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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문제와 한국의 해로안보 

 

 지난 6월 3일 대니얼 러셀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전략대화 세미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해 한국정부가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때까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중사이의 논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러셀 차관보의 발언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슈에 이어 

다시금 미·중 사이의 이해관계에 깊이 개입되어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미·중사이에서 눈치를 보기보다는 우리의 국익과 

보편적 국제규범을 중심으로 입장을 정리해 나갔다. 한국은 크게 세 가지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평화적 해결, 둘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중립적 

입장, 그리고 셋째, 완전한 항해의 자유 (Freedom of Navigation)에 대한 분명한 지지였다.  

 

무엇보다도 남중국해를 거치는 ‘해상교통로(SLOC)‘의 안전과 항해의 자유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이해가 걸린 문제였다. 대외 의존도가 2010년 3분기에 100%를 넘어선 이후 최근에는 120% 

전후로 나타나는 한국의 입장에서 원유의 90%, 수출입물량의 30%가 움직이는 남중국해의 SLOC은 

한국경제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중국해에서의 논쟁이 자칫 

동북아에서의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어 한국으로서는 입장 표명에서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중의 논쟁은 2014년 6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척 헤이글 

美국방장관과 인민해방군 부참모장 왕관중(王冠中)이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을, 올해 14차 

회의에서는 에쉬턴 카터 美국방장관과 쑨젠궈(孫建國) 인민해방군 부참모장이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관한 논쟁으로 충돌했다. 이러한 미중간의 긴장고조는 판창룽(范長龍)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군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6월 초 미국을 방문하며 긴장완화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판 부주석과 

레이먼드 오디어노 美육군참모총장은 美국방대에서 양국 간 ‘대화 메커니즘’을 체결하였으며,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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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은 ‘중요군사행동 상호통보 메커니즘’과 ‘해상·공중 안전행동준칙’의 상호신뢰 메커니즘과 더불어 

‘공대공(air-to-air) 부속문건’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또한 이러한 메커니즘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군사협력 강화 차원에서 내년 합동 연합훈련(육군) 개최를 논의하였고, 미국은 작년 7월에 이어 내년 

환태평양 훈련(RIMPAC)에 중국을 초청하였다. 이어 8월에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하여 인공섬 매립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히고, 존 케리 美국무장관과 

회담에서는 사실상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해양안보 긴장국면은 이제 관리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해양안보 문제의 

논점들은 이제 한국에게 강 건너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동북아 국제관계 힘의 구조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눈앞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일의 이해가 교차하는 동중국해에 비해 

비교적 연성적 목표물인 남중국해를 우선적으로 공략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향후 중국의 부상, 특히 

해군력의 확대가 계속된다면 남중국해는 물론 동중국해와 황해의 내해화(內海化)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남중국해 SLOC의 안전을 거의 전적으로 美해군의 역할에 의존해야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군함의 통항과 정찰을 포함한 비위협적 군사 활동은 당연히 항행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미국의 입장과 

공조해야 한다. 강한 해군력을 가진 미국의 입장에서는 군사·안보적 영향력 유지를 위해 이는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해군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는 황해를, 지난 9월 안보법이 통과되어 

해군력이 강화 될 일본과는 대한해협의 좁은 바다에서 경계를 마주해야하는 한국으로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비위협적 군사 활동’에 대한 명확한 조건들을 미국과 논의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잠수함에 의해 천안함 사건을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EEZ지역에서의 잠수함 활동에 대해 더욱 

조심스러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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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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org/files/publication/150813_Poling_GrapplingSouthChinaSea_WEB.pdf
http://www.economist.com/news/international/21674648-china-no-longer-accepts-america-should-be-asia-pacifics-dominant-naval-power-who-rules?fsrc=scn/tw/te/pe/ed/whorulesthewaves
http://www.kims.or.kr/peri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