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S PERISCOPE 

페이지 1 / 3 

제 16 호 2015 년 10 월 21 일 

·  동아시아 해양 패권경쟁과 한반도 

 

 동아시아 해양에서 미·중 간 주도권 경쟁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도 분명해졌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사이버 

해킹 방지 등에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었지만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관해서는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인공섬 

건설, 분쟁지역의 군사력 강화 등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되는 어디에서도 항해하고, 비행하며 작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주석은 “예로부터 남중국해의 섬들은 중국의 영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토적 권리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양권익을 보전할 권리가 있다”고 맞받았다. 

사실상 동아시아 해양에서 미·중 간 패권경쟁의 서막을 알린 것이다. 

 

중국은 해양강대국화 과정에서 자국과 인접한 8개국과 해양분쟁을 겪고 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는 도서영유권분쟁 중이다. 중국은 분쟁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군사위협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센카쿠(댜오위유)분쟁 시 일본과는 무력충돌 직전까지 갔다. 중국은 영유권분쟁은 

당사국들 간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은 동아시아 

해양에서 항해의 자유와 안보는 미국의 핵심이익이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미국중심의 동아시아 해양안보질서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은 21세기에 들어서다. 2001년 

해남도 인근 상공에서의 미군 정찰기 EP-3와 중군 군 전투기 간의 충돌사건 이래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미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지하고 있다. 중국은 천안함 폭침 시 미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 반대, 동중국해 상공 방공식별구역 선포, 남사군도 분쟁지역에 인공섬 건설 등을 통해 

해양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아태지역 재균형’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정상이 해양갈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양국은 동아시아 해양에서 

패권경쟁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  호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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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국방백서에서 중국은 군사전략의 중점을 해양국지전에 두고 있다. 미국의 패권과 신 

개입주의를 당면위협으로 보고 ‘적극방어전략’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해군의 

‘근해방어’를 ‘원해보호’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전력건설 우선순위를 해양, 우주, 사이버 및 핵전력에 

두었다. 해양강국을 향한 대양해군 건설을 선언한 것이다. 반접근/지역거부(A2/AD)를 위해 잠수함을 

증강하고 항모킬러인 대함탄도미사일도 DF-21D에 이어 더 발전된 DF-26을 개발하였으며 C4ISR체계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산 항공모함도 건조 중이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아태 해양안보전략’에서 중국의 위협과 대응전략을 

명확히 했다. 해양분쟁 상대국 전체보다 큰 중국 해양세력과 강압을 위한 비군사력의 사용, 위험한 

공중 및 해상기동을 도전으로 들었다. 미국은 해양의 자유를 보장하고 분쟁 및 강압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은 물론 동북아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동맹 및 동반국의 군사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중국의 A2/AD에 대한 상쇄전략으로 ‘세계 공역에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JAM-GC)’(전 

공해전투)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해양패권경쟁이 곧 미·중 간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상호 공멸은 원치 않기 

때문이다. 갈등 중에도 중국해군의 아덴만 대해적작전 및 RIMPAC 훈련 참가, ‘미·중 간 공중 및 

해양에서 조우 시 안전행동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등 상호 군사협력과 신뢰구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인공섬을 군사화하거나 방공식별구역을 남중국해와 서해로 확대하고 미국이 군사력으로 

대응하면 해양패권경쟁은 본격화될 것이다. 특히 ‘역내 국지분쟁 시 미·중 간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한반도’라는 사실이다. 

 

 

약력 

박호섭 박사(seapower25@naver.com)는 미국 해군참모대학, 국방대학원, 충남대학교 대학원 수료하였다. 

해군대학 교수/교수부장, 대통령비서실 해군담당관, 호위함 함장과 구축함 전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및 KIMS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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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 KIMS Periscope 는 매월 1 일, 11 일, 21 일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KIMS Periscope 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웹페이지보기 

http://www.defense.gov/Portals/1/Documents/pubs/NDAA%20A-P_Maritime_SecuritY_Strategy-08142015-1300-FINALFORMAT.PDF
http://eng.mod.gov.cn/Database/WhitePapers/index.htm
https://www.fas.org/sgp/crs/row/RL33153.pdf
https://www.fas.org/sgp/crs/row/RL33153.pdf
http://www.kims.or.kr/peri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