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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까지 진출한 중국의 무력시위    

 

지난 연말연시 중국의 랴오닝함 항모전단이 동아시아 해양을 누비는 

등 무력시위로 역내 국가들을 긴장시켰다. 발단은 지난해 12월 2일 ‘하나

의 중국’을 흔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통화였다. 기다린 듯이 중국은 군사위협으로 대응했다. 이는 미

국 정권교체기 신정부를 시험하는 기(氣) 싸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해군의 전방위 시위행태는 동아시아 해양패권을 향한 미국과의 정면

대결의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은 12월 10일 대만 인근 상공에서 H-6K 폭격기의 위협비행을 시

작으로 12월 15일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의 무인수중드론을 나포했다. 

21세기 들어 중국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 초기마다 해상도발을 일으켰다. 

2001년 남중국해에서 중국 전투기가 미 해군 정찰기 EP-3와 충돌하였고 2009년에는 중국 함정이 

미 해군 해양조사선 임페커블(USNS Impeccable)호를 강제 퇴거시켰다. 이유는 중국의 배타적 경

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첩보활동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중드론 탈취는 마닐라 북서

쪽 약 50해리의 필리핀 EEZ 내였다. 중국은 그들이 주장하는 EEZ는 물론 9단선(가상경계선) 밖에

서 미 해군이 회수하고 있는 수중드론을 탈취하는 보다 대담함을 보였다. 

 

동중국해에서는 랴오닝 항모전단이 미야코해협을 통과하여 서태평양으로 진출했다. 이 해협은 

일본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섬 사이의 국제해협으로 중국이 근해를 넘어 원해로 나가는 전략적 요

충지다. 이 해협과 중국 본토 중간에는 일본과 영유권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

요/댜오위다오)가 있다. 일본과 무력충돌 직전까지 갔던 2013년 이래 중국 해경선은 이들 도서의 

영해 진입을 일상화했다. 금년 1월 4일에도 해경선 4척이 영해에 진입해 일본과 대치했다. 원해작

전능력을 과시한 항모전단의 미야코해협 통과는 일본과 미국을 긴장시켰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무력시위다. 12월 23일 중국해군은 서해에서 

우성리 해군사령원의 지휘로 항모항공기를 비롯한 해군의 대규모 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의 일부 매체들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탄도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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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일에는 6대의 H-6K 폭격기를 포함한 10여 대의 항공기가 이어도 해역 상공으로부터 우리 방

공식별구역(KADIZ)을 4-5시간 진입한 후 대한해협을 따라 동해로 비행하였다. 이는 매우 이례적

인 경우로 우리는 공군 전투기의 긴급발진으로 대응했다. 다음 날에는 3척의 중국해군 호위함 편

대가 동해로부터 대한해협 동수도를 통과했다.   

 

중국의 해군력시위는 과거에 비해 보다 더 공세적으로 바뀌었다. 한 번에 한 곳에만 국한되었

던 종전과는 달리 서해에서부터 남중국해에 이르는 전 해역의 외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위협 국가도 미국과 대만에만 국한하지 않고 역내 미국의 동맹국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한‧중간에는 분쟁도서가 없는데도 대규모 폭격기까지 동원한 동해까지의 비행은 한국의 사

드배치계획을 철회하라는 무력시위다. 한국의 사드는 중국에 직접적인 군사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국이 한국을 무력으로까지 위협하는 것은 사드배치가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져 중국

의 해양패권 시도에 장애로 보기 때문이다. 

 

반(反) 중국을 표방한 트럼프정부의 미국과 중국이 해양패권경쟁을 본격화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나라는 한국이다. 중국이 북한 핵 제재에는 소극적이면서 동해까지 해양통제권을 확대할 것

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두 번째 항모의 진수를 눈앞에 두고 있고 2027-28년까지 4척의 항모전단

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중국함대가 한반도 

동‧서‧남해를 앞마당처럼 드나들면 유사시 우리는 사면초가다. 이에 대비해 우리는 사드배치를 차

질 없이 추진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핵잠수함과 SM-3미사일을 조기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약력 

박호섭 박사(seapower25@naver.com)는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미 해군참모대학 ‧ 충남대 대학원을 

수료했으며 해군대학 교수/교수부장 ‧ 대통령비서실 해군담당관 ‧ 호위함 함장과 구축함 전대장을 역임하고 

현재 합동군사대 명예교수 및 KIMS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내외 참고자료 

 

- Clifford Coonan, "Taiwan, S Korea and Japan scramble fighters as China tensions escalate", The Irish Times, 

Jan. 11, 2017 

 

- Yeo Jun-suk, "THAAD tension brews after China sends planes to Korea's air zone", Korea herald, Jan. 10, 

mailto:seapower25@naver.com
http://www.irishtimes.com/news/world/asia-pacific/taiwan-s-korea-and-japan-scramble-fighters-as-china-tensions-escalate-1.2933097
http://www.irishtimes.com/news/world/asia-pacific/taiwan-s-korea-and-japan-scramble-fighters-as-china-tensions-escalate-1.2933097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110000763


 

 

KIMS PERISCOPE 

페이지 3 / 3 

2017  

 

- Jaw-Ling Joanne Chang, "Why China's Taiwan Approach Is Counterproductive", The Diplomat, Jan. 07, 2017 

 

- J.R. Wu, "Chinese carrier enters South China Sea amid renewed tension", Reuters, Dec.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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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