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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는 미래를 향한 창(窓)이다! 

- 역사적인 완공을 축하하며 

 

 제주 민군복합항의 준공을 맞아 해군은 물론 해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설레고 있다. 기지 건설은 1993년 합동참모회의가 

‘핵심 해상수송로 감시‧보호를 위한 해군기지 건설 안건’을 

통과시킴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이후 답보상태를 거듭하다가 2010년 

1월에 착공되었지만, 우여곡절 속에 공사가 지연되어 드디어 올 2월 

26일 완공식을 앞두게 되었다. 총 1조 231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제주기지는 함정 20여 척과 15만톤급 대형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의 위용을 갖추었다. 해상에 2.4Km의 

계류부두와 2.5Km의 방파제가 그리고 육상에는 14.9만 평의 부지에 지휘부, 지원시설, 

종교‧복지‧체육 시설 등이 건설되었다.     

 

제주기지의 준공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첫째, 제주기지의 

준공은 제주도가 조국을 수호하는 최일선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준공을 앞두고 작년 12월에 제주기지전대가 창설되었고 7기동전단과 93잠수함전대도 둥지를 

틀었다. 7기동전단은 이지스함 3척을 포함한 9척의 대형구축함으로 이루어진 한국 유일의 

기동전단으로 2010년 2월에 창설되어 부산 작전기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3개의 대대로 구성된 

해병 9여단도 이미 창설되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7,600톤급 이지스구축함(DDG), 3,200톤급 

DDH-Ⅰ구축함, 4,400톤급 DDH-Ⅱ 구축함, 1,200톤급 장보고급 잠수함(SS-Ⅰ), 1,800톤급 손원일급 

잠수함(SS-Ⅱ), 고속정, 지원정 등 다양한 해군함정과 증강된 해병대 병력을 거느리게 된다.  

 

신냉전 구도의 급부상과 함께 동북아의 안보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이 충돌하고 있고, 동중국해에서는 

중‧일 해양군비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중‧러 전략적 제휴도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해상수송로를 수호해야 하고 해양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세계 2위의 해군력을 가진 중국 및 

세계3위의 해군력을 보유한 일본과 협력과 견제를 조화시켜나가야 한다. 이런 시기에 제주기지가 

완공됨으로써 해군은 더욱 신속‧강력하게 제반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울릉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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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군기지가 탄생하면 해군과 해병은 나라를 지키는 최일선 군대로서 동‧서‧남해를 

연결하는 U자 형 방어선을 완성하게 되며, 제주기지는 그 방어선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둘째, 제주 해군기지는 숱한 역경을 뚫고 건설된 군사기지이기에 준공이 갖는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건설 과정에서 해군은 제주도민 및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두 차례의 

여론조사(2007년 5월)와 대법원의 ‘적법’ 판결(2012년 7월)을 거쳐야 했고, 민군복합항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항만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했으며(2012년 6월), 반대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10차례나 공사를 중단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건설된 해군기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심한 산고(産苦) 후에 낳은 옥동자를 내려다보는 산모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셋째, 제주기지는 해군의 미래를 내다보는 창(窓)이자 대양해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도약대이다. 

앞으로도 해군은 1‧2‧3함대로 편성된 지역함대의 증강과 함께 7기동전단을 더욱 막강한 전력을 

가진 기동함대로 탈바꿈시켜야 하고, 항공전력, 해상초계 능력 등도 확충해야 한다. 잠수함 

사령부도 조만간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향후 해군은 전략타격 능력의 증강과 함께 원거리에서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응징군사력’(second strike forces)으로서의 역할도 본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앞으로 해군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창이다. 해군은 장보고-이순신-손원일 제독으로 

이어지는 바다사랑과 애국심 위에서 창설되어 6‧25 전쟁을 위시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겪으면서도 기적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해군은 제주기지의 준공을 계기로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 

 

 

 

약력 

김태우 박사(defensektw@hanmail.net)는 뉴욕주립대(SUNY Buffalo)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년퇴임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 외교안보자문교수와 제11대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동국대 석좌교수 및 건양대 초빙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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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g Chan Kim and Seok-ho Kang, “Importance of Jeju Civilian-Military Port,” PacNet No. 91, Dec. 18, 2013 

 

- “제7기동전단 제주 이전…해군기지 본격 가동”, 『연합뉴스』 2015년 12월 22일 

 

- “해군 제주시대 열렸다”, 『중앙일보』 2015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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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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