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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의 신냉전(New Ice-cold War)’…21세기 ‘거대 게임’의 

시작인가? 

 

 북극 지역의 얼음이 지구온난화로 최근 들어 빠르게 녹으면서 이 

지역의 천연 자원과 북극 항로를 차지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북극 지역에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10년마다 빙하가 거의 10%씩 사라지고 있다. 특히 북극해의 해빙으로 

선박들이 현재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운항할 수 있으나, 2030년이 

되면 연중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극해가 앞으로 

중요한 교통요충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베링해에서 러시아 

북부를 거쳐가는 북동항로(Northeast Passage: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라고도 불림)를 이용하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기존 항로에 비해 거리는 20%, 

운송기간은 8일이 단축된다. 북극해의 해저에는 엄청난 천연자원도 매장돼있다. 석유는 전 세계 

매장량의 13%(900억 배럴), 천연가스는 전 세계 매장량의 30%(47조㎥)가 북극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극 지역의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선 북극과 북극해에 인접한 미국,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 등 8개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들 8개국은 

1996년 ‘북극 이사회(Arctic Council)’라는 협의체를 만들었다. 북극 이사회는 사실상 일종의 

배타적 기구이다. 회원국들은 북극 지역의 천연자원을 독식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옵서버’ 

지위만 부여할 뿐 정회원국으로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 게다가 회원국들은 치열한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2014년 12월 15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로모노소프 

해령은 그린란드 대륙붕이 자연적으로 확장된 것이라면서 90만㎢에 달하는 면적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러시아 정부도 지난해 8월 3일 CLCS에 로모노소프 해령이 자국의 

동시베리아 초쿠가 반도 대륙붕에 연결됐다면서 120만㎢나 되는 면적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캐나다 정부도 자국의 대륙붕이 로모노소프 해령과 연결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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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 중 특히 러시아는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각종 전략을 추진해왔다. 

러시아는 2018년까지 북극군집단을 창설할 계획이다. 북극군집단은 북극해에서의 군함과 민간 

선박 안전 확보, 북극해 및 대륙붕 지역의 천연자원 보호 등의 임무를 주로 맡을 계획이다. 

러시아는 북극해 노보시비르스크 제도에 속한 코텔니 섬에 대형 군사기지를 완공했다. 

북동항로를 이용하는 선박들은 노보시비르스크 제도 인근 해상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 또 

브랑겔 섬과 슈미트 갑(岬) 등에도 군사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이와 함께 6개의 공항을 

개보수하고 있으며, 10개의 방공 레이더 기지도 새로 건설하고 있다. 러시아는 또 원자력 

쇄빙선과 핵잠수함도 늘리고 있으며, 노바야 제믈랴 군도와 야쿠티야 공화국 북부 틱시 지역에 

최신예 지대공 요격시스템인 S-400을 배치했다. 

 

미국도 북극함대 창설을 검토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극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이 북극 이사회와는 별개로 이 

회의를 주최한 것은 앞으로 북극 지역에 대해 본격적으로 리더십을 발취하겠다는 의도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알래스카의 

북극해를 직접 방문했다. 캐나다도 앞으로 20년간 350억 달러를 투입해 구축함 등 군함 23척과 

대형 쇄빙선 등을 건조하기로 했으며, 160억 달러를 들여 미국으로부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

35를 65대 구입할 계획이다. 노르웨이도 미국으로부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48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덴마크는 북극 군사령부와 특수부대를 창설했으며, 3척인 프리깃함도 5척으로 늘릴 

예정이다.    

 

북극 지역 국가가 아닌 국가로는 중국이 북극 진출에 가장 적극적이다. 중국은 북극해 

연안국들을 기항지로 삼아 북동항로를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유럽 국가들 

중 맨 먼저 아이슬란드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은 또 

덴마크·스웨덴과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할수록 북극 지역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신냉전’(New Ice-cold War)으로 불릴 수 있는 21세기 ‘거대 게임’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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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truth21c@empas.com)는 현재 국제시사문제를 주제로 각종 언론매체에 기고와 해설을 

하고 있다.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군사관학교 교관을 지냈으며, 한국일보 초대 모스크바 주재 특파원, 

국제부 수석 차장, 주간한국 편집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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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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lto:truth21c@empas.com
http://stratscope.com/arctic-from-cold-to-ice-cold-wa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7/0200000000AKR20151227001900085.HTML
http://sputniknews.com/military/20151231/1032540929/russia-fleet-arctic.html
http://sputniknews.com/military/20151231/1032540929/russia-fleet-arctic.html
http://www.kims.or.kr/peri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