping malls and etc. by investing 

$521.3 million in Yiho amusement park in Jeju that is 255,713㎡ was 

approved by the Korean government.16) In the beginning the business 

expense of the Yiho Amusement Park was expected to be $367 million 

but the Benma Group decided to invest $521.3 million that is much 

higher than their initial expectation and thus the initiative of this Yiho 

Amusement Park project will be held by Chinese corporations. 

At the time when this contract was signed,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as very interested in this contract based on 

the fact that they used Diaoyutai State Guesthouse, one of the Chinese 

government facilities, and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officials also 

participated. Especially, it is presumed that this contract has a close 

relation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U.S. military base in Jeju Island, 

14) Segye Ilbo, “The Foreign Investor Have Been Regulated for the Case of Purchasing Land 
in Jeju,” December 10, 2014. Available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2/ 
08/20141208003287.html.

15) Jejusori (Voice of Jeju), “The Chinese Investment in Jeju Cannot Be the Case for 
Economic Blooming,” February 9, 2015. Available http://www.jejusori.net/?mod=news& 
act=articleView&idxno=158164.

16) Jejusori (Voice of Jeju), “The Chinese Benma Group Decided to Invest 60 Million $ in 
Jeju for Three Years”, September 23, 2009. Available http://www.jejusori.net/news/ 
articleView.html?idxno=6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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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 f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negotiated with the U.S. soldiers 

about the construction of the military base in Jeju Island, and although 

they tried to work on the construction near GangJeong Village in Jeju 

Island in 2011, it was stopped due to protests by local residents. Also, the 

location of the resort business that is propelled by china is interesting 

and the reason is because it seems that there is a relation between the 

coastal wilderness that Chinese businessmen purchase on a large scale, 

and the construction of the U.S. military base. If The U.S. soldiers 

cannot build the military base that is expected to be constructed in 

GangJeong Village due to the protests by the local residents, the coastal 

area in Jeju Island in which no one lives in due to strategic importance 

of Jeju Island may be considered as the new place for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base. However, since most of the current real estate that 

Chinese purchase is the coastal wilderness area in Jeju Island, if this 

happens, the U.S. soldiers will not be able to construct the military base 

in Jeju Island.

<Graph 1> The Amount of FDI in Jeju Island and the Rreal Estate Purchased by the Foreigners

Source: Compiled from Segye Ilbo & Voice of Jeju

In addition, Jeju Island current has imported the Public Fund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in 2011 that entitles the foreigners who invest more 

than a certain amount of capitals on public undertaking such as the 

roads, harbor, and construction for more than a certain period of time, 

to have the permanent residency in order to facilitate these kind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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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s.17) Due to this, many Chinese investors in Jeju Island 

currently are purchasing the real estate in Jeju Island and simultaneously 

obtaining the permanent residency, and as a result, the Jeju Immigration 

Office conferred the first certificate of the permanent residency to the 

CEO of Benma Group Jiang Xian Yun on November 14th 2011. 

The feature of the foreign investors of real estate is that most of the 

foreign investors are Chinese, and considering that they are either real 

estate company or mega millionaire that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government, it looks like the construction of the large scale 

resort that is underway in Jeju Island, that is the real estate that can be 

used for building the U.S. military base, is being preoccupied by Chinese. 

Along with this, other regions are also importing the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and the YongJong district of Incheon, Song-Do, 

and Cheongna District, have also made the system that entitles the 

foreigners to obtain permanent residency if they make investments, 

providing the Chinese with the opportunity to occupy the West Coastal 

region that is close to China through investments.18)

Another problem of issuing the Korean permanent residency is that it 

does not only confine within Korea but it will also influence Japan as 

well. As mentioned above, Japan is considering about the bill that 

restricts the Korean people from purchasing the entire real estate 

around the land nearby Self-Defense-Force located in Tsushima Island. 

The question is that they may not be Koreans. In general, when making 

a real-estate investment, the airports and the military bases are the ones 

that should be primarily out of consideration. Nevertheless, the fact that 

Korean people purchase the land near the military base in Tsushima 

Island that is distant from the center of the Japanese economy is 

17) Jeju Newspaper, “People Should Realize the Side-Effect of Public Investment of 
Immigration.” June 6, 2011. Available http://www.jeind.co.kr/bbs/bbs/board.php?bo_ 
table=notice&wr_id=728.

18)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Property, “Chinese investment in Korean real estate,” 
March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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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ogical. Even if they purchase the land, they would not be able to invest 

and why would they pay money for the meaningless land? The possible 

scenario about the Korean investments in Tsushima Island in Japan 

could be that the Chinese who changed his nationality to Korean, or the 

Chinese businessmen who use the Korean name, are purchasing the 

Tsushima Island. The reason is because if the U.S. military base cannot 

be constructed in Jeju Island, the next possible candidate would be the 

Tsushima Island, but if the land nearby the Self-Defense-Force is 

possessed by Korean, it will be difficult the build the U.S. military base. 

Especially, as the Tsushima Island is a sensitive region that may cause 

the typic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even though it becomes 

impossible to construct the U.S. military base in Tsushima Island 

because the land is owned by Korean, and it becomes a hot social issue, 

the possibility of failure of the construction of the military base in Jeju 

Island and Tsushima Island is high because of the Japanese civic groups 

protesting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U.S. military base, demonstration 

of Koreans who have anti-Japanese emotions for having to sell the lands 

in Tsushima Island, and passive attitudes of Korean-Japanese politicians 

who do not desire to see the conflict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due 

to the U.S. military base problem.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the 

Investment Immigration Policy that is happening in Jeju Island is being 

used as a very good system for China to interrupt the construction of the 

U.S. military base.

Not only the Benma Group, but also the Baitong Group in Qingdao is 

taking the administrative steps in order to make the comprehensive 

resort such as the beer museum and resort condominium in Nam 

Won-Eup of Seo Gui-Po that is 5,770,000㎡. According to the concerned 

person in Jeju Island, there are currently 5~6 corporations propelling 

the Jeju investments and the size of the business is around $2.6 billion. 

According to the report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n September 2011, the domestic real estate own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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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ers is 229,290,000㎡ that is 0.2% of the Korean territory and it is 

$28.1 billion. Although the land purchase by the foreigners have increased 

since opening of the real estate market in June 1998 and stopped from 

2002, the land purchase by the Chinese had steadily increased and the 

land owned by Chinese that was 65,000㎡ in 2nd quarter of 2007 had 

dramatically increased up to 70,3000㎡ by the 3rd quarter.

Also in Hong Kong, there is increasing amount of fund inflow by the 

mainland Chinese, and according to the Centerline Property, among 

sales contract of newly registered or existing homes in the first half of 

2010, the weight of sales made by the mainland Chinese was 10.8% 

compared to the total amount, and 6.7% compared to the total number 

of sales. Especially as for Jiu Long in which high-speed train is expected 

to be constructed, the trade with mainland China is expected to be 

facilitated and more than 40% of the monthly sales are made by the 

mainland Chinese. Due to this, the weight of the real estate in Hong 

Kong GDP is greater than 20% and due to the overheated real estate 

speculation, the house price in 2009 soared by 30% and additionally 

13% in 2010 and that made it more difficult for low-income families to 

purchase houses. In conclusion, the Hong Kong economy also cannot 

avoid from encroachment of the mainland Chinese.19)

Ⅲ. The Diplomatic and Military Problems Caused by Purchasing 
the Real Estate in Japan by the Chinese Nationality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attempted making the bill in order 

to restrain the purchase of the real estate in Japan by the Koreans and 

Chinese in 2011, they have been blamed for their narrow-minded racist 

19) Global Property Guide, “Hong Kong housing bubble, Mainland buyers blamed,” 
November 6, 2009. Available http://www.globalpropertyguide.com/Asia/hong-kong/ 
Price-History-Archive/Hong-Kong-housing-bubble-Mainland-buyers-blamed-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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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that is not suitabl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since the real estate purchase problem by the Chinese has the military 

purpose rather than for the investment purpose, it is regarded to be 

surely considerable. Especially, it is noticeable that the Japanese 

politicians claimed that the Koreans are also purchasing the real estate 

lands in Japan along with the Chinese. 

<Figure 4> The US and Chinese Military Bases Located in East Asia

Source: War News Updates20)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made by the Japanese government, it 

is that the Koreans have purchased all the lands near the military bases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coated in Tsushima. But here, what 

is unclear is that although the only foreigners who bought the real estate 

near the military bases in Japan was Chinese, but they claim that 

Koreans bought lands exceptionally near Tsushima area, and it is quite 

unacceptable. Since Tsushima is the rural area that is distant from the 

major economical regions of Japan, and it is a place in which the 

20) War News Updates, “North Korea’s Military Threatens U. S. Bases in Northeast Asia,” 
March 21, 2013. Available http://warnewsupdates.blogspot.com/2013/03/north-koreas- 
military-threatens-u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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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is only expected to decrease due to decreasing birth rate as 

well as the urban centralization of population, it is quite suspicious that 

the Koreans have bought all the lands near the military bases in 

Tsushima, the land that cannot be developed at all. Then, how would 

the Koreans have bought the lands in Tsushima? This is perhaps 

regarde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Foreign Investment Law that is 

being executed in Korea. 

The municipalities of Korea are attracting the foreign investors by 

making the law of giving permanent residency to foreigners who invest 

more than $50,000 in order to expand the local finance and activate the 

domestic market as the local economy gets deteriorated due to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for this, Jeju-Island is the most active among 

them. Most of the foreigners who acquire the permanent residency 

investing the real estate in Korea by utilizing this system are Chinese. In 

fact, Chinese are regarded to be using this system to block and use the 

navy bases that are expected to be constructed in Jeju-Island, but since 

the GangJeong Village or the candidate land in which the navy base is to 

be constructed is struggling against the strong opposition of the local 

residents, in case when the navy base cannot be constructed in 

GangJeong village by purchasing the real estate in the coastal area in 

which the harbors can be constructed to prepare the navy base that may 

be relocated to other regions, it is known to be impossible to construct 

the navy base in Jeju Island. 

At the same time, it is suspicious that they may be purchasing the land 

of Tsushima of Japan by using the Korean permanent residency 

acquired in Jeju region. Even though it may be the Koreans who have 

purchased the land, they are would probably be the businessmen who 

are either working together with the Chinese, or they are the spouses 

who got married to Chinese or they are just relatives. If it is true that the 

Chinese bought the real estate in Tsushima by changing their nationality 

in Jeju-Island, China can obtain the benefit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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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They are able to relocate the U.S. military base that is to be 

constructed in Okinawa and Jeju Island into Guam. 

- Second: They can use the regions that they bought for the military 

purpose in the future. 

- Third: They can provoke anti-Korean emotion in Tsushima, making 

Korea and Japan to go through diplomatic struggle. 

- Fourth: The Korea-U.S.-Japan military alliance can be weakened 

due to this.

 - Fifth : The 2nd Strategic range that is set as the goal of China can be 

realized.

Like this, the real estate purchase by the Chinese that is occurring in 

East Asia is an important issue that can be developed into diplomatic 

struggle. Nevertheless, the reason why this problem has not been 

developed to be an issue was because the local residents got extremely 

angry due to the increase of the crimes by the U.S. soldiers and the weak 

punishments by the U.S. government, and as various human rights 

organization and civil organizations supported the local residents, the 

politicians who were conscious of the elections could not ignore the 

opinions of the local residents and the press any longer, and due to the 

problem of relocating the U.S. military base, the interest of all the press 

and mass media were focused21). Eventually, the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the media press are regarded to be utilized by the military strategy 

of China. The similar case happened in Australia as well. According to 

Treasury Secretary of Australia Scott Morrison, Chinese based investors 

had been dominating the bidding for properties amounting 2.5% of 

Australia’s farming land owned by S. Kidman & Co. Furthermore the 

Chinese tried to buy prohibited area where is actively used for weapons 

testing and trials for business purpose.22) It means that some parts of 

21) OPNLA (Okinawa Peace Network in LA), “List of Main Crimes Committed and Incidents 
Concerning the US Military on Okinawa,” Okinawa Times, September 4,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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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investment for buying lands and buildings have strategic intention 

with military purpose. 

Ⅳ. Increasing the Chinese influence in the Region after 
the Economical Encroachment by the Chinese Nationality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roblems from the influence made by the 

overseas Chinese to other nations is that if Chinese start to flow into a 

certain region, they will dominate the local economy by using the 

organizational power and the funds as mentioned above, and they form 

corrupt relationships with politicians, but when the formation is 

complete, the corresponding nation would be politically subordinated 

in China and be incorporated into the Chinese territory at a certain 

point23). 

Among the 5 overseas Chinese organizations in Chinese history, the 

overseas Chinese who were out of the influence of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were the Guang Dong overseas Chinese with their base in 

Hong Kong and the Fujian overseas Chinese with their base in Taiwan. 

Since these two organizations were incorporated into nations that had 

separate political organizations as they went through the colonial 

period in 19th century,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Chinese Civil 

War, they were more Western than the other overseas Chinese and they 

took negative positions against the China’s centralized governance. But 

as Hong Kong was returned to China in 1997, the Hong Kong people 

became unable to be away from the control by China’s centralized 

government. Especially since the recognition by the international 

22) Fortune, “Australia just stopped China buying a farm the size of Kentucky,” November 
19, 2015. Available http://fortune.com/2015/11/19/australia-just-stopped-china-buying- 
a-farm-the-size-of-kentucky/

23) Gordon Reddings, “Overseas Chinese Networks : Understanding the Enigma,” Long Rang 
Planning, Vol. 28, No. 1 (Feb/Mar, 1998), pp.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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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was that Hong Kong was the China’s territory, the Guang 

Dong people with their base in Hong Kong area were going through 

difficulties without international support to have their own independent 

nation. Accordingly, Hong Kong has been slowly becoming China-like 

after the merger, and enormous number of people in the Hong Kong 

financial world and the politicians who denied it immigrated to the U.S. 

Taiwan is also rapidly becoming China-like, and in October 2010, as 

China and Taiwan signed on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24). China obtained the opportunity to expand their economic 

influence in Taiwan, and Taiwan obtained the opportunity to advance 

to the domestic markets in China. The reason why the contract was 

signed though it may not be economically beneficial for China, is 

because they are aiming to absorb Taiwan for unification in the long 

term. As for Taiwan, as the prolonged one-man rule has been 

historically in place for a long time by a small number of rulers who 

came over from the continent during the days of Chiang Kai-Shek’s 

reign, the dialects of Fujian region was abolished and as the policy of 

using the standard Chinese spoken in Beijing was implemented, there 

was no linguistic problems in communication with the Taiwanese 

people making it easy to absorb them, and thus if they open the Chinese 

market to Taiwanese, the Taiwanese may initially benefit from their 

advances into Chinese market and achieve economic growth, but as 

they increasingly depend on China economically, they will start to lose 

their political independency as well, and that will increase the possibility 

of their absorption into China25). Currently, as 40% of Taiwanese export 

and 60% of FDI are China26), China is becoming an indispensable 

24) John F. Copper, “The China-Taiwan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 
Politics, Not Just Economics”, EAI Background Brief, No. 548, August 6, 2010.

25) Tsong-Min Wu, “Economic History of Taiwan-China Relations”, The Economic Review, 
Taiwanese National University, Vol. 32, No. 3, 2006, pp.235-312.

26) The National Interest, “Forget the South China Sea: Taiwan could be Asia’s next big 
security nightmare”, December 5, 2014. Available http://nationalinterest.org/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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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al trade nation to Taiwan. In addition to that, as direct flights 

have been established, 1.06 million Taiwanese people had visited China 

in 2009 and that is 269% higher than the previous year. 

This sort of economical dependency influences on the political world, 

and as the Chen Shui-Bian (Taiwanese: Tan Chui Pin) of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from Taiwan became the president in 2000, he attempted 

to reform escaping from China’s control for the first time in Taiwanese 

history, and although he also tri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dependence 

of Taiwan, since the mainland Chinese had dominat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and as most of his economic policies failed, he, in the 

end, lost to Chinese Nationalist Party (Kuomintang) in January of 2008, 

and Chen Shui-Bian became the first Taiwanese president who was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in 2009 for bribery. After that, the 

Chinese Nationalist Party implemented pro-Chinese policies that is 

regarded to be 3rd Kuomintang-Communist Collaboration that made it 

difficult for Taiwan to be economically independent from China. The 

Chen Shiu-Bian incident is considered to be a typical case that reflects 

how the Chinese immigrants can provide influence in local administration27). 

<Table 1> the Trend of Weight of Export Depending on the Regions in 

South East Asian Nations 

(%)

China USA Japan

2008 2013 2008 2013 2008 2013
Indonesia 7.8 10.4 11.5 10.5 21.1 16.8
Malaysia 6.6 15.1 19.7 11.7 9.3 8.6
Philippine 9.9 21.0 18.0 13.9 17.5 12.8
Singapore 8.6 9.7 10.4 6.5 5.5 4.5
Thailand 8.3 10.6 13.6 10.9 15.4 10.3

Source: KOTIS (Korea Trade Information Service), 2014

forget-the-south-china-sea-taiwan-could-be-asias-next-big-11790

27) Scott L. Kastner, The Security Consequences of China-Taiwan Economic Integration 
(Long Beach : University of Maryland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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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reflected in the chart, it can be seen that most of the major nations 

in South East Asia are incorporated into Chinese economy, escaping 

from the influence of the U.S. and Japan. China not only provides loans 

to South East Asian nations and imports the necessary raw materials from 

this region, but they are also increasing the speed of the economical 

trades by constructing the roads and the railways to incorporate them 

into Chinese economy. Due to this, the South East Asian nations are 

slowly becoming the supply bases for raw materials, but the reason why 

the South East Asian nations are increasingly cooperating with China 

economically is because the overseas Chinese are dominating the 

economy in these regions28). To take Malaysia for example, the overseas 

Chinese who represent 25% of the entire population own 60% of shares 

of the listed corporations and 40% of the capitals, and thus if they 

implement the pro-Chinese economic policies, there will be no other 

force to hold them on check. Accordingly,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existence of the overseas Chinese is stronger factor than the U.S. 

capitals or military force for the expansion of the Chinese force29). 

V.  Conclusion

The diplomatic capability or the political capability of China is not 

relatively huge compared to European nations or the U.S. in terms of 

resource diplomacy. Due to this, as one of the various methods to 

exercise their influences to the nations of their interests, China is 

working hard to dominate the economy of local nations and to raise the 

pro-Chinese politicians, by using the greatest advantage that China has: 

28) Michelle Broadbends, “Chinese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 Overseas Investment, Trade, 
and the Environmental Problems,” Global Investment, Vol.12, No.1 (June/July, 2014), 
pp.56-68.

29) ASEAN, 2013 and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http://www.adb.org/countries/ 
philippines/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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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pulation. 

The reason why the Chinese can constantly have solid economical 

foundation despite the large-scale anti-Chinese protests and riots after 

the South East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9, is because they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the local politicians, so that even though they may 

temporarily look like they collapsed in the period when the dictatorship 

regime is collapsed, they can still build decent relationship with the 

newly emerged politicians so that the influence of the overseas Chinese 

in South East Asia did not diminish but it was rather maintained. In 

addition, with the enormous amount of fund support from the mainland 

China that succeeded in economic development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as well as the political support from the Chinese government, 

the influence of the overseas Chinese is spreading out to the entire 

world30).

Although the military strategic advance of the U.S. with its naval 

bases, air-force base constructions in strategically significant nations 

may create conflicts with the local residents, the investments and 

immigration strategy by the overseas Chinese based on the economical 

advance of China not only provide benefits to local economy in short 

run, but also the entertainment to the politicians, so that they could 

rapidly dominate the local economy in short period time avoiding the 

protests of the local residents, and establish a community based on 

Chinese. Accordingly, as time consumed for the U.S. global business 

strategy gets longer, it will be more costly and it will be more likely to 

see the anti-U.S. emotion due to conflicts between the local residents 

and the U.S. soldiers, whereas the Chinese global business strategy is an 

economical advance based on economical fund provision, so if the 

developing nations constantly receive the funds from China they will be 

included and be controlled by the Chinese economy in the long run, 

30) Krislert Samphantharak, “The Rise of China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Southeast 
Asia,”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Vol. 30, No. 2 (2011), pp.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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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mplies that even though the population of the overseas Chinese 

is constantly imported to such an extent that their economic development 

is interfered, they will have no choice but to depend on China due to 

their economic structure, and they will slowly become China-like even 

though they may have anti-Chinese emotion.

Accordingly, it will be meaningful for Kazakhstan or any other central 

Asian countries to study the cases of other nations about the problems 

on how the labor workers and immigrants into Kazakhstan should be 

treated from now on for in terms of doing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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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중국의 해외투자 연계전략 :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건설지역 주변 중국인투자 사례연구

31)강 량*

최근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나 서구제국들이 아닌 중국과의 에너지 외교에 큰 진전을 보

이고 있듯이, 중국은 미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은 채로 중앙아시아제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성공적인 에너지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역사적

으로 일정지역에 중국인들의 진출이 늘어나거나 중국인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제고되면, 

중국정부의 대상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제고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중국의 해외투자 또

는 해외이주와 연관된 중국정부의 연계전략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정부는 해외투

자 또는 해외이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제주도의 해군기지 주변 강정마을에 대한 부동산

구매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밖의 한국 내 미군기지 주변에도 중국인타운을 형성하는데 

보이지 않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 내 미군기지, 특히 

오키나와 미군기지 주변과 사스마섬의 일본 자위대 기지 주변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중국정부의 의도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견제장치인 

동시에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제고를 목적적 결과물로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자본과 중국인들의 한국과 일본 현지진출은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는 외교적, 

군사적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국가간 갈등요인이 제고될 수 있는 만큼, 

중국의 해외투자 연계전략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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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ension around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seems to endlessly escalate, faces a new watershed. 

The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arsenal1) and the acute sense of crisis 

escalated by threats and upped the saber-rattling that U.S. President 

Trump and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raded had brought 

the tension to the brink of waging war during last year2). In this 

circumstance,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in ten years brings spring 

to the Peninsula as well as to the long standoff around the nuclear issue 

on North Korea, as the two leaders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mentioned in the inter-Korean summit in April 2017.

Although the inter-Korean summit raises more questions than it 

answers because of the lack of clear agreements on the concepts of 

denuclearization and specific steps for the denuclearization3), it is also 

the case that the ‘Panmunjom Declaration’ adopted during the summit 

has an undoubted significance in two ways. Firstly, the Summit pauses 

last year’s atmosphere of crisis and keeps the situat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peaceful.4) Unlike to the previous two declarations 

between two Koreas, the ‘4.19. declaration in 2000’ and the ‘10.4. 

declaration in 2007’, the ‘Panmunjom declaration’ reconfirms the North 

Korea leader’s resolve to end the Korean war and to denuclearize its 

nuclear weapons for peace on the Peninsula. Second, the inter-Korean 

Summit not only breaks the ten-year standoff and disconnection on the 

1) According to the data from Statement before the House committee by Victor Cha (2018), 
Pyongyang has accelerated its ambitions for nuclear weapons by conducting 4 nuclear 
tests and 85 missiles tests, including one hydrogen bomb test in September 2017, sinc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ook power in 2011. 

2) Bruce Klinger, “The Korean Peninsula: On the Knife’s Edge of a Crisis”, The Hill (2017).

3) Victor Cha, “Peace in Korea?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Koreas Summit and the 
Trump-Kim Summit”, CSIS (2018). “Views on Historic Meeting Between Two Koreas and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Straits Times, April 28, 2018. 

4) Chung-In Moon, “A Real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eign Affair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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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issue since the termination of the 

six rounds of the Six Party Talks in 2007. It but also provides the 

countries involved with a new chance to resolve the long dispute.5) In 

other words, South Korea reopens a diplomatic window to resolve the 

decades-conflict on the Peninsula. Furthermore, the Summit laid the 

groundwork for the first Summit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in 

history that is supposed to occur in June in order to unravel the 

complicated problem. Given the short time in preparing the summit and 

the ongoing UNSC sanctions against the North, even if the ‘Panmunjom 

Declaration’ has limited outcomes, the fact that it presents a foothold to 

solve the complicated problem is itself significant at this moment.6)

Yet, there remain difficulties, which are considerable, in order to 

transform the long-standing Korean conflict into a lasting peace.7) 

Reducing military tensions, building trust, and finding agreement on 

denuclearization are challenging tasks, especially for two anniversaries, 

the United States and the North.8) As the two and half-decade history 

demonstrates, moreover, the current spring could easily turn over into 

severe winter. In the history, there have been some agreements among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imes of crisis. Although the 

previous diplomacy among the countries involved has looked very 

promising and then the situation has spiraled back downward. The 

current situation seems very familiar with the historical pattern, as shall 

be seen in the next chapter. Furthermore, we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turnaround recently has been astonishing, but things could deteriorate 

with equal speed or more. The failure of the next foreign policy could 

cause a longer standoff or dangerous situation like military conflicts.9) 

5) Chung-In Moon (2018).

6) Victor Cha (2018).

7) “The Panmunjom Declaration did not Touch Its Core Points”, Chosun Ilbo, April 28, 2018.

8) Chung-In Moon (2018), p.5.

9) Victor Cha (2018),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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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is moment, the only different efforts from the past can make the 

current similar situation different. Washington is standing on a new 

watershed in determining whether the tragic historical cycle will be 

repeat again or will be ended following the inter-Korean Summit. To 

end the long and dismal historical cycle, to not repeat the mistake of 

past U.S. leaders in dealing with North Korea, as the President Trump 

said10), the United States starts by deepening its assessment on its past 

strategies. Then, how can Washington do? Although the historical record 

mentioned above proves the failure of the past U.S. foreign policy, the 

history also gives lessons to review the flaws that the previous policies 

had. Thus,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causes of the previous U.S. 

foreign strategies’ failures through historical and theoretical analysis.

The historical lessons on the causes of its strategies failure that this 

paper found are threefold: a) failure of understanding on Pyongyang’s 

comprehensive motives for its nuclear development; b) External complexity 

around North Korean issue, a so-called as N-player problem; and c) 

Credible commitment problem resulting from the deepened distrust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Based on these lessons, the conclusion 

in this paper will briefly suggest strategy to break the tragic historical cycle.

Ⅱ. Historical Cycle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has been one of long-unsolved 

issues for the United States. Since the early 1980s, whe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as detected for the first time by United States 

intelligence, the North Korean nuclear ambitions have posed challenges 

to Washington’s core interests for two and half decades.11) The major 

10) “Trump Vows Not to Repeat Mistakes of Past U.S. Leaders in Dealing with North Korea”, 
Reuters, April 27, 2018. 

11) The CRS report in 2016 views that the nuclear development by North Korea threaten its 
interests: Maintaining world peace through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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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aspect around the issue is repeatability of a pattern—crisis 

escalations and de-escalations.12) There has been throughout the past 

decades crisis between the North and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heightened crisis comes to be abated by North Korea’s acceptances or 

suggestions of negotiations with the U.S. and South Korea at the very 

gate of military conflicts. North Korea, however, resumes its nuclear 

development covertly and the temporary peaceful moo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re broken and enters a new crisis cycle. 

The pattern has repeated for two and half decades and is being repeated 

at this moment, as seen in Figure 1. 

The North Korean regime seems to begin its nuclear development 

because of the security concerns that the regime faced since the Korean 

War. Because the Korean War was halted in 1953 by an armistice 

agreement, security concerns henceforth remained a top priority for the 

South and North Korea. For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deployed its 

troops and tactical nuclear bombs in South Korea to deter the North’s 

attack.13) The fact that North Korea confronts against the United States 

with the most powerful military capabilities made the regime turn to 

interests in developing nuclear weapons. Hence, North Korea covertly 

started out a nuclear program with the Soviet Union’s assistance from 

1956.14) 

Changes in the regional circumstance in the Post-Cold War period 

accelerated Pyongyang’s desires for nuclear development. The collapses 

of the Soviet Union in the early 1990s and China’s market-opening to 

the global capitalism, which had served as primary supporters for 

Pyongyang, intensified North Korea’s isolation from international 

general; and securing the U.S. and its allies’ security in specific, narrow aspects.

12) Mike Mullen, Sam Nunn, Adam Mount, and Anya Schmemann. “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6)

13) CRS (2016), p.5.

14) “North Korea’s Nuclear Test: Motivations, Implications, and U.S. Options”, Congressional 
Report Services, Sept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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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In addition, the confronta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ith significant military superiority, makes the threatened 

state to be dependent on nuclear weapons for its self-defense.15) 

<Figure 1> Cycle in the History16)

The first cycle in the history started from the 1980s by the detection 

that the U.S. intelligence found nuclear plants in Youngbyon and high 

explosives tests.17) The nuclear development of North Korea, which 

ratified IAEA, surfaced into an international security concerns in terms 

of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arms. The first strategy of the U.S. with 

South Korea to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was an appeasement.18) 

The response was based on a perception that Pyongyang’s motives for 

nuclear program results from its security concerns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us, their main strategy was to remove security 

concerns that Pyongyang had.19) On North Korean demands, the United 

15) David Kang, “Threatening, but Deterrence Works”,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pp.41-69.

16) The data from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4) is used to schematize the 
Figure 1. See “The Diary o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KINU (2014) for the 
details.

17) KINU (2014), p.17.

18) L. Kudláčová, “Analysis of the US Foreign Policy Towards North Korea: Comparison of 
the Post-Cold War Presidents”, Asian Study (2014), pp.34-57.

19) After the joint U.S.-South Korea meeting in 1990 to discuss the North Korean issu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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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withdrew their tactical nuclear bombs from South Korea in 1991 

and canceled the annual joint military exercises of 1992—the Joint 

U.S.-ROK Team Spirit exercise, as known as Key Resolve exercise 

today. As a consequence of these efforts, two Koreas bear some fruitful 

results. They signed the “1992 Joint Declaration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greeing on not producing, reserving and testing 

nuclear weapons for peace on the Peninsula. With the agreement, North 

Korea began to get IAEA’s safeguards inspections in the late 1992 and to 

dismantle the nuclear program.

In spite of the agreement, North Korea concealed its nuclear facilities. 

During IAEA’s inspections conducted in 1993, the IAEA found significant 

discrepancy that North Korea is concealing two unreported nuclear 

facilities. Pyongyang’s refusal to acceptance to additional inspections 

and its aggressive actions20) precipitated the second cycle, as also 

known as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hile the tension was 

escalated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considered operating 

military options—‘Osirak Option’—after failures of conciliation strategies, 

a break in the escalated crisis in a tinderbox came from a meeting in 

Pyongyang between the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and North 

Koran leader Kim Il-sung.21) After the meeting,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signed the ‘Geneva agreement’ in October 1994. The 

agreement froze activities at North Korea’s nuclear facility in return for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construct alternate light-water nuclear 

reactors (LWRs) and provisions of heavy fuel oil and foods in order to 

assist to overcome the regime’s economic stagnation. The primary 

allied states announc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ffirm that they are 
not threats to North Korean security and we seek to improved relations with that 
country”.

20) The regime shown aggressive reactions such as declaring a quasi-state of war against 
the United States urging to take IAEA’s inspection and conducting test of intermediate- 
range missiles, Rodong-1, in May 1993.

21) KINU (2014),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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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 of Washington and Seoul stems from an assumption that 

Pyongyang has a shared interest—economic growth, given the country’s 

severe economic crisis.22) Decision makers, in particular in Seoul, consider 

that the common interest on economics could enhance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Pyongyang, usher, further, the North Korean regime 

into international community, and make the country abandon its 

nuclear ambitions.23) Thus, South Korea had propelled a huge-size of 

humanitarian aids to North Korea, known as “the sunshine policy” for a 

decade, from 1998 through 2008.

The mitigated tensions by the Agreement Framework faced the third 

cycle because of commitment problems and the change in foreign 

policy strategy of Washington following its shift in administrations. 

Firstly, two states—the United States and the North—faced commitment 

problems in the mid-1990s.24) For the Clinton administration, the U.S. 

Congress failed to agree to pass a bill to provide appropriate funds for 

key provisions of the pact, causing the United States to fall behind in its 

commitments almost from the beginning, because of its hawk’s 

opposition to the Agreed Framework. North Korea also conducted 

actions casting doubts on Pyongyang’s by conducting missiles tests in 

1998 following its power transition from Kim Il-sung into his son, Kim 

Jong-Il. In addition, another detection by U.S. intelligences in the late 

1980s that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in progress covertly also 

intensified Washington’s suspicion on the North’s commitment.25) 

Secondly, the shift into the Bush administration also caused the third 

22) J. Stangton, Lee S. Y. and Bruce Klinger, “Getting Tough on North Korea”, Foreign 
Affairs (2017). 

23) Sigal(1999) and Baek (2014). 

24) S.S. Hecker, “Lessons Learned from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es”. Daedalus (2010), 
pp.44-56.

25) An unclassified working paper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uranium enrichment, 
made by the CIA in 2002, estimated that North Korea “is constructing a new nuclear 
plant that could produce enough weapons-grade uranium for two or more nuclear 
weapons p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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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26) The new Bush administration 

that adamantly opposed to the Agreed Framework made significant 

changes in its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into more coercive ways. The United States immediately suspended 

their aids to North Korea and exerted much harder diplomatic tools. 

Hence, the Agreed Framework based on interaction and cooperation 

quickly turned into accusations of non-compliance by both parties. 

However, the Bush administration’s coercive foreign strategies faced 

significant challenges. First, Bush’s strategy does not draw collective 

actions from other major states involved—China and, at times, South 

Korea.27) For example, China continuously and covertly offered economic 

aids and maintained the trade with North Korea because of its security 

concerns with related to North Korea, although Washington struggled to 

impose pressures against Pyongyang. Beijing’s core security concer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lies in the increasing U.S. leverage over the 

Korean Peninsula28) and the border instability and refugee’s problem in 

China’s northeastern border that could happen if a war broke out on the 

Peninsula.29) For these reason, China has attempted to prevent North 

Korea’s collapse. The Bush administration’s coercive policy doesn’t also 

attract a coherent action from South Korea. While Washington was 

pressing on North Korea, Seoul, though paced with American’ strategy, 

had maintained ‘the Sunshine Policy’. Critics of the policy argue that 

the sunshine policy provided Kim’s regime came just in time to rescue 

him from a spiraling economic crisis.30)

26) Kudlacova (2014), p.30.

27) Stangton, Lee & Klingner (2017). 

28) R. D. Kamphausen, “China’s strategic interests and future rol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at Colombia University (2013). G. G. Chang, “Will China allow North 
Korea to collaps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at Colombia University (2016).

29) Pundits like Kampausen (2014) and Chang (2016) argue that the cost of managing the 
huge North Korean refugees and potential instability of China’s northeaster border 
seem to impact the Chinese growing economics, so that China pursues to stabilize 
North Korea and tries to prevent the regime’s 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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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challenge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faced was its 

domestic political disputes over the North Korean issue between hawks 

and doves. The United States put more coercive economic pressures 

against the regime in Pyongyang, such as freezing illegal funds which 

North Koreans had managed through small international banks like 

Banco Delta Asia. While facing Pyongyang’s refusal to participate in the 

negotiation table, many proponents of engagement criticized the Bush’s 

coercive policy. Thus, Washington changed its strategy into removing 

the sanctions following the Pyongyang’s first nuclear test in October 

2006. Even if the strategic change succeeded in making Pyongyang reenter 

the multilateral meeting, the Six Part Taks, the Bush administration’s 

ambivalence on North Korea sent a mixed message to the regime and it 

widened distrust between two countries.31)

After the mitigated sanctions by the United States, the Six Party Talks 

bear a fruitful agreement that North Korea pledges to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 again. However, the moderated tension reentered to 

the standoff due to the continued different stance on denuclearization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because of distrust. Whereas 

Washington demanded to first abandon its nuclear bombs Pyongyang 

already had in November 2008, Pyongyang argued that they first halt its 

nuclear facilities in exchange for international aids and abandoning its 

nuclear weapons will be discussed after then. The distrust results in the 

long stalemate on the issue and deterioration of the tensions on the 

Peninsula. During the two shifts in the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has adhered to the coercive diplomacy and intensified its extent of 

coercion to date. Pyongyang has also accelerated its nuclear development.

The remaining question is that how can break the historical cycle? 

While the historical record presented above demonstrates the failure of 

the past U.S.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e 

30) Stangton, Lee & Klingner (2017).

31) R. Litwak, “Preventing North Korea’s Nuclear Breakout”, Wilson Cent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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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ed political behavior that Pyongyang has conducted to date gives 

lessons to help breaking the tragic historical cycle. This paper argues 

that following three causes has led to U.S. political strategies’ failures.

Ⅲ. Lessons Learned from the History: 
Causes of Its Foreign Policy Failure

1. The First Cause: The Lack of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North Korean Regime’s Nuclear Motivations

One often assumes that an event or result has one cause. However, 

this is rarely true in a complex system. Rather, it is easy to find out that 

the assumption misdirects one’s responding behavior and produces 

unintended outcomes. Unfortunately, the previous U.S. administrations 

failed to understand the complexity and unique features of North 

Korean political decision process. 

Political decision makers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World War II, 

have mainly adopted two political grand perspectives—security-oriented 

approach and economy-oriented approach.32) The two theoretical 

frameworks have also served as main basic perspectives for the U.S. 

strategies toward North Korea’s nuclear threats.33) However, the diagnoses 

from these two grand perspectives are insufficient and inadequate to 

understand accurately the nuclear motives that Pyongyang has. Hence, 

the prescriptions, the U.S. strategies, toward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are ineffective to stimulate North Korea’s core wants and 

fears and failed to induce or coerce the Pyongyang’s regime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32) G. John. Ikenberry, “America’s imperial ambition”, Foreign Affairs (2002), p.47.

33) Y. Kim & Y. Yi, “Security dilemmas and signaling during the North Korean nuclear 
standoff”, Asian perspective (2005), pp.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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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curity-Oriented Approach: Insufficient Interpretation 

Security-oriented perspective, adopted by the U.S. administrations, is 

necessary but insufficient to understand accurately diverse and 

changing nuclear motives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has. Based on 

Structural or Neo Realism, there are common assumptions that the 

approach has. Firstly, the security-oriented approach posits that the 

international structure—anarchy system—makes a state put its national 

security as a top priority, so that states pursue means of self-defense for 

its own national security.34) Second, the perspective also assumes that a 

state, a main actor, in international relations select its best option 

through Rational decision process in order to achieve its goals, security.35) 

With these assumptions, Structural realists postulate that under the 

anarchy system, states are undifferentiated and sameness in terms of the 

goals and function. All state has same ultimate goal, ensuring their 

security, and functions, calculating options through Rational Choice 

Model to maximize their interest goals.36)

From the security-oriented approach, many literatures have analyzed 

that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has been motivated by its 

security, threatened by changes in international structure and isolations.37) 

34) Structural-Realism posits that a structural level of analysis primarily affects interaction 
of units in international affairs, so ignores domestic factors’ influences on states’ 
decision-making process. Realists characterize that the international structure is 
anarchic system, which mean there is no central legitimate governance to mediate and 
control disputes within the international system. Under the anarchic system, there exists 
uncertainty of. No state can be sure that another state will not use its military capability 
to attack the first state to control conflic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e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y Waltz (2010) for the details.

35) See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y Viotti & Kauppi (2012) for the details.

37) J. S. Levy, “When do deterrent threats work?”,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88), 
pp.485-512. J.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1), p.37.

38) Kang (2003); T. Roehri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Motivations, 
strategy, and doctrine. Strategy in The Second Nuclear Age”, Policy Brief, Project on 
Managing the Atom,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Kennedy 
School (2002).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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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xamples, Kim Jong-Un argues in his speech in 2017 New year 

address that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programs capable of 

reaching the United States are meant to establish “equilibrium” with 

U.S. forces and means to deter the United States from attacking the 

country”. The theorists argue that in Kim’s eyes, the nuclear option is a 

necessary means for their survival. Hence, the regime become to rely on 

developing nuclear weapons as a deterrence strategy to secure its 

national security.38) However, the interpretation from the security- 

oriented approach is insufficient to understand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motivations, has a logical inconsistency and U.S. strategies 

based on the approach are ineffective. 

First and foremost, the simplification, that Structural-realism with one 

level of analysis has, is insufficient to explain the historical pattern. The 

security-oriented approach attempts to simplify and formulize by 

omitting deliberately domestic factors, which affect the states’ decisions, 

to explain international issues. Hence, the theory considers that states 

are undifferentiated and sameness in terms of its goals and function, 

noted above. Even if the formulization presents decision makers with a 

simple and clear model to understand international affairs, however, 

foreign policy is not too simple as many pundits point to.39) The foreign 

policy system is composed of diverse issues and agendas which have a 

close link with and affect. It also has a close connectio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gendas. The domestic-international connection, 

at times, puts a state in a circumstance which prefers domestic interests 

like its economics to international interests during their decision-making 

process.40) The North Korean regime’s foreign policy-decision making 

39) Kang (2003) argues that given the regime’s inferiority power in both military and 
economics, deterrence theorists also posit that the motives of Pyongyang’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re derived from the security concerns and their survival

40) Hudson (2013) points out in his book ‘Foreign Policy Analysis’ that a state’s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cannot be understand with only structure level of analysis 
because of its com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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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is also no exception.

As seen in the repeated behavior cycle in the history, Pyongyang’s 

motives for nuclear development are not limited to only its security. 

North Korean has periodically shown interests in economic aids as well 

as security concerns in their behavior pattern in the history. On 

negotiation table, Pyongyang has asked mainly two things: elimination 

of its security threats; and economic aids. In addition to its diverse 

motives, the regime’s motives on the pursuit of the nuclear weapons are 

not fixed, but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 that North 

Korea faces as seen in its repeated historical cycle.41) For example, the 

regime begun to build the nuclear weapons because of the external 

security threats. While Pyongyang faces the severe economic stagnation, 

however, the regime’s priority moves into economic interests. Moreover, 

when the authoritarian regime faces domestic challenge to the legitimacy 

of Kim’s family ruling, the regime utilizes the nuclear development as 

means to consolidate their domestic leverage.42) However, the theoretical 

rigidity of Security-oriented approach is inadequate to elucidate the 

changes in the regime’s interests as well as its diversity.

Secondly, the analysis, which is preoccupied with security motive, also 

has a logical inconsistency. The theoretical logic of the security-oriented 

approaches is supported by Rational. One of main logics of the 

approach, noted above, is that a state makes a choice through rational 

decision-process for its goals—security. However, in the same vein with 

the above first argument, a state could take a rational decision which is 

affected by other factors than security at times. From the security- 

oriented lens, for rational actors who know the catastrophic cost of 

nuclear wars, the aims of developing nuclear capabilities is not to use it, 

41) R. Axelrod & R. O. Keohane,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ies and 
institutions”, World politics, Volume 38(1) (1985), pp.226-254.

42) A. T. Little & T. Zeitzoff, “A bargaining theory of conflict with evolutionary preferen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ume 71 (2017) pp.523-557.

43) Hecker (2010),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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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o threaten opponents, and not to go war, but to maintain the 

stability in status quo for ensuring its national security.43) In this regard, 

Pyongyang’s strategic objectives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lies in 

deterring Washington from attacking the regime and in ensuring its 

security and survival. However, this logic is empirically inaccurate, 

given the fact that Pyongyang launched long-range missiles over Japan 

and dropping near the U.S. State of Hawaii in 2017 and exaggerated its 

security situation. Even if the credible threat is necessary for deterrence 

strategy,44) the actions conducted by Pyongyang is not a threat and 

deterrence, but of using force.45) In the circumstance that the security- 

oriented approach faces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regime’s violent 

actions and the approaches’ logic based on Rational Model, the theorists 

from the approach cannot help but regarding the regime as irrational to 

protect their theoretical logics.46) 

Lastly, the U.S. political strategies from the security-oriented approaches 

are also ineffective because its failure of interpreting accurately Pyongyang’s 

interests. If the country’s motives for nuclear weapons derived by only 

its national security, then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s or methods to 

resolve the nuclear problem should be reasonably straightforward 

because the best way would be to eliminate security concerns that 

Pyongyang perceives, particularly, at the initial phase of the issue which 

dispute was not deepened.47) As the history record shown, however, the 

efforts to eliminat the security concerns of Pyongyang by the H.W. Bush 

administration failed. 

Another policy, deterrence, is also not ineffective because of the 

44) See articles by Roehrig (2012) and Kang (2003) for the details.

45) Classical deterrence theory argues that deterrence strategy is required to have credible 
threats and power in order to deter opponents. See Quackenbush (2011) for details.

46) Schelling (2008) argues that a determinant of a success of deterrence is in not using its 
power.

47) Stangton, Lee & Klingner (2017).

48) B. Habib,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me and the maintenance of the 
Songun system”, The Pacific Review (2011), pp.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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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berate exclusion of domestic traits by the approach. In other words, 

the strategy, which overlooks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hat the 

authoritarian regime, results in negative, or opposite, results; Promoting 

Pyongyang’s nuclear tests. Pyongyang’s principal ruling ideology is 

Juche-Sasang (self-reliance), which means exclude foreign power and 

build its own power. With the ideology, the regime utilizes American 

deterrence as means to consolidate its domestic leverage and possibly to 

support their authoritarian ruling. Thus, the pursuit of nuclear capability 

to responds to its external threats helps to lift up tensions at home and 

distract people’s attention from their daily grievances and the failures 

of the regime.48)

B. Economy-Oriented Approach: Interpretation from outside Perspective

Another mainstream of the study trend on the North Korean nuclear 

foreign policy is the approach focusing on the country’s economy and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Neo-liberalism. Whereas the economics- 

oriented approach takes into account more diverse motives on the 

regime’s nuclear development than the former, the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democratic economic integrations does not offer inside 

perspective so that fails to understand the North Korean regime’s 

authoritaria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the understanding 

in the western ways fails to figure out the regime’s political preference 

coming from its authoritarian characteristics. 

While the theory shares main preconditions of the Structural-Realism, 

the anarchic structural system and the rationality of states, the economy- 

oriented approach considers that political decisions of states are 

motivated by their economics as well as security. Neo-liberalists note 

50) For example, since power transition into Kim Jong-un, who had no political experience 
and faced severe economic stagnation, the regime seems to need to consolidate his 
domestic power. For this reason, pundits like Klingner (2014) and Port (2016) argue that 
Kim Jong-un aggressively confronted against the United States by expressing the regime’s 
security threats from Washington and excessively conducte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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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lthough the anarchy system hamper to cooperate among states, 

but often bind themselves to the cooperative actions with other stat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order to have absolute gains from common 

interests.49) They contend that given the deepened interdependence, 

common interests, and the lengthened the shadow of the future by 

iterated play, states can get absolute gains that benefits all actors 

through cooperation under the anarchy structure.50)

From the theoretical approach, pundits focus North Korean nuclear 

motives on its economics. Namely, they argue that economics is one of 

interests that Pyongyang’s regime has, given the state of the country’s 

economic stagnation.51) By the 1970s, North Korean economics began 

to stagnate and eventually collapse because of the combined impact of 

the Soviet Union’s collapse, economic mismanagement, natural disasters

—drought, and the decline of its modest export market during the global 

recession in the mid-1970s.52) Hence, Neo-liberalists argue that the 

country’s deteriorating economic situation is very key determinants of 

Pyongyang’s political decision to put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on 

the negotiation table. Proponents from the approach assert that the 

United States can induce the enclosed regime into opening the door to 

the world through shared interests and perceived gains from economic 

aids and economic integration with North Korea.53) 

However, Economy-oriented approach also have limitations—in that 

the approach presents inadequate interpretations on North Koran 

nuclear motives; and offers ineffective prescriptions to the US policy 

makers. Firstly, the theoretical approaches based on the western view 

51) Axelrod & Keohane (1985)

52) K. A. Oye, “Explain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Hypotheses and Strategies”, World 
politics (1985), pp.1-24

53) L.V. Sigal, “Disarming Stranger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54) Synder (2010), p.11.

55) See Signal (1998) and Van Jackson, “Preventing Nuclear War with North Korea.” Foreign 
Affairs (2018) for the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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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 to reflect the unique authoritarian regime’s characteristics. Thus, 

the perspective doesn’t explain accurately the regime’s repeated behavior 

patter; Cheating and aggressive actions after cooperative agreements.

Authoritarian regimes have different political institution, and, thereby, 

have different political preferences from that of Western states. Their 

political institutions are usually based on undemocratic political systems. 

The political ruling groups also put their preferences on maintaining 

their power, rather than on enhancing their people’s well-being or life 

quality.54)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is significant in making policy 

decision for a state. However, the Neo-liberalist perspectives seems to 

overlook the disparity of the institutional traits. 

Given economic crisis, it is reasonable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needs economic cooperation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considered the above authoritarian regime traits, the failure of evolu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is inevitable because the cooperative actions 

in economics is a double-edge for the Pyongyang’s regime.55) In other 

words, although the deepening economic crisis necessitats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democratic states to preserve the regime, but the fear 

that significant changes by democratic economic capitalism—economic 

liberalization—could undermine its political control and the Kim regime’s 

persistence prevents the regime from accept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outside, as seen in the case of the ‘Arab Spring’ which was a 

revolutionary wave against authoritarian regimes for requiring a mor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nd a brighter economic future in the North 

Africa and the Middle East. For this reason, the regime’s interests in 

terms of economics has been not in economic cooperation, but in only 

economic aids from outside in order to build its own economic capability 

for their self-reliance.56)

56) Hecker (2010), p.27.

57) Chang (2016), p.15.

58) For example, there had been throughout the decades various attempts to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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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ly, thus the prescriptions from the economics-oriented approaches 

is ineffective. From such Neo-liberalist perspectives, the political 

prescriptions are primarily twofold: Cooperative economic aids in the 

Clinton administration; and the economic negative sanctions conducted 

since the Bush administration, which impose economic restriction against 

the North Korean regime. The cooperative economic aids, as noted 

before, failed to convince the North Korean regime to abandon the 

nuclear ambitions with its market-openness to the worlds, because the 

economic cooperation is not the regime’s wants.

Another strategy—economic negative sanctions—is also ineffective 

because the policy also has been implemented with the lack of 

understanding on Pyongyang’s authoritarian traits. While there have 

many studies on why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ineffective, 

most of them put their focus on China’s noncooperative actions.57) They 

argue that Beijing’s continued aids make North Korea to breath and 

prolong their life. Although, of course, China’s uncooperative attitude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it is 

not sufficient to say that North Korea can prolong their life for about 

two decades due to only Beijing’s aids. Namely,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ve not only been mild. It is also not fit into the 

authoritarian regime’s traits.58) The key to sanctions’ success is to generate 

political costs for the target regime’s wining coalition. However, 

different institutions have different size of wining coalition.59) While 

Pyongyang’s communist system more flexible. Kim Jong-il, the former leader in North 
Korea had struggled to overcome the rampant economic stagnation through economic 
reform polices like the five-year national economic plans and building the industrial 
complex in Gaseong by Seoul’s assistances. However, they have all eventually failed 
because there was no sustained commitment to conduct it.

59) A. Wu, “What China Whispers to North Korea”, Washington Quarterly (2005), pp.35-48.

60) S. Haggard & M. Noland, “Sanctioning North Korea: The Political Economy of Denuclearization 
and Proliferation”, Asian Survey (2010), pp.539-568

61) Mark Souva & D. Lektzian, “An Institutional Theory of Sanctions Onset and Succes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007), pp.84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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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 sanctions that impose high economic costs on the population are 

more likely to produce a policy change for democracy which the wining 

coalition is large,60) for the nondemocratic countries which have small 

size of ruling class, sanctioning broad population within the countries is 

not effective because most people in the country are not part of the 

autocratic leader’s winning coalition and have no voice to influence the 

policy decision makers. For this reason, the sanctions that the previous 

U.S. leaders conducted was ineffective to coerce the regime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This chapter has examined the problem of analysis on Pyongyang’s’ 

nuclear motives. However, the previous problem seems to be still 

revolving now. After the abrupt changes in Pyongyang’s nuclear policy 

after Kim’s new year address in 2018, there have been many analyses on 

why North Korea abruptly change in the direction of its nuclear policy. 

The main arguments from the analyses lie is the security and economy- 

oriented approaches,61) as the previous literatures did. However, the 

narrow view point will hamper to under stand the regime’s overall 

strategy, as the past did. Washington must seek to understand the 

regime’s motives in the comprehensive way in order to break the 

historical cycle.

2. Second Cause: External Complexity Around the Peninsula 
(N-Player Game Problem)

As many pundits point to the difficulty of N-player game in international 

relations,62) the previous U.S. strategies also fail to produce the expected 

outcome because of the complexity on the N-player situation around 

62) Because the broad population have voices to affect political decision makers, sanctioning 
population is effective way which can influence the opponent states’ leadership calculus.

63) For the detail, see the News article, “What Does Kim Jong-un Want? U.S. Fears Answer 
Is ‘Give a Little, Gain a Lot”, The New York Times, April 2, 2018.

64) Oye (1985), p.7. N-player game is defined that allow for any number of players in a 
game, by contrast to standard 2-plyayer games that are only specified for two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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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rth Korean issue. Pyongyang’s nuclear program issue at the initial 

stage begun with four states—Two Koreas,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Since the disassembly of the Soviet Union, North Korea’s 

pivot of the foreign policy has transformed into China. These multiple 

actors around the North Korean issues have played mostly negative role 

in the effectiveness of U.S. strategies for some reasons. 

First of all, N-player gam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creases uncertainty 

of intentions that opponents have.63) As mentioned above, states have 

their own goals, motives, and options to achieve the goals. However, the 

interaction among states changes their incentives and makes it more 

difficult to assume the others’ political intentions and calculations. 

Henc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layers rises costs and values of 

information and transactions in bargaining process, and reduces the 

possibility to negotiate because of the increased uncertainty. In foreign 

policy, the problem of uncertainty is often brought up. Structural 

realism concerns that the uncertainty leads to miscalculations of states 

and unintended conflicts. Neo-liberalists also view that uncertainty 

hampers to conduct corpora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64)

Secondly, the complexity of N-player game lowers the leverage of a 

state and get the state’s strategies to have little impacts on its target 

states. In the similar vein with the first reason, N-player game makes 

options and incentives of states broaden through the interactions 

among players. The wider ranges of choices make states’ leverage on its 

target states diminished because the target states gain interests and 

wants from interactions with other states. A state can also reduce 

damages from opponents’ strategies by connecting with other states 

involved in a bargaining process. 

The complexity of multiple players that the North Korean issue has 

also affects negatively the United States who has little leverage on North 

65) Ibid., p.8

66) Jervis (1978). Keohane (1984). Oye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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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ashington has had inherently uncertainty of Pyongyang’s 

calculations and little leverage on the regime because of its little ties 

with North Korea in terms of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and economic 

trades. The little ties have resulted in the deficiency of valid information 

to analyze North Korea’s motivations, intentions, and political calculations. 

It also causes the little economic leverage on North Korea. The problem 

of N-player situation makes them worse. In particular, China’s role has 

made it more difficult for the United States to identify the Pyongyang’s 

calculations and decreased Washington’s leverage on North Korea, as 

seen in the history. Furthermore, with China’s considerable growth in 

economics and military powers, Beijing’s influences on North Korea 

have extended. On the other hand, the impact of Washington’s strategies 

considerably diminished.

The N-player game problem is also repeating now. Just before big 

summits with Seoul and Washington, Kim Jong-Un visited Beijing to 

meet the President Xi-Jinping. Although there is no clear negotiation 

between the two allies, it is clear that the recently troubled relations 

between them is getting better and the game is getting complicated. 

During the two unofficial meetings, Xi would offer what he can do and 

can not do for Kim Jong-un before the Summitry between Kim-Trump.65) 

Furthermore, Kim would evaluate his strategy of using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by seeing Xi’s treatment as an equal state.

3. Third Cause: Credible Commitment Problem

The last cause of its failure is the credible commitment problems. As 

Pundits argues, the credible commitment problem resulting from uncertainty 

on and distrust in whether each other uphold promise prevent states 

from bargaining.66) Hence, Bargaining theory argues that the credible 

67) Victor Cha and Mr. & Sue Mi Terry, “Mrs. Kim Go to Beijing”, CSIS (2018)

68) J. D. Fearon, “Rationalist Explanations for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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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ment problem in bargaining process is one of major causes of 

failure of negotiating and make states go to wars in international affairs. 

For the North Korean issue, the distrus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s increased throughout the history and thus the credible 

commitment problem become a severe obstacle to resolve the standoff 

over time. Although many hard liners in Washington argues that the 

distrust results from the rogue states’ violent actions like breaching on 

agreement, it is not fault by one side, but result by both sides’ faults. 

Firstly, the U.S. domestic disputes over North Korea, resulting from 

the difference in theoretical perspectives, makes Pyongyang distrust in 

the credibility of the U.S. commitment. For example, the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 shown non-persistence political actions toward 

North Korea, because of domestic disputes between hard liners and soft 

liners over North Korea. 

In addition, the changes in the bottom-line of the U.S.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 exaggerates the distrust when the power transition 

occurs in the U.S. government. For example, since the President Bush 

took office, his administration changed its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 into the coercive ways, suspending economic aids which were 

agreed in ‘the 1994 Geneva Agreement’. As a result, with the excuse 

pointing to the U.S. commitment problem, North Korea persisted to 

develop tests on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s. For these reasons, it is 

argued that the alternative options for Washington should include 

means to recovery the credible commitment problems.

Ⅳ. Conclusion: Strategy for the Future

With the historical lessons, this concluding chapter suggests strategies 

for the United States. Firstly, the strategy in the future should build on a 

pp.37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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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how Kim’s regime thinks, what it 

values, and how it judges its options.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not only helps Washington not to sway by changes in Pyongyang’s minor 

tactics, but also promote Washington’s policy to produce its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Secondly, the United States has to conduct multilateral 

diplomacy with China and South Korea in order to make up for its little 

leverage and credible commitment problem. 

The United State has little bargaining leverage on and distrust from 

North Korea. It seems to be not easy for Washington to increase the 

leverage and restore its credibility, considered the interrup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nd economic ties. Beijing, by contrast, has significant, 

though limited, influence over North Korea, in many respects. Beijing 

has considerable economic influences on Pyongyang because the North 

Korean trades heavily depend on China.67) When it comes to its political 

influence, the recent Kim’s visiting to Beijing proves that China still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Pyongyang because China is a continued 

channel to the world as well as a shield deterring the United States’ 

aggressive actions against North Korea. With high leverage and credibility, 

China could play significant role in resolving the credible commitment 

problems and little leverage that Washington has.

The United States also should reinforce the relations with the rest 

major actor in the complexity of the issue, South Korea. Washington 

should not only tighten the relations, it has to support the improving 

South Korean roles in the North Korea issue. With these diplomacy in 

Seoul, the United States would lead to positive results in overcoming 

credibility commitment problem with North Korea and persuasion China 

to deter North Korean regime. South Korea can be a vital mediator 

among the four countries because of its unique and close ties with the 

rest three countries. 

69) According to the data from ROK Central Bank in 2016, China accounts for 90% of North 
Korean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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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 South Korea shares nationalism with North Korea, which is 

called as the Korean people. The national sensitive as one nation, 

sharing long history, culture, language and so forth, has not be split by 

geopolitics and the historical war, but makes it possible for two Koreas 

to maintain their connection for the long time. Secondly, improving 

Seoul’s role in the issue would help to induce China into the U.S. 

strategies. The deepening economic trade between Seoul and Beijing 

and strong Korean culture power, like K-pop, on China help promote 

China to follow 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 

Lastly, it is no doubt that South Korea has a strong tie with the United 

States. The two countries have shared many common interests and a 

strong ally to each other. In this regard, for the United States, Seoul 

could be another vital channel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at offset and makes up for the commitment problem as well as 

the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Given the complicated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difficulty to resolve 

the complicated international issue by the United States alone. The 

clever power state should go forward with others in order to achieve its 

goals,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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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에 선 미국 : 
미 대북핵 정책에 대한 재고(再考)

68)임 지 영*

1980년대 북 핵개발을 처음 발견 이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목적달성을 위

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 왔지만 현재까지 실패하였다.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의 결과는 

북핵 문제의 고착화 속에서, 평양의 핵무기 개발 가속화 야기로 한반도 및 미국을 핵위협 

속에 놓이게 하였다. 특히, 지난 해, 북미간의 가열된 공격적 수사와 행동에 의한 한반도 

위기설은 절정에 달하였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한반도의 갈등 및 위기는, 지난 

4월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25년간의 핵위협의 굴레를 벗어날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등 향후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

한 중요한 분수령에 다시 한번 서있다. 하지만, 과거의 25년간의 역사는 다시 맞이한‘한

반도의 봄’에 대한 낙관적 희망만을 주지 않는다. 과거, 양자적, 다자적 협상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다시 위기에 접어드는 반복된 패턴과 사이클 속에 악화 되어 왔기 

때문이다. 비핵화의 분수령에 있는 미 정부는 다시 한번 과거의 정책을 뒤돌아 보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맞이한 기회를 결실로 이룰 수 있도록 어느 때 보다 신중한 노력

이 필요하다. 최근 몇 달간 북핵 문제는 경이로운 속도로 진전을 보였지만, 한순간의 정책

의 실패는 최근 보여진 진전의 속도 이상의 속도로 문제를 악화 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는 작년 여름과 겨울의 위기보다 더욱 심각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보고서는 과거의 역사 및 이론적 분석을 통해 과거 미국의 북핵정책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미 북핵 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먼저, 포괄적인 그리고 북한 정권의 특성에서 비롯된 북핵 개발의 

모티브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실패하여, 북한의 정책적 계산을 변화 시키는데 실패 하였

* 해군소령, 해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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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북한 문제를 둘러싼 외부적 복잡성이 미북핵 정책실패를 야기하였다. 한반도 

문제는 과거부터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둘러 싸여 왔다. 북핵 문제도 남북 및 미국

을 비롯 중국 등 주변국의 복잡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였으

며, 미국의 대북 협상의 영향력을 약화 시켰다. 셋째, 과거 누적된 두 국가간의 불신은 

협상 이후 상대의 신뢰 있는 이행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미국의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

하였다. 

미국은 북핵 개발 모티브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한국 및 중국과의 다자외교로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25년간의 북핵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한반도 정세, 북핵 문제, 미 대북 정책

논문접수 : 2018년 4월 30일 | 논문심사 : 2018년 5월 18일 | 게재확정 : 2018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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