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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해양안보환경과 해군력의 역할
- 양분화이론과 진자모델을 중심으로 1)

이승렬*․배진석**
<요약문>
본 논문은 동아시아 해양안보질서속에 나타나는 양분화적 현상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해군의
역할도 양분화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진자(pendulum)’모델을 통해 그 주요사례를 고찰하고 나
아가 미래 해군의 역할을 조망한다. 국가중심적 해양안보질서에서는 해군력의 역할이 주로 전통
적 역할인 해양통제, 세력투사, 현시 위주로 운용되고, 다중심적 해양안보질서에서는 전통적 역할
에서 변형된 해양감시, 협력적 원정행위, 해상에서 선의의 질서유지라는 협력적 해군으로 ‘진자운
동(swing)’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양분화된 해양안보질서 속에서 우리 해군은 전통과 비전통적인
역할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 해양전략 개념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양분화이론, 진자모델, 해양통제, 세력투사, 현시, 해양감시, 협력적 원정작전, 해상에
서의 선의의 질서유지

Ⅰ. 서 론
기존 동아시아 해양안보와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는 주로 역내 국가간의 대립과 갈등의 영역
에 한정 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분석틀은 냉전기 분석틀인 세력전이이론 또는 동맹이론을
통한 각국 해군의 전력비교가 주류였다. 그러나 탈냉전이후 국가간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
간 상호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비전통적인 위협인 해양테러, 해적활동, 대량살상무기확산, 마약
밀수, 불법인신매매, 환경오염과 해양생태계 등과 관련된 초국가적인 문제 또한 역내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어 이를 간과할 수 는 없는 상황이다. 로즈노는 냉전종식 이후 나타나는 여러
국내외 사건의 복잡성과 혼란성의 원인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양분화이론
(Bifurcationism)(Rosenau 1992a, 11-36: 1998b, 32-56: 2006c, 200-228)을 하나의 대안적 이론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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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하였다.

多

양분화이론의 핵심내용은 현 세계질서는 국가중심적 세계(State-Centric World)와 다( ) 중
심적 세계(Multi-Centric World)라는 두 개의 시스템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이
두 체제는 상호영향을 주고 받으며 시기에 따라 갈등적 또는 협력적인 관계로 인식되는 체계
라는 것이다(Rosenau 2006, 12~14).
이러한 양분화된 세계질서를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해군력이 국가
중심적 세계관과 다중심적 세계관 속에서 양분화적인 임무를 ’진자운동(swing)'하고 있으며, 이
는 냉전시대의 해군력의 역할모델인 캔 부스의 삼각형 모델-해군의 역할을 군사적 역할, 외교
적 역할, 경찰적 역할로 구분(Ken Booth 1979, 17~24)-을 변형한 해군력의 변형된 역할모델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해군력의 ‘진자모델(pendulum model)'을 정립하여 분석의 틀로 활용한다.
부스의 삼각형 모델은 냉전기 미국의 해군력의 임무와 역할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으로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해군력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첫째, 대양해군인 미 해군력의 임무와 역할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지역 또는
연안해군 위주의 동아시아 해군력의 임무와 역할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지역내 해양안보문제의 확산은 해군력의 임무를 확장시키고 있는 한편 전통적인 해군의 역할

․ 경찰적 역할을 해양경찰

에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 또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군력의 외교

과의 기능통합이나 협력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구현해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
은 해군력의 역할을 점차 양분화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부스의 이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둘째, 냉전이나 탈냉전기 국가중심적인 국익추구가 세계화 이후 해양의 시스템의 보호라는
공통의 이익이 발생하면서 해군력의 협력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해군력의 협력적 임무에 대한 구체적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해군력의 역할 편차, 즉 동북아지역은 국가중심적 역할
이 강조되나 동남아시아 지역은 다중심적 역할이 강조되는 현상에 대해 부스의 이론만을 가지
고는 해석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해군력의 ‘진자모델’은 양분화적인 세계관을 자장의 N극과 S극으로 구분한다면 해군력의
임무가 양극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국가중심적 세계관에서는 군사적 역할 경향을, 다중심

․

적 세계관에서는 외교 경찰적 역할 경향을 가지며 각 경향에서의 해군의 임무 역시도 변화되
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해군의 임무는 냉전, 탈냉전이후 여러 가지 주장이 혼재되어 있으

․

나 전통적 임무로부터 도출한 전 평시 임무중 가장 중요한 해양통제(sea control), 세력투사
(power projection), 현시(power presence)의 세 가지 임무를 중심으로 고려하였다.

․

이 세 가지 임무는 군사적 역할 경향과 외교 경찰적 역할 경향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임무
가 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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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해군의 역할 변화
해군의 임무

국가중심적 세계관

다중심적 세계관

해양통제(sea control)

해양통제(sea control)

해양감시(sea supervision)

세력투사(power projection)

세력투사(power projection)

협력적 원정작전
(cooperative expeditionary operation)

현시(presence)

현시(presence)

해상에서 선의의 질서유지
(good order at sea)

<그림 1> 양분화된 해양안보질서에서 해군력의 역할
다중심적세계

국가중심적세계

해군력의역할

진자운동
군사적활용경향

외교․경찰적활용경향

Ⅱ. 동아시아의 양분화적 해양안보와 해군력의 역할
1. 국가중심적 해양안보에서의 해군력 운용
가. 대만해협 문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은 아직도 미수복 지역일 뿐 아니라 그 전략적 가치를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소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표현될 수 있는 대만의 존재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 해결은 물론 중국의 남방정책 추진에 있어서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중국은 결코 향후 대만을 포기하거나, 무한정 현재와 같은 상태만를 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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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문제에서 중국은 궁극적으로 재통합을 원하고 미국은 지속적인 평화를 선호하기 때문

․

에 미 중모두는 현상유지(status quo)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중 관계에서 중국이 새
롭게 보아야할 변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다.
일본은 대만이 일본의 “생명선”에 놓여있기 때문에 대만해역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재통
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s)회원국들은 내부적으로 영토문제를 가지고 있고 중국과 대만 모두와 경
제적 관계를 맺고 있어 그들의 이익에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하나의 중국정책”에 동조하고
대만해협 문제가 자국문제와 얽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Zhang
Tiejun 2008, 59).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외부적으로 문제를 불거지게 만들지는 않을지언정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미일동맹을 통해 대만을 전략적 영향력 하에 두려는 의도를 보인다1) (신상진 2006,
63). 2005년에는 일본과 대만해협의 평화유지를 공동 목표로 삼음으로써 대만문제에 대한 미
일의 공동 군사개입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일본과 함께 중국의 대만해협 침공을 대비하는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양안의 군사적 균형이라는 미명하에 대만에게 첨단무기
를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음이 이에 대한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즉 미국은 중국에게는 ‘하
나의 중국원칙’을 천명하고 대만에게는 독립불가원칙을 명확히 제시하여 중국의 요구를 수용
함으로써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대만을 자신의 정치군
사적 영향력 아래 묶어둠으로써 중국 세력의 팽창을 견제하고 있다(서정경 2010, 99). 미국은
대만방어를 위해 유사시 신속한 군사개입을 목적으로 군사력을 전진배치 시키고 괌에 해군력
을 증강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1995년 7월, 1996년 3월 대만 최초의 총통 직선전에 발생한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사일 발사
훈련은 대만의 독립화 경향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중국의 의도를 반영한 사건이다. 나아가
중국은 2005년 3월 14일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총 10개조로 구성된 반국가분열법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대만독립 세력의 분열행위, 대만을 분열시키는 중대사변, 평화 통
일 가능성의 완전 상실시 ‘비평화적 방식’을 동원한다는 것으로 대만문제는 줄곧 역내 안보상
황을 위협하고 있다. 2008년 1월말 미국 랜드연구소는 미국과 중국의 알력이 대만문제로 인해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경우 중국은 '반접근전략(anti-access strategy)'을 통해 미국 본토로부터
주력군이 분쟁지역에 도착하는 것을 지연시킴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를 공격할 것
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발표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08/02/16).

1) 2002년 대만 국방장차관의 미국방문을 허용하고, ‘2003년 재정연도 외교관계 수권법안’을 통해 대만
에게 동맹국과 대등한 대우를 부여한 점, 대만과 매년 적어도 1차례 이상 군사무기판매회의를 개최하
는 점, 2003년부터 미국의 군 장성이 중국의 침공을 가상한 전쟁게임인 한광(
)20 군사훈련을 참
관하는 등, 미국의 대만정책은 여전히 대만을 정치군사적으로 세력권하에 두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漢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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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은 해군력을 증강해오고 있다. 중국 해군력 증강의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과거 연안방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연해방어전략’이 해안에서 보다 떨
어진 수역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근해방어전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근해방어전략의
핵심은 배타적경제수역(EEZ, Extended Economic Zone)을 포함한 중국의 주변수역과 보다 넓
은 수역을 대상으로 한 반접근전략에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중국은 반접근 전략의 주요 대
상지역으로 대만 및 주변해역을 상정하고 있다. 주지하듯 대만의 지정학적 가치는 중국의 동
아시아패권 구축에 필수적이며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중국군 현대화의 초점은 대만에 상당부
분 집중되어 있다. 중국군은 대만군에 비해 양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만일 미국 등 제3세력
의 개입이 없는 한 중국군이 대만군을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단 유사사태
가 발생한다면 대만해협에서의 미사일공격, 공중전 및 해전과 같은 집중적인 연합작전뿐 아니
라 대양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보다 넓은 수역에 대한 해상거부능력 그리고 원거리 타격능력
과 같은 보다 높은 수준의 원거리 투사능력과 작전지속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만
해협에서의 제해권뿐 아니라 제공권 및 상륙전 능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반접근전략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중국은 7개의 위성을 해양감시용으로 운용하
고 있다. 특히 미 해군의 군사적 개입이 예상되므로 공군의 지원하에서 효과적인 해상작전이
필수적이다. 이에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미 해군 및 공군의 도착을
지연시키는 데에 중점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 해군이 대만해협에 진입하는 미 항공모함을 가
능한 지연시킴으로써 중국 공군, 전략미사일군, 그리고 지상군의 합동작전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김태호 2008, 188-190).
요컨대, 대만해협 문제는 중국과 대만 간 양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의 안보에도 밀접하게 연결됨으로써 동아시아의 해양안보는 여전히 주권을 중시하
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불일치에 따른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 영해․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등을 둘러싼 관할권 분쟁

․ ․

한국 일본 중국은 경계획정이 어려운 일부 수역에 대해서는 중간수역 또는 잠정수역제도
를 도입하여 어업문제만을 해결하고 최종적인 경계획정은 보류해 놓은 상태에 있다. 한국과
일본은 1998년

新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동해 및 남해 일부에 중간수역을, 그리고 중

국과는 잠정조치 수역 등을 두어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에 있다.

․

중 일 양국은 동중국해 해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기 때문에 첨예한 갈등을 겪고

․

있다. 특히 분쟁이 되고 있는 지역은 양국 대륙붕에 매장된 석유 가스 자원의 확보이다. 분쟁
해역의 면적은 남한의 22%에 해당하는 2만2,000Km 이고, 츈샤오, 찬쉐, 된차오, 텐와이텐 등

․

4곳의 가스전에서 가스 생산을 시작했고, 석유 가스가 약 72억 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

․

로 추정된다. 중 일 양국은 자국 해역에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는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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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협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명확한 경계 획정은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양국의 해
안선으로부터 시작한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륙붕이 끝나는 지점
을 경계선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에 만조 때 바위 2개만 몇십cm정도 물위에 나오

鳥島)에 자국 영토임을 알리는 영구 표지판을 설치했다.
그 이유는 이곳을 명실상부한 섬으로 만들어 자국영토(38만㎢)보다도 넓은 40만㎢의 배타적
는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노도리시마(

경제수역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섬이 아닌 바위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
다2)(한겨레 05/03/15).
유엔해양법(UNCLOS, UN Conventional Law on the Sea)은 해상에서 사법권과 연관된 문제
를 다룬지만 주권문제와 어획, 원유 등과 같은 자원의 탐사에 관련된 문제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재 동남아시아의 해양경계문제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해양경계선 분쟁현황
구분

연루국가

현안문제

1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내부적)

해저 경계

2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대만(내부적/외부적)

3

캄보디아, 베트남(내부적)

해양경계선

4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외부적)

해양경계선

5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내부적)

해양경계선

6

인도네시아, 필리핀(내부적/외부적)

해양경계선

7

인도네시아, 싱가폴(내부적)

해양경계선

8

인도네시아, 동티모르(내부적)

해양경계선

9

말레이시아, 싱가폴(내부적)

해양경계선

10

미얀마, 방글라데시(외부적)

해양경계선

11

동티모르, 오스트레일리아(외부적)

해양경계선

12

베트남, 중국, 대만(외부적)

파르셀군도

스파틀리 군도

여기에서도 이해와 협력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는 2009년 4월

南沙, spratly) 군도는

16일 양국간 고위회담에서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6개국이 얽혀있는 남사(

보다 복잡하다. 대만문제처럼 중국은 군함을 보내 필리핀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사례는 남사 군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캄보디아는 베트남과 해양경계선 문제를 가지
고 있다. 메콩강 이니시어티브(Mekong Initiative)로 돈독해진 “CLV 국가들(캄보디아, 라오스,
2) 유엔해양법협약 제21조를 보면,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만조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나 대륙붕을 갖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자연적인 암초나 인공구
조물 같은 시설은 섬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EEZ를 가질 수 없다. 섬의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무인도는 안되고 유인도여야만 EEZ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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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쟁점화된 섬들에 연관하여 협력적인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서 아세안의 효과적 통합
을 이끌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지역 외부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와 팔루와 해양경계분쟁이 있고 내부적으로
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그리고 동티모르와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9년 4월 10일 팔라
우 니파(Pulau Nipa)와 싱가폴 서쪽 부분간 경계를 짓도록 싱가폴과 협정을 체결했다 (The
Straits Times 09/03/10, A3). 그들의 남아있는 양국간 경계도 해결하기를 원한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폴간 해양경계, 그리고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간 해양경계도 경계설정이 필요하다. 동티모
르는 오스트레일리아와 해양분쟁에 대한 조정문제가 남아있다. 2002년 티모르 해 협약은 두
국가가 합동원유개발지역 외곽에서도 원유수입을 나누는 것으로 맺었다. 베트남은 외부 국가

西沙, Paracel) 군도에서 의견일치를 갖지 못했다.

들과 서사(

해양분쟁의 도전은 지역적 불안정보다는 법집행에 있다. 쟁점화된 경계는 불법적 활동의 천
국이다. 거버넌스(Governance)의 압력하 해양법집행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협력적인 개입활
동에서 공통적인 요구사항이다. 주권문제는 동남아 국가들이 외부 영향력을 “간섭”으로 해석
하도록 한다. 안보를 위해서는 주권과 협력간 맞교환은 없다. 이것은 효과적 협력을 만드는데
장애가 된다. 분쟁은 많은 이슈들-자원요구, 윤리적 다양성, 근본주의, 분란, 경제적 불평등, 치
안과 정치-이 있는 곳에서 발생한다. 외부 행위자들이 지역내에서 심각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세안이 책임있는 조직으로 남아있는 한 지역 국가들간 전쟁의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해상경계 및 배타적경제수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새로운 무기체계
를 획득해왔고 군대를 재건하고 러시아산 구축함과 잠수함을 구매하고 남해함대의 상륙능력
을 개선시켜왔다. 특히 재래식 잠수함 능력을 계속 확충해왔고(송급, 위안급, 킬로급) 또한 보
다 적은 수의 핵추진 잠수함을 발전시켜왔다. 중국은 대규모 구축함을 구매했는데 여기에는
러시아산 소브레메니급과 호위함이 포함된다. 2006년 미국방부는 인민해방군 해군이 75척의
중요 수상함과 55척의 공격 잠수함, 50척의 상륙함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2009년
에는 이 숫자가 26척의 구축함과 51척의 호위함, 58척의 디젤-전기추진 잠수함과 8척의 핵추진
잠수함으로 평가되었다(The Military Balace 2007, 32).
더욱이 중국은 남지나해에서 산호초와 섬들에 대한 통제를 확장했다. 중국은 대공 그리고
함포는 물론 헬기용 착륙패드를 설치하여 입구를 요새화하였다. 더욱이 중국은 조기경보능력
을 가진 J-17C 레이더를 설치하였다. 파라셀 군도에는 대함순항미사일 발사대가 설치되었으며
이것은 스파틀리 군도내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대기지점에 이용된다.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하이난(Hainan)섬내 지하핵잠수함 기지를 건설중이다. 그 기지는 20
여척의 핵추진 잠수함, 항모 그리고 다른 세력투사함정을 지원할 수 있고 남지나해에 대한 중
국의 전략적 현시와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The Straits Times 08/3/3). 이것은 남지나해의 통
제와 세력배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증가된 중국 잠수함 활동은 다른 국가들에게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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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거리이고 미국에 대한 도전이자 지역내 해군력 우위를 보여준다. 인민해방군 해군 활동에
더불어 인민해방군이 남지나해 통제를 위해 특별히 준군사조직에 의한 대규모 원해 순찰함정
급을 건설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대만은 4척의 잠수함, 33척의 수상전투함 그리고 71척의 순찰 및 연안전투함을 보유하고 있
다(The Military Balace 2007). 중국과 대만간 정치적 관계는 불안하나 남지나해에 대해서는 어
느정도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각국은 주로 상대방과의 분쟁을 준비하는데 군사력을 건설한다.
1996년 대만해협 위기는 그 정점으로 치달았다. 미래 양국관계가 악화된다면 서사, 남사 군도
는 양국간 마찰의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은 중국과 견줄만한 군사적 능력이 없으며 특히 자국의 의지를
표현할 만한 충분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1990년 중반이래로 해군과 공군을
현대화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6척의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 구매를 발표한 이후로 해군력 강
화를 목적으로 해군항공능력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필리핀 해군과 공군 또한 군을 현대화하고 장비를 향상시키겠다는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력 측면에서는 약하다. 브루나이는 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약한 군을 가지고 있으며 서사 군도 주변에 어떠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는 그나마 좋은 상황이다. 다른 국가와는 달리 2009년 스콜피언급 잠수함 구매 등
을 통해 해군력을 증대시키고 있다(Ralf Enmers 2009).
요컨대, 동아시아의 연안국들은 국가중심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해양경계의 문제로 인
한 관련국간 불확실성과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다. 남 북한의 군사적 긴장 :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2010년 3월 26일 서해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1200톤급 초계함 천안함이 원인미상
의 피격으로 두 동강난 채 백령도 인근 차디찬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 군과 민간전문가,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은 5월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태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인한 피폭 침몰로 규정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국내 10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전문위
원 3명,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수사, 폭발 유형분
석, 선체구조관리, 정보분석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조사활동을 실시했다. 합조단은 조사결과를
지난 5월 20일에 발표했다. 합조단은 해저로부터 인양한 선체의 변형형태와 사고해역에서 수
거한 증거물들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천안함은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감응어
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합조단이
침몰원인을 어뢰피격으로 판단한 이유는, 첫째, 선체손상 부위를 정밀계측하고 분석해 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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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인하여 선체의 용골이 함정 건조 당시와 비교하여 위쪽으로 크게 변
형되었고, 외판은 급격하게 꺾이고 선체에는 파단된 부분이 있었다. 둘째, 주갑판은 가스터빈
실 내 장비의 정비를 위한 대형 개구부 주위를 중심으로 파단되었고, 좌현측이 위쪽으로 크게
변형되었으며, 절단된 가스터빈실 격벽은 크게 훼손되고 변형되었다. 셋째, 함수, 함미의 선저
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인 것도 수중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러한 중간발표를 거쳐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정에서 발사된 음향유도
어뢰(CHT-02D)에 의한 수중 폭발로 침몰했다”l는 내용을 담은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5월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시뮬레이션(모의실험) 자료,
관련 도표 등이 보완된 최종 보고서 성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천안함 생존자 58명 중 26명이
폭발음과 함께 정전이 되면서 몸이 30cm~1m까지 떴다가 배 우현(오른쪽)으로 떨어졌으며, 41
명은 기름 냄새가 났다고 진술했다. 보고서는 또 우현 프로펠러 변형분석 결과 좌초됐을 경우
에는 프로펠러 날개가 파손되거나 전체에 긁힌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손상이 없이 5개
날개가 함수 방향으로 동일하게 굽어지는 변형이 발생했다며, 스웨덴 조사팀은 이는 좌초로
생길 수 없고 프로펠러의 급작스러운 정지와 추진축의 밀림 등에 따른 관성력에 의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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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합조단 관계자는 천안함은 수심 7 에서 TNT 300 에 상
당하는 폭약이 폭발해 침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어뢰의 고성능 폭약은 TNT보다 1.4~2

㎏ 규모의 북한제 ‘HT-02D’어뢰의 공격으로

배 정도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고성능 폭약 250

침몰했다는 기존 중간조사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김
정일 건강이상설, 3대세습, 2012년 강성대국 완성, 그리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식량난 등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속에서 천안함 사태와 같은 대규모 도발을
계획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혹이 제기된다. 천안함 사태는 1999년 제1연평해전 이후 수차례 반
복된 서해에서의 남북해상충돌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북한 함정이 우리 영해 내 잠입하여 대
량살상을 가한 일방적인 군사적 공격이라는 점에서는 과거 북한의 대남 테러행위와 성격이 유
사하다. 과거 서해상 세 차례(1999.6.15 제1연평해전, 2002.6.29 제2연평해전, 2009.11.10 대청
해전)의 남북 충돌은 북측 함정의 일시적인 북방한계선 월경으로 인한 대면 충돌이다. 북한은
서해 도발로 북방한계선을 무력화시켜 현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미 9북 평
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명분으로 활용해왔다. 천안함 공격은 60, 70년대 냉전기의 극단적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무장공비 청와대습격(1968), 아웅산 폭발사건(1983), 대한한공 858기 폭발
테러(1987) 등과 같은 성격의 북한의 대남 공격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배경에는 군사적 테러를 통한 군사력 건재 과시, 위기고조로 인한
내부 주민통제 강화와 체제 안전보장 추구, 정전체제 무력화,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 압박과 남
남갈등 조장 등 다용도 목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 내 김정일 건강이상, 식량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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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시장 확대, 탈북자 증가 등으로 체제위기감이 만연한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의 북한 급변
사태 논의, 대북 전단 살포, 통일론 재부상 등으로 더욱 위기감을 느낀 점도 극단적인 군사도발
을 취한 배경으로 보인다(이상현 2010, 13-15).
이후 천안함 사건의 영향은 매우 컸다. 첫째, 한국 해군의 기존전략 및 작전개념에 대한 의
문제기이다. 그 동안 북한과 정전상태에 있는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군사적으로
는 현상유지 차원에서 방어위주의 군사전략을 채택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지역과 세계 안보추세의 흐름에 따라 상호경쟁과 협력을 상호보완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
러나 천안함 사태는 한국 정부로 하여금 국가안보개념을 기존의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수세적
방어 개념에서 북한이 도발 자체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억제시키는 개념으로 변화
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윤석준 2010) 천안함 사태 이후 2010년 5월 4일 신설된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의장으로 임용된 이상우 의장은 그 동안 한국군이 한반도 현상유지를 견지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에 주로 방어 위주의 전수방어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이 도발행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못하였다면서, 군사전략 개념 변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조선일보 10/05/17, A3).
2010년 11월 23일 서해 연평도에 수십발의 해안포와 곡사포를 발사하는 전례없는 도발을
감행,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 등 총 4명이 숨지고 민간인 3명을 포함해 19명이 부상을 당했으
며 가옥과 시설물도 큰 피해를 봤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후 2시 34분부터
2시 55분까지, 오후 3시 10분부터 3시 41분까지 해안포와 곡사포를 이용하여 연평도로 포탄을
발사했다. 북한군은 총 170여발의 포격을 가했고 이중 80여발이 연평도에 90여발이 연평도 인
근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한국 10/12, 12~14)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합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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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계선의 문제, 육 해 공 삼군간 합동성의 문제와 함께 즉시적 대응을 위한 부대창설의
필요성 이 제기되어 서북도서방어사령부가 창설될 예정이며 합참의 합동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방개혁이 진행중이다.

라. 소결론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가중심적 해양안보 사례는 국가의 주권과 이익이 걸쳐있어 첨예한 대
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대만문제와 동북아시아 국가들간 해상경계 및 영유권 분쟁은 한 중
일 삼국간 해군력의 공세적 증강과 운용이라는 결론을 가져왔다.
앞서 사례에서도 보았지만 대만문제와 남지나해 문제는 동아시아 해양에서 가장 뜨거운 문
제로 남아있고 해결방안도 요원하다. 중국이 해군력을 건설하고자하는 동인은 첫째, 동남아 해
상교통로 보호의 필요성과 남지나해를 통한 해상운송의 안전보호 때문이다. 특히 대만해협내
분쟁발생시 남지나해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둘째,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려고 접근할 때 일시
적으로 미군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접근전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원해작전능력을 가진 해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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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해군력 건설방향을 갖추는 이유는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비대칭 전략이다.
즉, 분쟁발생시 미군의 개입전력을 원해로부터 차단하여 개입을 지연시켜 정치적 목적을 달성
하려는 전략목표와 함께 분쟁지역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무기체계의 우위를 가지고 정치적 목
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도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주권과 영토이익을 수호하
기 위한 잠수함과 원해 초계함 위주의 해군력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의 해군력 증강과 현대화는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첫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인도, 일본 및 프랑스, 영국 등의 전진배치된 현시전력
(presence force)에 의한 동남아 국가들의 불안감이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자국의 내정에 간섭
받기를 원하지 않는 국가들이 당 해역에 현시된 타국의 해군력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침해받
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둘째, 중국의 급격한 해군력 현대화에 대한 반대급부이다. 중국 해군력은 새로운 수상함과
해상초계함정, 남지나해를 넘어서는 항공초계전력 등에 의해 작전반경이 엄청나게 증가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선택이라는 것이다(Lawrence & Prabhakar 2007, 37~40).
동아시아 지역 해군 군비지출의 특징은 대잠전, 대공전, 탄도미사일 방어, 해상기반 전략억
제력의 발전과 유지와 같은 고강도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20년간 아시아 태평양의
계획된 해군 군비지출의 약 70%이상이 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그리고 상륙전함에 쏠려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Jane's Defence Weekly 09/11/11).
결국 이러한 해군력 건설은 국가중심적 해양안보질서에서 해양통제, 군사력투사, 해군력현
시라는 해군력의 전통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다(多) 중심적 해양안보에서의 해군력 운용
가. 해상에서 그리고 해상으로부터 위협 : 해적, 해상테러
불법적 해양활동들 중 “해상에서 범죄”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용어는 선박 내 근무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오늘날에는 다른 선박이나 고정시설에 대한 의미
로 확장되었다. 해상에서 범죄는 일상적인 갈취에서 물리적 공격이나 선상살해까지의 범위가
포함된다. 승조원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조사할 것인가는 흥미로운 연구이
다. 가장 좋은 예는 해상 해적이다.
유엔해양법 101조에서는 해적을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원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
의한다. 주권해역내 유사한 활동은 이 정의에 의하면 해적이 아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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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사건은 무장강도로 정의한다(MSC/Circ Article 2.2 2000).
선원이 선박을 나포했을때 그것 또한 해적이 아니다. 그것은 선주에 대한 해상에서 “부정행
위(barratry)”로 범죄행위 이다. 국제법 중 해적에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려는 목적은 해적이 범
죄라는 사실을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는 인류의 적이라는 사실을 선언함에 있다.
국가는 자국 법으로 해적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제정을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국 영해내 선박에 대한 공격이나 다른
형태의 공격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영해, 군도수역 또는 내부수역에서 해적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을 고쳐서 재판관할권을 가져야함을 의미한다.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 강도행위 퇴치에 관한 아시아지역 협정(ReCAAP,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정보분배센터(ISC :
Information Sharing Centre)의 보고에 의하면 싱가폴은 과거 4년(2004-2007)에 비해 2008년 아
시아에서 카테고리 1(매우 중요한) 사건면에서 감소가 있었다(ReCAAP 2008).

<표 3 > 동남아시아에서의 해적(2001-2008) 공격
위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베트남

8

12

15

4

10

3

5

11

68

인도네시아

91

103

121

94

79

50

46

28

612

말라카해협

17

18

28

38

12

11

7

6

137

말레이시아

19

14

5

9

3

10

9

12

81

필리핀

8

10

12

4

0

6

7

7

54

싱가폴 해협

7

5

2

8

7

5

4

6

44

태국

8

5

2

4

1

1

2

0

23

미얀마/버마

3

0

0

1

0

0

0

0

4

남지나해

4

0

2

8

6

1

6

5

32

계

165

167

187

170

118

87

86

75

1,055

※ 출처 : ReCAAP Information Sharing Centre Annual Report 2008.
2006-2008년 동안 카테고리 2(중요한) 사건은 증가했고 카테고리 3(덜 중요한)사건은 그대
로 유지되었다.
특히 말라카 해협은 알-카에다의 동남아 전위조직이자 2002년 약2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발리테러를 일으킨 단체로 지목된 제마 이슬라미야(JI, Jemaah Islamiyah)의 화학무기 공격이
우려되는 곳이기도 하다. 싱가포르 해군 무기고 공격사건(2000,10) 및 필리핀 수퍼페리호 폭파
사건(2004.2, 106명 사망)으로 헤상테러의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외에도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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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테러해위의 주범으로 아체 자유운동(GAM, Gerakan Aech Merdeka)이 활동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테러리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아부사예프 집단
(Abu Sayyaf Group)에 대항하여 전술적 성공을 얻었다. 이 집단은 해상에서 무자비한 것으로
유명하다. 필리핀내 다른 테러그룹은 모로 이슬람 자유전선(MILF,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과 모로 민족자유전선(MNLF,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이다. JI의 작전범위는 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그리고 태국 남부까지 뻗어있으며 파푸아와 오스트레일리
아까지 활동한다. JI는 해양능력과 이상국가를 모델로 하는 종교적 모델 때문에 말라카와 싱가
폴 해협에서 가장 높은 위협으로 간주된다.
동남아시아의 항구와 해안시설은 테러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바다는 군사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곳으로 이용된다. 국제선박항구시설안보(ISPS,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코드와 컨테이너 안보구상(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은 테러리스트 그룹과 깡
패 정권이 해상을 통해 대량살상무기를 수송할것이라는 것으로부터 기인했다. 대부분의 국가
는 ISPS코드에 동의하나 CSI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Prabhakaran, 2009, 14~15).
테러를 포함한 해적행위의 문제점은 주권이 합법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공권
력을 가진 개별 국가가 방어해 내기에는 너무나도 넓은 해양지역에서 은밀히 또 신속히 벌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테러와 해적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예
방을 위해서 각국의 해군은 초계활동과 더불어 인접국가들과 긴밀히 연계된 형태로 감시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활동은 주요 해상교통로와 인접해있는 국가들
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7월 말라카해협을 통항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3국은 ‘말신도 작전’(Operation Malsindo : 말라카
해협의 협조된 순찰)을 구상하고 인도네시아 7척, 말레이시아 5척, 싱가폴 5척 등 총 17척의
해군함정으로 구성된 3개국 연합작전을 실시했다. 이러한 3개국 연합해상 순찰작전이 실시된
이후 지역 일대의 해역에서 해적과 밀수, 그리고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3국은 주기적인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김태준 2009, 43).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1992년 싱가포르 해협에 대한 인도네시아-싱가포르 협조순찰에
합의했고, 같은 해에 말라카해협에서의 협조 순찰을 위한 해상작전기획팀을 창설하기도 했다.
또 2004년 이후로 인도와 인도네시아 해군은 말라카 해협의 서쪽 해안에 대한 합동 초계훈련
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말레이시아는 말라카해협과 싱가포르 해협에서 초계활동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해군은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 해상교통량을 일괄
하여 측정할 수 있는 레이더 감시망을 구축했으며 순찰에 필요한 다양한 선박을 건조해왔다.
이러한 구체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해적과 해상테러를 막기 위한 훈련과 초계활동을 강화해온

對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00년에는 말레이시아 해상경찰내에 ‘ 해적 특수팀(special anti-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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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force)'을 창설했으며 여기에 20대의 고속단정과 4대의 침투용 고속단정(RIB, Rigid
Inflatable Boat)을 배치하였다. 또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5년부터 해안경비대에 상응하는 말레
이시아 해양강제국(MMEA, Malaysian Maritime Enforcement Agency)을 운용하고 있는데
MMEA는 어업국, 이민국, 관세국, 그리고 해양국 등 해상과 관련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구성하고 있다. 2005년 6월에 말레이시아 해군은 6척의 순찰함을 MMEA에 파견해 전력을 강
화했으며 MMEA는 해상순찰과 구조 임무에 관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해상안보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초계활동과 관련해
싱가포르 해군은 ASSeT(Accompanying Sea Security Teams)를 운용중이다. ASSeT가 수행하는
주요 임무중에는 선박들이 항구에 출입항하는 과정중에 테러리스트들로부터 강탈 및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된 배에 승선해 순찰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싱가폴
해군은 국내에서 여러 기관간 협력은 물론 국제안보 파트너간 협력과 상호운용성 증대를 위한
창기(Changi) 지휘통제(C2, Command and Control)센터를 건립했다. 이 C2 센터는 세 기관이
모여있다. 싱가폴 해양안보센터(SMSC : Singapore Maritime Security Centre), 정보융합센터
(IFC : Information Fusion Centre), 다국적 작전/훈련센터(MOEC : Multinational Operation and
Exercise Centre)가 바로 그것이다.
싱가폴 해양안보센터(SMSC)는 싱가폴에 해양안보상황이 요구되었을때 정보와 대응협조를
해주는 곳이다. 현재 싱가폴 해군, 항만청(MPA : Maritime and Port Authority), 해양경찰(PCG
: Police Coast Guard)이 모여있다. C2 센터와 함께 이러한 조직들은 상황인식을 강화하고 조직
간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한 지붕아래 모여있다.
다국적 작전/훈련센터(MOEC : Multinational Operation and Exercise Centre)는 다양한 작전과
훈련상황에서 전력과 자원을 지휘통제하고 계획하는데 상호작용하도록 군, 정부, 비정부기구
를 훈련시키는 곳이다. MOEC는 FPDA나 WPNS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양자/다자 연습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만일 필요하다면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조(HADR :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scue)같은 국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MOEC는 한번에
180명의 인원까지 참여하여 동시에 일어나는 다국적 훈련 또는 작전을 지원할 능력이 있다.
MOEC는 지휘통제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해상에 전개된 함정에 정보를 송신
하고 작전지시, 지휘통제, 통신을 수행하는 지휘부 역할로 사용된다.
정보융합센터(IFC, Information Fusion Center)는 해군과 다른 기관간 정보공유를 하도록 하
는 곳이다. 이곳은 정보를 융합하고 이용자간 네트워크를 통해 분배하고 참여하고 있는 국가
에게 잠재적 위협과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개함으로써 상황인식을 극대화시킨다.
정보융합센터의 중심에는 지역해양정보교환체계(ReMIX : Regional Maritime Information
Exchange System)가 있다. 여기에는 혐의가 있거나 밀접한 감시가 필요한 150,000척 이상의
참고자료가 있다. 말라카순찰정보체계(MSP-IS : Malacca Straits Patrol Information System)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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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X의 요소이다.
C2 센터는 국가적, 국제적 협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2009년 7월에
완공되어 국내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뿐아니라 해양상황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폭넓은 지역내
정보공유네트워크의 핵심 노드로서 작용하고 있다(Sam Bateman 2009, 33~34).
2006년 미국과 인도는 해상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합의서를 발표했는데 양국은 양자간 해상
훈련의 실시, 탐색과 구조작전에 대한 협조, 정보의 교환 그리고 협조능력의 강화를 시행하기
로 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폴 삼국은 말라카해협에서 증가하는 해적활동에 공동
대처하고자 2005년 삼국간 협조와 공동 항공순찰, 공동해상순찰을 위해 ‘하늘의 눈(Eyes in the
Sky : EiS)라는 삼자간 합의를 발표했다. EiS의 참여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
폴 삼국은 해상순찰기(MPA)를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국이 파견한 병력을 모은 연합해
상순찰팀(CMPT : Combined Maritime Patrol Team)이 탑승하고 있다. 이들은 순찰지역 전역에
대한 종합지형도를 가지고 있으며 지상에서는 순찰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함과 동시에 지정된 주파수를 통해 전파하고 있다.3) 해상안보유지를 위해
다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감시 및 정보공유 시스템의 운영은 ’서태평양 해군협의체(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 : WPNS)'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WPNS는 미국의 태평양 사
령부가 총괄지휘를 맡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프랑스, 인도네시
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싱가폴, 한국, 태국, 통가, 베트
남 등의 많은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Joshua Ho 2006, 573).
또 다른 협력체로서 ReCAAP4)이 있다. ReCAAP의 목적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해적에 관
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2006년에 싱가폴에 정
보공유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에서는 해적의 공격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 제공 및 대조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John Bradford 2008, 484).
이렇듯 해적, 해상테러등에 대한 해군력의 활용측면은 여러국가가 중첩된 지역에서 각국의
해군력을 활용해서 그 해역을 ‘통제’한다는 개념에서 상호 ‘감시’한다는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주요 해상교통로와 인접한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상호 안보위협을 사전에 예방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해양감시’의 내용에는 관련 정보의 공유시스템을 포함한다. 즉, 이 지역에
서는 다중심적 협력안보하에서 해군력의 외교/경찰적 활용경향을 보이며 ‘해양통제’의 전통적
개념을 탈피한 ‘해양감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3) 최근에 인도네시아, 싱가폴, 말레이시아 삼국은 공동협조위원회(Jonit Coordinating Committee) 설립에
합의했는데 이는 EiS의 형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말라카 해협과 싱가폴 해협에 관련된 모든
안보작전 조치에 대한 소통, 지식교환, 협조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참가국은 일본, 한국, 인도, 중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싱가폴,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베트남, 라
오스, 미얀마, 필리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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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상사고 및 재난
냉전 종식 이후 각종 비군사적 위협 발생에 따른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었다. 초기 인도적 지원은 기상 악화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에 의한 수색 및 구조작전 수준으
로 한정되었으나 해상테러, 해적, 총기 및 마약밀수 그리고 해상 인신매매 등의 다양한 비군사
적 위협으로 발전됨에 따라 인도적 지원 적용범위가 군사작전 수준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911 테러 이후 인도적 지원은 911 테러와 같은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군사작전
과 자연재해 등의 비군사적 작전으로 크게 2가지로 구별되어 발전되었다. 우선 테러 또는 유혈
적 내전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도적 지원작전이었다. 911 테러 이전에는 주로 불량국
가 또는 실패한 국가에 의한 난민발생 또는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작전에서 해군
력이 주류를 이루었다. 1991년과 1994년 하이티 위기사태, 1992년과 1994년의 소말리아 내전,
1998년 인도네시아 동 티모르 독립에 따른 인권 유린사태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Sierra
Leone) 내전에 따른 국제평화유지군 해상수송 및 난민철수 등의 인도적 지원 작전 등이 대표
적 사례이었다. 2006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헤즈불라간 군사충돌로 레바논에서 대량의 난
민 철수사태 발생시 지중해 약17개 국가 해군함정 약 170여척이 동원되어 비전투요원 철수작
전(NEO, Non-combatant Evacuation)에 지원되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 등에 의한 국가 또는 지역 위기사태에 대한 인도적 지원작전이었다. 역
사적으로 인도적 지원작전은 기본적 해군의 임무는 아니었으며 해양질서 유지를 위한 부수적
인 임무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후 자연재난 등과 같은 인도주의 대민지원작

․

전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인도적 지원 작전은 전 평시 기본작전으로 발전된다. 특히
자연재난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인도적 지원 작전도 과거 주로 실종자 수색/구조와 구호
물자 이송 등의 사회 전반적인 분야를 지원하는 광범위한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한 대규모 자
연재난이 주로 해양을 접한 지역으로 집중되어 해군력이 현장 접근에 가장 편리한 군사력으로
인정되면서 인도적 지원 작전에서 해군력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예를 들면 쓰나미 피해와 카트리나(Katrina) 허리케인 피해 발생시 인근 해역에 전개되었던
해군 대잠초계기가 피해지역을 파악하고 이어 항모강습단과 원정강습단에 의한 대대적인 인
도적 지원 작전을 실시한 사례이었다. 특히 2005년 미국 동남부에 대한 허리케인 리타(Rita)
피해는 카리비안해가 더 이상 안정지대가 아니며 자연재난이 동서남아시아에만 집중되지 않
을 것임을 예고한다. 실제 2005년 카트리나 피해 발생시 미 해군 제10항모강습단과 미국 해상
수송사령부 병원선 컴포트(Comfort) 이외 총 약20여척의 해군 함정이 지원되었으며, 추가로 유
럽 각국 해군과의 연합 지원작전이 실시되었다.5)

5) Hope Abroad and at Home : The U.S. Navy and Humanitaian Operations, http:/www.dialogo-americas.

동아시아의 해양안보환경과 해군력의 역할 215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에 대한 구호 활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 재난에 대한
구호 활동은 전 세계 각 국가와 단체, 국제기구 등 수 많은 기관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작업
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2007년에 “21세기 해군력에 대한 협력적 전략” 보고서를 통해 전통
적인 해군작전과 동등한 수준의 인도주의적 구호 및 재난구제, 그리고 의료지원에 관한 이른
바 “의료외교”(health diplomacy)로 표현되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의 대외 이미
지 제고와 불안정한 지역의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보유한 두 척의
병원선과 헬리콥터를 탑재한 공격주정이 아시아와 남미지역에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실행
하고 있다. (정재호 2009, 64~65) 각국의 인도주의적 구호활동과 재난 구제활동에 있어서 해군
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주로 재난이 발생했을때 긴급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미 해군은 소속 헬기를 이용해 재해지역에 긴급
구호물자와 식량을 전달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통상적으로 군은 항시 전투태세를
확립하고 있기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차단되어지는 사회 인프라시설의 장애를 효율적으로 극
복하고 고립된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해 구호작전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군은 해상사고 및 재난 발생시 이에 대한 구조 및 수색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긴급 라디오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과 가용 함정을 이용한 해상재
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해군은 원거리 센서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데이
터 수집과 분석능력을 통해 재난의 정도와 크기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이 예상되는
피해지역의 정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차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소결론
마한에게 있어 대양(high seas)은 해상교통로와 요충지의 통제와 우위를 위해 해군이 기동하
는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는 해양을 통제보다는 관리해야하는 자원으로서
변모시켰다. 보다 확장된 원해에서의 원유, 가스 그리고 다른 광물들의 탐사와 심정은 어류와
다른 해양식량자원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와 함께 해군이 전통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안보를 책
임지는 전통적인 임무를 원해자산 보호를 위한 새로운 능력을 발전시키거나 해안경비대 그리
고 법집행을 위한 다른 정부기관과 협력의 형태로 발전시키도록 만들었다. 해군과 다른 국가
조직은 해양안전과 해양협력 협정의 지원에 참여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해군전략은 대양의 통
제를 위해 어떻게 해군력을 투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21세기 해군전략에 대한 도전은
해양자산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질서유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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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정재호 2009).
이러한 새롭고 도전적인 임무와 함께 전통적인 해군력의 임무/역할은 야망적인 방법으로 해
석될 소지가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들이 필요한 장비에 의해 이용하는 것보다 심각하
게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선의의 질서유지를 취하려는 보다 많은 신호를 보인다. 인도
네시아조차도 14,000여개의 섬들을 보호하고 어획량을 보호하거나 목재 밀수에 대항한 행동을
취하려고 4척의 시그마급 초계함의 획득과 함께 18척으로 증강시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고 자
국의 해군을 전문화하려고 고려중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대양순찰이나 감시 선박, 해양영역인
식과 항구 그리고 해상지역안보는 높은 우선순위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새로운 세대 순찰선
박들”을 두 척 이상 더 추가 건조하여 특별히 남지나해내 말레이시아의 해군지역에 배치하였
다. 새로운 말레이시아 해양강제기구의 설립은 이 지역에서 해양경찰형태전력에 선의의 질서
유지 기능을 재배정하는 경향을 묘사하고 지역의 많은 국가들의 확장하는 해군들에게는 국가
중심적인 안보 대신에 다중심적 협력안보에 초점을 맞추도록 남겨놓는다. 대부분의 경우에 치
안적인 능력의 강화는 오래 지속된다.
동아시아 지역 해군전력 중 해양투사전력의 확대는 특히 흥미로운데 투사 능력과 열망이 주
목할만하게 확장되고 있다. 한국해군의 독도급은 2005년 19,000톤의 강습상륙함(LHD, Landing
Helicopter and Dock)이 전차상륙함(LST, Landing Ship Tank)과 같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종류
의 상륙함은 특히 2004년 쓰나미 재해 후 싱가폴의 구조작전과 같은 재난구조작전에서 중요성
을 입증 받았다. 네 척의 엔듀어런스(Endurance)급 8,500톤 상륙수송선거함(LPD, Landing
Platform Dock)도 이 작전에서 유용함을 입증 받고 걸프해에서 작전에 참여하였다. 오스트레일
리아 해군은 두 척의 27,000톤급 LHD를 건조중이고 6척의 중형 상륙정과 새로운 군수지원함
을 획득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두 척의 마카사르(Makassar)급 LPD를 추가하려는
과정에 있는데 한국의 독도급 함정이 거론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8,000톤에서 15,000톤 사이
의 3척의 다목적 지원함을 획득할 계획을 가지고 보다 원거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두 척의
지원함을 획득할 계획이다(Till 2010).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상륙전력의 증강은 세력투사능력의 확대보다는 재난, 인도주의적
지원작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때 국가간 협력적 원정작전을 통해 필요물자를 지원하기 위
함이다. 상륙함들은 각종 탐색/구조작전시 지휘함으로서의 활용, 원해 순찰함정을 위한 지원전
력 등 영해 및 EEZ가 넓은 동아시아 연안국가들에게는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융통성 있는
전력일 수 있다. 또한 협력적 원정작전에 중심이 되는 전력으로서 상륙전력을 다중심적 협력
안보를 위해 사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다중심적 해양안보질서 하에서 해군력은 해양감시, 협력적 원정행위, 해상에서
선의의 질서유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근해 초계함(OPVs)의 구매
와 유사한 해양위협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간의 해군력을 활용한 협력적 감시 및 초계활동,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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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각종 해양정보의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센터의 건립과 활용 등은 해군력을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해양통제를 위해 활용하기 보다는 각국의 협력적 행위를 통해 해양을 감시하
여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각종 초계항공기 및 특화된 원해순
찰함정의 구매, 해안경비대 조직의 창설과 해양강제조직의 신설 등은 해양에서 선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간 노력들이다. 해군을 포함하여 해양경찰, 항만청등의 해양연계조직이 통
합된 형식의 구성을 통해 상호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의 제약하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이다.

Ⅲ.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미래 해양안보 개념설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해양안보의 개념이 변해
왔다는 것이다. 911테러 이후 그리고 해상 무역에서 계속되는 테러위협은 해양안보에 대한 의
미를 재평가하도록 하였다. 전통적으로 해양안보는 주로 해군력에 초점을 맞추거나 국가를 보
호하고 해양이익을 보호하는 주로 군사적 성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해군의 전투역할
은 국가주권 및 전평시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첫 번째 책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해양안보의 개념은 좁은 개념으로 되었다. 그 개념은 9/11이후 확장되어
왔다. 안보나 국민들의 복지를 보호하는 것은 여전하나 군사적 위협 대신에 예상할 수 없는
위협이 등장하였다. 해양안보를 위한 새로운 초점은 해상테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상무
역을 보호하는 것이 되었다. 이것은 해군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21세기 해양력의 개념은 전투력을 위한 단순한 군사능력을 초과하는 국가의 필요성을 제기
한다. 그것은 "해양의 이용(use of the seas)"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해상에서 화물이나 사람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증하고 침략으로부터 해양경계를 보호하고, 해
양주권을 유지하고, 해상에서 위험에 빠진 것을 구조하고 해양의 오용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
한다. 여기에는 국가의 해양안보이익과 연관된 관련 기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해양안보와 해양력 개념의 확대는 해양안보의 양면적인 모습을 포함
한 개념이어야 한다. 또한 해군력의 역할확대도 반영해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양안보의 양분화적 모습은 과거 국가중심적인 해양안
보에서 다중심적인 해양안보가 분화되어 양분화된 모습을 갖춘 것으로 이것은 해군력의 군사
적 역할을 넘어서는 좀 더 확장된 해군력의 역할을 요구한다.
이러한 동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양안보의 양분화적 질서를 고려하여 우리 해군
은 포괄적 해양전략(Comprehensive Maritime Strategy) 개념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 해양전략이란 동아시아 해양에서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고 국위(national prestig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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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하기 위한 해군력뿐만 아니라 해양과 연관된 분야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범국가적 해양전
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포괄적 해양전략의 수립 필요성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
는 해양안보의 양분화적 질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
로 보이기 때문이다. 포괄적 해양전략에서 해군력의 역할은 국가중심적 해양안보상황에서는
해양통제, 군사력투사, 현시역할을, 다중심적 해양안보에서는 해양감시, 협력적 원정작전, 해상
에서 선의의 질서유지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양분화된 역할에 맞춘 해군력 건설은 해양통제와 감시능력을 동시에 갖춘 구축함 및
호위함급 함정과 함께 원거리 해양감시능력을 갖춘 해상초계기의 증강과 함께 협력적 원정작
전이 가능한 전력에 대한 획득이 필요하다. 이와 연계하여 해상교통로 중심의 협력적 해양안

․

보활동 및 국가간 정보 공유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차원의 양분화된 해양안보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기구의 창설을 모
색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다중심적 해양안보상황에서는 해군력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및 해
양과 관련된 유관기관들과의 해양통합기관의 설립을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이 기관내에는 해
양작전센터(MOC, Maritime Operation Center)를 마련하여 감시 및 신속대응을 통해 해상에서
선의의 질서유지와 인도주의적 재난지원등에도 참여하는 등의 동시적, 통합적 대응노력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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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ritime Security in East Asia and the Role of Navy
- Applied to Bifurcationism and Pendulum model-

․

Lee, Seung-Ryul Bae, Jin-Seok
(Korea Naval Academy, Associate Professor), (Korea Navy, Lieutenant Commander)

This paper examines the bifurcated maritime security order and its navy roles through the selected
cases, that are also pronged in East Asia applying the model of pendulum and explores its implications
for future our navy.
The navy role in the order of state-centric maritime security evolves into sea control, power projection
and naval presence, which are regarded as a traditional category. In contrast, the navy role in the order
of multi-centric maritime security develops sea supervision, cooperative expeditionary operation and
good order at sea, which are non-traditional.
In this context, the ROK Navy has to consider the comprehensive maritime strategy which can
embrace both of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naval roles.

Key Word: maritime security, bifurcationism, sea control, power projection, naval presense, sea
supervision, cooperative expeditionary force, good order at s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