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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미래 해양전략 : 잠수함 전력증강의 필요성   

 

주변국들의 해군력 변화가 심상치 않다. 단순히 북한의 얘기만이 아니

다.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건 누가 뭐래도 중국이다. 올해 4월 말 자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을 진수시킨 지 2개월 만에 또 다른 신형함을 내놓았

다. 6월 28일 새롭게 진수한 배는 1만4천 톤급으로 추정되는 중국판 차

기 이지스함인 055형 구축함이었다. 1만 4천 톤급은 2차대전 이후 아시

아에서 건조된 수상전투함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항모 산둥함과 055형 

‘이지스’ 구축함의 등장은 장래 우리 해군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최대 6척까지 항모를 보유할 전망으로 7만 

톤급의 산둥함 이외에도 8만5천 톤급의 신형 항모를 건조중이며, 장기적

으로 원자력 추진항모까지 보유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하여 기존의 052D

형 구축함을 최소 14척 건조한 이후에 055형 차기 이지스함은 모두 8척

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한다.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중국은 2025년까지 북해‧동해‧남해함대

에 각각 2척씩 항모를 배치하면서 본격적인 항모전단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물 위에서뿐만 아니라 물속에서도 중국의 전력은 강하다. 핵보유국으로서 094(진급) 전략원잠

(SSBN)을 실전배치하여 상시 핵초계임무를 수행한다. 096(탱급)은 진급을 대체할 차기 SSBN으로 

미국의 오하이오급처럼 무려 24발의 SLBM을 발사하도록 만들어지고 있다. 잠수함 전력만 따져봐

도 전략원잠 4척‧공격원잠(SSN) 6척‧재래식 잠수함 56척 등을 합쳐 70여 척이 현재 배치 중이다. 

역시 숫자로만 봐도 미국의 태평양함대 잠수함전력 43척에 비해 우위에 있다.  

 

중국이 강해질수록 일본의 전력도 올라간다. 이미 일본은 상륙모함으로 평가되는 이즈모급 

DDH(헬기탑재호위함) 2척을 건조하여 올해 3월 2번함까지 취역시켰다. 잠수함도 18척 체제에서 

22척 체제로 증강시켰고 이지스함도 2척 추가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상륙전력인 수륙기동단까지 

준비하고 있다. 북핵 사태를 빌미로 전수(專守)방위의 원칙에서 벗어나 선제공격까지도 가능하도

록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국방비를 GDP 2% 수준으로 끌어올리

게 되면 전력은 폭발적으로 증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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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 사활적 이익이 걸린 크림반도나 흑해만큼은 아니지만, 러시아

는 태평양에 대한 확장의지를 버린 적이 없다. 특히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는 수상함보다는 잠수

함이 강한 구조이다. 자신보다 세력이 강한 미 해군을 견제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SSBN 5척에 SSN·SSGN 6척, 그리고 SSK 8척으로 다양한 전력을 배분하고 있다. 최신예 보레이급 

SSBN 2척이 우선적으로 배치된 것도 역시 그러한 중요성 때문이다.  

 

제일 골치 아픈 것은 역시 북한이다. 비록 수상함 전력은 보잘것없지만 잠수함 전력은 크나큰 

위협이다. 북한은 무려 70여 척의 잠수정과 잠수함을 보유하여 역내 최대의 잠수함 전력을 자랑

한다. 이미 우리 해군은 천안함의 뼈아픈 경험을 겪었고, 최근에는 북극성 SLBM을 발사하는 고래

급까지 등장했다. 물론 고래급은 직경 7m의 선체에 SLBM을 수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망탑에 1

발을 탑재할 수 있는 뿐이어서 실전적 성격보다는 테스트함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작년 9월 

신포의 위성사진을 보면 직경 10m의 잠수함 동체를 만들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기존의 

고래급보다 더욱 커다란 크기에 여러 발의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는 것이

다.  

 

이렇듯 척박한 환경 속에 우리의 해군력은 모든 적을 상대하기에는 버겁다. 이지스함 3척의 추

가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차기 호위함(FFX)이 꾸준히 전력화되고 있지만 예산부터 인력까지 수

상함 전력을 늘리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전력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잠수함 전력이다. 해양전력 가운데 가장 거부적 억제능력을 갖춘 것이 잠수함

이다. 아무리 커다란 항모라고 해도 잠수함의 치명적인 공격에 당해낼 재간이 없다. 우리 해군은 

2004년 림팩 훈련에서 장보고함으로 미해군 존 스테니스(John C. Stennis)항모를 가상어뢰로 격침

시키면서 그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잠수함은 은밀성과 치명성이야말로 적으로 하여금 우리 영

역으로 함부로 침입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는 비대칭 수단이 된다. 그래서 수상함 전력의 부족

을 잠수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이야말로 미래 해양안보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 금번 KIMS Periscope 제 93호도 8월 1일자로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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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사요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수석연구위원·WMD대응센터장이자 

국방부·합참·방위사업청 자문위원 및 해·공·육군 정책자문위원으로 안보정책에 대한 꾸준한 비평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mailto:naval@nate.com


 

 

KIMS PERISCOPE 

페이지 3 / 3 

 

국내외 참고자료 

 

- Sandeep Unnithan. "Chinese checkers: India, US, Japan hold one of the largest Indian Ocean drills." India 

Today, July 6, 2017.   

 

- Franz-Stefan Gady. "Russia to Launch its Deadliest Ballistic Missile Submarine in August." The Diplomat, 

June 27, 2017.  

 

- Jeffrey Lin and P.W. Singer. "China launches Asia's biggest post-WWII warship." Popular Science, June 28, 

2017. 

 

- Joseph S. Bermudez Jr. "Is North Korea Building a New Submarine?" 38 North, Se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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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