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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서구 자본주의가 구축
한 국제무역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해권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
서 일대일로구상,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북극항로에 이르기
까지 중국 입장의 내러티브(narrative)를 통해 주권을 주장하고, 해군과 해경
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살라미 전술로 하나하나 해양주권 강화의 길을 걷
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양 관련 행정과 정책 그리고 전략을 국정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양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론
적·정책적 논거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해양 관
련 이론적 검토, 실태분석, 해양거버넌스, 해양의 행정 및 정책, 그리고 해양
전략을 분석하는 내용을 다뤘다. 이러한 내용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 해양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를 하여 해양 연구의 로커스와 포커스를
파악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연구 시각에서 보면, 우리
나라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해양전략, 해양 관련 법령 분
석, 해양관리기구, 해양분쟁, 회색지대 등을, 중국의 문헌은 댜오위다오 갈등,
해권, 해양행정관리, 해양사회조직, 해양질서, 해양전략, 해양강국, 북극항로,
남중국해 등을, 영문은 중국의 해양에 대한 개념, 분쟁에 대한 시각, 해군 현
대화, 해양정책 및 정책결정과정, 미중 해상 갈등 등을, 일본의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양정책, 남중국해 문제, 해양전략과 공격적인 해양패권, 중국해경국
의 특징 등을 다뤘다. 둘째,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글로벌화 배경에서 국가,

사회, 시장, 공민 개인을 포함한 각 행위 주체가 글로벌 해양 문제가 가져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상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해양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칭한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크게 지역주의와 글로벌주
의 경로로 구분된다. 셋째, 해양질서는 자유와 통제, 개방과 폐쇄, 공유와 독
점이 교차하면서 공해자유 vs 연안 특정 해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행사 간
에 놓여 있다. Grotius가 제창한 항행자유, 조업자유(freedom of fishing),
해상통로의 평화로운 사용, 국제분쟁 해결 사상, 인류공동체 사상 등은 이미
국제해양법에 대부분 수용되어 있다. Mahan이 주장한 해권이론 서구중심주
의, 사회진화주의(Social Darwinism), 통제 지향 등은 현재 추세와 저촉되
는 측면이 있다. Corbett는 국가전략과 해군전략을 고려한 해륙연합작전, 상
대적인 제해권, 제한적인 전쟁 방식 등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에 중국이 내세
우는 해양운명공동체론은 세계 각국이 평등하게 해양거버넌스에 참여할 것을
제창하여, 협력공영, 공동발전, 상호 존중과 신임 등 이념을 내세운다. 또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문제를 직시하여 절실하고 실행가능한 ‘중국식 처방’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담론, 즉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해양생태문명, 블루 파트너십, 해양운명공동체 등은 해양거버넌스의 이념, 제창,
방안, 목표, 원칙을 어떻게 전파하고, 확립하느냐가 관건이다.
3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
락을 1500년 전후로 본다면, 항해 전통, 해양문명, 육지·해상 실크로드, 정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양)의 조공체계 구축,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해
양질서로 이어졌다. 해상실크로드는 기원전 200년쯤 진한 시기에 형성된 것
으로 위진 시기 발전, 수당 시기 번영, 송원 시기 번창, 명 초기 정화가 서양
으로 항행할 때 최고조에 달한 이후 점차 쇠락했다. 둘째, 중국이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합리화하는 논거를 보면, “조선해역에서 중국의 조업은 역사적
근거이며, 어업자원과 어획량도 한국 쪽에 있기 때문에 불법조업은 필연적인
선택이며, 한국의 중국어선에 대한 어업관할권 강화는 중국 해양권익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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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국은 이어도 관련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중간
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중국해 관련 해양주권
과 이해관계 수호를 위해 중국 해군, 해상민병대 등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일대일로는 지역통합 향상, 무역 증대,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목적이지만, 실
질적 목적은 지역 연계와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여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영
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이란 내러티브를, 반면 서
구는 인도-태평양 내러티브를 주창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북극에 대해 과학
적 조사와 환경권익, 자원개발권과 항로통행의 자유를 내세운다.
4장에서는 중국 해양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제약으로는 참여 역량 문제, 주변 환경 복잡, 국제경쟁력 취약 등이 있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해양거버넌스체계 구축,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위한
당정기구 개혁에서 해양체계 기제 확보 등이 이슈이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참여 전략으로는 핵심 전략적 해양거버넌스 아젠다 설정 및 핵심 거버넌스
능력 향상, 개방과 호혜의 해양 다자주의 견지, 거버넌스 수단의 다양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해양 정책결정 과정은 전문가들의 건의를 거친
‘안건’이, 중공중앙의 심의와 정무적 결정을 통해, 그 구체적 실무의 집행은
국무원에서 담당하고, 이를 위하여 국무원 산하에 국가해양국을 설치한다는
안건이 최종적으로 전국인대에서 통과·확정된 사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
다. 한편, 해양행정 주관부문인 국가해양국이 중국 해양행정관리체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리 주체였지만, 2018년 기구개혁으로 폐지되면서
중국해양국의 기능은 중국해경국과 기타 행정기관에 분산 배치되었다. 지방
정부 해양의 경우, 종합관리와 업계관리를 서로 결합해 복합관리체계를 시행
하고 있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조괴(수직적·수평적) 분할의 관리체계는 심
각한 폐단을 갖고 있다. 셋째, 세계 최대 해군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 대응, 양안통일을 위해 그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상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해군의 기동 우세를 발휘하여 대양에서 위험의 근원을

파괴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근해에서 바다 연한 대륙까지 안보를 구현하려 한다.
또한, 중국 해경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영도 지휘를 받고, 대외적으로 중
국해경국이라 칭한다. 그리고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중국 해군 및 해경을 지원
하고, 군인과 민간 선원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활용하여 ‘그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bility)’ 전략을 추구한다. 한편, 해양사회조직은 법률 요건에 따
라 성립되고, 각종 수단을 통해 국가해양사업, 해양생태계환경보호, 해양공공
의식 선전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5장에서는 중국의 해양행정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관리체제의 근
본적인 문제는 ‘육지를 중시하고 해양을 경시하는(重陆轻海)’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 과정을 보면, 1978년 이래
기본적으로 해양관리의 직능 정리, 해양관리자원의 합리적 배치, 해양관리제
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모색하였다. 앞으로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은 부문
이익 배제 원칙, 사회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관리와 규칙, 해양권 수호에 유리
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양기구의 기능을 조정하는 유형으로
는 목표차이형, 경계분쟁형, 관리중첩형, 소극대응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중
국해경국의 기능은 종합적 법집행 성격으로 경찰직능에 속하는 범죄수사, 직
책 범위 내 해양자원 개발이용, 해양생태환경보호, 해양어업산업작업 등의 감
독검사, 해상밀수검거 등 이민과 출입국 관리직능, 그리고 수색, 구조, 방어작
전 등 다중 직능을 수행한다. 셋째, 중국 해양과 관련된 조약 및 합의로는 「유
엔해양법협약」,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 「어업협정」 등이 있다. 중국의
해양 관련 법으로는 「영해와 접속수역법」,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해역사용
관리법」, 「광산자원법」, 「해양환경보호법」, 「어업법」등이 있다. 그리고 2021
년 1월에 「해경법」이 제정되었지만 중국의 핵심 영역에서의 입법 결여, 국제
법과 중국법 간의 연계성 부족 등이 여전하다. 앞으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부합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접근이 예상된다.
6장에서는 중국의 해양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해양정책은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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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권익을 수호하고, 국가해양사업 발전을 위해 제정한 해양개발·보호
업무를 통합·지도하는 일련의 조치, 방법, 조례 및 법규의 총칭으로, 해양에
관한 공공정책이다. 주로 해양경제, 해양정치, 해양외교, 해양군사, 해양권익,
해양과학기술 등 여러 영역을 포함한다. 중국공산당은 시종 국가주권과 안전
의 최우선, 전방위적인 국가와 민족의 해양의식 제고, 전민족 해양문화 자긍
심 강화를 주장한다. 둘째, 해양정책의 한계로는 해양발전 관련 상위계획 부
족, 다양한 영역의 정책규범 결여(해양개발 중시 및 해양보호 소홀, 새 해양
영역의 낮은 정책지원 수준, 해양종합정책 효과적인 공급 부족), 중앙 해양정
책과 지방 해양정책 간 비연계성이 나타난다. 셋째, 해양분쟁을 국제사법 또
는 국제중재에 제기할 경우, 해당 중재재판부 또는 법정이 해당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이다. 즉, 관련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
할권의 문턱 문제와 직결된다. 중국 연해 주변 해양분쟁, 특히 동중국해 관련
중국과 일본의 해양분쟁 해결을 위해 법률 근거와 논증을 제공하고,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여 향후 서로 다른 유형의 해양분쟁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에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7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을 논의하였다. 첫째, 중국의 글로벌 해양
전략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육지전략과 해양전략을 포괄하는 종합
적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미중 해양패권 전략으로는 미국과의 경
쟁과 대립보다는 가능하면 협력을 강조하고 대결이나 대립을 원치 않는 입장
이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역내 국가들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미국을 ‘제3자화’ 전략으로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현안에
개입하지 않게 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의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남중국해가 중국 영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인도양-말라카해협 관련 인도양은 중국에게 주요 국가
전략 자원의 보급로라는 의미를 갖는다. 북극항로 전략 관련 중국은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북극항로에 접근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서해에 대한

전략에서 해상 경계는 중국의 장거리 해안선 길이 및 거대한 인구 비율에 따
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또한 이어도 수역을 ‘육지영토의 자연연장론’
에 의하여 자국의 대륙붕을 주장하고, EEZ도 대륙붕과 동일하게 주장한다.
한편, 중국의 일본에 대한 해양 공세는 저강도 분쟁, 즉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에서 섬과 암초, 영해, EEZ, 대륙붕 등 해양주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해경과
화물선, 어선, 소수의 해군함정 등을 동원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의 영유권 문제는 당사국 간에 해결해야 하며, 당사국 이외의 개입, 즉
미국의 대중견제 움직임을 비판한다.
8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중국의 해양운명공
동체 담론은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공세적 해양팽창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는 해양이익을 실현하여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의 구체적 주장별로 국제법적 ‘원칙’만 천명한
것인지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우리나라가 접근할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대
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해양 헤게모니에서 비롯된 투키디데스 함정
개연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지만, 시진핑은 더욱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
주의적인 국정운영과 해양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친중이나
위성국의 길, 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연대에 참여 등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국가 차원의 “대전략(grand strategy)”를 세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천명,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셋째, 동남중국해 관
련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와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서는 현재 중국
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안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미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에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확보를 위해 미
국 등 동맹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인 해상민병대 대응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해양경비법과 관련 매뉴얼을
통해 ‘무기사용’과 ‘법집행’의 원칙, 수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안국’ 입
장에서 법집행의 원칙 수립과 통일된 경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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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바다의 면적은 지구 표면의 7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3억
6,105만㎢에 이르고, 해수의 부피는 13억 7,030만㎦에 이른다. 바다의
깊이는 평균적으로 4,117m이, 최대 깊이는 11,034m이다.1) 해양은 지구
상 모든 생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무한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해저에
깊이 묻혀 있는 광물자원 등도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해양은 인간에게 생물 및 무생물적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해양은 생물적 생태계 서비스에서 도출된 활용 가치뿐만 아니라, 미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을 포함하는 무형의 생태계 서비스를 무수히 제공하고 있다
(Visbeck et al., 2014). 다만, 이러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한,
사회·산업·인간 활동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환경적 외부성을 생태계 서비스
에 제대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Koundouri1 & Giannouli, 2015: 3).
육지는 바다와 달리 국가나 지역, 또는 사적 소유 토지의 경우, 경계를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소유권이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바
다는 바닷물로 모두 연결되어 있고, 모두에게 개방적이며, 바다 생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영해의 경계를 명확히 획정하기 어려워
해양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권과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특성
을 띤다.
바다가 가진 속성과 더불어, 국제사회는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가속화된 산업화와 도시화, 해양자원에 대한 마구잡이식 개발과 이용으로

1) 바다. Retrieved from https://ko.wikipedia.org/wiki/%EB%B0%94%EB%8B%A4 (검색일, 20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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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오염과 고갈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다 기후변화, 종의
멸종, 해상 테러 등 다양한 난제(wicked issues)들도 풀어가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난제들이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이슈
가 되면서 정치, 경제 등의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국제해양
질서에도 많은 변화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권익 투쟁이 심해지고 해
양국토 개념이 생기면서 연해국들은 해양자원에 주목하고, 해양을 통해 부
를 쌓고, 새로운 생존 공간을 추구하고 있다(郭擎, 2008; 刘大海·刘芳明,
2019: 13에서 재인용).
해양은 국가안전의 보루이다. “해양을 통제하면 세계를 통제한다.”는
전통적인 패권 관념이 여전히 해양강국 의식에 남아 있다. 해양문명의 역
사는 인류가 해양 생존 및 발전 공간을 개척한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해양문명의 역사는 지역 해양시대, 글로벌 해양시대, 입체 해양시대로 구
분2)된다(杨国桢, 2014; 杨国桢, 2019: 84에서 재인용).
해양의 전략적 지위와 가치에 대한 인류의 인식이 끊임없이 높아지면
서, 해양을 이용한 무역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전파하는 흐름이 연해국가
의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근대 이후 해권(한 국가가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해양에 대한 통제력을 운용하는 것)을 발전시킨 것은 세계적 대국
굴기의 경로라 할 수 있다(김창경 외 역, 2019: 411).
선진 해양국가들의 세계 해양을 제어하는 전략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2) 고대 이래 지역 해양시대에서 인류 생존 및 발전의 공간은 주로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있었으며, 대륙문명이
우위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해양문명의 발전 공간은 지역성을 띠었다. 글로벌 해양시대는 고대 대항해 활동
에서 비롯되었고, 근대 초기 ‘지리 대발견’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해양발전은 서구의 공업화 및 경제
글로벌화의 촉진, 사회 및 문명의 전환, 해양문명 발전 공간의 글로벌화라는 특성을 가진다. 입체 해양시대는
현대 해양개발 기술혁신으로 시작되었고, 해양문명의 발전 공간은 해양 수체와 상공 및 해저로 구성된 입체
공간을 포함하며, 이는 미래 인류문명의 길로 인식된다. 21C 글로벌 해양시대는 입체 해양시대로서 ‘해양 세
기’라 할 수 있다(杨国桢, 2014; 杨国桢, 2019: 8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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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만, 그 전략목표는 ‘바다에서 해양 입체’로, ‘해양 통로에서 해양자
원의 쟁탈’로 확대되었다. 해양 개발도상국에서 시작된 해양권 장악 투쟁
은 세계 각국의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하 「협약」)을 통해 해양자
원의 소유권에 대한 재분배를 가져왔다. 그러나 각국의 해양자원 확보와
이용은 여전히 각국의 실력에 달려있기에 해양을 가진 자가 미래를 가지게
된다(김창경 외 역, 2019: 411).
해양은 경계구분이 어렵고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방성, 외향성,
개척성, 탐색성이라는 속성을 띤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인류는 더욱더
먼 해양과 더 깊은 심해를 탐색하고 개척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고 있다.
해양의 가치가 더욱 커지고 인류의 개발과 이용이 더욱더 확대됨에 따라
해양은 앞으로 이해상충의 각축장이 더 심해질 것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협약」,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 공해(high sea) 등에 대한 법적 제
도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바다의 연계성, 개방성, 이동성 등의 특성으로
각국마다 해양자원의 개발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국들 간에 첨
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결국 갈등과 분쟁으로 치달아 군사력까지 동원하게
되는 현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 갈등과 분쟁은 언론
지상에서는 가끔씩 비춰주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에 둔감해 국제정치에 아예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국내 정치에 함
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민감하고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변
4대 강국의 틈바구니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어서, 언제든지 갈등과
분쟁이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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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의 핵심 이해가 몰려 있는 우
리나라는,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려고 전쟁
을 일으킨다는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결국 미중패권 갈등을 넘어선 전쟁으로
치닫는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숙명적인 회오리(turbulent) 상황 속에
놓일 것이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해양 발전은 놀라운 진전을 가져왔고, 중국의
현대화 움직임을 촉진시켰다. 21세기에 들어서 중국의 해양권익 부각과
해양인식의 제고에 따라 중국의 해양발전 전략이 국가전략으로 격상되었다.
이는 현대화 건설의 본질적 요구이자 중국역사 발전의 필연적인 선택인
것이다(김창경 외 역, 2019: 6).
그렇지만, 사실 중국은 해양 측면에선 그동안 약소국에 속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비록 국토의 면적은 세계 4위이지만, 해양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중국이 주장하는 해역 면적은 약 300만㎢
지만, 그 중 2/3는 분쟁 지역에 해당하고(대부분은 남해해역), 그것을 제
외하면 단지 대략 88만㎢ 정도이다. 300만㎢로 계산해도, 중국 EEZ의
면적은 대략 세계 제15위가 되고, 88만 ㎢로 계산하면, 세계에서 33위
정도에 불과하다. 만약 1인당 면적으로 계산하면, 중국은 연해국 순위에
서 맨 뒤에 위치한다(郑志华, 2015: 100). 게다가 중국은 세계에서 육지
변경이 가장 길고(총 22,000㎞),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지정
학적으로 국경 상황이 매우 복잡한 국가에 해당된다(万祥春, 2020: 197).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14억여 인구에다 고속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중국
인민의 해산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해양에 대한 개
발과 이용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미중패권에서 승리하려는 목적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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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중국은 해양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확대와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선제적인 개입으로 선회하는 등 해양강국 전략 추진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국가와 해양 갈등과 분쟁3)은 더욱더 첨예화되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래 고속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
면서 이제는 미국을 경쟁상대로 간주하고 해양굴기를 내세우면서 해양강
국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해양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해양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해양 관련 제도와 정책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해양행정관리의 개
혁과 방안이 중요해졌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978년 이래 중국은 다원적인
해양관리 주체 및 그 직책을 점차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분산에서 집중’
으로, ‘부분에서 전체’로, ‘파편에서 통합’으로 전환하고 있다(王印红, 2017:
17; 史春林·马文婷, 2019: 6에서 재인용). 해양관리의 업무 중심이 기존
에는 전통적인 자원개발과 이용관리였지만, 이제는 국가해양권익과 안전을
수호하고, 해양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돌발사건에 대응하는 등 공공사무
의 거버넌스 방향으로의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史春林·马文婷, 2019: 6).
구체적으로 보면, 1949년 이래 70여년 해양발전 과정에서 해양에 관
한 중국 정부의 주된 관심이 점차 구체적 해양사무에서 총체적(整体性)·
거시적 전략 규획 및 배치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중국은 해양방어, 어업,

3) 중국의 주변 해역에는 황해, 동해와 남해 등이 있다. 이렇게 큰 해역에서, 중국과 주변 국가는 여전히 일부 영
토주권과 해양권익 측면의 분쟁이 있다. 남해에서, 중국과 동남아지역의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
나이 등 국가 사이에는 섬영토와 해양경계구분 등 분쟁이 존재한다. 동해에서, 일본과 센카구 열도(중국명 댜
오위다오)에서 분쟁이 존재한다. 황해에서, 한국과 이어도 영토 및 어업분쟁 등이 존재한다(吴盈盈·孔庆江,
2019: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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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가스 등에서 해양종합관리, 육해총괄, 해양강국, 일대일로구상, 해양
운명공동체 등을 추구하고 있다. 즉, 중국의 해양에 대한 주된 관심이 그
동안 “육지가 해양을 정한다(以陆定海)”라는 전통적 내향형 발전 모형에
서 이제는 육해총괄, 상호연계, 개방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해양운명공동
체를 제창하면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대국
이 맡아야 할 필연적인 선택(王琪, 2020a: 2)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해양운명공동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일대일로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주창하고 있을까? Financial Times가 2019년
상반기에 “글로벌화는 이미 사망했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
는 것을 필요로 한다”(Financial Times, 2019.7.19)라고 말했듯이, 세계
질서는 급속하게 변동하고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브렉시트
(Brexit),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로 대표되는 반글로
벌주의의 태동은 이미 COVID-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더 확연하게
자국 우선주의 혹은 민족주의로 치닫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해양강국 비전을 당의 주요
방침으로 확정하였고, 2017년 19차 당 대회에서 “육해통합개발견지, 해
양강국건설가속화”를 강조하면서 해양강국의 길을 주도면밀하게 걷고 있
다. 2019년 4월 23일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는
“해양운명공동체”를 제안했다. 2021년 신년사 발표 당시, 시진핑의 서가
에 꽂혀 있던 데이비드 아불라피아(David Abulafia)의 「위대한 바다
(The Great Sea): 지중해 인류사」라는 책이 클로즈업되기도 했다. 중국
이 바다와 해양을 중시하고 있음을 여실히 잘 드러내고 있다.
이미 2015년 3월 28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는 공
동으로 「비단길 경제지대 및 21세기 해상 비단길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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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행동」을 발표해 전방위 대외개방을 제시하였다. 21세기 해상 비
단길 제창은 중국이 ‘같이 거래하고, 같이 건설하고, 같이 누리는(共商,
共建, 共亨)’ 원칙을 견지하고 국제해양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인류운명공

동체를 추진하여 해양을 균형적으로 보호·개발·이용하여 지속가능한 글
로벌 해양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국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刘大海·
刘芳明, 2019: 1).

시진핑 총서기는 인류운명공동체 사상을 제기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변혁을 시도하고, 신형 국제관계 및 국제 신질서의 공동 가치규범
을 구축하려고 한다. 해양은 세계를 연계하며 인류운영공동체를 구축하
는 유리한 유대(bond)이며, 동시에 21세기 인류복지에 있어서 세계경제
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불가결한 구성요소이다(刘大海·刘芳明,
2019: 1)라는 것이다.
현재 미중무역전쟁, 일대일로, 중국 해양강국추구 등의 냉혹한 현실에
서 우리나라의 해양주권과 안전은 더욱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현재
한중 해양은 첨예한 쟁점과 난제들이 많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리커창 총리는 2019년 12월 24일 제8차 한중일 정상
회담에서 “중국·일본·한국 블루4)경제협력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그 핵
심은 바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해양을 협력의 새로운 영역으로 삼자는
내용이다.

4) 본 연구에서 블루(藍色, Blue)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가령, 블루 파트너십, 블루 경제, 블루개척운동(藍
色圈地; Blue Enclosure Movement), 블루 레이스, 블루 리본, 블루 해군 등의 용어가 있는데, 여기서 ‘블루’
는 ‘해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준성(2021)은 해양영토 개념을 고찰하면서 중국의 남색국토(Blue
State Territory)는 개념적으로 한국의 해양영토와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한다(이준성, 2021: 249). 남색국
토는 좁게는 일국의 주권에 미치는 해역, 상공, 해저면과 하층토를 말하지만, 넓게는 내수, 영해, 접속수역,
EEZ, 대륙붕 등 관할 해역을 총칭하는 개념이다(徐质斌, 2008: 24; 이준성, 2021: 24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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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중국이 겉으로 내세우는 주창(advocate)을 그 맥락이나 추구
하는 가치 그리고 그 실행 방안이나 수단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중국이 일대일로, 중국몽에 이어서 해양운명공동체,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등의 담론(discourse) 또는 정치적 수사(rhetoric)를 제시
하고 주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제기하는 담론 또는 정치적 수사에는 ‘민주’, ‘평화’, ‘상호(互相)’,
‘내정불간섭’ 등의 내러티브가 자주 활용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남중국해에서 주장하는 남해구단선에 대
해 2016년 7월 12일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음에도 중국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하물
며 우리나라 서해나 이어도의 경우에 불법어로 수준을 넘어서 우리 해경
의 생명을 위해하는 지경에 이르며, 중국 논문5)을 읽으면 연구자로서 당
혹감을 금치 못하는 현실을 마주한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해양 관련
갈등과 협력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국정운영과 숙명적으로 관련되
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중국의 해양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국정운영에 직결되는 대한민국 해양 전략과 정책을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국의 해양 행정과 정책에 대한 거시, 중범위, 미시
수준의 연구를 적실성 있게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5) 청나라 시기 산둥 어민은 이미 조선 해역에 진입하여 조업을 하였으며, 한국 측에 가까운 곳은 중국 어민의
전통적인 어업구역이고, … 황해해역 어업자원이 풍부한 어장은 대부분 한국 측에 위치하고 있고, 중국 어민이
한국 측 관할 수역에 진입하여 어업조업을 하는 것은 자연조건하의 필연적인 선택이고, … 등(郝会娟·孟晓,
2020: 77-94)의 논리를 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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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위와 같이 중국 해양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한 본 연구는 중국의 해양
관련 행정, 정책, 전략을 국정운영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양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론적·정책
적 논거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중국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 실태분석, 해양거버넌스, 해양의 행정 및 정책,
그리고 해양전략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 해양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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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국정운영의 차원은 크게 국가와 사회, 국가기구(입법, 사법, 행정), 중앙
과 지방, 정부와 기업, 국제관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에서 본 연
구는 중국의 국정운영을 해양을 중심으로 중국 내부 기제(mechanism)
및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즉 해양 관련 국제관계 차원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왜냐하면, 해양은 국내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와 관련되며,
국가기구, 국가와 사회, 정부와 기업 차원과도 관련된다. 더 나아가 해양은
국가 간, 국제기구 간, 정부와 사회조직 간, 정부와 해양산업 간의 관계
등 다양한 행위자들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해양을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특히
중국 정부가 해양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떠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앞
으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시대 혹은 해양 지역주의나 해양 민족주의 시
대에 어떠한 전략을 추구할지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특히, 중국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 실태분석, 거버넌스, 해양의 행정 및 정책, 그리
고 해양전략에 초점을 둔다.

2. 연구의 내용
연구 내용의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대상 및 내용, 연구의 방법과 접근 틀, 그리고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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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를 한다. 1절에서는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를 국문, 중문, 영문, 일문으로 다루며, 2절에서는 국정운영의
의미와 차원,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를, 3절에서는 해양 관련 이론을 자유
주의 해양질서, 국제해양질서 및 해권이론, 중국의 해양담론(해양운명공동
체론 등)을 다룬다. 2장을 통해서 해양 연구의 위치(locus)와 초점(focus)
을 파악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실태분석을 한다. 1절에서는 중국 해양의 역사
적 맥락을 1500년 전후 해양 관념의 흐름, 중국의 조공제도, 조공제도의
유산을 다룬다. 2절에서는 중국의 근해, 즉 서해(황해), 동중국해, 남중국
해의 지정학 및 중국의 입장을 분석한다. 3절에서는 중국의 글로벌 해양
을 중국의 일대일로, 인도-태평양, 북극항로 관련 지정학 및 중국의 입장
을 분석한다. 3장을 통해서 중국의 해양 행정, 정책, 전략 등의 배경이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의 해양거버넌스를 분석한다. 1절에서는 중국의 해양
거버넌스 구조를 중국 해양거버넌스의 맥락, 제약, 전략으로 다룬다. 2절
에서는 중국의 해양거버넌스의 핵심 행위자(1)를 중국공산당,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다룬다. 3절에서는 중국의 해양거버넌스의 핵심 행
위자(2)를 중국 해군 및 해경, 해상민병대, 해양사회조직(관련 국제기구)
을 다룬다. 4장을 통해서 중국의 해양 정책과 전략을 실질적으로 작동시
키는 행위자와 그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5장에서는 중국의 해양행정을 분석한다. 1장에서는 중국 해양관리체계
및 그 개혁, 국가해양감찰제도를 분석한다. 2절에서는 중국의 해양기능,
해양특별구 정부의 기능, 중국해경국의 기능을 분석한다. 3절에서는 중
국의 해양법령을 국제해양 및 중국해양 관련 법령체계, 중국해경법, 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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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및 해사중재, 중국해양법률감독을 분석한다. 5장을 통해서 중국의
해양정책과 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해양행정을 이해할 수 있다.
6장에서는 중국의 해양정책을 분석한다. 1절에서는 중국의 해양정책
의 의의·유형·정책의제를 파악하고, 중국공산당의 해양정책과 국무원의
해양정책을 분석한다. 2절에서 중국 해양정책의 제약 및 개선을 다룬다.
3절에서는 중국의 해양분쟁 조정정책, 국제중재 및 국제사법 제기 관할권
조정, 중국에 대한 함의를 다룬다. 6장을 통해서 중국 해양정책이 구체적
으로 어떤 방향, 내용, 기제로 추진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7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을 다룬다. 1절에서는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 미중 해양패권전략, 중국의 해양실크로드 전략을 다룬다. 2절
에서는 중국의 지역적 해양전략을 동남중국해 전략, 인도양-말라카해협
전략, 북극항로 전략으로 다룬다. 3절에서는 중국의 한미일 해양전략, 즉
한중(서해,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중일(센카쿠 열도, 오키노토리시마,
대만해협), 미중(주요 쟁점)의 해양전략을 다룬다. 7장을 통해서 해양강
국건설을 견인하는 중국의 해양전략을 이슈별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우
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8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행정 및 정책에 관한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
구의 함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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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
1. 연구의 방법
첫째, 중국 해양 관련 문헌연구를 분석한다. 중국 연구에서 가장 어려
운 점은 적실성 있는 관련 자료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
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헌연구이며, 관련 문헌을 심도 있
게 분석하여 내용을 파악하거나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해양 관
련 선행연구를 국문, 중문, 영문, 일문 문헌으로 검토·분석한다. 국가별로
다루는 이유는 각 국가에서 중국 해양에 관해 주로 어떤 이슈에 주목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해양 관련 이론, 사례, 법령 등
(법률, 조례, 결정, 통지, 의견, 지침 등), 정책 관련 문건, 서적 등 문헌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학술적 분석을 수행한다. 다만, 본 연구는 중국의
해양 행정과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문헌을 위주6)로 활용해서 중국의 입장과 전략을 파악하는
것을 기본적인 연구접근7)으로 한다.

6) 바다 명칭은 각국마다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각국마다 영토주권이나 위치 등에 따라 바다 용어를 다르게 사
용한다. 우리나라는 바다 3면을 서해, 남해, 동해로 부른다. 반면, 중국 정부나 학자들은 중국 근해를 황해, 남
해, 동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선 중국의 남해를 남중국해(South China Sea)(베
트남은 동해로 칭함), 중국의 동해를 동중국해(East China Sea), 한국의 서해(West Sea)를 Yellow Sea라 주
로 칭한다. 각국마다 입장이나 전략의 차이가 커서, 본 연구에서는 일단 중국 정부나 중국 학계의 자료나 문
헌을 소개, 설명, 분석할 경우에는 중국식 표현인 ‘남해’, ‘동해’, ‘황해’, ‘중한(中韩)’ 등으로 사용하기로 한
다. 그 외 우리나라, 일본, 서구의 자료, 문헌, 관점에서 기술할 때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서해, 한중 등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7) 본 연구 주제의 성격상 연구 접근과 내용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와 문헌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다만, 각국
마다 입장이나 시각 차가 매우 커서 특정한 자료나 문헌으로만 접근할 경우에 연구의 타당성이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해양과 관련된 국가들의 입장과 주장을 충실히 소개, 설명, 분석하는 접
근(approach)을 취하기로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성격상 중국 문헌이나 자료를 충실히 다루기로 한다. 왜냐
하면, 대중국 해양 전략과 한중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여 최적화된 대응이나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차원에서 해양에 대한 중국의 의도, 입장, 전략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체도 연구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중 양국은 서해 경계선 획정, 불법조업, 이어도 등에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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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 해양에 관한 적실성과 특수성8)을 반영하는 시각에서 접근
한다. 중국 해양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학문의 특수
성과 보편성, 즉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고유한 제도적 맥락과 사회과학
의 보편적·이론적 논의를 상호 교차적 시각(김윤권 외, 2012: 23)에서 접
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해양 관련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가 아닌 중국의 국정
운영 차원에서 중국 해양 행정 및 정책을 거시적(해양거버넌스 구조 등),
중범위적(해양 관련 기구나 조직 등), 미시적(핵심 행위자들의 역할 등)
수준을 연구하여 정부 정책결정자나 대중국 이해관계자의 연구 및 교류
협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연구로 접근한다.
넷째, 중국 연구자들과 협업적9) 연구를 수행한다. 협업적 연구는 ⅰ)
연구내용의 타당성 제고, 즉 중국의 해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나 정보를 중국학자들이 집필함으로써 연구내용의
타당성(validity)을 보다 제고할 수 있다. ⅱ) 공동연구를 통해 중국 맥락의
특수성(speciality)을 파악할 수 있고 서구나 우리나라 등의 해양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보편성(universality)을 제고할 수 있어서 적실성(relevance)

제든 충돌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갖고 있다. 해양 관련 적실성과 타당성을 갖는 대중 전략을 수립할 경우에
뒷받침될 수 있는 보고서로 또는 중국 전략을 반박, 비판, 대응할 경우에 필요한 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스탠스이다.
8) 특수성과 보편성 시각에서 접근한다. 이러한 특수성과 보편성은 발견의 맥락(context of discovery)과 타당
성의 맥락(context of validation)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발견의 맥락(context of discovery)이란, 경
험적 탐구의 영역으로 사회과학의 실질적 내용에 관한 문제이며, 타당성의 맥락(context of validity)이란,
방법론 또는 과학적 탐구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따져보는 측면이다(Rudner, 1966: 5-7; 김윤권 외, 2004: 4
에서 재인용).
9) 협업적 연구를 통해서 첫째, 보편성과 특수성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중국 연구에서 특수성만을 연구한다
면 일반성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중국 연구에 관한 자료 접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중국을 연구할 경우에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를 보완하고 보다 적실성과 타당성을 가진 연구를 수행할 수 있
다(김윤권 외, 2019: 38). 이외에도 중국 관련 학자나 공직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서면) 심층인터뷰를 통
해서 문헌연구나 자료 접근의 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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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책제언을 가능케 한다.
다섯째, COVID-19가 지속되면서 불가피하게 중국 출장계획을 취소
한 대신에 중국 해양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핵심 이슈에
관해 서면 심층인터뷰(18명)를 수행한다.

2. 연구의 접근 틀
본 연구는 중국 해양 관련10) 이론적 검토, 실태분석, 거버넌스, 해양의
행정 및 정책, 그리고 해양전략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통하는 이론 혹은 접근법이 요구된다. 당국가
체제인 중국에서 해양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치경제 연구에서 취
한 이론이나 접근법들을 검토11)할 필요가 있다.
중국 연구를 위한 이론이나 접근법 중에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역사
적 제도주의12)의 시각을 적용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를 적용한 논거로는

10) 해양 연구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국제법, 국제정치, 국내정치, 해양산업, 해양경제, 해양
환경 등 여러 학문과 관련된 복잡한 이론이며, 실제이며, 정책이며,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관련 해
양환경이나 국제정치 혹은 해양산업 등의 순수 인과관계나 검증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한 차원인 해양의 행정과 정책 및 전략과 관련된 거시, 중범위, 미시 수준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한다.
11) 중국정치를 연구할 경우에 사용하는 연구 접근방법의 변화과정을 보면, 1950년대의 전체주의 모형이 주류
였고, 문혁기는 다원주의모형 특히 이익집단이론을 중국에 적용한 파벌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문혁후
1970년대는 엘리트연구가 중심이었으며, 1980년대 이후는 정책모형 혹은 구조적·제도적 접근법이 중심
이었다. 특히, 정치학에서 국가주의 이론 및 제도적 접근법에 대한 재강조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인 엘리트 연구보다 개혁개방 시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정책의 제도적 맥락 즉 정책입안, 정책결정, 그리고
시행의 구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는 관료적 구조주의, 구
조적 제도주의, 분절된 권위주의 모형, 역사적 구조주의 등으로 불리는 신제도주의 접근이 주류를 형성하
고 있다. 이 접근법은 중국 정치구조의 최상부에는 권력이 개인화되어 있고 지도자들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하나 권력 최상부의 아래 단위 특히 국무원의 다양한 정책은 주로
공식적 관료조직간 관계나 제도적 맥락을 통해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정재호, 2000:
42-60).
12) 역사제도주의 연구 패러다임, 비교제도주의 연구 패러다임 및 합리선택 제도주의 연구 패러다임을 사용하
여 중국 성급 정부 권력 공간배치의 역사변화, 세계 각국 성급 정부 권력 공간배치 체계의 비교연구 및 중국
성급 정부 권력 공간배치 체계의 실현 상황에 대하여 관련 분석을 하였다(赵国钦, 2016: 195). 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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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의 속성상 원인과 결과라는 명료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보다는
중국의 해양에 관한 역사적 맥락, 권력 불균형 관계, 경로의존성, 제도적
제약, 관련된 다양한 제도 및 행위(자) 간의 연계성(김윤권, 2005: 305)
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접근 틀로서는 Mahoney &
Snyder를 들 수 있다. Mahoney & Snyder는 제도(공식적인 조직·규칙·
절차, 정당체제, 군부조직, 관료제, 헌법·법령 등) 수준을 중심으로, 위로
는 구조(또는 맥락)(세계체제, 국가체제, 경제발전, 문화유형, 정치·사회·
경제적 위치 등), 아래로는 행위(집단의 상호작용, 리더십 등)로 분석 수
준을 계층화하고 있다(김윤권, 2005: 312).
중국의 해양 행정과 정책 그리고 전략을 분석하여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적실성과 타당성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림 1-1>과 같은 접근 틀로 구성하여 수행한다.

(2019: 61)은 중국의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기구 변화와 정책 행위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중국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행위자를 분석하는 하나의 분석 틀로써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활용하여 제도를 정의하고 제도가
어떻게 정착되고 변화가 시작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김윤권 외, 2019: 3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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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본 연구의 접근 틀

해양의 이론적 검토

중국 해양의 실태분석

∙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
∙ 국정운영 및 해양거버넌스의 이해
∙ 해양 관련 이론

∙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
∙ 중국의 근해 지정학 분석
∙ 중국의 글로벌 해양 지정학 분석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분석
∙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구조
∙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행위자(1)
∙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행위자(2)

중국의 해양행정 분석
∙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분석
∙ 중국의 해양기능 분석
∙ 중국의 해양법령 분석

중국의 해양정책 분석
∙ 중국의 해양정책 맥락
∙ 중국의 해양정책 제약 및 개선
∙ 중국의 해양분쟁 조정정책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
∙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
∙ 중국의 지역적 해양전략
∙ 중국의 한미일 해양전략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 연구결과의 요약
∙ 본 연구의 함의
∙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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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글로벌 해양 경쟁시대에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차원인 중
국 해양의 거버넌스, 행정, 정책, 전략 등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대중국 대응전략 수립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기존의 해양 관련 개별 이슈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를 뛰어넘어 중국의
국정운영이라는 거시, 제도, 행위 수준에서 메타적 접근을 통해서 보다
심도 있게 분석·이해한다면 해양거버넌스 행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성장 시대의 뉴노멀 시대(New Normal)를 넘어서서 미중패권전쟁,
글로벌 팬데믹인 COVID-19 등의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시대(Next
Normal)13)에는 이제 어느 정부도 단독으로 글로벌 난제(global wicked
issues), 정책문제(policy problems), 행정수요(public administration
needs), 정부서비스를 해결할 수 없다.
국정운영 관점에서 중국 해양의 행정과 정책 및 전략을 연구함으로 글
로벌 해양강국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쏟아지는 이해상충적인 해양 관련
수요와 이와 관련된 수많은 정책문제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접

13) “어떤 조직은 단기 생존이 유일한 핵심 의제이다. 또한, 어떤 조직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투시하고, 위기
과정에서 어떻게 미션을 재설정하고, 어떻게 다시 일상화로 돌아갈 것인가에 주목한다. 그러나 문제는 다
음 일상화(Next Normal)가 어떤 모습인지? 비록,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COVID-19
는 분명 현재의 일상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Sneader & Singhal, 2020: 2; 김윤권 외, 2020: 49에서 재
인용). COVID-19 이후에 대한 용어로 post COVID-19, After COVID-19, Beyond COVID-19 등이 사용
되지만, McKinsey & Company에서 2020년에 Next Normal이 언급된 이후, 이 용어가 점차 널리 사용되
고 있다. 저성장 시대의 아이콘인 New Normal 시대를 넘어서 지구촌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사회도 인구감
소와 고령화 사회, 저성장과 고용불안, 기후변화, 위기재난 등의 난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장기
적 선찰(foresight)과 대응 연구가 필요하다(김윤권 외, 202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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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는가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해양의 행정과 정책 및 전략은 중국의 국정운영과 정부운영에서
더욱더 중시되고 있다. 중국체제 유지를 위해서이든, 중국 인민의 생활수
준을 위해서이든,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이든 글로벌 해양강
국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미중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그 한복판에 있는 한국의 미래전략은 우리나라 국정운영의 핵심 사안으
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초강대국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숙
명적인 숱한 난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
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는 대한민
국의 생존 및 번영과 직결된다. 이 중에서 중국 해양굴기에 따른 해양강
국건설과 해양운명공동체 등을 주창하는 담론과 정책과 전략은 비단 중
국의 국정운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 국정
운영에도 핵심 사안이다.
본 연구의 함의는 해양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대중국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외교부와 관련 기관들, 우리나라 중앙-지방자치단
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외
중국과 교류협력을 수행하는 각 부·처·청·위원회,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부문(대중국 관련 기업, 관련 전문가 등)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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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
제2절 국정운영 및 해양거버넌스의 이해
제3절 해양 관련 이론

제1절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
중국의 해양14) 행정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이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literature review)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15) 왜냐하면, 선행연구를 통해 그동안 중국 해양
관련 행정 및 정책에 관한 연구가 주로 어떠한 주제와 내용을 다루었으
며,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정보는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이를 통해서 연구 주제나 내용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고, 중국
의 국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1. 중국 해양 관련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해양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다만, 본 연구의 핵심 연구내용과 유사한 선행연구16)는 매우 드물며, 있
더라도 특정 주제(해양 법령, 해양조직 등)에 한정되어 이뤄졌다.

14) sea, ocean, marine, maritime에 대해 각국마다, 학자마다 그 의미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sea는 바다, ocean은 해양 또는 대양, marine 해양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15) 선행연구는 연대, 주제, 대상, 방법 등을 준거로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해양의 행정 및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를 국문, 중문, 영문, 일문 문헌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문헌 유형에 따른 선행연구를 수행하
는 논거로 첫째, 학문적으로 중국 연구는 비교연구 분야에 해당된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거시(macro) 및 중범위(meso) 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둘째, 한국, 중국, 서구, 일본 각
각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중국의 해양에 관한 주된 관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의 해양 관련 연구를 연구 주제별로, 연구 대상별로, 연구 방법별로, 연구 쟁점별로, 연구 시사점별로
접근한다면, 연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해양의 행정 및 정책
에 초점을 두고 이를 한국, 중국, 서구, 일본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 이슈와 그 흐름이 어떠한지를 발견
하는 수준과 범위에서 접근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서 중국 해양 관련 행정과 정책이 글로벌 맥락과 중국의
정치나 경제의 시대적 맥락 등에 좌우되면서 변한다는 의미를 찾도록 한다. 또한, 연도순으로 검토한다면,
해당 시기에 중국 해양에 관한 배경, 의도, 쟁점, 발전, 한계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2000년 이후 수행한 기본과제, 현안과제, 일반사업 과제에서 본 연구 주제 및 핵
심 내용과 관련된 연구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비영리연구기관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도 본 연구 주
제와 핵심 내용과 관련된 연구를 발견하지 못했다. 즉, 중국 해양의 거버넌스와 행정 및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연구는 본 연구가 선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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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 해양과 관련되어 국내 학자를 중심으로 수행된 연
구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연구 목적과 내용은 다음의
<표 2-1>에 제시하였다.

표 2-1

중국 해양에 관한 국문 선행연구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양희철 외
(2008)

(제목) 중국 해양 관련 법령의 발전과 입법체계에서의 지위와 해석
(연구 목적) 중국의 해양 관련 국내 입법체계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하기 위함
(주요 내용) 중국 해양법의 발전과 주체, 해양 관련 법률제도의 특징, 중국 중앙법률과 입법체계의 이해
및 입법법 제정, 법률해석의 권한과 책임

이원봉
(2009)

(제목) 중국의 해양전략
(연구 목적)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통해 나타난 해양전략의 내용과 특징 분석
(주요 내용) 중국의 해양 환경과 국가전략, 중국의 해양전략, 중국의 해양안보전략과 해군전략

유예리
(2012)

(제목) 중국 해양지적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연구 목적) 중국 해적제도에 대한 법체계와 법조문 중심으로 중국에서의 해양지적의 개념, 해양지적의
관리 운영체계, 특징 분석
(주요 내용) 중국의 해양지적제도를 법적(「중화인민공화국 해역사용관리법」), 제도적(해적관리를 전담하
는 조직의 부재), 기술적 측면(「해적조사규범」)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중국의 해양지적관리시스
템을 분석하여 한국의 해양지적제도 도입에 시사점 제시

변창구
(2014)

(제목)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전략과 남중국해 분쟁
(연구 목적)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전략의 변화에 따른 남중국해 분쟁 실패 분석 및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및 중국과 미국 관계에서 전망
(주요 내용)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전략에 남중국해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 평가 및 실질적으로 중국이
추진한 해양전략의 변화와 특성 규명

하도형
(2015)

(제목) 중국 해양전략의 양면성과 공세성
(연구 목적) 중국 해양전략의 추진 목표와 방식, 현황에 대한 총괄적 고찰
(주요 내용) 중국 해양전략의 추진 목표와 방식 및 현황의 양면성으로 공세성에 대한 논란 촉발 원인과 해양전략
강화의 실체이자 공식적 방침 관련 국가정책에서 공세성 강화 추세 규명

안슬기
(2017)

(제목) 중국 해양관리기구 재편
(연구 목적) 중국의 해양관리기구인 국가해양국의 조직개편 과정을 통해 해양에 대한 중국의 관리체계
전환과정 분석
(주요 내용) 국가해양국이 설립된 전후의 기능과 역할 기술, 국가해양국이 해군의 지도체제에서 국무원의
관리를 받게 된 원인 설명, 국무원 소속하의 국가해양국 조직의 개편, 확대된 원인과 현황, 새로운 해양조
직 설립이 갖는 정치적 함의 분석

곽수경
(2018)

(제목) 중국의 해양강국 전략과 중화주의
(연구 목적) 쑨원에서 시진핑까지 중국 지도자들의 해양인식과 정책방향 분석
(주요 내용) 제18회 당 대회에서 해양강국 선언에 이르는 과정과 양대 실천 전략으로 도서 분쟁과 해양실크
로드정책을 고찰하면서, 중화주의의 이중적 성격 논의

박영민
(2018)

(제목) 중국의 해양 정책과 북극 전략 연구
(연구 목적) 중국의 해양 정책의 변화와 북극정책 내용 분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도출
(주요 내용) 80년대 이후 중국의 해양 정책을 ‘일대일로 정책’ 관점에서 분석, ‘빙상실크로드와 관련성
바탕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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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안슬기
(2019)

(제목) 중국 내 해권(海權에) 관한 담론 연구
(연구 목적) 중국이 내륙강국에서 해양강국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모색함에 따라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는
해권 담론틀 분석
(주요 내용) 서구식 해양력 개념 도입 후 중국의 지도부, 학계, 군부 등의 학습 과정 및 중국 특색의 해권
개념 형성 배경 분석/중국 내 해권의 중요성, 중국 특색의 해권의 운용범위 및 해권 운용의 향후 방향 분석

김진호
(2020)

(제목)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
(연구 목적)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전략 및 전략 의도 및 대응 방안 논의
(주요 내용) 중국 해양전략과 관련된 회색지대전략 사례(미국과 중국의 보고서, 논문, 인터넷 기사 등) 분석
을 바탕으로 중국 해양전략 의도 분석

김현승·
신진
(2020)

(제목) 4차 산업혁명시대 중국의 해양 지능화작전 추진과 대응 방안
(연구 목적) 한미 해군의 해양압박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 지능화작전 동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주요 내용) 중국의 해양 지능화작전 추진 배경, 무인체계와 인공지능 중심의 중국의 해양 지능화작전 능력
구축 현황, 향후 중국 해군의 해양 지능화작전 야성 및 한국 안보에의 시사점 논의

김인환
(2021)

(제목) 중국 국력 성장과 동아시아 해양 분쟁의 격화 가능성
(연구 목적) 대만과 양안문제, 일본과 동중국해 갈등,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 중국의 무력사용에 의한
급격한 영토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 제시
(주요 내용) 중국의 성장과 해양 분쟁 가능성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과 분쟁 당사국의 방어 능력, 미국의
개입 의지, 무력행사에 대한 중국의 비용 등을 바탕으로 중국과 동아시아 해양 분쟁 가능성 논의

반길주
(2021)

(제목) 중국의 투트랙 해양군사력 구비전략과 한국의 도전과제
(연구 목적) 중국 해군력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중국의 해양전략과 전략기획을 연계시키는 연구의 필요
성 제기
(주요 내용) 해군력 열세에 있던 중국이 과도기적 기간에 최소한의 작전효과 달성을 위해 추진했던 거부능
력과 투사능력의 병행 전략기획의 추진과정 분석

<표 2-1>에 제시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중국 해양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중국의 해양 정책 및 제도, 조직에 대한 분석과 더
불어 정치학적 관점에서 중국의 해양군사력과 근접 지역과의 분쟁에 대
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들을 연구 시점별로 분석하면, 이원봉(2009)의 연구에
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해양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주로 다루면서
국가전략 및 안보 차원에서 중국 해양전략을 분석했다. 2010년 초반에는
중국의 해양전략이 남중국해 분쟁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국 해양 관련 법
령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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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는 중국 해양관리 기구개편을 중심으로 해양강국으로 변모하는 중국
의 전략과 해권(海权)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면서, 해상에서 중국의 영
향력 강화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분쟁, 갈등 등이 선행연구들에서 다뤄
졌다. 2020년에 들어서는, 여전히 중국의 국력 성장에 따른 해양 분쟁과
갈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중국의 해양 전략 및 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들을 도출하였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논의된 중국의 해양
지능화 작전에 대한 분석도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양 회색
지대전략과 전략기획 등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면서, 해양강국으로 급부
상하는 중국의 역할과 한국의 도전과제를 제시하였다.

2. 중국 해양 관련 중문 선행연구
중국 학자들의 중국 해양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 관련 연구를 접근 가능한 문헌을 기준으로 검토한다면,
2010년 이전에는 연구 자체가 매우 드물었는데, 2010년 이후에는 해양
관련 연구가 급증하였다.17) 이 중에서 본 연구에 유의미한 중국 해양거
버넌스, 해양 전략, 행정,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를 <표 2-2>에 정리했다.

표 2-2

중국 해양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저자(연도)
桐声

(2003)

연구 주요 내용
(제목) 关于中国东海的钓鱼岛专属经济区和大陆架间题的法律分析
(연구 목적) 중국 동해의 댜오위다오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분석
(주요 내용) 댜오위다오 및 동해 전속 경제지역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중국 주장 및 일본 주장, 공동개발
협력이 국제사법 판결보다 유리

17) 중국 中國知網(www.cnki.net)에서 관련 핵심어들을 검색한 결과 “해양제도”는 11,111건, “해양정책”은
924건, “해양전략”은 2,496건, “해양행정”은 833건, “남중국해”는 37,509건, “일대일로”는 76,288건, “북
극항로”는 583건 등으로 검색되었다(2021.6.2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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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제목) 现代海权与国家海洋战略
刘新华·秦仪 (연구 목적) 현대 해권에 불가결한 해권자원, 해양전략, 해양능력에 대한 탐색
(2004)

刘中民

(2011)

(주요 내용) 해권형성 이론 심화 및 차원 전환, 해권자원, 해양전략 및 해양능력 차원에서 국가해권의 형성
기제 및 명시화
(제목) 国际海洋形势变革背景下的中国海洋安全战略: 一种框架性的研究
(연구 목적) 국제해양 변화 아래 해양안전 전략 중요성에 주목
(주요 내용) 거시적으로 중국 해양안전을 중시하고 미시적으로 중미와 해권 문제 처리, 중국과 일본, 중국과
동남아국가 해양권익 분쟁 해결 제시

(제목) 中韩海洋权益问题研究
辛圆·黄硕琳 (연구 목적) 한국과 중국에 존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쟁점 논의
(2013)

(주요 내용)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경계획정 원칙, 이어도 문제, 해양자원개발 문제, 해양권
익 문제 대응 전략

(제목) 中国海洋行政管理的职能定位与机构创新
姜秀敏·陈华
(연구 목적) 중국 행정관리체계 관련 법리 정리, 성격 파악, 개혁방안 설계
燕
(2014)

吴宾·王琪

(2014)

郑志华

(2015)

张海柱

(2016)

王刚·袁晓乐

(2016)

(주요 내용) 중국 행정관리체계 및 직권 구분, 해양관리 주관부문의 성격, 해양특별구 정부의 직권 구분
및 조직설계

(제목) 海洋社会组织的基本理论问题分析-兼论海洋社会组织在海洋强国建设中的地位与作用
(연구 목적) 해양사회조직의 개념, 유형 기능 등 기본적인 이론 문제 탐색
(주요 내용) 해양사회조직의 개념 및 내용, 해양사회조직의 분류 구분, 해양강국건설 과정에서 해양사회조
직의 지위와 작용
(제목) 中国崛起与海洋秩序的建构—包容性海洋秩序论纲
(연구 목적) 굴기 과정에서 중국의 국제해양질서 구축과 조정의 탐색
(주요 내용) 자유주의 해양질서관의 기여와 함정, 중국의 해양질서 구축에서의 역할 및 비전 설정, 포용성
지향적 해양질서 구축
(제목) 政府工作报告中的海洋政策演变—对1954-2015年国务院政府工作报告的内容分析
(연구 목적) 1954~2015년 국무원 정부업무보고 중 해양정책 변화 분석
(주요 내용) 중국 정부의 해양정책 시행에서 해양정책 비중 변화, 해양정책의 지속성, 미래 해양정책의 정책
선택 등
(제목) 我国海洋行政管理体制及其改革—兼论海洋行政主管部门的机构性质
(연구 목적) 중국 해양행정 주관 기구의 성격 분석을 통해 해양행정관리체계 및 개혁을 이해
(주요 내용) 중국 해양행정관리체계 및 직권, 중국해양 주관부문의 성격, 해양특별구 정부의 직권 및 조직설계

(제목) 中国海洋环境管理体制: 变迁, 困境及其改革
(연구 목적) 중국 해양환경관리체계 현상 및 문제 분석, 개혁 방식 제기
王刚·宋锴业
(주요 내용) 중국 해양환경 관리체계의 변화(분산형 직능화 → 반집중 결합화), 업계직능관리에 기반을 둔
(2017)
중앙기구의 지방까지 수직 팀, 행정구역 행정에 기반을 둔 지방기구의 해양까지 연장, 중국 해양환경관리
체계의 내재적 문제, 해양환경관리체계 개혁 방안
刘叶美·
殷昭鲁

(2019)

(제목) 新中国70年中国共产党海洋政策探析
(연구 목적) 70년 동안 추진된 중국 해양정책을 분석하여 해양강국의 전략을 탐색
(주요 내용) 중국공산당 해양정책의 변화, 21세기 중국 공산당 해양정책의 특징(해양의 글로벌화, 해양지위
의 전략성, 해양정책의 시대성), 미래 중국 해양강국건설의 대책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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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저자(연도)

毛可佳 等

(2019)

刘新华

(2019)

李振福

(2020)

王琪·崔野

(2020)

吴士存

(2020)

刘喆

(2021)

연구 주요 내용
(제목) ‘政社分开’大背景下社会组织创新发展的思考与建议—以海洋社会组织为例
(연구 목적) 중국 해양사회조직의 행위(해양 연구 활동, 해양업계 규범화, 해양 서비스 등)를 분석하여 중국
정부와의 협력관계 이해
(주요 내용) 중국 해양사회조직의 환경, 제약요인, 정부와의 관계, 해양 사회조직의 역할, 독립성과 조직성,
지원정책 등
(제목) 新时代中国海洋战略与国际海洋秩序
(연구 목적) 새로운 시대 중국 해양전략과 국제해양질서를 이해
(주요 내용) 해양의 자연지리 특징 및 지정학적 의미(해양의 전체성, 개방성, 접근가능성, 자원성), 역사적으
로 중국의 지역 해양질서, 조공제도를 통한 해양질서, 중국 담론체계의 구축, 서구 글로벌 국제해양질서
및 규칙 이해, 국제해양질서 담론체계, 미국 주도 국제해양질서의 변화 , 신시대 중국 해양전략
(제목) 中国的北极观理论体系构建
(연구 목적) 중국의 북극에 대한 관점, 이론체계 논의
(주요 내용) 중국 북극관의 핵심 개념, 북극 권익, 빙상실크로드, 북극항로 체계, 중국의 북극관의 접근 원칙
과 기본 이론, 중국 북극관의 과학문제와 방법체계
(제목) 面向全球海洋治理的中国海洋管理: 挑战与优化
(연구 목적) 중국 해양거버넌스를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관점에서 접근하여 도전과 대응
(주요 내용) 글로벌 해양거버넌스가 중국 해양관리에 영향을 준 도전,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관점에서 중국
해양거버넌의 현실적 도전,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직면한 중국 해양관리 최적화 대책
(제목) 全球海洋治理的未来及中国的选择
(연구 목적)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전망과 중국의 해양거버넌스에서의 역할
(주요 내용)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지역주의 경로와 글로벌주의 경로, 주요 참여국가들의 일방주의와 보호
주의 도전, 글로벌주의 vs 지역주의 미래 전망
(제목) 南海问题的新形势与挑战—2020 年度 ‘南海论坛’ 综述
(연구 목적) 중국 남해에서 핵심 이슈 의제 논의
(주요 내용) 중국 남해에서 중미 대국 경합, 남해분쟁의 국제화 추세(문제와 도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과 아세안 관계, 새로운 시기 남해 관련 법률 문제

<표 2-2>에서 볼 수 있듯, 2010년대 이전에는 중국 해양 관련 연구가
매우 드물었으며, 연구 주제는 중일 간 댜오위다오(钓鱼岛及其附属岛屿)
(일본명 센카쿠 열도) 법률문제, 해권 및 해양전략 등에 관한 것이었다.
2010년대에는 해양안전, 한국과 중국 해양권익 문제, 중국 해양행정관리
기능 및 기구, 해양 사회조직, 해양질서, 해양정책 변화, 해양환경관리체
계, 중국공산당 해양정책, 새로운 시대 해양전략 및 해양질서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최근에는 해양강국, 북극항로, 남중국해, 글로벌 해양질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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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논문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학자들의 해양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중국이 강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서 이에 걸맞은 역할과 구질서의 변화를 모
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중국 학자 사이에서 주류임을 파악할 수 있다.
상당수 문헌들이 중국 스스로의 입장에 매우 함몰되어 있고, 겉으로는 평
화로운 질서와 이용을 외치지만 실상은 해양질서의 새로운 역할 변화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중국이 주변국에 일으키는 갈등이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는 접근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 중국 해양 관련 영문 선행연구
중국의 해양에 관한 서구 문헌 중에서 유의미한 문헌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중국 해양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Buszynski &
Sazlan
(2007)

(제목) Maritime Claims and Energy Cooperation in the South China Sea
(연구 목적) 에너지 경쟁 시각에서 남중국해 분쟁 연구
(주요 내용) 중국을 포함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대만 등 탄화수소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남중국해 에너지 협력에 대한 논의 및 에너지 협력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석유개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

Lanteigne
(2008)

(제목) China's Maritime Security and the “Malacca Dilemma”
(연구 목적) 중국 경제에 해양 무역의 중요성과 말라카 지역 보안 강화 및 강대국과 협력에 대한 연구
(주요 내용) 베이징의 항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말라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논의,
즉 해군의 현대화가 해결하지 못하는 안보 문제를 연안 국가 및 강대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음을 적시

Ross
(2009)

(제목) China's naval nationalism: Sources, prospects, and the US response. International
Security
(연구 목적)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의 해상 패권 야망에 대한 연구
(주요 내용) 미국의 해군 지출 및 배치 증가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미중 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노력과 협력 논의, 미중 해군경쟁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미국 해상 패권 도전에 대한 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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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Kaplan
(2010)

(제목) The Geography of Chinese Power: How Far Can Beijing Reach on Land and at Sea?
(연구 목적) 중국의 해상세력 범위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베이징 영향력 논의
(주요 내용) 미국의 해상패권 하에서 중국의 해상세력의 지정학적 우위를 결정하는 육지와 해상에서의
베이징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 및 중국의 경제 부상으로 인한 동반구 세력 균형에 대한 논의

Buszynski
(2012)

(제목) The South China Sea: Oil, Maritime Claims, and U.S.–China Strategic Rivalry
(연구 목적)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토권 및 에너지 자원에 대한 경쟁 분석
(주요 내용) 남중국해에 주둔하는 미 해군이 야기하는 미국과 중국의 영토권과 에너지 경쟁 및 분쟁, 아세
안 안보 및 분쟁에 대한 논의, 미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이해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촉발될 위험에 대한
진단

Glaser
(2012)

(제목) Armed Clash in the South China Sea
(연구 목적)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논쟁 연구
(주요 내용) EEZ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 긴장으로 중국이 추진하는 해군 현대화 및 미군이 진단하는
중국 해군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논의

Kim
(2012)

(제목) China and Japan Maritime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A Note on Recent
Developments
(연구 목적) 에너지 자원공동개발을 위해 중국과 일본이 합의한 조항을 바탕으로 양국 간 동중국해(east
china sea) 해양분쟁 상황분석
(주요 내용) 중국과 일본의 동중국해 공동개발 이슈분석, 합의 해석, 미래 협상 내용 등을 분석하고 국제관
계 맥락에서 중국과 일본 간 동중국해 해양분쟁 분석

Buszynski &
Robert
(2014)

(제목) The South China Sea: Stabilisation and resolution
(연구 목적) 남중국해에서 중국으로 인해 발생되는 타 국가와의 갈등 관리에 대한 논의
(주요 내용)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중국과 타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 취해야 할 입장,
태도, 정책 등에 대한 논의

De Castro
(2013)

(제목) China and Japan in maritime Southeast Asia: Extending their geo-strategic rivalry by
competing for friends
(연구 목적) 중국과 일본 간 해양 지리적 전략 경쟁이 동남아시아로 확대되는 현상 분석
(주요 내용)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일간 정책, 입장, 행동에 대한 분석으로 동남아시아 해양 안보에 대한
경쟁 분석 및 갈등 증가가 초래할 아세안 평화 위협 논의

Amer
(2014)

(제목) China, Vietnam, and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and Dispute Management
(연구 목적) 남중국해 발전에 따른 중국과 베트남 관계 분석
(주요 내용) 1991년 관계가 정상화된 중국과 베트남 간 국경분쟁관리 접근 방식을 거식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두 국가가 남중국해 분쟁, 긴장 및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 제시

Erickson
(2014)

(제목) China’s naval modernization: The implications of sea power
(연구 목적) 중국의 해군 현대화가 해상력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주요 내용) 시진핑의 PLAN 개발 황금기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해군 현대화가 해안 경비대와
협력하여 해상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중국 해군 현대화 개발,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 시간 등 논의

Kardon
(2015)

(제목) China's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Organizing To Become A Maritime Power
(연구 목적) 중국 해양의 권리와 이익을 정의·보호·확대하기 위한 법적 방법을 탐색하기 위함
(주요 내용) 중국 해양 권리와 이익 분석을 위한 정치적·법적 맥락, 해양권력을 위한 중국 해양권리와
이익, 근대 중국의 법제(Head, Hands and Feet), 법적 업무를 통한 중국 해양권리와 이익 보호, 효과
적인 통제(EEZ 사례), 정책결정자를 위한 함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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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저자(연도)

연구 주요 내용

Mallory
(2015)

(제목) Preparing for the Ocean Century: China's Changing Political Institutions for Ocean
Governance and Maritime Development
(연구 목적) 중국의 해양개발 전략과 해양관리를 위한 조직 논의
(주요 내용) 중국의 해양경제 이해관계를 논의하면서 해양경제 발전에 필요한 거시적인 해양전략 필요성
및 해양정책 발전을 위한 정치제도 발전 필요성 등 논의, 21세기에 중국과 해양분쟁 가능성이 큰 미국
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중국의 해양전략의 함의 도출

Yoshikawa
(2016)

(제목) China's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and Local Government
(연구 목적) 중국 개혁개방 이후, 일대일로 관점에서 연안 지역 지방정부의 새로운 해양정책 모델 탐색
(주요 내용) 중국 지방정부가 해양 일대일로의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지방정부(예: 광둥성 관점에
서 경계계획수립 및 해양정책 통합 논의

영문 문헌에서 중국 해양과 관련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시계열
로 살펴보면, 중국의 해양에 대한 개념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의 해양분쟁
에 관한 시각을 제시하거나, 중국의 해양권력 강화에 따른 해군 현대화,
자원개발, 해양정책 및 정책결정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 후반에는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중국과 타 국가 간 에너지
경쟁에 대한 논의, 중국경제 발전에 따른 해양무역의 중요성, 중국의 해
상패권 야망 등 중국경제 발전에 따라 중요시되는 중국의 해상패권에 대
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2010년 초반에는 중국의 해상패권 급부상에 따라 야기되는 미국과의
해상 갈등(영토권 및 에너지 자원 등)에 대한 문제, 중국의 해상 세력 확
장에 대한 논의 등이 주를 이루면서, 중국의 해상권에 대한 관심과 정책,
전략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타 국가들 간 지리적
경쟁의 확산을 논의하면서 중국이 타 국가들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
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전략, 입장 등을 도출했다. 또한, Kardon(2015)
은 중국 해양의 권리와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방법을 탐색하면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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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통제 사례로 EEZ를 제시하고,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정책적 함의
를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서 부각되는 지방정부의 해
양 정책 및 전략을 다루면서, 지방정부의 차원에서의 해양전략 수립의 중
요성도 제시했다.
2010년 후반에는 중국의 해양개발전략을 위한 조직 구조 및 설계에
대한 논의와 일대일로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해양정책 모형 탐색 등의 연
구가 수행되면서, 기존에 해상패권 중심으로 다루어지던 중국 해양 연구
가 중국 해양 조직, 정책, 제도 선진화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4. 중국 해양 관련 일문 선행연구
일본에서는 1980년대 이후 중국이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해양을 이
용하게 되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정치학, 행정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대부분 문헌연구나 사례분석에 의
존하고 있다.
우선 중국 해양전략의 본질을 고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중국 외교정
책을 연구해 온 아오야마 루미(青山瑠妙, 2011)는 중국 해양진출의 특징
으로 대외적 협력 자세와 강경한 자세의 양립을 제시했다. 그 원인으로
중국 정치체제가 여전히 권위적이면서도 다양한 행위자가 대외정책에 관
여하는 현상, 즉 ‘분단된 권위주의’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해양전략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강화되었을까? 쿠라모치 하지
메(倉持一, 2014)는 중국 해양전략의 근저에는 ‘전략적 변경지역’(戦略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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辺疆)이 있다며 1990년대부터 군사와 경제, 대외홍보의 측면에서 해양진

출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토 요헤이(後藤洋平, 2016)는 중국의
해양진출 관련 문헌에 다수 등장하는 ‘해상권익’(海权)이라는 개념을 들
어 중국의 해양정책을 논의한다. 해양권익은 2000년대 후반에 빈번하게
등장했다(青山瑠妙, 2011: 269). 후지키 다케야스(藤木剛康)는 2009년
이후 중국외교가 강경화로 선회했으며, 이는 후진타오(胡锦涛) 국가주석의
외교방침 수정, 중국에서 군과 이익집단의 대두, 내셔널리즘의 대두 등과
같은 국내적 요인과 함께 미국과의 경쟁이라는 국제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지적했다(2013). 고토는 시진핑(习近平)의 ‘일대일로’(一带一路) 구상을
통해 해상권익에도 군사적 색채가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아오야마는
2006년 전후로 중국의 대외정책이 전환점을 맞이했으며, 해양정책도 양보
불가능한 ‘핵심이익’이 되었다(益尾知佐子, 2017: 184-6)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해양정책 담당 부처와 단속 조직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우선 코타니 슌스케(小谷俊介)는 2000년 중반 이후 중국에서 해양권익이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2013년에 해상법집행기관이 통합되면서 이는 더
욱 활발해졌다고 지적한다(小谷俊介, 2013). 마스오 치사코(益尾知佐子,
2017)는 해양 관련 국제분쟁이 격화된 후진타오 정권에서 국무원 행정조
직인 국가해양국이 행정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왔다며 그 임무와 역할,
정책적 변화를 고찰했다. 마스오는 중일관계가 악화되면서 해양정책이
국가전략의 중심부로 자리 잡았으며, 국가해양국이 2013년에 중국해경
국을 거느리게 되면서 배타적인 ‘권익옹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益尾知
佐子, 2017: 16-18; 2019)고 지적했다. 또한, 시진핑 정권에서는 해양정

책이 ‘일대일로’ 구상의 또 다른 축이 되었으며 국가해양국의 위상도 강
화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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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 준이치(竹田純一)는 중국해경국이 2018년에 중국인민무장경찰
부대(中国人民武装警察部隊)에 편입되는 과정을 소개하며 군경분리를 유
지해 온 일본 해상보안청과 비교했다(竹田純一, 2013: 2019). 다케다는
중국해경국이 ‘준군대’가 되었으며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되었
다고 지적했다.
표 2-4

중국 해양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저자(연도)
青山瑠妙

(2011)

藤木剛康

(2013)

小谷俊介

(2013)

宮田敦司

(2014)

益尾知佐子

(2017)

竹田純一

(2019)

연구 주요내용
(제목) 海洋主権と中国の政策
(연구목적) 중국 해양정책의 본질과 특징
(주요내용) 중국 해양진출의 특징으로 대외적 협력 자세와 강경한 자세의 양립을 제시. 그 원인으로 분단
된 권위주의를 제시
(제목) 南シナ海問題をめぐる国際関係の構図(2009~2012年)
(연구목적) 2009년에서 2012년까지 남중국해 문제 관련 국제관계 분석
(주요내용) 남중국해 문제에 후진타오의 외교방침 수정, 중국에서 군과 이익집단의 대두, 내셔널리즘의
대두 등과 함께 미국과 경쟁요인도 작용
(제목) 南シナ海における中国の海洋進出および「海洋権益」維持活動について
(연구목적)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진출과 해양권익 유지활동
(주요내용) 2000년 중반 이후 중국에서 해양권익이 강화되었으며, 2013년에 해상법집행기관이 통합되
면서 기능 강화
(제목) 中国の海洋戦略
(연구목적) 중국의 해양전략과 공격적인 해양패권의 영향
(주요내용) 군사력을 동반한 중국의 해양패권과 주변국 위협 현황. 경제전략과 군사전략으로 추진하는
중국의 해양전략
(제목) 中国海洋行政の発展
(연구목적) 중국 국가해양국의 성립과 발전과정, 해양정책의 변화 고찰
(주요내용) 중일관계가 악화되면서 해양정책이 국가전략으로 격상, 국가해양국이 2013년에 중국해경
국을 거느리면서 배타적인 권익옹호 활동을 추진
(제목) 中国海警局（武警海警総隊）と海上保安庁
(연구목적) 중국해경국의 특징과 해상보안청과의 비교
(주요내용) 2018년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에 편입된 중국해경국, 일본 해상보안청과 비교. 중국해경국
의 ‘준군대’ 전환과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

(제목) 漁業と国境
濱田武士・佐々
(연구목적) 해양분쟁의 정치적·경제적 원리를 밝히고, 어업의 미래를 모색
木貴文
(2020)

坂元茂樹

(2020)

(주요내용)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해양분쟁으로 인한 어업 현황, 영토분쟁과 자원 민족주의, 어업
의 과제

(제목) 侮ってはならない中国
(연구목적)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진출과 일본의 대응전략
(주요내용)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진출, 국제법상 일본의 대응전략. 중국공선에 대한 단
속 강화 등 대응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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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전략은 경제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주로 후자의 연구가 많다. 전자의 논의로, 우선 이시다 오사무(石田収,
2012)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논의하는 경우가 많으나
중요한 것은 비군사적 측면의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해양발전전략과 경
제발전전략이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하마다 다케시와 사사
키 타카후미(濱田武士·佐々木貴文, 2020)는 접경수역에서 중국 등의 월
경조업을 사례로 들면서 영토분쟁이 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고찰했다.
그러나 중국의 해양전략 강화는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을 야기하면서
연구대상으로 부상했다. 특히, 분쟁이 격화되면서 사례분석도 잇따랐다.
우선, 오시마 에이치(大嶋英一, 2019)는 중국이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에
휩싸이는 것은 「협약」을 일반적인 해석과는 다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
적했다. 이를 ⅰ) 영해와 접속수역(毗邻区)에서 군함, ⅱ) EEZ에서 군사적
활동, ⅲ) 역사적 권리, ⅳ) 섬·바위·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18))·
암초, ⅴ) 대륙붕 경계획정 등의 해양정책에서 「협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사례를 분석했다. 그는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했다(大嶋英一, 2020).
사토 코이치(佐藤考一, 2018)는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양진출을 ‘저강도 분쟁’으로 분류했다. 중국해경과 해군은 교전을 주로
이용하고 분쟁의 수단으로는 소형 해군함정이나 해상보안기관의 선정,
그리고 어선도 활용한다는 것이다.

18) 「협약」에서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란, 썰물일 때에는 물로 둘러싸여 물위에 노출되나 밀물일 때
에는 물에 잠기는 자연적으로 현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과거에 간조 노출지는 각종 문헌이나 조약 등에서
drying rock bank라 언급되기도 했다(Churchill & Lowe, 1999: 4; 김태영, 2012: 4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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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접어들어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영토분
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중국의 해양전략을 분쟁에 초
점을 맞춘 연구가 늘어났다. 히라마츠 시게오(平松茂雄)는 일찍부터 중국
의 공개 자료를 대상으로 해양진출을 연구했다. 특히, 해군의 움직임에
주목했다. 히라마츠는 1990년대 초부터 중국의 해양진출을 해군전략의
관점에서 연구해 왔다. 그는 중국 해군이 일찌감치 해양진출을 추진하면
서 남중국해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平松茂雄, 1991), 중국 해군이
대륙 주변 해역에서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
군도),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등으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平松
茂雄, 1993)고 지적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남중국해에서 해양 실효

지배를 확대하면서 태평양 심해로 전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平松茂雄, 2002).
일부 연구자는 중국의 해양정책을 군사전략으로 연결시켜 분석한다.
주로 보수우익단체의 연구소나 방위성 출신 연구자, 보수주의 연구자 등
이 연구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보수우익의 싱크탱크는 보고서와 논문
을 발행하거나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사
카와재단(笹川平和財団)은 해양정책연구소(OPRI)를 설립해 주요국의 해
양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해양백서(海洋白書)」를 발간하
고 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도 영토역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
본재단(日本財団)도 해양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논의를 살펴보면, 카네다 히데아키(金田秀昭, 2012)는 근해
에서 원양으로 해상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패권적 해양전략이 일
본의 안전보장과 방위에 심각한 위협을 미칠 것이며, 해양입국을 확립하
고 자율방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방위성 방위연구소의 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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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후미(飯田将史, 2013)는 중국의 적극적인 해양진출은 해저자원 개발
이나 항로개척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 머물지 않고 도서 영유권과 해양권
익 등 타국과의 분쟁에서 이기기 위한 안전보장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고 경계한다. 인접국과 충돌을 일으켜 자유롭고 열린 해양질서를 깨트리
는 중국의 해양정책에는 군사적인 팽창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방위대신
을 지낸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는 중국이 국가영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
역에 군사적으로 진출해 근거도 없이 영유권을 주장해 타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표적으로 2014년 초부터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
하며 인공섬을 건설해 주변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
히, 시진핑 정권에서는 해양패권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다(海洋政策研
究財団編 2013; 佐々木健 2016; 坂元茂樹 2020).

중국 해군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연구도 적지 않다. 히라마츠(平松茂雄,
1991)는 이미 1990년대 초에 중국 해군의 현대화를 지적했다. 미야타
아츠시(宮田敦司, 2014: 132-147)는 “중국이 해양패권 경쟁의 중심에서
군사력을 내세워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으로 진출해 주변국을 위협
하고 있으며, 중국의 해양전략은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경제전략과 군사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타 후미오와 요시다 마
코토도 중국의 해양전략을 군사전력으로 이해하며 자위대의 방위능력 제
고 등을 제언했다(太田文雄·吉田真, 2011). 중국 해군의 성장은 남중국
해에서 센카쿠 열도를 넘어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까
지 나왔다(浅野亮·山内敏秀編, 2014).
법학자 사카모토 시게키(坂元茂樹, 2020)는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
국해에서 핵심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해양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의 대응전략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논의했다. 사카모토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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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서 법의 지배와 남중국해 중재재판을 거론하며 항행의 자유를 확보
해야 하며, 출몰하는 중국 공선(公船)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5. 선행연구의 함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본 연
구는 문헌 유형에 따른 접근을 해당 국가(또는 지역)에서 중국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어떤 시각이나 이슈에 초점을 두고 보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
으로 한국, 중국, 서구, 일본 문헌으로 구분하여 접근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중시하는 연구 초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해양전략, 해양 관련 법령 분석, 해양관리 기구개편,
해권, 해양분쟁, 해양 지능화 작전, 회색지대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중문
선행연구에서는 댜오위다오 갈등, 해권, 해양전략, 해양행정관리, 해양
사회조직, 해양질서, 해양정책, 해양전략, 해양강국, 북극항로, 남중국해
등의 논문이 급증하고 있다. 영문 선행연구에서는 중국의 해양에 대한 개
념분석, 분쟁에 대한 시각, 해군 현대화, 자원개발, 해양정책 및 정책결정
과정, 해상패권 야망, 미중 해상 갈등, 일대일로에 따른 지방정부의 해양
전략 등이 다뤄졌다. 일문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중국의 해양정책, 남중국
해 문제, 해양전략과 공격적인 해양패권, 국가해양국의 성립과 변화, 중국
해경국의 특징, 해양분쟁,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진출과 중국의 대응전략
등이 주로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문, 중문, 영문, 일문의 선행연
구를 보면, 주로 특정 이슈나 연구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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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본 연구는 국정운영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중국 해양 관련 거버넌스,
행정, 정책, 전략 차원에서 주요 쟁점들을 입체적으로 다루어, 정책결정
자, 학술연구자, 비즈니스 이해관계자 등에게 중국 해양의 거버넌스, 행
정과 정책, 그리고 전략을 거시, 중범위, 미시 수준에서 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되도록 뒷받침 되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에서 차별성이 있
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특정 시대나 주제, 사례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이뤄
져서 중국 해양 관련 중국 국정운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환경(Political, Economical, Social, Technological)
의 급변, 특히 미중무역전쟁 및 패권전쟁, 일대일로 등에서 중국해양의
주요 쟁점(관련 이론, 실태,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 및 역할, 해양 행
정 및 정책, 미래전략 등)을 거시적 맥락, 제도, 행위 차원에서 체계적으
로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해양 관련 국정운영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우
리나라의 대중국 해양 전략수립과 분야별 정책대응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연구 방법론의 차별성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문헌연구이
며, 개별 사례 중심으로 이루졌다. 본 연구는 국내 및 중국 현지 연구진
과 과제 정보접근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협업적으로 연구(집필 및 심층인
터뷰)할 것이다. 문헌도 국문, 중문, 영문, 일문으로 비교연구가 가미되고
입체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중국의 해양 관련 주요 이슈
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COVID-19로 중국 출장이 어려운 관계로 개
별심층인터뷰(서면)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대안별 논거
를 뒷받침한다.
넷째, 선행연구와 이론을 검토하고, 최근 흐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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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선행연구(국문, 중문, 영문, 일문) 및
이론(국정운영, 해양거버넌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태(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 한중일 해양환경 분석, 중국의 해양 인식 변화 등), 중국의
해양거버넌스(해양거버넌스 구조, 핵심행위자인 당,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조직 등)의 철학·전략·핵심 행위자 분석, 중국 해양 행정(해양관리체
계, 기능·기구, 행정자원) 분석, 중국의 해양정책 및 분쟁조정 접근 분석,
중국의 미래 해양전략(글로벌 해양전략, 지역적 해양전략, 한중일 해양전
략),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구성하여 입체적·체계적·논
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연구 주제의 주된 이슈를 파악할 수
있고, 관련 연구의 빈 공간을 확인할 수 있고, 과거-현재-미래의 통시적
(diachronic)인 중국 해양 관련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논점을 도출할 수 있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및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행정과 정책 및 전략은
정태적이고 정형화된 관계가 아니라 글로벌 환경에서 수많은 행위자와
이해관계자의 역할 관계에 따라서 잠재적 혹은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
에 맥락, 제도, 행위 차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하는 접근이 타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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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정운영 및 해양거버넌스의 이해
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핵심 키워드로 작용하는 국정운영의 의미와
차원 그리고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로 한다.

1. 국정운영의 의미
국정운영이라는 용어가 정치나 행정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용어에 대한 명확한 학술적 개념은 내려져 있지 않다. 또한, 국가와 학자
마다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19) 국가 거버넌스는
국정관리 혹은 국정운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 명확한 개념 정의
가 되어 있지 않다. ‘운영’이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형성, 발전, 적용, 유지, 집행, 실행 등)라고 한다면, ‘관리’는 이러한
행위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
라 할 수 있다(김윤권 외, 2019: 62).
그렇지만, 운영과 관리를 ‘국정’과 연계시키면 개념을 정립하기가 더
욱 어렵다. 국정운영과 국정관리가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다양하고 이해상충적인 수요나 정책문제 등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면, 두 용어 간에는 매우 중첩적이고, 모호하고, 역동적
이고, 가변적인 속성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김윤권 외, 2019: 62-3).

19) 정부 부처의 효과적인 운영은 구조와 거버넌스(治理)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Peters, 2001). 국
가 거버넌스 능력과 실적의 개선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통 관료체
제 혹은 계층제의 거버넌스 구조에는 일반적으로 장려와 효율이 결여되어 있다. 시장화, 분권화가 중요한
추세인 오늘날, 전통행정의 생태계는 이미 변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와
조정을 필요로 한다. 거버넌스 구조의 전환은 권력을 주고받는 관계와 책임이 중첩되는 것을 의미한다(徐
晓林·朱国伟, 2013: 15-23; 蒋永甫 等, 2016: 41; 김윤권 외, 2019: 6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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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가 거버넌스를 국정운영과 국정관리로 상호 교호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거버넌스는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집합적으로 결합된 결정이 채
택되고, 집행되는 제도화된 조정 방식으로 이해된다(Mayntz & Scharpf
1995; Mayntz 2004; Scharpf 2000; Börzel, 2010: 6; 김윤권 외,
2020: 69에서 재인용). 따라서 거버넌스는 구조와 과정으로 구성된다
(Scharpf 1997: 97; Mayntz & Scharpf 1995: 19; 김윤권 외, 2020:
69에서 재인용).
첫째, 구조와 관련된 거버넌스는 제도와 행위자 배치와 관련된다. 주
로 계층제, 시장(경쟁체제),20) 네트워크(협상체계)21)로 구분된다. 이들은
이상적인 형태이며, 행위자가 개입하는 정도나 이들이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Börzel, 2010: 6). 둘째,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는 행위자
가 상호 행동에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구하려는 사회적 조정의 방
식을 지적한다. 계층적 조정은 종종 권위적 결정(행정명령, 법정 결정) 형
태를 취하고, 행위자는 복종한다. 반면에 비계층적 조정은 자발적 몰입과
순응에 기반을 둔다. 이해관계의 충돌은 협상에 의해서 해결된다(Börzel,
2010: 7; 김윤권 외, 2020: 69에서 재인용).
현대적 의미의 중국 국가 거버넌스체계란 헌법이 국가 근본대법인 상

20) 정치학에서 시장은 거버넌스로 간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장은 ‘자발적 질서(Hayek)로써 공식적 구조
를 만들려는 의식적·의도적·목적적 노력이 없기 때문이다(Williamson, 1996: 31; Börzel, 2010: 6에서 재
인용). 그러나 시장 기제는 경쟁을 통해서 행위자의 행태를 조정하기 위해서 제도화가 될 수 있다(Benz,
2007; Börzel, 2010: 6에서 재인용). 정치 조정의 시장 기반 방식의 제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경쟁체제의
개념을 사용한다(Börzel, 2010: 6; 김윤권 외, 2020: 69에서 재인용).
21) 거버넌스 문헌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질서, 가령 친족(Ouchi, 1980), 협회(Schmitter & Lehmbruch,
1979; Streeck & Schmitter, 1985)를 식별한다. 네트워크처럼 여기서는 이들을 협상체계로 개념화한다
(Börzel, 2010: 6; 김윤권 외, 2020: 6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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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중국공산당이 효과적 치국이정(治国理政)의 방식과 수단을 통해
‘좋은 거버넌스(善治)’에 필요한 규범적 국가생활의 현대 제도체계와 행
위규범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체계와 행위규범은 국가
건설, 정당건설, 정부건설, 경제건설, 사회건설, 그리고 문화건설과 같은
다양한 영역을 범위로 한다(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역, 2021: 13-4).
국정운영을 국가기구(state apparatus)로 좁혀 설명하면, 이는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논의와 관련된다. 국가기구는 입법부, 사법
부, 행정부로 구성되며,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의 정도, 수준, 범위에 따
라 권력구조와 정부형태가 결정된다. 국정운영의 변화는 헌법 제·개정
또는 정권 교체와 연계되는 차원이라 할 수 있다(김윤권, 2016: 17).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 용어로는 정부운영이다. 국
정운영이 보다 거시적이고 추상적이라면, 정부운영은 다소 중범위적이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관련된다. 정부운영은 국정운영보다 하위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주로 입법부와 사법부와 밀접하지만, 주로 행정부 위주로
작동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운영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견제
와 균형에서 이루어진다. 행정부에 초점을 두면, 정부운영의 범주는 공공
부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기업 등),
시민사회, 제3섹터 등 다양한 거버넌스 행위자들 간의 복잡한 행위로 이
루어진다. 정부운영의 변화는 정부혁신 또는 행정개혁에서 두드러진다
(김윤권, 2016: 17).
또한 국정운영, 정부운영이란 용어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조직운
영이다. 조직운영은 공공조직이든 민간조직이든 모든 조직에서 이루어진
다. 거시적이고 가장 상위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정부에서부터 가장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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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단위라 할 수 있는 팀이나 TF에 이르기까지 조직운영은 조직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와 행위로 이루어진다. 조직운영은 조직
진단(환경분석, 수요·기능분석, 조직구조 및 프로세스 재설계, 인력재설
계, 행태·문화, 성과관리, 지식관리, 변화관리 등)이나 조직개편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조직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김윤권,
2016: 17).
국정운영, 정부운영, 조직운영의 위치와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표 2-5

국정운영의 로커스와 포커스

위치(locus)

초점(focus)

국가기구
차원의
국정운영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
∙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 헌법 개정 혹은 정부 교체
∙ 장기적 시차

행정부
차원의
정부운영

∙ 국정운영의 하위 개념이지만, 역시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업무 관련
∙ 공공부문(중앙-지방, 공공기관 등), 민간부문, 준정부조직
∙ 정부혁신, 행정개혁, 정부조직개편
∙ 중단기적 시차

모든 조직
차원의
조직운영

∙ 공공조직, 민간조직, 준정부조직 등 모든 조직
∙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 조직관리
∙ 일상적 시차

출처: 김윤권(2017: 5)

그런데 비교연구 차원에서 한국과 대다수 서구 자유주의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의 경우는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로 작동되고 있다.
중국의 국정운영22)에서는 공산당이 핵심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22) 국가 거버넌스의 우열은 민주적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가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지, 사회의 안정을 실현
하고, 인민의 단결과 공민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국가가 처한 거버넌스 환경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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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중국의 국정운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산당에 대한 고
려를 포함한 접근이 필요하다(김윤권 외, 2019: 65).

2. 국정운영의 차원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수많은 이해관
계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동원하여 제도와 정책에 적용하고 실현
하는 총체적인 과정과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국가운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윤권 외, 2020: 72에서 재인용).
국정운영을 여러 차원으로 구분하는 것은 국정운영을 구성하는 범주
에서 바라본 것이다. 국정은 각 차원에서 해당 기능이나 역할이 실질적으
로 작동, 운영, 관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국정운영에 관한
다양한 차원을 유기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해야 입체적이고 적실성과 타당
성 있는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김윤권 외, 2019: 63).
우리가 국정운영에서 고려할 수 있는 차원은 첫 번째로 국정운영의 주
체이자 객체가 될 수 있는 국가와 사회를 포함시킬 수 있다. 국가와 사회
는 국정운영의 기본적 틀을 형성한다. 두 번째로 국가와 사회를 실질적으
로 작동하는 국가기구,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관한 차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그 나
라의 국정은 정합성(congruence)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것이다. 세

국가가 처한 내외 환경과 압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 국가 거버넌스의 기본 경과는 세 가
지 구조에 초점을 둔다. 하나는 정부와 공민 관계, 둘은 중앙과 지방 관계, 셋은 정당과 국가 관계이다. 이 세
가지가 결정적 의의를 지닌다(陈明明, 2014: 20; 김윤권 외, 2019: 6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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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김윤권, 2019: 63). 국정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앙정부와 시
민이나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거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지방
정부와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정부가 지속가능하게
작동하도록 혈액을 공급해주는 기업도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다. 기
업은 국정운영을 살아 있는 생명체로 유지시키는 혈액(재원 등)을 공급해
주는 근원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기업 관계는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한
축이다. 다섯 번째로 글로벌 지구촌 시대에서의 국정운영은 자국의 문제
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나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
지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시대적 맥락이라 할 수 있다(김윤권 외, 2020:
72-3). 특히, 해양의 경우 하나로 모두 이어지는 관계로 분쟁과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관련 다
양한 쟁점은 앞으로 더욱더 큰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국정운영의 여러 차원 중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해양을 분석대
상으로 삼아 주로 해양 관련 행정, 정책, 미래전략 등에 초점을 두어 분
석과 설명을 한다.

3.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1)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의미
해양은 육지와 달리 개방성, 유동성, 경계모호성, 전체성, 생태성 등
다양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구역적인 경계를 갖는 동시에 글로벌 전체성
을 갖는 실체로서 구역성과 글로벌 관점에서 동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구역(区域) 거버넌스에서 구역은 일정한 경제, 자연, 정치, 문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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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연계된 지역(地域) 혹은 수역(水域)이다(马海龙, 2007; 全永波·叶
芳, 2020: 40에서 재인용). 구역은 행정구획 또는 국가 및 행정구획의 경

제지리 개념을 초월한다(陈瑞莲·刘亚平, 2013: 2; 全永波·叶芳, 2020:
40에서 재인용). 거버넌스와 구역주의가 결합하여 구역 거버넌스(区域治
理) 및 다구역 거버넌스(跨区域治理)가 도출된다. 다구역 거버넌스는 세

가지 개념, 즉 다경계(跨界) 거버넌스, 다구역(跨区域) 거버넌스, 구역(区域)
거버넌스로 구분된다(全永波·叶芳, 2020: 42).23)
해양거버넌스의 개념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다. 이를 정리
하면 <표 2-6>과 같다.

표 2-6

해양거버넌스의 개념

孙悦民

(2015)
全永波·叶芳

(2020: 45)
黄任望

(2014)

王琪·崔野

(2015)

黄任望

(2014)

∙ 해양거버넌스는 국제조직 및 국가, 민간부문, 정부부문 및 국민 개인 등 모든 해양관리 주체가 해양생
태 균형을 수호하고 해양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협업으로 해양을 공공관리하고 실천
관리하는 과정(全永波·叶芳, 2020: 45에서 재인용)
∙ 해양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구역 해양에 참여하는 다원 주체로서 소통, 신뢰, 협력, 합작, 계약에 따른
해양발전을 관리하는 활동
∙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글로벌화 과정에서, 글로벌 해양 위기를 해결하고, 해양권익을 보장하고,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조직, 각 국가와 지역의 정부, 비정부조직, 민영부문과
공민 개인이 취한 글로벌적 조치(王琪·李简, 2019: 33에서 재인용)
∙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글로벌화 배경 하에서, 각 주권국가의 정부, 국제 정부 간 조직, 국제 비정부조
직, 글로벌 기업, 개인 등 주체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국제 규제와 광범위한 협상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해양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범위 내 사람과 해양의 화합 및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용을 실현하는 것(王琪·李简, 2019: 33에서 재인용)
∙ 일반적으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각국 정부, 국제정부조직, 비정부조직, 글로벌 기업, 개인 등 주체
가 협상과 협력을 통해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을 개발·이용하는 활동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여, 인류와 해양 간 화합 관계를 수호하는 것을 지칭(王琪·崔野, 2020: 7에서 재인용)

23) 여기서 다경계 거버넌스는 결국 글로벌 거버넌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경계 거버넌스는 그 범주가
가장 거시적이며 현재도 조직변화, 산업융합화, 경제 글로벌화로 완전히 새로운 거버넌스 사유 및 전략 선
택을 낳고, 부문경계를 넘는(跨部门) 거버넌스, 국경을 넘는(跨边界) (지리)거버넌스 및 공사협력(公私合作)
거버넌스를 포함한다(陶希东, 2011; 全永波·叶芳, 2020: 43에서 재인용). 즉, 다경계 거버넌스는 행정구역
경계, 행정부문 경계, 행정계층 경계, 정부와 시장 및 사회조직 경계를 넘어서는 형태로 구분된다(蒋俊杰,
2015; 全永波·叶芳, 2020: 43에서 재인용). 다경계 거버넌스의 목적은 상호연계, 개별중시, 상호협력 거버
넌스 운영체계로 일종의 다중심과 다계층의 협력 거버넌스 모형이라 할 수 있다(全永波·叶芳, 202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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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계속

夏立萍·苏平

(2011)
崔野·王琪

(2018)
王琪·李简

(2019: 33)

∙ 해양관리는 각급 해양행정 주관부문이 국가를 대표하여 본국 영해, 해안대와 EEZ 권익관리, 자원사용
관리와 해양환경관리 등 기본 직책을 이행하는 것을 지칭(王琪·崔野, 2020: 7에서 재인용)
∙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글로벌화 과정에서 각 주권국가의 관련 주체가 구속력을 갖는 국제규칙과
광범위한 협상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해양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일종의 거버넌스 방식임
∙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글로벌화 배경에서 국가, 사회, 시장, 공민개인을 포함한 각 행위 주체가 글로
벌 해양 문제가 가져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상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해양사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칭

吴士存
(2020: 1)

∙ 글로벌 해양거버넌스(global ocean governance)는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 주체가 협의, 규칙, 기구
등을 통해, 주권 국가 간 관할하거나 또는 관할을 주장하는 것 이외의 공해, 국제해저구역의 해양 환경,
생물과 비생물 개발에 대해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张景全 等
(2020: 88)

∙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해양거버넌스의 글로벌 거버넌스로의 확장임.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해양
환경과 생태, 해양 정치와 외교, 해양 경제와 사회, 해양 안전과 질서 등 여러 척도와 관련됨

여러 견해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해양거버넌스란 해양 관련 이해관계
를 가진 다양한 행위자들(국가, 정부, 민간, 사회조직, 국제조직, 전문가
등)이 해양의 주요 이슈를 공유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참여, 조율, 협조하
는 일련의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해양거버넌스의 근본적 가치는 해양 천연자원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해양 활동을 거버닝할 포괄적 범주의 규칙이 시행
되면서 「협약」24)은 해양 공간을 수직적·수평적으로 수많은 구역(zones)로
구분했다(Tanaka, 2012; Galletti, 2015; Pyć, 2016: 159에서 재인용).
해양환경의 관리(또는 세계 대양의 관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양거버
넌스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목적을 달성하는데 본질적이다. 세계 해양
을 공동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해양환경 및 해양자원)하는 것은 통합된 해

24) 「협약」은 종종 해양과 바다의 헌법으로 불린다. 해양법을 위한 핵심 가치는 글로벌 대양을 통일시키는 것이
라 지적된다. 즉, 해양 공간의 문제는 상호 밀접히 연계되며, 총체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협약」은 해
양에서 모든 활동의 법적 틀을 구성한다. 「협약」의 전문에 따르면 「협약」은 국제적 소통을 촉진할 바다 및
해양을 위한 법령질서를 구성하고, 바다와 해양의 평화로운 사용을 촉진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활용, 생
명자원의 보전, 바다 환경의 연구·보호·보전을 꾀하는 것이다(Pyć, 2016: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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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maritime) 거버넌스에 토대를 두어야 하며, 글로벌 수준에서 기획,
의사결정, 관리 과정으로 이해된다(Pyć, 2016: 159).
개념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나라 내부의 해양관리 활동에 비
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표 2-7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특징

거버넌스 주체의
다원성과 다량성

∙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주체는 다양하여, 주권국가(정부), 국제정부간 조직, 비정조직, 글로벌 기
업, 업계연맹, 과학연구기구, 커뮤니티와 민중 등을 포함
∙ 국가 유형 주체 중에서만 해도, 세계 3/4 이상의 국가는 모두 연해국이고, 기타 유형별 거버넌스
주체의 수량은 더욱 부지기수임

거버넌스 객체의
심각성과 확장성

∙ 글로벌 해양 문제는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객체로, 그는 전통과 비전통이 중첩되고, 단일한 내용과
다양한 내용이 교착한 고도의 복합체임(杨焕彪, 2018)
∙ 해양개발 강도의 증가로, 글로벌 해양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며, 기존 거버넌스가 처한
곤경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거버넌스 난제도 끊임없이 출현함. 기존 문제와 새로
운 문제가 서로 얽혀, 점차 각 영역과 해역으로 널리 확산

거버넌스 관계의
복잡성과 경합성

∙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 유형으로, 본질적으로 국제정치의 속성을 갖고 있고,
국가 주체 간 복잡한 합작, 협상, 회담, 투쟁, 타협, 대립 등 적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교류를 수행함
∙ 공익과 사익, 발전과 보호, 개방과 보수, 평화와 충돌 등 서로 다른 정책 지향은 각국 경합과 경쟁의
초점이 됨

주: 王琪·崔野(2020: 7)를 근거로 작성함

글로벌 해양거버넌스가 진행하면서 국제 해양은 다양한 환경 변화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빈번한 국가 간 해양분쟁, 공해와 극지에 대한 다양화
이익요구, 국제해양 법률체계의 조정, 부분적인 해양의 이슈화 등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각국 내부의 해양관리에 영향을 주어 국가 이념, 목표,
정책과 행동에 상응하는 변화를 요구한다(王琪·崔野, 2020: 7).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대상은 글로벌 시민 이익에 위협이나 실질적인
파괴를 초래할 해양 문제가 포함된다. 거버넌스 대상은 유동성과 복잡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어느 한 국가 또는 지역의 내부 역량에만 의존
해서는 거버넌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국제사회 협력을 필요로 한
다. 거버넌스 객체의 성격에 따라, 현재 해양 문제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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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해양정치안전 문제, 해양국토안전 문제, 해양생태안전 문제로 나뉜
다(<표 2-8>).

표 2-8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객체 분류

객체 유형

구체적인 표현

해양정치안전 문제

∙ 국가 지위의 불평등, 국가이익 요구 및 표출이 원활하지 않음

해양국토안전 문제

∙ 해양 테러리즘, 해적, 해양영토 분쟁 등

해양생태안전 문제

∙ 해양오염, 해양자원의 과도개발 및 파괴, 생물 다양성의 파괴, 해수 온도 상승, 해양산성화 등

출처: 王琪·李简(2019: 33)

해양정치안전 문제는 현존 해양거버넌스체계에 존재하는 문제를 지칭
한다. 예를 들어, 국가해양 지위의 불평등, 국가해양 이익표출이 원활하
지 못함을 의미한다. 해양국토안전 문제는 주로 각국 간 해양자원 개발과
이용으로 인한 분쟁을 지칭한다. 특히, 중국과 해양 인근 국가 해역주장
중첩 부분의 안전 문제이다(王琪·李简, 2019: 33).
해양생태안전 문제는 주로 해양자원배치와 개발 과정에서 산출된 문
제를 지칭한다. 예를 들면 해양오염, 해양자원의 과도개발과 파괴, 생물
다양성의 파괴, 해수 온도 상승, 해수 산성화 등 현상을 포함한다. 이들
문제는 매우 불안정한 요인이 있으며, 국가안전에 위협을 초래하여, 글로
벌 해양거버넌스 주체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王琪·李简, 2019: 33).

2)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경로
해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해양에 대한 협력적인 접근도 중시되지만,
해양 쓰레기, 바닷물 산성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유한한 해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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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각국은 주권을 지키고 해양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주목하게 된다. 해양 주권25)과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내 해양거버넌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도 주목하
게 된다.
해양 위협이 커짐에 따라 많은 주권 국가와 비국가 행위 주체들이 글
로벌 해양거버넌스 과정에 더욱 참여하게 되었다. 글로벌화가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현실에서 점차 ‘지역주의’와 ‘글로벌주의’라
는 두 경로가 형성되었다(吴士存, 2020: 3-4).
해양거버넌스의 ‘지역주의 경로(regional approach)’는 지리적으로
접하고, 연결이 밀접하고, 공통된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국가
간에 공통된 제도 틀을 통해, 현지에서 직면하고 있는 해양 문제에 대한
거버넌스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지칭한다. 즉,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를 지
역 수준에서의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Roach et al., 2007: 124-131;
吴士存, 2020: 4에서 재인용). 글로벌주의 경로와 다른 것은 지역적 거버

넌스 주체는 해당 지역의 연해 국가들로서 거버넌스 방식은 양자 또는 다자
협정·협상, 정치적인 공통 인식 및 협력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다(吴士存,
2020: 4).
‘글로벌주의 경로(global approach)’는 지역주의 경로에 상대적으로
제기된 개념으로, 해양거버넌스 글로벌화의 총괄이다. 글로벌 해양거버
넌스는 대체로 UN 틀과 비UN 틀 측면을 포함한다(Hettne et al., 1996;

25) 주권전략은 국가가 특정 시대 배경에서 국가주권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취하는 일련의 장기적이고 종합적
인 정책 방침과 조치이다. 주권전략은 전방위 다층적 종합성 개념이다. 그 주요 내용은 전략 지도사상, 전략
방침, 전략대책 및 조치 등이다(安应民 等,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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吴士存, 2020: 4에서 재인용). 지역적 해양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점차 커

지면서, 지역주의 경로는 글로벌주의 경로와 서로 경쟁하거나 점차 융합
하는 경로를 거친다(吴士存, 2020: 4).26)

(1) 해양거버넌스의 글로벌주의 경로
해양거버넌스는 글로벌주의 경로가 주된 흐름이다. 1982년 「협약」이
공식적으로 통과되고, 2017년에 제1차 유엔 해양대회를 개최하기까지,
해양거버넌스의 글로벌주의 경로는 이미 협약에 따라 규범과 규칙, 제도
와 기구,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및 프로젝트 수행을 포함하면서 완
전한 틀을 형성했다(吴士存, 2020: 4).
「협약」을 핵심으로 하는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규범과 규칙 틀은, 세계
각국이 평화롭게 해양을 이용하고, 지속가능한 해양발전을 추진하여, 해
양국제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격려·인도하는 규범적 내용을 포함한다. 각
국이 서로 다른 해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고”, “어
떤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가” 등의 내용에 대해 행위준칙을 제정
한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이미 제정된 규범과 규칙에 근거하여, ⅰ) 상호
제약하고, 상대의 해양 활동을 감독하고, 각국의 인근해역에 대한 무제한
의 주장과 공해 자원에 대한 무제한의 개발을 제한한다. ⅱ) 양자 또는 다
자 해양협력을 전개하여, 기후변화, 회유어류 과도포획, 해양오염 등에
대해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ⅲ) 기존에 달성한 해양규칙에 근거하여 해역
획정, 어업과 석유, 천연가스 개발 등이 야기한 해상 갈등과 분쟁을 처리
한다(吴士存, 2020: 4-5).

26) 이하는 吴士存(2020: 4)을 정리하여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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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유엔해양대회 및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국제해저기구(ISA), 유네스코정부 간 해양학위
원회 및 유엔환경계획서 등은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제창과 계획, 정책결
정, 실천, 감독의 제도 및 기구를 구성한다. 이들 기구를 통해, 세계 각국
은 협상으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행동계획, 목표와 추진 경로를 확정
할 수 있다. 대륙붕한계위원회, 국제해양법재판소도 국가 간 이미 제정된
해양규칙에 따라 대륙붕, EEZ 등 주장 해역의 분쟁을 해결하고, 국가 간
‘무질서’의 충돌과 경쟁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장치를 보장한다(吴
士存, 2020: 5).

이 밖에도, 유엔 틀은 해양거버넌스 행동계획과 강령을 제정하고 실시
항목을 구성하여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실천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해
양 쓰레기 글로벌 주창, 「육상 오염행위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지 못하
게 보호하는 글로벌 행동강령」, 소말리아 해적퇴치 거버넌스(海盗治理)
등 “유엔 2030년 지속가능 발전 아젠다” 제14개 목표는 “해양과 해양자
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계획을 추진해야 한
다.”고 규정했다(吴士存, 2020: 5).

(2)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지역주의 경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지역주의 경로는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 지역
적 해양거버넌스의 발전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지역 일체화 추세
에 따른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다. 1970~1980년대와 1992년 유엔환경
발전대회에서 지역협력 강화가 제기된 이래, 지역적 해양거버넌스 협력
은 여러 발전 단계를 거쳐, 세계 각지에서 풍부한 실천 경험과 성과를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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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특정 지리공간 내 직면하는 어떠한 특정 해양 도전, 예를 들어 기
름오염처리, 참치보호, 해적퇴치 등을 둘러싸고, 지역 및 관련 이해당사
자 국가는 양자 또는 다자 협상을 통해 세 가지 협력구조27)를 형성한다
(吴士存, 2020: 5).
지난 반세기 동안 중국의 남해와 동해, 지중해, 발트해 및 북극 등 세
계 각지에서 수백 개의 지역적 해양거버넌스가 더 촘촘히 시스템을 형
성·발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유럽지역의 해양거버넌스 협력이 가장 발
전되어 있다. 특히, 해양환경 거버넌스 영역에서, 현재 지중해, 북해(동북
대서양), 발트해는 모두 각자의 지역 해양환경보호협력 기제 네트워크28)
를 구축하고 있다(吴士存, 2020: 5).
유럽 국가들은 체결된 공약에 상응하는 위원회를 구축하여 연해 국가
간 해양환경보호협력에 대해 조정을 한다. 예를 들어, 1995년 유럽연맹
국가는 「바르셀로나 공약」 제4조에 근거하여, “지중해 지속가능한 발전
위원회(The Mediterranea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MCSD)”를 설치했고, 구성원 대표는 정부, 재계, 비정부조직, 과학계, 정부
간 조직, 저명한 전문가 등을 포함한다. 주로 지역 해양발전전략을 수립·

27) 첫째, 규범적 공통된 인식, 협력·협의 및 지역 내외 각 참여자 책임·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규칙과 제도체
계로, 각 측이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정부
간 위원회, 정기회의 등 조정, 감독, 과학조사연구 등을 책임지는 업무기구를 만들어 구체적인 합작 프로젝
트를 설계·감독한다. 예를 들어, 「중서부 태평양 고도 회유어류집단 보호·관리협약」에 따라 성립된 지역적
참치어업 국제관리기구, 즉 중서부태평양어업위원회(Western and Central Fisheries Commission,
WCPFC) 등이다. 셋째는 장단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해당 지역이 직면하는 해양 도전을 해결하려는
것이다(吴士存, 2020: 5).
28) 예를 들어 「지중해 오염예방보호공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editerranean Sea
against Pollution)」, 「바르셀로나 공약(The Barcelona Convention)」, 「북해 기름오염 협력처리 협정
(Agreement for Cooperation in Dealing with Pollution of the North Sea by Oil)」, 「동북 대서양 해양
환경보호공약」, 「발트해 지역 해양환경보호공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Baltic Sea Area)」, 「카스피해 해양환경보호 프레임공약(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Caspian Sea)」등이다(吴士存, 202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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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시행하고, 대규모 회의 포럼 개최 등을 맡는다(吴士存, 2020: 6).
유럽 외에도, 동아시아 지역은 2004년에 「아시아지역 해적퇴치 및 무
장강도선박강탈(劫船)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 in Asia)」을
통과시켜 지역 해적 거버넌스 협력 기제를 구축하고 있다(吴士存, 2020: 6).

(3)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지역주의와 글로벌주의 간 경쟁과 융합
지역주의와 글로벌주의 간 관계는 냉전이 끝난 이래 줄곧 국제관계 연
구에서 상당히 논쟁적인 이슈이다. 그러나 이론 연구와 실천 경험에서 보
듯, 양자의 관계는 대립과 협력의 두 의미를 모두 가진다. 동아시아와 유
럽연맹의 일체화는 글로벌화 과정에 속도를 냈지만, 동시에 지역보호주
의 사례도 종종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제무역 영역에서 지역 내 산업이
계속 세분화되고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 지역 외 시장에 대한
의존은 줄어든다. 유럽연맹은 중국에 대해 시장경쟁 관련 보호주의 정책
을 취하고 있다(吴士存, 2020: 6).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서 지역주의와 글로벌주의 두 경로도 마찬가지
로 경쟁하고 상호 융합하는 관계다. 한편으로, 유럽과 동아시아는 환경보
호, 해적퇴치 영역에서 지역적 거버넌스 협력 자체를 통해 「협약」 등 글
로벌 해양거버넌스 규범, 규칙과 제도를 제정·이행한다. 또한, UN을 핵
심으로 하는 해양거버넌스 틀로 해양환경보호, 해적위험 등의 의제를 해
결하려는 유기적인 구성원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동아시아와 유럽의 지
역적 해양거버넌스 실천이 비록 마찬가지로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해양
거버넌스 틀의 영향을 받지만, 주도적인 지위에 있는 지역 내 국가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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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성을 추구하기 위해, 미국 등 기타 지역 외 국가를 보편적으로 배척하
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 외 국가의 요구와 주장은 지역주의 틀 아래에서
거버넌스 구조형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며, 더 많은 경우,
지역 내 국가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吴士存, 2020: 6).
국가주의와 글로벌주의 간 상호융합과 충돌과 마찬가지로, 해양 문제
의 해결 과정에서, 글로벌주의 공동이익은 국가 간 반드시 협력의 방식으
로 공영을 획득해야 한다. 전통 국가주의 관점에서 현실주의 사고방식은
필연적으로 국가가 공동무대에서 서로 배척하는 경쟁, 심지어 충돌을 불
사한다(刘笑阳, 2019: 244).
刘笑阳(2019: 245)에 따르면, “중국은 일종의 비대칭성 협력 모형을

이끌어, 평화공영 추세로 협력 대상과의 경쟁우위를 추구한다. 또한, 비
충돌을 전제로 한 국가의 해양실력과 해양이익에 관한 유리한 성장을 추
구한다. 더 나아가 협력을 주요 모형으로 하되, 본국이 주도하는 해양질
서를 구축한다. 경쟁은 현실주의의 요구이고, 협력은 자유주의의 호소이
고,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은 세계 추세와 중국의 국가 전통에 부합
하는 전략원칙이다.”이라는 것이다.

3)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동인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흐름을 낳는 세 가지 동인을 파악할 수 있다. 글
로벌 해양거버넌스는 2차 대전 이후 세계에서 새로운 글로벌화라는 추세
를 낳았다. 더욱 심화되는 글로벌 해양의 도전과 위협은 자유주의 국제질
서 구도에서 배태된 것으로, 그 기원과 발전은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동력이 중첩적으로 작용한다(吴士存,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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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글로벌화의 산물
영국학자 데이비드 헬드(David Held) 등은 인류가 역사적으로 네 단
계의 글로벌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이 중,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
결된 이래 현대는 글로벌화 시기에 속한다. 생산요소, 인력, 화물, 자본,
문화 등에서 유동 및 상호연결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공공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부각된 것이다(吴士存, 2020: 7).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1990년대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맥락에서 각
국이 논의하는 의제이다. 해상무역이 크게 발전하면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해적퇴치 거버넌스와 항로안전 수호가 글로벌 공공성이란 특징을 갖
게 된다. 또한, 글로벌화로 인해 해양수산물, 해양석유가스 등 해양자원
의 글로벌 유동성은 전례 없는 수준에 달했다. 서로 다른 지역 또는 국가
간에 공해 및 일부 분쟁 해역에서 해양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더욱 격화되
었다. 해양어업자원 고갈, 생태환경 파괴, 경계선을 넘나드는 거버넌스가
글로벌 공공의제가 된 것이다(吴士存, 2020: 7).
각국의 해양거버넌스의 의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는 글로벌 수준의 문제가 되었고, 주권국가들이 직면한 개별 문제를 넘
어서 국가 간의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2) 글로벌 해양의 지속적인 도전과 위협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해양은 지구 온도를 조정하는데 매우 중
요한 역할 한다. 그리고 해양은 지구에서 파악된 생물 종의 75%와 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 총량의 40%를 포함한다. 인류의 경제사회 발전에
서 자원보고이자 미래의 공간인 것이다(吴士存, 20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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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활동으로 해양은 여러 측면에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지속 불가능
한 파괴적인 어업포획, 육지와 선박에 의한 오염,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외래종의 침입, 해양무역 운수선박 및 각국 선박이 내는 소음, 해양생물
과 선박의 충돌(예: 고래류와 선박의 충돌), 석유가스 채굴과 해상 기름유
출, 바닷물 산성화와 수온상승, 해류이동, 해수 산소 농도 하락 등을 포함
한다(吴士存, 2020: 7-8).
더욱 심각해지는 해양 위협과 도전으로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해양
발전의 추진력이 크게 약화되고, 심지어 인류발전은 해양의 활용을 ‘잃게
되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류가 섭취하는 동물 단백질 총
량의 17%를 차지하는 해양어류와 해산물은 과도한 포획으로 대폭 하락
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수행한 2020년의 평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물 지속가능한 수준에 있는 어류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4년의
90%에서 2017년의 65.8%로 급락했다. 생물 포획량은 지속 불가능한 수
준이며, 그 비중이 1974년의 10%에서 2017년의 34.2%로 상승했고, 점
점 더 많은 해양어류 군이 과도한 포획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FAO,
2020; 吴士存, 2020: 8에서 재인용).
해양은 개방성과 비경계성이란 속성을 띠기 때문에 각국은 해양을 공
유지의 비극처럼 이용하고 개발하는 탐욕을 보여, 해양은 도전과 위협에
더욱더 노출됨에 따라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를 통한 협력 기제와 제도를
구축하여 글로벌 해양 이슈에 예측, 대응, 회복 등의 접근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3) 자유주의 국제해양질서의 추진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토대로, 특히 냉전이 끝난 이래, 지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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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양협력을 통해 해양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중요해지면서
이는 각국의 정책결정자에게 핵심 사안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통제주의
와 권력지상을 포기하고 상대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현실주의를 대신하
여 협력과 호혜의 자유주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체계는 점차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 각국은 Mahan의 해권지상주의
족쇄에서 벗어난 이후, 「협약」 및 각종 국제 해양거버넌스 규칙과 제도적
배치를 통해 각국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吴士存, 2020: 8).

4)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한계
기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체계에는 여러 문제와 도전이 존재하고, 관
련 규칙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 「협약」의 관련 내용은 지나치
게 모호하고, “역사적 권리”, “암초 법률지위” 등과 관련 내용은 분쟁을
쉽게 초래할 수 있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기제에 파편화 현상이 두드러
지고,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새로운 영역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吴士存,
2020: 8).
규칙과 제도의 효과성이 낮고, 새로운 공공재의 공급부족 등은 표면적
으로 기술적 문제를 낳고, 이는 본질적으로 글로벌화 및 글로벌 해양거버
넌스가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서 심해진다. 그러나 2020년에 들어서면서
서구 선진국에서도 민족주의와 보호주의가 번식, 전파, 발효되고, ‘역글
로벌화’ 흐름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경험하지 못한 불확
실성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는 해
양거버넌스체계는 다음과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吴士存, 20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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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주의 글로벌화 과정이 직면한 역류 위기
2020년 초부터 전 세계에 퍼진 COVID-19는 서구의 글로벌화에 대
한 배척과 반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역글로벌화’ 사조가 확산되면서 글
로벌 해양거버넌스 과정은 자유주의 글로벌화 동력을 잃고 있다. 기타 영
역의 글로벌 거버넌스에서도 COVID-19에 따른 글로벌 공공위생 거버
넌스 위기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의문을 받고 있다(吴士存, 2020: 9).
글로벌 항로안전 거버넌스를 사례로 들면, “역글로벌화” 파도는 각국
의 해적, 바닷길 안전 등에서 거버넌스 협력에 대한 수요와 염원을 줄일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낸 「2019년 해운보고」에 따르면,
무역마찰과 보호주의 등의 요인으로 2018년 국제해운무역 총량 증가율은
2017년의 4.1%에서 2.4%로 하락했고, 글로벌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율은 2017년의 6.7%에서 4.7%로 하락했다(UNCTAD, 2019; 吴士存,
2020: 9에서 재인용).
COVID-19가 계속 확산된다면, 향후 역글로벌화 파도는 글로벌 해운
무역을 더욱 감소시킬 것이다. 2020년 해운 무역량은 5.6%로 떨어져,
35여 년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中国船东网, 2020). 글로벌
해운무역 증가가 완화·지체·하락되면서 일부 국가에선 바닷길 안전을 수호
하는 공동이익 요구와 정치 염원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吴士存, 2020: 9).

(2) 주요 참여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도전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얄타(Yalta)체계의 주요 설계자이고, 냉전 종결
이후 줄곧 국제체계의 주도권을 독점하고 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한
편으로 양자주의와 다자주의를 통해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주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유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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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하는 국제제도체계의 힘을 빌려, 국제질서에 대한 절대적 영도권
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2차 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중
요한 구성부분으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규칙설정, 제도창설, 의제설
정, 정치과정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 영국, 일본, 프랑스, 호
주 등도 미국의 지지와 조직 아래에서 조정·협력하여 글로벌 해양거버넌
스에 대한 절대적 발언권을 갖고 있다(吴士存, 2020: 9-10).
전통적인 해양강국이 글로벌주의를 포기하고, 상대적인 이익을 정책결
정 목표로 하는 일방주의를 취하여,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체계가 구축·유
지되는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속성은
글로벌 공공안전재로, 이는 곧 공공재 제공자라는 의미이다. 동시에 불가
피하게 ‘무임승차’ 현상이 존재하게 된다. 전통 해양강국은 글로벌 거버
넌스의 규범과 규칙 및 제도체계의 구축·실천에서, 줄곧 공공재의 설계
와 공급자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글로벌 해양거버넌스가 미국, 유럽 등
주요 해양강국의 지지를 잃게 되면, ‘공공재 공급부족’으로 현상으로 와
해 리스크에 빠지게 된다. 글로벌 거버넌스체계가 ‘수호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구도를 다시 강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이다(吴士存, 2020: 11).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실천과 기존
사례를 보면 지역주의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표 2-9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지역주의 한계

∙ 지역적 해양거버넌스 배치는 종종 참여국가 간 공통된 이익요구 발굴과 입장 및 주장 차이에 대해 조정과
알선을 진행하는 제3자 기관이 부족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공통된 인식을 얻을 수 없어 정책결정이 어려운
정책결정의
상황임
한계
∙ 예를 들어, Henriksen 등은 서북 대서양 어업조직, 동북 대서양 어업위원회, 러시아-노르웨이 어업위원회,
동남아시아 대서양 어업조직, 서-중 태평양 어업위원회 등 다섯 지역 해양 어업거버넌스 사례를 연구한 이후,
정책결정이 지역적 어업관리 기제 작동을 방해(Henriksen et al., 2006: 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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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계속

∙ 지역 어업관리조직과 협의 부분은 법률 구속력을 갖지만, 일부는 단지 자문만 제공할 뿐, 최종적인 정책결정
은 다수 투표와 공통된 인식에 의존하고, 참여측이 어업 지속가능 발전 조치에 합의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음(Henriksen et al., 2006: 204-205)
∙ 지역 간 해양어업 거버넌스 사례와 유사하게, 기타 영역의 지역적 해양거버넌스도 마찬가지로 ‘제도 효과성’
제도 효과성 의 도전에 직면함
한계
∙ 행위규칙과 조정협력제도 확립에 사용되는 지역적 협상·협의는 법률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
라, 또한 참여국가의 위약 비용도 글로벌주의 경로에 비해 매우 낮음
∙ 참여국가가 글로벌 협약 또는 협정을 위반하면, 다른 국가의 징벌과 국제사회의 감독을 받게 되지만, 지역
다자 또는 양자 협정의 위약은 외교와 여론 압력이 훨씬 작음. 바로 이러한 원인으로, 지역적 해양거버넌스
규칙과 제도의 효과성이 많이 약화됨
∙ 지역주의 지리 속성은 지역 간 글로벌 문제의 거버넌스에 대해 속수무책
지역주의 ∙ 한편으로, 지역주의는 본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해적, 과도한 자원포획, 환경오염, 항로안전 등 문제에 대해
속성은 지역 글로벌주의가 상당한 거버넌스 능력을 갖지만, 기후변화, 지역 간 해상안전 위협 등 글로벌 해양 문제에 대해
간 글로벌
서는 속수무책임
문제 결정에 ∙ 다른 한편, 만약 지역 내 국가에 자주 거버넌스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지역적 해양 위협도 이에 따라 글로벌
속수무책
차원의 공공문제(예: 소말리아 해석)로 발전할 수 있고, 지역주의는 지역 간 해양도전에 대한 대응에도 상응한
배치가 부족
∙ 지역주의도 마찬가지로 대국 영향력 경쟁의 방해를 받고, 또한 해당 지역 내 국가 간 분쟁 또는 이익 주장
차이의 제약을 쉽게 받음
대국 경쟁의 ∙ 특히, 해양경계획정 분쟁, 자원개발 충돌 등의 문제는 지역 내 국가 간 해양거버넌스 협력을 전개하는 데
방해 및 해당 우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
지역 간 입장 ∙ 상대적으로 전형적인 것은, 남해 지역은 오랫동안 어업자원 쇠퇴, 해양생태환경 퇴화, 항로안전 등 여러 도전
차이 한계
에 직면하고 있고, 주변 국가의 이익요구도 더욱 이들 해양도전의 위협을 받고 있고, 일부 영토주권과 해양관
할권 주장 충돌의 영향을 받아, 지역 내 국가들은 비록 「남해 각측 행위선언」을 포함한 다자와 양자 공통된
인식과 협정을 확보했지만, 지역 해양거버넌스는 줄곧 “말은 많고 이룬 것은 적은” 상태임
주: 吴士存(2020: 13-4)을 근거로 작성함

5)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전망
지역주의와 글로벌주의 간 관계에 관해 1990년대 말 이래 논쟁이 계
속되고 있다. 그러나 신지역주의는 냉전 양극체계의 제약에서 벗어나고,
‘구지역주의’의 보호주의 및 안전이익 연계의 폐단을 없앤 이후, 지역주
의는 다극 세계질서에 의존하여, 더욱 개방적이고 글로벌화 과정에 대한
일종의 대응을 하고 있다(Hettne et al., 1996; 吴士存, 2020: 16-7).
개방과 다변주의를 강조하는 지역주의 및 글로벌주의 간 관계는 충돌
대립에서 상호 추진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일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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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보호주의, 그리고 미중 ‘양극’ 대결에 직면하여, 지역주의와 글로벌주
의 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국제체계 내 각국의 공통된 과제로
좌우된다(吴士存, 2020: 17).
첫째, 지역주의는 ‘다중심주의(polycentric)’로 전통 해양강국의 강권
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공정하고 개방적인 해양거버넌스체계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吴士存, 2020: 17). 최근 지역주의 부각은 미국패권이 물
적 토대에서의 약화, 냉전종결, 동아시아의 궐기 및 제3세계 국가의 발전
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제체계 권력은 점점 더 분산되고 있다. 소위 ‘탈중
심화’ 흐름은 권력이 지역적으로 분산되고, 각 지역의 독립성과 지역 주
도 행위 주체의 지위가 강화되고, 미국패권 중심에 대한 국제체계의 의존
도가 동시에 약화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해양거버넌스의 지역주의 경로
를 보면, 지중해, 남해, 동해 등의 지역은 해당 지역에 대한 공통된 도전
에 대응할 때 절대적인 발언권과 정책결정 지위를 갖게 되었다. 미국 등
지역 외 국가의 영향력은 효과적으로 통제될 것이다. 지역주의 경로의
‘탈중심화’는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체계가 ‘미국 중심’에서 벗어날 공간을
제공한다(吴士存, 2020: 17).
둘째, 지역주의의 유지는 기존 참여자가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체계 내
에 남고, 더 많은 국가가 체계 건설에 참여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 것이다
(吴士存, 2020: 17). 한편에서 연해 국가는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규칙과
제도로 해당 지역의 실제 수요와 상황을 결합하여 지역적 해양거버넌스
협력을 전개할 것이다. 다른 한편에선 서로 다른 지역 간 글로벌 해양 규
칙과 제도의 틀에서 동일 이익 관련 문제에 대해 지역 간 해양거버넌스
협력을 전개할 것이다. 지역 내 거버넌스와 지역 간 협력은 ‘원활한 조합’
이란 특징을 띤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틀에 의존하지만, 지역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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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집단은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고’, ‘제도설계를 지향하고’, ‘탈중
심화’ 등 여러 측면의 특징을 지닌다(吴士存, 2020: 17).
셋째, 지역주의는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규칙과 제도의 유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지역주의 경로는 수시로 어떤 의제를 지향하는 세부 해양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글로벌주의 경로에서 의존하는 규칙과
제도의 모호함과 미흡함을 개선·혁신·보충할 수 있다. 지역주의 경로의
실천은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규칙과 제도에 끊임없는 경험적 동력을 제
공할 것이다. 이는 글로벌주의가 규칙과 제도의 유효성 부족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공할 것이다(吴士存, 2020: 17).
해양거버넌스와 권리수호 능력은 국가의 해양주권, 이익 및 안전과 직
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해상 군사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해양안전수호
능력을 향상하는 등 여러 경로와 수단을 통해, 국가 권리수호 능력과 종
합 실력이 서로 매칭된다. 따라서 서로 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체계 건설에 심층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廖民生·刘洋, 2019: 95).

제2장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 ❙ 83

제3절 해양 관련 이론
본 절에서는 중국 해양 관련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기에 앞서 해양 관
련 주요 이론을 이해하기로 한다. 자유주의 해양질서관, 국제해양질서 및
해권론, 중국의 해양담론을 다룬다.

1. 자유주의 해양질서관
1) 자유주의 해양질서관의 개요
인류의 해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항행의 자유와 안전이 위협을 받고,
해양자원의 약탈과 이용 및 개발로 치열한 경쟁과 분쟁이 빈발하고, 기후
변화나 오염 등으로 해양환경은 매우 악화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해
양 국가들의 다양한 노력, 즉, 해양보호, 해양활동의 감독관리, 해양자유
와 안전 수호,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양질서 구축, 인류사회에 대한 해양
의 이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인류의 미래발전을 위해 해양에서 ‘글로벌 공역(Glove Common)’은
더 이상 소수 해양 대국 또는 지리적 우월 국가의 특허가 아니다. ‘공유
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29)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인
류사회가 극복해야 할 도전의 하나이다(郑志华, 2015: 97).
국제해양질서는 해양질서 구축 과정에서 항상 ‘자유’와 ‘통제’, ‘개방’

29) 아직 전체 해역공간과 해양자원을 국가 관할에 포함하지 못했거나 일종의 재산권으로 인정되지 못한 원인
은, 본질적으로 시초에 해양자유 원칙을 채택한 원인과 같고, 우리가 아직 인식 못한 것일 수도 있다. 혹은
관심이 없거나 인류가 200해리 밖의 해역공간과 해양자원에 대한 감독관리와 통제의 비용이 너무 크다고
본 것일 수 있다. 인류역사에서 보듯, 사용밀도의 상승으로, 공간과 자원은 공공위탁에 포함되거나 사유재
산권이 된다고 지적한다(Orbach, 2003; 郑志华, 2015: 9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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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폐쇄’, ‘공유’와 ‘독점’이 교차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
종적으로 ‘공해자유’ 및 연해국이 그 연안 특정 해역에 대해 배타적 관할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원구조가 형성되어 있다.30) 영해와 EEZ는 배타
적 이용의 제도배치를 대표하고, 공해제도는 포용적 공유설계 이념을 대
표한다. 협소한 영해 범위에서 연해국의 전속적 권리행사에 유리함을 제
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포용적 사용권리는 제한을 받는다. 비록, 비연
해국은 무해통과권을 향유하지만, 영해자원을 사용하는 권리는 없다(郑
志华, 2015: 97).

반대로, 공해는 모든 국가에 공유성 권리를 제공하여, 자유롭게 통행
하고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해양의 자유는 포용적
사용 및 폐쇄적 해양의 배타적 사용 간에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이에 대응
하는 국제해양질서도 줄곧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 있다(郑志华, 2015: 97).
이러한 역동적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각국의 정치이념, 자연지리환경,
경제기술 발전 수준 등의 요인에 따라, 해양이용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
과 제도 구상을 제기한다. 제3기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상대적이고 체계적
으로 해양질서 구축과정에서 각종 주장을 검토하여, 국가들 간 서로 경쟁
하는 요구와 이익을, 특히 해양 대국과 일반 연해국, 연해국과 해양거버
넌스가 불리한 국가, 해양자원의 개발이용과 해양환경의 보호, 해양자유
와 해양안전 등에서 서로 다른 요구를 포용하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시도
해서 1982년 「협약」은 큰 성과를 냈다. 그렇지만, 「협약」은 여전히 모호

30) 영해와 공해의 이원 규범은 해양법 규범의 기본 구조이다. 이 구조에는 또 이차적인 규범이 있고, 그 목적은
각국이 해양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는 이해관계와 충돌을 예방하고 통제·조정하여, 해양의 평화
로운 이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조는 매우 불안정하여 새로운 해양 구역 유형이 끊임없이 형성
되고 있다(郑志华, 2015: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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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취약성이 상당히 드러나서 더욱 보완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31)(郑
志华, 2015: 97).

2) 자유주의 해양질서관의 기여
Grotius가 1609년 익명으로 「해양자유론(Mare Liberum，The Free
Sea)」32)을 펴낸 이후, 해양이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고 보든, 모든
인류의 공유물(Res nullius or res communis omnium)이라고 보든,
해양자유 원칙은 점차 각국에 의해 승인되고 받아들여졌다.33) 공해자유
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해권과 무역대국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그 중의 항행자유는 점차 국제법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확실한 원칙이 되
었고, 더 나아가 절대적 강행법(jus cogens)이 되었다(Scharzenberger,
1965: 455; 郑志华, 2015: 97에서 재인용).34)

31) 2012년 6월 8일, 중국 상주 유엔 부대표 王民대사는 「협약」체결 개방 30주년 기념 발언에서 해양의 평화,
안전과 개방을 보장하고, 각국 공동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해양의 과학적인 보호와 합리적인 이용을 통합
해 고려하고, 연해국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 이익을 균형 있게 처리한다. 모든 국가가 합법적으로 해양을 이
용하는 권리와 자유를 타당하게 고려한다. 특히, 발전도상국, 내륙국과 지리적으로 불리한 국가의 해양 활
동에 대해 특별한 주목을 하고, 그들이 해양을 공유하여 인류에 복지를 가져다주는 것을 보장하고, 해양 분
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관련 해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은 지적했다. 이는 중국이 해양질서 구축 관련
입장으로 상대적으로 전면적·체계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Retrieved from http://www.fmprc.gov.
cn/mfa_chn/zwbd_602255/t939871.shtml (郑志华, 2015: 97에서 재인용).
32) Grotius는 통상과 항행은 모든 인류의 자유이다. 왜냐하면, 해양은 유동적이고 계속 변해서 소유될 수 없
고, 해양자원(예: 어류)은 고갈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즉, 해양은 점유될 수 없고, 거래 또는 매매
할 수 없고, 항행 측면이든 어업 측면이든 모두 인류공동 사용에 적합한 것이다(Grotius, 2005: 7; 郑志华,
2015: 97에서 재인용).
33) 해양이 로마법에서 대체 인류 공용에 속하는지 아니면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학자들은 현재
까지 논쟁한다(Cassi, 2004: 114-139; 郑志华, 2015: 97에서 재인용).
34) 해양자유는 주권국가가 육지영토에서 이웃을 경계로 삼고, 심지어 이웃을 골짜기로 삼는 현상(以邻为壑)과
는 선명한 대조가 된다. 육지는 모두 특정의 귀속이 있고, 크게는 국가영토, 작게는 개인 주택까지, ‘소유’와
침해와 관여와 대비를 특징으로 하고, 자신의 정원에 ‘바람이 들어올 수 있고, 비가 들어올 수 있지만, 국왕
은 들어올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교하면, 지구 표면적의 약 2/3를 차지하는 넓은 해역에서, 기본적
인 행위준칙은 자유이고, 넓은 해양은 자유의 왕국이고, 현대 국민국가에 개방되는 자유 영지이다(郑志华,
2015: 97-8). Dixon은 “여기는 거의 끝이 없는 공간으로, 아무런 장애도 없고, 여기는 대륙과 멀리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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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래 서구 해양국가가 해양자유를 매우 중요시하고 소중히 여기
는 것은, 주로 근대 산업혁명의 발생 및 발전과 관련된다. 산업혁명이 심
화되면서 대외무역과 해외식민지 개척을 통해 낮은 원자재를 획득하고,
판매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35)(郑志华, 2015: 98).
‘자유무역’이든 ‘자유롭게 식민지 개척’을 하든, 모두 ‘해양자유’를 그
기초로 하여 해상항행을 매개와 연결고리로 한다. 항구 도시를 중추와 플
랫폼으로 하여, 원자재를 수입하고, 상품을 수출하여 판매하고, 부를 축
적할 수 있다. 새로운 항로의 개척은 항구의 발전, 무역의 급성장,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또한, 부와 정보, 인재의 집적을 낳아 도시와 국가의 부
흥을 추진했고, 새로운 질서의 가능성을 열었다(郑志华, 2015: 98).
이러한 생존방식의 변혁은 작게는 기업의 생존에 관련되고, 크게는 민
족의 흥망과 관련된다. 해외무역이 가져온 기술의 혁신, 자원의 축적, 부의
성장은 제도와 생활방식의 변화를 낳았다. 월터 롤리(Sir Walter Raleigh)
가 “그 누가 해양을 장악하면, 그 누가 세계의 모든 무역을 하고, 그 누가
세계의 무역을 장악하면, 그 누가 세계의 모든 부를 가진 것으로, 실제로
세계 자체를 가진 것이다.”고 말한 것도 과장이 아니다(Schmit, 1997;
郑志华, 2015: 98에서 재인용).

이 과정에서 근대의 가장 막강한 해양제국인 대영제국은 그의 해양권
익을 보호하기 위해, 점차 해양자유통행을 초석으로 하는 해양공법(해양법)

해양이 있고, 이들은 대자연의 위대한 소통 매개이고, 여기에는 산맥의 방해가 없고, 달아오른 사막도 없고,
도로는 넓고 … 상상해봐라. 사방으로 통하는 길에서, 너는 맨 먼저 넓은 해양과 해상교통의 의미를 느끼게
될 것이고 … 해상의 자연 위협을 제외하면, 평화 시기 다른 위험에 처할 우환이 없고, … 넓고, 바쁜 항로는
모두에게 개방되어, 모두가 사용하게 제공되어, 현대문명의 발전과 전파에 대한 기여가 가장 크다”(Dixion,
1917: 94-95; 郑志华, 2015: 98에서 재인용).
35) Mahan은 ‘상품’, ‘해운’과 ‘식민지’, 이 세 가지를 합하여 전체적인 해양무역을 구성했고, 한 국가의 번영과
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Mahan, 1990: 25; 郑志华, 2015: 9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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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유원양무역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양사업(해상법)을 구축하
여, 해양질서의 기본 구도를 형성했다(郑志华, 2015: 98).
200여 년 이래, 연해국은 안전과 경제이익 등의 요인에 따라 영해 확
장에 대한 주장을 제기했지만, 줄곧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가장 협소한
해역 범위 내로 제한되었다. 소수 국가들은 해양에 대해 배타성이란 일방
적인 관할을 확립하려고 시도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또한 일부 국가
들, 예를 들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양자 방식으로 해상무역 항행선에 대
한 독점적 권리를 확정하려 시도했으나, 마찬가지로 실패로 끝났다.36)
많은 연해국은 그 해관, 재정, 위생, 이민 등 유형 사항을 보호하기 위한
접속수역을 여러 차례 부결시켰다.37) 어떤 국가의 행위 또는 법안이 해
양자유원칙과 관련될 때, 모두 고려되었다(郑志华·郑溶, 2012; 郑志华,
2015: 98에서 재인용).
비록, 2차 대전 이후 국가 관할권이 끊임없이 해양으로 확장되고, EEZ,
대륙붕, 군도수역 등 새로운 해양구역의 공해 면적도 끊임없이 줄어들었
지만, 현재까지 항행자유 원칙은 존속되고 있다. 반대로, 「협약」은 서로
다른 해양구역에서 모두 항행자유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심지어 강화되었
다. 공해자유는 여전히 협약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이는 해양질서에
서 관건이다. 심지어 해양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36) 1493년 교황 알렉산데스 6세가 주재한 협상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듬해 「토르데시야스 조약」을 체
결했고, 조약에서 양국은 카보베르데 군도 서쪽 300리그(league: 3마일 정도)(대체적으로 서경 46도 37분에
위치하고 있고, ‘교황자오선’이라고 불림), 양국의 세력 분계선으로 했고, 분계선 서쪽은 스페인에 속하고,
동쪽은 포르투갈에 속한다고 규정했다(章永俊, 2005: 5; 郑志华, 2015: 98에서 재인용).
37) ‘안전’을 목적으로 접속수역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 유엔 국제법 위원회에서
제1차 해양법회의 조항 초안을 논의할 때, ‘안전’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그 내용이 불확실하여,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한 국가의 고유적인 자위권은 이미 그 합법적인 이익을 보장할 수
있어, ‘안전’은 접속지역 설립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았다(章永俊, 2005: 5; 郑志华, 2015: 9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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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郑志华, 2015: 98).
「협약」 제87조는 “공해는 모든 국가에 개방되며, 연해국 또는 내륙국
을 불문한다.”고 규정한다.38) 공해자유는 항행자유, 비행자유, 해저 케이
블과 파이프라인 설치 자유, 국제법이 허용하는 인공 섬과 기타 시설을
건설할 자유, 조업(捕鱼)자유, 과학연구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이 중 항
행자유와 조업자유는 해양자유에서 최초로 확인된 것이고, 기타 자유는
인류가 해양을 더욱 이용하는 과정에서 확장되어 점차 국제법에 명문으
로 확인된 것이다39)(郑志华, 2015: 98).
따라서 공해자유 중에서 항행자유는 핵심이자 기초이다. 휴고 그로티
우스는 공해는 마치 공로처럼, 자연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해(high sea)’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40) 기타
는 모두 항행자유 원칙에서 파생한 것이다. 해양자유 원칙에 따라, ‘누구
든 해양을 이용할 수 있고’, ‘누구든 타인이 해양을 이용하는 권리를 막을
수 없다.’ 각국이 제정한 법률은 본국 선박에만 적용되고, 외국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제법이 별도로 규정하거나, 국내법이 국제법의 상응
한 권한을 부여받았을 경우 예외가 된다(郑志华, 2015: 98).
근대 해양자유론의 이론적 토대는 고전자유주의 철학이다. 이는 해양
이용 의지가 있는 국가는 평등하고, 자유롭게 해양을 이용하는 권리를 보

38) 이 규정은 1958년의 「협약」 제2조에서 발전해온 것이다. 「협약」제2조는 공해는 각국에 대해 일률적으로
개방하고, 어떤 국가도 실질적으로 공해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권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
한다(郑志华, 2015: 98).
39) 1958년 「협약」 제2조는 단지 공해의 네 가지 자유, 즉 항행, 조업, 해저 케이블과 관선 설치 및 비행자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인류가 해양에 대한 인식과 이용 능력을 반영한 것이다(郑志华, 2015: 98).
40) 1950년 공해제도에 관한 유엔 비서처의 연구보고를 참조할 수 있다(U.N. Secretariat, Regime of the
High Seas, U.N. Doc. No. A/CN.4/32, Retrieved from http://untreaty.un.org/ilc/guide/8_1.htm).
Mahan도 ‘해양은 사면팔방에 통하는 넓은 공용지와 같다’고 보았다(Mahan, 1890; 郑志华, 2015: 9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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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받고, 최종적으로 국제해양질서의 확립, 국가의 부강 및 개인복지를 추
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초는 Flag State
(船旗国)의 배타적관할제도로, 한 나라의 선박은 다른 국가 공무선박의
부당한 제약과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대한 해양자유를 향유하
고, 그 꿈과 모험사업을 추구하고, 선박을 소유한 국가가 그 선박을 이용
하여 그 해양공유를 실현하게 한다는 주장이다(郑志华, 2015: 98-9).
무엇보다도 영국과 미국이 앞뒤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
면서 해양에서 두 국가는 글로벌 공역의 야경인 역할을 맡았다. 보편적인
관할 명목으로 해상의 노예거래, 해적 등을 제거하였고, ‘함선외교’를 실
시하여, 해양자유에 대한 어떤 ‘방해’도 배제시켰다. 결국, 해양국가의 강
대한 해권은 해양자유의 진정한 현실적인 초석이라 할 수 있다41)(郑志华,
2015: 99).

3) 자유주의 해양질서관의 비판
해양자유를 이론적으로 반론한 Schmit는 “사람들이 해양의 소위 ‘자
유성’ 또는 ‘폐쇄성’에 매혹되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명목 아래서 유럽
각국의 어업, 무역, 항해운송 등은 이익 경쟁이 날카롭게 되었다.”라고 지
적했다(Schmit, 1997; 郑志华, 2015: 99에서 재인용).
자유주의 해양질서관은 영국을 주목할 수 있다.42) 1613년 영국의

41) 제95조와 제96조에 따라 완전한 면제를 가지는 선박을 제외한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다음과 같
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다만, 간섭
행위가 조약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a) 그 선박의 해적행위에의 종사, (b) 그 선박의
노예거래에의 종사, (c) 그 선박의 무허가 방송에의 종사 및 군함 기국이 제109조에 따른 관할권 보유, (d)
무국적선, (e) 선박이 외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국기 제시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군함과
같은 국적 보유(「협약」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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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Welwod는 「해양주권론(An Abridgement of All Sea-Laws)」
을 발표해 “한 나라의 주민이 그들의 연안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원시
적인 배타적 권리다. 이는 해양이 반드시 연해 국가의 소유여야 하는 주
요 이유 중의 하나다. 만약 누구든 자유롭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이들 물고기는 멸종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논점으로 연해국이
연해 수역에 대해 주권과 소유권을 향유하는 사상을 논증했다. 1635년
Selden은 「해양폐쇄론(Mare Clausum)」을 출판했다(Schmit, 1997; 郑
志华, 2015: 99에서 재인용).

휴고 그로티우스의 ‘해양자유론’에서 영국은 그 주변의 해양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제기했다. 그렇지만 그는 동시에 기타 국가의 선박들이 무
해 통과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Selden은 영국이 해양에 대한 특수
요구와 항행자유의 보편적인 요구를 서로 조합하려고 했다(Lautenacht,
1970; 马忠法, 2006; 郑志华, 2015: 99에서 재인용).
휴고 그로티우스가 17세기 초에 제창한 ‘항행자유, 조업자유, 해상통
로의 평화로운 사용, 국제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사상 및 인류공동재
산의 사상’ 등은 대부분 이미 국제해양법에서 중요한 제도가 되었다. 이
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은 휴고 그로티우스의 위대한 통찰과 심오한 사상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영국 자국의 부흥이었다. 19세기 초, 영
국이 해상패권을 취득한 이후, 해양자유 원칙을 적용하면, 자국의 선박이
다른 나라 근해에서 항행하는 것에 유리한 것을 보고, 기존의 ‘해상통제론’

42) 16세기 이래 영국이 공표한 언행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1580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스페인
사절에게 해양과 공기는 자유로운 것으로, 누구든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학자들은 천주교가 주도
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인이 주도하는 항로와 상업독점에 대해, 한편으로 그들이 제창하는 일종의 보편적
인 자연법에서 이미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변했고, 다른 한편, 네덜란드인의 해권 요구에 대해, 영국과 이웃
하고 있는 여러 해역(‘폐쇄적 해양’)에 대해 독점권을 강조했다(郑志华, 2015: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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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포기하고, 해양을 연해국 주권 범위에 속하는 영해와 어떤 국가에
도 속하지 않는 공해로 구분하는 것으로 전환하게 되었다(章永俊, 2005: 5;
郑志华, 2015: 99에서 재인용).

18세기 말, 각국은 이러한 공인된 ‘대포사정론’(3해리설)에 따라 자신
의 해양권익에 대해 규정했다. 19세기 후기 이래, 기술진보에 따라 각국
은 대포사정, 항행기술, 어획능력 등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 대포사정은
기존 3해리의 척도를 크게 초과했고, 어선도 범선에서 기선으로 전환하
여, 3해리가 더 이상 연안 어획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해양
에 대한 요구 권리도 계속 커졌다. 또한, 영해 및 접속수역을 제외하고도,
우선권을 갖는 어업수역, 대륙붕, EEZ, 심지어 심해 해저에 대해서도 각
종 요구를 제기했다.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상황에 따라 각국은 다양한
권리 주장을 하게 되었다(郑志华, 2015: 99).
해양자유 원칙은 현대 해양질서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그 출현 초기
부터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하나는 항행과 해상무역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의 자유이다. 미국은 항행자유를 인류의
공통 핵심 이익의 하나로 보았고, 동시에 항행자유는 미국의 국가 핵심
안전이익이라고 간주했다(Moore, 2010: xvi; 郑志华, 2015: 99-100에
서 재인용).
이 두 내용에는 일종의 상쇄관계 혹은 상충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이
러한 충돌은 미국 국가안전이익이 전 인류의 안전이익과 일치할 경우에
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미국의 일방주의 경향은 더욱
국제사회의 근심을 낳았다. 특히, 발전도상국은 미국은 단지 항행자유를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해상패권을 수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张海文, 2013; 郑志华, 2015: 10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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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위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의 자유는 해양국가 및 일부 어업
대국의 특권에 불과하며, 다수 발전도상국은 기술과 능력이 취약하여 기
본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해양국가가 해양을 과도하게 개발
하여 초래한 생태 및 환경 위기는 전 인류가 감당해야 한다. 해양자유원
칙은 처음부터 일정 허위성과 사기성을 갖고 있다. 해양자유와 개방이란
주장 아래 숨겨진 건 독점성과 배타성이라는 사실이다. 해양자유원칙은
왜 왜곡되고 있을까?(郑志华, 2015: 100).
그 근원의 하나는, 베스트팔렌 체제 아래 현대 주권국가들이 갖고 있
는 양면성을 띠는 인류 구조물이다. 해양자유원칙은 각 주권국가의 비호
및 그 배타적 관할에 있는 것이지, 보편적인 글로벌 정부가 보장하는 효
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주권국가는 이기적으로 이익추구 및
위험회피를 모색하고,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리바이어던’이기
도 하다. 이는 해양자유원칙이 탄생할 때부터 거대한 갈등으로 존재했다.
전통적 해양자유원칙의 결함을 지적하는 것은 이를 완전히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개선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성을 갖게 하려는 것
이다. 해양을 절대적으로 폐쇄하거나 배타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인류에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郑志华, 2015: 100).

2. 국제해양질서 및 해권론
1) 국제해양질서
(1) 국제해양질서 담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해양의 자연지리를 인류사회의 생존, 경쟁, 발
전의 토대로 삼았다. 어느 역사 시기와 해양 공간 영역에서 주도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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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는 국가 또는 민족의 해양활동은 해당 역사 시기의 국제해양질
서를 형성했다(刘新华, 2019: 5).
해양질서는 국제질서에 종속되어 있다. Kissinger는 국제질서는 “두
가지 요인 위에 구축된다. 하나는 허락된 행위의 경계, 각국에서 받아들
이는 규칙, 그리고 규칙이 파괴될 때 각 측이 자제할 것을 강제하는 일종
의 세력균형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라고 보았다(Kissinger, 2015:
XVIII; 刘新华, 2019: 7에서 재인용). 어떤 시대이든, 모두 일정 정도 규
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존재한다. 국제질서는 세 가지 원천을 통해 형성
될 수 있다. ⅰ) 국가 간 세력균형, ⅱ) 패권의 명령, ⅲ) 동의를 통한 것이
다(Ikenberry, 2011: 13-15; 刘新华, 2019: 7에서 재인용).
결국, 국가 실력이 국제질서 형성의 기초인 것이다. 육해 공간의 시각
에서 볼 때, 해양질서는 국제질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세 가지 측면
의 요소, 즉 권리 분포, 규칙체계, 담론구축으로 구성된다(吴士存·陈相秒,
2018: 26; 刘新华, 2019: 7에서 재인용). 따라서 해양질서는 본질적으로
해양 영역의 국제질서이다.

(2) 국제해양질서 담론체계 주도
글로벌화 이래, 서방 국가가 국제체제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수 서방 국가가 해양을 주도하고 통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방은 당연
히 국제해양질서 담론체계의 구축을 주도했다(刘新华, 2019: 18).
첫째, 세계 해양 역사의 발전과 진화에 따라, 서방 국가는 각 시기 해
양담론 의제를 주도했다. 소위 담론 의제는 담론 내용으로, 주체의 관심
영역과 방향을 반영한다(张佳佳·王晨光, 2018: 21; 刘新华, 2019: 1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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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인용). 기타 문명과는 달리, 16세기 전후, 해양 의제는 서방 국가가
주목하는 새로운 의제가 되었다. 당시 두 해양대국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주축이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해외탐험으로, 서구가 동방으로 통하
는 항로를 탐색하여, “2백 년에 걸친 육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관심
에서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계로의 전환과정이었다”(Buzan &
Little, 2000; 刘新华, 2019: 18에서 재인용). 그리고 잇따른 대규모의
식민 확장과 침략 활동이다. 이와 동시에, 유럽 국가의 해양무역과 상업
경쟁, 이로 인한 해상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들은 공동으로 새로운
항로 이후 세계해양에서 핵심적 의제를 구성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구
체적인 영역 내의 해양조직체계와 해양권리 관련 조약으로 규정되었다
(刘新华, 2019: 18). 이밖에도, 서구는 17세기 초 해양 지위와 역할 관련
문제의 논의에서 국제해양법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2차 세계대
전 이후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들 해외탐험, 해외식민, 해상무역, 해상전
쟁, 해양조약, 해양법 관련 등은 모두 당시 해양의제에 속했다(刘新华,
2019: 19).
둘째, 서구가 끊임없이 진전·발전시킨 해양영역 내 권리와 의무 관계
를 규범화하는 일부 관점과 원칙은 점차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중요한 개
념으로 변해서 현대 국제해양법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었다.
국제법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체계로서 해양질서를 규범화(조약체결국
또는 참가국에 대해) 할 뿐 아니라, 서방의 해양 지위와 작용에 관한 논
의는 국제해양법의 형성과 발전을 낳았다. 19세기에 이르러, 해양자유,
항행자유, 공해, 영해 등의 기본개념 및 확정된 기본원칙은 이미 국제사
회에 받아들여졌고, 국제해양법의 핵심 개념이 되었다. 현대 국제해양법의
‘규제설정자(造法者)’는 주로 서방국가이지만, 해양법체계의 주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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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과 핵심 개념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받았다. 이는 서방
국가가 해양질서 발언권에서 중요한 표현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刘新华,
2019: 19).
셋째, 서방 국가는 해양전략, 해권이론(海权理论) 등 학술연구 의제와
발언권과 세계 해권연구의 흐름을 주도했다. 서방 국가는 해외식민, 해상
무역 및 제해권 각축장에서 해양의 중요성을 이미 심각하게 인식한 것이
다. Mahan을 계기로, 미국, 영국, 프랑스 심지어 독일은 모두 자신의 해
권이론을 발전시켰다. 전반적으로 보면, 해양에 대한 수백 년의 인식과
쟁탈을 거처, 서방 국가는 이미 해권과 해양전략을 연구하는 전통을 만들
었고, 세계 지정학에 심각하고 오랜 영향을 미쳤다(刘新华, 2019: 19).

(3) 패권구축 모형 vs 협약 간 차이점
글로벌화 이래 형성된 국제해양질서는 서방 국가가 주도한 국가해양
질서이다. 1990년대 이래, 세계 해양 영역에 「협약」을 기초로 하여 국제
해양질서가 형성되었다. 두 가지 병존하는 국제해양질서는 본질적인 차
이점이 존재한다(刘新华, 2019: 23).
첫째,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질서는 역사상으로 영국이 주도
한 해양질서와 일맥상통한다. 본질적으로는 동질적인 국제해양질서로,
권력으로 구축되고 권력으로 유지되는 해양질서로, 즉 패권구축 모형이
다. 소위 동질체계는, 체계 중의 국가가 동일한 유형에 속하고, 동일한 정
책이념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Aron, 2003; 刘新华, 2019: 23에서 재
인용). 1500년 이래부터 전후 미국에 이르기까지, 줄곧 운행된 국제해양
질서는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국제해양체계에 속한다. 해양질서를 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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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권국가, 예를 들어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그리고 전후의 미
국은 모두 실력으로 해양세력 범위를 구분하고, 강력한 해군을 구축하여
제해권을 장악하고, 해상 무역통로를 통제하고, 국제해양규칙을 제정하
여, 해양질서의 발언권을 주도한 것이다.
「협약」을 기초로 하여 구축된 국제해양질서는 각 주권 국가 간의 공동
협상을 통해, 법률법규의 형식으로 국제해양규칙을 확립한 것이다. 주요
관심은 각 주권 국가가 모두 해양자원을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다. 즉, 국가와 인류발전에 대한 해양의 보편성에 초점을 둔다. 이는 서구
가 주도하는 국제해양질서와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르며, 이질체계에
속한다. 즉, 두 체계 중의 국가는 서로 다른 조직원칙에 따라 서로 충돌
되는 가치 관념을 호소하는 것이다(Aron, 2003; 刘新华, 2019: 23에서
재인용).
둘째, 조직구조 측면에서 보면, 미국 (및 역사상의 기타 서방국가) 주
도의 국제해양질서는 전형적인 등급제(等级制)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 모
형은 한 강국이 세계에서 핵심 지위에 위치하고, 그의 주도 하에서 일련
의 국제제도와 국제규범을 통합하는 것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가장 유력
한 보장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즉 패권안정 모형이다(倪峰, 2002: 10; 刘
新华, 2019: 23-4에서 재인용). 전후 국제해양질서가 바로 이 모형에 속

한다. 글로벌 전략의 추진은 반드시 해양을 매개로 힘을 빌려, 해양에 대
한 절대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핵심 임무이다
(Rose, 2007: 231; 刘新华, 2019: 24에서 재인용). 국제정치권력에 대한
패권국가의 민감성으로, 패권국가가 주도한 등급제의 국제해양질서는 폐
쇄성과 배타성 및 경쟁성의 특징을 갖게 된다. 유엔해양법회의 개최과정
에서, 회의를 주도한 것은 유엔이고, 회의에 참가한 국가와 지역은 1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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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87개(1958년), 2차에서는 87개(1960년), 3차에서는 168개 구성원
이 참가했다. 유엔 회원국 154개(회의 개최 시기는 1973~1982년)를 포
함하여, 이 중 절대다수는 발전도상국이다. 각국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해양의 이용 및 기타 사무에 대해 공동으로 협상하고, 해양질서의 끊임없
는 법제화를 추진했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에서 각 구성원
간에 평등한 관계를 갖고, 이러한 질서는 공평, 포용, 개방의 특징을 띤
다. “새로운 「협약」은 인류의 공동계승 수호 및 각국 해양권익에 대해 일
련의 중요한 법률 원칙과 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이는 구(旧)해양법이 단
지 소수 대국을 위해 지원하는 측면을 바꾼 것이다”(高建军, 2004: 10;
刘新华, 2019: 24에서 재인용). 「협약」이 확립한 새로운 해양법률제도와

원칙은 해양법과 국제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혁시킨 상징이다(李乐, 2004:
83; 刘新华, 2019: 24에서 재인용).
셋째, 이 두 가지 해양질서의 운행방식과 수용 정도로 볼 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질서는 주로 그 패권에 의존하여, 동맹국의 힘을 빌려,
정치안전 영역과 경제 영역에서 일련의 규칙과 제도를 구축하여 해양질
서를 수호하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을 제도패권이라 한다(门洪华, 2006;
刘新华, 2019: 24에서 재인용). 이러한 운영 모형은 본질적으로 서방 국

가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으로, 정당성과 합법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반면,「협약」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국제해양질서는 세계 각국이 평등하
게 협상하여 도출된 것으로, 그 기본 동기는 모든 국가의 균등발전권에
기반을 둔다. 즉, 모두가 해양을 이용하는 천부(天赋)권리를 갖고 있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상호 분쟁을 해결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발전권 및
평화해결의 분쟁은 세계적으로 수용되었고, 세계 해양 형세로 흘러가는
역사적 필연성을 반영했지만, 자체 본질적인 결함으로 유효성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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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즉, 「협약」이 규정하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담보될지는 불투명
하다(刘新华, 2019: 24).

2) 해권론
해권론(海权论)은 지정학 이론 중에서 국제구도 변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이론 중의 하나로, 오늘날까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
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가 궐기하는 과정에서 해권론은 양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즉, 해권이 국가의 궐기와 민족의 부흥을 설명할 수
있는 반면, 서방 국가가 해외식민과 해상패권경쟁 과정에서 쉽게 해권 경
쟁과 충돌을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李国选, 2019: 15).
세계 주요 대국굴기 모형에서 해권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표 2-10>
을 통해서 보듯 대국굴기 중에서 그 비중이 변하고 있으며, 더욱 복잡화,
다원화되고 있다. 세계 대국굴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그 프레임의 개편도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王琪, 2020a: 13).

표 2-10

주요 대국굴기 모형

국가

굴기 모형

스페인

해권(해군 + 해양법률) + 식민 확장

네덜란드

해권(해군 + 해양법률) + 식민 확장 + 폭리적 상업 무역

영국

해권(해군 + 해양법률) + 식민 확장 + 폭리적 상업 무역 + 공업혁명

미국

해권(해군 + 해양법률) + 식민 확장 + 폭리적 상업 무역 + 공업혁명 + 기술혁신 + 연성권력

출처: 王琪(2020a: 13)

일반적으로 해권론은 Mahan의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두드러진다. 해권론은 여전히 인류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지정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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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으로 간주되지만, Mahan이 주장하는 서구중심주의와 사회진화주의
(Social Darwinism) 그리고 대항성과 통제성 등의 사고방식은 현시대의
추세와 저촉된다는 측면에서 ‘지양’될 필요가 있다(李国选, 2019: 15).

(1) 서구 해권론의 대표적 관점
서구 해권론은 영미식 해권과 프랑스식 해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영
미식 해권의 대표적 이론은 주로 Mahan의 해권론과 Corbett의 해권론
이 주목된다. 그리고 프랑스식 해권론의 대표적 학파로 프랑스 청년학파
가 있다(李国选, 2019: 15).
① Mahan식 해권론: 국가흥망의 결정
‘해권론’ 3부작에서 Mahan은 ‘해양통제 여부’를 국가 흥망을 결정하
는 최고 전략으로 간주한다. Mahan은 해권이 “한 민족이 해상에서 또는
해양에 의존하여 궐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Mahan, 1890; 李国选,
2019: 15에서 재인용). Mahan의 해권은 해양을 통제하는 군사역량일
뿐만 아니라, 해양과 밀접한 요소를 통해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양은 광범위한 공공구역과 동일하며(Mahan, 1890; 李国选,
2019: 15에서 재인용), 경제 활력의 원천이고, 생산과 해운 및 식민지를
통해 무역, 상업, 인구, 부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유통이 실현되는 곳이
다. 이것이 해권론에 대한 ‘Mahan의 논리’이고, 유통과정에서 형성된 안
전기능이 바로 ‘Mahan의 문법’이다(李国选, 2019: 15-6). ‘Mahan의 논
리’의 실질은 곧 교통 매개체인 해양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특성에 따른
것이고, 글로벌 시장 통일과 경제요소를 최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한다.
‘Mahan의 문법’은 해양경제체계가 순조롭게 작동되어 파생된 강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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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수단이다(刘怡, 2017; 李国选, 2019: 16에서 재인용).
Mahan의 해권론 논리사슬은 강력한 해군을 구축하고, 해전을 벌여
적의 함대를 소멸하고, 제해권을 취득하여 본국과 세계시장의 통로를 개
통하여 원거리 상업의 우위를 점유하고, 제국의 끊임없는 성장을 유지하
는 것이다(师小芹, 2018; 李国选, 2019: 16에서 재인용). 즉, Mahan은
해양과 국가경제, 정치의 필연적인 연계, 객관적인 사슬을 근거로, 해양
으로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국가수요인 글로벌 전략적 사고방식을 철
학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권이 국가의 흥망에 매우 중요하고
해양을 효과적으로 통제한 자가 해권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세계 대국
이 될 수 있다는 규칙을 발견한 것이다(李国选, 2019: 16).
② Corbett 해권론: 상대적인 제해권
영국은 과거 세계 해권의 맹주이다. 그 해권론은 상당한 특색을 띤다.
영국은 전형적인 섬나라로, 강력한 대륙국가의 도전에 직면할 때, 영국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영국식 해권에 대한 일관적인 주제
였다. 영국식 해권론의 대표는 Corbett이라 할 수 있다. Corbett는 영국
이 Mahan의 해권 위력을 과신하는 것을 우려하고, 고도의 국가전략에서
군사전략과 해군전략을 동시에 고려하여, “해륙(海陆)연합작전”, “상대적
인 제해권”, “제한적인 전쟁방식”, “균형적 출항(离岸平衡)” 등을 제기하
였다(Corbett, 1988: 66; 李国选, 2019: 16에서 재인용).
Corbett의 해권론의 논리사슬은 상대적인 제해권을 획득하는 것에 힘
을 빌려 해상교통로를 원활하게 수호하고, 육상에서 제한적인 전쟁을 일
으켜, 육상동맹을 지원하거나 육상의 제한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Corbett의 해권론은 Mahan의 해권론에 대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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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李国选, 2019: 16). 즉, 해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대륙의 강국을 어떻게 타격할 것인가에 대한 보완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다.
③ 프랑스 청년학파: 비대칭 전략
19세기 말, 해륙 복합형 국가인 프랑스는 해양에선 강력한 영국에, 그
리고 대륙에선 급속히 강력해지는 통일된 독일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러
한 딜레마에 대응하기 위해, Grivel과 Aube는 ‘청년학파’ 이론을 제기했
다. 해당 이론의 핵심은 제한적인 자원제약 조건에서 어떻게 새로운 기술
을 이용하여, 소형 고속함선을 주력으로 하는 함대를 ‘비장의 무기(杀手
锏)’로 삼아, 적의 해상교통로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

다. 프랑스 ‘청년학파’는 ‘약자의 해권전략’으로, 그 논리사슬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비장의 무기’를 제조하고, 비대칭 전쟁을 벌여 상대국
의 상업 항로를 타격하여 상대국에 결정적인 손해를 안겨 국내 혼란을 초
래하고, 프랑스의 의지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프랑스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는 바이다. 프랑스 청년학파 이론 중의 비대칭 전쟁, ‘비상의 무기’
기술에 대한 의존, 강자에 대한 약자의 대응, 절대 제해권에 대한 부정
등의 관점은 오늘날까지 해양전략에서 상당히 응용되고 있다(师小芹,
2012: 125-134; 李国选, 2019: 16에서 재인용).
결국, 프랑스 청년학파의 논리는 ‘비장의 무기’를 개발하고 활용하여
상대방의 교통로에 교란을 유발함으로써 유리한 협상으로 전략적 목표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2) 중국에의 함의
그동안 서구 해상지배 과정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높은 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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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관련 세 가지 이론을 소개하였다. 이들 세 가지 이론은 차이점과 공통
점을 갖고 있다.
세 가지 이론의 차이점은 师小芹(2012: 121)이 제시하듯, 주로 해권국
(예: 영국, 미국)이 해권을 행사할 때 주목하는 것은 대륙국가가 강력해지
면, 해양국가가 육지 전쟁에 대한 투입이 어느 정도에 달하고, 해권이 여
전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의 여부이다. 또한, 육권국(예: 프랑스)이 해
권을 행사할 때 중시하는 것은 방어적 해권이 해권국가 위협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인지 여부로 좌우된다는 것이다.
세 가지 해권론 이론의 공통점은 주로 李国选(2019: 16)이 지적하듯,
ⅰ) 해양이 연해국가 궐기에 대한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ⅱ) 국가성쇠
와 관련해 해권의 상실은 국가안전과 경제번영을 침해할 것이고, ⅲ) 해
권의 쟁탈은 결국 전쟁과 결부되기 때문에, 역사상의 해권 교체는 모두
대규모 해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 외 해권은 빈번히 육권과 대항함
으로써 그 주도 세력을 수호하는 것에서 구현된다는 것이다.
해권론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李国选(2019: 17)에서 파악할 수 있다.
즉, 서구 해양권은 서구중심주의, 해상패권, 통제반대(对抗控制) 논리에
따라 해양 발언권을 주도한다. 비록, 새로운 글로벌화로 각국이 해양에서
상호 의존성이 더욱 필요하지만 양극 분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자신
에게 이익이 되려면 반드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해권론은 제로섬 게
임의 해양통제를 견지하여, 해양 영역에서 평화, 발전, 거버넌스, 신뢰 등
의 결여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양과 육지의 연계가 더욱 밀접해지면서, 학계 연구에서도 새
로운 변화가 생겼다. 1960년대 말, 해양지정학43) 정치사상에 다극화와
지역화의 관점이 나타나면서(高兰, 2019: 94; 张景全 等, 2020: 8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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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해양과 육지의 관계는 기존처럼 더 이상 괴리되지 않게 되었다.
해양이 이미 국가 간 왕래와 연결의 중요한 유대가 되면서 해양전략의 가
치와 경쟁성도 더욱 두드러졌다. 국가의 생존과 발전에서 전략적 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해양을 중시하고, 해양을 경영할 수밖에 없게 됨
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해양사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되었
다(张景全 等, 2020: 87).
한 국가, 특히 해양 관련 사무가 많은 국가가 해양국가인지 아니면 대
륙국가인지를 규정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과거 어느 역사 시기보다 해양
과 육지 간 연결성이 보다 강하게 되었고, 해양과 육지 간 경계도 더욱
모호하게 되었다. 결국, ‘범해양론’의 발전은 가장 큰 현실 수요 단계와
전략적 기회를 맞이하면서, 범해양 시대에 점차 들어서게 되었다(张景全
等, 2020: 87).

‘범해양론(泛海洋论)’의 본질적인 특징은 전통 지정학의 ‘해양과 육지
이원(海陆二元)’의 객관적인 전제와 ‘해양과 육지 충돌(海陆冲突)’의 주관
적인 결론을 부정하면서, 해양과 육지 관계는 점점 더 밀접해지고, 세계
각국이 해양사무에 더욱 깊이 개입된 것이다(张景全 等, 2020: 87).
张景全 等(2020: 87)은 ‘범해양론’의 요지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 즉,

ⅰ) 육권과 해권 국가는 더 이상 ‘충돌’과 ‘대립’을 위주로 하지 않고, 협
력을 더 중시하게 된다. ⅱ) 국가 간 협력의 중점은 해양개발과 거버넌스에

43) 전통 지정학 이론은 해권론(海权论), 육권론(陆权论), 공권론(空权论) 등을 포함하는데, 해양지정학은 지정
학(地缘政治学)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발전 방향 중의 하나이다. 해양지정학은 주로 해양권력과 해양권익을
연구하는데, 이중 ‘해양’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여, 해안해양과 인류정치 활동의 상호작용, 심해해양과 인
류정치 활동의 상호작용, 글로벌 해양환경 변화와 인류정치 활동의 상호작용이 작동하고, 영향을 주고, 대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韩增林·刘桂春, 2007; 高兰, 2019: 94에서 재인용). 연구 대상의 성격으로 볼 때, 해
양지정학은 역사성, 정치성, 종합성 등의 특징을 띤다(王恩涌, 2003; 高兰, 2019: 9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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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ⅲ) 현재 일부 국가가 여전히 소위 ‘해양국가동맹’ 구축에 몰두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비판의 의미를 가진다. 범해양 시대의 기본 특
징과 실천도 마찬가지이다.
이젠 중국 해양강국 전략은 서구의 해권이론에서 경험과 이론의 영양
분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구의 해권이론인 해양실력에 토대를 두는
대국굴기를 실현하는 기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새롭게 전개되는 형
세와 기회에서 Mahan 해권이론과 다른 전략 경로를 취하여 해양강국을
실현하고 대국굴기를 실현해야 한다(王琪, 2020a: 14). 중국의 해양강국
전략은 해양수요와 해양능력을 상호작용으로 하여 해양강국을 더욱 발전
시키고, 동시에 해양질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刘笑阳, 2019:
233).

3. 중국의 해양담론
1) 중국의 해양강국 전략
육해공, 즉 대지, 바다, 하늘은 인류 삶의 터전이요, 생명이요, 지속가
능한 발전에 불가결한 것이다. 역사 흐름에 따라 육지 중심에서 해양 중
심으로 그리고 이제는 우주공간에 대한 주목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지, 해양, 우주가 중심이 되는 문명시대는 교체가 아니라 융합인 것
이며,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든, 인류에게 매우 중요하다. 인류문명은 대
륙문명의 전통방식에서 현대 자연선택의 해양문명 방식이 서로 보완하는
단계이다. 현재 세계 문화발전은 이미 대륙문명과 해양문명 토대에서 우
주문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류활동의 반경은 이미 대륙과 해양을 지나
우주를 개척하고 있으며, 우주를 ‘새로운 해양’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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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우주문명 발전은 이미 다가온 것이다(杨国桢, 2019: 114).
현재 중국 해양권익수호 형세는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의 황해, 동해,
남해 모두 인접 국가와 분쟁으로 해양자원개발이 제약받고 있다. 해양개
발을 구현하는 것은 국가의 현실 수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지위
를 가진다. 해양사업발전은 해양강국몽과 육지국몽, 우주항공강국몽 모
두 중국몽을 실현하는 필요조건을 구성한다(刘曙光 等, 2017: 16).

그림 2-1

3차원 육해공 강국전략
우주
강국전략
육공
총괄

해공
총괄

강국전략:
중국몽의 부흥
육지
강국전략

해양
강국전략

육해
총괄

출처: 刘曙光 等(2017: 16)

만일 해양강국몽과 육지강국몽, 우주강국몽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국
가생존요구, 안전요구, 교류(社交)요구 등이 발휘되는 작용은 다르다. 세
가지 꿈은 상호 보충하고 서로 지원하는 관계이다(<그림 2-1>). 발전 단
계로 본다면 육지강국몽과 우주강국몽은 해양강국몽보다 상당히 앞서간
다. 즉, 육지강국몽은 중국 역사에서 여러 차례 실현되었고, 우주강국몽
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우주강국 대
열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강국몽은 여전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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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양사업을 발전시키고, 해양강국몽을 신속히 실현하는 것은 중
국의 위대한 중국몽을 실현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현재 중국 사회경
제발전 단계에서 필요한 요구이다(刘曙光 等, 2017: 17).

그림 2-2

국가 수요 단계별 육해공 3차원 자세한 해석
중
국
몽

육지강국몽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실현)

국가
존중요구
(권익수호
문화존중)

육지변경권익(안정 위주,
협력 지향),
국가육지문화(존중 확보,
대표 동방문명)

우주강국몽
(우주강국 그룹에 초보
진입)

해양강국몽
(실현 기대)

국가우주권익수호(경쟁우 국가해역권익수호(엄중한
위 확보),
형세, 무겁고 먼 길),
국가항공문화(역사적으로 국가해양문화(역사 발굴
국가강세 추진)
및 국제 인정 필요)

국가
교류요구
(국가 간 교류
국내 민간교류)

우주국제교류(적음),
비단길 경제지대
우주영역국내교류(분할 및
건설(유리한 국면 전개),
협력체계 상대적으로
국내 육역교류(원할, 융합)
완비)

새로운 해양비단길
개척(어렵고 막중한 임무),
국내 해양영력 교류
(경쟁과 칸막이 존재)

국가안전요구
(국토안전생명건강안
전재산안전사회안전
정보안전)

우주 국가안전
육역 국가안전
(일정한 기초 및 부분 우위
(상대적으로 충분히 보장)
구축)

해역 국가안전
(수호능력 제고 필요)

국가생존요구
(공간수용 자원공급
청결환경)

육역 공간 수용(압력 매우
큼), 육지자원공급(결핍),
육지 환경 품질(비관적)

해양 공간 수용
우주 공간 수용(압력 매우 큼),
(근해 압력 매우 큼),
우주자원공급(여전히
해양자원공급(환경파괴 및
미실현), 우주환경
개발부족 공존), 해양환경
품질(도시 공기질 악화)
품질(근해 품질 악화)

출처: 刘曙光 等(2017: 17)

해양전략이란 국가가 해양국토를 발전 플랫폼으로 삼아서 각종 해양
자원을 유리하게 조합·배치·이용·수호하여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彭克慧, 2017: 10).
중국은 해양대국이지만 그동안 해양강국은 아니다. 과거 중국이 강력
한 해상함대를 건조했지만, 취약한 전략으로 쇠퇴하게 되었다. 비록, 과
거 중국이 번영한 역사가 있었지만, 주로 “남자는 경작하고 여자는 직물
을 짜는” 육지 농사와 수확뿐이었다(彭克慧, 2017: 11). 이러한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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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 된 21세기 민족국가 발전 시대에 결코 부합할 수 없다. 경제 대
국으로 성장한 중국 현실에 맞는 국가 차원의 해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해양전략은 경제 역량, 지리 위치, 인민의 성격을 갖는 민족전통 등
이 결정적인 요소이다(彭克慧, 2017: 11).
서구열강의 해양침략에 대한 중국의 저항 전망에 관해서 엥겔스는 중
국 혁명이 심화됨에 따라 “오래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국이 완
강히 저항하는 것을 목격할 것이고 전체 아시아에 새로운 서광이 비추는
것을 볼 것이다.”고 하였다(中共中央马克思恩格斯列宁斯大林著编译局编
译, 2009: 628: 万祥春, 2020: 2에서 재인용). 엥겔스는 “중국인민의 해

양침략에 대한 대항은 반드시 성공하여 아시아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인식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더 나아가 “시간이 흘러 중
국은 해양에서 낙후되고 얻어맞는 피동적 국면을 탈피하여 미래에는 중
화공화국을 건설할 것이다.”라고 하였다(中共中央马克思恩格斯列宁斯大
林著编译局编译, 1998: 278; 万祥春, 2020: 2에서 재인용).

개혁개방 40여년 이래 중국의 해양사업은 거대한 성취를 이뤘다. 당의
18대 보고에서 정식으로 “해양자원개발능력제고, 해양경제발전, 해양생
태환경보호, 국가해양권익수호견지, 해양강국건설을 정식으로 제기하였
다(中共中央文献研究室, 2014: 31; 万祥春, 2020: 2에서 재인용).
彭克慧(2017: 204-211)는 중국의 해양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즉, ⅰ) 해양전략의 형성과 발전은 규율에 따르고, 해양전략 역시 중국 특
색 사회주의이론체계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그 기본 특징을 이어받아야
한다. ⅱ) 국가의 해양전략은 일방향이 아니다. 왜냐하면 해양 자체는 다
양하고 경계가 없는 광활한 영역이어서 해양전략은 반드시 해양 플랫폼
에서 비롯되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과학기술, 사회, 외교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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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거치는 국가급 전략이어야 한다. ⅲ) 중국은 지속적인 탐색과 실
천 과정에서 국가 생태문명건설의 이론적 발전을 이뤄왔고, 중국 해양전
략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ⅳ) 당과 국가는 해양
전략을 구상하고 수립할 때 국내외 정세 변화와 발전을 고려하지만, 항상
중국 및 중국인민의 요구와 독립 자주를 고려한다.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과감하게 포용한다(自力更生,
自强不息, 寬容大氣)’를 견지해야 한다(彭克慧, 2017: 204-211).

중국의 해양강국 전략목표를 杨国桢(2019: 197-8)은 세 단계로 제시
한다.

표 2-11

중국 해양강국 전략목표

2020년 이전
(초보 단계)

∙ 이 시기 전략목표는 해양경제 가치가 국내 생산 총 가치의 10% 정도를 차지. 시장을 위주로 하며
효과를 중심으로 하고, 합리적이고 협조적 발전을 결합한 해양경제체계를 구성하는 것임
∙ 해양종합관리체계를 강화·형성함. 다기능 현대화의 해양 법집행 대오는 초기 규모를 갖추고 해양
국방 역량을 강화시키고 해양방어 장비를 현대화 수준을 높임

2021∼2035년
(전면 발전 단계)

∙ 새로운 해양 첨단기술 산업이 형성되고, 특색 있는 근해 경제산업군, 첨단기술산업을 구축하여
해양과 육지를 일체화하는 城镇체계의 기본을 형성함
∙ 해양경제는 국내총생산 총 가치의 18%를 차지하며, 해양경제는 국민경제의 중요 구성의 하나임.
해양종합관리, 해양환경보호는 연해발달국가 수준에 이름
∙ 중국 특색의 현대 해양방어 전략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중국 해양방어 군사실력 및 해양방
업 현대화 수준을 더욱더 높이고, 지역적 해양군사 강국 대열에 진입함

∙ 이 시기 해양경제 가치는 국내총생산 총 가치의 25% 이상이며, 새로운 해양 첨단기술산업은 전면
2036∼2050년
개발단계로 진입함
(해양사업 전면 급상승
∙ 해양연구, 해양개발, 해양보호, 해양관리, 해양환경, 해양산업의 종합실력은 세계 선도 수준에
단계)
달하고, 해양국방은 현대화를 실현하고 중국은 세계 해양대국의 하나가 됨
주: 杨国桢(2019: 197-8)을 근거로 작성함

육지와 해양 총괄은 육해 겸비를 통한 국정으로, 육지국토개발에 기초
하여 국가발전의 전략적 지위에서 해양을 중시하는 것이다. 해양자원환
경을 충분히 보장하며, 경제발전과 국가안전수호 역할에서 해육자원개
발, 산업배치, 교통항로건설, 생태환경보호를 총괄적으로 조정한다. 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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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체계의 장점을 활용하여 국가의 해양관리통제 및 이용능력을 강화
시키고 해양강국을 건설하여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을 구성하여 지속가능
한 발전 틀을 형성한다(杨国桢, 2019: 198-9).
육해총괄 발전전략은 해양국토 관념을 강화시켜, ‘육지와 바다 분리
(海陆两分)’ 및 ‘육지 중시와 바다 경시(重陆轻海)’라는 사상관념을 없애는
것이다. 해양(내해, 영해, 해양도서 및 산호초, EEZ 및 대륙붕)을 국토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간주하고, 국가발전안전에서 육지와 동등한 전략적
지위를 부여한다. 국방 및 민족진흥의 전략지원 역할 및 가치에서 해양을
부각시킨다(杨国桢, 2019: 199).
육해총괄은 육지와 해역 모두 협조해 발전시키는 전략적 구상으로서
이를 기본방침으로 삼는다. 정부는 여기서 중요한 지위를 통해서 국가와
지방 각급 정부의 직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거시 전략, 규획, 정책, 법률법규의 제정을 추진한다. 총괄적인 규범으로
육지와 해양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가는 해상종합역량건설, 해양권익수
호, 국제교류에서 주체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지역 및 지방 차원은 국
가 해양강국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역적 국토(해양)규칙,
생태환경보호 규획 및 정책을 수립한다. 해양과 육지의 국토자원을 합리
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적으로 중요한 기초 시설을 육지에 건설하고, 강어
귀와 바다 및 육지가 합류하는 지역을 중시하여 육해 생태환경을 종합적
으로 보호하고 거버넌스로 접근한다(杨国桢, 2019: 201).
중국이 해양 문제에 대응·처리하는 입장과 태도는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받고 국제해양발전 추세와 부합해야 한다. 해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해
양의 평화와 안전을 명확히 보장하고, 중국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 한다
(金永明, 2020b: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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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해양문제의 기본 경로에 맞춰 규칙을 제정하고, 위기를 관리통
제하며, 공동개발 제도를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해양분쟁을 해결해야 한
다. 남해 및 동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구역의 해양강국 목표를
실현하고 중국 해상 비단길 추진을 위해서 해양강국을 건설해야 한다(金
永明, 2020b: 57).

해양질서의 보호자로서 해양법을 포함한 국제법 제도를 수호하고 건
설하며, 중국의 행위 및 법리가 이해와 지지를 받도록 한다. 중국이 추구
하는 대국 지위는 더 많은 국제 공헌과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된다. 해양
문제를 평화롭게 협력해 처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동 기대이며, 그 목
적은 해양안전과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양을 통해서 인류에
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양의 중요한 가치를 발휘하도록 공동으
로 노력해야 한다(金永明, 2020b: 57).
남해 열도 및 댜오위다오 등의 영토 주권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며, 주
권과 영토의 완전한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추구해야
할 합리적 정의이며, 동시에 중국 문화에서 마땅히 이뤄야할 정의이다.
이는 2차 대전 후 확립된 국제법제도 및 국제질서에 부합되며 반드시 국
제사회의 커다란 지지를 받아야 한다(金永明, 2020b: 58).
중국 해양강국전략을 개념화하면 중국은 국제사회규범의 원칙과 요구
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적용하여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해양과학기술
장비를 발전시키고, 해양자원 개발·이용 능력을 높이고, 해양자원 및 이
익에 대한 종합관리를 강화해서 해양체제 기제를 건설한다. 그리고 해상
군사역량을 강화시키고 국가의 핵심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토대 위에서
해양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해양이익을 최대한 쟁취한다. 해양환
경을 보호해 국가해양권익을 수호하고, 국가해양안전을 확보한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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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은 중국의 국정 및 현실 발전 수요에 상응하는 해양국가로 가는 것이
며, 중국 특색의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金永明, 2020b: 69).
결국, 중국의 해양강국 전략은 ⅰ) 정치 및 안전상의 목표로 정의할 수
있으며, 패도가 아니라 평화적인 발전으로 국가안전을 견지하고 국가주
권·안전·발전이익을 결연히 수호한다. ⅱ) 경제상 새로운 발전관(혁신,
협조, 녹색, 개방 및 공유)을 통해서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ⅲ) 문화상
중국 특색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높이고, 포용적 해양문화를 건설하고,
ⅳ) 생태상 해양환경구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추구해 “조
화로운 해양(和谐海洋)” 제창과 “사람과 바다의 일치(人海合一)” 목표를
추구한다(金永明, 2020b: 69).
해양강국전략은 중국 대전략의 유기적인 구성부분으로, 다른 국가의
전략과 서로 연결되고 연동되어야만, 전체적인 국가 대전략을 효과적으
로 추진할 수 있다(刘笑阳, 2019: 246). 첫째, 해양강국전략의 수요는 평
화발전 전략과 서로 맞물린다. 중국의 해양강국전략은 서방 역사상의 패
권적 해양전략과 달리, 그 핵심목표는 해양굴기의 과정에서, 중국이 지
역,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해양강
국전략은 ‘일대일로’ 제창과 서로 시너지를 내야 한다. 일대일로는 중국
이 최근에 제창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대한 구상으로, 그 중에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구상은 해양강국건설을 기초로 해야만 실현될 수 있
다. 따라서 두 가지 전략은 고도의 복합성과 상호 작용성을 갖고 있다.
셋째, 해양강국전략은 자유무역지역전략과 지역발전전략의 경제효과를
이용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자유무역지역전략과 지역발전전략의 핵심
구역은 많은 경우 연해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들 지역은 또한 해양강국
전략이 순조롭게 전개될 수 있는 주축 역량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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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해양강국전략을 담보하는 경제기초를 공
고히 할 수 있다. 넷째, 해양강국전략은 파트너(伙伴) 관계 전략과 지역
일체화 전략으로 국제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 파트너 관계 추진과 심
화가 해양 관련 협력 내용이든, 지역 일체화 추진에서 직면하는 해양 문
제에서 ‘공통점을 추구하고 다른 점을 보류하는(求同存异)’ 판단 기준이
든 모두 해양강국전략을 국제 범위로 확장시켜 지역 플랫폼과 글로벌 환
경을 조성할 수 있다(刘笑阳, 2019: 246).
앞으로 중국의 해양강국건설은 해양의 강성실력(硬实力)에 토대를 두
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양의 연성실력(软实力)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
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인정·지지·협력을 얻을 수 있고, 공동발전을 추구
할 수 있다. 중국 특색의 해양강국의 길은 ‘조화로운 해양(和谐)’, ‘해양운명
공동체를 비전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해양협력상생(合作共赢)’, ‘강하지만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强而不霸)’ 신형 해양강국을 견지해야 한다(王琪,
2020a: 3).

2) 해양운명공동체론
중국은 대륙국가이면서 해양국가이고 중화문명은 육지와 해양의 이중
적인 성격을 지닌다. 중화문명은 농업문명을 주체로 하지만, 동시에 유목
문명과 해양문명을 포용하여 다원일체의 문명 공동체를 형성한다(김창경
외 역, 2019: 357).
解放军报(2019.4.24)에 따르면, 해양담론과 관련해 중국은 국제 해양

사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시대적 특성과 역사 추세에 보다
부합하는 새로운 해양 담론을 구축해서 국제사회에서 폭넓게 인정·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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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길 원한다. 해양담론 구축 이념이란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에 중국은
공동으로 협상, 건설, 향유하는 것을 기본 경로로 삼고, 인류운명공동체
를 구축한다. 지속적으로 평화롭고,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공동으로 번
영, 개방, 포용하여, 청결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구축할 것을 제창한 것이
다. 이는 인류사회가 미래에 대한 밝은 기대에 부합하고, 보편적 글로벌
규범화로 이어져야 한다. 2019년 4월,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해양운명공
동체의 중요한 이념을 제기한 것이다(刘新华, 2019: 28에서 재인용).
시진핑은 중국의 이데올로기, 중국의 방식, 중국식 모델, 중국식 제도
를 수출과 수입도 하지 않을 것이니 다른 국가도 그들의 것을 수출하지
말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인류의 서로 다른 문화, 이데올로기, 종교 신
앙, 문명이 공존할 수 있고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인류운명공동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김민정 외 역, 2020: 248).
吴士存(2020: 3)에서 보듯, 해양운명공동체의 이념은 글로벌 해양거버

넌스를 완비하기 위해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제기한 것이다. 중국에 있
어, 유엔 중심의 틀에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체계 건설에 참여·유도하는
것을 견지하고, 지역주의와 글로벌주의 두 가지 경로를 유기적으로 융합
한 ‘혼합주의’ 경로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해양운명공동체’ 이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노선이라는 것이다.
刘新华(2015)가 주장하듯, 해양운명공동체는 중국의 우수한 전통해양

사상에 대한 창조적인 전환이고 마르크스주의 해양사상과 중국공산당의
해양전략(刘新华, 2015; 李国选, 2019: 17에서 재인용)에 대한 계승적인
발전이라는 것이다. 해양운명공동체는 협소한 국가이익을 초월해, 공동체
속에서 화합공생, 평화발전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여, 글로벌 해상안전과
안정을 수호하고,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 담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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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세계 해양정치에 큰 발전을 위해 비전을 그린다는 것이다(李国选,
2019: 17).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대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그 대상들 사이가
“머리털 한 오라기를 당겨 온몸이 움직이는(牵一发而动全身)” 연계관계
로 되면서, “해양운명공동체”의 이념과 실천은 새로운 시기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가치의 지침(guide)이 될 것이다. 해양운명공동체 기반의 범해
양 시대에, 국가들이 해양사무 및 그 거버넌스에서 전략적 신뢰, 이익조
정과 협력적 실천을 강화하는 것은 이성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张景全
等, 2020: 88).

해양운명공동체는 사실 중국이 생각하는 해양공동 안전관과 관련된다.
万祥春(2020: 65)에 의하면, 중국 특색의 해양공동 안전관(安全观)이란,

해양은 각국, 특히 대국 쟁탈의 패권 대상이 아니라 해양안전은 서로 의
존적이고, 반드시 인류 전체 시각에서 출발하여 해양안전을 수호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 모든 국가, 지역, 국제조직이 맡아야 할 책임이라
는 것이다.
전 세계 국민은 공동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公正合理)’, ‘상호 이
익으로 상생하고(互利共赢)’, ‘같은 것은 추구하고 다른 것은 나두고(求同
化异)’, ‘상호 거래, 상호 건설, 상호 공유(共商共建共亨)’의 해양 안전관

을 공동으로 건설·제창하여 해양은 모든 인류의 ‘평화의 바다, 안전의 바
다’로 만들어 인류의 영구한 안전 및 발전을 위하여 온전히 해양안전 환
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万祥春, 202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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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해양공동 안전관의 주요 내용

공동 책임과
의무

∙ 인류는 유일한 해양을 지니며 해양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전 세계 각국, 지구, 국민의 공동 책임과 의무

해양패권 추구
반대

∙ 해양 정치와 외교에서 국가가 크건 작건, 약하건, 가난하건 부자건 모두 평등하며, 어떠한 국가든 해양패
권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며, 해양사무에서 타국에게 명령을 내려 시행하게 하는 것을 반대

해양자원 권리

∙ 세계 모든 국가(연해국가이든, 육지국가이든) 모두 해양자원을 평등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본국 경제발
전과 해양경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합법적 권리

해양군비 경쟁
제한

∙ 군사역량은 국가 간 해양분쟁 해결의 합법적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중국은 힘차게 평화적 담판으로 합법
적·합리적 수단으로 해양분쟁을 해결할 것을 제창
∙ 해양 군비경쟁 및 해양 정치군사동맹을 통해 국가의 절대 안전을 확보할 수는 없음. 해군 군비수량을
감축하고 해양 군비에 대한 질량을 제한하는 것은 공동안전에 필요한 것임. 해양 군비 담판 및 그 정치사
건 간에 ‘결탁’하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함

해양문화 교류

∙ 해양문화 교류에서 서구해양 문화 우월론을 반대하며, 해양문화는 다양한 것을 주장하며, 국가 해양문화
교류에서 상호촉진, 상호학습, 공동번영을 추구할 것을 제창

주: 万祥春(2020: 65-6)을 근거로 작성함

金永明(2020b: 182)에 의하면, 중국은 해양 논쟁을 해결하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을 경우, ‘분쟁을 보류하고(搁置争议)’ 공동개발 방식을 견지
한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과 가치는 상대방의 권리 주장 및 요구를 존중
하는 것으로 각 측 입장을 고려하여 공동이익 목표를 실현하고 공상(共商),
공건(共建), 공유(工亨)를 실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본정신이라 한다.
殷克东 主编(2020: 265)이 주장하듯, 해양운명공동체는 해양 영역에

서 인류운명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중국이 세계를 향해 제시한 새로
운 해양거버넌스 방안이다. 각국의 정치제도, 문화 등으로 해양운명공동
체의 구조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고, 하나의 모델만 존재할 수는 없다.
국가 간 전략상 서로 신뢰가 결여되면 모순이 발생한다. 건전한 해상안전
기제를 구축하고, 국가 간 전략 신뢰를 높이는 것이 미래 해양운명공동체
에서 중요한 추세이다. 해양운영공동체 구성 과정에서 국제해양 법률체
계를 중시하고, 공동으로 국제해양 법체계를 다시 구성하고, 건전한 평가
기제를 만들고 ‘큰 뜻에서 같은 것을 찾아보고, 작은 차이는 일단 놔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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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求同存异)’ 및 단계적인 목표를 차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해양운명공동체의 기본구조는 ‘1강 4목(一纲四目)’으로 총괄될 수 있
다. 이 중 해양운명공동체 구축의 목표 지향은 ‘1강’이고, 협력하여 해양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고, 공동으로 해양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으로 해양
생태문명보호, 평등협상으로 분쟁을 타당하게 해결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이 ‘4목’이다. 이는 해양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기본구조’이다. 해양운
명공동체구축 목표와 경로가 고도로 매칭되어 핵심을 잘 파악하면, 그 밖의
것은 이에 따라 해결되고, 계획이 성숙되고 배치가 준비되면, 반드시 성공
할 것이고, 해양의 거대한 변화는 여기에서 비롯된다(李国选, 2019: 17-8).
해양분쟁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과 태도는 다음과 같다(金永明,
2020b: 190). 첫째, 평등협상 노력으로 협의한다. 협의로 안 되면 위기
를 관리·통제하는 제도를 만들고, 상대방 입장 및 관철을 고려하되, “주
권은 나에게, 분쟁은 일단 나두고, 공동 개발하는 제도를 실시한다(主权
属我, 搁置争议, 共同开发).” 둘째, 덜 민감한 영역인 환경보호, 해양과학

연구, 해상항행 및 교통안전, 수색·구조, 경계를 넘는 범죄 타격 등의 합
작을 강화하여 상호 신뢰를 높이고, 분쟁을 해결하는 기초를 다지고, 조
건을 조성하고, 각 측의 행위와 활동을 규범화하고, 해양 기능성(功能性)
과 규범성의 통일을 실현하고, 해양의 공간 및 자원목표를 합리적이고 유
효하게 이용한다(金永明, 2020b: 190-1).
이러한 입장과 태도는 해양운명공동체의 가치 방향 및 목표 전망과 완
전히 부합한다. 따라서 남해 및 동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해양운명공동체의 중요 실천 단계이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고, 해양
운명공동체의 사명과 성패에 직결된다(金永明, 2020b: 191).
해양운명공동체 건설 과정은 일대일로 건설의 플랫폼에서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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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미 운영하는 플랫폼(해상비단길기금, 중국동맹투자합작기금)에
더해 새로운 플랫폼(해양안전포럼, 해양생태포럼, 해양문화포럼, 해양경
제포럼)을 만들고 해양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여 해양운명공동체의
장기 목표를 점차 실현하여 인류의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 및 공헌에 기여
한다(金永明, 2020b: 192).

3) 중국 해양담론의 한계
기존 육지 중심적 세계관에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해양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면서 중국은 해양을 지향하는 새로운 담론체계를 주도하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김창경 외 역(2019: 356)에서도, 중국이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건설을 추진하여 전방위
로 대외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한 오늘날, 육지 중국이라는 주류 담론
의 한계성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王琪·崔野(2020: 8)에 따르면, 중국이 내세운 해양담론이 국제적인 인

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중국이 주장하는 거버넌스 이념, 제창, 방안, 목
표, 원칙 등의 해양담론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널리 전파되고(传得广)’,
‘확립될 수 있는 것(立得住)’과 관련된다. 이는 중국이 직면한 난제 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林建华·祁文涛(2019)에서 보듯, 오랜 기간 중국은 해양 발언권이 없었

으며,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서 지위 상승에 제약을 받았고, 심지어 담론
을 지배하는 국가의 비방과 억압을 받았다. 당의 18대 이래, 시진핑을 핵
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해양담론체계건설을 고도로 중시하여, “21세기 해
상실크로드”, “해양생태문명”, “블루 파트너십”, “해양운명공동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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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제기하였다. 이어 지도자 발언, 고위 정부 간 회의 또는 학술연구
회, 협력문건체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의 담론이 국제적으로 널리
확산되면서, 중국은 “머리 숙여 일하는” 동시에 “머리 들고 말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王琪·崔野, 2020: 8에서 재인용).
그러나 중국이 최근에 공세적으로 내·세우는 담론의 주요 내용이 국제
사회에서 수용되고 중국이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해상봉쇄, 해도 주권과 해양권익의 분쟁, 대만해협 형
세의 변수, 해상통로의 리스크가 중국의 해양강국건설이 직면하는 새로운
도전이다(杨晓丹·杨志荣, 2017: 28-31; 孙健, 2020: 101에서 재인용).
또한, 중국의 해양강국건설이 직면하는 국제적 도전은 주로 “해륙복합형
국가의 지정학적 곤경”, “해양강국의 억압과 억제의 전략 곤경”과 “이웃
국가와의 해양분쟁의 곤경” 세 가지를 제기한다(王历荣, 2017; 孙健, 2020:
101에서 재인용).
林建华·祁文涛(2019)에서 보듯, 국제정치 구도의 변화, 지리적 환경의

복잡화, 후발주자라는 명백한 열세, 해양분쟁의 심화 등 여러 요소가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중국의 해양강국건설 관련 발언권(담론권)은 위기에 놓여
있다. 중국은 글로벌 해양담론체계에서 “담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失语)”
약세 지위에 놓여 있다. 국제적으로 자주 서방국가부터 먹칠을 당하고,
추악하게 묘사되고,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王琪·崔野, 2020: 8에서 재인용).
특히, 남해, 극지, 남태평양 등 지역 해양사무에서, 각종 “중국위협론”,
“중국침략론”, “중국침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중국을 상대로 하는 여
러 악의적인 의제가 일부 국제회의 논의에서도 제기되어, 중국의 해양담
론건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王琪·崔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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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제시된 해양운명공동체 내용 자체를 표면적으로 볼 경우, 殷克东 主编
(2020: 269-270)에서 보듯, 해양운명동체는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제
시한 중국의 지혜로 해양생태, 해양협력, 조화로운 해양을 제시한 것이
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견지하면서 세계 기타 해양국가와 교류협력하고,
조화로운 해양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의 정
당한 해양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에 강하게 반격하며, 해양 영역의 이웃 간에
강력한 중국을 건설하며, 다른 국가와 해양 방면의 관계를 처리한다. 세계
대국으로서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국제해양 경제,
정치, 법률, 문화, 안전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한다. 또한, 제3세계
낙후된 국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해양 이익을 옹호하고, 권리와 의무의 협조
균형을 관철하고 지속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내세운 해양운명공동체는 표면적인 주장과 심층적인
의도가 다르다는 것을 지정학 현실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해양
운명공동체 주창 자체가 중국 단독으로 내세운 것이며, 어떠한 국가와도
의제를 발의, 논의, 조율 등을 거쳐서 도출된 이론이나 규범이 아니다. 둘째,
해양의 핵심이익을 확고히 지키겠다면서 주변 약소국에 대해 계속해서
막강해진 군사력이나 해양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해양 국가안전, 군사안전, 경제안전, 해양환경안전, 해양에너지안전, 해양
자원안전을 주장하지만, 이는 주변국의 안전과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희
생을 강요하는 중국 중심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운명공동체의 표층적인 제창과 심층적인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
응할 필요가 있다.

120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제3장

중국 해양의 실태분석

제1절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
제2절 중국 근해의 지정학 분석
제3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 지정학 분석

제1절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
중국은 북극항로에서 북국이사국들이 해양주권을 주장하는 역사적 연
원은 중요하지 않다며 역사적 근거를 부정하려고 한다. 반면, 현재 남중
국해에서 구단선(Nine-dash Line)을 주장하는 중국의 중요한 논거의 하
나로는 역사적 흔적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서해와 이어도에서 중국과 경계선 획정 등 첨예한 갈
등이 내재되어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와 국가적 난제로
떠오를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서해 EEZ 및 한국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계속 하고 있다. 관련해 중국의 한 학자는 “이곳에는 청나라 때부터 조업
을 해온 조업 전통이 있다는 억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맥락에
서, 우리는 현재 중국이 일대일로, 해양운명공동체 등을 내세우며, 해양
강국을 모색하는 역사적 근거는 무엇인가를 중국 정부나 중국 학자의 주
장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刘新华(2019) 등의 논문을 근거로 중국의 해양 역사를 조
공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1500년 전후 해양 관념의 흐름
1) 1500년 이전: 서태평양과 인도양의 지역 해양질서
중국의 고대인들은 바다에 대해 일찍이 어염지리(鱼盐之利: 소금의 이
로움)와 주집지편(舟楫之便: 배가 다니는 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하류(河流)문명과 내해(内海)문명 시대는 해양력 분야에서 서양과 큰 차
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중국은 조선과 항법 등에서 오랜 기간 세계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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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도 했다. 중국이 바다에서 뒤처진 것은 근대(15세기의 지리적 발견)
이후 량치차오가 말한 ‘대양문명 시대’의 일이다(梁启超, 2011; 胡波,
2018; 이진성·이희정 역, 2021: 6).
중국은 대단한 항해 전통을 갖고 있고, 상당한 해양문명을 낳았고, 세
계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44) 1500년 이전, 중국은 그 방대한 국력에
의존하여, 약 2000년 동안 지속된 육지해양 실크로드를 시작했고, 해양
을 매개로 하여, 해상실크로드 및 명조의 정화의 탐험 원정을 통해 동아
시아, 동남아와 인도양에서 조공체계를 구축했고, 중국 문화를 선양하여,
초기의 서태평양과 인도양의 해양질서를 주도했다(刘新华, 2019: 9).
조선과 항해기술 측면에서 유럽과 비교해 중국의 발달 정도를 <표
3-1>에서 볼 수 있다.
표 3-1

고대 중국과 유럽의 조선 및 항행 기술 비교
중국이 채용한 해당
기술의 대략 연대

유럽이 채용한 해당
기술의 대략 연대

평저선 유사(近似平船底)

고대

19세기

직각 사각형 횡단면 유사(近似矩形的横断面)

고대

강철 선체 연구 제조 후 채용

최대 횡단을 선의 뒷부분에 둠
(最大横断放在船的后部)

8세기 전

19세기

수밀 격반창(水密 隔拌艙)

2세기

18세기 말

기술 항목 명칭

선박
설계

44) 1500년 이전, 세계는 비록 상호 단절되고 고립적인 상태에 처했지만, 당시의 중국, 무슬림 세계, 일본, 러시
아, 유럽은 여전히 거시적인 역사 시각에서 비교할 수 있다. 역사학자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근대 이
전 시기 모든 문명에서, 어느 한 국가의 문명도 중국문명에 비해 더 발달하고, 더 선진적인 것은 없었
다”(Kennedy, 1989). 거시경제사학자 앵거스 매디슨(Angus Maddison)은 “19세기 이전, 중국은 유럽 또
는 아시아의 어떤 나라보다 더 강력했고 … 1820년 당시, 중국의 GDP는 서구와 그 파생국의 총합보다 약
30% 더 높았다”(Maddison, 2001). 역사학자 스타브리아노스(Leften Stavrianos)도 글로벌 시각에서 볼
때, 秦漢에서 중세기까지,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인구가 가장 많고, 다양한 측면에서 문
화가 가장 선진적인 국가였다. 隋朝가 중국을 다시 통일한 6세기부터, 16세기 서구인이 해상에서 중국에
침입할 때까지, 이 1000년 기간 중국의 정치, 사회와 문화는 전례 없이 안정했던 시기로 … 1000년 동안, 중
국문명은 그 완강한 생명력과 인류유산에 대한 거대한 기여로, 시장에서 세계 선두 지위를 누렸다”
(Stavrianos, 1998)(이상 刘新华, 2019: 9-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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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중국이 채용한 해당
기술의 대략 연대

유럽이 채용한 해당
기술의 대략 연대

노 추진기橹(自顺‘推进器’)

1세기

서구는 채용한 적 없음

패달 외차 소형 선(脚踏明轮小船)

5~8세기

16세기

다외간 범선(多桅帆船)

3세기

15세기

기술 항목 명칭

선박
추진

선박
조종
보조
기술
항해
기술

평형 사각 돛(平衡四角帆)

2~3세기

15세기

현측 기술외판과 중삽판(舷侧技术板和中插板)

7세기

16세기 말

축전타(중선타)轴转舵(中线舵)

1~2세기

12세기 말

평형타(平衡舵)

11세기

18세기 말

유공타(有孔舵)

고대

강철 선체 연구 제조 후 채용

선체 외판(船体包板)

11세기

16세기

장갑 철판(装甲铁板)

12세기

항해 나침반(航海罗盘)

11~12세기

12세기 말

주: 汪受琪 等 译(2008: 760-3); 刘新华(2019: 10)를 근거로 작성함

<표 3-1>과 같은 선진적인 항해 공예를 창출하는 동시에, 중국인은 개
방적인 태도로 무역활동을 하였고, 거대한 성취를 얻었고, 해상 역량도
한때 매우 발달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명한 해상실크로드와 정화가
서양으로 항행한 것이다. 해상실크로드는 기원전 200년쯤 秦汉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魏晋 시기에 발전했고, 隋唐 시기 번영했고, 宋元 시기
번창했고, 明 초기 정화가 서양으로 항행할 때 그 최고봉에 달한 이후 점
차 쇠퇴했다. 당시 중국 해상 역량은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가장 강력한
역량을 확보했고,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해양 역량을 가졌던 것이다(刘
新华, 2019: 10).

“12~16세기까지, 중국은 해양 역량을 정책의 주요 도구 중의 하나로
쉽게 사용했다. 南宋시기, 중국은 근동에서 광범위한 무역을 전개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큰 상선함대를 건조했다. 이후 원조에서, 상선함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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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더 커져서, 대외무역은 인도양까지 진출했다. 해군 역량은 명조에
들어서 정상 수준에 달했다. 15세기 초, 내신 정화의 통솔 아래, 해외 탐
험은 한 때 절정에 오르고, 그 중에 몇 차례 원정이 포함되었고 ... 원정
대는 인도양의 북부지역을 탐사했고, 그 곳에서 무역을 수행하고, 일부
국가가 납공하게 강요했다”(Cottrell & Burrell, 1972; 刘新华, 2019: 11
에서 재인용).

표 3-2

중국 연해개발 활동 이력

시간 단계
선진
(기원전 2100 ~
기원전 221년)

국제 배경

국내 경제

해양경제

해양개발 배치

세계 원시문명 형성. 교 내륙 연해 부락 경제 형 인류활동이 연해에 도 해수를 염으로 끌이기
류는 부족
성과 융합
달함. 연해 자원 이용 시작. 패각을 화폐로
사용

화하(華夏) 통일을 실 통일적인 경제운영과 경제 활동은 현재 연안 어업과 염의 이익이 흥
진한
현하고, 카이저 대제의 구도체계 구축
에 도달, 심지어 초월 성했고, 선박의 편이하
(기원전 221~280년) 지중해 통일보다 이름
(남해군 설립)
게 진행됨(한조 시기 인
도 항로 개척)
수당
(581~979년)

광범위한 국제경제 연 전례 없는 경제번영, 해 “해상실크로드”가 국 연해 항구 및 조선산업
결 구축
륙 국제교류 빈번
제무역 발전 추진
건설

송원
(960~1368년)

중아 유목민족 궐기, 국 남북 정치경제 구도 북부 연해 활동 쇠퇴, 남부 연해항구, 무역참
제관계 긴장
충돌
남방 연해 경제에 번영 (栈). 여러 세관(市舶司)
설치
출현

명
(1368~1644년)

오스만제국 흥기, 실크 초기 강토 통일과 경제 초기 정화가 해외교류 전기 연해항구 및 수출
로드 단절. 외구 침습 개방으로 경제발전 확장. 후기 외구 침습으 가공업 발달. 후기 연해
추진
로 경계 이전과 해금 방위 공정 강화

청
(1644~1911년)

서구 대항해 시대에 대 초기 강토 통일 실현 이 통치 공고를 위해 해상 해양방어시설 강화. 통
외 확장과 식민 시작 후의 번영. 후기 폐관 경제교류 금지
상 항구 강제로 건설. 연
쇄국
해 근대 공업 흥기

민국
(1911~1949년)

두 차례 세계대전은 정 내전과 외래 침략으로 근대 연해 매판공업 발 연해 방어공정이 파괴
치경제 구도에 거대 변 경제 활동은 극도로 불 전. 전쟁으로 연해 산업 됨. 연해 산업 내륙 이전
화 초래
안정
파괴
및 손실

출처: 刘曙光 等(2017: 133)

Joseph Needham은 1100~1450년 무렵에 중국 해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다고 지적한다(Needham, 1954; 刘新华, 2019: 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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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가 서양으로 항행할 때의 선대는 중국사에서 또한 세계사에서 전례
없는 대함대로, 1차 세계대전 공격함대가 출현하기 이전, 어떤 선대도 이
에 필적할 수 없었다. 중국이 전체 인도양에서 정치 공간과 영향력을 확장
했고, 당시 세계의 절반은 이미 중국이 장악했다(李露晔, 2004: 2; 刘新华,
2019: 11에서 재인용).

2) 근대 이후 중국의 해양 관념
서양은 일찍이 눈을 전 세계로 돌린 반면, 중국은 땅을 지키느라 바다
를 놓쳤고, 중국과 서방은 18~19세기에 각각 ‘해안방어’와 ‘해양력’으로
역사적 방향을 달리했다(侯昂好, 2014: 22; 胡波, 2018; 이진성·이희정
역, 2021: 6에서 재인용).
근대에 이르러 중국은 해상에서 침략과 위협을 많이 받았는데, 이는
중국의 해상 군사대비를 강화하고자 하는 동기와 염원을 자극하였다.
1842년 웨이위안(魏源)은 해국도지(海国图志)를 저술하여 처음으로 나라
안팎의 정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국의 해양력을 기획하였다. 이후
170여 년 동안 해양력처럼 중국인들이 몇 세대에 걸쳐 가슴 벅차고 비통
하게 만드는 화제는 없었다. 청나라 해군과 중화민국 해군의 짧고 찬란한
영광 뒤에 참담함은 있었지만, 강한 해군에 대한 염원은 중국인들이 여전
히 간절히 추구하던 것이었다(이진성·이희정 역, 2021: 6-7).
하지만 1840년부터 1970년대까지 130여 년 동안 중국인들이 말해온
해양력은 사실 해안방어의 개념으로, 대륙의 문화적 유전자가 강하게 남
아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개혁개방과 1980년대 중국 해군전략의 적극적인
모색에서 비롯되었다. 지상력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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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력은 개방경제체제에서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외향
적 경제는 해양력의 기초이자 발전의 원동력이다. 중국이 해양력을 본격
적으로 인식하고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0여 년 정도이다(이진성·
이희정 역, 2021: 7).

2. 중국의 조공제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제도는 고대 동아시아, 동남아와 인도양 해
양질서의 핵심이다. 해양 영역의 규칙 설정은, 마치 국제사회 어떤 영역
의 규칙제정처럼, 본질적으로는 당시 각국 역량 간 대비로 파악할 수 있
다. 근대 이전, 중국은 오랫동안 아시아 심지어 세계 선두의 지위를 점했
고, 현지 각국 해양교류에서, 일련의 규칙, 절차, 또는 윤리도덕의 행위규
범을 제정했다. 또한, 상응한 제도배치를 구축하여, 중국과 이들 국가 간
관계규범을 정립하였는데 이를 조공제도(The Tributary System)라 통
칭한다. 이는 고대(근대까지 연장되어) 중국과 주변 국가 간 중국을 중심
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제질서로, 이는 근대 이전 서태평양과 인도양
의 기본 해양질서를 규정했던 것이다(刘新华, 2019: 11).
첫째, 조공제도에서 중국과 동아시아 및 동남아의 정치외교질서, 즉
종주국(중국)과 번속국 간 정치적 등급의 질서가 있었다. 汉代에서 淸말
까지, 이러한 조공의 전통 외교체계에서, 중국은 조공국 수령에 책봉과
하사(赏赐)를 하고, 하사는 직접 또는 공사를 중국으로 파견하여, 중국 황
제를 알현하고 공물을 바치는 등의 의식으로 양자의 등급제 관계를 형성
했다(Fairbank & Teng, 1941; 刘新华, 2019: 11에서 재인용). 조공은
선진(先秦) 이전에 기원하고, 汉代에 와서 이는 점차 중원 왕조와 주변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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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국가 간 관계로 확장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심(핵심)-주변
(경계)” 모형을 형성했다. 즉, 중국은 해당 체계의 중심이고, 주변 민족과
주변 국가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조공해야 했다. 三国魏晋南北朝를 거쳐,
隋唐에 와서, 동북아의 조선반도와 일본 및 동남아 여러 국가 심지어 남아시

아 국가는 잇따라 해로 또는 육로를 통해 입조했다. 明 초기에 조공제도는
전성 시기에 이르렀고, 이후의 淸代로 계승되었다(刘新华, 2019: 11).
둘째, 조공제도 하의 동아시아 및 동남아의 경제질서, 즉 조공무역이
있었다. 조공무역은 즉 조공체제 아래 ‘먼 곳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怀
柔远人)’ 목표로, ‘교류에서 보낼 때는 많이 보내고, 받을 때는 적게 받음

(厚往薄来)’을 원칙으로 한다. 비용과 이윤을 따지지 않고 중국과 외국의
선물 및 기타 물품을 교환한 것이다. 경제이익보다는 중국과 외국 간 정
치경제적 연결을 강화하고, ‘만국에서 찾아오고, 사방의 오랑캐는 모두
복종하게 하는(万国来朝, 四夷咸服)’ 정치 결과를 낳아 ‘천조상국(天朝上
国)’의 정치 위상을 견지했다(李云泉, 2004; 刘新华, 2019: 12에서 재인

용). 따라서 진한 시대의 조공무역은 정치를 중시하고, 예의를 중시하고,
경제를 경시했다. 魏晋南北朝 시기, 중국경제 중심은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안사의 난(기원 755~763년) 이후, 육상실크로드가 쇠퇴한 반
면, 바닷길을 통한 대외무역은 날로 번창했다. 이 때 선박무역이 점차 대
외무역의 주류가 되었다. 宋代와 元代는 해외무역이 가장 번성한 시기이
다. 명대에 와서, 해금을 실시하여 민간무역을 제한했지만, 정화가 서양
으로 항행함으로써, 조공관계 및 국제무역이란 이중 목적을 대대적으로 추
구하여, 중국과 인도양 간 조공무역 관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러한
이중 외교와 대외무역 네트워크는 15세기 초부터 오랜 기간 지속되어 중
국과 인도양 지역에서 활발했다. 이는 이후 지리대발견, 초기 중국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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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교류 및 근대 세계의 글로벌화에 기초가 된 것이다(陈忠平, 2017; 刘
新华, 2019: 12에서 재인용).

셋째, 조공제도에서 동아시아 및 동남아의 군사관계, 즉 중국은 서태
평양과 인도양에서 평화로운 해양질서의 수호자였다. 이러한 군사 측면
의 관계는 조공체계의 핵심 내용은 아니다. 진한(秦汉) 이래, 특히 당송
이래, 중국 해군 실력은 비록 필적할 상대가 없었지만, 중국은 대외관계
에서 해군을 대외정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중
국의 군사역량은 주로 온건한 위협 방식으로 본 지역의 국제질서를 수호
했다. 2000여 년의 해상실크로드 및 정화의 서양 항행에서, 중국의 해외
교류는 시종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明 초기 해군실력이 강력했지
만, 정화가 서양으로 항행할 때 주도적으로 대규모의 군사행동을 전개하
진 않았다. 정화의 선대가 “각지의 분쟁에 군사개입을 하여, 자신의 군사
역량을 과시하여, 명조(明朝)가 구상한 국제질서를 형성하려고 시도했다”고
하더라도(上田信, 2014; 148; 刘新华, 2019: 12에서 재인용), 이는 정화
선대가 우발적 또는 돌발적 사건에서, 임시적으로 보호자, 조정자, 또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들 역할이 조공하는 측에선 받아들여졌지
만, 이것이 서양 항행의 주요 사명은 아니었다. 이들 군사적 승리는 이들
조공국의 정국을 안정시켰고, 그들과 명조가 보다 밀접한 조공무역 관계
를 유지하게 한 것이다(郑一钧, 2005; 刘新华, 2019: 12에서 재인용).

3. 조공제도의 유산
1) 조공제도를 통한 중국 담론체계
조공제도를 통한 서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의 담론(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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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구축을 검토할 수 있다. 국가의 전략 상호작용 과정에서 경제, 군사,
과학기술 등에서 구현되는 실력은 비록 기초이지만, 국가문화 가치관, 도
덕 책임감 등에서 구현되는 흡인력도 매우 중요하다. 전자는 하드 파워이
고, 후자는 소프트 파워이다. 소프트 파워의 중요한 내용인 담론은 인류
가 언어를 사용하여 사상을 표출하고 교류하고 숙고한 산물이다(刘丽芬·
黄忠廉, 2008; 刘新华, 2019: 12에서 재인용).

중국이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의 담론체계를 구축하려면 반드시 전반
적인 지식 담론이 있어야 한다. 중국 자신이 실력을 갖춰 권력관계(아젠다
또는 제도설계)를 만들어서 주변 국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곧 조공체계 하의 담론체계이다. 이는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구현될 수
있다(刘新华, 2019: 13).
첫째, 서태평양과 인도양 해양질서 담론체계의 구축자는 중국이다. 권
리는 담론과 관련되어 있다. 즉, 권리는 담론의 기초이고 실력이 강하고,
영향력이 갖추어진 국가는 담론형성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전
(古典)시대 국가실력이 현저히 차이나는 상황에서 특히 그렇다. Fairbank
는 중국은 동아시아 문명의 근원(母源)과 본체로서 광활한 영토를 보유하
고,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费正清, 2002:
3-4; 刘新华, 2019: 13에서 재인용). 중국은 지리 위치가 유리하여, 동아
시아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위치한다. 일찍부터 통일적인 중앙집권제의
국가를 구축해왔고, 오랫동안 생산력이 발달했고, 전체 사회가 번성했다.
실력이 강력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높은 명망을 갖고 있었고, 중국 주변
의 국가들도 중국과 정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이어가길 원했다. 이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제도, 문화와 관념은 자연스럽게 상호과정에서
구현되었고 우위를 점하여,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체계는 뚜렷하게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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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을 띠게 되었다. 즉, 동아시아 조공체계, 또는 ‘한족과 이민족체계(华
夷体系)’로, 이 담론체계의 구축자는 중국이고, 중국은 동아시아 국제관

계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주도권과 발언권을 확고히 장악했다(刘新华,
2019: 13).
둘째, 중국은 조공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담론 아젠다를 형성했다. 즉,
정치외교관계 설정을 주도했는데, 그 핵심이 곧 ‘예(礼)’이다. 중국은 각
국 조공의 인원수, 규모, 선박수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고, 각국이 책봉
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천하관’에 따라 조공제도는 경제 측면에서 ‘주는
것은 후하게 하고, 오는 것은 박하게 받는(厚往薄来)’ 원칙을 따랐지만,
상대적으로 엄격한 정치와 외교 측면의 예의제도를 갖추었다. 높고 낮음
(尊卑)과 주종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사(贡使)는 반드시 황제에 고두례(跪
拜)를 행해야 하고, 공사가 국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며, 황제는 답례(回
礼)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케네스 포머란츠

(Kenneth Pomeranz) 등은 조공제도의 설계와 기본운영 역량은 문화,
정치, 신분지위에 대한 주목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려
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Pomeranz & Topik,
1999; 刘新华, 2019: 13에서 재인용).
셋째, 조공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담론체계는 당시의 동아시아와
동남아 각 조공국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합법성을 갖고 있었다. 근대 이
전의 중국은 방대한 경제 실력과 강력한 군사 실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선진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다. Fairbank가 말하듯, 고대 중국은 동
아시아에서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물력이 우세했고 문화도 선진적이었
다”(Fairbank, 1942: 130; 刘新华, 2019: 13에서 재인용). 조공국은 중
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강대한 중국에 흡수되었고,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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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중국을 모방·학습하고, 자신의 노선에 따라 중국문명에서 빌려온
것들을 발전시켰다. 예를 들면 조선문명, 일본문명, 베트남문명 등이다.
Toynbee는 이들을 중국의 위성문명이라고 했다(Toynbee, 1987; 刘新华,
2019: 13-4에서 재인용). 이들 조공국에 있어, 오직 실력이 막강한 중국
과 조공관계를 구축해야만, 합법성과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중국과
무역을 할 기회를 얻어, 생존과 발전의 양대 목표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
이다(王存刚·刘涵, 2013; 刘新华, 2019: 14에서 재인용). 따라서 그들은
조공제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 것이다. Buzan 등도 느슨한 등급제
국제체계에서, “제국이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고, 또한 유익한 복무(무역,
안전, 평화)를 제공하여, 기타 단위는 기꺼이 신흥제국에 빌붙고, 예속신분
을 수용하고, 독립을 지지하거나 제국에 대항하지 않았다”고 한다(Buzan
& Little, 2000; 刘新华, 2019: 14에서 재인용).

2) 육지중시 바다경시 유산
중국은 최초로 해양을 이용한 민족의 하나이다. 중국의 조상은 동서로
해상 비단길을 개척하였고, 천년 동안에 해상물질 및 문화교류를 통해 중
국문명을 세계 각지에 전파하였다(杨国桢, 2019: 206).
그러나 중국이 오랜 기간 자급자족을 하는 자연경제 위주의 농경사회
를 거치면서 전통적으로 황토에 대한 무한한 애착을 형성하게 하였다. 고
대 강력한 군사 위협은 주로 육지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명조 중기 이후
세계는 대항해 시대 및 서구가 해상패권을 이룬 후에 중국 봉건왕조는 쇄
국정책을 취해 ‘육지를 통해 바다를 통제(以陆制海)’하고 ‘항해금지(禁海,
Sea Ban)’라는 소극적 방어 전략을 실시하여 중국은 심각한 ‘바다결핍증
(蓝色贫乏症)’을 초래하였다(杨国桢, 2019: 206).

132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전략 사상에서 이러한 증상은 ‘육지를 중시하고 바다를 경시하고(重陆
轻海)’, ‘육지를 통해 바다를 제어하고(以陆制海)’, 군대 건설에서는 ‘육군

을 중시하고 해군을 경시하고(重陆军, 轻海军)’, 국토방위에서는 ‘육지 방
어를 중시하고, 바다 방어를 경시하는(重陆防, 轻海防)’ 기조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국 해양역량은 크게 낙후되었고, 경제기술 발전은 늦춰지고,
종합국력은 날로 쇠락해지고, 해양방위는 취약해지고 해양권익은 상실되
었다(杨国桢, 2019: 206).
아편전쟁 개시부터 기회를 엿보던 식민주의자들은 함포를 이용하여
해상부터 중국을 개방시켜, 중국은 이때부터 반봉건 반식민지로 전락하
였다. 100여 년 근대사에서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의 계속된 침입과 약탈
은 모두 해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杨国桢, 2019: 206).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은 해양방어가 없었기에, 이전의 영광
을 되찾지 못했다. 개혁개방 이래 고속 경제발전 시대에 전통사상 관념이
변하고, 해양사업 발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해양자원이 상당한 잠
재력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봉건잔재 사상이 여전하고, 전민족의 해양
관념도 여전히 낙후되어 있어서 해양강국 의식은 미흡한 상황이다(杨国桢,
2019: 207).
따라서 중국은 杨国桢(2019: 207)이 주장하듯, 국제해양 발전과정에
맞춰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발전이란 큰 틀에서 전민족의 해양관념을 강화시
키고 ‘육지를 중시하고 바다를 경시하는’ 전통 관념을 철저히 개혁하여 해
양강국 관념을 수립·강화시켜야 했다. 해양방어 능력 및 해양자원개발 능
력을 높이고,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해양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국가해양
권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해양강국건설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장 중국 해양의 실태분석❙ 133

제2절 중국 근해의 지정학 분석
본 절에서는 중국의 해양에 관한 행정과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고 이
해하기 위한 기초로 중국 근해의 지정학을 파악한다. 한국45)의 서해(중
국46)의 黄海), 중국의 동중국해(东海), 남중국해(南海)의 지정학 및 중국
의 입장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1. 한국의 서해
1) 서해의 지정학
중국의 근해47)는 네 대륙의 연해와 태평양 북부의 일부 해역을 덮는
데, 이것은 EEZ과 같이 법률적 개념이 아닌 지리적 개념이며, 범위는 중
국이 「협약」에 따라 주장하는 300만㎢의 해역보다 크다. 물론 과학기술
의 발전에 따라 근해의 지리적 범위는 반드시 끊임없이 확대될 것이며,
근해는 변하지 않는 개념은 아니다(이진성·이희정 역, 2021: 142).

45) 한국은 국토면적이 약 10만㎢이며, 관할 해역은 약 43.8만㎢로 이는 국토의 약 4.4배에 해당한다. 관할 해
역은 주권 및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해와 배타적 수역, 대륙붕 등을 포함한 것이다. 도서 수는 3,348개이
며, 이중 무인도가 2,878개, 유인도는 470개이다. 해안선의 길이는 14,962㎞(육지부 7,752㎞, 도서부
7,210㎞)로 지구 둘레의 37%에 이른다(해양수산부, 2021.9.7).
46) 중국의 국토면적은 약 960만㎢로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이다. 남북의 거리는 약 5,500㎞이며, 동
서는 약 5,000㎞에 이른다. 중국은 러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등 15개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해역의 총
면적은 473만㎢이다. 「협약」 규정에 근거하면, 중국이 관할하는 해역은 약 300㎢이다. 중국 해역에는 면적
이 500㎢ 이상인 섬이 6,500개에 이르며, 이중 무인도가 6,000여 개이며, 유인도는 433개에 이른다. 중국
의 해안선은 길이가 약 3만2,000㎞이며, 대륙의 해안선은 1만8000㎞, 도서의 해안선은 1만4,000㎞이다.
해역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6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海洋政策研究所, 2021).
47) 근해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공식적으로 두 가지의 해설이 있다(이진성·이희정 역, 2021: 141).
중국 류화칭 제독은 일찍이 중국 근해 공간의 주요 범위가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난사군도와 타이와
해협, 오키나와 도련 안팎의 해역 및 태평양 북구해역을 포함한다.”고 하였다(刘华清, 2004: 434; 이진성·
이희정 역, 2021: 141에서 재인용). 1997년 판 「중국인민해방군 군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해는 보하이,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타이완 동쪽의 부분해역을 포함한다.”라고 하였다(中国军事科学院, 1997:
440; 이진성·이희정 역, 2021: 14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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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이 말하는 근해에는 지리상의 분야 외에도, 정치상의 의의
가 있으며, 근해 공간은 중국의 영토보전, 국가통일과 중대 안보 및 경제
이익과도 관련된다. 이는 일종의 방어적 개념으로 한계를 정한 것으로 중
국은 기술과 능력의 발전에 따라 근해를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는 없다(이
진성·이희정 역, 2021: 142).

그림 3-1

해양수역 스키마

출처: The Trustees of Tufts College(2017: 11)

한국과 중국은 여러 측면에서 복잡한 관계이다. 중국과 경제적 유대는
한국의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 중국과의 한국 무역은 미국과 일본과의 총
무역보다 많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의 강대국화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을 주의해야 한다. 마찰의 원인 중에 지속적인 분쟁은 해양 영역이다. 특
히, 서해에서 미해결된 경계획정선에서 비롯된다(Roehrig, 2019).
황해를 둘러싼 구역은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
외에 러시아와 미국이 전략적 필요성을 갖고 있다. 황해 구역에서 각국은
전략적 동반자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 황해 구역은 각 국가 간의 양자
협력이 있지만, ‘아세안 + 3(ASEAN+3)’ 포럼,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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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 등 다자 협력도 있다. 황해 구역에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더 두드러지지만, 여전히 그 발전 상태는 불투명하다(杨国桢,
2019: 130).
중국이 주장하는 EEZ의 1/3은 주변 국가가 소유를 주장하는 해역과
중첩하고, 황해 해역에선 중국, 북한, 한국 간에 18만㎢의 분쟁해역이 존
재한다(郑巍, 2009: 7; 董加伟, 2014: 42에서 재인용).
한국의 근해에선 북한과는 서해북방한계선(NLL), 중국과는 서해 및 동
중국 경계획정 분쟁, 그리고 일본과는 독도/다케시마의 주권 분쟁이 존
재한다(Roehrig, 2019; NBR, 2020a에서 재인용). 여기서는 한국과 중
국과의 분쟁에 초점을 두기로 하고 서해북방한계선, 북중어업 문제, 독도
/다케시마의 분쟁은 논외로 한다.
한국의 해양 분쟁은 1945년 일본제국주의 패망에 따른 정치적·영토적
모호성으로부터 일부 기원한다. 미국과 소련 군대가 한국에서 1948년 철
수하면서 핵심 영토 이슈는 미결로 남게 되었다. 곧 이어 1950년 6.25가
발생하였고, 휴전협정이 1953년 체결되었지만, 평화조약은 조인되지 않
았다(NBR, 2020a).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1월에 처음으로 한국의 해양경계를 선언하
면서 서해에서 모든 해양영토는 북위 32도, 동경 124도(north of 32° N
and east of 124° E)를 주장하였다(Rhee Syngman, 1952). 이승만 라
인은 「협약」을 통한 국제법의 EEZ 개념의 공식화보다도 먼저 선언된 것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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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이승만 라인(평화선)

출처: 국제신문(2011.1.17)

한국과 중국 모두 「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중국은 사인은 했지만 조
약을 비준하지는 않았다. 또 다른 핵심은 냉전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동중국해에서 어업권리 지역을 주장하면서 선언한 ‘자율 어
업라인(Self-restraint Fishery Line)’은 30해리였다. 이는 한중 해양 갈
등을 성공적으로 제한(limit)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Kim, 2012b: 459;
NBR, 2020a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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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중국의 입장
비공식적 한중해양협상은 1989년부터 시작되었다(Kim, 2012b: 460).
이러한 상호 외교적 인식은 1992년 8월로 이어졌고, 서울과 베이징은
2001년 6월에 10여 년 만에 드디어 어업협정에 도달하였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ROK, 2001; NBR, 2020a에서 재인용).

그림 3-3

한중일 EEZ 주장

출처: 헤럴드경제(2014.6.17)

한중어업협정은 1곳의 잠정조치수역(PMZ: Provisional Measures
Zone) 및 2곳의 과도수역(Transitional Zone)을 포함한 공동어업관리
지역을 설정하였다.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선은 각각 정부 관할권 아
래서 조업이 허용되었다.48) 쌍방 어업수역의 핵심 동인은 갈등이 있는
EEZ 주장이 중첩되는 지역에서 공동자원관리를 명문화한 「협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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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에 제정되었다(Rosenberg, 2005; NBR, 2020a에서 재인용).
과도수역 두 곳은 잠정조치수역 양쪽의 측면에 있다. 협정마다 상대국
의 잠정조치수역에서 어업을 점차 줄여서(Diplomat, 2016.11.3; NBR,
2020a에서 재인용), 각각의 잠정조치수역은 한국 또는 중국 EEZ에 4년
내에 흡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과도수역에서 중국 조업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중국 선박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EEZ 및 한
국 영해(territorial waters) 어디서든 불법으로 조업을 하고 있어서 중국
어선과 한국해양경찰 간에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NBR, 2020a).
실제로, 중한은 황해에서 아직 EEZ 경계를 여전히 완전히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모든 방법을 통해 기본적으로 중간선 원
칙에 따라 확정된 어업구역(渔区)을 완전히 EEZ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원칙을 전체 한반도 주변의 해양권익 분할에 적용하려
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EEZ를 적용하여 중국 어민을 처벌하는 목적은
바로 법리적으로 한국 측이 주장하는 황해 측 해역을 한국의 EEZ으로 완
전히 승격시키려는 것이다. 즉, “실제 통제”에서 “법리 통제”로 격상시키
려는 것이다(詹德斌, 2013: 63).
한국은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에서 “중간선”원칙을 주장하고, 중국은
“자연연장”원칙을 주장한다. 중한 EEZ 경계획정 문제에서, 한국은 “중간
선”원칙을 취할 것을 주장하고, 중국은 “공평”원칙을 주장하는데, 즉 연

48) Article 7, section 3, of the ROK-China Fisheries Agreement, signed Aug. 3, 2000. The full
agreement is available in Korean and Chinese at https://m.blog.naver.com/kangsong2000/22067
1474409. Article 7 section 3 says in part: “Each party to this treaty shall administer and take
necessary measures pertaining to its own nationals and its own fishing vessels engaged in fishing
activities in the Provisional Measures Zone, and shall not administer or take other measures
pertaining to nationals and fishing vessels of the oth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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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국의 해안선 비례, 인구, 역사전통 등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李军·王传剑, 2010; 詹德斌, 2013: 62에서 재인용). 대륙붕 또는 EEZ
경계획정 문제에서, “중간선”원칙을 따르는 것은 분명히 한국에 유리한
데, 이는 한국 서해안에 많은 섬이 있고, 그중 상당한 부분 외연 섬은 그
육지와 수십㎞ 떨어져 있고, 이어도도 한국의 관할 대상이 되기 때문이
다. 한국 정부는 EEZ 협상 진전과는 관련 없이, 이어도의 관할권은 모두
한국 소유라고 보았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의 동해 대륙붕 경계확정 문
제에서 “자연연장”원칙을 주장하여, 이 문제에서 한국의 이중 잣대를 반
영했다(詹德斌, 2013: 62).
중국의 논문을 보면, 「중한어업협정」이 성급히 체결49)되어서 이 협정
이 중국에게 불리한 것이며, 이를 종결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50)까

49) 「협약」은 1993년 11월 16일 가이아나(Guyana)가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60국의 비준”으로 효력 발생
조건이 갖춰져서 1994년 11월 16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1996년 1월, 한국은 「협약」을 비준했고,
200해리 EEZ 설정을 선포했고, 동시에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륙붕 경계획정원칙을 적극적으로 주
장했다(薛桂芳, 2012: 22; 董加伟, 2014: 36에서 재인용). 이에 중국은 시급히 잇따라 1996년 5월 15일에
「협약」을 비준할 수밖에 없었고, 200해리 EEZ 및 대륙붕도 설정했다. 그렇지만, 중한 양국은 해안이 서로
마주한 국가이고, 또한 양국 사이 황해 해역 가장 넓은 곳도 400해리에 달하지 않아, 양국 각 200해리의
EEZ 주장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중한 사이에 광범위한 소유권 분쟁수역(权属争议水域)이 생겼다.
양국이 임시로 경계획정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 하에서, 「협약」 제74조 제3관의 규정에 따라, 양국은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0년 8월 3일 베이징에서 「중한어업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의 본문은
16조이고, 또한 2개의 부록이 있고, 양측 약정에 따라, 협정은 2001년 6월 3일 공식적으로 효력이 생겼다
(董加伟, 2014: 36).
50) 「중한어업협정」은 중국 연안과 근해 구역의 인구, 어획량(鱼量), 역사적 포획권 등 실제 상황을 심각히 소홀
히 하면서 체결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 어민이 규정을 위반하고 월경하여 포획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
을 초래했다. 어업구역(渔区)을 공평하고 합리적인 경계로 확정해야만, 이 까다로운 문제를 한번 고생으로
영원히 편안하게 해결할 것이다. 「중한어업협정」은 임시적인 방법이다. 단지, 일반적인 정부간 협정이고,
체결절차도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그 국제법 효력도 공식적인 국제조약에 미치지 못한다. 해당 협정도 “체
결 일방이 최초 5년 기한 만료 시 또는 그 이후, 1년 전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 상대방 측에 통지하면, 수시로
본 협정을 종결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公报, 2001: 32l 郭锐·王箫轲,
2013: 143에서 재인용). 따라서 중국 정부는 해당 협정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권리
가 있기 때문에 관련 협상을 재개하여, 기본 협약 중의 착오를 규정해야 한다(郭锐·王箫轲, 2013: 143-4)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신중론을 주장하는 董加伟의 경우, 중국 주변해역 형세가 복잡하고, 각측 모두 최
대한 많은 법리와 사실 자원을 확보하여, 이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카드를 유리하게 하려는 상황에
서, 중국이 만일 경솔하게 일방적으로 어업협정을 ‘중지(终止)’시킨다면, 중국의 남해분쟁을 평화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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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郭锐·王箫轲(2013)은 「중한어업협정」에서
양국 포획 해역의 확정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더 유리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따랐다. 이러한 경계획정으로 인해, 중국이 얻은 것은 상당수 황
해 내해 해역(중국 측의 해역)이다. 해당 해역은 원래부터 어업자원이 매
우 부족한 지역이었다. 반면, 한국이 인정받은 것은 상당수 황해 외해 해
역(한국 측 해역에 인접)으로, 해당 해역의 어업자원은 중국 측보다 훨씬
많은 곳이다. 2001년 6월 30일부터 시작하여, 「중한어업협정」이 공식적
으로 효력이 발생했고, 이로써 한국 부근 해역의 대마도, 대소흑산도, 제
주도 등 전통 외해 작업의 2만여 척 어선에서, 단지 5,500척을 초과하지
않는 어선만이 과도해역에서 지속적으로 남게 비준되었고, 이중 EEZ 관리
해역에의 입경51) 어선은 단지 2,706척이었다(徐博龙, 2002: 49; 郭锐·
王箫轲, 2013: 139에서 재인용). 결과적으로 중국 어민의 전통적인 조업

영역은 대대적으로 축소되었고, 포획양도 급격히 감소되었다. 이는 중국
어민이 끊임없이 월경해 포획하는 것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다(郭锐·王
箫轲, 2013: 139-140).

한편, 郝会娟·孟晓(2020)의 논문을 보면, 한국의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의 왜곡된 시각이나 억지 주장52)을 읽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중국이 서해 조업 관련 주장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조선 해역에서 이
미 오래전부터 어업을 하였으며, 특히 청나라 때 산둥 어민이 이미 조선

결하려는 전략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국위협론’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방적
으로 어업협정을 ‘중지’하는 방안은 문제해결의 좋은 방법이 아니다(董加伟, 2014: 44). 우리 한국은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협약」등을 근거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51) 랴오닝성의 경우, 2005년 입경 어선 수량은 2000년에 비해 약 78% 줄었고, 정해진 어획 배당은 단지 2000년
의 약 7.4%였다(林月娇·刘海映, 2006: 72; 郭锐·王箫轲, 2013: 139에서 재인용).
52) 이 논문을 읽으면서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사실(fact)에 대한 중립성과 엄밀성, 공정성, 그리고 세계 보편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제3장 중국 해양의 실태분석❙ 141

해역에서 조업을 해왔다(李祖年 等编, 1992: 59; 郝会娟·孟晓, 2020: 84
에서 재인용). … 신중국 이후에 중국 기동어선의 주요 작업 어장도 대부
분 황해 동부에 분포하고 있으며, 어획량도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郝会
娟·孟晓, 2020: 84). 둘째, 어선차압 사건의 95%가 한국 EEZ 쪽에서 발

생하는데, 이는 중국 어민이 해당 해역에 진입하여 어업조업을 하는 실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인증한다. … 이런 현상은 어업자원 분포 불균형으로
초래된 것으로 황해의 풍부한 어장은 한국 측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국 어
선이 이 지역에서 어업조업을 하는 것은 자연조건하의 필연적인 선택이다
(郝会娟·孟晓, 2020: 84). 셋째, 한국이 어업관할권을 강화하는 행위는
중국의 어업안전과 해양권익을 침해한다. … 한국의 중국 어민에 대한 과
도한 법집행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 … 중국 어민에 대한 고액 벌금과
무기사용 등의 조치는 중국 어민의 인신, 재산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
고, 전통 어장에서의 어업권익을 침해하고, 한국 해역에 가서 조업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전통 해역에서 어업권리의 상실과 어장 면적의 퇴
화와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郝会娟·孟晓, 2020: 85-88).
한중 해양분쟁의 해결에 서울과 베이징이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표
명은 EEZ 경계획정(delimitation)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지 부분
적으로 이행되는 어업협정과 더불어 이는 모호성을 낳고 ‘최근에 한국해
경 및 중국어선 간에 일련의 물리적 충돌’을 초래하고 있다(Yoon, 2015;
NBR, 2020a에서 재인용).
해양 분쟁 당사국들은 어느 나라이건 자국의 국익을 최대화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郭锐·王箫轲(2013)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중한 해
양권익 분쟁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세 가지 선택을 제시한다. 첫째, 공평
원칙과 대륙붕연장원칙에 따라 중한 EEZ 경계획정을 견지하고,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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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관할하고 개발함으로써 해양경제이익을 획득하는 것이다. 둘
째, 한국 측과 타협하여, 기존 입장을 포기하고, 한국에 보다 유리한 기준
에 따라 EEZ 경계획정을 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해양경제 이익에 중
대한 손실을 줄 것이고, 중한 경제무역 관계는 지속적으로 기존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셋째, 현상을 유지하고, 한국 측이 이어도 및 주변 해역에
대한 실제 통제 능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중국 어민의 생존 상황이 지속
적으로 악화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첫 번째 선택항만이
유리함과 불리함이 있고, 나머지 두 가지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엄정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중한 해양권익 분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쟁취해야 한다”(郭
锐·王箫轲, 2013: 143)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각각 해양경계선획정에 상이한 논거를 주장하고 있기 때
문에 경계획정회의 진전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은 「협약」
(해양경계는 한중 해안선으로부터 등거리에 있다)에 기초하여 등거리 솔
루션을 통해 경계(demarcation)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경계선은 훨씬 동쪽에 위치되어야 하며, 대략 동경 124도(1952년 이승
만 라인 및 1962년 북중협정)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3-3

서해 관련 한국 입장 연혁

1952

∙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해양 주장을 선언하면서 동경 124도로 확대되며 여기에 동중국해에 있는 이어도
를 포함시킴

1962

∙ 북중 간에 해양 경계를 동경 124도로 합의함

1992

∙ 인민해방군 해군이 처음으로 이어도 서베이를 수행함

1995~2001

∙ 한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수중 암초를 활용하여 영구적이고 표명 상층 구조를 지탱함

2000

∙ 한국은 서해에서 대규모 중국 불법 어선을 나포하기 시작함(1990년대 매년 43건에서 2000년대 들어와
매년 400건). 불법 중국어선 진압의 최고조는 2004~8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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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2001.6

∙ 한중어업협정 체결

2003.6

∙ 한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운영을 시작

2010.1

∙ 한국은 제주해군기지(2016년 초기 완성) 건설을 시작하여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 power를 추진할 한국
해군 능력을 확대

2010

∙ 중국 어부 2명이 서해에서 한국해경과 대치 시 사망

2011.12

∙ 서해에서 한국해경 1명이 중국 어선과 대치 시 사망

2013.4

∙ 한국은 ‘점차적으로’ 이어도 과학기지를 무인 시설에서 유인 시설로 전환하여 적어도 상근 연구원
(permanent researcher)이 주어진 기간에 거주하는 것을 결정함

2013.11

∙ 중국은 이어도 부근 상공을 포함하는 확대된 항공식별구역(ADIZ)을 선언함. 한국은 소송을 제기함. 일본
역시 이어도 지역에 대한 ADIZ을 주장하는데, 이는 2010년에 센카쿠 군도를 포함·확대한 것으로 동중국
해 북부에 실질적인 3국 ADIZ 중첩을 유발함

2016.6

∙ 한강 강어귀에서 중국 불법 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해군 및 해경은 UN Command와 함께 공동 순찰함

2016.10

∙ 서해에서 중국 어선 40여 척이 한국해경 함대를 침몰시켜, 외교적 긴장을 초래함. 사건 이후 한국해경은
심각한 충돌 시 실탄 발포를 허용함

2018~19

∙ 중국 군함이 한국이 주장하는 EEZ에 평균 매주 5차례 침입함. 2018년 이전에 비해 두 배가 되었음. 이는
한국 정부의 관심과 부정적 여론 주목을 촉발함

주: NBR(2020a)을 근거로 작성함

반면, 중국은 해상경계는 중국의 장거리 해안선 및 거대한 인구 비율
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NBR, 2020a). 중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베이징은 또한 대륙붕, 해저지형, 양쪽이 만나는 토사(silt)가 있는
토사선(silt line)을 제시하면서 이에 기반한 논거를 견지하고 있다(Lee,
2006; NBR, 2020a에서 재인용).
한국과 중국은 「협약」에 따라 서해에 EEZ 200해리를 적용할 수 없어
중간수역을 경계로 설정해야 하나 합의를 못 이루고, 양국 어선이 공동으
로 어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잠정조치수역을 관리‧운영 중이다. 반면, 중국
은 자국 대륙붕의 특성과 1962년 북한과 합의한 서해 영해 경계선 기점
(압록강 하구의 동경 124도 10분 6초)을 근거로 영해기점 동경 124도를
중간선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김덕기, 202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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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杨国桢(2019: 137)은 “중국이 황해에 해군 현대화
건설을 하고 러시아 등 국가 등과 군사연습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군사 혁신의 규율을 파악하고, 해군 인재
전략 공정을 실행하고, 무기장비 건설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강군의 전략
요구를 실현하고, 해상교통운수 안전을 위해 해군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2. 중국의 동중국해
1) 동중국해의 지정학
동중국해는 제주도 남쪽부터 타이완에 걸쳐있는 서태평양의 연해이다.
타이완 해협을 통해 남중국해와, 대한해협과 제주도 북동쪽 해역을 통해
동해와, 제주도 서쪽 해역을 통해 황해와 이어져 있다. 해역의 크기는 약
1,249,000㎢이다.53)
국제수로 기구에서 1953년 발간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제3판에 따르면, 동중국해는 동쪽의 규슈와 난세이
제도를 따라 그은 곡선을 경계로 필리핀 해와 나뉜다. 북동쪽은 제주도
동쪽 끝부터 일본의 후쿠에 섬 남쪽 끝과 규슈까지 이은 직선을 경계로
동해와 접한다. 북서쪽은 제주도 서쪽(북위 33°17')부터 중국 대륙의 양
쯔강 하구까지 이은 직선을 경계로 황해와 접한다. 남서쪽은 타이완 섬
북쪽 끝과 푸젠성의 동쪽 해안(북위 25°24')을 이은 선을 경계로 남중
국해와 접한다(Limits of Oceans and Seas, 2012; Wikipedia, 2021.

53) 일본에서는 동지나해(東支那海, 일본어: 東シナ海 히가시시나카이)라고 부르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에서는 동해(중국어 간체자: 东海, 정체자: 東海 둥하이)라고 부른다(Wikipedia, 20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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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에서 재인용).
동중국에서 주된 갈등은 이어도 및 센카쿠(댜오위다오)에서 주변국들
이 EEZ, 중간선 등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도
(Socotra Rock)를 중국54)은 쑤옌자오(苏岩礁)라 한다. 이어도는 <그림
3-4>에서 보듯 마라도에서 149㎞, 중국 통다오(童岛)에선 245㎞, 일본
Dorismira에서 276㎞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3-4

이어도 중간선

출처: Wikipedia(2021.8.16)

54)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관점을 黄炎(2017)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쑤옌자오는 북위 32°07'42″, 동경
125°10'45″에 위치하며 중국 대륙붕 자연 연장 위에 있고, 동시에 동해 북부 중국과 한국이 대륙붕과 EEZ
을 주장하는 중첩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략적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장쑤, 산둥, 저쟝, 푸젠, 대
만의 어민은 역사적으로 쑤옌자오 및 그 부분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종사했다. 1880년대, 청조는 북양해군
을 편성하여 해로도에서 “둥하이쑤옌(东海苏岩)”의 지리 위치를 명확히 표기했다. 신중국 설립 이래, 동해
함대는 곧 중국 동해 해역과 각 섬 및 암초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1963년, 중국 교통부는 쑤옌자오
에 대해 정밀한 탐사와 측정을 진행했고, 이를 중국 해도에 기록했다. 1992년 중국 북해함대는 황해 지역과
쑤옌자오 지역을 세부적으로 측량했다. 한국이 이어도를 발견한 시기는 중국보다 훨씬 늦지만, 1984년 처
음으로 이어도의 존재를 탐사한 이후, 이어도에 대한 실제 통제를 강화했고 인공확장건설 활동을 진행하기
시작했다(黄炎, 201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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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는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나 암초, 인공섬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향유할 수 없고, 오직 수중 암초로서 존재한다(김태영, 2012: 43).
이어도는 영토 문제가 아닌 해양관할수역에 관한 문제이고 해양경계획정
에 관한 문제55)이므로 「협약」과 관련 국제관습법에 의한 경계획정을 통
해 해결될 필요가 있다. 이어도 및 과학기지 주변해역이 한국의 EEZ에
있으므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영토 문제가 아니라 해양경계획정의 문제만
있다(김태영, 2012: 66).
한국과 중국 사이의 바다가 280여 해리에 불과해 유엔해양법상 EEZ
200해리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 하는 문
제가 외교 현안이다. 일반적인 해양영역 분쟁은 영유권(sovereignty)과
관할권(jurisdiction)을 둘러싼 분쟁으로 나뉘는데, 중국과는 EEZ의 관할
권을 놓고 협상중이다(강은정 외, 2020: 302).
한편, 동중국해에서 가장 격렬한 분쟁 지역은 바로 센카쿠 열도(중국
명 댜오위다오)라 할 수 있다. 일본은 동중국해 EEZ의 경계로 중일 중간
선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오키나와 해구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 입장
에서든, 일본이나 미국 입장에서든 모두 센카쿠 열도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분쟁지역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댜오위다오의 전략적 위치도 매우 중요하다. 댜오위
다오는 중국 해상영토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여, 중국에게 매우 유리한 전
초기지이다. 왜냐하면 댜오위다오와 타이완섬은 중국이 제1도련선56)을

55) 이어도는 수중암초로서 「협약」의 EEZ 경계획정원칙에 따라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 등거리선 원칙에 의해
양국 간의 중간으로 확정하는 경우, 한중 간의 가상 중간선에서 한국 쪽으로 28해리나 들어와 있는 만큼 이
어도는 한중 양국 간의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당연히 한국의 EEZ에 속하는 수역에 위치하며, 한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외교통상부,
2008.8.11; 김태영, 2012: 6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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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토대이며, 댜오위다오를 통제하는
것이 중국이 깊고 푸른 바다로 향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胡波, 2015).
또한, 댜오위다오 문제는 중대한 해양경제 이익과도 관련된다(이진성·이
희정 역, 2021: 81).

2) 중국의 동중국해 입장
(1) 이어도 관련
1950년대 이후부터 한국은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해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한국 주장에 도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이어도 주변은
해상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어도의 수중 특징(submerged
features)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Jeong et al., 2016; NBR, 2020a에
서 재인용).
1982년에 개최된 제3차 국제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되고 1994년부터
발효된 「협약」의 EEZ 개념에 따르면, 인접성의 기반 위에 있는 국가 간
해안경계획정 시에는 중간선 원칙과 같은 형평성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그 밖의 상호 간 자연적 요소를 고려하되, 인구, 경제력 등의 사회적 요
소는 배제시키는 경향이다(김석균, 2009).
2003년에 날씨, 해류, 어획량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the Ieodo Ocean Research Station)를 건설하였다. 한국은 이어도가
대륙붕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건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56) 도련선은 태평양의 섬(岛)을 사슬(链)처럼 이은 선(缐)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의미한다. 미국과 일본
의 입장에서는 중국 해군력의 팽창을 저지해야 하는 경계선이기도 하다(이영형, 2018: 138). 제1 도련선은
대만과 류쿠제도를, 제2 도련선은 일본에서 괌까지 이어진단. 제3 도련선은 미국의 저항을 의식하여 구체
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이영형, 2018: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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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옹호하는 구술서(note)는 「협약」 60조 및 80조로 지지받고 있으
며, 구조물 설치가 EEZ 안에 혹은 대륙붕 위에 설치가 가능하다. 반면,
중국 당국은 이어도는 분쟁인 EEZ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는 불법이
라고 주장하고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Korea Herald, 2012.3.13; Roehrig, 2019에서 재인용). 즉, 중국은
EEZ의 경계획정은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
장57)58)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황해에서 흘러나온 황토 때문에 황해 해
저의 2/3에 중국에서 흘러나온 점토층이 쌓여 있으니 황해 해저의 2/3는
중국의 것이라는 논리다(정갑용·주문배, 2004: 70).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논리와 주장은 무엇일까? 중국은 이어도가 대륙
붕 경계획정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영토 주권 귀속을 향유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59) 따라서 한국이 취한 이들 조치60)는 실제로 일종의 모호한
태도로, 이어도에 대한 “주권보유(主权拥有)”를 선전하고, 독도에 대한
“선점” 경험을 활용하여, 일정한 수준에서 완만하고 점진적인 “선점정책

57) 중국은 이러한 주장과 달리, 2004년에 베트남과의 통킹 만 EEZ 경계를 중간선 원칙에 따라 정한 선례가 있다.
통킹 만 대륙붕은 지질 구조상 2/3가 베트남 쪽에, 1/3이 중국 쪽에 속해 있다(경남신문, 2004.7.1).
58) 중앙일보(2005.4.7).
59) 이어도는 사실상 암초이며, 국제법 의미에서의 “수면 아래 지형지물(水下地物)”로, 저조선(低潮线)을 설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중한 대륙붕 경계획정(划界)의 기점이 될 수 없고, 영토로 점유되어 확정된 주권귀속을
확보할 수도 없다. 동시에, 이어도는 중한 양국 EEZ 중첩 지역에 위치하여, 그에 경계획정 효력을 부여한다
면, 실제 통제국의 해역 면적을 대폭 확대시킬 수 있어, 해역 면적과 이어도 자체의 면적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서 분명히 “비례하지 않는 영향(不成比例的影响)”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
의 관건적인 시기에 있고, ‘일대일로’ 제창은 정치적 교섭과 협상을 위주로 해서 지역 핫 이슈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 지속적으로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전개하고, 경계획정 협의를 체결해
야 한다. 이 중에서 이어도는 인공확장건설 행위로 그 “수면 아래 지형지물”의 해양법 지위가 변화하지 않
으며, 즉 중한 대륙붕 경계확정에서 효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黄炎, 2017: 27).
60) 설령, 중한 양국에서 협의를 달성하여, 이어도가 어느 측의 EEZ 범위 내에 있다고 명확히 하더라도, 일방은
단지 관할권(管辖权)만 갖는 것이지, 영유권(拥有权)이나 소유권(所有权)을 갖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관
할권은 관리권(管理权)과 처치권(处置权)을 전문적으로 지칭하여, 관리직능에 치중하지만, 소유권은 점유,
사용, 수익, 처분 등 권리를 전문적으로 지칭하고, 귀속 직능을 강조하기 때문이다(郭锐·王箫轲, 2013: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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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占政策)”을 실시하려는 것이다(郭锐·王箫轲, 2013: 137)라는 주장이다.
표 3-4

이어도 관련 한중 양측 주장
한국 주장

중국 주장

∙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마라도와 중화인민공화국의 퉁타
∙ 중화인민공화국의 해안선은 대한민국보다 더 길고 중국은
오는 396㎞ 떨어져 있으며 그 중간지점은 198㎞ 지점이므
한국보다 인구가 훨씬 많으므로, 양측의 배타적 경제 수역
로,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는 이어도 주변 해역은 당
의 경계를 중간선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눌 수 없음
연히 대한민국의 관할임
∙ 또, 공동수역에서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 또, 실체적으로도 1987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등부표를
합의가 필요한데, 한중간에는 경계 획정 기준이 합의되지
띄우고 이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부
않았으니 중국 측도 이 지역의 관할을 주장할 수 있음
터 이미 대한민국측이 이 지역을 관리해 오고 있었음
∙ 중국 과거 지도 중에는 이어도 인근 해역이 중국 측 해역으로
∙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 제주도의 설화나 민담 등에 이어도
표기된 지도도 있으므로, 중국 측 역시 주변 해역의 관할지
가 등장한다는 사실에서 매우 오래 전부터 이곳을 한국 측에
인식이 존재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음
서 관할지로 인식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음
주: Wikipedia(2021.8.16)를 근거로 작성함

그러나 원론적으로 국제법상 인접 국가 사이의 해양 경계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기준은 중간선 원칙이다. 나머지는 부가적인 사항이다(김석균,
2009; 동아일보, 2021.4.19). EEZ는 영해로부터 일반적으로 200해리
지점이지만, 두 나라의 수역이 겹칠 경우 그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삼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중간선 원칙상 이어도 부근 해역은 대한민국의 관할지
역이다(제성호, 2013).

(2) 방공식별구역 관련
동중국해에서 한국이 주목하고 대응해야 할 곳은 이어도와 직결되는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s)이다. 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에 해당되는 영공은 국제법상 관할권이 인정된다. 방공식별
구역이란, 국가안보를 위해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사전에 식
별하여 군사상 위협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적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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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문제는 해양분쟁처럼 ADIZ 역시 겹치면서 침범 또는 진입 여부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중에 미군 당국에 의해 1951년 3월 22일 처음
설정되었고, 2007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내법적 근거를 갖춰졌다.
현재의 KADIZ는 2013년 12월 15일 조정해 발효되었다. 앞서 정부는
12월 8일 인천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FIR)과 일치
하도록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을
포함시키는 등 KADIZ의 남쪽 구역을 확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새로운
KADIZ 조정안을 공식 발표했다(국방일보, 2019.10.15).
이 같은 KADIZ의 조정은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 상공에 새로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은 CADIZ
를 중국대륙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이라고 강조한다(김덕기, 2021.9.5).
당시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안보 이슈로 떠올랐던 중국의 새
로운 CADIZ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일부가 중첩된다는 점이다.
CADIZ 안에 이어도 주변 수역 상공 일부가 포함된 것도 역시 문제였다.
일본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열도 상공이 포함돼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국방일보, 2019.10.15).
2013년 새로 조정된 KADIZ의 범위는 남한 면적의 2/3 정도만큼 커
졌다. 정부가 FIR을 새로운 KADIZ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홍도 영공을 모두 포함하는 동시에 국제규범에도 들어맞아 주변
국을 설득하는 데 쉬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김덕기, 2020: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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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한중일 ADIZs

출처: Roehrig(2021)

(3) 댜오위다오 관련
중국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역사적·지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보아도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이
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中华人民共和国国务
院新闻办公室, 2012; 胡波, 2018; 이진성·이희정 역, 2021: 81에서 재

인용).
중국은 댜오위다오를 명조(1368~1644)부터 통제했다고 주장한다. 명
조는 당시 댜오위다오 남쪽을 따라 일본 해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해안
방어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1차 청일전쟁(1894~95) 종결 시 중국은 시
모노세키 조약에 조인하여 대만과 댜오위다오와 연계된 섬들을 일본에
할양했다(NBR, 2020b).
그러나 중국은 카이로 선언(1943)과 포츠담 선언(1945)으로 시모노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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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 무효가 되면서 이 섬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과 더불어 중국에
반환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국은 1972년에 이 섬들의 관할
을 일본에 넘긴 미국의 「행정통제전환(US. Transfer of Administrative
Control)」은 불법이고 유효하지 않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섬들에 대
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NBR, 2020b).
댜오위다오는 일본의 중국 침략, 전후 국제질서 안배 등 민감한 문제
로 매우 강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중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
내 안정과 중국공산당의 집권 지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진성·
이희정 역, 2021: 81).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주변 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
로 알려진다. 중국, 일본, 대만 간에 미개발된 이들 자원은 분쟁의 기본적
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72년에 일본 Tanaka 수상이 중국 저우언
라이(周恩来)에게 두 나라가 이 섬 주변의 석유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지만, 저우언라이는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1979년 덩샤오핑
이 Suzuki 수상에게 같은 제안을 하였지만 더 깊은 논의 역시 보류되었
다(NBR, 2020b). 2008년에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일부 수역의 자원
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양희철, 2012: 12).

표 3-5

동중국해 관련 중국 주장 연혁

1971.12

∙ 중국은 댜오위다오에 대한 주권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주장함. 대만은 그 이전인 1971년 6월 별도로
주장을 함

1972.9

∙ Tanaka 수상은 이 섬의 이슈를 저우언라이에게 제기함. 저우언라이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보류할
것을 제안

1978.8

∙ 중국 부주석은 덩샤오핑은 일본 외무부 장관 Sonoda와 회담 시 이 섬에 관해 논의를 재차 보류할 것을
제안

2003.1

∙ 일본 정부는 이 섬에 대한 사적 소유권자로부터 3개의 섬을 임대함. 중국은 베이징 주일 대사에게 공식적인
항의를 하고, 중국과 대만은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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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2008.12

∙ 중국 정부의 두 척이 이 섬 근처에 진입함. 일본 해안경비대는 이들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는
외교적 항의를 접수함

2010.9~11

∙ 일본 정부는 이 섬 근해에서 중국 저인망 어선이 일본 해안경비대 두 척을 밀쳐낸 이후에 이들을 구류함.
일본 정부는 순차적으로 이들 선원을 석방했지만 선장을 기소함. 외교적 긴장이 높아지고 중국 정부가
모든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을 9월 21일에 하고나서 11월 19일에 재개함

2011

∙ 일본항공자위대(JASDF)가 동중국해에서 중국 항공기에 대응하기 위해 156 차례에 전투기를 출격함

2012.3~11

∙ 중국 선박이 이 섬 주변 수역에 47차례 침입함

2012.3

∙ 일본은 이 섬을 포함한 39개 섬의 이름을 발표함. 중국은 이 섬을 포함한 71개 섬에 자체 이름을 부여함

2012.4

∙ 도쿄 시장 Ishihara는 개인 소유자로부터 분쟁 있는 이 섬의 세 개를 구입할 의도를 발표하여, 중국 정부와
여론의 비난을 받음

2012.4~12

∙ 일본 항공자위대는 동중국해에서 중국 항공기에 대응하기 위해 160차례 전투기를 출격함

2012.7

∙ 세 척의 중국 순시선이 이 섬에 접근함. 일본 해안경비대는 일본 영해를 떠날 것을 요구함. 동시에 일본
외무부 장관은 공식 외교 항의를 접수함

2012.9

∙ Noda 수상은 민간소유자로부터 이 섬 세 개를 구매함. 이는 도교 시장이 제시한 유사한 입찰을 막기 위한
의도임. 그러나 중국 정부로부터 비난을 받음

2012.9

∙ 중국은 이 세 섬에 대한 일본의 국유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섬에 대한 주권 주장을 기술한 백서를 발행함

2012.12

∙ 중국 비행기 한 대가 이 분쟁 섬에 진입하여 일본은 F-15 전투기를 출격함

2013.2

∙ 일본은 중국 해군함선이 일본 군함을 조준하여 레이다를 킨 점에 대해 고소함. 중국은 이 고소를 부인함

2013.5

∙ 중국 해양정찰선은 이 섬 인근 수역에서 일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을 쫓아내기 전에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함

2013.11

∙ 중국은 동중국해에 항공방어식별구역(CADIZ) 설치를 선언함. 이는 일본, 한국, 미국으로부터 항의를
촉발함

2014.8

∙ 일본은 이 섬 일부의 5개 섬에 이름을 부여함. 중국은 분쟁 섬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반응함

2015.1

∙ IHS Jane는 중국이 이 섬으로부터 300㎞에 있는 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공위성
이미지를 공개함

2015.3

∙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이 섬 주변 수역에 순찰을 수행함

주: NBR(2020b)을 근거로 작성함

중국과 일본은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치열하게 다투지만, 해양경계는
주장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론을 근거로 오키나
와 해구를 경계로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양국 연안의 중간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양국 간 거리가 400해리가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쪽은 지
질학적 혹은 지형학적 기준을, 다른 한 쪽은 단순한 거리 기준을 내세운
결과이다(이석우·박영길, 2012: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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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남중국해
1) 남중국해의 지정학
남중국해는 현재 미중 냉전의 핵심 변수로서 분쟁이 가장 격화되고 있
는 지역61)이다. 아시아 해양의 심장부에 위치한 가장 뜨거운 격전지이
자, 자원보고이자, 국제물류의 동맥으로 연간 5조 달러의 상품이 통과된
다. 경제적 이해관계62)나 해상교통로 차원뿐만 아니라, 미중을 위시한
세계 해양패권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지정학 발화점63)의 하나이다.
궁극적으로 초강대국 경쟁자들의 각축장이 되면서 주변 전체 국가들은
대격변의 회오리에 놓여 있다(Heydarian, 2021).
남중국해에서는 소위 ‘6국7방(六国七方: 6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를 지칭하며, 7방은 6국 및 대만을 포
함한 지칭)’이 서로 관할권 및 영토주권을 가지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해양 관할권 및 섬들에 대한 영토주권
을 포함한다. 대만은 남해 문제 ‘6국7방’에서 중요한 한 축이다. 대만 문

61) 얼마 전까지 이 분쟁 지역은 상대적으로 모호한 지역이었고, 평화주의로 동기부여되고 확고한 상업주의 국
가의 형세였다. 아시아에서 수백만 목숨을 앗아간 냉전이 끝나고, 이 지역은 경제개발이 지역 거버넌스와
국내 정치에 과도하게 집중되게 된 것이다(Heydarian, 2021).
62) 경제성장을 통해서 중국의 영토독립과 주권보호라는 중국공산당의 초기 주장(claims)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해양국가 영토에 해당되는 3백만㎢의 해양자원 확보를 위해 중국의 EEZ 및 대륙붕을 편입시킨 것은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주권이란 용어로 구조화된다(Fravel & Liebman, 2011: 57-9; Hartnett &
Vellucci, 2011: 98-99; Luo & Panter, 2021: 9-10에서 재인용). 첫째, 이 지역에서 해양자원은 중국 내수
식량수요 및 수출경제에 기여한다. 중국은 최대 어획량으로 세계 15%를 차지하며, 최대 어획 수출국이다.
아시아 3백10만 척 어선 중에서 중국은 864,000척 어선을 차지한다(FAO, 2020; Luo & Panter, 2021: 10
에서 재인용). 둘째, 에너지 및 기타 제품의 무역이 해상교통로에 더욱 의존됨에 따라 해양경계를 위한 전략
적인 해상교통로 확보가 더욱 관건이다(Storey, 2006; Lai & Kamphausen, 2014: 2-3; Nan, 2009:
144-69; Luo & Panter, 2021: 10에서 재인용).
63) 남중국해에선 인기영합주의적 민족주의, 지역적 반란, 귀중한 에너지와 어업자원에 대한 경쟁 그리고 중국
의 급속한 부상과 참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역 권력 균형에 충격을 미쳐, 상당히 조용하던 남중국해가 지
정학적 화약고가 된 배경이다(Heydaria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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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남해 문제의 역사 연원과 현실 연결은 상당히 뒤얽혀 있고, 미래 대
만 문제64)를 해결하는데 해양 관련 문제를 통합해서 고려해야 한다(刘
喆, 2021: 67).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은 Spratly Islands(중국명 南沙群
島), Paracel Islands(중국명 西沙群岛), Macclesfield Bank(중국명 中
沙群島), Pratas Islands(중국명 东沙群岛) 등을 둘러싸고 그 갈등이 첨

예화되고 있다.
그림 3-6

남중국해 각국 주장

출처: Luo & Panter(2021: 10)

64) 차이잉원 총통(중국은 当局이란 표현 씀)의 남해정책 입장에는 현재 소극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 ⅰ) “실
제 점유”의 “주권권리”를 강조하고, 역사적 권리에 대한 수호를 부각시키지 않고, ⅱ)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남해 문제 관련 다자 해결 틀에 가입하는 것을 추구하고, ⅲ) 양안 “각자
생각대로 일하는 것”을 견지하여, 대륙과의 교류 협력을 배제하고, ⅳ) 남해 “항행과 비행 자유”를 강조하
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영합한다(刘喆, 202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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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제기한 주장에 따라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 군도, 매
이클즈필드 천퇴에 대한 주권을 되풀이해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 역시 파
라셀 군도 및 스프래틀리 군도를 주장하며,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
이도 스프래틀리 군도의 일부를 주장한다(NBR, 2020b).

2) 중국의 남중국해 입장
중국은 1958년 「영해 관련 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 넓이는
12해리로 설정했다. 이 규정은 중국 대륙 및 그 연해 해도, 대륙 및 그
연해 해도, 공해로 갈라진 대만 및 그 주변 각 섬, 팽호열도,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 및 기타 중국에 속하는 해도를 포함한 중
화인민공화국의 모든 영토에 적용된다.”고 주장했다(廖民生·刘洋, 2019:
88).
중국은 1950년대부터 파라셀 군도를 그리고 1974년 이후 파라셀 군
도 열도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스프래틀리 군도의 7개 암
초를 점령하고 있다. 해양 관할권에 대한 중국 주장의 범위와 기반은 모
호65)하다. 비록, 중국 외무부 관리가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를 주장하지
는 않는다고 했지만, 중국은 구단선이 에워싸는 수역 내에서 역사적 권리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예를 들어, MFA 대변인은 최근에 남중국해 남
쪽 일부는 전통적 중국 어업 근거지라 언급한 것이다. MFA 진술은 “남중
국해의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적절한 권리”라는 것이다.66)
65)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육지 특징을 가진 접속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수역이 「협약」이
규정한 EEZ를 구성하는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심지어 어떠한 구체적 육지 특성이 접속수역에 대한 관할
권 기초로 제공되는지 구체적이지 않다. 모호성은 또한 구단선(Nine-dashed Line)에도 있으며, 이는
1950년대 초기부터 중국 지도에도 나타난다. 중국 정부는 그 선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주권 주장 용어
인지 혹은 해상 관할권 주장인지 결코 정의하지 않았다(NBR,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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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각에서 “남해 도서(동사군도, 중사군도, 서사군도 및 남사군도)
들은 자고이래 중국의 신성한 영토로 중국의 주권인데, 1960년대까지 남
해 군도의 섬과 암초가 계속 주변국에 의해 침해되었으며, 남해 자원이
대량으로 남획되었다.”는 것이다. 杨国桢(2019: 193)은 중국이 남해의
섬과 암초, 해양의 영토주권을 합리적이고, 절실히 유효하게 수호하지 못
했고, 주변국가(지역)가 군사적으로 불법 점령하고 자원개발을 통해 이미
실제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남해 분쟁 도서 권익을 전략적으로
계획하여 수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95년 초기, 필리핀의 EEZ 및 대륙붕에 속하는 남중국해 ‘썰물 고
도,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67)’인 Mischief Reef를 아시아 강
국인 중국이 강압적으로 점령하면서 베이징의 전략적 기회주의는 두드러
졌다(Heydarian, 2021). 일련의 해군충돌, 특히 2012년 중국과 필리핀
간 Scarborough Shoal 관련 수개월 지속된 교착상태로 인해 남중국해
분쟁은 국제 이슈가 되었다. Scarborough Shoal이 사실상 점령된 후에

66) 남중국해의 섬들과 환초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은 2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 발견 및 오랜 기간 활용된
기반에서 유추된다. 주권에 대한 현대적 국제 법률 주장은 20세기 초에 다시 수립되었다. 이런 노력의 정점
은 이 지역에서 영토와 수역 범위를 그려놓은 1947년 12월 남중국해 섬들의 위치 지도 발행이다. 2009년
5월에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UN 사무총장에 2개의 구술서(Notes Verbales)를 통해 구단선을 공식적으
로 소개했다. 이 구술서에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제소한 확대된 대륙붕에 대한 주장에 중국은 반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남중국해에 대한 또 다른 연안(littoral)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협약」 각 조항에 따라 해양권
리를 주장하는 근거로서 구단선에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U 형태의 구단선은 중국의 해양 관할권을 확대하
여 12해리 영해 한계를 초월하고 곳곳에 EEZ의 최대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1996년에 「협약」에 서명한
중국은 협약 아래 허용된 해양구역에 맞게 반드시 역사적 해양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일부 비평이 제기된
다. 반면에 중국은 이 권리는 일반적 국제법의 적용에서 나온 것으로 「협약」 전문에서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협약 목적과 양립한다고 주장한다(NBR, 2020b).
67) 「협약」에 의하면 썰물 때에만 사방이 물로 둘러싸이지만 밀물에는 바다 아래에 있는 해양지형을 ‘간조노출
지(low-tide elevation)’라 하는데, 이와 같은 해양지형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경우에 영유권은 인정되지 않
으나(Dolven et al., 2015: 4; 정갑용, 2017: 113에서 재인용), 인공섬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며,
인공섬을 보호하거나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위하여 인근 해역에 ‘500m의 안전수역’을 선
포할 수 있다(정갑용, 2017: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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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ma 행정부는 필리핀에 대한 동맹 개입에 관해 완고하게 얼버무렸
다. 결국, 중국은 아시아 해양 심장부를 완전 지배할 역사적 의도를 굳힌
것이다(Heydarian, 2021). 만일 미군이 필리핀 Subic and Clark 기지
에서 철수하지 않았다면 중국이 이런 전술적 행동을 취할 수 있었을
까?(Heydarian, 2021).

표 3-6

1950

남중국해 관련 중국 주장 연혁
인민해방군은 Paracel 군도의 Amphitrite Group에 있는 Woody 섬을 점령함

1951.8

일본에서 평화조약 협상 성명서에서 저우언라이 총리는 Paracel 섬, Spratly 군도 및 Macclesfield Bank에
대한 주권을 주장함

1958.8

영해의 폭에 관한 선언에서 중국은 Paracel 섬, Spratly 군도 및 Macclesfield Bank에 대한 주권 주장을
확인함

1959.3

중국은 광동성에 ‘Sansha’ 또는 ‘three sands’과 관련하여 Paracel 섬, Spratly 군도 및 Macclesfield
Bank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함

1960.3

인민해방군 해군은 Paracel 군도에 대한 정규적 순찰을 시작

1974

중국과 베트남 군은 Paracel 섬의 서쪽 부군에 있는 Crescent Group에서 충돌해서 양쪽에 사상자가 발생
했고 베트남 군이 패배하여 중국에서 Paracel 군도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설치를 허용함

1988.1

Spratly 군도에 있는 Fiery Cross Reef를 점령함. 1988년 3월말에 중국은 Spratly에 6개 육지 특징(land
features)을 가짐(Fiery Cross, Cuarteron, Johnson South, Gaven, Hughes and Subi reefs)

1988.3

인민해방군 해군(PLAN)은 Spratly에 있는 Johnson South Reef 인근에서 베트남 해군과 충돌하여 베트
남군 64명 전사함. 중국은 충돌 후 암초 통제권을 확보

1990.7

중국은 Paracels에 있는 Woody 섬에 비행장 건설을 완성함

1992.2

중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령을 공포함. 이는 Paracel 섬, Spratly 군도 및 Macclesfield Bank
주권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확인함

1992.5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베트남 연안 탐색 구역(blocks)과 중첩되는 남중국해 일부의 서쪽 부분
에서 탄화수소 개발을 위해 미국 기업인 Crestone과 합의에 서명함

1994 말

중국은 Sapratly 군도에 있는 Mischief Reef를 점령함

1996.5

중국은 Paracel 섬 열도 전체에 걸쳐 직선 기준선을 발표함

1999

중국은 남중국해 북부 지역에 여름철에 조업을 금지한 이래 해마다 시행함

2005

인민해방군 해군은 남중국해에 대한 정규적 순찰을 시작함

2006

중국해양정찰군(현재 중국 해양경비대의 일부)이 남중국해에서 정규적 순찰 시작함

2006

중국은 2006년 5월에 베트남 중앙 해안에 위치한 127 및 128 블록을 인도 국유 ONGC에게 제공하는 것을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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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계속

2007

중국은 SCS에서 다른 주장을 통해 어업 선박을 반대하기 시작함. 그리고 분쟁 수역에 대한 중국 통제를
증가하기 위해서 하이난 성에 Sansha 시를 조성함. 중국은 또한 베트남(블록 5.2)의 남쪽에서 가스 탐색
및 개발을 이끄는 영국석유(BP)에 대해 반대함. 하노이는 베이징의 주장을 거부했지만 영국 석유(BP)는
탐색을 보류함

2009.5

중국은 대륙붕 제한에 관한 UN위원회에 베트남이 제출한 것과 그리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한 것에 도전함. 구술서에서 중국은 Paracel 섬, Spratly 군도 및 Macclesfield Bank에 대한 주권 및
접속수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내세움. 중국은 또한 주권 주장 및 구단선을 설명하는 지도를 구술서에
첨부함

2009~10

중국은 10년 장기 연간 일방의 어업 금지를 확대하여 외국선박을 포함함. 중국은 정규적 해양 순찰을 증가시
키고 과학적 활동과 그 지역에서 해군 훈련을 확대함

2011.5

중국 해양정찰 선박은 PetroVietnam 선박의 탐색 케이블을 두 차례 절단함. 첫 번째는 베트남의 분쟁 EEZ
에 있는 심해에서 일어남. 두 사례에서 중국 법집행 선박은 직접적으로 개입 혹은 케이블을 절단하는 선박을
에스코트함. 중국은 외국 선박은 불법적으로 중국 수역을 조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행동을 정당화함

2011.6

필리핀 보고서는 필리핀의 EEZ에 있는 Amy Douglas Bank에 중국 선박이 건축자재를 하역하고 Reed
Bank와 Boxall Reef에 이정표를 설치하고 있다고 주장함. 중국은 이 보고를 부정함

2012.4

마닐라가 주장하는 Scarborough Shoal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필리핀 해군 frigate이 급습한
이후 4월에 중국과 필리핀은 Scarborough Shoal에 관해 충돌함. 2달 이상 양측에서 해양법집행 간 교착상
태가 발생함. 비록 중국과 필리핀이 구두로 미국 중재로 6월에 선박 철수를 동의했지만, 중국은 협상 종결을
준수하지 않음. 그 이후 중국은 Scarborough Shoal 통제를 유지함

2012.6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남중국해의 중앙에 9개 탐색 블록에 입찰한 외국 석유기업을 유치함. 이는 베트남의
EEZ 내에 있는 베트남 블록과 중첩됨

2012.7

중국은 싼사시의 행정 지위를 높여 국제적 입찰을 위해 베트남 EEZ에 있는 블록을 방출함

2012

2012년 7월 캄보디아에서 45차 아세안장관회의가 개최됨. 아세안 조직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성명서가
발표되지 못함. 중국이 남중국해 관련 언급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이 고의로 개입한 것이라고 보고됨

2014.5

중국은 Paracel 군도 남서쪽 trip에 있는 Triton 섬 인근수역에 심해 준잠수정 drilling rig인 HY 981을 배치
함. 이는 베트남 EEZ에 위치함. 결국 양측에 법집행 및 어선 간에 격렬한 대립을 초래

2014~15

2014년 11월에 인공위성 이미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점령한 7개 특징에 유의미한 육지 간척
(reclamation) 활동 시작을 공개함. 2015년 말에 Fiery Cross, Subi, Mischief reefs에 비행장 건설을
포함하여 간척은 모두 7가지 특징을 형성함

주: NBR(2020b)을 근거로 작성함

2013년 말쯤에 중국은 공해상에 전례 없는 지형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를 추진해 판을 키우면서, 분쟁 지역인 모래톱, 환초, 바위에 불과한 곳을
최첨단 군사 활주로 및 군사시설을 갖춘 섬으로 변경시켰다(Heydarian,
2021).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은 법적 전쟁을 시작
하여 2016년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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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rbitration)에 남중국해 문제를 제소하였다. 국제상설재판소는 “중국
의 확장적 주장 전체는 「협약」과 불일치한 것이라 하며, 중국의 주장을
무효화”시켰다. 그러나 베이징은 중재결정 자체를 ‘무효’라고 거부하고
남중국해 근해수역 전반에 대한 본질적이고 논쟁할 수 없는 주권이란 요
구를 되풀이 하고 있다(Heydarian, 2021).
이러한 남중국해 문제는 본질상 분쟁의 각 당사국 쌍방 간의 문제였으
며, 미국과 중국 양 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관계의 문제는 아니었다. 즉,
남중국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냉전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대국으로의 부상과 남중국해 일대의 전략적·경제적 가치
상승에 따른 당사국 간의 이해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김택연,
2016: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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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 지정학 분석
본 절에서는 중국의 해양에 관한 행정과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고 이
해하기 위한 기초로 중국의 일대일로구상, 인도태평양, 북극항로의 지정
학 및 중국의 입장을 파악하기로 한다.

1. 중국의 일대일로구상
1) ‘일대일로’에서 ‘일로’의 지정학
중국은 스스로의 해양문명이 있고 스스로의 해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해양에 기댄 국가의 해양문명과 다르므로, 중국은 육지와
해양의 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의 이상적인 상태
는 ‘육지와 해양의 균형’이다. 중화민족의 부흥에서 서북쪽으로의 대개발
과 동쪽 해양으로의 진출은 좌우 양 날개가 되는 것인데, 그 의의는 바로
육지와 해양의 총괄인 것이다. 이것은 일대일로의 전략적 의미와 서로 상
통한다(김창경 외 역, 2019: 373).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가 지지하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제창이
‘유라시아 경제연맹’과 연결되어 형성된 ‘일대일맹(一带一盟)’ 뿐만 아니
라 몽골의 ‘발전의 길(发展之路)’, 폴란드의 ‘호박의 길(琥珀之路)’은 연안
및 주변 국가가 ‘일대일로’ 제창과 서로 연결되는 발전 전략이다. ‘빙상실
크로드(冰上丝籀)’는 더욱더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고,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다른 두 가지 ‘통로’와 서로 호응하여, 세 갈래 원활한
블루경제 통로를 사실상 형성할 수 있다(姜胤安, 2019: 76).
일대일로는 네트워크 모습의 구조로 현성된 것으로 ‘육상실크로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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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실크로드’ 간에는 결코 대립적이지 않은 것이다. ‘차의 길’, ‘향료의
길’ 모두 중국과 외국 간의 통로라는 의미이자 중국과 외국 간의 교류 형
성의 통로인 것이다(김창경 외 역, 2019: 374).
중국의 일대일로구상(BRI: Belt and Road Initiative)68)은 지역통합
향상, 무역 증대, 경제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6개 회랑에 따라 육지와 해
양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중국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계하는 야심
찬 프로그램이다(Air Power Asia, 2020).

그림 3-7

중국의 일대일로

출처: Air Power Asia(2020)

일대일로구상은 육지에서 중국과 남서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을 연계하는 대륙횡단 통로인 실크로드 경제적 벨트 그리고
21세기 해상실크로드로는 중국의 해안 지역을 남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68) BRI 명칭은 2013년 시진핑 주석이 붙였다. 시진핑은 2000년 전 한 왕조에서 설치된 비단길이란 개념에서
영감을 얻었다. 비단길은 유라시아를 경유하여 중국과 중동을 수 세기 동안 연계한 고대 무역 노선의 네트
워크이다. BRI는 또한 과거를 유추하여 One Belt One Road로 언급하였다(Air Power Asi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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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중동 및 동부 아프리카, 모든 길은 유럽으로 연계시킨다(Air
Power Asia, 2020).
일대일로구상은 겉보기에 5개 핵심 이슈, 즉 정책조정, 인프라 연계,
비강제적 무역, 재정적 통합, 인간 연계를 주목한다. 전체 프로그램은 1조
달러 이상을 주로 발전소, 통신네트워크, 항만, 도로, 철도, 공항을 위한
인프라 개발에 투자한다. 지형적 범위는 상시적으로 확장된다. 지금까지
일대일로구상은 70개 국가를 포함하며, 이는 세계 인구의 65%, 전세계
GDP의 1/3에 해당된다. 베이징의 실질적 목적은 지역 연계와 경제적 통
합을 촉진하여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Air
Power Asia, 2020).
일대일로 중 일로(바닷길)를 통해 ⅰ) 미얀마-스리랑카-파키스탄 등
중국-중동을 연결하는 진주목걸이 전략, ⅱ) 지중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지부티(Djibouti) 공화국에 중국군 최초로 군사 해외기지 건설,
ⅲ)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남태평양 국가
들과 관계 강화, ⅳ) 그리스로부터 피레우스(Piraeus) 항구를 임차 받으
면서 지중해 진출 발판을 마련한 점 등은 성과를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덕기, 2021.9.5).

2) 중국의 의도
‘일대일로’의 목적은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지리를 바꾸어, 국제운송로
의 대연결, 대이동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국가가 많고, 지정학
적으로 복잡하고, 추진의 난이도가 커서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胡鞍钢
等, 2017: 17). 일대일로 취약점은 지정학적 리스크, 지역 형세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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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문화의 다양성, 에너지 자원 안전 리스크 등이 있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하나의 방안이다. 중국이 일대일로의 전략적
차원을 숨기려 해도 중국은 이미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등의 남아시아에 이들 국가의 기본적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십조 달러를 이미 투자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뿐만 아니라 무역 레짐을 위한 의도임을 파악할 수 있다(Air Power Asia,
2020).
일대일로를 통해서 중국은 2049년에 초강대국(Super Power)을 지향
한다. 공개된 목적은 최대 단일 시장을 구축하여 국제시장과 중국 내수시
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동이해, 구성국가들 간의 신뢰를 증진하여 자본
유동, 인재풀,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혁신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일
대일로 구상을 지역 연계성과 밝은 미래를 품는 것으로 지칭한다. 일부
관찰자는 이를 중국 중심의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위한 중국의 세계지
배 계획으로 간주한다. 프로젝트 계획은 2049년을 완성목표로 하며, 이
는 사회주의 중국 수립 100주년에 맞춘 것이다. 초기 초점은 투자, 교육,
건설자재, 철도 및 고속도로, 부동산, 전력망, 철강에 초점을 둔 것이다
(Air Power Asia, 2020).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한 때 중국을 서부에 연계했던 옛날 무역로 위에
건설하는 것이다. 즉, 북부에 Marco Polo 및 Ibn Battuta의 실크로드
를, 그리고 남부는 정화(郑和) 제독의 해양탐험 루트인 것이다. 인민폐를
국제거래 화폐로 발전시키고, 아시아 국가들의 하부구조를 개발하고, 미
국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중국 제품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잉여
산업 시설을 수출하여 상품이 풍부한 국가들을 중국 경제로 보다 밀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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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킴으로써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것들이 일대일로의 목적들이다. 일
대일로는 암묵적으로 미래 초강대국으로 미국을 대체할 야망이라 할 수
있다. 즉, 중국의 영향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Michael Pillsbury가
말하듯 “백년의 마라톤”인 것이다(Air Power Asia, 2020).

2. 중국의 인도-태평양
1) 인도-태평양의 지정학
미국 정부는 중국을 “장기 전략적 경쟁자”로 분류하고, 최근 대중국 전
략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 중심 전략(Pivot to Asia)”, “인도
-태평양 전략”, 양국 무역전쟁의 지속성과 다변성, 미국 해양전략의 새로
운 라운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해, 동해 분쟁 문제는
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북극지역으로 확장되었고, 다시 중국 해상실
크로드 건설 과정, 해양과학기술 발전, 해양 혁신 추진, 해군 재구축의 조
치를 봉쇄·제약하고 있다. 이는 모두 중미 해양분쟁을 심화시키는 잠재
적인 위협요소가 되고, 중국 해양강국건설을 추진하는데 고강도의 대항,
치열한 경쟁 또는 “극단적인 압박”의 형세를 낳고 있다(廖民生·刘洋,
2019: 95).
중국은 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여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 중앙아
시아 모두와 유리한 지리, 경제, 인문의 연계가 있으므로 아시아에서 쉽
게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점은 일본이나 인도와 비교가 되지 않
는다. 이러한 영향은 최소한 중국의 서태평양, 인도양 지역으로의 해양력
확장에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이진성·이희정 역, 2021: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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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인도-태평양 해협 지름길

출처: Davis(2018)

주변지역 국가와의 지정학적 경제, 외교와 군사 연계를 강화하고, 대
양에서 간접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중국이 동남아 및 남아시아
국가들과 우호협력을 통해 페르시아만-인도양-말라카를 잇는 해상교통
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일부 국가의 지지에 힘입어 인도양에서 장
기적으로 군사 역량을 높일 수 있다(이진성·이희정 역, 2021: 41).
세계 상업해운의 절반 이상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수로를 거쳐 운행한
다. 특히, 말래카해협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운노선의 하나이다.
말래카해협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계하며, 모든 거래품의 25%를 수송
한다. 또한, 해상으로 운송되는 모든 석유의 25%가 지나간다. 가장 협소
한 지점은 싱가포르이며, 말래카해협은 단지 1.5해리 폭이며, 전 세계에
서 가장 주목한 전략적 요충지의 하나이다(CSI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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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입장
인도-태평양 지역이 날로 세계 경제와 글로벌 지정학의 중심이 되면서
미국, 일본, 호주, 아세안 등이 “인도-태평양”을 중시하면서, 유럽 국가들
도 본국 이익에 부합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인
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입을 증가시키고, 발언권과 규칙 제정권을 장
악하려는 추세69)이다(刘喆, 2021: 66).
중국의 입장에선 아시아-태평양(APAC)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미국이
사용하는 서구 태평양(Western Pacific)이란 내러티브(narrative)를 제
한하려 한다. 그러나 현재 지정학 스펙트럼에서 내러티브와 용어 사용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독단적인
외교상 접근으로 기인할 뿐 아니라 중국의 무역 상대국이 지나치게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것을 다루기 위해 그들의 공급사슬을 재배치하려는 의
도에서 기인한다. 중국공산당의 심기를 건들이지 않으면서 전략적 파트
너십을 재정립하려는 시도이다(Wheeler, 2020).
더욱 공격적으로 프레임화된 디커플링 내러티브에 반대를 하고, 공급
사슬 다각화라는 온건한 주장으로 전환하려는 내러티브가 제기되고 있
다. 디커플링 접근은 중국 국내 시장과 더욱 단절하게 된다. 다각화 접근
은 디커플링 내러티브에서 제시된 win-lose 입장과 달리 win-win 개입
을 구체화한다. 전략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시진핑이 인지된 외재적 위협
에 때문에 중국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이
보다 덜 독단적인 접근으로 가게 도와준다. 독일(다각화 학파)과 호주(디
69) 유럽 주요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 생태는 치열하게 뒤흔들 것이고, 인도태평양 지역 정치판도와 안전태세로 유럽은 시련을 겪을 것이고, 남해의 안전 형세는 낙관적이지 않고, 불
안전 요소와 위험성이 현저히 상승할 것이다(刘喆, 202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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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링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의 접근과 대응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다.
왜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 내러티브로 전환이 중국의 국제적 개
입에 교차로 신호를 줄까?(Wheeler, 2020).
기존 지배적인 아시아 태평양 무역 지역에서 인도-태평양으로의 전환
은 글로벌 무역에서 발생하는 전환을 상당히 파악할 수 있다. 아시아-태
평양 무역 축으로부터 글로벌 질서가 옮겨가면서 새로운 특급(super) 경
제구역이 등장한다(Wheeler, 2020).
이러한 전환은 중국의 리더십과 시진핑에게 함의를 준다. 특히, 중국
의 국내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특히, APAC 지역의 묘사는 미국을 적으
로 프레임 거는데 용이하다. APAC는 중국의 내부 시민사회를 자극하여
쉽게 현존하는 위협을 정의하게 한다. 더욱이 APAC는 공공의 야망이 현
존 글로벌 질서에 도전을 원치 않는다는 중국의 지속적인 공식적 발언권
과 일치한다(Wheeler, 2020).
개혁개방 이래 지수적 경제성장과 중국의 영향력 증대로 중국은 미국
의 지위를 위협할 유일한 Great Power로 성장한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
을 연계하는 일대일로구상(BRI)에 따라 중국은 유라시아 무역 지역에서
지역적 패권(hegemony)을 위해 노력하는 수정주의적 파워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지역적 성과로부터 새로운 글로벌 경제적 질서에 대한 관심으
로 토론 주제를 바꾼 것이다. 이슈는 지역적 구체적 이슈에서 글로벌 영
향력으로 전환된 것이다(Wheeler, 2020).
현재 미중 지정학 긴장 그리고 일대일로구상이 무역 흐름을 어떻게 변
화시키는 가에 대한 흥미로운 내러티브가 등장하고 있다. 서구의 일치된
경제는 APAC를 반대하는 서술자로서 더욱더 인도-태평양을 언급하고
있다(Wheel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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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중국 일대일로 vs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출처: Wheeler(2020)

<그림 3-9>는 중국의 핵심 취약성을 부각시킨다. 즉, 인도-태평양 전
략과 일대일로구상 간 중첩된 지역에서 해양은 요충지이다. 일대일로구
상의 주된 동인의 하나는 중국이 해양 노선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말
래카해협과 같은 우회통과가 가능한 수단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지역적 해상무역의 야망을 잠재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외
부의 섬 보호 지역을 확보하려 할 때 중국은 남중국해 개입을 주장한다.
이 외부의 섬 보호 지역은 대만, 필리핀, 서부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까
지로 확대된다(Wheeler, 2020).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인도와 호주는 아태지역에서 나머지 양대 해
양 역량자이며, 중국 해양력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이다. 인
도는 중국의 서진 통로를 지키고 있어 언제든지 중국 해상교통로에 중대
한 위협이 될 수 있고, 호주는 중국의 해양이익이 남쪽으로 뻗어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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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에 자리하고 있어 외적이 되어 중국을 압박하고 봉쇄할 또 하나의 패
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전체적으로 중국의 해양의 핵심이익 주변에 위치하
여 해상에서 중국과 이익충돌은 크지 않다(이진성·이희정 역, 2021: 70).
역사적 원한, 지역 안보난 및 대국전략 측면에서 인도는 중국이 인도
양에서 어떠한 움직이든지 매우 경계하고 있고, 중국이 이른바 ‘진주목걸
이(String of Pearls, 珍珠链)’ 전략으로 인도를 해상에서 포위한다고 여
기며, 군사와 외교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감시와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진성·이희정 역, 2021: 70).
인도가 인도양에서 중국의 제한된 군사 활동에 적개심과 편견을 갖고
중국의 위협을 억측하는 것도 중국과 권력 경쟁을 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
다. 인도양에서 인도 해군이 더욱 강해지면 중국의 해상 취약성은 더욱
커져서 육지, 해상, 우주에서 중국이 인도에 갖는 강점을 어느 정도 상쇄
시킬 수 있다(Sikri, 2009: 288; 胡波, 2018; 이진성·이희정 역, 2021:
71). 중국과 인도 간에 카슈미르 지역에서 충돌하며, 현재 중국이 군사력
이 앞서고 있지만, 만일 인도가 인도양에서 중국이 이용하는 해상로를 봉
쇄한다면, 중국으로선 발목이 잡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호주는 미국, 일본, 인도 등 국가와 협력을 확실히 강화하여, 이른바
중국 ‘불확실성’의 충동에 맞서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는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순항, 남중국해 중재안 등
에서의 접근은 미국,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 호주의 대중정책은 국내정치
의 부정적 영향까지 받아 편견과 투기의 색채가 짙다(이진성·이희정 역,
202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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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북극항로
1) 북극의 지정학
북국의 대륙과 도서 면적은 약 800만㎢로 대륙과 도서에 대한 영유권
은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
등 8개 북극 국가에 있다.70)
북극항로의 독특한 지리적 위치, 풍부한 생물과 광산자원, 잠재적인
군사, 해운, 무역, 에너지, 안전 등 전략과 경제적 가치로, 각국이 북극항
로의 항행자유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는다. 각종 경로를 통해 북극항로
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려고 하여, 연해국과 기타 국가의 경쟁이 더욱더 격
하되고 있다(杨显滨, 2019: 98).
중국은 2018년 1월 26일 처음으로 공식적인 「중국의 북극정책」 백
서71)를 발간했다. 백서에서 “빙상실크로드” 공동건설이 공식적으로 제기
되었다. 일대일로 제창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빙상실크로드는 북극
거버넌스를 위해 ‘중국 방안’을 제기한 것이다. 빙상실크로드는 북극항로
를 이용하여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상호 연통 협력 기제를 지칭한다.
빙상실크로드는 북극항로를 이용함으로써, 중국과 유럽 간 항행운송 시

70) 북극해는 아시아, 유럽, 북미주의 북쪽 해안 사이에 있으며, 면적은 1,478만㎢이다. 북극권 내에 있는 수역
은 약 1,300만㎢로 약 700만㎢가 항상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으며, 관련 해양권익은 국제법에 따라 연안국
과 각국이 공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륙붕의 면적은 584㎢로 북극해 전체 면적의 약 39.6%를 차지한다.
또 수심은 보통 200m를 넘지 않고, 대륙붕 수역의 절반 이상이 50m를 넘지 않는다(이진성·이희정 역,
2021: 227). 넓은 대륙붕에는 오일가스 등 전략적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석유 매장량
은 약 100억 t으로 추정된다. 북극해의 풍부한 전략적 자원은 세계 각국, 특히 북반구 대국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이진성·이희정 역, 2021: 273).
71) 중국은 북극 인근 국가이고 북극이사회 공식 관찰국으로 북극항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의 국방,
무역, 해운, 에너지 등의 안전과 관련 된다. 이에 따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18년 1월 26일에 「중국의 북
극정책」 백서를 발표하여, ‘빙상실크로드’ 건설을 주창하고, 중국이 북극항로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을 제기하였다(杨显滨, 2019: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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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연안 지역 에너지, 광물 매장량이
풍부하여, 개발 전망이 상당하여 북극연안 발전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다
(姜胤安, 2019: 67). 북극항로는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환경보호 측면에
서 전략적 우위를 지닌다. 각국이 공유경제 회랑을 건설하는 상징적인 성
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胡鞍钢 等, 2017: 17).
선박 노선으로서 북극항로의 법적 지위는 “20세기 전체에서 비교적
논쟁이 없었다.” 이는 “주로 빙하 상태에 따른 도전을 갖는 항로를 통해
상업항해에 무관심한 탓이 컸다.”라고 Rothwell은 언급한다. 1969년 쇄
빙선 수퍼탱커인 SS Manhattan가 북극항로를 통해 Beaufort Sea에서
David Strait로 항해한 것이 이 상황을 변화시켰다. 캐나다는 미국이 ‘캐
나다 수역’을 통과한 이러한 항해를 수행함으로서 캐나다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주권 재확인이라는 대중 압력에 직면하여 캐나다는
「북극수역오염방지법」, 캐나다 영해를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한 것,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요적 관할권 수용에 대한 캐나다의 수정안 등
많은 조치를 취했다. 이는 북극 관련 재판 이전에 캐나다 행동에 도전하
는 미국의 시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이다(Hong, 2018).72)
「협약」의 특수한 법적 항행 레짐으로 북극 노선은 미결 지위를 갖고,
또한 북극해운 성장은 북극해양 안전을 포함한 여러 법적 이슈를 갖고 있
다. 2011년 「북극조사·구조협정」, 2013년 「해양석유오염 대비·대응 협

72) 미국은 Manhattan 항해를 “사전 통지가 필요 없는 행해의 권한 및 자유 실행”으로 간주한다. 미국 관점에
서 북극에서의 해운 및 항해는 알래스카 경제개발에 중요하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항행의 자유(FON)’
개념과 밀접하다. 북극항로의 법적 지위 관련 그동안 캐나다와 미국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최근에야 미국과
캐나다는 각자 입장을 조율하게 되었다. 즉, 1988년 「북극협조협정(Agreement on Arctic Cooperation)」
을 통해서 미국은 쇄빙선 항해의 경우, 캐나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그 노선이 점
차 해빙되면 결국에 가서 미국은 항행의 자유에 관한 보다 확고한 입장을 다시 주장할 것이다(Ho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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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관한 협정」, 2017년 「국제적 북극 과학협조 향상에 관한 협정」을
포함한 북극위원회(Arctic Council)의 회원국들은 상호 관심 문제를 다
루기 위해 법적으로 구속할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Hong, 2018).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는 해운을 통한 미래 상업해운을 주
목할 수밖에 없다. 비록, 북극에서 연중 작동할 수 있는 선박을 설계할
기술은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이런 활동은 여전히 경제적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 지름길 탐험 비용 절약이 고려될 수 있지만, 노동력과 해상보험
비용 증가로 상쇄될 것이다. 더욱이 수요공급 관련 예측 문제가 있다면
해운 비용에 경제적 변수를 정확히 고려하기가 어렵다(Hong, 2018).
관할권 및 경제적 이슈 외에도 해운교통(shipping traffic)이 증가함
에 따라 민감한 북극해양 환경에 미칠 손상도 역시 증가할 것이다. 해운
활동에 따른 석유 및 화학물질 사건 확산은 엄청난 걱정이 된다. Exxon
Valdez 좌초가 보여주듯, 대규모 석유 유출은 국지적 해양 환경에 지속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0년 4월 멕시코 만에서 분출 결과 엄청난
주목을 받았으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해운사건을 통한 석유 유출을 전
세계 매체들이 다뤘다. 북극에서 드러날 도전을 고려하면 사건의 위험도
북극에서 발생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빙하로 덮인 해역에 석유 유출을
회복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심각한 생태적·경
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Hong, 2018).

2) 중국의 입장
중국은 북극에 가까운 국가로 2013년 북극이사회의 참관(observer)국
이 되었다. 중국은 북반구의 대국으로서 북극해를 독점하는 어떠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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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은 단체도 단호히 반대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공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1925년 발효된 Spitsbergen Treaty 또는 Svalbard
Treaty의 당사국 가운데 하나로 중국 인민은 이 군도에 들어갈 자유를
가지며, 현지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해양, 공업, 광업 및 상업 활동에 평
등하게 종사할 권리가 있다. 중국의 북극 지배와 개발에서 중요한 권익으
로 과학적 조사와 환경권익, 자원개발권과 항로통행의 자유 등을 꼽는다
(이진성·이희정 역, 2021: 228).
Hong(2018)에 따르면, 중국 매체와 학계에선 정책 내용이 공식화되
고 발간됨에 따라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동시에 북극 국가들은 이
백서에 견해를 덧붙였다. 북극 5개국 중에 캐나다가 이 백서의 함의에 관
심이 가장 컸다. 중국의 북극정책은 북극 국가의 주권존중이라는 사이에
서 줄타기하려는 시도이고, 국제법 분쟁에서 이윤을 확보하려는 기회라
고 캐나다 전문가가 경고했다.73)
미국이 제기하고 EU가 반향을 준 오랜 반대 입장을 제외하고는 캐나
다의 입장은 북극을 통해 선박의 중요성을 인지한 다른 국가들에 의해 도
전을 받지 않았다. 중국, 일본, 한국은 특히 해빙하는 북극해양을 국제무
역을 위한 특이한 기회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해운 의존성 때문에 측정할
만한 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상당수 크루즈 선박
이 북극항로로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Hong, 2018).
북극항로 및 북해노선(Northern Sea Route)에 대한 법적 지위에 관

73) 이 백서에는 북극 국가의 주권 관련 제한을 표명하려는 Calgary 대학 Huebert 교수 및 Université Laval
대학 Lasserre 교수가 주장한 ‘국제법 존중’이란 언어를 사용한 점이다. 캐나다를 가장 자극하는 이슈의 하
나는 중국이 미국과 EU가 취하는 동등한 법적 지위를 채택할지 여부라는 점이다. 즉, 캐나다가 북극항로를
내해(internal waters)로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미국과 EU는 국제적 용도를 위한 해협으로서의 북극항로
를 간주한다는 점이다(Ho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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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국 및 다른 비 북극 국가의 입장은 북극 연안 국가들에게 중요하다.
후에 비 북극 국가들은 북극항로 및 북해노선이 미국과 EU가 견지하는
항행을 위한 국제적 수역의 지위를 누릴지 여부 혹은 캐나다와 러시아가
주장하듯 북극항로 및 북해노선이 내해(inner sea)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채택할 것이다(Hong, 2018).

그림 3-10

북극 관련국 영토 주장

출처: Walker(2015)

중국의 백서에서 중국은 북극 탐색과 활용을 할 모든 활동은 일반적
국제법뿐만 아니라 「협약」과 Svalbard Treaty과 같은 조약을 준수하면
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백서는 북극항로 및 북극의 다른 해협의
지위를 다루지 않았다. 해운 관련 중국은 북극 해운노선을 개발을 통해
북극 실크로드(Polar Silk Road)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협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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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희망을 표명했다. 중국은 이 노선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하부구조
건설에 참여하여 상업적 항해를 수행할 것을 주장한다. 백서에서 북극 지
역에서 관광개발을 위해 북극 국가들을 지원·협조하는 것은 중국은 북극
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증거로서, 안전, 보험, 구조 체계를 높일 합의된 노
력이 필요하다(Hong, 2018).
북극항로에 관한 미국 및 EU의 리드를 따르는 중국에 불리하게 작용
할 점은 내해로 간주되어야 하는 하이난과 중국 대륙 간 츙저우 해협(琼
州海峡) 논거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주목할 점은 츙저우 해협의

지위는 논쟁이 극히 드문 것이고, 북극항로 및 북해노선은 빈번하게 논쟁
이 된다는 점이다(Hong, 2018).
동아시아 이웃 국가처럼, 중국은 해빙되는 북극해양을 중국을 위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을 위해 특이한 기회로 간주한다. 반면, 중국
의 급속한 군 현대화와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중국이 북극에 접근하려는
글로벌 전략은 긴장과 의심을 받을 것이다. 북극항로 지위에 관한 중국의
점진적 지위 확대에 관해 캐나다의 관심은 이런 딜레마를 보여주는 증상
일 것이다. 따라서 잠재적인 경제적 편익 조합, 북극에서 항행 레짐 관련
미결 법적 이슈, 기술적·환경적 도전은 중국의 북극해운 개입을 위한 전
망을 결정할 것이다(Hong, 2018).
북극항로의 건설은 일대일로구상에 중요한 한 옵션을 추가한다. “일도
(一道)”를 통해 아시아, 북미와 유럽 3대 주를 연결하여 빠르고, 편리한
상업통로를 구축한다(胡鞍钢 等, 2017: 16). ‘일대일로일도(一带一路一道)’,
즉 북극항로의 장점은 안전성과 효율성에 있다.
중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틀에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체계 건설
에 참여하고, 지역주의와 글로벌리즘 두 가지 경로를 유기적으로 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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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혼합주의 경로를 견지하여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을 추진한
다. 이는 해양운명공동체 이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노선으로 간주된다(吴
士存, 2020: 3).

중국은 최대한 빨리 중장기 북극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북극항로 연선
건설계획을 미리 배치하고,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가
이끄는 북극사무조정팀을 구성하여, 국가기상국, 해양국, 환보부(현 생태
환경부),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중국사회과학원 등이 연계되어 해양,
환경보호, 과학고찰, 상업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북극사무기구를 설
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胡鞍钢 等, 2017: 20).
胡鞍钢 等(2017: 20)은 “중국이 북극 지질지형 연구, 항운통신 조정,

인프라건설 및 상업개발 이용 등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일대일로구
상 2.0 버전의 ‘공상, 공건, 공유’를 추진하고, ‘일대일로일도’의 세계 경
제지리에 새로운 비전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역시 胡鞍钢 等(2017: 23)은 “러시아와 전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유라시아 경제연맹과 실크로드 경제협력 선언에 기초하여, 협력을 확대
해야 한다. 러시아는 중국이 북극지역에 진입하는 최대의 장애이면서, 또
한 가장 큰 돌파구이고, ‘한 수만 잘 놓으면, 전반적인 국면이 살아나게
된다(一子落准, 满盘皆活)’”라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극 환경보호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자원개발협력을
중점으로, 더 나아가 항해 개발이용, 군사안전 영역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중국 외교부 아시아유럽국,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이
주도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과학고찰, 환경보호, 에너지 자원, 산업사슬,
쇄빙기술, 화물개발 등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항구(예: Zarbino
항) 또는 기타 인프라를 개선하고, 중국과 러시아 양측의 기술 보완성,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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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성을 확보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건설융자를 적극 활
용하여 상생을 모색하고, 중국-한국-일본-몽골-러시아의 동북아 국제경
제 협력 회랑을 적극적으로 건설하여 참여한 각국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
도록 한다는 것이다(胡鞍钢 等, 201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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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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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2)

제1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구조
중국이 내세우는 일대일로구상, 북극항로 등은 모두 거버넌스와 관련
된다. 정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해양 관련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들, 즉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
조율, 결정 등을 통해서 중국 해양거버넌스의 구조와 체계를 형성하며,
핵심 행위자들이 역할을 수행한다. 해양거버넌스를 파악한다면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 정책이나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중국의 해양거번스 구조를 맥락, 제약, 전략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기로
한다.

1.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맥락
1)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와 중국 해양거버넌스 맥락
앞서 살펴본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와 중국 해양관리의 관계는 매우 밀
접하다. 둘 간의 관계는 두 단계를 통해 발전한다.
첫째는 중국이 대외개방 정책을 시행하고, 해양으로 나가고, 세계로
나간다는 것이다. “소위 대외개방에서, 실질적인 것은 바로 해양으로 향
하는 개방이다”(贾宇, 2018; 王琪·崔野, 2020: 7에서 재인용). 대외개방
을 기본 국책으로 확립한 것은 중국이 전방위로 지역과 글로벌 해양사무
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협약」에 가입한 계기로, 중국은 점차 국
제해양 무대의 중심으로 다가선 것이다(王琪·崔野, 2020: 7).
둘째, 냉전 종결과 글로벌화 추세가 강화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발전은
점차 현대 국제정치에서 주류 담론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해양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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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서 중국 등 신흥국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王琪·崔野, 2020: 7).
당의 19대는 “육지와 바다의 통합을 견지하고, 해양강국건설에 속도를
가한다.”고 명확히 제기하였다. 이는 중국의 해양강국건설을 더 높은 수
준으로 가속화시키고 ‘난관돌파 시기(攻坚期)’에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이 발전 단계에서, 중국 내외 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를 심
화시키는 것은 중국의 해양관리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상응한 조정
을 요구하게 된다(王琪·崔野, 2020: 6).
중국은 세계 대국으로, 그 해양강국건설은 본국 내부의 해양경제발전,
해양과학기술혁신 또는 해양권익수호 등 전통적인 아젠다로부터 착안해
야 한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거시적 구상을 모색하고 글로벌 해양거버넌
스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글로벌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운명
공동체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王琪·崔野, 2020: 6).
이러한 대내외 이중적인 해양강국건설 경로를 통해서 중국 해양관리
는 필연적으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의존
하여 ‘모두 이해하는 관계’를 형성한다(王琪·崔野, 2020: 6).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기본 이론 문제, 구체적인 실천 영역 탐색에
서, 중국은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의 참여 경로를 중시해야 한다. 중국의
해양관리는 해양관리체계개혁, 해양환경 거버넌스, 해양법 집행능력 건
설, 해양거버넌스 현대화 등의 현실 문제에 초점을 두고 중국 해양관리의
변혁과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王琪·崔野, 2020: 6).
거버넌스 자원의 강화와 축적은 중국내 해양관리와 글로벌 해양거버
넌스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통합하는 전제조건이고,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대국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하다. 거버넌스 자원을 구성할
경우, Giddens는 최소한 경제자원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배치성 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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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자원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권위성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
한다(狄金华·钟涨宝, 2014; 王琪·崔野, 2020: 10에서 재인용).

2)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서 중국의 미션
현재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체계는 전환과 변혁이란 중요 단계를 거치고
있다. 서구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의한 자유주의 해양질서에 대한 충격
은 미래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수호·지지·추진이란 접근은 현행 자유주의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체계의
개혁과 업그레이드 기회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吴士存, 2020: 19).
이와 대응되는 다변주의, 자유주의의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체계를 지키
는 것도 중국이 미래 국제해양질서 변혁에서 주도권과 더 많은 발언권을
확보하고, 미국과 유럽 등 서구 해양패권에 대응하는 데 유리하다. 중국
은 자신의 역사적 소임과 미래의 책임과 사명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
다. 중국이 현 단계에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서 취해야 할 임무와 목표
는 최소한 다음과 같다(吴士存, 2020: 19).
표 4-1

중국의 해양거버넌스의 임무와 목표

섬과 암초 주권과
해양권익 수호

∙ 전략적 ‘자제력(定力)’을 유지하고, 전략적 주동을 발휘하고, ‘남해행위준칙’ 협상 등의 맥락을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인 외교행동과 보다 현실적인 해양 기능적 협력으로 본 지역 국가가 안정적
인 지역 해양질서를 공동으로 구축하게 인도함

규칙과 제도 준수 지역
해양거버넌스체계 구축

∙ 「남해 각측 행위선언」, 협상 중의 ‘준칙’ 등 다자 틀 및 양자 합의를 기초로, 지역 내 국가 사이
생태환경 복구, 어업자원 보호, 해상기름유출 처리, 항도안전 수호, 해양 폐기물 처리 등 영역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규칙과 제도, 행동계획, 실시 프로젝트를 포함한 지역 해양거버넌스
체계를 점차 형성

∙ 현재 다변주의의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체계를 수호하고, 체계의 전환에서 자발적으로 “선두 주자”
역할 발휘함
현재 다변주의 글로벌 ∙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서 유엔의 중심 지위를 수호하고, 「협약」 등 국제 규칙과 제도 중의 관련
해양거버넌스 체계 수호 내용을 수정하고, 최적화와 완비를 통해 현행 해양거버넌스체계에 새로운 생명력을 주입해야
함. 예를 들어 「협약」의 “도서제도”, “역사적 권리” 및 해양거버넌스 협력의 집행과 감독수행
등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합리적으로인 규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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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 ‘해양운명공동체’의 이념을 세계 각국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협력을 수행하는 실천 목표로
전환해야 함
해양운명공동체 이념을
∙ 유엔대회, 유엔해양대회 등 다자 기제를 통해, 해양운명공동체 이념의 내용과 외연, 실시경로
실천 목표
등을 국제사회에 대해 서술·설명하여, 이 이념이 글로벌 수준에서 공인하는 해양질서의 보편적
인 가치를 추구함
주: 吴士存(2020: 19-20)을 근거로 작성함

3) 중국의 해양혁신체계
국가 해양혁신체계는 거시 측면의 혁신체계로 국가 혁신체계의 하나
이다. 국가혁신체계는 지식 및 기술 혁신과 관련된 기구 및 조직구성의
네트워크 체계이다. 주요 구성부분은 기업(대형 기업집단 및 고기술 기업
위주), 과학연구기구(국립과학연구기구, 지방과학연구기구 및 비영리과학
연구기구), 대학 등 고등기관(高等院校) 등이다. 광의의 국가혁신체계는
또한 정부부문을 포함하며, 기타 교육훈련기구, 중간기구 및 촉진적 기초
시설 등이다. 국가혁신체계의 개념을 통해서 국가 해양혁신체계는 해양
관련 각 조직 및 기구로 구성된 종합적·복합적 네트워크 체계라 할 수 있
다. 국가 해양혁신체계는 단계성, 계층성, 체계성, 위험성 등의 특징이 있
다(刘曙光 等, 2017: 165).
국가 해양혁신체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는 해양혁신 활동에 참여
해 역할을 하는 경제요소로 이는 투입과 산출에서 불가분한 기본요소이
다. 여기에는 해양혁신 자금, 해양혁신에 참여하는 인력, 해양혁신 기술,
해양혁신관리(조직, 리더, 규획, 유지, 보호 등의 활동) 등이 포함된다(刘
曙光, 2004; 刘曙光 等, 2017: 165에서 재인용).

국가 해양혁신체계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는 경제요소와 불가분이다. 그
들은 직접 해양혁신체계를 구성·작용하는 혁신 단위, 즉 정부기구,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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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생산기업, 고등기관, 과학연구기구, 서비스 기구 등이다. 이러한 해
양 혁신 단위들은 경제요소와 서로 연계되고 상호 작용하고 공동으로 국
가 해양혁신체계를 구성한다(刘曙光 等, 2017: 165-6).

2.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제약
그러나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와 중국 해양관리는 王琪·崔野(2020: 6-7)
가 지적하듯, 서로 연계성이 낮고 기본 연구가 부족하여 이론과 실천 간에
괴리가 생긴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임하는 중국 해양관리는 도전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중국 해양관리를 최적화해
서 해양강국을 추진해야 한다.

1)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도전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발전을 뒷받침할 중국 해양관리는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王琪·崔野, 2020: 7).
표 4-2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중국 해양관리에의 영향

이념 영역의
능력에 대한
도전

∙ 이념은 행동의 선도이며, 어떤 이념에 따를 것인가는 정부의 정책수립과 실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됨
∙ 글로벌 해양거버넌스가 중국 해양관리에 가져온 가장 중요한 도전은 중국이 어떻게 자신의 목표와 전인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가치이념을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대외로 전파하여, 국제사회의 이해와 인정을 얻
어, 중국 해양 발전을 위해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현재 중국은 이미 기초로 이념의 구축 임무를 이뤘지만, 이념 확산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처함.
일부 국가의 왜곡, 보이콧, 심지어 중상이 심하며, 이념 확산의 약세가 이미 중국의 국가 호감도와 국제
발언권을 제약하고 있음

∙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와 국내 해양관리에서 일부 의제는 모두 긴박하고 심각하여, 정부가 충족한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총량제한의 조건으로 국내 해양관리 활동은 이미 중국의 상당한 부분의 거버넌스 자원을 소모하
정부거버넌스
여, 중국은 아직 국제와 국내 차원의 모든 해양 문제를 동시에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선택적·단계적으로
자원에 대한
추진해야 함
도전
∙ 즉,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와 국내 해양관리 간 일정 수준의 긴장과 경합이 존재하여, 중국 자신의 거버넌스
자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해양강국의 건설과정에 속도를 내고 글로벌 해양거
버넌스에서 중요한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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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해양법률
체계에 대한
도전

∙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이든 중국 내부의 해양관리이든, 법치성은 그 공통적인 특징이고, 즉 협약, 조약,
법률, 법규 등 강제 또는 연성의 규제로 각측 행위를 규제해야 함
∙ 비록, 중국은 이미 초보적으로 해양관련 법률체계를 구축했지만, 일부 영역에는 여전히 공백 또는 지체의
현상이 존재하고, 일부 조항도 국제해양법과 연결·보완되지 못함
∙ 중국이 어떻게 자신의 해양법률체계를 완비하여,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와 국제해양 법치의 요구에 순응
하고, 국내 해양생산 생활 질서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할 것인가는 이미 시급한 사고와 해답이 필요한
난제임

해양권리
수호능력에
대한 도전

∙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발전은 해양에 대한 국제사회의 중시 수준과 개발을 촉진하고, 다수 국가는 잇따른
새로운 라운드의 “해양확보(蓝色圈地)”를 시작하여 해양분쟁이 빈발함
∙ 중국 남해와 동해 해역에서, 일부 주변국과 일부 지역 외 대국은 역사 사실과 국제 법률규칙을 무시하고,
중국 해양권익을 빈번하게 침범하고, 중국 국가안전을 위협
∙ 이 객관적인 형세를 보면, 중국이 해양권리수호와 법집행 능력을 강화시켜야 하며, 국제 교류를 통해 글로
벌 해양거버넌스 참여 과정에서, 자신의 해양주권, 안전과 발전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고, 평화롭고 안정적
인 해양 상황을 유지하고, 권리수호와 안정유지를 확보해야 함

국제책임
담당에 대한
도전

∙ 중국 해양실력과 국제 지위를 높이는 것은 중국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서 더 큰 책임을 맡아, ‘글로벌
우수한 해양거버넌스(善治, good governance)’의 실현을 위해 더 큰 역량을 기여하는 것임
∙ 그러나 국제적 책임의 증가는 실제로 하나의 ‘양날의 칼’로, 그가 국제적인 명망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중국의 기존 제한적인 거버넌스 자원을 소모할 수 있음. 심지어 도의적인 압력을 부담하여 국내 해양사업
의 발전과 해양관리 활동의 추진을 제한할 수도 있음
∙ 이는 중국이 자신 실력과 지위에 부합하는 국제적 책임을 정확히 취사선택하여, 국제사회에 더 많은 양질
의 해양공공재를 제공하고, 또한 이들 책임이 자신 발전을 제약하는 ‘대국의 부담’으로 이화(异化)되는
것을 피해야 함

∙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의제는 해양 정치, 경제, 환경, 안전, 법률, 외교,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영역을
포함함. 한 국가가 만약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체계 속에서 제도적 권력을 획득하려면, 단지 어느 한 영역에
국제
서 우위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고, 전방위로 균형발전을 해야 함
해양경쟁력에 ∙ 중국 해양관리의 현황을 보면, 해양과학기술, 해양법률 등 관건적인 영역에서 여전히 취약하며, 중국의
대한 도전
해양종합 경쟁력이 제약을 받고 있음
∙ 국제 해양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배경에서, 중국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심층적으로 참여하고 그 역
할 비중을 높이는 것은 갈 길이 멀고 무거운 책임이 따름
주: 1. 王琪·崔野(2020: 7-8)를 근거로 작성함
2. 위 주장은 중국학자의 시각이며, 한국이나 서구 시각과는 매우 다름을 파악할 수 있음

王琪·崔野(2020: 8)에 의하면, 이러한 도전은 구체적으론 해양의 하드

파워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해양 소프트파워도 관련된다. 국내 사무뿐만
아니라 국제교류도 포함해 중국 해양관리에 대한 전방위 도전이 된다. 이
는 중국 해양관리가 반드시 세계적인 안목을 견지하고, 글로벌 시각에서
최적화되고 변혁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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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참여의 한계
중국은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후발자이지만, 종합 국력과 글로벌 영
향력이 커지면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체계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중국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것은 대내적
으로는 ‘해양강국’ 건설의 요구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21세기 해상실
크로드’ 공동건설이고, ‘해양운명공동체’ 이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吴士存, 2020: 18).
중국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참여할 경우, 여전히 역량 수준, 주변
환경, 국제경쟁 등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정치경제 구도를 심도
있게 재조정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체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구도에서의 새로운 중대한 도전 아래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역할 위치를 설정한다. 이를 위해 경로선택, 전략과 노선 설
정 등에서 국가전략을 고도화시키고 이익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정책결정
을 내려야 한다(吴士存, 2020: 18).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발전과정은 주권국 간 하나의 이익경합과 전략
경쟁의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참여는 내부적인
한계뿐 아니라 동시에 외부적인 도전에도 직면하게 된다(吴士存, 2020:
18).

표 4-3

국내
측면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참여의 한계
∙ 입법, 제도설계, 전략계획 등 상위 정책설계가 지체되면, 중국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갖는 경제와 기술의 실력발휘를 어렵게 함
∙ 법제 건설에서 중국은 여전히 해양사무를 전문적으로 통합·규범화하는 해양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음. 이미 반
포·실시된 「영해와 인접국법」, 「EEZ 및 대륙붕법」 등에서 외국 군함 무해통과 비준제도, 역사적 권리 관련 규정
등은 현재 및 미래 이익 요구와 부합하지 않으며, 서술도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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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국내
측면

∙ 해양 관련 법률제도 현실은 중국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절박한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움. 전략계
획에서, 중국은 2013년 이래 잇따라 “해양 파트너 관계”와 “해양운명공동체” 공동건설 이념을 제기했고, “21세
기 해상실크로드”를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이행 수단으로 제기
∙ 이는 자유주의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관점과 의견이 일치하지만, 어떻게 이념을 실천으로 전환할 것인가의 과정
에 대해 구체적인 경로 설계와 초안 계획이 여전히 부족

지역
측면

∙ 복잡한 주변 해양분쟁은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능력에 참여하는 능력을 제약함
∙ 황해, 동해에서 남해까지, 중국은 동북과 동남 방향의 주변 여러 이웃 국가와 영토주권과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
붕 구분 및 해양관할권 주장 등의 분쟁이 있고, 분쟁국 간 자원개발, 도서점령, 해역통제 등에서 충돌이 자주
발생함
∙ 주변 해양분쟁은 연해 국가 간 거버넌스 협력을 전개하는 정치적 신뢰 기반을 약화시켰고, 중국과 이웃 국가
간 어업보호, 해양생태환경 복구 등에서 지역 해양거버넌스 협력의 난이도를 심화시켜, 동시에 해양안전거버넌
스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

∙ 의제설정과 규칙제정 능력 부족 그리고 미국 및 여러 해양강국 간의 동맹관계는 중국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체
계 건설에 참여하는 능력을 제약함
∙ 한편으로, 현재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중의 담론체계, 아젠다 설정은 서구가 만들어낸 것이고, 중국은 “후발 참여
자로” 이념과 관점의 혁신성에 대한 기여가 부족함. 동시에, 중국은 세계적으로 주요 해양 관련 국제조직과 대화
기제에 참여했지만,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규칙과 제도의 해석과 개혁에 대한 영향은 구미 등 전통 해양강국의
글로벌
방해로 부각되지 못함
측면 ∙ 다른 한편으로, 전통 해권경쟁이 다시 격화될 것이고, 전통 해양강국이 해양 강권에 대한 격렬한 경쟁은 더욱
심해짐. 이는 중국이 자유주의 해양질서를 제창·유지하는데 큰 도전을 제공
∙ 미국 및 그 여러 동맹 파트너 국가들은 권력획득과 상대적 수익을 자신의 해양전략의 우선순위로 간주하여 중국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참여하려는 속도 및 국제해양질서 재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것을 강력히 봉쇄·억압함
∙ 이 중, 미국은 2010년 이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해양 관련 전략재배치를 통해 중국이 제기한 일대일로 등 국제협력 제안에 대한 견제를 함
주: 吴士存(2020: 18-9)을 근거로 작성함

이밖에도,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요구하
고, 각국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국이 극복할 도전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기간에 ‘발전도상국’ 신분규정에서
출발하여, 77개국 집단이 제기한 “국제해양기구에서 국제해저구역을 통
일적으로 관리·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 것이다. 해당 주장은 중
국이 현재 해저광산 자원조사의 이익요구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미래 글
로벌 해양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의지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자신 이익요구에 대해 평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吴
士存, 2020: 19).

제4장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분석❙ 189

3. 중국의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전략
1) 중국의 해양강국 거버넌스 전략
해양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체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문 간 조직기구의 직능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전략을 구
상해야 한다. 국가거버넌스체계는 중국의 담론 배경과 담론체계에서 국
가를 관리하는 제도체계를 의미하고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등
에서 체제 기제, 법률과 법규 배치를 포함하며, 일종의 긴밀히 관련되고,
상호 협조하는 국가 제도체계이기도 하다(王浦劬, 2014: 12-20; 秦磊,
2016: 85에서 재인용). 중국 해양강국 전략목표가 제기되어 새로운 시대
해양강국전략 거버넌스체계가 형성되기까지,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金
永明, 2019: 22).

표 4-4

중국 해양강국전략 거버넌스체계 구축 과정

전략목표의 제기

∙ 당의 18대 보고에서 처음으로 중국 해양강국전략 목표 네 가지 내용을 제기. 즉, 중국은 마땅히 “자원개
발능력을 향상하고, 해양경제를 발전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국가해양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하
고, 해양강국을 건설해야 한다”(胡锦涛, 2012: 39-40)
∙ 이들 영역은 중국 해양강국전략의 기본 내용을 구성함. 이 중에서 자원개발 능력을 향상하고, 해양경
제를 발전하는 것이 중국이 해양강국을 건설하는 기본적인 수단과 구체적인 경로임. 그리고 해양경제
성장, 생태환경 보호, 국가해양권익 단호한 수호는 해양강국건설의 중요한 목표임

전략목표의 발전

∙ 시진핑 총서기는 중공중앙 정치국에서 해양강국건설 연구에 관한 집단학습 주최(2013.7.30)에서
해양강국건설의 네 가지 기본적인 요구, 즉 ‘네 가지 전환’을 강조. 즉, ⅰ) 자원개발 능력향상, 해양경제
품질 효율형으로의 전환, ⅱ) 해양상태환경 보호, 해양개발방식의 순환이용형으로의 전환, ⅲ) 해양과
학기술 발전, 해양과학기술의 혁신지향형으로의 전환, ⅳ) 국가 해양이익 수호, 해양권익의 ‘통합적
고려(统筹兼顾)’형으로의 전환을 추진함
∙ 이들 요구는 중국 해양강국 전략목표에 대한 발전임

전략목표의 강화

∙ 중국 해양강국전략 목표의 강화는 아래 측면에서 나타남. ⅰ) (2018.3.8) 시진핑은 제13기 전국인민
대표대회 제1차 회의 산둥 대표단 심의에 참가할 때, 해양은 고품질 발전의 요지(要地)이고, 세계일류
의 해양 항구, 완비된 현대해양산업체계, 녹색 지속가능한 해양생태환경 건설에 속도를 가하여, 해양
강국건설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함 ⅱ) (2018.6.12) 시진핑이 칭다오 해양과학기술 시행 국가실
험실을 고찰할 때, 해양경제, 해양과학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해양강국전략 추진에 관건이며,
핵심 기술은 중국에서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것에 의존해야 하고, 해양경제의 발전은 전망이 무
한하다고 강조함
∙ 이들 내용은 중국 해양강국 전략목표에 대한 더욱 강화된 추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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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전략 거버넌스
체계의 형성

∙ 당의 19대 보고에서 중국은 “육지와 해양의 통합을 견지하고, 해양강국건설에 속도를 가하고, 일대일
로 건설을 중점으로 하여, 육지와 해양 내외 연동, 동서 쌍방 상호보완의 개방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함(习近平, 2017: 33-34)
∙ 즉, 해양강국건설 속도 목표를 제기함. 해양강국건설 과정에서 견지해야 하는 원칙과 중점 및 그 방향
을 명시하여, 신시대 중국 해양강국 전략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함
∙ 즉, 해양강국건설은 이미 중국의 기본적인 국책임.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야 함. 해양에 대한 주목과 인식으로 접근해야 함. 특히,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해양과학기술 혁신
속도를 내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 역할을 위해 정책을 수립·이행해야 함. 즉, 중국 해양강국전략
거버넌스체계를 확실히 수행함
∙ 이를 통해 중국 해양강국전략의 최종적인 목표인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관점에서 해양운명공동체 실
현 속도를 낼 수 있음

주: 金永明(2019: 22-23)을 근거로 작성함

해양거버넌스체계는 국가거버넌스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전체
를 최적화해서 조직구조, 제도배치, 기구·기능 재조정, 협동협력 등 여러
경로에서 시작해 종합적인 조율로 거버넌스 전략을 취해야 한다(秦磊,
2016: 85).
중국은 해양강국건설 및 해양강국전략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국가 해
양거버넌스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고, 해양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당과 정부 기구개혁이란 큰
틀에서 해양체제 기제를 더욱 완비하고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金永明,
2019: 26).

2) 통합적 거버넌스 전략
정합 및 협조는 통합적 거버넌스74)의 핵심 사상이고 중심 관점이다.

74) 통합적(整体性) 거버넌스는 파편화된 거버넌스 요소 및 기제를 통일적으로 모든 요소를 구성하는 로직 관
계이다. 공민 수요에 기초하여 협조, 종합, 책임 기제를 이용하여 정보체계 및 공사부문을 결합하여 파편화
된 거버넌스 계층을 “분산에서 집중으로, 부분에서 통합(整体)으로, 파편에서 정합(整合)으로” 하는 것이다
(全永波·叶芳, 202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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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거버넌스 과정에 존재하는 기본 로직 요소, 즉 사회조직, 정부,
공중 및 기업을 포함한다.

그림 4-1

중국 해양 통합적 거버넌스의 내부 요소 간 로직 관계
국무원
규획

기
업

합
작

정부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문

합
배
감독

어업·항구행정
주관부문

조직
작
합

정부자연자원
행정 주관부문

합
작

사
회
조
직

협조

해사·해경행정
주관부문
합

작

합

작

군대 환경보호 부문

공중
출처: 全永波·叶芳(2020: 69)

중국 구역 해양거버넌스 과정에서 각 계층 요소 간의 여러 계층이 교
차하는 관계이며 통합적 거버넌스 이념 아래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각각
은 불가결한 구성요소이다(全永波·叶芳, 2020: 69).
<그림 4-1>에서 보듯, 정부는 비록 유일한 권력 중심이 아니지만, 실
제로 운영의 지휘자 및 협조자의 역할을 한다. 정부는 해양환경 거버넌스
정책을 수립하고 경비를 지출하고, 기업과 사회조직 참여를 동원하여 환
경보호를 하고, 이러한 합작 체계로 감독을 진행한다. 이러한 통합적 거
버넌스 프레임은 현재 중국의 현실과 부합하며, 비교적 효과적으로 여러
참여 요소를 포함하여 초기 거버넌스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한다(全永波·
叶芳, 202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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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참여 전략
해양거버넌스도 글로벌 해양질서의 주요한 내용으로, 글로벌 해양거버
넌스의 변혁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된다. 중국은 국내외 향후 해양질서 조
정에서 주도적 역할에 대비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법률제도, 인재 풀 구
축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제설정이다. 대외적으로, 중국은 「협약」
을 포함한 국제해양 규칙과 제도 개혁에 중국의 의지와 방안을 담아야 한
다(吴士存, 2020: 20).

(1)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역량 제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전통적인 해양강국 실천 경험으로 볼 때, 글로
벌 해양거버넌스에서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려면 몇 가지 요소를 갖출 필
요가 있다. 즉, 해양전략수립, 국내해양입법, 해양과학기술발전, 해양인
재 확보 등이다. 21세기에 경제와 과학기술이 급변되면서, 중국은 심해
탐사, 해양 신에너지 개발, 해양생물 기초연구 등에서 모두 글로벌 해양
과학기술발전의 선두 대열에 있고, 국제 수준에 근접한 과학연구 인재양
성을 추진하고 있다(吴士存, 2020: 20).
그러나 중국은 해양전략계획과 해양법제 확립 측면에서 여전히 전통
해양강국과 비교해 일정한 차이가 있다. 중국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를
이끌 ‘내공’을 키우려면, 우선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높여야 한다. 해양전
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해양기본법’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전략적이고
법률적 시각으로 경제, 정치, 안전, 군사, 문화 등의 영역에서 중국은 글
로벌 해양거버넌스에 참여를 위한 준칙과 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밖
에도, 중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领海与毗连区法)」, 「EEZ 및 대륙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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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시대 요구에 적합하지 않는 관련 조항을 적시에 수정·완비하고,
「EEZ 해양과학연구관리시행세칙」제정을 논의하여, 중국의 해양 관련 권
리수호와 심층적인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참여를 위해 잠재적인 국내 법
률 충돌과 잠재적 우려를 제거해야 한다(吴士存, 2020: 20).

(2) 해양거버넌스의 전략적 핵심의제 주도
중국은 전략적 해양거버넌스 핵심의제를 끝까지 견지하고, 의제설정과
규칙설정을 수행할 핵심 거버넌스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吴士存,
2020: 20)는 것이다.
吴士存(2020: 20-1)에 의하면, 거버넌스 능력을 충분히 확보한 국가

는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체계에 심층적으로 관여하고, 거버넌스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체계 변혁과정에서, 중국은 규칙제
정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사전계획’을 점차 실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
세로 해양 관련 규칙제정, 조직구축, 행동패러다임 설계 등 지역과 글로
벌 해양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국제사회에 공통된 요구로 전환할 수 있다. 해양거버넌스 담론체
계의 발전과 혁신을 통해 국제질서를 중국이 설정한 경로로 발전시키도
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吴士存(2020: 21)에서 보면, 중국은 해양 관련 국제규칙 및 제도의 설

계 및 수정을 주도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중시하는 「협약」의 기
존 결함을 시정해야 하고, 「협약」 심의 기제를 적시에 작동시킨다. 「협
약」 당사국에서 「협약」 ‘도서제도(岛屿制度)’ 해석과 적용이 모호하고 명
확하지 않고, ‘EEZ 내 군사활동’ 규정이 없으며, ‘분쟁의 강제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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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단계가 너무 낮고, ‘부록7 중재(附件七仲裁)’에 일방의 의지가 주도
하는 등의 문제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吴士存(2020: 21)에서 보면, 현재, 유엔의 「해양 및 해양법」 관련 연

도 심의회의의 주요 성과로는 유엔사무총장 보고 및 “임시 해양과 해양
법 비공식 협상” 절차를 건의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각국 해양정책에
치중되어 있고, 간혹 「협약」의 발전과 관련되고, 「협약」의 수정과 완비에
관한 것은 거의 없다. 중국은 「협약」 제312와 제313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기가 성숙되면 유엔에서 「협약」 관련 조항을 수정할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한다. 이를 계기로 “국제해양법치를 완비하는” 명의로 「협약」 심의
기제를 활성화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신분 우위를 이용하여
다자 장소에서 해당 의제를 집중 부각시켜, 관련 조항의 수정 사항을 중
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3) 개방과 호혜의 해양 다자주의 견지
지역 해양거버넌스를 착안점으로 하여, 개방과 호혜의 해양 다자주의
를 견지하고, 주변 해양 국가와의 이익조정을 하고, 국제 주요 해양 역량
과 발전도상 해양국가의 이익조정을 강화할 것(吴士存, 2020: 21)을 제
기하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일치한 지연,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어
지역 국가는 해양거버넌스 문제에 관해 쉽게 공통된 인식을 달성하고, 지
역적 해양거버넌스 협력 기제를 보다 응집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지역
해양거버넌스 기제는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측면에서 ‘1+1>2’의 적극적
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吴士存, 2020: 21).
다른 한편, 글로벌 해양 공공재를 충족시키고 안정된 공급을 유지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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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대국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글로벌 해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발전도상국들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글로
벌 해양거버넌스에 중국의 참여는 해양 관련 입장을 조정하고 이익을 교
환하는 과정이다(吴士存, 2020: 21).

(4) 해양거버넌스 수단 다양화
해양거버넌스 수단을 다양화하고, 각종 해양 관련 국제조직과 비정부
기구가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체계 혁신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다(吴士存, 2020: 21). 현재 국제해양질서 아래 정부 간 해양 관
련 조직은 강제적인 규칙을 제정하는 중요한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국제
소프트법(软法) 발전을 추진하는 핵심 행위자다. 한 국가가 해양 관련 국
제조직에서의 존재감과 참여도는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영역에서 국제 영
향력과 발언권을 직접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吴士存, 2020: 21).
또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체계의 혁신에서 비정부기구의 지위와 작용
도 명확한 인정을 받고, 「협약」 제169조는 “비정부조직과의 협상과 협
력” 사항을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천적으로 비정부조직은 글로벌
거버넌스체계 관련 국제규칙 제정에서의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환경협약」은 프랑스 엘리트 법률 싱크탱크 ‘법학자 클럽’에서
발의되었고, 유엔은 이미 해당 협약 초안에서 제정된 기본 틀을 통과시켰
다(吴士存, 2020: 21-2).
지역주의와 글로벌주의를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혼합주의’의 방식으
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것이, 미래 국제해양질서 변천의 합리적
인 선택일 수도 있다. 중국은 ‘혼합주의’ 경로를 취하고, 글로벌 해양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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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 다자체계를 수호한다. 또한, 지역성 해양거버넌스 협력을 추진하여,
두 가지 경로를 유기적으로 연결·융합한다. 동시에 국내의 전략계획과
법률 및 제도설계를 통해,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공동건설하고 “해양
운명공동체”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해양국제질서를 재구축하려는 중국
의지를 관철할 경로라 할 수 있다(吴士存, 202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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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1)
중국 해양거버넌스에서 해양의 사상과 전략을 수립하는 중국공산당,
해양정책의 내용과 방안을 결정하는 중앙정부인 국무원, 그리고 지방 해
양정책을 집행하는 각급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석한다.

1. 중국공산당75)
중국공산당 집단지도체제는 그동안 해양사상 전략은 줄곧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소강사회의 전면 건설의 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하루 빨리 실현하는 것에서 더 한층 나아가서
“해양을 주목하고, 해양을 인식하고, 해양을 경략(经略)하고”, “해양에 의
존하여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해양으로 국가를 강하게 하고, 사람과 해
양이 화합하고, 협력하고 상생하는 발전 노선을 견지하는 것”을 지속적으
로 주장했다(人民网, 2014.6.30; 廖民生·刘洋, 2019: 95-6에서 재인용).
중국 최고 리더의 이러한 표명은 중국 해양강국전략 목표와 일치성을 갖
는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해양종합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중요한 방향과
전략이라 할 수 있다.

1) 중국 사상문화적 관점에서 본 해양에 대한 인식
중국 해양의 거버넌스 분석과 이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전통적으로
농경사회 ‘토(土)’의 문화에 기반한 중국이 해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

75) 이국봉 교수(상해교통대)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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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략하게나마 전체적인 인식의 윤곽과 흐름을 이해할 목적으로, 해
양을 구성하고 있는 두 단어인 ‘해(海)’와 ‘양(洋)’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근본적 문제의식으로부터 접근할 때, 중국 해양거버넌스의 구
조를 사상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깊이 파고들어 이해할 수 있고, 그 기초
위에서 ‘내정(內政)’으로서 해양거버넌스의 작동뿐만 아니라, 중국 전략
적 차원인 ‘일대일로’, ‘남중국해’, 대만과 대만해협 등 문제까지 심층적
분석과 전망이 가능하다.
중국 수천 년 농업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해(海)’에 대한 인식은
놀랍게도 과거에 박제된 형태로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신중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그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다’가 아니라는 점을 놓칠 수 없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중난하이(中南海)’이다. 알다시피, 중난하이는 어느 지역
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바다의 이름이 아니라, 중국의 최고 행정부 집행기
관인 국무원 등 주요한 국가권력기관이 있는 곳이다.
이런 차원에서 중난하이는, 바이두 지식백과76) 설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중난하이는 중국 베이징시(北京市西城区西长安街街)에 위치한 것
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공중앙서기처와 중공중앙판공청 등 중
국의 중요한 국가권력기관이 소재한 곳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후에 중국의 여러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여기에 거주한 곳이다.” 사실상,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최고위층 인사들이 정치를 하는 상
징적인 곳이다.

76) 中南海. Retrieved fromhttps://baike.baidu.com/item/%E4%B8%AD%E5%8D%97%E6%B5%B7/694
7?fr=aladdin(검색일, 20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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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여기 이름에 즉, 해양문명도 아닌 중국 대륙문명의 상징적인 이
곳에, ‘해’가 들어간 ‘중난하이’라는 사실은 자못 어떤 숨겨진 뜻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미심장한 느낌마저 준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중난
하이’라는 명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한 후에야 지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보면 요(遼代: 907~1125년)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역사에서 현재를 기점으로 볼 때, 중국인
들의 ‘해’에 대한 독특한 인식이 그것도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종’과 ‘횡’
이 교차하는 정중앙에 위치한 것의 이름이 바로 이 ‘중난하이’라는 점이
다. 이렇듯 ‘중난하이’는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중국의 사상과 문화적 맥
락에서 중국인의 ‘해(海)’에 대한 인식을 또한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
가의 관점에서 또 미래의 관점에서 ‘해(海)’를 어떻게 이해하고 전략적으
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함축적이며 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지명(地名)’의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이곳에는 분명 ‘바다’가 없는데, 왜
바다 ‘해(海)’자가 들어갔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즉, 중난하이의 ‘해(海)’는 지금 일반의 상식적 의미에서는 결코
바다를 지칭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왜 하필이면 ‘해(海)’라고 부르는가? 중난하이에
해를 집어넣었을까? 어떻게 ‘해(海)’를 붙여 이름 지을 수 있는가? 최소한
여기에 ‘해(海)’를 넣을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한 검토는 꼭 필요하다. 이로
부터, 이 안에 담겨있는 중국사상과 문화적 측면에서 중국인의 ‘해(海)’에
관한 인식을 유추해볼 수 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사상가 순자(荀子: BC 313 ~ BC 238)는 ‘해폐(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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弊)’를 말한다. 그는 ‘도(道)’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즉 사물을

바라보고 인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어떤 하나의 입장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것이 ‘해폐(解弊)’이다. 부지불식간에 ‘가려진 것을 풀어
헤치라’는 말이다.
이런 점이 중국 수천 년 역사와 사상 속에 녹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면서 또, 이 점을 ‘중난하이’ 글자에도 적용할 때, 비로소 왜 베이
징의 중난하이의 지역에는 바다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해(海)’를 붙였는
가? 이 글자 속에 담겨진 ‘해(海)’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
을 수 있다. 즉,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바다의 의미만 ‘해’의 뜻의 전부
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순자는 이렇게 말한다.

“北海则有走马吠犬焉，然而中国得而畜使之。南海则有羽翮、齿革、曾青、
丹干焉，然而中国得而财之。东海则有紫紶、鱼盐焉，然而中国得而衣食之。
西海则有皮革、文旄焉，然而中国得而用之。故泽人足乎木，山人足乎鱼，
农夫不斲削、不陶冶而足械用，工贾不耕田而足菽粟”《荀子·王制篇》
우리는 위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 고대 중국에서 ‘북해’,
‘남해’, ‘동해’, ‘서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중요
한 점은 여기서 ‘해(海)’의 뜻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를 가리키
는 데에만 국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첫
문장만 살펴보더라도 그렇다. “북해에는 말과 개가 있어서 중국(中国)에
서는 그것을 얻어 사육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북해가 문자 뜻 그대로,
북쪽에 있는 바다라고 할 수 있다면, 바다에 말이 있고, 개가 있다는 것
이 말이 되겠는가? 즉, 여기서 ‘해’는 대륙의 관점에서, 지평선 너머 지역
을 가리키는 뜻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육지의 중
심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또 육지의 연장선의 관점에서 ‘해(海)’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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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순자가 말한 위의 구절에서 또 하나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는, 만
약 실제 지역으로서 북해, 남해, 동해, 서해가 육지의 연장선상에서 보이
는 지평선의 끝에 있는 지역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기준점으
로 삼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 기준점은 다름 아닌, ‘사해(四海: 북해,
남해, 동해, 서해)’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중국(中国)인데, 여기서 순자가
말하는 중국은, 당시의 ‘중원(中原)’지역을 뜻한다. 중국의 고대 전통시기
에는 또한 ‘화하(华夏)’라고도 불렀으며, 지금 낙양(洛阳)에서 개봉(开封)
일대를 중심으로 한 ‘황하(黄河)’ 중하류 유역 일대의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 구절에서 보듯이 ‘동해(东海)’라 지칭한 지역의 설명에 물고기
와 소금이 있는 곳일 수 있고, 또 북해는 말과 개가 뛰어다니는 지역일
수 있는 것이다. 즉, ‘해(海)’ 또한 중원을 기준으로 하여 동서남북 지평선
의 끝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육지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철학의 대가 펑여우란(冯友兰: 1895~1990)은 서양과 중국의 비
교에서 해양(海洋)국가 대 대륙(大陆)국가로 구분한다. 즉, 그리스인은
‘해양’ 국가에 살면서 무역에 의존하며 번영을 구가하는 상인(商人) 중심
의 나라이며, 중국은 대다수가 농민(农民)으로, 이들 생활 방식은 자연에
순응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한다. 바로 이런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에
따르면, “중국은 공업 혁명에 관심이 없었고, 이런 상태로 현대의 세계
속에 편입하게 된다”(冯友兰, 2004: 22). 펑여우란은 “지혜로운 자는 물
(水)을 좋아하고, 인자한 사람은 산(山)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자는 역동
적이고, 인자한 사람은 정적인 것을 좋아한다(知者乐水，仁者乐山. 知者
动，仁者静)”라는 공자의 말을 적용해서, 해양국가와 중국의 차이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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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양국가 사람들은 총명하고, 대륙국가의 사람들은 선량하다”(冯友兰,
2004: 22)고 말한다.
우리는 펑여우란이 언급하고 있는 위 구절을 통해서, 중국인의 ‘해양
(海洋)’에 대한 숨겨진 인식을 포착할 수 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는 물
을 좋아하고, 대륙국가의 사람들은 선량하다’고 하는 대목인데, 말하자
면, ‘해(海)’는 물이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역동성을 갖고 있으며,
대륙국가의 사람들이 선량한 것과는 대비하여 해양국가 사람들은 공격적
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중국
의 해양에 대한 인식의 또 하나 단초인 ‘양(洋)’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
것은 바로 ‘해(海)’를 타고, 천성적으로 자연에 순응하는 선량한 중국인과
중국대륙을 공격적으로 침입하여 들어온 그 공격적 내용물로서 문물(文
物)이 ‘양(洋)’이라는 점을 은근히 암시한다.

중국의 사상문화적 인식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해양(海洋)’
을 단순히 영어의 ‘오션(Sea & Ocean)’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
이거나 협의의 의미의 해석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중국에서 ‘해양’의 뜻
은, ‘해(海)’를 타고 공격적으로 중국대륙(陸)을 침투한 서구의 문물 즉,
‘양(洋)’이 결합된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杜俊
华·李江博에 의하면, “근대 사회에서 중국의 대문은 바다로부터 침입한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제국주의 열강들의 함선과 대포에 의해 강제적으
로 열렸다. 제1차 아편전쟁, 제2차 아편전쟁, 청일전쟁, 8개국 연합군의
침입 등 중국은 피동적 상태에서 구타당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또한 차츰
차츰 반(半)식민지 반(半)봉건사회의 심연으로 함락되어가고, 국가는 사
분오열되었다”(杜俊华·李江博, 2021).
그래서 서양의 ‘양(洋)’이라는 말이 쓰인 곳에는 하나같이 바다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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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 들어온 문물(文物)이라는 뜻이 자연스럽게 내포된다. 이를 단적
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와이탄(外滩)의 또 다른 별칭인 ‘십리양장(十里
洋场)’이라는 말이다.

그림 4-2

1930년대 상하이 와이탄

출처: 汤伟康(2011: 48)

<그림 4-2>는 1930년 대 상하이 황푸강 서쪽, 푸서에 위치한 와이탄
의 풍경이다. 1840년 아편전쟁 후 서구열강의 침략으로 인해 불평등조약
을 맺은 중국은 5개 항을 열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곳이다. 여기
푸서에는 순차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조계지가 들어서고, 후에 미국이 들
어오고, 그 다음은 일본도 이 곳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게 된다. 이 서구화
의 신호탄을 알리는 와이탄 지역은, 상하이 시 과거 전통적 중심도시인
현성(县城)과 완전한 대조를 보이며, 발달된 과학 선진문명으로서 ‘십리
양장(十里洋场)’이라는 말을 낳는다. 즉, ‘십리(十里)’ 안이 모두 ‘양(洋)’
에서 들어온 물건들로 가득하다는 뜻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중국의 사상문화적 관점으로부터 본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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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洋)’에 대한 중국의 인식에서 볼 수 있는 핵심적 특징은 자연스럽게 바
다를 타고 중국의 육지(내륙)로 침입하여 들어온 서구의 물건인 ‘양(洋)’
과 결합된 의미가 깊이 녹아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서구의 것이
‘강(强)’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공교롭게 18차 당대회 이
후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해양강국 전략’이 제시되는데, 이
것은 어쩌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서구적 문명의 ‘강’(强)에 대하여 중
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대응 결과의 산물일 수도 있다는 점과
둘째, 그것에 효과적으로 응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전제는 중국이 강하
지 않고는 거론할 수 없다는 점과 셋째, 중국에서는 바다 또한 그들에게
농사를 업으로 삼던 익숙한 생활의 환경으로서 ‘육(陸)’의 관점에서 접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넷째, 자연스럽게 중국의 해양으로
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육지를 기준으로 또 육지의 연장선에서 바다로의
확장과 진출을 뜻하는 것이다. 즉, 중국고대 사회에서 해양의 의미는 ‘해
← 양’ 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면, 18대 이후 시진핑 정부의 해양강국 전
략은 ‘해 → 양’의 형태로 대전환에 대한 탐색과 시도라 할 수 있다. 말하
자면, 이것은 곧, 중국에서 ‘해(海)’는 또한 ‘육(陸)’의 관점에서 또 ‘육’과
연계해 접근한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중국에서
‘해(海)’는 ‘육(陸)’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 결과물
이 다름 아닌 ‘바다의 길’을 ‘육지의 길’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하나의
큰 공동체로 묶어내는 ‘일대일로(一带一路)’라고 할 수 있다.

2)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의 해양정책
중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의 수립이나 혹은 정부의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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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과 집행이란 측면에서 볼 때, ‘해양정책’은 해양과 관련한 ‘사무(事
务)’에 관하여 거시적인 규획(规划)77)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이면서 또 구체적인 계획들의 총칭으로 규정할 수 있다.
중국의 해양정책은 1949년 신중국이 성립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국
가의 전략이나 정책적 차원에서 볼 때, 결코 주도적인 지위가 아닌, 오히
려 종속적 혹은 차선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보면서, 张海柱(2016)는
“2012년 18차 당대회의 정치 보고에서 ‘해양강국’의 건설을 국가의 전략
적 목표로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이제 진정
으로 해양의 발전과 관리문제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중국학자가 중국 해양정책에 대하여 위와 같은 평가를 한 것에 대하여
심층적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특히 유심히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바로,
‘2012년에 와서야 진정한 의미에서 중국이 해양정책을 중시하기 시작했
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이다. 이 말의 뜻은, 비록 그 이전에도 중국이 해
양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2012년에 와서야 해양
정책을 중국의 국가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제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
니라는 뜻을 함축한다. 말하자면, 역대 덩샤오핑 이후 중국 정부가 추진
해온 대외전략의 큰 기조인 ‘도광양회(韬光养晦)’가 시진핑 시대에 ‘주동
작위(主动作为)’로 바뀌는 그 핵심적 전략과 정책 추진이 바로 ‘해양정책’
을 중심으로 연계 및 구상되고 또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과
연 그렇다면, 그 이전에 중국 해양정책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77) 중국 정부의 문건을 보다보면, ‘규획(规划)’과 ‘계획(计划)’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 용어의 차이는, 마
치 ‘전략’과 ‘전술’의 차이로 얘기할 수 있다. 즉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과 그를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접근을 규획이라고 한다면, 계획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전술로서 구체적인 방법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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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 있어서, 张海柱가 ‘1954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정부업
무보고서에 등장하는 해양정책의 변화에 대한 내용의 분석’ 연구(张海柱,
2016: 105-111)는 관련한 객관적 검토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107쪽에서 자료로 제시한 ‘중
국 성립 이후 역대 중국 정부의 업무보고에서 해양정책과 관련해 언급된
비중을 작성’한 그래프의 내용과 그것이 함축하는 시사하는 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자료에서 지적해야 할 점은 2005년(후진타오 정부)이후에야
정부보고에서 해양정책과 관련한 언급이 정부 업무보고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점이다. 즉, 해양정책을 어떤 외적환경이나 변수 혹은 국
내 정책가운데 차선 혹은 종속적 변수가 아닌 해양정책에 대한 인식이 상
시적이며 일상적 과제로 이때부터 다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역대
중국 정부 중에서 후진타오 정부 들어서서 해양정책에 관한 인식이 근본
적인 전환이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후진타오 정부시절 이후 다
시 2009년에 오면 해양정책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후진타오 정부시절에도 해양정책의 중요성은
근본적 인식의 전환적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었으나, 실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의 측면에서 안정적인 상태로 지속하지 못하고 있음을 또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은, 곧 중국이 다뤄야 할 정책적인 차원의 국내문제들에 비해
해양정책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부과제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셋째, 시진핑 정부들어서 해양정책의 큰 특징은 후진타오 정부에서조
차 아직 탈피하지 못한 ‘부침(浮沈)’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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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2011년 후진타오 정부에서 시진핑의
18차 당대회로 넘어가는 2011년 이후 중국 정부의 해양정책에 대한 관
심과 추진력은 놀라운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더 중요한 점은
이 상승이 과거 한 번 높고, 한 번은 낮은 ‘일고일저(一高一低)’의 반복되
던 ‘부침’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2015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직상승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시진핑
정부를 역대 다른 정부와 획기적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18대 들어서서 시진핑 정부가 과감하게 주창
한 ‘중국몽’의 실현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대일로’이다. 이런 전략은 포괄
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육(陸)’과 ‘해(海)’를 크게 통괄하여, 아시아와 유
럽의 대륙을 하나의 큰 운명공도체로 연결할 목표를 가진 중국의 국가전
략이 된다. 즉, 중국 해양정책이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구성하는 확실한
하나의 파트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곧 ‘부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
는 정부 정책과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1953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중국 역대 정부의 해양정책의 특
징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 1956~58년, 1975년, 1981~83년, 1984~
85년, 1989~91년, 1993~95년 시기별 시점을 보면, 그 전후로 중국 정
부의 해양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가도 갑자기 정부업무보고에
서 해양정책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등 급격한 변화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국내가 아닌 대외적 환경과 국제관계 등 변
수가 중국의 국내정치에 얼마간의 영향을 미칠 때, 그에 대한 국익을 수
호하려는 대응적인 차원에서, 역대 중국 정부에서는 해양정책을 주로 다
뤘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한 점은, 아래의 표를 보면서 더욱 심층적
으로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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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역대 최고지도자들의 해양정책
중국 정부의 대표적 해양정책 및 그 주요 내용

毛泽东

∙ 국제사회 배경: 1958년 제1차 유엔해양회의에서 각국은 영해 범위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못함
∙ 마오쩌둥은, 12해리의 영해 범위를 확정하고, 「中华人民共和国政府关于领海的声明」을 발표함. 그 주요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범위는 12해리이며, 중국의 각 섬을 포함함. 일체의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우리나라(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의 영해와 영해상공에 진입할 수 없다.”
∙ 중국 정부의 해양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주장이며, 중국 영해제도의 건립과 그 정상화를 보여줌

邓小平
江泽民

∙ 국제사회 배경: 제3차 유엔해양회의 진행 및 중국 근해에서 석유(천연가스)의 발견으로 종전에 논쟁이 없던
중국남해의 여러 섬들에 대해 주변 5개국이 침입하여, 근거 없이 주권을 요구하고, 중국해역의 석유를 채굴해
감. 동시에 중국 동해에는 일본과 ‘댜오위다오’(钓鱼岛)의 문제가 존재함
∙ 덩샤오핑은, “국가의 근본이익, 평화롭고 안정적인 해양전략 환경의 쟁취라는 대국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주권은 나에게 속하고, 논쟁은 잠시 뒤로 미루고,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새로운 사고를
제시함
∙ 우선은, 주권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음. 이 섬들은 중국의 영토로서, 논쟁을 잠시 뒤로 미룰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됨. 그 다음은, 이 섬들 부근 해저의 석유 등의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공동으로 이익을 취함. 목적은,
국가 관계의 대국을 안정적으로 하며, 또한 그 공동의 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피차의 이해를 강화할
수 있고, 이후 효과적인 주권귀속의 문제의 해결에 양호한 기초를 놓음

胡锦涛

∙ 중국은 2012년에 이르러서 비로서 정식으로 전략적 높이에서 해양을 중시하고, 해양을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
∙ 후진타오는, 당의 18대 보고에서 “해양자원 개발능력을 제고하고,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해양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단호히 국가해양권익을 지키고, 해양강국을 건설한다.”
∙ 2013년, 시진핑은 “해양강국건설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 발전의 대국에 착안하여, 국내 국제 두 가지 대국을 총괄하며, ‘육해총괄(陆海统筹)’하는 것을 견지하여,
해양에 의존한 부국을 견지하고, 해양으로부터 강국이 되고, 사람과 해양이 조화를 이루고, 협력 함께 이익을
얻는 발전의 길로 나아가,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방식을 통해서 튼실히 해양강국의 건설을 추진한다.”
∙ 해양강국 전략은 중국 정부 과거의 해양과 군사, 경제 두 방면에서 발전을 뛰어넘어, 해양문화, 해양외교,
해양법률제도 이 세 방면의 고도로 진행함. 과거에 평면적 해양의 발전에서 입체적인 건설로 나아감

习近平

∙ (19대 이후) 2019년 4월 23일, 시진핑은 중국인민해방군 성립 70주년에 참석해 “해양운명공동체” 이념을
정식으로 제시함. 이것은 해상에서의 도전에 공동으로 응전하며, 세계해양질서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청사진이며 중국의 방안임
∙ 과거의 정치적이며 안보상의 추구로 진행됐던, “논쟁을 잠시 뒤로 하고,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입장으로부
터, ‘조화로운 해양(和谐海洋)’의 건설구축을 촉구
∙ 중국 정부는, 우호적인 담판과 협상을 통하여 해양의 분쟁을 해소하고, 또한 다시 한 번 중국은 영원히 해양패
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해상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의 협력파트너 관계를
발전시켜, 공동으로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건설함

주: 刘叶美·殷昭鲁(2019: 16-17)을 토대로 작성

<표 4-5>는 역대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대표
적인 해양정책 및 그 주요 내용이다. 우선, 마오쩌둥 시대와 덩샤오핑 시
대 정부의 주요 해양정책을 살펴볼 때, 특이한 사항은 국제사회의 배경인
데, 바로 이 요소가 당시 중국 정부의 해양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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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즉, 마오쩌둥 시대, 1958년 제1차 유엔해양
회의에서 각 국의 영해에 관한 일치된 의견을 달성하지 못하자, 중국은
12해리를 기준으로 중국 영해의 범위를 확정하는 등 「영해에 관한 중화
인민공화국정부의 성명」을 발표했다.
덩샤오핑 시대는 중국 근해에서 석유(천연가스)등의 발견으로 국제사
회의 이목이 집중하게 되고, 제3차 유엔해양회의에서 남중국해의 여러
섬들에 대해 이웃한 국가들 주변 5개국이 침입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대외적 환경의 영향과 돌발 변수로 말미암아 중국 정부
는 이에 대한 응전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양정책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이 바로 덩샤오핑이 제시한 ‘주권은 나에게 속하고, 논쟁은
잠시 뒤로 미루고,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위의 경우에서처럼 마오쩌둥과 덩
샤오핑 시대의 주요한 해양정책은 외부로부터의 환경과 돌발 변수에 대
한 중국 국내적 차원의 응전과 대응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을 알
수 있다면, 후진타오 정부 말년인 2012년에는, 그런 외적 변수에 대한
자동반사적 반응이 아닌, 중국의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시선의 높이에서
해양을 중시하고, 해양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중국이 개
혁개방 40년을 통한 종합국력의 꾸준한 증강을 통해 서양세력의 전유물
로 그간 여겨졌던 해양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중국 자신의 입장을 표
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중국도 해양문제에서 수세
적인 입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권과 관련된 권리적 차원에
서는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위하여 제시된 해양정책의 주요 내용은 바로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바탕에서 다시 해양강국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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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하지만 후진타오 정권 말기에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해양강국
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한 노력은 시진핑 정부
에서 그것을 힘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시진핑 정부는 후진타오 정부의 해양정
책을 이어받으면서도 더욱더 강력한 차원에서 해양정책을 추진할 수 있
는 ‘토대’뿐만 아니라, ‘명분’과 ‘정당성’을 또한 확보한다. 즉, 중국의 해
양정책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추진을 힘 있게 하려면 중국특색 사회주
의 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 해양정책을 편입시켜야 하며, 이러
한 작업은 내륙 중심의 국내 발전 방향을 이제 해양으로까지 연계하여 확
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말하자면, 이것은 곧 전통적으로 ‘토지(土地)’ 중심의 ‘육(陸)’을 중시해
왔던 중국이 ‘해’를 ‘육’과 독립적으로 떨어뜨려서 발전하는 방식이 아닌,
‘해(海)’를 육과 하나로 총괄(陆海统筹)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며,
이것은 공교롭게도, 하나는 ‘육지의 길’의 확장과 그것의 연계를 통한 실
크로드의 실현, 또 하나는 ‘바다의 길’의 확장과 그들 연계를 통한 실크로
드의 실현, 즉 궁극에는 이 둘을 하나로 잇고서 통합하는 ‘일대일로(一带
一路)’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점

은, 중국은 ‘해양(海洋)’을 전통적 육지의 확장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 또한, 이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충돌’이 발
생할 수도 있는 개연성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중국은 대외에 패
권을 결코 추구하지 않으며 대화와 담판을 통한 해양분쟁 문제를 해결하
고 관리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넷째, 다시 이러한 기초 위에서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정부는 보
다 더 과감하게 해양정책에 대한 주동적 입장을 대내외에 표명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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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 당대회 이후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와 두드러진 특징은, 이 ‘해
양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빠르게 해야한다’는 뜻의 ‘더 빠르게(加快)’이라
는 두 글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 역대 중국 정
부에서 보여준 해양정책보다도 더 강력하고, 또 우왕좌왕 되지 않으며 일
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기초 위에서
해양정책이 중국 국내정책의 차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19년 4월
23일, 시진핑은 중국인민해방군 성립 70주년에 참석하여 ‘일대일로’의
연선국가들까지도 포함하는 ‘해양운명공동체’라는 아젠다를 대외에 공표
하고, ‘패권을 영원히 추구하지 않는다’고 천명한다. 또, 그럴 수 있는 이
유로 ‘조화로운 해양(和谐海洋)’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것이 19차 당대회 이후에도 시진핑 정부2기가 지속적
이며 일관되게 해양정책을 내세우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모습이다.
우리는 중국의 역대 정부에서 중점으로 다뤘던 해양정책의 키워드를
살펴봄으로써, 또한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에서 추진한 해양
정책의 주요내용과 그 총체적인 발전의 추이 및 양상들에 대하여 앞선 주
요한 논의를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서 이런 검토를 통하여 각 시기 중국
정부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해양정책을 추진하려 했었나를 심층 분석
한다.
1954~1979년 마오쩌둥 시대에 해당하는 이 때는 다른 시기, 즉 덩샤
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시기와 비교할 때, 해양관련 용어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다. 张海柱의 자료에 근거하면, ‘해방(海防)’(1954,
1959, 1964, 1978)과 ‘해양어업’(1978, 1979)이다(张海柱, 2016: 109).
말하자면, ‘해방’이란 것은 외부의 위협과 침입에 대한 자국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이며, ‘어업’이란 것은 중국 근해에서 어민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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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활동과 관련된다. 즉,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그리고 민생의 차원에서는 어민들의 생업의 이익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
인가? 이런 차원의 해양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특징이다.
1980~1990년 덩샤오핑 시대에 해당하는 이 때에 눈에 띄는 용어가
있다. 张海柱의 자료에 근거하면 그것은 단연, ‘해상석유’(1980, 1981,
1983)와 ‘해양분쟁’(1988)이다(张海柱, 2016: 109). 물론 이 시기 민생
의 생업에 해당하는 ‘해양어업’(1988)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이때에는 남중국해에서 유전(천연가스)가 발견되면서 이 자원을 둘
러싸고, 그 소유권과 영토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시기 중국 해양정책의 주요한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관리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주권은 나에게 속하고, 논쟁은 잠시 뒤로하
고,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방침이 나오게 된 상황적 배경을 알 수 있다.
이런 연장선에서 张海柱의 자료에 근거하면 장쩌민 시기에 해당하는
1991~2000년에 들어서면 특히 ‘해양과학기술’(1997)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张海柱, 2016: 109). 해상의 유전과 천연가스 등을 채취하기 위해
서는 즉, 해양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이 뒷받침되
지 않고서는 근본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양
과학기술의 축적과 발전은 후에 중국이 해양발전을 주도적으로 또 중국
의 해양으로의 확장을 막는 외부로부터의 견제와 압박과 같은 수세적 상
황을 공세적으로 전환하는 데에 핵심적 역량이라 할 수 있다.
후진타오 시기에 해당하는 2001~2010년의 정부 업무보고서에 보이
는 해양 관련 주요 용어가 있다. 张海柱의 자료에 근거하면, 그것은 곧
‘해양경제’(2008)이다(张海柱, 2016: 109). 일반적으로 경제라고 하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단연 GDP이다. 즉, 이 시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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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양경제를 경제의 관점과 영역에서 접근하지 못할 만큼, 즉 국내총
생산의 주요 지표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거꾸로 말하면, 후진타오 시기 들어서부터 국내 경제
발전의 주요 영역으로 해양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발전시킬 것인가
와 관련해 외부의 ‘반사적 대응’이 아닌 ‘내부적 필요’에 따른 국내적 시
각에서 접근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면, 张海柱의 자료에 근거할
때 후진타오 정부 말기인 2011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에 눈에 띄는 해양 관련 용어는 다음이다. 해양전략(2012, 2014,
2015), 육해총괄(2011, 2014), 해양강국(2014, 2015), 해양녹색국토
(2014) 등을 꼽을 수 있다(张海柱, 2016: 109). 이 시기는 단연 과거 역
대 정부와 비교할 때, 가히 중국에서 ‘해양정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해양을 국가 전략적 차원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 적극 접근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해양전략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그
방법은 해양녹색국토라는 말이 잘 보여주듯, 육지의 관점과 그 연장선에
서 해양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래서 중국은 중국대륙의 발전과 중국의
해양을 분리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되레 대륙의 경제를 중심으로 놓고 해
양으로 확장하고 뻗어나가 총괄하려는 육해총괄의 방법을 통해서 궁극적
으로 해양강국의 모습으로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중국 해양정책의 작동원리와 프로세스
중국 해양정책의 작동원리와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해양국
의 성립 과정에서 나타난 당정 및 정협과 전국인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

21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로 검토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해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중국 국내
적 사정에 따른 필요가 아닌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응전으로 대항하는 주
동적인 방식으로 해양정책이 전환하기 시작한 시기는 덩샤오핑 시대부터
이다. 그것은 중국 남중국해에서 유전(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주로 중국 어민들의 민생적 차원에서 어업의 이
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유엔에 정식 회원국(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전에 대만과 대만해협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등과 관련한 문제로 충돌할 가능성이 ‘해양’에 있었다. 즉,
위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수세적 방어적 차원이었다.
표 4-6

중국의 해양정책의 작동 프로세스
중국의 구체적인 해양정책의 작동 프로세스

방침

主权属我、搁置争议、共同开发(주권은 나에게 속하며, 논쟁은 뒤로, 공동개발)

방안

制定规则、管控危机、资源共享(규칙의 제정, 위기의 관리, 자원의 공유)

방법

双轨思路(쌍궤노선)

이념

和谐海洋(조화로운 해양)

주: 金永明(2016: 1-8)을 근거로 작성

덩샤오핑 시대부터 시진핑 시대까지 기본적으로 계승해오고 있는 일
관된 해양정책 작동의 프로세스는 <표 4-6>와 같다. 즉, ‘주권은 나에게
속하며, 논쟁은 뒤로 하고, 공동으로 개발’하여 그 이익을 공동 향유하자
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 정부의 해양정책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내세우는
방침이라고 한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먼저, 그 상호 간에 규칙
을 제정하고, 그 규칙을 통하여 위기를 관리하며, 그 안정적 토대 위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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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위하여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방법은 쌍궤노선이며, 이를 통하
여 최종 목표인 ‘조화로운 해양’을 달성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해양정책에 대한 ‘방침-방안-방법-이념’으로 이어지는 작동 프로세스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중국 해양법 제도의 발전과 형성의 주요 단계와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

중국 해양법 제도의 발전과 형성 단계
중국 해양법 제도의 발전과 형성 단계 및 주요 내용

해양법제도
맹아(萌芽)
단계
1949~1978

∙ 이 시기는 중국의 해양관련 입법 수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법률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임
∙ 가장 중요한 해양관련 정책성 입장의 문건: 「中国政府关于领海的声明」(1958)
∙ 핵심 내용은, ①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확정, ② 직선기선을 사용한다 선포, ③ 일체의 외국 군함을
포함한 선박이 영해에 진입할 때에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함,
④ 주요 특징은, 중국을 해양을 확보하는 것, 특히 해상의 안전(海防安全: 해안방어)을 확보하는 것임

해양법제도
발전 단계
1979~1990

∙ 이 시기는 중국의 해양관련 입법 수에서 개선이 있고, 단순히 그 수량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입법의 층차
도 제고가 되며, 다음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짐
∙ 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측면 「中国海洋环境保护法」(1982), ② 해양자원을 이용하는 측면「中国对外
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条列」(1982), 「中国渔业法」(1986), ③ 항행에서 안전의 측면, 「中国海上交
通安全法」(1983)
∙ 이러한 조치들은 개혁개방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에 있어서 추진 작용을 발휘함

해양법제도
형성 단계
1991~2009

∙ 이 시기에 중국의 해양관련 입법의 업적은 크게 다음과 같음
∙ ① 해양의 기본적인 법제를 제정하는 측면 「中国领海及毗连区法」(1992),「全国人大常委会关于批准
‘联合国海洋法公约’的决定」(1996), 「中国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1998), ② 해양법제의 기초를 보
완하는 측면 「中国政府关于中国领海基线的声明」(1996), ③ 해양 기타 부문에서의 법규를 제정하는
측면 「中国海域使用管理法」(2001), 「中国渔业法」(2000, 2004 수정), 「中国海洋环境保护法」
(1999 수정), 「中国涉外海洋科学管理规定」(1996), 「国海岛保护法」(2009), ④ 국제해양 규칙의 이
행과 업적의 측면. 체결 「南海各方行为宣言」(2002.11.4), 「中日渔业协定」(1997), 「中韩渔业协定」
(2000),「中日关于东海问题的原则共识」(2008) 등
∙ 이러한 조치들(법규, 성명 및 협정)은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실행함
으로써 개혁개방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중국해양법제도의 체계(초보적 단계)를 형성함

해양법제도
충실 단계
2010~2020

∙ 이 시기에 중국의 해양 관련 법제로서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음. 「中国海洋环境保护法」(2013, 2016
수정), 「中国关于钓鱼岛及其附属岛屿领海基线的声」(2012), 「东海部分大陆架外部界限划界案」
(2012), 「中国关于划设东海防空识别区的声明」, 「中国东海防空识别区航空器识别规则公告」
(2013), 「中国深海海底区域资源勘探开发法」(2016), 「关于对赴外国管辖海域开展科学研究进一
步加强管理的通知」(2019) 및 「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意见」(2020)
∙ 이밖에, 기타 관련 제도나 문건으로 다음과 같음. 「中日处理和改善中日关系四点原则共识」(2014),
「中日防卫部门之间的海空联络机制谅解备忘录」(2018), 「中日政府之间的海上合作搜救协定」
(2018), 「中国政府关于在南海的领土主权和海洋权益的声明」(2016) 등
∙ 이 시기 중국 정부는 개별 법률의 수정과 일부 섬 영토의 영해기점과 기선 성명을 공포하고 기타 조치들을
통해 중국의 해양법 제도체계를 충실하고 풍부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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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계속
중국의 해양정책과 창의(initiative)

1984

“主权属我，搁置争议，共同开发”
∙ 이 창의는, 남해 더욱이 남사군도 관련 영토분쟁의 문제에 관하여 덩샤오핑이 제시한 해결의 방침으로,
“주권은 나에게 속하고, 논쟁은 잠시 뒤로 미루고, 공동으로 개발하자”임
∙ 이것은 주권이 중국에 속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아세안 일부 국가들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남사군도의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여전한 곤경이 있는 것이 사실임
∙ 이를 위해,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공동의 이익의 범위를 넓히고, 덜 민감한 부분에서의 협력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것. 이것이 노력할 수 있는 방향임

2009

“和谐海洋理念”
∙ 이 창의는, 후진타오가 2005년 9월 15일 유엔성립 60주년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조화로운 세계(和谐世
界)를 해양영역으로 구체화한 것임
∙ 2009년 4월 중국인민해방군 성립 60주년 때에, 국제 국내의 형세 속에서 특히 해양관련 영역에서 발전하
는 형세 추이에 따른 필요에 따라 해양의 영구적 평화와 안전을 구축할 목적으로 제안함

2012

“中国海洋强国战略目标”
∙ 이 창의는, 당의 18대 보고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으로, 발전과 심화의 과정을 거쳐서, 신시대 중국 해양강
국 전략 거버넌스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도출됨
∙ 그 핵심적 내용은, 중국은 정치적으로 안보상으로 패권을 자처하지 않으며 평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며,
경제적으로는 해양경제의 발전을 앞으로 더욱 키우고, 구체적으로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운용하여
육지와 해상을 통괄하여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견지함
∙ 문화적으로는 포용적인 해양문화를,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환경을 구축함. 이 전략목표의
궁극적 목표와 청사진은 해양운명공동체의 실현임

2013

“21世纪海上丝绸之路”
∙ 이 창의는, ‘一带一路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또한 중국이 추진하는 해양강국 전략의 중요한 경로.
따라서 이것은 ‘일대일로’와 관련 있는 다음과 같은 정책성 문건이 만들어짐
∙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2015.3.28), 「共建‘一带一路’:
理念、实践和中国的贡献」(2017.5.10), 「‘一带一路’建设海上合作设想」(2017.6.20), 「共建‘一带一
路’倡议: 进展、贡献和展望」(2019.4.22)과 플랫폼 「中国推进‘一带一路’建设工作领导小组及其办
公室，‘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中国进口博览会」 및 기초적인 제도들 「亚洲基础设施投资银
行, 丝路基金, 中国－东盟投资合作基金」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함께 추진됨

2019

“海洋命运共同体”
∙ 이 창의는, 2019년 4월 23일, 중국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시진핑이 칭다오에서 중국인민해
방군 성립 70주년 행사에서 여러 나라 해군활동에 참여하는 외국 대표단 단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해양의
본질 및 그 지위와 작용 등에 관하여 발표하고,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해양거버넌스의 작용과 중국 해군의
공헌 및 국가 간의 해양분쟁을 처리하는 원칙 등 시각을 제시하면서, 해양운명공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며 제시함

주: 金永明(2020a: 20-29)을 근거로 작성함

물론, 앞서 말한 중국 정부의 해양정책에 대한 ‘방침-방안-방법-이념’으
로 이어지는 작동 프로세스는 덩샤오핑 시대를 기점으로 특히 남중국해에
서 지하자원의 개발과 공동이익을 어떻게 주변국과 향유할 것인가와 같은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가 중국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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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서 주요 이슈로 자리잡지 못한 마오쩌둥 시대는 여기선 논외로 한다.
둘째, 덩샤오핑 시대부터 해양정책에 대한 ‘방침-방안-방법-이념’을
기초로 하는 과학적 프로세스가 형성되기 시작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마
오쩌둥 시대에는 해상에 대한 안전, 즉 ‘해방(海防)’이 해상 문제의 중점
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해군’이 관리하면 되는 수준에 머물러도 큰 문
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덩샤오핑 시대에 오면, 남중국해에서 유전(천
연가스)가 새롭게 발견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주변 이웃국가들
과 분쟁 없이 평화롭게 관리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가의
거버넌스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양에서 발생한 국익을 과학
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조는 후대 정부에 계승발전 형태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사실상,
덩샤오핑 시대에 해당하는 때를 중국 해양법 제도의 형성에서 볼 때, ‘발
전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의 해양정책에서 최고 지도
자의 창의(initiative)는 곧 당의 입장과 방침을 가리킨다. 그런데, 단적으
로 덩샤오핑 때에는 한 차례, 후진타오 때에도 한 차례, 그리고 시진핑
정부 18차 당대회 이후에 세 차례가 공식으로 제시된 것만 보더라도, 중
국의 본격적인 해양정책 수립과 추진은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 ‘일대일로’
를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의 대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곧
중국이 강국이 되려면 해양강국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점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 이 전에는 특히 해양의 측면에서 볼 때 마오쩌둥 시대 이후
줄곧 ‘중국과 세계’로 구분지어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중국이 어떻게 주권
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피동적·수세적 측면의 기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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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해왔다고 한다면, 후진타오 시기부터 점진적으로 주동적 대응의
기조로 전환을 하려는 방침이 ‘조화로운 해양’을 통해 제시하고, 이것은
또한 당시 국내정치의 핵심 사상이었던 ‘조화로운 사회(和谐社会)’를 해
양정책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라는 점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시진핑 정부는 후진타오의 바로 이런 기조를 이어받으면서도 더욱 강
력하게 해양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것이 말 그대로, ‘해양
강국(海洋强国)’ 전략을 목표로 제시하고, 그 방법론으로 ‘일대일로’의 두
축의 하나인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
으로 실현하고자 할 중국의 꿈인 ‘해양운명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말
하자면, ‘패권을 결코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양운명공동체’의 말 속
에 담아내고 있는 셈이다.
중국 국가 최고지도자에 의해서 제시되는 위와 같은 해양정책의 꼭지
로서 창의(initiative)들은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작동할 수 있
는가? 중국 정부조직의 성립과 개편의 역사를 돌아볼 때, 곧 국가해양국
의 성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표 4-8>로 정리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본다.
표 4-8

시기

중국 해양발전 사업에 당중앙의 중대 결정
중국 해양발전 사업에 당중앙(党中央)의 중대 결정 및 그 주요 내용
국가해양국 성립으로 해양업무의 새로운 국면을 열다.

1949
~
1980

∙ 1963년 5월, 么枕生 등 29명 전문가는 국가과학위원회(국과위)와 당중앙, 국무원에 서한을 보내고 「해양사업
강화에 관한 몇 가지 건의」를 제안함
∙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건의를 함. “즉, 근래 20년 간, 국제사회에서 해양사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은 인근 해역을 적극 개발해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 대양에 대한 대규모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중국의 해양사업의 기초가 허약하고, 관련 조치들이 부실해 발전이 비교적 느린 편이며,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해양의 상황은 복잡하며, 변화가 다변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재료
를 축적해야만 그 ‘규율’을 알 수 있음. 그래서 그들은 이 정책건의서에서 해양과학이 세계의 선진 수준에 빨리
접근하고 따라잡아 각 방면의 절박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발하며 자력갱생해야 한다고 지적함. 동시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때에만 해양사업이 신속하게 발전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음. 이를 위해 해양사업에 대한
조직의 영도력을 강화하고, 국가해양국을 건립하고, 국무원 직속으로 예속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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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시기

계속
중국 해양발전 사업에 당중앙(党中央)의 중대 결정 및 그 주요 내용
국가해양국 성립으로 해양업무의 새로운 국면을 열다.

1949
~
1980

∙ 1964년 2월 11일, 중공중앙(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가해양국 설립에 관한 회답(关于成立国家海洋局的
批复)」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즉, “통일적으로 국무원 산하의 직속으로 해양국을 설립하고, 해군이 대신 관리
함. 국무원에 수속을 밟아달라고 요청함.” 1964년 7월 22일, 전국인대에서는 국무원 산하에 국가해양국을 설치
한다는 안건을 통과시킴
∙ 1964년 11월 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국가해양국 관리체제 문제에 관한 회답(关于国家海洋
局管理体制问题的批复)」을 하고, 국과위의 의견에 동의하며, 해양사업 방면에서 과학적 조사연구와 관련한
방침정책, 비전계획, 연도계획 등은 국과위가 관리하게 하고, 해군은 감독과 검사할 책임을 부여함. 국가해양국의
당의 영도, 조직편제, 해상에서의 행동과 지휘 등은 해군이 책임짐
관리체제의 개혁으로 해양사업의 고속발전을 추진한다.

1980
~
2012

∙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는, “당 전체 업무의 중심을 경제건설로 옮기자”고 결정함. 이런 배경 하에서, 1980년
1월 7일, 중공중앙은 「중앙과학연구협조위원회 회의기요(中央科学研究协调委员会会议纪要(第一号))」, 기
요(회의 기록의 요점)의 제1항은 명확하게 해양업무관리체제를 개혁하는 것에 관한 문제를 제시함. 기요에는,
“1964년 국무원이 승인하여 설립한 국가해양국은 또한, 해군에 위탁하여 대신 관리함. 십 여 년 동안 국가해양국
은 국민경제, 국방건설과 과학연구에 공헌을 함. 하지만 관리체제에 있어서, 해군이 하든, 당정이 업무를 분관하여
실행하는 방법을 취하든, 해양사업의 발전에 모두 이롭지 못하였음. 협상의견에 근거하여, 국무원 편제를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해양국의 당정과 업무는 통일적으로 국과위에서 영도함. 해군은 호송과 통신 연락에서 계속
책임짐. 영도체제의 변화와 어떻게 인수인계할 것인가에 관해 국과위에게 해양국, 해군 등을 소집하여 유관 단위
의 연구를 거친 후에 국무원 심사 허가한다.”
∙ 1980년 9월 20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1980년 10월 1일부터 국가해양국은 국과위가 대신 관리하도록
바꿨으며, 아울러 국가해양국은 국무원이 전국의 해양업무를 관리하는 직능부문이라 명확하게 규정함. 국가해
양국이 국과위로 대리 관리한 후, 당시 국무원 부총리 팡이(方毅)는 일찍이 몇 차례 국가해양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음. 그는 한 두 번이 아니라, “당신은 국가해양국임. ‘국가’ 이 두 글자를 기억해라, 문제를 고려하고 결정할
때는 국가의 높이에 서서, 천안문 성루에 서, 어떠한 결정과 행동도 모두 국가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
∙ 1982년 국무원은 기구개혁 결정으로, 국가해양국은 국무원직속국이 되어 국무원의 영도를 받게 되고, 국과위는
다신 대리 관리하지 않음. 국가해양국의 직능에 변화가 생기는데, 주요 임무와 직책은 해양업무와 관련한 조직협
조를 책임지고, 또한 해양조사, 해양과학연구와 해양관리와 서비스 업무를 위한 조직을 실시하여 국민경제와
국방건설에 서비스를 제공함. 1982년 전국인민대회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은 국가해양국에 ‘해상순항 감측과 관리를 감시’하는 직책을 부여함. 국가
해양국은 1983년 ‘중국해상감독’팀을 건립하고, 중국의 관할 해역에서의 순항과 관련한 법 집행을 시작함
∙ 1987년 말, 국무원은 새로운 기구개혁을 시작하고, 국가해양국의 직능과 직책에 관한 중대한 조정과 강화를
함. 1988년 10월 24일, 국무원은 국가해양국의 ‘삼정(三定)’ 방안을 확정하고, 국가해양국은 국무원이 해양사무
의 직능부문을 관리한다고 규정함. 주요 직능은 중국 관할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양검측과 감시를 실시
하고, 중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며,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이용을 협조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여, 유관부문
과 해양공공사업 및 기초 인프라의 건설과 관리할 수 있음
∙ 해양업무체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1986년 국가해양국은 연해지역의 인민정부들이 해양행정관리기구를
설치할 것을 하달하여 해양업무체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함. 1991년까지, 연해성, 자치구, 직할시와 단독 경제계
획 시행도시들 모두는 해양국(청 혹은 처 厅或处)을 설립함.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서, 1992년 첫 전국해양국장회
의를 개최하고, 전국해양업무에 관하여 토론하고 업무를 배치함. 이것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 결합하여 해양업무
관리체제를 구축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1993년 하반기, 국무원은 또 한 번 기구개혁(조직개편)을 시작함.
개혁 방안에는, 국무원은 직속기구를 줄이고, 국가해양국을 포함하여, 국가해양국은 국과위가 관리하는 국가국
(副部级 차관급)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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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시기

계속
중국 해양발전 사업에 당중앙(党中央)의 중대 결정 및 그 주요 내용
관리체제의 개혁으로 해양사업의 고속발전을 추진한다.

1980
~
2012

∙ 1998년 국무원 기구개혁(조직개편) 할 때, 제9차 전국인민대회 비준 방안에 근거해서 국가해양국을 설치함. 국가
해양국은 국토자원부가 해역의 사용과 해양환경보호, 법에 근거하여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해양과학기술연구를
조직하는 행정기구임. 이번 기구개혁에서, 국가해양국은 각 지국의 해상감독팀과 그 국(局)기관의 선박항공기
관제지휘센터를 통합해서 중국해양감독총팀을 설립함. 그 주요 직책은 국가해양법규에 근거하여 중국 관할해역
에서 순항감시관리, 해양권익을 침범하는 것에 관하여, 불법으로 해역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해양환경과 자원
에 손해를 주고, 해상의 설비를 파괴하는 등 위법행위에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임. 이때부터, 국가해양국의 영도체
제는 줄곧 국토자원부가 관리하는 국가국(国家局)이 됨
해양자원 개발능력을 제고하고, 해양경제를 전하고, 해양생태환경 보호하며, 국가의 해양권익을 굳건히 보호하고,
해양강국을 건설한다.

∙ 2012년 해양생산총액(총가치)는 전체 국민총생산의 9.6%를 점함. 따라서 당중앙(党中央)은 해양강국을 건설
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제시함. 이것은 견고한 사상적 기초와 물질적 뒷받침이 됨
∙ (2013년 3월) 국무원은 국가해양국을 재편하고, 해상법률의 집행 부서(队伍)를 통합하는데, 국가해양국 및 그
중국해감, 공안부 변방해경, 농업부 중국어정, 해관총서 해상밀수단속 경찰부서와 직책을 통합해 국가해양국을
새롭게 개편하고, 국토자원부가 관리하게 함. 개편 후의 국가해양국의 주요 직책으로는 해양발전규획을 작성하
고, 해상인권을 보호하는 법집행, 해역사용의 감독관리, 해양환경 보호 등임
∙ (2013년 7월 9일) 국무원의 승인을 거친 국가해양국은 ‘삼정(三定)’ 방안을 규정함. 즉, 국가해양국은 해양의
2012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해상인권을 보호하는 법집행을 강화를 통일적으로 규획하고, 통일
~
적으로 건설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통일적으로 중국의 해경 부서를 지휘하여, 해양의 질서와 해양의 권익을
2017
보호함
(18차 ∙ (2013년 7월 30일) 중공중앙정치국은 해양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집중학습을 진행함. 시진핑은 이 학습에서,
당대회) 해양강국의 건설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임을 강조함. 해양강국이라는 이 중대한 부서 설치
는 경제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보호하며, 전면적인 소강사회의
목표를 실현하고, 나아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데 중대하며 깊은 뜻을 가짐. 해양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해양을 제대로 인식하고, 계획하에 해양을 관리함으로써, 중국이 해양강국을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
부단히 새로운 성취를 추진함
∙ (2013년 회고와 평가) 2013년은 매우 평범하지 않은 1년이었음. 중공중앙정치국은 해양강국의 건설을 위해
집중학습을 진행하고, 전당, 전국의 인민을 영도하여 해양강국의 건설이라는 실천을 개시함. 국무원은 해양국을
재편하고, 국가해양국에 새로운 직책을 부여함. 이는 당과 국가해양사업 발전 역사에서 기념비적 의의를 가짐.
개편 된 후의 국가해양국은 국당조(局党组)의 영도에 따라, 반드시 새로운 조치들 취하여, ‘해양강국의 꿈’을
조기에 실현할 것임
주: 党中央对发展海洋事业的几次重大决定. Retrieved from http://aoc.ouc.edu.cn/29/bb/c13996a207291/page.psp 내
용을 토대로 작성(검색일, 2021.9.9)

<표 4-8>을 통해서, 국가해양국이 어떻게 성립했는지, 그리고 이와 관
련된 해양정책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첫째, 전문가들의 건의로부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1963년 전문가들은 국가과학위원회와 당중앙, 국무원에 「해양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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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몇 가지 건의」의 서한을 보내고, 둘째, 1964년 2월 11일, 중공
중앙은 그에 대한 답을 준다. 즉, ‘국무원 산하의 직속으로 해양국을 설립
하고 해군이 대신 관리한다. 그리고 국무원에 소속을 밟아달라’고 한다.
셋째, 1964년 7월 22일, 전국인대에서는 국무원 산하에 국가해양국을
설치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국가해양국이 성립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중국의 해양정
책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작동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해
양정책결정은 전문가들의 건의 → 당중앙(중공중앙) → 국무원 → 전국인
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의 통과 과정을 거친다. 즉, 전문가들의 건의를
거친 ‘안건’은, 중공중앙의 심의와 정무적 결정을 거치고, 해당 업무를 구
체적으로 실행할 집행부서로 국무원 소속기관인 국가해양국을 설치하려
는 안건이 최종적으로 전국인대에서 통과됨으로써 확정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건의 건의는 정협(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다
뤄지며, 그것이 당중앙에 전달되고, 그 심의와 검토를 통해 도출된 결론
은, 최종적으로 전국인대의 승인으로 통과·확정되는 프로세스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국가해양국의 성립이 확고
부동한 안정적인 기구로 자리매김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하는 데에는 적
지 않은 부침의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이다. 왜 그런가를 검토하는 과정에
서, 중국의 해양정책 작동 프로세스에서 ‘해군’의 역할과 비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오쩌둥 시대 1964년 11월 1일, 당중앙위원회와 국
무원은 국가해양국의 관리체제 방면에 대해서 즉, 해양사업과 관련한 조
사연구와 그 관련한 방침정책, 비전계획과 연도계획 등은 ‘국가과학위원
회’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감독 및 당의 영도, 조직편제, 해상에서의
지휘 등은 ‘해군’이 책임지게 한다. 말하자면, 당시에는 사실상 당의 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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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직편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 총책임은 해군이 맡도록 했는데, 그런
데 문제는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사연구 등의 활동은 다시 국가과학
위원회가 맡게 함으로써 하나의 통일된 관리체계를 갖고 있지 못했다.
즉, 리더십의 발휘에 있어서는 해군이 맡게 되는 것이다. 국가과학위원회
와 ‘해군’ 사이에 소통은 물론 명령과 지휘체계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덩샤오핑 시대, 즉 ‘당 전체 업무의 중심을 경제건설’로 옮긴 후인
1980년 1월 7일, 중공중앙은 정치협상회의, 즉 ‘정협’의 의견에 근거하여,
과거와 달리 ‘해군’에게 부여된 영도적 역할과 그 비중을 감소하고, 국가
과학위원회의 영도력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발생한다. 즉,
해양국의 당정업무는 통일적으로 국가과학위원회에서 영도를 발휘하고,
해군은 호송과 통신 연락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1980년
10월 1일부터, 국가해양국은 종전과 같이 더 이상 해군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과학위원회가 대신 관리하도록 한다. 쉽게 말하면, 경제건설
로 당의 업무중심이 변화가 생기면서 국가해양국의 영도력 발휘는 과거
‘해군’ 주도에서 ‘국가과학위원회’로 이동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부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변화가 발생한다. 1982년 국
무원의 기구개혁 결정에 따라서 국가해양국은 이제 국무원 직속국이 된
다. 더 이상 ‘국가과학위원회’의 관리를 받지 않게 된다.
또한, 국가해양국 성립과 그 과정에서의 제기된 건의를 보면,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해양정책을 운용할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 또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1986년 국가해양국은 연해지역의
인민정부들로 하여금 ‘해양행정관리기구’를 설립하라고 건의한다. 여기에
광범위한 인식의 합의를 도출하게 되며 1991년에 이르면, 연해성,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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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 등 모두는 해양국(정 혹은 처)을 설립하게 된다. 이제 해양정책의
집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명령 및 작동체계의 틀이 잡힌다.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무원 승인을 통하여, 1992년 중국에서는
첫 전국해양국장회의를 개최하고, 전국해양업무에 관해 토론하고 업무를
배치하게 된다. 이것은 해양정책이 어떻게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서 어
떠한 방식을 통하여 관리체제를 구축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993년 하반기 기구개혁 개혁방안에 ‘국가해양국’을 포함하여 직속기
구를 줄이고, ‘국가과학위원회’가 ‘국가해양국’을 관리하도록 하며, 국가
국(차관급)을 제시한다. 하지만 1998년에 또 변화가 발생한다. 제9차 전
국인민대회 비준방안에 근거해서, ‘국가해양국’은 국토자원부가 해역의
사용과 「해양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해양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과학
기술연구를 조직하는 행정기구가 된다. 이 때부터야 비로소 안정적으로
국가해양국은 국토자원부가 관리하는 국가국이 된다.
한편, 2018년 2월 28일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
의에서 「중공중앙 당과 국가기구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 그리고 2018년
3월 21일 공표한 「당과 국가기구개혁 심화 방안」은 해양 관련 기구개혁
방안으로 주요 내용에 당과 중앙기구 개혁 심화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金永明, 2020b: 45).
당중앙기구 측면에서 중앙해양권익수호업무영도팀을 폐지한다. 국가
주권과 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외교외사 및 해양 관련 부문의 자원
과 역량을 더욱더 총괄하기 위해 해양권익업무 수호를 중앙외사업무전국
(中央外事工作全局)에 편입하여 통일 기획, 통일 부서로 한다. 그리고 해
양권익수호업무영도팀을 폐지하고, 관련 직책은 중앙외사업무위원회 및
그 판공실에 넘겼다. 중앙외사업무위원회 판공실 내에 해양권익수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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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실을 설치하였다. 조정 후에 중앙외사업무위원회 및 그 판공실은 해
양권익수호 측면의 주요 직책은 해양권익수호에 대한 당중앙의 결정 부
서에 대해 조직협조 및 지도감독을 맡는다. 국가해양권익의 정보자료를
수집·분석·판단하며, 긴급사태에 대응·협조하고, 해양권익수호의 중요
문제 연구를 조직화하고 대책을 건의한 것이다(金永明, 2020b: 45).

2. 중앙정부
1) 중앙정부의 해양기구 체계
(1) 중앙정부인 국무원
중국의 중앙정부를 국무원이라 한다. 1949년 신중국 수립 당시에는
정무원이라 불리다가 1954년 헌법 및 정부조직법이 제정되면서 국무원
으로 개칭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 중앙정부의 부(部)에 해당하
는 용어를 중국에서는 국무원의 구성부문(组成部门)이라 하며, 구성부문
은 부위서행(部委署行)으로 편제되며, 2018년 개편 결과 26개로 구성되
어 있다. 부위서행에서 部(외교부, 농업농촌부 등)는 비교적 전문적 업무
를 관할하며, 委员会(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등)는 비
교적 복합적인 업무를 관할하며, 署는 심계서(한국의 감사원)이며, 行은
중국인민은행이다(김윤권 외, 2018: 92).
여기서 부, 위, 서, 행 모두 동급이다. 国家局(한국의 청에 해당)은 부
나 위원회에서 관리하며, 直属机构(국가통계국 등)는 전문 업무를 관리하
고 독립적인 행정관리기능을 가지는 국무원 직속사무기관이다. 办事机构
(한국의 국무조정실에 해당)는 총리를 협조케 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
하는 기관이고, 办公厅(한국의 국무총리비서실)은 총리와 국무원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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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도와주고 국무원의 일상적 업무를 처리한다. 事业单位는 1993년부터
각종 사업에 관한 국가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김윤권
외, 2018: 92).
중국 국무원에 해양을 전담하던 조직인 국가해양국은 중국 정부의 해
양행정기구에서 가장 중심적인 관리 주체로서 해양행정 주관부문의 역할
을 하였다. 그러나 2018년 국무원 기구개혁에서 국가해양국이 폐지되고
그 기능들이 여러 자연자원부78), 생태환경부79) 등의 기구로 이관되어 분
산되어 있다. 즉, 한국의 해양수산부와 같은 부처급 수준의 총괄 부처를
갖지 않고 여러 기구에 편제되어 있다.
중앙 해양행정조직은 주로 해양사무 관련 중앙을 대표하여 해양행정
조직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마다 중앙 해양행정조직 권한은 다
르다.

78) 자연자원부는 2018년 국무원 조직개편으로 기존의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 국가측량지리정보국을 통합
하여 신설한 기구이다. 자연자원부는 국토자원부(폐지)의 직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조직편제 및 주요
기능인 구역계획 직무, 주택·도농건설부의 도농계획관리 직무, 수리부의 수자원조사와 등기관리권한확인
직무, 농업부의 초원자원조사 및 등기관리권한확인 직무, 국가임업국의 산림·습지 등의 자원조사 등기관
리권한확인 직무, 국가해양국(폐지)의 직무, 국가측량지리정보국(폐지)의 직책을 이관 받아 신설한 것이다.
자연자원부의 신설을 통해 자연자원의 개발·이용·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자연자원
부의 설립은 중국 정부가 과거 자연자원의 개발·이용·보호 문제의 근원인 소유권과 감독권의 관계를 적절
히 처리하는 체계를 수립하지 못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전에 국토자원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택도
농건설부, 농업부, 수리부, 국가임업국, 국가해양국 등 부서에 산재해 있던 기능을 단일기구로 통합시켜 개
편한 것이다(中国矿业报, 2018.3.19; 김윤권 외, 2018: 100에서 재인용).
79) 생태환경부는 2018년 국무원 조직개편으로 기존의 환경보호부를 폐지, 조정한 뒤 형성된 신설 기구이다.
생태환경부는 환경보호부(폐지)의 직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후변화대응·탄소감축 직무, 국토자원부
의 지하수오염방지감독 직무, 수리부의 수자원계획편제·오염배출구설치관리·유역수질환경보호의 직무,
농업부의 농업지역오염관리감독 직무, 국가해양국의 해양환경보호 직무, 국무원남수북조사업건설위원회
판공실의 남수북조사업지역환경보호 직무를 이관 받아 신설된 것이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에서 행정의 법
집행체제개혁을 심화시킨다는 차원에서 환경보호, 국토·농업·수리·해양 등의 오염방지와 생태보호법집행
직무 및 팀이 생태환경보호종합법집행 팀으로 통합·조정된 것으로 생태환경부가 이를 지도한다. 생태환경
부는 생태환경정책의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을 정하며, 감시와 법집행을 맡는다(김윤권 외, 20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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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해양조직의 유형
해양조직은 크게 해양 정책결정조직, 해양 막료조직, 해양 법집행조직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해양 정책결정(决策)조직은 또한 해양수뇌조직으로 불리는데, 해
양사무 중에서 전국(全局)을 총괄하며 결정권을 갖는 영도조직이다. 해양
정책결정조직의 중추 혹은 통솔을 하며 해양행정관리 효율성에 관건이
다. 해양 정책결정조직은 각 해양행정조직의 영도 단체를 위해서 표현을
하며, 그들은 중앙정부의 部委의 부장, 국장 및 부부장, 부국장 등을 포함
한다. 그리고 연해 지방정부의 성장, 시장 및 부성장, 부시장 등, 자연자
원청(국)의 청장, 국장 및 부청장, 부국장 등이다(王琪, 2020b: 74).
둘째, 해양 막료조직은 통상 해양결정조직을 협조하여 해양 일상사무를
처리하는 종합적 판사(办事)조직이다. 그 전형적인 형식은 각급 해양행정
조직에서 판공청(실)이다. 해양 막료조직은 특정 전문 업무는 없으며, 해양
수뇌조직을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 활동은 직접 해양수
뇌조직 및 그 영도의 지휘 및 요구를 듣는 것이다(王琪, 2020b: 74). 해양
막료조직은 해양수뇌조직과 밀접히 의존하기 때문에 완전히 수장의 일개
조직의 명령에 따르며, 사실상 해양사무의 협조, 소통, 정보수집, 분쟁 처
리 등에 참여하며, 이런 상황은 직접 해양수뇌조직의 기능 발휘에 관련되
기 때문에 중요한 해양행정조직으로 인식된다(王琪, 2020b: 75).
셋째, 해양 법집행조직은 또한 해상 법집행 무장 혹은 해상 법집행 역
량으로 불리며, 법집행 권한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법집행 부서를 배치하
는 해양행정조직으로 모두 전문적인 법집행 무장, 선박, 항공기 등을 구
비한다. 2013년 이전에 5개 전문 해양 법집행 부서(队伍)가 있었으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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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해양국의 중국해감, 교통부의 중국해사, 공안부의 중국해경, 농업
무의 중국어정, 중국해관의 해상밀수대(海上缉私队)에 각각 예속되었다.
그러나 5개 전문 해양 법집행 부서가 예속된 기능부문이 다르고, 소통이
막히는 문제를 낳았다. 2013년 대부제 개혁 이후 해양법 집행조직을 조
정하여 중국해감, 중국해경, 중국어정 및 해관의 해상밀수 등 4개 법집행
부서를 합병하여 새로운 해양 법집행인 중국해경국을 신설하였다. 2018년
해양 법집행 조직은 더욱 조정을 하여 국가해양국 영도관리의 해경부서
를 무장부대로 이관하였다.

2) 중앙정부의 해양행정관리체계
해양행정관리 영도 및 협조체제는 해양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일
영도, 조직 및 협조를 대표한다. 2013년 및 2018년 당과 국가기구개혁
이후 중국해양행정관리 영도 및 협조체제는 국가해양위원회 및 해양행정
주관부문으로 구분된다(王琪, 2020b: 82).

(1) 국가해양위원회
국가해양위원회의 배경은 중국에서 현재 실행하는 해양, 어정, 해사, 해관
과 공안변방 등이 분산적 업계 관리체계로, 국가 해양권익을 수호하는 수요
를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었다(军事, 2013.3.8).
국가해양위원회는 2013년 해양행정체제 개혁의 주요 내용의 하나이다.
2013년 3월 10일 12기 전국인대 1차 회의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
3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해양사무의 총괄 규획 및 종합 협조를 강화
하기 위해 「국무원기구개혁 및 직능 전환 방안」이 제출되어 고위 의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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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국가해양위원회는 중국 최고위
해양사무 총괄 및 협조 기구이다. 국가해양위원회 직능은 주로 두 가지
다. 국가해양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제정하고 해양의 중대 사항을 총괄적
으로 결정한다(王琪, 2020b: 82).
2013년 6월 「국가해양국 주요 직책 내설 기구 및 인원편제규정에 관
한 국무원판공청 통지」 규정에서 국가해양국이 국가해양위원회의 구체적
업무를 맡기로 하고 그중 국가해양국 전략규획·경제사가 국가해양위원회
판공실 일상 업무를 맡게 되었다(王琪, 2020b: 83).
2018년 당국가기구개혁을 통해 국가해양국을 폐지하고, 그 상관 직책
은 자연자원부로 이관하였다. 2018년 기구개혁에서 국가해양위원회를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해양위원회의 관련 구체적 업무는 자연자원
부가 승계한 것이다(王琪, 2020b: 83).
그러나 국가해양위원회 줄곧 실제로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관리
직능의 분산화 추세는 국가해양위원회의 종합조정 역할을 강화시켜, 운
영시킬 필요가 있다(王琪·崔野, 2020: 8-9).

(2) 중앙정부의 해양행정 주관부문
① 해양행정 주관부문
해양행정 관리부문은 해양업종이나 해양 활동 관련 해양행정조직을
관리한다. 그런데 해양업종 행정관리부문의 관리권한은 해양에만 국한되
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기능 획정, 해양 유관 직책 범위의 사무 등을 관리
한다. 가령, 교통부는 해양 관련 교통의 사무를 관리한다(王琪, 2020b: 72).
해양업종 관리조직은 전문성을 통해 해양행정 주관부문의 해양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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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보조할 수 있다. 해양업종 관리부문은 해양행정조직의 중요 구성부
문이며 이들은 해양환경보호, 해양권익수호, 해양교통관리의 관리 주체
이다. 현재 중국에 해양 업종 관리부문은 다음과 같다(王琪, 2020b: 72).

표 4-9

해양행정 주관부문

생태환경부의
해양생태환경사

∙ 2018년 「당과 국가기구개혁 심화방안」에서 해양환경생태보호와 관련된 기능을 생태환경부에
이관하여 내설된 사급(司级)부문 해양생태환경사가 맡음
∙ 조정 후 기구 설립하여 중국 해양행정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조직구조로 됨. 해양자원자원개발과
해양생태보호를 상호 견제시킴

교통운수부의
해사운수국

∙ 교통운수부해사국(또한, 중화인민공화국해사국)은 교통운수부의 직속 행정기관으로 선박, 해양
시설검사업종관리를 맡고, 선박 적합 운항 및 선박기술관리를 맡음
∙ 항해보장업무를 맡으며, 연해 항로 표지 및 무선전(无线电) 항로유도 및 수상안전 통신을 관리함. 해구
(海口)항구항로측량 관리, 항해 도서자료 관련 편집, 해상수색구조 조직, 협조 및 지도 관련 업무를 맡음

외교부의 변경 및
해양사무사

∙ 변경 및 해양사무사는 해양변경 관련 외교정책을 제정하며, 해양 대외 업무를 지도하고 협조함
∙ 해양경계 획정, 공동개발 등 관련 외교담판 업무, 변경 외교 관련 사무 및 영토, 지도, 지명 등 외교
관련 사건을 맡고 처리함

농업농촌부의
어업어정관리국

∙ 어업어정관리국은 농업농촌부의 사급(司级)기구로 어업자원의 보호 및 합리 개발이용을 맡음.
중요한 외교 관련 어사 분쟁처리 업무를 맡음
∙ 국가해양 및 담수 관할 수역어업권익 수호, 국제어업조약집행 감독, 원양어업 및 어정어항관리 감독

중앙외사업무위원회
판공실 내 설치된
해양권익수호업무
판공실

∙ 해양권익수호업무 판공실의 전신은 중앙해양권익수호업무 영도 팀임. 국가주권 및 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외교외사 및 해양관련 부문의 자원 및 역량을 더욱 총괄하고, 해양권익수호업무
를 중앙외사업무전국(全局)에 편입하여 통일 규획, 통일 부서로 함
∙ 2018년 당과 국가기구개혁 중 국가는 중앙해양권익수호업무영도 팀을 더 이상 설치하지 않고,
관련 직책을 중앙외사업무위원회 및 그 판공실로 넘겨 맡게 함. 중앙외사업무위원회 판공실 내에
해양권익수호업무 판공실 설치함

주: 王琪(2020b: 72-3)를 근거로 작성함

② 해양행정 주관부문의 특징
2019년 당국가 기구개혁 전에 중국의 해양행정 주관부문은 국가해양
국이었다. 2018년 기구개혁에서 국가해양국이 폐지되면서 그 관련 직책
은 새로 설치된 자연자원부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자연자원부가 현재 중
국 해양행정의 주관부문이다. 현재 중국의 해양행정 주관 부문은 관리 직
책상 세 가지 특징이 있다(王琪, 2020b: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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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해양행정 주관부문의 관리 직책은 결코 해양에 국한되지 않는
다. 기타 토지, 광산 관련 자원자원관리 권한도 포함된다. 현재 자연자원
부의 내설기구 중에 해양예비경고감측사(海洋预警监测司), 해양전략규획
경제사(海洋规划与经济司), 해양해도관리사(海洋海岛管理司), 여전히 대
외합작사 간판을 보유하는 해양권익사(海洋权益司) 등이 구체적으로 해
양 관련 행정관리사무를 맡는다. 둘째, 해양행정관리의 관련 사무는 해양
행정 주관부문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타 일부 부문 가령, 생태환경부 역
시 해양행정관리 사무 일부를 맡는다. 셋째, 2018년 이전의 해양행정 관
리부문에 비교해 현재 해양행정관리체제는 종합적인 관리 기능이 일부
약화되었다(王琪, 2020b: 83).

표 4-10

자연자원부 해양관리 관련 내설기구 및 그 직책

∙ 해양관측예보 및 해양과학조사정책 및 제도를 제정하고 감독실시
해양예비경고 ∙ 해양생태 예비경고 모니터링, 재해예방, 위기평가 및 잠재적 위험 제거(隐患排查) 거버넌스, 경보 및 공보 발포
감측사
∙ 국가 글로벌 해양 입체 관측망 구축 및 관리, 해양과학조사·측량조사(勘测) 조직 및 수행
∙ 중대 해양재난응급처치 참여
∙ 해양발전, 심해, 극지 등 해양강국건설 중대 전략을 수립하고 감독 실시
∙ 해양경제발전, 해안대(海岸带) 종합보호이용, 해역해도보호이용, 해양군민융합발전 등 규획을 제정하
해양전략규획·
고 감독 실시
경제사
∙ 해수담화(海水淡化) 및 종합이용, 해양재생에너지 등 해양 신흥 산업발전 업무 추진 책임
∙ 해양경제운영 종합 모니터링, 통계계산, 조사평가, 정보공개업무 전개
해역해도
관리사

국제합작사
(해양권익사)

∙ 해역사용과 해도보호이용 정책 및 기술규범 제정, 해역해도 개발이용활용 감독관리
∙ 해역해도감시측량 및 평가 조직, 무인도, 해역, 해저지형 지명 및 해정 케이블 및 파이프 부설 관리
∙ 국무원 심사비준 바다 사용, 도서 사용 심의, 서면보고업무
∙ 영해기점 등 특수 용도 해도보호관리정책 제정을 조직 그리고 감독 실시
∙ 자연자원 영역 국제합작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하여 실시
∙ 쌍방, 다변 대외교류합작 및 국제공약, 조약 및 협정이행 업무 맡음. 외교 관련 지도, 대외 원조 항목 실시
∙ 외사관리업무 맡음. 해양권익수호 관련 업무 전개, 자원탐색개발 논쟁, 도서 분쟁 실마리, 해역경계획정
등 담판 및 절충
∙ 극지, 공해 및 국제해저 관련 업무 지도
∙ 자연자원 영역 섭외 행정허가심사비준 사항 맡음

출처: 王琪(2020b: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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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정부의 해양행정체제 개혁 방향
중앙정부의 해양행정체제 개혁에선 해양전략의 상층설계, 해양행정 주
관부문과 협조기구 간의 관계 정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 및 협
조를 검토할 수 있다.
(1) 해양전략의 상층설계
刘笑阳(2019: 238)은 해양전략의 상층(顶层)설계와 기구개혁 업무를

심화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기존 국가해양국 개혁과 “중앙해양권익 업
무영도팀판공실” 등 기구의 기초에서, 해양업무 관련 제도를 심화해서 확
장하고, 국가안전위원회 아래에 “해양안전과 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해
양사무를 국가전략의 핵심 측면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金永明(2019: 28)은 중국 해양강국전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해양

체계 기제를 완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오늘날 국가기구체계개혁
발전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육지와 해양 통합 이념을 실시해야 한다. 따
라서 해양사무를 종합적으로 규범화하는 기본법(예: 해양기본법)을 제정
하는 데 속도를 내어서 해양사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국가해양위원회
의 구체적인 직권을 포함한, 해양 관련 각 행정기관의 직권을 명확히 하
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한다.
해양 및 안보에 관련해 중국은 중앙외판(中央外事工作委员会办公室),
중앙해권판(中央维护海洋权益工作领导小组),

중국국가안전위원회(中国

国家安全委员会) 등 중앙 일급 조정기구를 두고 있는데, 이들 기관의 기

능적 위치와 역할 분담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책집행 측면에
서도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규범이 모호한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진성·이희정 역, 2021: 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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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행정 주관부문과 협조기구 간의 관계 정비
중국은 이미 집중형 해양행정관리체제를 수립하였으며, 국가해양위원
회의 성립으로 이러한 집중형 행정관리체제는 더욱더 해양사무를 총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해양행정관리 영도 및 협조기구의 관계를 정
비할 필요가 있다(王琪, 2020a: 198). 즉, 국가해양위원회 조직구성을 명
확히 해야 한다. 국가해양위원회는 중국 최고위 해양사무의사협조기구로
당중앙과 국무원 영도를 받아야 하며, 이 위원회의 최고 영도는 국가 최
고 영도자가 겸임해야 한다. 중국의 해양관리 업종별 관리부문이 너무 많
고, 대다수 부문의 관리 직능이 해양사무에 관련되기 때문이 해당 부문의
영도는 국가해양위원회의 상무회의의 조직구성인원이 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의 해양발전 전략을 명확히 하고, 해양관리부문은 해양발전전
략의 실시에 대한 핵심 작용을 포함하고 그 영도는 국가해양위원회의 상
무회의에 포함되어야 한다(王琪, 2020a: 198).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계와 협조
합리적인 중앙과 지방의 연계 기제를 통해, 상층 전략설계가 기층의
구체적인 실천 중에서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 해양업무의 중요한 초
석이다. 전략설계와 이행 과정에서 중앙이 국가해양위원회 등 정책결정
부문의 거시적인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전략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하고, 단계적 목표를 과학적으로 제정하여, 해양강국전략이 연해지방의
현실 상황을 만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륙 지방의 발전에도 혜택을
주고, 나아가 중앙과 지방의 ‘수직’ 연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刘笑阳,
2019: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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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양행정 관련 중앙과 지방 간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王琪, 2020a:
197). 첫째, 영도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국가 해양행정관리부문의 권위성
을 존중하고, 국가 해양관리부문이 전국 해양행정관리 업무를 효과적으
로 감독과 지도를 한다. 둘째, 중앙과 지방 각 해양관리부문의 직책과 권
력에 따라 국가해양 주관부문이 영도 협조 역할을 하고, 해양행정관리 업
무를 통일적으로 영도 책임을 진다. 지방의 해양관리업무는 해당 정부가
종합관리를 시행하고, 현지 정부의 해양관리부문의 경우, 현지 정부가 종
합관리를 하고 현지 정부의 해양 주관부문이 구체적인 협조 및 관리업무
를 수행한다. 셋째, 해양관리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해양 관련 부문의 직
능을 새롭게 점검하여 해양관리과정의 직책을 명확히 한다. 해양 관련 부
문의 이해관계자의 직권을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운행기제, 가령 협상기
제, 감독기제, 상벌기제 등을 완비하여 해양관리의 유효한 운영을 확보한
다. 해양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중앙과 지방 그리고 해양관리부문과 기타
정부부문 간의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정부
1) 지방정부의 해양행정조직
인류가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단계와 이항 거리가 수천 미터 수심까지
도달할 수 있지만, 80% 이상의 활동은 여전히 해안지대와 근해 구역에
위치한다. 현재 해양행정관리의 사무는 많은 경우, 해양자원 개발이용,
환경보호 등 업무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해양실천 활동의 상당수는 주로
연해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薛桂芳·于海涛, 2016: 438-9).
연해 지방정부 역시 광의의 해양행정조직에 해당된다. 중국은 11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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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연해 지방정부 중 7개 성 정부, 1개 자치구 정부 및 2개 직할시가 있
다. 이외에 6개 부성급(副省级) 연해 지방정부로 다롄, 칭다오, 닝보, 샤
먼, 선전 5개 부성급 도시 및 톈진 빈하이신구(滨海新区) 1개 부성급 시
할구(市辖区)가 있다. 11개 성급 연해 지방정부 및 6개 부성급 연해지방
정부 역시 해양행정조직에서 중요한 주체이다(王琪, 2020b: 71).
지방 해양행정조직은 지방 해양사무를 관리하는 행정조직이다. 중국
지방 해양행정조직은 광의와 협의로 구분된다. 광의로 지방 행정조직은
연해 지방정부를 지칭한다. 즉, 연해 11개 성, 직할시 단위, 연해 시정부,
현 정부, 향진 정부 등으로 모두 지방 해양행정조직에 편입된다. 협의로
지방 해양행정조직은 주로 연해 지방정부 중 해양관리부문이다. 2018년
개혁 전에 해양 및 어업청 등은 협의 지방해양조직을 승계한 것이다.
2018년 개혁 이후 연해 성시 중의 자연자원청, 규획·자연자원국 등은 협
의 지방 해양행정조직이다. 그들은 여러 중앙部委(국무원의 부 및 위원
회)의 지도를 받으며 연해 해양자원 사용, 규획, 해역사용, 해도 등의 관
리를 수행한다(王琪, 2020b: 74).
직능 기준에 따라 구분된 (중앙) 직능관리부문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직능관리부문의 관리 지역 범위는 전국 강역을 포함하고 있
고, 관리 강역이 전국 강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중앙 직능관리부문이
아니다. 둘째는 직능관리부문은 단지 자신 직능 범위 내의 사무관리에 대
해 중앙에 책임을 진다(王刚·袁晓乐, 2016: 51).
지역 기준에 따라 구분된 지방정부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특징을 지
닌다. 첫째는 지방정부는 매우 명확한 관할 강역이 있고, 둘째는 지방정
부는 관할 강역 내에서 ‘종합적’ 권리를 행사하고, 상급에 대해 주요 영도
책임을 진다(王刚·袁晓乐, 2016: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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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 해양행정관리체제
중국 해양행정관리체계는 수직관리 및 수평관리를 서로 결합하는 방
식을 취한다. 중앙정부는 직능국-해국-해양관구의 수직관리체계가 있다.
비록, 해당 체계에도 기층 조직기구가 있지만, 지방의 상당수 해양행정사
무는 여전히 이 중앙 수직관리의 행정체계에 속하지 않는다(滕祖文,
2002: 50; 薛桂芳·于海涛, 2016: 439에서 재인용).
지방 해양행정관리체제는 연해 지방정부 중 해양 직능부문의 직권 획분,
기구설치를 의미하고, 또한 지방정부의 지위 및 작용을 포함한다. 2018년
기구개혁 이전에 중국 지방 해양행정관리체제는 세 가지 모형으로 구분
된다(王琪, 2020b: 84).

표 4-11

2018년
이전

2018년 개혁 전후의 지방 해양행정관리체제

해양·어업관리
상호 결합체제

∙ 전국 15개 연해성(구, 시) 및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80) 중에 10개는 해양 및 어업에
속하며 합병한 행정관리체제. 해양 및 어업청(혹은 국)은 해양 및 어업 두 종류 관리 직능을
겸비하며 국가해양국 및 농업부어업국의 이중 영도를 받음
∙ 해상 법집행 과정에서 해감관리의 법집행 임무를 가짐. 또한, 어정감독관리 기능을 가짐.
따라서 두 종류의 해양행정관리체제는 해양 및 어업관리가 밀접히 결합한 하나의 체제임

국토자원관리
체제에 예속

∙ 허베이 성, 톈진 시, 광시좡주 자치구 3개 성(시, 구)은 지질광산, 국토, 해양을 합병하여
국토자원청(혹은 국)을 설치

해양국 분국 및
지방해양행정관리 ∙ 예를 들어, 상하이 시 지방 해양관리 기구는 개혁 과정에서 국가해양국 동해분국과 합병됨
부문 결합체제

2018년
이후

자연자원청 모형

∙ 계속된 중앙의 기구개혁 구상으로 해양국(혹은 해양국 간판 보류) 폐지하고 성급 자연자
원청을 설치함. 따라서 중앙의 해양행정관리체제와 연결(对接)됨
∙ 랴오닝, 허베이, 장쑤, 저쟝, 푸젠, 광둥, 광시 등 성구(省区) 모두 이러한 모형을 취함.
지방 해양행정관리체제에서 광시를 제외하고 전문적 해양관리부문을 설치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기타 성시(城市)가 통과시켜 설치한 해양전략규획경제처, 해역해도관리처, 해
양예비경고감측처 등 내설 기구로서 해양행정관리 관련 기능을 수행함

80) 계획단열시는 성(省) 1급과 동등한 경제권한을 보유하고 행정예속 관계를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계획, 재정관리 등의 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 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선전, 샤
먼, 닝보, 칭다오, 다롄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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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계속

자연자원·규획
동일 중시 모형

∙ 이 모형은 규획을 자원과 동시에 부각시켜 규획자연자원국 혹은 자연자원규획청 등의
명칭으로 설치함. 중국 대부분의 시급, 현급 해양행정관리체제에서 이 모형을 실행하는
성시는 성(省) 1급상 지방 해양행정관리체제의 연속성과 일치성을 보장함
∙ 자연자원청 모형과 동일하게 내설(内设)로 통과된 해양경제규획처, 해역관리예비경고
감측처, 해역해도관리처 등 기구는 해당 관할구역의 해양사무를 관리함

자연자원·해양
동일 중시 모형

∙ 이 모형은 연해 성에서 활용되거나 기구 명칭에 해양국을 보류하여 1개 기구, 2개 간판이
란 구상을 실현하고 중앙 해양행정관리체제 개혁의 정신을 준수함. 예를 들어, 허베이
성은 자연자원청(해양국)을 설치한 것이 대표적임
∙ 혹은 자연자원청 소속으로 높은 규격의 해양관리부문을 설치하여 지방 해양사무를 총괄
함. 예를 들어, 산둥성 자연자원청은 해양전략규획경제처, 해역해도관리처 등을 설치하
지 않고 처급(处级)을 분산한 해양 내설기구임. 그리고 부청급(副厅级)을 설치한 산둥
해양국은 해당 관할구의 해양사무를 통일 관리함

2018년
이후

주: 王琪(2020b: 84-6)을 근거로 작성함

<표 4-11>에서 보듯 2018년 기구개혁 이전에는 해양·어업관리 상호
결합체제, 국토자원관리체제에 예속, 해양국 분국 및 지방해양행정관리
부문 결합체제였다.
한편, 기구개혁 이후에는 지방 해양행정관리는 상응하는 조정을 통해
중국 해양행정관리체에 부합하는 개혁을 하였다. 연해의 11개 성, 직할
시 및 자치구는 대략 세 가지 지방 해양행정관리체제 방식을 취했다(王
琪, 2020b: 84). 즉, 자연자원청 모형, 자연자원규획 동일 중시 모형, 자

연자원해양 동일 중시 모형을 취하고 있다.
표 4-12

지방 해양행정관리체제 모형

연해성 시구

성급 해양행정관리 기구

랴오닝

자연자원청

장쑤

자연자원청

저쟝

자연자원청

푸젠

자연자원청

광둥

자연자원청

광시

자연자원청

모형

자연자원청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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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계속

연해성 시구

성급 해양행정관리 기구

톈진

규획·자연자원국(规划与自然资源局)

상하이

규획·자연자원국(规划和自然资源局)

하이난

자연자원·규획청(自然资源和规划厅)

허베이

자연자원청(해양국)

산둥

자연자원청 소속으로 부청급(副厅级) 단위 산둥성해양국 설치

모형
자연자원규획(自然资源与规划)
동일 중시 모형
자연자원해양(自然资源与海洋)
동일 중시 모형

출처: 王琪(2020b: 85)

3) 지방정부의 해양행정체계 개혁 방향
중국 정부의 해양 관련 행정관리기구는 22개나 되고, 이들 해양행정관
리 직책의 중복은 주로 해안지대 자원의 개발이용 측면에서 발생한다. 해
안지대 개발이용의 종합관리 기구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薛桂
芳·于海涛, 2016: 443).

중국의 해양행정관리체계는 종합관리와 업계관리를 서로 결합하는 복
합관리체계를 시행하지만, 경제성장으로 이러한 ‘조괴’ 분할의 관리체계
는 이미 심각한 폐단을 드러낸다. 정부 해양관리의 복잡성과 종합성 그리
고 상황관리에 적응할 수 없어, 여러 해양을 관리하고 해양을 사용하는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해양행정관리체계를 어떻
게 효과적으로 연결할 것인가가 중국의 해양행정관리체계 개혁에서 시급
히 해결해야 하는 업무이다(薛桂芳·于海涛, 2016: 439).
이러한 해양행정관리체계는 관리대상의 경계 및 권리와 책임 배치에
서 모두 명확하지 않고, 해양행정관리의 총체적 계획에 기반을 두어 설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하고, 낙후되고, 중첩적인 해양관리체계의 특
징을 갖는 제도배치이다(薛桂芳·于海涛, 2016: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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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해양행정관리 사무는 주로 해안지대 국토자원의 정부관리
로, 주로 해안선의 보호·계획·개발, 연안 바다양식, 간석지 자원의 개발
이용, 간척조성지 등을 포함한다. 지방정부의 이들 해양행정사무는 중앙
정부의 해양행정사무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薛桂芳·于海涛, 2016: 442).
따라서 지방은 중앙정부 직능부문과 완전히 대응하는 정부기구를 설
치할 필요가 없고, 국가해양국(또한 농업부 어업국) 또는 상급 정부의 같
은 직능부문의 정부직능 배치를 완전히 따라할 필요는 더욱 없다. 해안지
대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정부 해양행정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기본 사
고방식은 해안지대 자원이용의 기능구역계획권, 개발경영권, 업계감독관
리권을 구분하는 것이다(薛桂芳·于海涛, 2016: 442).
薛桂芳·于海涛(2016: 442-3)는 지방 해양행정관리의 기구설치 및 그

직책의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개혁을 제시한다. 첫째, 해양국토자
원관리부문을 설치하여, 해안지대 국토자원의 사용계획, 심사비준, 기능
보호, 전문감독관리 등 일반적인 국토자원관리 사항을 책임지게 해야 한
다. 해안지대 국토자원관리는 해양종합관리의 직책을 더 많이 맡고, 해안
지대의 자원개발이용을 더 많이 지향한다. 관리기구는 ‘해안지대 관리청
(厅)(局)’을 명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정부의 직속기관일 수 있
고, 지방 국토자원관리청(국)에 예속한 정부 직속기관일 수도 있다. 기구
의 구성은 어업행정관리 직능을 벗긴 해양·어업청(국)을 기초로 한다(薛
桂芳·于海涛, 2016: 442).

둘째, 해안지대관리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해양종합관리로, 해안지대관
리청(국)의 기구 성격은 그가 해안지대 국토자원 개발사용의 정책결정과
집행기관이 아닌, 단지 국토자원의 감독관리기구인 것이다. 그 기본 업무
는 법률과 법규와 권위적인 해양기능 구분과 계획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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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것이고, 그 종합관리의 가치는 주로 행정 근거로의 법률과 법규의
가치 지향에서 구현되고, 부문이익을 초월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현실
에서, 해안대의 종합관리를 실현하는 것은 여러 부문의 협력과 협상 기제
를 필요로 한다. 경쟁성 해양자원 사용의 분쟁, 관련 해양사용 책임회피
등 문제를 해결하고, 각 해양 관련 행정관리부문의 협상과 조정을 추진하
기 위해, 지방정부 주관부문을 선두로 하여 ‘해양관리위원회’ 또는 ‘해양
업무영도팀’과 같은 조정기구를 설립한다. 그 구성원은 해안지대관리, 해
양·어업관리, 환경보호, 관광관리, 염업관리, 수리, 해사, 관광, 과학기술
및 교육 등 부문 책임자를 포함해야 한다(薛桂芳·于海涛, 2016: 443).
셋째, ‘대부제 개혁’의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 지방 해안지대 관리청
(국)은 지방 기존 해양행정관리기구 밖에서 또 하나의 직능부문을 설치하
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구는 해양·어업청(국)을 개편하고, 해양어업관리
를 농어업 부문에, 해상 교통운수 및 항구건설은 교통부문에, 해안 방호
는 수리부문에, 해안 도시와 농촌 건설은 도시건설부문에, 육지에서 온
해양오염의 예방과 처리는 환경보호부문에 귀속하는 등이다. 만약 대규
모의 기구재편이 어렵다면, 해양·어업청(국)의 간판을 보류하고, 해양지
대 관리청(국)과 직능을 통합하여 이행하고, 조직편제에서는 한 팀이면서
두 간판을 갖게 한다(薛桂芳·于海涛, 2016: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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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2)
앞서 중국의 해양거버넌스에서 중국공산당, 국무원, 각급 지방정부의
해양 관련 체계와 역할을 다루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중국 해양거버넌스에 핵심 행위자로 중국 해군과 중국해경, 해
상민병대 그리고 해양사회조직, 국제조직 등을 다루기로 한다.

1. 중국의 해군 및 해경
1) 중국 해군
(1) 해군의 중요성
유럽이 대외적으로 확장하고 제해권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해군의 중
요성은 널리 인정되고, 서구는 오랫동안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 해군을 건
설했고, 기술혁신과 해상전쟁을 통해 그 우위를 강화했다. 16세기 중엽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은 현대 해군의 기원일 뿐만 아니라, 이후 2세기 해
전의 주요 형식과 내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Lambert, 2003; 刘新
华; 刘新华, 2019: 15에서 재인용).

해군의 장비기술, 조직형식, 작전방식, 전략사상 등에서도 새로운 변
화가 등장했다. Modelski & Thomson(1989: 24)에 의하면 1500년 이
래 해권은 세계정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구성요소
이다. 16세기 초, 항해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글로벌 시대에 돌입했고,
글로벌 시대는 해양체계로, 이는 유럽의 확장과 식민지 공간을 제공했다.
해권은 글로벌 충돌에서 가장 중요하며, 해권은 대륙 간에 불가결한 요소
로 작동한다. 이로써 신흥 대국은 효과적이고 대외적으로 정치·군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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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전체 국제체계를 충분히 지배하게 했다(刘新华,
2019: 15에서 재인용). Nye(2002)는 과거 수 세기 5개 주요 국가에서,
서로 다른 역사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원칙을 제시했다. 그
는 이들 역량 자원이 비록 서로 다르지만, 군사역량 측면에서, 해군의 역
할이 유일무이한 것으로 보았다(刘新华, 2019: 15-6에서 재인용).
해양군사 영역 내의 제해권 쟁탈과 해군지상주의는 전형적인 ‘강권,
즉 공리(强权即公理)’의 ‘정글의 법칙’이다. 서구의 해외식민과 제국의 과
정에는, 종종 격렬한 해양 충돌과 전쟁이 수반되었다. 이러한 충돌과 전
쟁은 두 가지 유형으로 귀결된다. 하나는 서방과 비서방 간에서 나타나
며, 이 유형의 충돌결과는 모두 서방의 승리로 끝났으며, 비서방에 대한
서방의 우위를 쉽게 확립했다. 또 하나는 서방 국가 간 충돌로, 이 유형
충돌은 그들 간 치열한 경쟁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해외전략요지와
중요한 해상무역통로, 또는 식민지, 해외시장과 원료산지 등의 쟁탈과 경
쟁은 종종 대규모, 광범위, 오랜 해전으로 귀결되어 제해권 설정이 최종
적으로 누구에게 속하는 지를 결정했다. 수 세기의 쟁탈을 거쳐, 영국은
최종적으로 해양패권 지위를 얻었고, 국제해양질서를 주도했고, 인류 역
사상 “영국에 의한 평화(Pax Britannica)”의 시대를 열었다(刘新华,
2019: 17).
서방 국가들은 식민지와 주도권을 쟁탈하는 과정에서, 해군건설의 극
단적인 중요성을 심각히 인식하고, 해군지상이란 건설원칙을 만들었다.
해군지상주의(navalism)는 국가의 무장역량의 건설 중점이 해군에 있고,
해군건설이 최우선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전쟁에서 해권은
결정적 역할을 하며, 세계 영도권의 변화도 해권의 변동과 직접 관련된다
(Modelski & Thompson, 1988: 16-17; 刘新华, 2019: 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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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n이 해권론을 제기한 이후, 해군지상주의는 1890~1918년 사이
정점에 달했다(Ross, 2007; 刘新华, 2019: 17에서 재인용). Gilpin은 패
권국가의 경험을 종합하여 패권국가의 한 중요한 조건은 세계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해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고, “영국에 의한 평화”의 두 번째
주요 요소는 영국해군이 확보한 최고 지위라는 것이다. 기타 조건과 더불
어, 영국해군은 글로벌 정치에 대해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이
다”(Gilpin, 1981; 刘新华, 2019: 17에서 재인용).

표 4-13

해군역량이 고도로 집중된 연도

해군 군사력 집중률 50% 도달 및 초과 년도

해군 군사력 통제 50% 이상 도달 또는 초과한 국가

1494

영국

1502~44

포르투갈

1594~97

스페인

1608~19, 1624

네덜란드

1635~36, 1640~42
1719~23, 1809~12, 1814~34

영국

1843, 1854~57, 1861, 1868~69
1880~81, 1889~90
1944~

미국

출처: 刘新华(2019: 18)

글로벌 해양 관련 조약체계는 각 주권국가 간 해양 권리와 의무를 규
정한다. 이 조약체계는 대체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 서방 국가
간 제해권 쟁탈, 해양세력 범위 구분의 조약으로, 예를 들면 17세기 영국
과 네덜란드 전쟁 시기, 양측이 체결한 일련의 조약으로 영국은 해상무역
의 주도권을 확보한 것 등이다. ⅱ) 서방 국가 간 해양실력 균형을 위해
외교협상을 통해 체결한 조약으로,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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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가 워싱턴회의에서 체결한 「해군군비제한조
약(限制海军军备条约)」 등이다. 기타 「베르사유강화조약(凡尔赛和约)」 등
도 해군 관련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다. ⅲ) 해전 관련 측면에서 체결된 법
률법규 협약류의 조약체계인데, 주로 두 차례 헤이그 평화회의 기간
(1899년 및 1907년)에 체결된 해양 관련 측면의 여러 법규로, 해전의 수
단과 방식에 대해 제한을 가했다. ⅳ) 서방 국가들과 비서방 국가가 체결한
조약으로, 이 유형의 조약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조약에 속한다(刘新华,
2019: 17-8).

(2) 중국 해군의 역량
해양은 국가안전의 보호막이다. 현재 중국 국가안전에 조성되는 위협
은 주로 해양에서 비롯되며, 무장 충돌이 발생할 지역은 역시 해양이다
(万祥春, 2020: 198).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은 COVID-19 팬데믹 이후 심화
되는 가운데 중·러 간 전략적 연대 강화, 일본 등 각국의 군사력 증강 및
영향력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은 COVID-19 상황과 한
반도 비핵화 변수가 접목되어 역내 안보구도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을 높
이고 있다(국방부, 2020: 11).81)

81) 미중 간 전략 경쟁과 갈등이 정치, 경제, 군사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 중·일·러 간의 역학관계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불확실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COVID-19의 세계적 확산세와 남중국해에서
의 미국과 중국의 군사 활동으로 역내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힘을 통한 평화’ 기조아래 「국가
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Power)’으로 명시
하고 장기적·전략적 경쟁을 공식화하였으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
자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방예산을 지속 증액하여 아태지역 배치 전력증강, 재래식 전력강
화, 핵 억제능력 현대화,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등 군 현대화와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일본의 안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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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은 전략적·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과 일본, 러시아도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을 개관하면 <그림 4-3>과 같다(국방부,
2020: 12).

그림 4-3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

출처 : IISS(2020); NDAA(2020); 국방부(2020: 12)에서 재인용

중국은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중국몽(中國夢) 실현 로드맵
으로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기조 아래 사회
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2050년까지 ‘세계일류강군육성’을 통한 사회주의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위정책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
사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급변 하는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다차원 횡단 방위’ 개념을 심화한 ‘다차원 통
합방위력’ 구축을 통해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에서의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군
사력 현대화, 핵·우주무기 발전 등 국방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 내에서 중국과의 전략
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는 중거리 핵전력조약 폐기와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등
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국방부, 2020: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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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의 전면적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인류운명공동체’를 기반으로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9월 COVID-19 극복을 대내외에 선언하고, 체제 우
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국제사회 방역지원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국방부, 2020: 11).

그림 4-4

중국 군사체계

주: 여기에는 지휘체계가 아닌 국방부, 일반 장교, 군구, garrisons, sub-districts, People’s Armed Forces Department(이는
민병대 지휘함) 등은 표시하지 않음
출처: Office of the Department of Defense(2020: 34)

2019년 기준 중국은 ⅰ) 세계 최대 지상군, ⅱ) 세계 최대 해군(이미
미국보다 50척 함정 초과), ⅲ) 세계 최대 해경, ⅳ) 인도-태평양 최대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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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계 최대 하위 전략 미사일군, ⅵ) 세계 최대 및 최첨단 지대공 미사
일군(강력한 통합항공방어 아키텍처의 일부로서 육지와 해안 300해리까
지 커버), ⅶ) 세계 최대 해상민병대를 보유하고 있다(Sbragia, 2020).
중국은 세계 최대 해군 함정 350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미해군보다
적어도 48척이 더 많은 수치이다. 더욱이 인민해방군 해군은 소형 선박
의 소함대들도 운영한다. 총 350척의 전함은 130개 주요 수상전투력을
포함한다(Sbragia, 2020).
중국은 세계 일류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군의 현대화·효율화를 위해 군
체제·편제를 조정하고, 국방정책 및 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2015년 시진
핑 국가주석이 병력 30만 감축을 선언한 이후, 연합작전지휘기구 설립,
6개 군종(육·해·공군,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연근보장부대)으로의 전환,
7대 군구에서 5대 전구로의 재편 등 군 구조개혁을 완료하였다. 2019년
에는 합동작전지휘체계 개선 등 국방정책·제도 개혁82)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국방부, 2020: 14-5).
세계 최대 해군을 보유한 중국은 제한적인 역량을 가진 기존 세대의

82) 육군은 전략적 요구에 따라 ‘지역방위에서 전역작전형(全域作戰型)’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거 집단
군-사단-연대-대대에서 집단군-여단-대대로 작전지휘체계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작전능
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공군은 ‘항공-우주통합(天空一體)·공방겸비(攻防兼備)’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기경보·공중타격·항공방어 능력 등을 향상시키고 있다. 원거리 작전능력 제고 와 공격임무 수행을 위해
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등 전력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로켓군(火箭軍)은 ‘핵 및 재래식 미사일 능
력 겸비 및 전 지역 억제’를 목표로 핵 억제·반격능력과 중장거리 정밀타격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전력화를 추진 중이며 극초음속 비행체(HGV)를 탄
두에 탑재 가능한 신형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는 등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대응한 신
형무기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전략지원부대는 항공·우주, 사이버작전, 정보수집, 전자·심리전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군과 민간의 접점 분야인 인공지능(AI), 무인기·무인시스템,
정보과학기술, 네트워크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의 우수기 술 흡수 및 국방과학역량 강화, 해외 첨
단기술 획득 등 군민융합에서의 심층적 발전을 강화하고 있다. 연근(보급·병참)보장부대는 군수지원 관련
중앙집권적 지휘와 전구작전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창설되었으며, 우한 연근보장기지에서 연근보장업무
를 총괄하면서 부대 전략기동을 지원하고 있다. 5개 전구 지역에 위치한 5개 보장센터는 책임작전 부대에
대한 근무지원을 담당한다(국방부, 20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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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대체하고 대규모의 현대 다용도 전투에 유리한 현대적이고 유
연한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중국 해군은 고도화된 대함, 대공, 대잠
수함 무기와 센서를 구축한 최신 다용도 플랫폼을 추진 중이다(Office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2020: ⅶ).

그림 4-5

중국의 주요 해군전구

출처: Office of the Department of Defense(2020: 49)

최근 중국은 역내 영향력을 확장하고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
유작전, 대만과의 협력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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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고 있다. COVID-19 상황에서도 남중국해 인근 초계활동, 태평양
원해훈련 등 군사활동과 파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등 주요 협력국과의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2019년 러시아와의 관계를 ‘신시대 전면
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을 계기로 연합 군사훈련의 점
진적 증가와 전략적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예상된다(국방부,
2020: 15-6).

(3) 중국 해군의 문제와 전망
① 중국 해군의 취약성
중국은 세계에서 육지와 바다의 인접국이 가장 많은 국가여서 모든 구
역의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군사안전 문제 역시 매우 험준하다. 21세기
에 중국 군사안전의 총체적 현상은 “육지는 완화되고, 해양은 위기(陆地
缓和, 海洋危机)”라는 점이다(万祥春, 2020: 196-7).

해양에서 중국은 황해, 동해, 남해를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
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6개 국가와 인접하고, 베트남과 북한은 중국과
바다와 육지 모두 접한다. 중국 주변 해양을 보면, 중국 내해로 분쟁 여
지가 없는 발해를 제외하고, 기타 해양은 인접국가와 분쟁이 가중되고 있
다. 이러한 분쟁 국가들은 계속해서 해군을 확장하고 선진 군함 등의 무
기장비를 구매하여, 중국 주변 해역은 낮은 수준(低等程度)의 해군 군비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万祥春, 2020: 197).
중국인민해방군해군은 1949년 창설 후, 오랜 기간 하천유입 해구 근
처의 “黄水海军” 수준이었다. 1980년 대륙간유도탄 시험 임무를 순조롭
게 완수하기 위해 중국 해군은 항행보호를 편대하여 열도를 통과하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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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태평양 깊은 곳까지 항행해 “세계화 전략(走出去)” 능력을 구비하
기 시작했다. 2002년 중국은 함정배치를 통해 처음으로 세계일주 항행을
완수하고, 원양 임무수행 능력을 점차 구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수의
중국 군사전문가가 인정하듯, 현재 중국 해군은 여전히 전형적인 근해방
어형 해군이라 한다(万祥春, 2020: 198).
万祥春(2020: 198-9)은 중국 해군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중국 해군이 주목하는 중점구역은 여전히 근해 범위 내이다.
예를 들어, 대만해협, 동해해역 등이다. 중국 해군의 작전훈련 역시 통상
이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둘째, 중국 해군은 여전히 “해안을 기지로 삼
는(岸基)” 역량의 엄호에 과도하게 의지하여 충분한 보급과 방어 역량이
낮다. 중국 해군 편대는 해안을 기지로 삼는(岸基) 항공병의 보호를 탈피
하기 어려워서 대양에서 독립적으로 고강도 작전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
다. 세계 해양대국과 비교해 중국 해군 실력은 상대적으로 약세이며, 해
외기지가 없어서 함정의 원양보급이 어렵고, 병사들의 경험이 부족한 현
실이다. 그러나 중국 해군이 더욱 부족한 것은 실천과 믿음이다. 현재 역
사는 중국 해군에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은 반드시 이 계기로 원양작전
종합능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중국 해군은 해외보급기지가 없어서 “해
안선에 멀리 떨어진 대양(蓝水)”으로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중국 해군
은 “해안을 기지로 삼는(岸基)”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문하여 정박할
‘우호’ 항구가 없다는 점이다. 넷째, 중국 해군의 공과(工科)기술이 최근
상당한 진보가 있었지만, 시스템 문제는 여전하다. 선진 항공발동기 및
통제기술, 잠수용핵반응 및 연료전지기술 등이 러시아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미국에 비해 훨씬 낙후되어 있다. 특히, 대형 군함, 항공모함의 과
학기술 능력 및 경험이 매우 낮다. 중국 해양 군공(军工) 과학기술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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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돌다리를 두드려 가는(摸着石头过河)” 수준이다.
② 중국 해군의 전망
중국 해군은 근해에서 일체화 행동능력을 빠르게 제고하고 있다. 중국
의 3대 함대인 북해함대, 동해함대와 남해함대의 전체 규모는 이미 비교
적 크지만, 많은 함선의 설비가 낡고 정보화 수준이 낮아 새로운 시대의
작전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 3대 함대에서 원양작전에 부적합한 중소형
함정은 근해작전의 주요 역량이 될 것이다. 전구(战区)와 전구 해군의 성
립에 따라 3대 함대의 조직은 해체될 가능성이 크고, 해군의 독립성은 다
소 낮아질 것이다. 근해방어 역량의 주요 발전 방향은 바로 정보화 수준
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다. 해군은 공군, 로켓군과 육군 등 다른 군과의
통합을 강화해야 하며, 지휘작전체계를 일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해
방어 작전체계를 세워야 한다. ‘그때가 되면 기지 지원과 전방 전개를 결
합하고, 점차 대륙, 섬과 암초, 역량에 의한 전개를 뒷받침하는 대지역 해
상작전체계를 구축하여, 대륙에서 장거리 타격능력, 근해 주전력, 도서
전방역량과 원해 기동역량으로 구성된 합성, 다기능, 효율적 해상작전역
량체계를 구축할 것이다’(舰船知识, 2017: 28; 이진성·이희정 역, 2021:
179에서 재인용).
해군건설은 절대 육군의 건설 사고를 이어갈 수 없고, 연안방어 근해
경비에 의지해서는 오늘날 직면한 국면을 상대할 수 없다. 지상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해군의 기동우위를 발휘하여 대양에서 종심 깊이 위험
의 근원을 파괴하고 상대를 위협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근해에서 바다 연
한 대륙까지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중국에 미국과 같은 세계 해군을 가
질 필요는 없지만, 중국 해군도 적절한 전 세계 작전능력이 필요하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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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지역 해군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刘中民, 2005; 이진성·이희정
역, 2021: 181에서 재인용).
胡波(2018)는 중국 해군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을 제시한다. 즉, ⅰ) 항

공모함을 개발하고, ⅱ) 수중전력과 수중전을 고도로 중시해야 하고, ⅲ)
해외 군사보급기지 건설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고, ⅳ) 해군 전통
과 상무정신을 길러야 한다(이진성·이희정 역, 2021: 183-194에서 재인
용)는 것이다.
刘笑阳(2019: 239) 역시 중국 해군 발전을 위해 다음을 제시한다. 안

전 측면에서, 해상 역량강화를 기본으로 확보하고, 동시에 전통안전과 비
전통 안전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전통 안전 문제에 대해, 해양강
국전략의 핵심은 우월적 해군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해
군건설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방지출 중 해군의 비중을
높여 세계 일류의 현대화 해군건설을 해양강국건설의 중요한 지표로 삼
아야 한다. 둘째, 근해방어의 작전체계를 더 한층 공고히 하여 원해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원해와 근해의 해상안전을 동시에 고려한다. 셋째,
동시에 작전보장 장비를 발전시키고, 4세대 장비를 핵심으로, 3세대 장
비를 주체로 하는 장비체계를 빠르게 구축한다. 해군의 지휘 구조를 최적
화하고, 지휘 등급을 적당히 줄이고, 지휘 효율을 높이고, 나아가 항공모
함 전투군을 기초로 하는 해양전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국제해양
안전 협력과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고, 해외 문제 대응에서 해군의 즉시
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고, 해외 보장기지 설치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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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인민무장결찰부대: 중국해경국
(1)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중국인민무장경찰해경총대(The Chinese People’s Armed Police
Force Coast Guard Corps)는 중국인민무장경찰 부대 소속의 총대로,
대외적으로 중국해경국(China Coast Guard Bureau)이라고 칭하며, 해
상 권리수호와 법집행 직책을 통일적으로 이행한다.
2013년 국무원은 국가해양국을 재편하여, 국가해양국은 중국해경국의
명의로 해상 권리수호와 법집행을 전개하고, 해경 부서(队伍)를 통일적으
로 지휘하고 배치하여 해상 권리수호와 법집행 활동을 전개했다. 2018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국가해양국에서 영
도·관리하는 해경부서를 무경부대에 예속을 이전하여, 중국인민무장경찰
부대 해경총대를 편성했다.
중국해경국은 「당과 국가기관 개혁심화 방안」과 「무경부대 개혁실시
방안」(2017년 12월 27일)의 정책결정에 따라 배치된 것이다. 해경부서
전체는 중국인민무장결찰부대의 영도지휘에 속하고, 중국인민무장경찰부
대해경총대(海警总队)를 조정·편성하여 중국해경국으로 칭한다. 해상권
리수호 법집행 직책을 통일적으로 이행하게 하기 위해, 제13기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8년 6월 22일에 「중국해경국 해
상권리수호 법집행 직권 행사에 관한 결정」(2018년 7월 1일부터 실행)을
통과시켰다(金永明, 2019: 27).
위와 같은 결정에 근거하여 중국해경국에서 해상권리수호 법집행의
직권을 두 가지 측면에서 행사한다. 첫째, 해상권리수호 법집행 직책을
이행한다. 즉, 해상위법범죄활동소탕집행, 행상치안수호와 안전보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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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원개발이용, 해양생태환경보호, 해양어업관리, 해상밀수(缉私) 등의
법집행 임무를 포함하고, 지방 해상법집행 업무를 조정·지도한다. 둘째,
해상위법범죄활동소통, 해양치안수호 및 완전보위 등의 임무를 수행하
고, 법률이 규정한 공안기관에 상응한 법집행 직권을 행사한다. 또한, 해
양개발자원개발이용, 해양생태환경보호, 해양어업관리, 해양밀수 등의
임무를 집행하고, 법률이 규정한 관련 행정기관 상응한 법집행 직권을 행
사한다. 중국해경국과 공안기관, 관련 행정기관과 법집행 협조 기제를 구
축한 것이다(金永明, 2019: 27).

(2) 개편 과정
①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2013년 국가해양국 시기
2013년 국가해양국을 재편하기 이전, 중국 해상에서 행정 법집행 권
력을 갖고 있는 부분은 해감, 해사, 해관, 어정과 공안변방 등이었다. 이
런 상황을 “다섯 마리 용이 바다에서 소동을 일으킨다(五龙闹海)”라고 불
렸다. 해양 관련 기관은 각각 해양, 교통, 해관, 농업, 공안, 환경 등 체계
에 예속되었다. 각자의 관할 영역은 해양의 사용, 해상선박과 건축물안
전, 어업, 환경보호 등을 포함한다. 각 부문 분업은 비록 대체로 명확하지
만, 직권상 여전히 일정한 중복이 존재한다. 여러 부문이 관리하여 “해양
관리”, “해양사용”의 구체적인 업무에 많은 불편을 낳았다. 대외적으로
해양권익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 부문이 동시에 해양관리를 하
게 되어 국가가 해양사업에 투입한 자원(인력, 재력, 장비, 기반시설 심지
어 행정자원)을 분산시켜, 중국 해양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막지 못
했다. 이러한 수동적인 국면에서 해상역량을 통일하고, 중국해안경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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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대한 신속히 건설해야 한다는 호소가 더욱 강해졌다(邢丹, 2013:
15-18).
2013년 3월 1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국무원
기구개혁·직능전환 방안」을 심의·통과시켜 국가해양국 재편을 결정했다.
즉, “기존 국가해양국 및 그 중국해감, 공안부 변경해경, 농업부 중국어
정, 해관총서 해상밀수조사 경찰의 부서와 직책을 통합해 국가해양국을
재편하고, 이를 국토자원부에서 관리케 하였다. 주요 직책은 해양발전계
획의 초안작성, 해상 권리수호와 법집행 시행, 해역사용과 해양환경보호
의 감독·관리 등이다. 국가해양국은 중국해양국의 명의로 해상 권리수호
와 법집행을 수행하되, 공안부 업무지도를 받았다”(中央政府门户网站,
2013.3.15).
②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2018년 무경부대 예속
2018년 6월 22일, 당의 19대와 19기 3중전회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원회 제3차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 중국해경국 해상 권리수호와 법집행 직권에 관한 결정」을 통과
시켜 당중앙이 비준한 「당과 국가기구 개혁심화 방안」과 「무경부대 개혁
실시 방안」의 결정배치에 따라, 부서 전부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영도
와 지위로 이전하고,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를 조정·구축하여,
중국해경국으로 칭하고, 중국해경국에서 해상 권리수호와 법집행 직책을
통일적으로 수행토록 한다(中国军网, 201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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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국 본국 기구

해경사
(해경사령부,
중국해경지휘
센터)

인사사
(해경정치부)

(직능) 해양 권리수호와 법집행의 제도와 조치 초안을 조직·작성하고, 법집행 규범과 절차 초안을 세우
고, 해경부서를 통일적으로 지휘·배치하여 해상 권리수호와 법집행 활동을 전개하는 구체적인 업무
를 담당하고, 해경업무 건설계획, 기획을 조직하여 편제하고 실시하고, 해경부서 업무훈련을 조직·
전개하는 등
(부문설치) 종합처, 법제처, 배치지휘처, 유권순항처, 치안처, 형사수사처, 밀수처(缉私处), 어업집법
처, 어업조사처, 자원환경집법, 해역집법처, 해도집법처, 훈련도사처, 정보처, 통신처, 근무관리처
(직능) 기관과 직속단위의 인사관리, 기구편제, 교육훈련업무를 맡고, 해양인재집단 건설계획과 정책
초안을 수립. 해경부서 당의 조직건설, 간부집단 건설의 정책규정을 조직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사상
정치업무 전개를 지도하고, 해경부서 간부심사, 임명과 해임 등 업무를 맡음
(부문설치) 종합처, 간부1처, 간부2처, 기구편제처, 인재교육처, 현역처, 정치업무처

재무장비사
(해경병참보급
장비부)

(직능) 기관과 직속기관 예결산, 재무, 국유자산관리를 맡음. 해경부서 기반건설, 방비와 후방공급 건설
의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조직하여 실시하고, 경비, 물자, 장비 기준 및 관리제도 초안을 세우고, 장비
물자 구매를 조직·실시
(부문설치) 종합처, 예산처, 재무처, 자산구매처, 부동산기본건설처(基建房产处), 함선관리처, 항공관
리처, 장비운송처, 군수위생처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북해해구 지휘부(중국해경국 북해분국)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동해해구 지휘부(중국해경국 동해분국)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남해해구 지휘부(중국해경국 남해분국)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랴오닝 지대(랴오닝 해경국)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톈진 지대(톈진 해경국)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허베이 지대(허베이 해경국)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산둥 지대(산둥 해경국)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장쑤 지대(장쑤 해경국)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상하이 지대(상하이 해경국)
중국인민무장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저장 지대(저장 해경국)
경찰부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푸젠 지대(푸젠 해경국)
해양경대 직속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광둥 지대(광둥 해경국)
해구분국과 지방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광시 지대(광시 해경국)
해경지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하이난 지대(하이난 해경국)
중국해경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제1지대(중국해경국 직속 제1국)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제2지대(중국해경국 직속 제2국)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제3지대(중국해경국 직속 제3국)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제4지대(중국해경국 직속 제4국)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제5지대(중국해경국 직속 제5국)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제6지다(중국해경국 직속 제6국)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제1항공대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제2항공대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제3항공대대
중국인민무장
경찰부대
해경총대
해경업무소
(현급)

중국해경은 처음으로 구역을 나누어 해경업무소(海警工作站)(县级)을 설치하고, 해상법집행 역량 전
지역 분포를 실현하여, 해상 법집행 능력을 향상시킴. “해경업무소는 중국해경이 가장 최근에 설치한
현급 행정 속지 해상 법집행기구임. 인원장비와 각종 배치재조정을 빠르게 조정하고, 임무구역(任务区)
및 직책을 다시 과학적으로 구분함. 함선과 법집행 장비를 강화하여, 법집행 능력을 대폭으로 향상함”
(百家号-澎湃新闻, 2019.6.28)

주: 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海警总队(검색일, 2021.9.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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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경법 제정에 따른 기구와 직책
2021년 1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회 상무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해경법」(이하 「해경법」으로 약칭)이 통과되었다. 이는
해상 권리수호와 법집행과 해경 법치건설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법률이다(张保平, 2021: 5).
우선, 법률개념이 된 ‘해경기관’은 「해경법」에서 핵심적인 지위에 있
다. 「해경법」은 해경으로 인하여 입법한 것이고, 관련 제도는 해경을 위
해 설립한 것이다. 「해경법」은 해경기관의 함의를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
라, 해경기관이 중국해경국 및 그 해구 분국과 직속국, 성급 해경국, 시급
해경국, 해경업무소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각급 해경기구 사이
의 영도와 피영도 관계 및 관련 국가기관과 해경기관, 해경기관과 지방정
부 해상 법집행 부서가 해상권리수호와 법집행 측면에서 업무지도와 조
정지도 관계를 명확히 했다(<그림 4-6>)(张保平, 2021: 12).

해경기구의 직책임무 관계

그림 4-6

중국해경국
무장해경부대

해경기구
성급 해경국

권한수호 법집행

시급 해경국
방
위
작
전

해
상
안
전
보
위

해구분국

해
상
행
정
집
법

해
상
범
죄
수
사

해
상
무
력
사
용

국
제
협
력

해경업무소(站)

직속국

직속국
예속단위

해상법집행감독·보장
출처: 张保平(202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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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수호와 법집행’은 「해경법」의 또 하나의 핵심개념으로, 이 개념이
처음으로 입법된 것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에서다. 「해경법」은
재차 ‘권리수호와 법집행’을 해당 법의 핵심개념으로 하였다. ‘권리수호
와 법집행’의 내용에는 해상안전보위, 해상행정법집행, 해상범죄수사, 해
상법집행 국제협력 등이 명확히 포함되었다. ‘해경기관’과 ‘권리수호와
법집행’ 두 가지 핵심 범주를 둘러싸고, 「해경법」은 상대적으로 완전하
고, 체계적인 개념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한 것이다(张保平, 2021: 12).

2. 중국의 해상민병대
1) 중국 해상민병대 구성
2013년 시진핑 주석이 남중국해에 행정적 권한을 갖는 하이난 성을
방문한 계기로, 지방 어선함대를 전국적인 해상민병대 단위로 적극적으
로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해상민병대는 중국의 “인민해방군 법집행 민병
공동방위” 역할을 하며, 해상주권의 방어전략을 위한 진정한 제3군대
(The Third Army)로 만든 것이다(National Defense, 2013; Luo &
Panter, 2021: 12에서 재인용).
중국은 해상민병대(Maritime Militia)를 정규 직업을 갖고 있는 민간
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무장조직으로 정의한다. 이는 중국 군대의 한 구성
요소이며, 인민해방군의 보조 및 예비역 역할을 한다(Central Military
Com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0; Luo &
Panter, 2021: 11-2에서 재인용).
해상민병대는 인민해방군 해군(PLAN) 및 중국해경(CCG)과 분리된 조
직이다.83) 이들은 인민해방군 및 중국해경에서 훈련을 받으며, 해양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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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직업을 가진 시민이다(Cole, 2010; Luo & Panter, 2021: 12에
서 재인용). 민군으로 구성된 해상민병대는, 중국 입장에서, 중국의 해양
영토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배치될 수 있다. 해상민병대를 활용함으로써
군사개입과 연관될 수 있는 정치적·외교적 파장(ramification)을 최소화
할 수 있다(He, 2013: 36-7; Luo & Panter, 2021: 12에서 재인용).

그림 4-7

2000년 이후 중국 해양 군사력 증강

주: US Coast Guard, US Marines, and the US Navy(2020)
출처: Luo & Panter(2021: 12)

2) 중국 해상민병대 역할
인민전쟁의 관점에서 주요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민병대는 현대 중국

83) 2016년 인민해방군의 조직개편에 따라 국가방위동원부(NDMD)가 중앙군사위원회 아래 설치되어 省 수준
군구를 감독하고 동원 업무를 포함한 인민해방군의 영토행정을 맡는다. NDMD의 수장은 국가방위동원위
원회(NDMC)의 총서기(secretary general)로 임명되며, 중국 수상 및 국방장관은 각각 국장(director) 및
부국장(deputy director)으로 봉사한다(Blasko, 2012: 40-1; Clemens & Weber, 2019: 199-200; China
Daily, 2016.11.25; Luo & Panter, 2021: 12에서 재인용). 게다가 NDMC 라인에서 국가국경해안방위시
스템위원회는 또한 이중적 민관 리더십에 종속되며, 국가에서 지방 수준에 이르기까지 운영되는 자체 지휘
체계를 가지며, 민병행정, 동원 및 국경방어를 위한 책임을 공유한다. 권한 계선 간에 중요한 교차
(crossover)가 있다(Erickson & Kennedy, 2016; Luo & Panter, 2021: 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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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계획상, 전쟁 시 보안 및 물류 기능을 수행하고 인민해방군을 지원하
는 업무를 맡는다(Blasko, 2012: 29; Luo & Panter, 2021: 12에서 재
인용). 이들은 국경순찰, 감시, 정찰, 해상교통, 수색과 구조, 전쟁시 해군
작전을 지원하는 보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Cole, 2010; Luo & Panter,
2021: 12에서 재인용).
해상민병대의 강점은 ‘부인(deniability)’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즉, 해상민병대 선박을 통한 부인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중국의 해군이
나 해경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동시에 외국의 민간 선박 및 전함을 괴롭히
고 위협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Kennedy & Erickson, 2017;
Luo & Panter, 2021: 16에서 재인용).
약소국들은 중국 정부와 연계된 이들 중국 어선, 즉 해상민병대와 연루
되기를 주저할 것이다.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도 이들 어
선이 중국 정부와 연관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식별하기도 쉽지 않기 때
문에 이들 어선들과 대치하기를 꺼리게 된다(Luo & Panter, 2021: 16).
이들 어선들이 단지 민간 경제 행위자로 비(非)도전적으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분쟁지역에서 이들의 존재 자체는 중국 해양 주장을 공고히 하
는데 매우 유용하다(Luo & Panter, 2021: 16). 즉, 민병대는 남중국해
에서 중국 해양 주장을 내세울 때 효용성이 아주 크다. 매우 민감한 사건,
가령 2009년 USNS Impeccable 괴롭힘, 2012년 Scarborough Shoal
교착상태, 2014년 HD-981 충돌 등에서 특히 그러하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20; Luo & Panter, 2021: 12에서 재인용).
또한, 중국은 외국 간섭에 대항하고, 해양 주장을 견지하고, ‘회복
(rejuvenation)’을 위한 대전략(Grand Strategy)이란 핵심정책을 추진할
때 해상민병대를 활용한다. 중국공산당 역시 이를 국내 정당성의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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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다. 사실, 해상민병대의 무력(forces)을 유지하는 데는 최소한의
기금·조직·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Luo & Panter,
2021: 16).
그러나 해상민병대를 ‘부인할 무력(a deniable force)’(민간선원과 이
중적 활용 기술)으로 활용할 경우, 사건을 증폭시킬 위험성이 커질 수 있
다. 이는 독소적인 이중성을 띤다. 즉, 해상민병대를 ‘그럴듯한 부인’ 전
략으로 활용하고, 분쟁시 핵심 이해관계자로 활용할 상당한 유인을 갖지
만, 이런 운영이 더 빈번할수록 통제력을 잃게 되고 미군함과의 긴장 가
능성을 더 높일 것이다(Luo & Panter, 2021: 16).

그림 4-8

2000년대 이후 해상민병대 관련 언론 기사 빈도

주: Luo 작성
출처: Luo & Panter(2021: 13)

중국이 해양 주장을 할 때 해군함선 대신에 해양 법집행 및 어선을 활
용한다면, 비록 군사충돌의 가능성을 피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해양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경우, 미중 간 위기관리를 더욱 복잡하게 할 수 있다
(Luo & Panter, 2021: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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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해상민병대 문제
해상민병대가 인민해방군 해군 및 중국해경에 보조하는 제3군대로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데 유용하지만 여러 문제85)가 있다. Luo &
Panter(2021)는 해상민병대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확대
되는 해상민병대에 대한 통제가 육군 기반 군대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이
다(Erickson & Kennedy, 2016: 10; Luo & Panter, 2021: 12에서 재
인용). 둘째, 현역으로 운영되는 중국해경 혹은 인민해방군과 해상민병대
간의 지휘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불명확하다(Clemens & Weber, 2019:
206; Luo & Panter, 2021: 12에서 재인용). 인민해방군 사령관 및 장교
들이 지적하길, “해상민병대를 어떤 경우에, 어떤 권한을, 어떤 형태를 통
해서 참여시키고 그 무력(militia forces)을 누가 지휘할 것인지, 그리고
해상민병대를 위한 지출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모호하다는 것이
다. 이러한 불확실성 상황에서 일부 인민해방군 사령관은 해상민병대의

84) 가장 심각한 사건의 하나는 1999년 미공군이 Belgrade 중국 대사관에 폭격하여 세 명의 신문기자를 죽인
경우이다. 그 폭격이 의도된 것이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중국에서 폭력적인 반미 시위를
촉발하였다(Campbell & Weitz, 2006: 327; Luo & Panter, 2021: 11에서 재인용). 중국 어선이 개입된 위
기관리는 해상민병대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Luo & Panter, 2021: 11).
85) 군사 수단으로써 해상민병대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Luo & Panter, 2021: 16). 첫째, 기금
측면에서 단위, 선박, 성 정부 간에 걸쳐 기금체계가 비체계적이고, 상이한 예산 채널에 의존하고, 보조금
확보를 위한 상이한 인센티브 구조를 갖고 있다. 심지어 지역에 따라 기금이 확보되어도 다른 부문에서의
예산제약이 있기 때문에 장비 표준화를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예산 고갈은 또한 훈련 기회를 축소하고 무
력 간 전문성 불일치를 초래하여 사건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Luo & Panter, 2021: 16). 둘째, 지휘와 통
제 측면에서, 전략적·운영적·전술적 지휘 및 통제가 성 정부 및 개별 선박에 걸쳐 불일치한다. 구조적인 지
휘체계, 관료적 경쟁 등이 여러 계선에 따른 권한 충돌에서 발생한다. 해상민병대 통제 문제는 결국 재정적
인 것이다. 조업행위 대신에 민병대 활동 참여를 촉진하려는 민병 개별 단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시장
화는 통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반면, 해상민병대에 대한 지휘 및 통제를 취약하게 하는 것은 전투력을 약화
시키지만, 민병대의 핵심 장점인 ‘부인성(deniability)’을 높일 수 있다(Luo & Panter, 2021: 16). 셋째, 전
투력 측면에서, 어선은 본질적으로 전통적 군사작전에서 취약한 무력이다. 어선은 규모가 작고 고속 기동
을 위한 추진체 설계가 결여되어 있다. 해상민병대가 배치될 때 기어와 네트를 ‘홀수선 위의 현측(topside)’
에 탑재시키기 때문에 어선의 기동성을 제약한다. 다만, 어선이 해군 발포력에 쉬운 표적이 될 수 있지만,
비대칭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점이다(Luo & Panter, 202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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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통제, 협조 구조를 보다 더 체계화할 것을 주장한다(Wang &
Wang, 2013: 54-5; Xu, 2014: 75; Luo & Panter, 2021: 13에서 재인
용). 셋째, 예산 부족도 훈련, 행정, 배치, 해상민병대를 복잡하게 한다.
2010년대 중국 국방예산의 약 2~3%가 민병대 훈련 및 장비에 지출되었
고, 지방정부에서 추가 기금이 지출되었다(Blasko, 2012: 29; Luo &
Panter, 2021: 13에서 재인용). 지방 기금은 중앙정부의 지출 격차에 대
한 보상인데, 턱없이 부족하다. 2014년 하이난성이 발행한 지침은 성,
현, 시, 지급 정부 각각은 성의 해상민병대 지출의 50%를 책임진다.
2014년에 성 정부는 해상민병대를 위하여 28백만 위안을 지정하였다.
이는 해상민병대, 채용, 행정, 훈련, 배치 등에 드는 비용에 비하면 소액
에 해당된다(Wang & Chen, 2014; Luo & Panter, 2021: 13에서 재인
용).86) 넷째, 불명확 지휘체계와 배치, 기금 문제, 중국 어부에 대한 미흡
한 통제 등으로 중국 당국이 남중국해에서 어부들을 통제하는 정도를 평
가하기도 어렵다. 일부 어부는 회색지대 운영에서 중국해경 및(또는) 인
민해방군을 지원하며, 해상민병대는 군인과 민간 선원이라는 이중 정체

86) 2014년 추계에 따르면, 50톤 어선을 위한 1주일 훈련 비용은 승무원 숙식과 상실 소득을 위한 보상으로 10
만 위안이 소요된다(Liao et al., 2014: 14-5; Luo & Panter, 2021: 13에서 재인용). 재정적 부담을 분담하
기 위한 일반적 관행은 “민병대를 사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Xu, 2014: 65-6; Kou &
Feng, 2016; Erickson & Kennedy, 2016: 12; Luo & Panter, 2021: 13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중요한 장애로 작용한다. 2017년에 저장성 군 휘하 군구아래 있는 닝보 군 휘하 군구(Military
Subdistrict)의 사령관은 인민해방군 전문 잡지 National Defense에 기금을 담보할 공식 채널이 없다고 불
평하였다. 해상민병대는 과제에 배정될 때 기금은 현이 일부 지불하고, 시가 일부 보상하고, 성이 일부 보조
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지적한다(Qin, 2017: 81; Luo & Panter, 2021: 13에서 재인용). 이는 “더 많은 과제
를 수행하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 제약으로 지방 당국은 베이징에 더 많은 예산
을 위해 로비를 해야만 한다. 지역들은 또한 중앙정부 자원의 유출은 지방 어업 경제에 편익을 줄 기회로 간
주한다(Luo & Panter, 2021: 13). 가령 하이난성은 베이징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지방 어선을 업그레이드
시켜 ‘어업을 통한 주권 권리’라는 깃발 아래 현대화된 강철 선체를 증가시켰다(Wong, 2018: 749-51;
Zhang & Bateman, 2017: 295-9; Luo & Panter, 2021: 13-4). 2017년 회계연도에 성 정부는 베이징으로
부터 이전지출로 18.01조 위안을 받아 “해양행정을 위한 성 정부 지출”을 맡았다(Department of
Finance, Hainan Province, 2018.1.26; Luo & Panter, 2021: 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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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활용하여 ‘그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bility)’을 이용할 수 있
다. 그러나 해상민병대에게 전문적 훈련을 제공하거나 혹은 인민해방군
해군 및 중국해경과 밀접한 협업을 통해서 기만적인 미션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응집된 실체로 설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중국, 미
국, 일본, 싱가포르가 해상민병대를 유사하게 성격 짓듯이 조정력은 기껏
해야 ‘느슨하고 산만하다.’ 상당한 수준의 조정과 상호운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Luo & Panter, 2021: 15).87)
따라서 인민해방군 장교와 전략가들은 민간과 군인이라는 지위를 가
진 해상민병대가 외국 선박과 마주치게 될 때 이점보다는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한다. 인민해방군 국가방위대학의 한 학자는 “만일 민병대가
해상권리 보호운영에서 무력을 사용한다면 이는 법집행행위 혹은 군사행
동, 혹은 전쟁 이상의 행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Yang & Geng,
2017: 30; Luo & Panter, 2021: 15에서 재인용).
Sansha MSD의 정치부서 국장은 민병대의 부적정한 “정치적 인식” 및
전문가주의는 민병대원들이 “남중국해 권리와 이익투쟁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민병대가 정치적·조직적 규율을 엄정히
준수하고, 민병대의 권리보호행동을 규제하고, 갈등, 증폭, 외교적 다툼
을 회피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Yang, 2015: 44-5; Luo &
Panter, 2021: 15에서 재인용).
남중국해를 넘어서 미국방부는 해상민병대가 2016년에 센카쿠 열도
근해, 즉 중국, 일본, 대만 간에 주권 충돌이 존재하는 동중국해의 무인도

87) Luo & Panter’s interview, Haikou, July 2017; author’s interview, Washington, DC, June 2018;
author’s interview, Tokyo, August 2018; author’s interview, Singapore, Augu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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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규모 침범을 하였다고 본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20: 71; Luo & Panter, 2021: 15에서 재인용). 그러나 일본 국방 및
외교 정책공동체의 일부 구성원은 중국이 미래 센카쿠 상황에서 어선을
활용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해상민병대는 남중국해보다 동중국해에서 훨
씬 적게 목격할 것이라고 주목한다.88)89)

4) 중국 해상민병대 평가
중국은 국방동원 능력 강화를 위해 민병구조를 개선하고 동원역량 확
충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상민병대가 긴급 상황 및 전시대비 준
군사조직으로서의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예비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해상민병은 정찰·위장·양동작전·군수지원 등 군사작전 수행이 가
능한 활동 역량과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국방부, 2020: 15).

3. 중국의 해양사회조직
1) 중국 해양사회조직
(1) 해양사회조직의 이해
우리나라나 서구의 경우, 해양 환경 등과 관련된 수많은 NGO 등이 활
동하며 공공의사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서는 NGO 등을 사

88) Luo & Panter’s interviews, Tokyo, August 2018; Katsuya Yamamoto, “The East China Sea: Future
Trends, Scenarios, and Responses,” in Erickson and Martinson, China’s Maritime Gray Zone
Operations, 325.
89) 중국과 일본의 국제적 위기, 예를 들어 중국의 저인망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 두 척
간 충돌에서 중국 민병대보다는 술에 취한 중국 선장이 그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후에 밝혀졌다
(Green et al., 2017: 72; Luo & Panter, 202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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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조직90)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해양 관련 사회
조직은 무엇이고, 의사결정에는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리고 사회조직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吴宾·王琪(2014: 33)에서 보듯, ‘18대 보고’는 해양강국건설을 국가발

전전략으로 삼았고, “해양자원개발능력 향상, 해양경제발전, 해양생태환
경보호, 국가해양권익의 결연한 수호, 해양강국건설”을 명확히 제기했다.
이는 전체 염황자손(炎黄子孙)의 시대적 요구이고, 중국 역사의 필연적이
과정이라는 것이다.
해양강국건설을 정부조직에만 의존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여, 광범위한
사회역량의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해양사회조직의 역할 발휘가 요구된
다. 해양의 개발이든, 개발활동의 관리 또는 조정이든, 민간 측면은 항상
국가 측면의 각종 개발과 관리수단과 행위에 앞서 있고, 해양자원에 대한
인간 측면의 개발과 이용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吴宾·王琪,
2014: 33).
해양사회조직은 사회조직의 범위에 속한다. 외국에서 사회조직은 정부
와 시장 이외의 모든 자원단체, 사회중계조직과 민간협회의 집합을 지칭
하고, 정부, 시장과 공동으로 현대 사회의 3대 지주를 구성하고 있다. 사회
조직은 일반적으로 비정부조직(NGO), 비영리조직(NPO), 제3부문(the third
sector), 공민사회조직(CSO) 등으로 부른다(吴宾·王琪, 2014: 31).

90) ‘사회조직’ 개념은 광의와 협의로 구분된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시각에서 ‘사회조직’을 사용한
다. 중국은 현재 민간조직으로 통치하고 있고, 국외에서는 NGO(비정부조직)으로 통칭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는 사회조직의 의해에서 여전히 혼란이 있다. 俞可平 교수는 공민사회 주체로의 사회조직은 공통된 이
익추구를 하는 공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비영리성 사단을 지칭한다고 보았다. 王名 교수는 사회조직은 본
질적으로 비영리성, 비정부성과 사회성의 3대 속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정의의 변화는 중국 특정한
제도 환경과 분리될 수 없다(吴宾·王琪, 201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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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류 사회조직은 정부를 도와 해양공공관리를 진행하는 중요한 도
우미이고, 해양정책결정자, 해양지식교육자와 해양이익수호자로, 업계
발전을 규범화하고, 해양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해양위기관리에 협조하
고, 공중참여를 동원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5대 기능을 가지며, 국가
해양 공공관리의 주요 주체이다(张弘 等, 2014; 冉思伟·龚虹波, 2019: 7
에서 재인용).
당중앙과 국무원에서 반포한 문건에서는 사회조직의 중요한 역할이
여러 차례 “비정부조직을 활성화하며, 각 분야에서 정착하게 할 것”을 제기
했다. 해양환경 거버넌스 측면에서 비정부조직도 그 공적을 빼놓을 수 없고,
사회공중에 대해 과학보급교육을 전개하고, 해양문화 지식을 선전하고,
해양보호를 위한 공중의식을 높이고, 해양 법률법규의 제정에 참여 등을
포함한다. 해양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배경에서, 중국 해양사회조직은 글
로벌 해양거버넌스에 참여 기회가 커지고 있다(王琪·李简, 2019: 33).

(2) 중국 해양사회조직의 종류
중국 대다수 해양사회조직은 여전히 지방성 해양사회조직이고, 중국
사회조직 발전 현황을 근거로 전국적 해양사회조직은 과도하게 많은 것
은 적합하지 않고, 기존의 주요 전국적 해양사회조직을 통합하여 협조할
필요가 있다. 전국 상하 연동(联动)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국 해양
거버넌스의 실제 수요에 상대적으로 부합한다(王琪·李简, 2019: 34).
외국의 NGO와 다른 점은 중국 사회조직이 많은 경우 상응한 국가사
명을 맡거나 또는 국가의 관련 요구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여, 국가의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구현한다는 점이다. 이를 사회조직의 업무주관 단위에서
알 수 있다(<표 4-15>)(王琪·李简, 201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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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전국적 해양사회조직 업무 주관부문

서번

사회조직 명칭

사회조직 유형
기금회

등록 일자
2015.12.16

업무주관 단위

1

중국해양발전기금회

2

중국아시아태평양학회

사회단체

1992.8.5

중국사회과학원

자연자원부

3

중국해양학회

사회단체

1991.6.30

중국과학기술협회

4

중국항해학회

사회단체

1991.7.1

중국과학기술협회

5

중국해양·호수·늪학회

사회단체

1991.10.10

중국과학기술협회

6

중국해양법학회

사회단체

1994.8.15

중국법학회

7

중국태평양경제협력전국위원회

사회단체

1994.3.15

외교부

8

중국어업호보협회

민영 비기업 단위

2004.3.11

농업부

9

중국원양어업확대시범센터

사회단체

2012.7.9

농업부

10

중국원양어업협회

기금회

2005.10.11

농업부

11

중원해운자선기금회

기금회

2012.7.9

민정부

12

중국해양석유해양환경·생태보호공익기금회

민영 비기업 단위

2016.9.7

민정부

13

란쯔(蓝智)해양생태기술연구센터

민영 비기업 단위

2016.9.7

14

해협양안항운교류협회

사회단체

1994.11.23

교통운수부

15

중국해양공정자문협회

사회단체

2010.4.14

국토자원부

16

중국해양발전연구회

사회단체

2013.6.13

국토자원부

17

중국태평양학회

사회단체

1993.12.3

국가해양국

18

중국대양광산자원연구개발협회

사회단체

1999.3.3

국가해양국

19

중국어선어기어구(渔船渔机渔具)업계협회

사회단체

1993.7.24

(이미 분리)

20

중국어업협회

사회단체

2001.5.30

(이미 분리)

21

중국해상법협회

사회단체

2000.1.16

중국법학회

22

중국해관학회

사회단체

1991.6.15

해관총서

23

중국해외교통사연구회

사회단체

1991.7.9

국가문물국

24

중국항해모형운동협회

사회단체

1992.1.1

국가체육총국

민정부

출처: 王琪·李简(2019: 34)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는 사회단체의 등록에 대해 업무주관 단위의
사전 심사요구를 규정했다. 또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업무
주관부문은 주관하는 사회단체에 대해 업무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을 요구
하고 있다(王琪·李简, 2019: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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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의 분류방식, 그리고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와 최
종적인 목적을 결합하여, 해양사회조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해양과학문화교육연구조직, 해양경제형조직, 해양건강류조직, 해양권리
수호조직이다(王琪·李简, 2019: 35).
해양과학문화교육연구조직은 해양과학연구, 해양직무훈련, 해양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여, 해양과학문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조직으로, 구체적으로 해양 각종 학회, 해양 각
종 연구중심, 해양과학보급중심, 해양류 훈련학교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중국태평양학회, 롄윈강해양박물관, 따펑해양생물의약연구소 등이
다(<표 4-16>)(王琪·李简, 2019: 36).

표 4-16

해양사회조직 유형

대 부류

해양과학
교육형 조직

해양
학회

세부 유형

예시

해양교육조직

롄윈강(连云港) 해양박물관, 다이산현(岱山县) 청소년 해양과학기술보
급협회, 후이안현(惠安县) 해양기술직업훈련학교

해양종합 사단(社团)

중국태평양학회

해양과학기술 사단

중국해양학회

해양사회과학 사단

중국해양법학회, 중국해상법학회

해양과학연구

해양경제형
조직

어업협회

중국어업협회, 중국원양어업협회, 중국어업호보협회

해양상회

푸젠성(福建省) 해양산업상회, 저우산시(舟山市) 해양산업클러스트상회

해양경제협회
해양환경자원
보호형 조직
해양권리수호
조직

따펑(大丰)해양생물의약연구소, 칭다우 란하이(青岛蓝海) 해양과학기
술연구발전센터

장쑤성 해양경제협회, 저우산시 해양과 어업경제회

해양환경보호조직

중국해유해양환경과 생태보호 공익기금회, 싼야시 블루레이스(三亚市
蓝丝带) 해양보호협회, 하이난성 열도보호해양해도 지원자협회

해양자원보호조직

친황다오시(秦皇岛市) 해양경제와 자원보호협회

댜오위다오 보호(保钓)조직

중화보조협회

출처: 王琪·李简(201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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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해양사회조직의 참여 기제
자율성과 책임성이 취약한 중국의 해양사회조직이 어떻게 정책과정
(policy process)에 참여하는지를 중국 해양환경 관련 사회조직을 통해
서 파악할 수 있다.
해양환경 문제의 발생은 주로 기층, 즉 연해 기업, 바다 섬의 향촌, 선
박 등 단위에서 비롯된다. 자율적인 거버넌스 네트워크 체계는 바로 기층
에서 볼 수 있다. 기층의 현과 구(基层县区)는 훨씬 사회조직과 공중이 거버
넌스 단원으로 해양환경보호에 융합될 수 있다(全永波·叶芳, 2020: 374).

그림 4-9

해양환경 거버넌스에 사회조직 참여
해양환경 문제 포함 정책의 제정 추진

정책제정

정책자문 수행, 정책 건의 제공
정부해양환경 결정에 영향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환경정책 선전 도움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 활동에 협조, 정책수행

정책집행

해양환경정책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부 및 기타 유관 주체 감독
해양환경정책 효과 평가

정책평가

해양환경정책 정책조정의 정보 및 의견 제공
낙후되고 효과가 없는 해양환경정책 종결 추진
정책종결

새로운 해양환경정책 추진 촉구

출처: 全永波·叶芳(2020: 374)

따라서 지방은 해양환경의 주요 직책을 현과 시(县市) 일급 관리부문
으로 위임하여 기업과 사회조직 등과 협동하여 해양환경을 공동으로 처
리(共治)를 한다. 상급부문은 주로 지도와 정책 제정에 책임을 진다(全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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波·叶芳, 2020: 374).

중국은 기층 해양환경 거버넌스의 사회조직(NGO)을 배양하여 생태계
통의 해양환경 거버넌스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를 형성한다. 해양거버넌스
의 추세는 생태계통의 해양환경 거버넌스를 기초로 하여 정부가 주도하
여 기타 공중, 사회조직, 기업 및 각종 경계를 넘는 선박 등이 가입한 해양
환경 네트워크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고 동시에 해양환경을 특수 거버
넌스 대상의 생태계통의 특성에 부합하게 한다(全永波·叶芳, 2020: 374).

(4) 중국 해양사회조직의 한계와 전망
① 중국 해양사회조직의 한계
해양개발 활동에 오랜 경험상 “민간 역량은 중국 해양전략 구축에서
빈자리였다. 즉, 오랜 기간 해양전략에서 중요시되지 못했고, 또한 제한을
받았다”(刘利华, 2010: 23-25). 해양관리 측면에서, 현대 해양관리에서
해양관리의 국가행정 주도가 매우 커서 국가와 민간 또는 민간조직 차원
에서 해양관리 활동의 상호작용이 소홀히 되었다(李文睿, 2007: 91-96;
吴宾·王琪, 2014: 34에서 재인용).

현대 민간 해양조직의 발전과 해양발전, 관리의 실천은 일치하지 않고,
민간해양조직 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발언권이
부족한 현실 등 모두 해양경제사회의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吴
宾·王琪, 201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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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관방
사회
조직

중국 해양사회조직의 한계

영향력,
공신력,
권위성
부족

∙ ⅰ) 해양 사회조직 권위에 대한 민중의 인지도가 낮음(예: 포상 사례는 중국 해양학회 공공 권위성 부족
의 문제를 충분히 폭로). ⅱ) 활동 호응 측면에서, 해양협회 자신에만 의존하여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큰 호응을 얻기 어렵고, 조사과정에서, 중국해양학회가 매번 대형 활동을 개최할 때, 모두 현지의 참여
를 요청함으로써 주로 현지에서 활동 자원을 얻는 수준임
∙ 그러나 이대로 가면, 정부에 대한 협회의 의존성을 끊임없이 증가하여, 협회 자립성을 계속 약화시켜,
해양사회조직 자신의 건강한 발전에 불리함

융자
능력
부족

∙ 상대적으로 민간 사회조직에 비해, 관방 사회조직이 자금을 획득하기 더 쉽고, 통상적으로 관방 사회조
직의 책임자는 또한 정부부문의 직무를 겸하여, 사회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
∙ 일부 입찰 활동에서, 관방 사회조직은 경쟁 우위를 갖고 관방 사회조직의 자금도 상대적으로 충족(李京
梅·杨雪, 2015)
∙ 그러나 업무 확장과 최근에 생태 거버넌스 활동이 점차 증가하면서, 관방 사회조직의 자금양은 이미
현 단계의 발전요구에 미흡
∙ 관방 사회조직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재 그 자금은 주로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전지불,
회원의 이용납부, 사회증여에서 비롯됨. 이 세 개의 통로에서, 정부 이전지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즉 장기적으로 관방 사회조직은 모두 정부 자금지불에 의존하여 발전을 진행하는 것임
∙ 현재 자금이 부족한 국면에 직면하여, 사회조직은 자금원천 통로를 확장해야 하고, 정부 이전지불과
회원비용은 기본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지 않음. 따라서 미래 관방 사회조
직은 사회증여 측면의 잠재력 발굴을 중시해야 함

∙ 몇 년간 정부 해양류 관리직능은 점차 사호조직으로 이전되고, 조직 자신 업무의 확장을 더해, 업무량은
끊임없이 증가함. 업무량과 업무 인원수가 매칭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생태 거버넌스 업무는 순조롭
지 못함(吴宾·王琪, 2014)
∙ 비록, 중국해양학회에 회원이 6,700명이지만, 다수 회원은 자원봉사자의 신분에 유사하고, 공식적인
인원은 상대적으로 적음
인력자원
∙ 사회에는 충족한 해양인재 공급이 있지만, 관방 사회조직은 인사임명권리이 없고, 편제의 제한으로,
개발 부족
새로운 구성원 확보가 어려움
∙ 비록, 노무파견, 계약직의 방식을 이용하여 사회의 해양인재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채용한 인원은 편제가 없고, 또한 이 부분 인원의 급여는 조직이 스스로 지불해야 하고, 조직자금 부족으
로, 설치한 급여 기준도 상대적으로 낮아, 적절한 인원을 모집하기 어렵고, 모집을 해도 곧 떠나게 됨
∙ 인사임명권과 사무성 채무가 조정되지 않아, 해양류 사회조직 생태 거버넌스 직능의 발휘를 제한함
∙ 완비된 제도 환경은 사회조직 발전과 성장을 보증하는 중요한 기초임. 사회조직의 발전에 대해, 중국은
계속 「기금회관리방법」과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를 발표함
∙ 이중관리체계에서, 비록 민간 사회조직이 규범화되어 있지만, 지방성 조직의 발전과 성장에 많은 저해
요소가 있음(赵臻·张继承, 2013)
제도 환경 ∙ 예를 들면, 조사에서, 블루리본 해양보호협회는 최초 하이난 성 산야 시에서 등록했는데, 협회 이념이
취약
점차 점점 더 많은 민중의 인정을 받으면서, 협회는 활동 범위를 국내 다른 연해도시로 확장하려고
했지만, 협회의 지방 소속으로, 협회는 다른 성시에서 분회를 설립하기 어려워, 결국 각지 대학교에
민간
의존하여, 대학교 내에서 해양환경보호 인사를 모집하여 ‘블루리본 자원봉사자사’를 성립하여, 학생동
사회
아리의 형식으로 발전함
조직
∙ 여러 제약이 큰 제도 환경으로 민간 사회조직 해양 생태 거버넌스 활동은 순조롭게 전개되지 못함
∙ 현재, 민간 사회조직은 이미 해양생태 거버넌스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만, 참여 통로가 원활하지 않아,
많은 보상 업무가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함
참여 통로 ∙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비록 국내 민간사회조직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많은 우수한 민간 사회조직이
취약
설립되었지만, 체제 제한 등의 원인으로 국내는 여전히 참여 통로가 원활하지 못하고 민간 사회조직이
해양생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론 차원에 멈춰 있고, 실천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음
(沈海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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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계속

∙ 예를 들면, 닝보(宁波) 녹색과학기술문화추진회, 블루리본해양보호협회가 개최한 활동의 90% 이상
이 해양선전보호로, 실제 해양생태 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한 것은 매우 적음
∙ 이밖에 사회조직은 참여과정에서, 정보, 기술 및 인력 등의 자원제약으로 사실상 효과적인 소통 참여가
참여 통로
어려움
취약
∙ 참여한 보상 활동에서, 그 관리 차원이 상대적으로 낮고, 많은 경우 해양 생태파괴 행위에 대한 반영·제
보·상속 등에 머물고, 사후 운영에 속하고, 진정한 해양 생태보호는 사전·사중의 감독관리와 거버넌스
에 착수해야 함
민간
사회
조직
전문성
부족

∙ 민간 해양사회조직 발전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은 조직기능 수행에 심각한 제약이 됨
∙ 민간 해양사회조직 전문성이 취약함(예: ‘갈매기 리콜’ 사례에서, 조직이 조류 번식, 종 유입 등의 지식
이 없어, 비록 목적은 갈매기를 리콜하여 산야(三亚) 생태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는 해양 생태환경 파괴를 초래함)
∙ 결국, 해양 생태손해보상은 일종의 지식 집약형 활동으로, 프로젝트 전개는 단순한 열정 수준을 넘어서
반드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해야 함
∙ 또한, 조사에서, 다수 민간 사회조직은 완비된 관리구조가 취약하고, 다수의 창시자는 초기 애호 또는
기타 원인으로 조직을 만들어,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조직이 점차 발전하면서, 해양 활동 유지
는 여러 내용과 관련됨(예: 자금모금, 활동조직, 인원관리 등과, 조직영도의 관리능력 부족으로 보상
활동이 순조롭게 전개되지 못함)

주: 冉思伟·龚虹波(2019: 8-10)를 근거로 작성함

중국의 지방 어촌 거버넌스 상당수가 실적이 떨어지고, 공공재 공급이
부족한 것은, 상당수 어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자주적 거버넌스인 민
간 자치조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王莉莉·任淑华, 2012: 33-36; 吴宾·
王琪, 2014: 34에서 재인용).

② 중국 해양사회조직의 방향
해양사회조직은 해양권리수호의 구체적인 행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상 활동에서 은연중에 국민의 해양의식에 영
향을 미칠 수 있고, 대외 활동을 할 때 자신이 국가 또는 정당이익을 대
표하지 않는다고 선전할 수 있어, 그 행위가 국제사회의 주목, 인정과 수
용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접수하
는 권력수호방식을 이용하여, 민간조직 대 민간, 학술단체 대 학술단체,
정부 집법선(执法船) 대 정부집법, 외교 대 외교라는 네 차원에서 권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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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체계를 형성하고, 해양분쟁 해결에 유리한 기제를 형성할 수 있다(吴
宾·王琪, 2014: 35).

한편, 刘笑阳(2019: 246)은 중국 해양사회조직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해양강국전략의 전개는 정부와 민간을 연계한다. 정부관
리가 주도하고, 민간감독이 보조하여, 해양문제 해결의 수단과 형식을 풍
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 있어, 상응한 법규정책을 제정하여 해양
관련 비정부조직의 발전을 지지한다. 민간단체와 개인에게 정확한 지침
을 주고 활용하여 해양 문제에서 여론유도 작용을 발휘한다. 또한, 상응
한 고정적인 민간감독과 피드백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해양권리수
호 문제에서 보다 이성적이고 개방적으로 민간이 역량을 발휘하게 지원
하되, 모든 해양사무에서 정부가 앞장설 필요는 없다. 둘째, 민간에 있어,
자신의 원활성과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게 한다. 한편으로 실질적
인 행동을 통해 국가정책의 제정과 수정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기여할 수
있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외 민중에 대한 선전교육을 통해 정부관리
에서 민간을 기초로 하여 국가해양 소프트 파워 향상에 적극적인 행동가
가 될 필요가 있다.

2) 해양사회조직 관련 국제조직
(1) 해양사회조직의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참여 방식
해양사회조직은 글로벌 해양문제에 대해 직접 행동을 취하할 수 있고,
국제조직과 합작을 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해양사회조직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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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회조직에 많은 전문인재가 모여 기층 활동을 통해서 대량의 1차
정보와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자료에 근거하여 기존 해
양정책에 대한 건의와 의견을 정리하여, 정책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王琪·李简, 2019: 36).
<그림 4-10>에서 보듯, 해양사회조직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참여
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방식과 간접적인 방식이 있다.

그림 4-10

직접

해양
사회조직

해양사회조직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참여 경로
국경초월 참여 활동은 해양정책에
영향을 줌
UN
국제조직과 합작
국제비정부조직

간접

글로벌
해양거버
넌스

21세기 해상비단길

민중참여 촉진
출처: 王琪·李简(2019: 38)

글로벌 해양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중국 해양사
회조직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직접 참여하는 가장 주요한 방식으로,
정부에 비해, 해양사회조직과 민중의 연결이 더욱 밀접하고, 해양에 구체
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 비해, 해양
사회조직이 전개하는 활동은 모두 비영리 성격이어서 민중의 인정과 지
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王琪·李简, 2019: 37).
한편, 중국의 해양사회조직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간접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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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해양사회조직이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 영향을 미치거나 서비
스를 제공하여 해양사무를 간접적으로 처리·대응을 하여 해양경제, 생태,
문화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 해양
사회조직은 주로 유엔, 국제비정부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민중의 참여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王琪·李简,
2019: 37).

(2) 중국 해양사회조직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① 참여 행위자
현재 국제사무를 처리하는 가장 권위적인 정부 간 국제조직으로는 유
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해사기구(IMO) 등 해양
환경보호와 해양경제발전 등과 관련되어 있다. 중국 해양사회조직과 유
엔의 이들 조직과의 협력은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효과적인 참여 경로
라 할 수 있다(王琪·李简, 2019: 37).
「유엔헌장」 제71조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적당한 방법을 위하여,
각종 비정부조직과 본 이사회 직권 범위 내에 관련된 사건을 협상할 수
있다”고 규정91)하고 있다. 이 또한 유엔과 각국 비정부조직이 협력하는
법률적 기초이다. 중국의 해양사회조직과 유엔의 협력은 주로 유엔의 일
부 조직이 중국의 해양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의 첫 해양공익포럼을 연합하여 발기하고, ‘중국해양공익전문기금’ 설립
을 통해 싼야(三亚)시 블루레이스 해양보호협회는 유엔개발계획, 글로벌

91) 联合国宪章 第七十一条. Retrieved from http://www.un.org/chinese/aboutun/charter/charter.htm
(검색일, 20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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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금과 중국 정부가 공동 추진으로 「중국남해연해지역생물다양성관
리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다. 해당 협회는 2008년 8월에 유엔개발계획
및 국가해양국과 계약을 체결하여 프로젝트는 2009년 12월까지 지속되
었다. 참여한 프로젝트 중에서 각종 해양생태환경보호 선전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집단을 조직하여 산호초 지식 및 생물다양성 강좌를 개최하고,
산호초 지식전시판을 통해 순회 선전교육 등 각종 활동을 수행했다(王
琪·李简, 2019: 37).

② 참여 방식과 역할
중국 해양사회조직과 유엔이 협력하는 가장 주요한 방식은 해양 프로
젝트를 협력·체결하는 것이다. 유엔과 해양환경보호조직이 협력하는 해
양환경보호, 해양생태보호와 자원보호의 프로젝트가 있다. 그리고 유엔
과 해양과학연구조직, 해양 싱크탱크 유형 조직이 협력하는 과학조사연
구 프로젝트도 포함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발주하는 측은 일반적으
로 모두 유엔이고, 중국의 해양사회조직은 주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
진을 하는 것이고 유엔이 전문가를 파견할 경우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보
고할 책임을 진다. 유엔과의 협력은 중국 해양사회조직이 국제적 지명도
를 제고시키는데 유리하다. 또한, 기타 국제조직과의 협력 플랫폼을 제공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는 단지 일부 국제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해양사회조직만을 대상으로 유엔의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편승하
고 있다(王琪·李简, 2019: 37).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사회와 연해 선진국은 줄곧 해양개발 및 보호에
서 해양사회조직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UN 21세기 의정」 제17장 제
6조는 “각 연해국은 모두 조정 기제를 만들어서 지방과 국가 차원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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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해양구역의 자원을 종합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해야 한
다. 이러한 기제는 적절한 상황에서 학술부문과 사적부문, 비정부조직,
현지 사회, 공중과 현지 인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卫竞, 2008: 69-71; 吴宾·王琪, 2014: 33에서 재인용).
세계해양보호조직(OPC)은 국가해양입법, 해양생태체계 재구축을 추
진한 효과가 크다. 일부 연해 선진국92)에서, 해양사회조직은 해양경제발
전, 해양환경거버넌스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吴宾·王琪,
2014: 34).
세계 각국에서 종합적 해양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는 전체 정부
시스템, 더 나아가서 비정부 시스템의 자원과 우위를 통합하여 전반적으
로 수준 높은 전략적 해양경영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는 부문 간, 지역
간(더 나아가 국경 간)의 해양거버넌스 협력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정부의 해양관리 현대화에 기초가 되는 업무이다(罗自刚, 2012: 1-17;
吴宾·王琪, 2014: 34에서 재인용). 따라서 해양사회조직은 ‘제2궤도’ 외

교의 기능을 갖고 있어, 해양의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크다(吴宾·王琪,
2014: 34).
③ 참여 한계
그러나 중국 해양사회조직이 국제 활동에 참여하는 강도가 크지 않고,
“국제해양 활동이 국제적이지 않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중국 해양

92) 예를 들어, 일본 연구를 보면, 정부와 해양사회조직 간의 협력을 통해서 돌발적인 해양환경 사건에 대응하
여 유리한 효과를 거두었다. 해양사회조직의 발전은 일본의 해양입국전략과 아주 잘 맞물려, 많은 어업관
리계획은 모두 정부에서 어업조직 또는 업계협회에 부여하고, 그들이 책임지고 조직하여 수행한다. 그 중
에서, 어업협동조합은 일본 특유의 어업발전, 어민권익을 수호하는 해양민간조직으로, 일부 어정(渔政)관
리 기능을 가지며, 정부에 협조하여 어업관리를 전개하고,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일본 해양
관리 중의 관민 상호작용 특징은 해양 국제정치 영역에서도 두드러진다(吴宾·王琪, 2014: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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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직은 여전히 국제 영향력과 호소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마찬가지
로, 국제해양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 있어, 중국 해양사회조직 영향
력은 중국이 해양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고,
정보공유 측면에서, 중국 해양사회조직에는 데이터 업데이트가 제때 이
루어지지 않고, 정보공유 플랫폼이 부족한 현실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王
琪·李简, 2019: 37).

(3) 중국 해양사회조직과 국제비정부조직 간 협력
해양사회조직은 국제비정부조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이난성 해양환경보호협회와 미국 희귀종(Rare)보호협회, 남태평양 경
제협력조직이 협력한 ‘맹그로브 숲 보호 및 계승’ 프로젝트이다. 하이난
완닝 허러쎄(和乐蟹)보육센터는 작은 해역 해양생태환경을 복구하고, 작
은 해양생태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실현할 비전을 제시한 해
양사회조직이다. 그의 주요 지원자 중에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있다. 하이난쯔위(智渔)지속가능기술발전연구센터는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해양사회조직이다. 그 주요 지원자에는 The Packard
Foundation(패커드) 및 UNDP-GEF(글로벌환경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흑석초(黑石礁)수호자는 흑석초를 기초로 하여, 생태해만 시범구 조성을
시도하고, 그의 주요 후원자는 글로벌 호수자연맹(Waterkeeper Alliance)
이다(王琪·李简, 2019: 37-8).
이밖에도, 중국 해양조직은 국제비정부조직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동으
로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톈진 빈하이 신구 습지 자원자
협회 전문가위원회는 국제학류(鹤类)기금회, 미국 폴슨기금회 및 세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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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중국 해양사회조직과 국제비정부조직
의 협력은 주로 국제비정부조직의 자금지원을 받고 국제비정부조직 전문
가를 초빙하는 방식이다. 국제자금의 지원이 있으면, 후기 정보공유의 채
널 및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 상생할 수 있다. 국제비정부조직 전문
가를 초빙하는 것은 중국 사회조직이 글로벌 해양 문제에 대한 취약한 인
식을 보완할 수 있고, 중국 해양거버넌스를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궤적과
보다 유리하게 결합시켜서 중국 해양사회조직이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참
여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게 한다(王琪·李简, 201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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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국의 해양행정 분석

제1절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분석
제2절 중국의 해양기능 분석
제3절 중국의 해양법령 분석

본 장에서는 중국의 해양행정에 관한 관리체계, 중국의 해양기능, 중국
해양 관련 법령을 다루기로 한다. 중국의 해양행정을 다루는 논거로는 중국
해양이 어떠한 관리체계와 기능을 통해서 어떠한 행정자원(조직, 인력,
예산, 법령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서
중국의 해양 정책과 전략이 어떻게 뒷받침되고 관리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제1절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분석
1.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1) 해양관리체계의 방식
중국의 해양관리체계는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국무원 기구개편 때마다
이뤄져왔는데, 크게는 국가해양국이 주도한 단일체계로부터 다수 부처에
서 관리하는 분산관리체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8년 기구개혁으로 자원 및 감독관리를 분리하여 해양자원관
리는 자연자원부로, 해양환경보호는 생태환경부로, 각 부위(部委)가 간여
한 해양환경관리 사무는 모두 생태환경부로 이관하여 횡적 블록 수직(块
状垂直) 관리를 실행하게 된다(全永波·叶芳, 2020: 93).

해양환경 관련 해양관리체계의 경우, 해양오염은 주로 육지에서 나오
기 때문에 해양환경 거버넌스는 여러 부문 간의 조정과 참여가 요구된다.
중국 해양환경 거버넌스 관리체계는 생태환경부가 주관이고 여러 부문이
참여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체계에서 여전히 변혁 중인 감독관리 기제는,
즉 중앙정부 부문의 해양감사 기제로 국가해양감찰조직이 각지 해양환경
거버넌스 상황을 통일적으로 감사한다(全永波·叶芳, 202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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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중국 해양환경 거버넌스 관리체계
중앙, 성, 시, 각급 정부
통일감독관리 부문

해
양
감
사

참여 부문

국가급

생태환경부

자연자원부, 농업농촌부, 교통운수부

성급

성 생태환경청

자연자원부, 농업농촌청, 교통운수청

시급

시 생태환경국, 해양국

자연자원국, 교통운수국

현급

현(시) 생태환경국, 해양국

자연자원국, 교통운수국

출처: 全永波·叶芳(2020: 94)

이러한 관리체계에서 새로운 기구개혁 규정에 따라 각 부문의 직책이
중시하는 것은 다양하다. 그중 일부(点源) 오염은 통일적으로 감독관리
직권을 주었지만, 넓은(非点源) 오염은 여러 부문에서 협조하여 동시에
해양감사 역할도 한다. 더 넓은(线源) 오염 통제는 주로 생태환경부 및 교
통운수부가 공동으로 처리하며, 광범위(面源) 오염 통제 중에서 지표수오
염해양은 이미 생태환경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어업조업이 초래한 오
염 및 해양생물자원 등의 오염성 문제는 자연자원부문, 교통운수부문, 농
업농촌부문 협조가 필요하다. 그 외 전국인대 및 기타 각급 인대는 법률
법규제정 및 법집행감사 등 해양오염방지관리에 영향을 준다(全永波·叶
芳, 2020: 94).

해양관리의 기본 내용을 보면, 즉 ⅰ) 해양권익관리는 본국 관할 해역의
법률을 운영하여 효과적인 관리를 하고, 외부의 침범·점유·손해·파괴를
방지하고, 해양권익을 수호한다. ⅱ) 해양자원관리는 해양기능 획정 및
개발규획, 해안대·해도·근해·EEZ·대륙붕 등의 자원개발이용을 지도·추진·
제약하여 합리적인 사업배치를 하고, 해양경제의 지속적인 협조·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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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한다. ⅲ) 해양법집행 감찰관리를 한다. 해양행정관리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해양순항 법집행업무체계를 수립하고, 전면적으로 연안 해역을
감시하고, 본국 관할해역 내의 각종 활동 및 돌발사건을 통제하고 신속히
해상위법 활동을 조사·처리한다. ⅳ) 해양과학기술 및 조사관리, 해양환경
관리, 해양보호구관리, 해양공익서비스관리 등을 포함한다. 자원과 환경
관리는 각급 정부 기능부문이 수행하는 해양관리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군사 및 외교 등의 수단을 통해 권익을 보호한다(安应民 等, 2016: 67).
해양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는 법률수단, 행정수단, 및 경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표 5-1

해양 종합관리 수단

법률
수단

∙ 「협약」에 따라 해양을 다스리고 관리하여 최종적으로 해양사업의 목적을 달성함. 이는 해양종합관리의 최종
기본 수단을 강화함
∙ 이를 통해 전면적으로 국가의 정책요구를 구현하고 해양관리의 기타 수단과 행정, 경제 등의 수단이 법률에
따르게 함

행정
수단

∙ 행정 주관부문은 법률이 부여하고 국가행정 관리부문의 직책 구분에 따라 해양관리에서 행정행위를 취함. 이에
는 행정명령, 지시, 조직계획, 행정간여, 협조지도 등의 형식이 있음
∙ 이중 협조는 각종 해양관리기구의 기본 기능으로 국내 각 지구, 각 부문, 각 산업 간의 관계와 해양개발이용
등 각종 활동을 조정하는 데 사용됨

경제
수단

∙ 경제조치를 사용하여 해양을 관리함. 이는 장려성(奖励性)(신흥해양산업 발전을 촉진 등), 제한성(限制性)(개
발 시간, 품종, 수량의 제한 등), 제재성(制载性)(규정 위반과 손실 초래 시 경제조치로 제재를 가함)으로 구분됨

주: 安应民 等(2016: 67-8)

중국에서 행정관리체계는 주로 직능구분과 지역구분을 서로 결합한
구분방식을 취한다.93) 이 중, 직능구분의 방법은 수평부문을 구성하는

93) 중국의 행정관리체계는 실제로 곧 직선종합제이다. 수직적으로, 지역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층급의 지방
정부를 형성하고, 중앙과 상하급 지방정부는 일종 영도와 피영도의 권리 운행관계를 형성한다. 수평적으
로, 직능구분의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직능관리부문으로 구분된다. 직능 성격 및 중요성의 차이에 따라,
상하급 직능관리부문 간 이종의 지도와 피지도의 관계이다. 직능관리부문은 일급 정부의 구성부분이다. 이
들은 본급 정부의 영도를 받고, 상급 직능부문이 없지 않으면, 상급 직능부문의 지도를 받는다. 소수의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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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분방법이다. 이에 따라 수평적인 직능관리부문을 구성한다. 지역
구분의 방법은 수직 층급의 주요 구분 방법이다. 이에 따라 수직적인 지
방정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직능과 지역이 서로 결합한 구분 방법은 직선
종합제(直线综合制)의 조직모형을 구축한다. “직선종합제는 사회발전 수요
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행정조직이 취해야 할 타당한 제도이면서, 정부의
주요 구조 형식이다”(张国庆, 2007: 175; 王刚·袁晓乐, 2016: 50에서 재인용).

2) 해양관리체계의 한계
근대 강국들이 해양실력을 중요시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 해양역량은
육지역량에 비해 장기적으로 종속적 지위에 처하고 있다. 지정학 및 환경
의 구심성(向心性)과 단절성(隔绝性)으로 중국은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
을 억제하고(重农抑商)”, “육지를 중시하고, 해양을 경시하는(重陆轻海)”
전통문화를 형성했다. 비록, 특정 시기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해양무
역이 이뤄졌지만, 시종 국가생활의 주요 내용이 되지 못했다. 해양실력이
부족하여 근대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일련의 해양 문제를 낳았다
(王印红, 2012: 4; 王印红·王琪, 2014: 103에서 재인용).
이들 문제는 오랫동안 효과적인 해결을 받지 못했고, 중국 해양권익에
손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와 민족의 존엄과 관련되어

급 직능부문 간 일종의 영도와 피영도의 관계이다. 이들 직능관리부문은 일반적으로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이들은 상급 직능부문의 영도를 받고, 본급 정부의 지도를 받는다. 예를 들면 국세부문, 해관부문 등이다.
극소수 직능부문은 또 이중영도의 권력관계를 갖고, 이들은 본급 정부의 영도를 받는다. 또한 상급 직능관
리부문의 영도를 받는다(예: 공안부문)(姜明安, 2005: 134-5; 王刚·袁晓乐, 2016: 50에서 재인용). 이러한
수직과 수평이 교착하는 조직구조 및 상대적으로 명확한 권리관계는 중국 행정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운영
을 보장한다. 비록, 직능구분 자체의 과학성 문제로 인하여, 직능관리 부문 사이에 일정한 직능 중첩과 직능
교차가 발생하는 것을 초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직능관리부문에는 모두 상대적으로 명확한 직책 범위가
있다(王刚·袁晓乐, 20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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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동시에 국가의 전체 발전전략의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학자들이
해양 문제에 대한 연구는 모두 해양의식의 결여 및 현재 적절하지 않은
해양행정관리체계를 지적하고 있다. 해양행정관리체계에 있어, 초래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아래 네 가지 문제가 특히 관건적이어서, 이에 대응
해야 한다(王印红·王琪, 2014: 103).

표 5-2

중국 해양환경관리 한계
∙ 해수의 유동성으로 인해 경계를 넘나드는 오염발생 시 오염 원인이 복잡하고, 책임 주체
해양환경 거버넌
간의 책임소재를 확정하기가 어려움
스에서 지방정부
∙ 지방정부간 소통, 정보교류, 자원결핍으로 체계적인 통합 및 이용이 결여. 행정체계 분할
의 책임 불명확
성으로 자원 낭비와 해양생태환경 악화

해양환경
관리
취약성

∙ 구역 해양은 공동방위 공동협조 기제가 구역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합작의 지속성
다구역 해양환경
이 약하고, 상당수 그 효과가 미흡
합작 거버넌스의
∙ 구역 해양환경보호 합작 협의 및 구역환경 연석회의 등을 불문하고 구역 환경보호 공동
보장성 부족
법집행 기제가 있어도 대다수 비정기적·형식적임
지방정부가 전개 ∙ 다구역 해양환경 문제를 여전히 상 일급 정부에 의존하여 상호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하는 구역내 해양 때문에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지 못함
환경 협업 거버넌 ∙ 다구역 해양오염 등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정부 간에 서로 회피하는
스는 상 일급 정부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상급 환경보호부문이 협조의 주체와 중요 역할을 하여 오염사고
방지 시기를 놓쳐 더 큰 오염 손해를 초래
에 의존
∙ 환경보호의 기본 법률인 환경보호법에 감독관리의 행정기관 자체가 조정 대상. 즉, 그
명확한 다행정 구 주요 조정대상이 기업사업 단위라는 것이 없음
역 해양환경 법률 ∙ 다구역 해양환경보호에서의 권리의무와 책임에 대한 행정기관 설정이 없음. 다구역 해
규정 결여
양환경관리의 기본 권능과 법집행 수단, 다구역 해양 오염사건발생 후의 책임 인정 방식,
배상표준 방식, 사고책임자의 처벌 조치 방식 등 명확한 규정이 없음

해양 행정
다구역
거버넌스
관련 법률
불비

∙ 다구역 해양환경 문제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조치에 대한 표준이 모두 너무 낮음.
해양환경 오염 위 즉, 처벌 벌금과 위법으로 얻은 이익 간 불비례하여 대다수 기업 혹은 기업 리더는 감히
법 비용이 지나치 ‘몸으로 때우는(一身试法)’ 방식을 취함
게 낮음
∙ 대다수 환경 위법행위는 여전히 행정수단으로 해결하는데, 행정수단의 효력이 형벌 효
력에 못 미침
∙ 지방 해양환경 감독관리권 관련 책임 규정이 불명확함. 특히, 다구역 해양관리감독 책임
정부 해양환경 법 에 대한 인식 결여
률 책임 불명확
∙ 다구역 해양환경 문제에 대다수 지방정부는 적극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성적으로 회피와 부작위를 선택하여 구역 해양환경 거버넌스를 더욱더 악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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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 지방정부는 심각한 신용위기에 직면함. 보편적인 문제로 ‘새로운 관리는 지난 것에 신경
일부 지방정부 다
쓰지 않는다(新官不理旧事)’, ‘정부마다 정책이 다르다(一届政府一朝政策)’ 등으로
행정 구역 합작 거
다구역 해양 생태계의 합작 거버넌스를 순조롭게 추진하지 못하게 함
버넌스 관념이 심
∙ 다행정 구역협의기구는 회의와 협의 등에 머물고 권위 있는 효력이 없는 형식에 머물고,
각히 정체됨
구역 환경 입법 및 협업제도 규범 등이 매우 결여되어 긴급히 제정되어야 함

해양환경
다행정
∙ 각 지구의 경계 해역 혹은 다구역 해양오염 발생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 주체가 법규정책,
구역
해양환경 거버넌 거버넌스의 제도 및 표준, 경제력 차이 등의 격차가 큼
거버넌에
∙ 생태 분할과 다구역 해양환경 거버넌스를 파편화시켜서 다행정 구역 통합적 생태환경
스의 이익 상실
서 정부 간
오염이 더욱 심해지고 거버넌스 효과가 낮음
균형 상실
∙ 환경관리부문 관리 이념 및 체제가 결여되고 해양환경은 오랜 기간 육지 방식 및 이념을
해양환경 다구역
통해 관해함. 더 나아가 ‘관리’는 거버넌스라 할 수 없음
거버너스의 체계
∙ 관리를 하는 정부부문 직능이 중첩되고, 권한과 책임이 맞지 않아서 해양관리체계 개혁
성 장애
에도 불구하고 파편화된 감독관리 현상이 여전함

다구역
해양환경
거버넌스
의 완비된
참여기제
결여

∙ 해양오염의 대부분이 기업의 오염, 선박 기업의 오염, 해양건설 오염에서 나와서 해양환
해양환경정책 제
경 거버넌스에서 기업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
정 기제에 기업참
∙ 그럼에도, 여러 지방정부는 자신의 이익과 권위에 갇혀 기업조직의 참여를 전혀 고려하
여 결여
지 않고 있어서 정책의 타당성을 상실함
∙ 해양환경 거버넌스에서 비정부조직은 해양환경 공공정책결정의 제정자, 감독자로서
해양 비정부조직
역할이 중요함
의 효과 있는 역할
∙ 이들 환경보호 조직의 역할 발휘, 환경보호 비정부조직들과 정부 간 환경 가치 향상 등이
발휘 부족
매우 중요함에도 그렇지 못함
∙ 해양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민중의 의견과 거버넌스 방식을 정부가 중시해야 해양환경관
해양환경 거버넌
리 주체 다원화가 가능함
스에의 공중 참여
∙ 그러나 환경 거버넌스 정책결정 과정에 민중참여가 배제되고, 정보가 막히고 정책 타당
경로 결여
성이 약화되어 결국 환경보호정책이 부실화됨

주: 全永波·叶芳(2020: 137-145)을 근거로 작성함

2.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
1)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과정
해양관리체계의 완비는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에 달려있다. 1978년 이
래 중국은 40여 년의 지속적인 개혁을 거쳐, 기본적으로 해양관리의 직
능을 정리했다. 해양관리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해양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시대적 특징과 소중한 경험을 남겼지만, 여전히 해
결해야 할 문제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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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에서 1978년까지, 중국 해양관리는 오랫동안 해군이 대신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했다. 그러나 중국 정치경제건설이 점차 갖춰지면서 해
양권익의 수호와 해양자원의 체계적 개발은 정규적인 정부 직능부문에서
전문적인 관리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1964년 7월 22일, 제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4차 회의는 국가해양국 설립을 비준
하고, 국무원에 직속시켜 영도하였다. 국가해양국의 성립은 중국이 본격
적으로 전문적인 해양업무 영도부문을 갖게 되었고, 해양업무체제가 새
로운 단계에 진입한 것을 상징한다. 국가해양국 설립은 중국 해양사업발
전의 수요이고, 전국적인 해양발전 추세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다(刘曙光
等, 2017: 142-3).

이때부터 시작하여, 중국은 해양사무행정관리를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영도조정 부문을 갖게 되었다. 해양사업은 이때부터 정규화·상시화·전문화
발전이란 새로운 시기에 진입했다. 그러나 중공중앙에서 비준한 「국가해양
국설립 건의에 관한 보고」에서, 국가해양국의 편제는 행정편제가 아니라
사업편제이고, 기본 직능 위치설정은 해양사업 성격이고, 체제상 국가기
상국과 민항국과 유사하고, 해양행정관리의 직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시기의 해양관리체제는 일부 통일된 관리가 있지만 여전히 분산관리체제
였다(仲雯雯, 2013: 121-122; 刘曙光 等, 2017: 143에서 재인용). 그러나
문화대혁명 시기, 정부 해양관리기관은 마비되었다(刘曙光 等, 2017: 143).
해양관리체계는 해양관리기구의 조직형식으로, 반드시 해양생산력 발
전 수준과 서로 부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역사발전 단계성과 상황관
리(权变性)의 산물로, 반드시 모든 시기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고 시대와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 1978년 이래 국제해양 형세의 급변과 중국의 업
무중심으로의 전환에 따라, 특히 해양 관련 업계의 빠른 발전으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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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통적인 해양관리체계로는 새로운 발전추세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
다(史春林·马文婷, 2019: 2).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해양관리체계 개혁의 문제가 의제 일정에 오르
게 되었다. 1978년에서 현재까지 3가지 단계로 상응하는 변혁이 이루어
졌고, 해양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특정 시공간 조건의 해양 형세 변화의
수요에 부합하고 적응할 수 있다. 또한, 상당한 수준에서 국가해양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게 되었다(史春林·马文婷, 2019: 2).

표 5-3

중국 해양관리체계 개혁과정
∙ 덩샤오핑은 ‘중국이 부강하려면, 반드시 세계로 향해야 하고, 반드시 해양으로 나가야 한다”(邓小平, 1997). 역사
배경으로 볼 때, 이 단계에서 중국 내외 해양 형세의 변화는 중국 해양관리체제 개혁 출발에 일정한 조건을 만듦
∙ 즉, ⅰ) 1979년 중미수교는 미국을 선두로 하는 서방 적대세력이 신중국에 대한 해상봉쇄와 운송금지가 철저히
붕괴된 것을 상징하고, 중국 해양안전 형세는 완화되고 안정됨. ⅱ) 덩샤오핑은 창조적으로 ‘주권은 나에 속하
고, 분쟁을 보류해 두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기하여 중국과 주변 관련 국가가 해양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데 이론적 지도를 제시함. ⅲ) 대외개방 전략의 추진으로, 중국 해외 경제무역과 운송이 날로
증가하여, 관련 국제해양사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함. ⅳ) 중국의 각종 해양산업이 왕성하게 발전하여
경제에 대한 기여율이 계속 향상되어, 해양사업을 더욱 중시함. ⅴ) 해양자원의 빠른 개발로 막대한 이득을
얻지만, 동시에 생태파괴와 환경오염 등을 초래함.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지체된 해양관리체계에 대해 개혁
을 추진함

첫째, 국가해양국 주관부문 변경 측면
∙ 개혁개방 이전 국가해양국은 해군이 대리하여 관리함. 이러한 관리체계는 국제해양 관리체계 발전추세에 부합
하지 않았음
출발
∙ 따라서 1980년 1월 「중앙과학연구조정위원회 회의 요지」에서 ‘해양업무의 종합성이 강하고, 중국과학원,
단계
석유부, 지질부 등 열 몇 개 부문과 관련되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조직·조정하고, 분업과
(1978~
협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건의함
1990) ∙ 이에 따라, 1980년 9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해양국 영도체제 변경 문제
에 관한 보고」를 비준·전달함. 이렇게 1980년 10월부터 국가해양국은 이전의 해군이 대리 관리하는 것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리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됨
∙ 그리고 1983년의 기구개혁에서, 국가해양국은 또 국무원 직속으로 바뀌었고, 중국 해역 및 해양 권익수호의
종합적인 관리직책을 부여함. 이러한 국가해양국은 기존 해양 과학연구조사조직 업무를 책임지는 사업기구에
서, 국무원이 전국 해양업무를 관리하는 조직과 조정하는 행정 직능부문으로 전환됨
둘째, 해양관리 차원과 체계 완비 측면
∙ 한편, 1980~1988년 국가해양국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5개 부위(部委)가 전국 해안지대와 간석지 자원
종합조사를 위해 연합으로 조직하여 수행함. 이를 위해 전국 해안지대와 간석지 자원 종합조사영도팀 및 그
판공실을 설립함. 동시에 연해 각 성급 지역에서도 상응하게 조사 판공실을 설립함
∙ 1988년 조사 이후, 각 지역 조사판공실은 개편을 통해 연해 각 성급 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현지 해양업무를
관리하는 해양국(处, 室)이 되면서 지방 해양관리기구는 점차 형태를 갖춤
∙ 다른 한편, 1989년 국가해양국은 그 직속의 북해, 동해, 남해 분국 10개 해양관리구역과 50개 해양감찰참의 직책
을 확정함. 따라서 국가해양국 – 해구 해양분국 – 해양관구 – 해양감찰소(海洋监察站) 4급 관리체계를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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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계속
셋째, 해양업계 관리 변화 측면
∙ 1980년대 중국은 상응하게 각 해양 관련 업계의 관리를 강화함
ⅰ) (구조인양 관리) 1978년에 전문 주관기관 – 교통부 구조국(救捞局)을 설립함. 옌타이, 상하이, 광저우 세 개의
구조국을 관할함. 1989년에 기존 1973년에 설립한 전국해상안전지휘부를 중국해상수색센터(搜救中心)로 명
칭을 변경함. 전국 해상수색업무를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연해 각 성급 지역에서도 상응하
게 해양수색센터 및 그 지점 센터를 설립하여, 상대적으로 완비된 해상수색기구와 네트워크를 초보적으로 형성
ⅱ) (항로표지관리) 1980년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거쳐, 기존에 해군이 관리하는 항로표지를 전부
교통부관리로 이전함
ⅲ) (항구관리) 친황다오(秦皇岛) 항은 국가 에너지 항으로 권리를 이양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전국 기타 각
항 업무운행은 모두 중앙과 지방이 ‘이중으로 영도하고, 지방이 위주가 되는’ 관리체계를 실행함
ⅳ) (어업관리) 농업부에 어업국을 설치하여 전문관리를 추진함
ⅴ) (해양석유자원관리) 중국해양석유총공사를 설립하여 통일적으로 대외협력 탐사와 개발활동을 전개함

넷째, 해양 법집행 역량 편성 측면
∙ 주로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구현됨
ⅰ) (해양환경 법집행 문제) 1983년에 효력이 발생한 「해양환경보호법」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해양국은 중국해
출발
감(海监)을 구성하여 법집행 업무를 맡기 시작함
단계
ⅱ) (어정어감 법집행 측면) 1978년에 성립한 국가수산총국에 어정국(渔政局)을 설치하여, 어업자원 번식보호,
(1978~
어항안전보장 등 업무를 주관함. 1988년에 또 상술한 직능을 농업부가 성립한 어정어항감독관리국에 이전하
1990)
여 행사케 함. 그 아래에 황해발해, 동해, 남해 세 개의 직속해구(海区)관리국 및 검사대대(检査大队)를 설립
하여, 성급 행정구역 어업 법집행의 한계를 해소함
ⅲ) (해운안전과 항구 항행질서 법집행 측면) 1978년 이후, ‘문화대혁명’ 충격으로 마비된 각 항무(港务)관리부문
은 점차 안전감찰실을 회복함. 1985년 국무원은 중앙과 지방이 분업하여 책임지는 해양안전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함. 즉, 연해 큰 항의 안전감독은 중앙에서 관리하고, 작은 항은 지방에서 관리하고, 해양구역 질서는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항구감독을 배치하여 해양구역에 따라 관리함. 이에 따라, 연해 주요 항구는 14개의
해상안전감독국을 구성하여 교통부 직속의 일급 행정법집행 기구로 함. 동시에 연해 각 성, 시, 현도 교통부문
에서 항구항행(港口航行) 감독 또는 차량선박 감리 등 부문을 설립하여, 전국을 포괄하는 항구항행 안전 법집
행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함. 1986년에 원양운송의 급속한 발전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국무원은 중국선급
사를 설립하여 복무직책을 맡았고, 중국선박검험국과 두 간판, 한 기구를 실행함. 1989년에 또 정부와 기업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항무감독관리체계 개혁을 진행하여, 중앙직속과 지방 항무(港务)감독기구는 항무국
에서 독립되었고, 교통부문은 별도로 항무감독국(안전감독국)과 船舶检验局을 성립함. 대외적으로 중화인
민공화국 항무감독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선박검험국으로 칭함. 연해 항구에 해상 안전감독국을 설립함. 지방
교통주관 부문도 상응하게 항구항행 감독과 선박검사기구를 설립함
ⅳ) (연해 방치안전 법집행 측면) 1982년 해국에서 일부 인원을 선발하여 해양 공안순찰대를 구성함. 1988년
해경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안변방에 이전하고 각 성급 지역에 해경지대를 설립함
∙ 1990년대에 들어서, 냉전이 종결되며 따라, 국제 형세는 전반적으로 완화되었고, 평화와 발전이 시대의 주제가
됨. 그러나 1994년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전관(专属)경제구 등 새로운 개념의 규정으로, 세계 해양질서에
심각한 변혁이 나타남. 해양분쟁과 자원쟁탈은 더욱 심화되고, 해양권익 재분배는 새로운 단계에 돌입함
∙ 동시에 국내 해양사무관리도 일부 심층적인 갈등의 해결이 필요함. 예를 들어, 해양 관련 지방정부의 활동이
능가하는 것에 직면하게 됨. 중앙정부를 주로 하는 해양관리체계에 대해 일정한 도전을 제기함
∙ 이러한 상황에서, 장쩌민은 ‘해양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은,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에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반드시 전략적인 고도에서 해양을 중요시하고, 전민족의 해양관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江泽民, 2000: 182). 이를 위해, 중국해양관리체계는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는 단계에 진입함

개혁
심화
단계
(1991~
2000) 첫째, 국가해양국 주관부문 변경 측면
∙ 1993년 기구 간소화 영향을 받아, 국가해양국은 또 국무원 직속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관리로 변경함. 이는
국가해양국 조직권한의 하락을 초래하여, 전국 해양에 대한 관리와 조정능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침
∙ 이에 대해, 1998년 기구개혁에서 국가해양국은 새롭게 성립된 국토자원부에 예속하게 함. 그 성격과 임무에
대해 조정하여, 그에 해역 사용감독관리, 해양생태환경보호와 해양권익수호 등 권리를 부여하여, 전국 해양사
무로의 비약을 실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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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계속
둘째, 지방정부 해양관리 강화 측면
∙ 연해 각 해양개발 열기가 고조되어 관리사무는 날로 증가함.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정부는 연해지역
해양관리를 완비하기 시작함
∙ 한편, 1995년에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은 문건을 발표하여, 국가해양국이 각 분국과 지방해양관리 기구
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여, 각 해양구역 관리기구와 지방정부가 조정하여 해양관리를 진행하는 구도를
초보적으로 형성함
∙ 다른 한편, 1990년 이후 연해 각 성급 지역은 잇따라 지방 해양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청국급(厅局级)
관리기구를 설치함. ‘해양어업청(국)’, ‘해양국’, ‘국토자원청(국)’ 등 세 가지 관리 모형을 포함하고, 이는 과거
단일적인 수직적 해양관리체계를 타파함. 분급관리 국면을 점차 형성하여, 국가해양관리기구의 부족을 효과적
으로 보완하고, 관리 실효성을 높임

셋째, 해양 법집행 역량 구축 측면
∙ 이 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변화가 출현함
ⅰ) 1998년 중국해감총대가 설립되고, 아래에 3개의 해구총대와 11개 성(区, 市)总队 및 그 지대를 설치하여,
개혁
위법하게 해양을 사용하고, 해양환경과 자원에 피해를 주고, 해상시설을 파괴하고 해상질서를 혼란하게 하
심화
고, 해양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책임
단계
(1991~ ⅱ) 시장경제 발전으로, 해양교통 법집행은 기존에 실행한 ‘항구별 두 감독’(一港两监)체계와 분업의 폐단이 더욱
분명하게 되어, 정책이 여러 부분에서 제정되고, 해역이 분할되고, 감독과 관리가 부실하여, 해상 안전감독
2000)
법집행 강도와 부서(队伍)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1998년 국무원은 기존 교통부 선박검험국과
중국선급사에 대해 ‘局事, 政事 분리’를 실행하고, 기존 교통부 항무감독국(안전감독국)과 합병하여 교통부
해사국을 설립함. 대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해사국(중국 해사국으로 약칭)을 결정함. 「사상감독관리체계
개혁 실시방안」에 따라, ‘일수일감, 일항일감(一水一监一港一监)’ 관리체계를 실행. 즉, 동일 수역, 동일 항
구에 대해 하나의 안전감독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위해 연해해역과 항구 등을 중앙관리로 하고, 교통부에
서 20개 직속해사기구를 설치하여 수직관리를 실시함. 이렇게, 전국 海事는 부국, 직속국(直属局), 분지국,
해사처 4 층급을 형성하여 거시, 종합, 업무, 현장 네 가지 관리직능을 각각 이행함. 중앙관리 이외의 기타
수역은 지방관리로 구분하여 성, 시, 현에서 각각 지방해사 기구를 설치하여 3급 관리를 실행함(张涛, 2008)
ⅲ) 1998년 해관밀수 부서를 구축하기 시작함. 1999년 해관총서암거래(走私)범죄정사국(偵査局)(이후 해관총
서밀수국으로 개칭)을 설립함. 아래에 광둥분서 밀수국 및 직속 해관 밀수국과 해관 소속 밀수국을 설치하여,
해양 밀수범죄 수사와 법집행 처벌을 강화함(蔡岩红, 2009)
ⅳ) 2000년 농업부는 중국어정지휘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의 어정어감 법집행 부서를 통일적으로 지휘·관리하
고, 아래에 중국 어정 황해발해, 동해와 남해 세 가지 총대를 설치함
∙ 2001년 유엔이 ‘21세기는 해양의 세기’라고 칭한 이후, (국제적으로) 해양은 육지 이외 인류의 제2생존 공간으
로 이해되어 전 세계의 공통된 인식을 얻었고, 새로운 ‘해양개척운동(藍色圈地; Blue Enclosure Movement)
운동’이 유발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중국 주변 해양안전 상황이 심각해짐
∙ (국내적으로) 해양사업이 크게 발전함. 특히, 해양강국전략과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주창과 추진으로 해양
지위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짐
∙ 이러한 상황에서, 후진타오는 ‘해양을 개발하는 것은 중국 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적 임무이다’라고
지적함(孙志辉, 2006: 56)
∙ 시진핑은 ‘더욱 해양에 관심을 갖고, 해양을 인식하고, 해양을 경영해야 한다’(人民日报, 2013.8.1). 중국 해양
관리체계는 개혁혁신 단계에 돌입함

개혁
혁신
단계
(2001~
2018) 첫째, 국가해양국 직책 강화와 통합 측면
∙ 2013년 기구개혁은 국가해양국을 재편함. 해양종합관리 및 통합 계획과 조정 등 직책을 강화
∙ 2018년 중공중앙은 「당과 국가 기구개혁 심화방안」을 발표하여 더 이상 국가해양부를 유보하지 않음. 이를
수리부, 농업부 등 기타 관련 부문의 직책과 통합하여, 새롭게 자연자원부를 편성함. 그러나 대외적으로 국가해
양국의 간판은 존속시킴
∙ 동시에 기존 국가해양국이 오염에 대응하는 등 직능을 새롭게 편성한 생태환경부로 합병하여, 과거 오염예방
및 보호부문 분할 문제를 타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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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계속
둘째, 해양구조관리 측면
∙ 해상 인명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 등 6개 部委가 연합하여 「구조인양체제
개혁 실시방안」을 발표하여 교통부 구조국이 3개 직속 구조국과 3개 직속 인양국을 구축하고, 구조와 인양
분리관리를 추진을 비준함
∙ 이를 위해 당시 교통부 옌타이, 상하이, 광저우 구조국에서 해상 인명구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산과 인원
을 분리하여, 각각 교통부 북해, 동해와 남해 구조국을 설치함. 전적으로 정부에서 재정지지를 제공하여, 국가
전문의 수색역량이 확보됨
∙ 기존의 3개 구조국은 교통부 옌타이, 상하이, 광저우 인양국으로 명칭을 변경함. 비록 여전히 사업단위이지만,
기업화 운영을 추진함

셋째, 해양 법집행기구 통합 측면
∙ 해양 법집행기구 통합으로 볼 때, 2013년의 기구개혁은 기존 해감, 어정, 변방해경, 해상밀수 부서를 국가해양
국으로 통합함. 중국해경국의 명의로 해상 권리수호와 법집행을 전개함. 동시에 공안부의 업무지도를 받음
∙ 2013년 7월 중국해경국이 성립되어 해상 종합 법집행을 추진하고 법집행 효율을 크게 향상시킴. 이에 기초하
여, 2018년 3월 다시 다음 통합을 진행함
∙ 즉, 한편으로, 국가해양국(중국해경국)에서 영도·관리하는 해경부서 및 그 관련 직능을 전부 무경부대로 이전
개혁
하고, 중앙군사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영도하여, 현재 중국 해상 권리수호와 법집행 능력 부족 문제에 대응함.
이에 기초하여, 2018년 6월 제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 해경국 해상 권리수호
혁신
단계
와 법집행 직권행사에 관한 결정」은 공식적으로 권리를 부여하여, 7월 1일부터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
(2001~
대를 조정·편성하여, 중국해경국으로 칭함. 이것이 해양 권리수호와 법집행 직책을 통일적으로 이행하게 함
2018) ∙ 다른 한편으로, 농업부의 어선검사와 감독관리 직책을 교통운송부에 이전하여, 모든 선박검사와 감독의 통일을
추구함
넷째, 해양관리조정 기구 편성 측면
∙ ⅰ) 军警民 联防联关联建을 조정하고, 변경 해방을 보위하고 변경 해양 강역을 건설하기 위해, 2008년 국무원
은 의사조정 종합기구, 즉 국가변해방어(边海防)위원회를 설치함. 전국 군지(军地) 변해방어 사무를 책임·지
도·조정함. 동시에 각 군구 및 沿边, 沿海 성, 지, 현 3급에도 상응한 변해방어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관할구
내의 변해방어 업무의 지도와 조정을 책임짐
∙ ⅱ) 국가주권과 해양권익을 더 잘 수호하기 위해, 2012년 중앙해양권익보호업무영도팀을 설립하여, 국가해양
국, 외교부, 공안부, 농업부, 군대 등 해양 관련 부문 업무조정을 맡음. 그러나 해당 영도팀은 2018년 기구개혁에
서 폐지됨. 그 직책은 중앙외사위원회 및 그 판공실이 맡고, 중앙외사업무위원회 판공실 내에 해양권익보호업
무 판공실을 설치하여, 해양권익의 수호업무를 당중앙 외사업무의 전반에 편입하여 통일적인 계획과 배치를
통해 외교와 외사 및 해양 관련 부문의 자원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긴급사태에 보다 더 대응하는 데
유리하게 함
∙ ⅲ) 2013년 기구개혁은 국가해양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해양발전 전략과 통합조정 중대 사항 연구를 책임지
게 하여, 해양사무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국가 고위층 의사일정에 들어가 관련 기구소통과 조정에 플랫폼을
제공하게 됨
주: 史春林·马文婷(2019: 2-5)을 근거로 작성함

2)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의 특징과 함의
(1) 해양관리체계 개혁의 특징
중국 해양관리체계 개혁의 관건은 해양관리 각 부문의 권리와 책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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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40여 년의 개혁과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중국 해양관리체계는 적극적이고 현저한 변화가 생겼고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즉, 전체 발전 추세는 분산형에서 종합조정형 관리 방향으로 진
행되었다.

표 5-4

중국 해양관리체계 개혁의 특징

중앙
해양종합
관리의
지속적인
확대 발전

∙ 1988년 기구개혁은 국가해양국에 종합관리 직능을 공식적으로 부여함. ‘해양은 각종 개발활동의 업계관리
를 필요할 뿐만 아니라, 권익, 자원과 환경 전체 이익에서 출발하여 종합관리를 실시할 것을 필요로 함’(张海
柱, 2017: 13)
∙ 1993년 기구개혁은 국가해양국이 ‘해양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사무를 줄일 것’을 재차 강조함
∙ 1998년 국가해양국은 국토자원부 직속 부문으로 통합된 이후, 해양관리체계 집중성은 더 한층 향상됨.
일정 수준에서 과거 직무가 있으나 권리가 없고, 권리와 책임이 서로 대응하지 않는 난감한 국면을 바꿈
∙ 2008년 기구개혁은 또 국가해양국 직책을 조정하여, 해양사무에 대한 종합조정을 강화시킴(张海柱, 2015:
164-165)
∙ 특히, 2018년의 기구는 국가해양국의 직책과 수리부, 농업부 등 8개 부문의 관련 직책을 통합하여, 자연자원
부를 국무원의 구성부문으로 새롭게 편성하여, 해양 관리직능 교차와 분산(多頭)관리 등 문제를 최대한
피함

지방
해양종합
관리의
지역화
발전추세

∙ 1998년 중국은 처음으로 해양기능구역(海洋功能区划)을 해양종합관리를 추진하는 기초 업무로 할 것을
제기함
∙ 2002년 국무원은 첫 「전국해양기능구역」을 비준하여, 연해를 10개 해양기능구로 구분하고 30개의 중점
해역의 기능을 확정함
∙ 이에 따라, 2004년 국무원 산둥, 랴오닝 등 지역에서 성급 해양기능구 건립을 비준하여, 지방 해양자원
개발이용의 구분체계와 종합관리 기제가 초보적으로 수립되게 된 의의를 지님
∙ 이후 국무원은 전국에서 해양사용 관리시범구의 건설 업무를 시작함. 이는 각지 해역 사용에 대해 종합관리
를 추진함
∙ 2011년 국무원은, 또 「산둥반도 블루경제구 발전계획」을 비준함. 이는 중국 첫 해양경제를 주제로 하는
지역발전전략계획임. 이를 위해, 산둥성위(委)는 산둥반도 블루 경제구역 계획 건설영도팀 및 그 판공실을
설립하여 종합관리를 실시함

해양법
집행부서
건설의
상대적
집중발전
추세

∙ 한편, 국가 측면으로 볼 때, 2013년 기구개혁은 해감, 어정, 해관밀수와 변방해경 4개 해양 법집행 역량을
중국해경국으로 통합해 공안부의 지도를 받게 됨
∙ 해상 법집행은 기존의 ‘다섯 마리 용이 바다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에서 ‘두 마리 용이 물을 다스리는 것’(중국
해경과 중국해사)으로 전환됨. 법집행 부서의 주체 지위는 크게 향상됨
∙ 특히, 2018년에 또 중국해경을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영도·지휘하는 현역 무경에 귀속시킴.
법집행 권한은 행정, 형사와 군사 등 여러 영역을 포함함. 고차원의 해양 종합 법집행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
∙ 다른 한편, 지방 차원에서 볼 때, 연해지역은 지역성 해상 종합법집행 부서를 편성하기 시작함. 가령, 2003년
12월 샤먼시는 해감대대(海监大队), 어정처(渔政处), 어감대(渔监局) 등 단위를 합병하여 해상 종합 법집
행 부서를 편성함
∙ 이 같은 조치는 어느 정도 과거 법집행 기구 각 부문 분설, 직책교차, 분산 법집행의 구도를 바꾸어, 법집행
부서, 설비와 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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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계속

∙ 전통적인 각 부문과 각 지방정부 이익요구의 차이로, 업계 간 및 지역 간 해양관리는 때로 방해하고 책임을
미루게 됨. 이에 대해, 해양종합관리의 논리 선택은 조정기관을 편성함
∙ 국가 측면에서, 고층과 응급조정을 매우 중요시함. 즉, 첫째, 고층 거시적인 조정능력을 강화함. 예를 들어
2013년 국가해양위원회의 성립은 중대한 사무의 조직 조정에 도움이 됨. 둘째, 응급 조정 능력을 강화함.
업계 간
즉, ⅰ) 기존 국가해양국이 주도하여 해양 상황관리영도팀를 설치함. 구성원은 국가해양국의 주요 영도와
및 지역 간
연해 각 지역지방 분관 영도를 포함함. ⅱ) 교통부 해사국이 주도하고, 십여 개 부문이 참여하여 국가해상수
해양관리의
색부 간 연석회의(国家海上搜救部际联席会议)를 구성하여 전국 수색과 오염 상황관리를 종합함. ⅲ) 해관
종합조정
총서가 주도하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과 협상하여 연석회의제도를 확립함. 해상밀수 법집행
발전추세
안건처리에서 돌출한 법률적인 난제 응급문제를 협상하여 해결함
∙ 지방 측면에서, 해양 연합 법집행을 실시하기 시작함. 가령, 2010년 4월 광둥 후이저우(惠州) 시 해사국과
시 변방지대 및 시 해양과 어업국은 「해양집법 협동보완협의」을 체결하여, 연동하여 병참 보급·예방·행동
하는 법집행 기제를 구축함
주: 史春林·马文婷(2019: 5-6)

종합하면, 1978년 이래 중국은 점차 해양의 다원관리 주체 및 그 직책
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분산에서 집중으로, 부분에서 전체로, 분절화
에서 통합’으로 전환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王印红, 2017: 17). 종전 해
양자원개발과 이용관리 위주의 해양관리를 영토주권과 국가의 해양권익
과 안전수호, 위기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관리를 위한 뒷받침을 제공
하는 것을 지향하고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의 함의
1978년 이래 중국 해양관리체계 개혁은 상층(頂層)설계 중시, 법에 따
른 개혁·혁신 추진, 과학기술 중시, 국제 해양관리체계 개혁의 경험 벤치
마킹이라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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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중국 해양관리체계 개혁의 함의

상층설계
중시

∙ 해양은 많은 산업과 많은 부분이 집중된 영역이고, 동시에 해역의 전체성, 해수의 유동성과 생태의 지역성
등 특징으로, 모두 그 관리가 반드시 업계, 부문과 지방이익의 틀에서 벗어나 종합관리를 실시할 필요. 이에
따라 거시적 측면의 상층설계와 통합적인 고려를 강화해야만, 해양개발, 이용과 보호의 유기적인 통일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어, 진정으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전체적 효과에 이를 수 있음
∙ 첫째, 당과 국가영도자는 해양관리체계개혁에 주목함. ⅰ) 업무보고를 청취함. 예를 들어 1980년 중국해양
국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리하여 관리한 이후, 국무원 부총리 方毅은 여러 차례 국가해양국에 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국가해양국이 ‘문제를 고려하고 결정을 할 때 국가의 고위층에서 해야 하고 … 어떤
정책결정과 행동은 모두 국가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함(严宏漠, 2014). ⅱ) 관련 담화를 발표함. 예를
들면 일찍이 2002년 4월 당시 푸젠 성장인 시진핑은 ‘해양 종합개발과 해양 종합관리 두 가지를 중심으로
잡을 것’을 제기함(赵鹏, 2002). 2004년 3월 후진타오 총서기는 중앙인구자원환경 업무 좌담회에서 ‘해역
사용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함(人民日报, 2004.4.5). 2004년 7월 원자바오 총리가 교통업무
를 고찰할 때 해양수색체제 개혁을 완비할 것을 강조함. 이에 따라 2005년 5월 국가해상수색부 간 연석회의
제도를 구축함(黄志球, 2014: 29). 2006년 12월 후진타오 총서기는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해양계획을
잘하고, 체제 기제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함(李珠江, 2008). 2012년 3월 시진핑은 ‘양회’에서 ‘해양관리
를 중요시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표시함(中国绿色时报, 2012.3.12). ⅲ) 집단학습을 전개함. 예를 들어
2013년 7월 중앙정치국은 해양강국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제8차 집단학습을 진행함. 시핀징은 “해양권리
수호를 ‘종합적으로 고려(统筹兼顾型)’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人民日报, 2013.8.1). ⅳ) 언
급(题词)하여 격려함. 예를 들면 1984년 10월 9일 전국인대 위원장 펑전(彭真)은 국가해양국이 새롭게
편성한 법집행선에 대해 ‘중국해감’을 썼음. 1994년 7월 22일 국가해양국 성립 30주년에 리펑(李鹏) 총리
는 ‘해양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연해경제를 진흥시킬 것’을 썼음
∙ 둘째, 해양관리체계 개혁전략 계획을 강화함. 해양발전전략계획은 국가가 일정 시기 내 해양사업 발전의
총체적인 방향이고, 해양관리체계 개혁의 목표, 원칙과 조치를 결정함. 1978년 이래 중국 해양종합관리체
계 개혁은 점차 국가 시야에 포함됨. 특히, 2000년 이후 중앙 고위층이 적극적으로 추진함. 예를 들어, 2006년
국가 ‘11.5’계획 「강요」는 ‘해양종합관리를 실시할 것’을 제기함. 2010년 중공중앙 ‘12.5’계획 「건의」는 해양
‘종합관리능력’을 강화할 것을 다시 제기함. 이를 위해, 2011년에 발표된 국가 ‘12.5’계획 「강요」는 해양종합
관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논술하여 ‘통합조정을 강화하고, 해양관리체계를 완비할 것’을 강조함. 2013년
3월 정부업무보고는 처음으로 ‘해양종합관리’의 요구를 제기하고 배치함. 이를 위해, 2013년 4월 국무원에서
비준한 「국가해양사업발전 ‘12.5’계획」은 해양종합관리체제와 기제를 더 한층 완비하여, 해양종합관리
조정수단을 보다 뚜렷하게 강조함. 이렇듯 중국 해양종합관리체계 개혁은 이미 국가 최고 정책결정에 진입함
∙ 셋째,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해양종합관리체계 개혁 임무 실현을 배치함. 예를 들어 1991년에 개최한 첫
전국해양업무회의는 해양종합관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함. 1993년 중국해양국장 회의는 해양종합관리를
추진하는데 노력할 것을 강조함. 2006년에 개최된 중앙경제회의는 효과적으로 중국 종합관리체계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조함

법에 따른
개혁·혁신
추진

∙ 국내외 관련 법규는 중국 해양관리체계 개혁에 법리적 근거를 제공하여 기초 보장 역할
∙ 한편, 국제협약 관련 1994년에 효력이 발생한 「 협약」은 연해 국가 활동 및 그 관리의 종합임무를 확립함.
마치 그 ‘서언’에서 ‘각 해양구역의 종종 문제는 모두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하나의 전체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UN, 2018). 이러한 해양 ‘전체관’은 각 조약 체결국은 해양 종합과 협조관리를 강화하여, 각국 해양
관리의 실천 가치 지향을 바꿀 것을 요구함. 1996년 중국은 해당 협약을 비준하여, 중국이 해양종합관리를
실시하여 국제법 기초를 제공함. 또한 국제海事조직(IMO)이 제정한 「1979년 국제 해상탐색구조협약」처
럼 각 연해국이 수색조정센터(RCC) 구축을 요구함(IMO, 2018). 1985년 중국이 해당 협약에 가입한 이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1989년에 이르러 통일된 중국 해상수색센터를 설립함
∙ 다른 한편, 국내 법규로 볼 때, 1978년 이래 중국은 일련의 해양관리 관련의 법규를 발표하여 관련 관리체계
개혁에 제도 보장을 제고함. 예를 들어 1983년 3월 1일에 실행을 시작한 「해양환경보호법」은 국가해양국에
해상순항모니터링·감시관리 등 직책을 부여함. 이를 위해 국가해양국은 해감 부서를 구축하여 순항 법집행을
시작함. 또, 예를 들면 1984년 정월부터 실시한 「해상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을 관철하기 위해, 1985년
국무원은 해상 교통안전 감독관리체계를 개혁하는 결정을 함. 중앙과 지방정부가 분업하여 책임지는 해상
교통안전 감독관리체제를 구축함. 또 예를 들면 2002년 정월부터 실행한 「해역사용관리법」은 해양기능구분,
해역권속관리 등 기본 제도를 확립하여, 중국 해양종합관리가 법제화, 과학화, 규범화의 궤도에 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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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과학기술
중시

계속
∙ 한편, 해양관리 목표 또는 가치로 볼 때, 과학기술은 해양관리 효과의 가속기(倍增器)임. 육지관리에 비해,
해양관리는 더 복잡하고, 과학기술 함량이 더 높아, 반드시 하이테크로 관리비용을 낮추고, 해양관리부문
간, 업계 간, 지역 간, 층급 간 협동 수준을 향상해야 함
∙ 이에 따라 1978년 이래 당과 정부는 해양관리체계 개혁 혁신에서 과학기술의 지탱 역할 강조. 앞뒤로 ‘과학
기술 진보에 의존하여 해안지대, 바닷길 개발건설을 추진한다’ 등 구호를 제기함. 더 나아가 국가 측면에서
‘과학기술로 해양을 흥성하게 하는’(科技兴海) 등 전략을 확립하여, 하이테크를 해양관리 정책결정의 기초
로 하여, 해양관리 효능을 전면적으로 추진함
∙ 다른 한편, 도구정책과 수단으로 볼 때, 1978년 이래 국가는 해양 과학기술의 전략계획, 주체 선택, 경비투
입, 인재양성 등에서 정부관리와 서비스 수준 강화를 매우 중요시하여, 최대한 해양 과학기술 발전의 활력과
뒷심을 최대화로 방출함

∙ 1978년 이래 중국 해양관리 체제개혁은 국제와 연결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유엔과 국제해사조직의
관련 주창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기타 국가의 발전된 방법을 적극 참조하여, 중국 해양관리체계의 진보와
완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첫째, 국제적 ‘해양’ ‘종합관리’ 선진 이념을 흡수함. 이념은 해양관리 행위의 기초로, 1980년대 이래 국제사
회는 해양종합관리 이념을 형성함. 1989년 유엔 사무총장은 보고에서 연해국가들이 해양종합관리를 대대
적으로 실행할 것을 호소함. 1992년 유엔 환경보호와 발전대회에서 통과된 「21세기 의정」은 각국이 해양
종합관리체계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Sain, 1998: 87). 1993년 제48기 유엔대회는 각 연해국이 해양
종합관리를 국가발전 의사일정에 포함 요구.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1994년에 통과
된 「중국 21세기 의정」 및 1996년에 제정된 「중국 해양 21세기 의정」과 1998년에 발표된 「중국 해양사업
의 발전」 백서 등은, 모두 해양종합관리체계 구축·완비의 중요성을 강조함
국제
∙ 둘째, 국제상의 ‘종합법집행’ 부서(队伍) 건설 모형을 학습함.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장비가 정교하고, 기술
해양관리체
이 선진적이고, 기능이 완비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반응이 빠르고, 보장이 강력한 복합형, 높은 효율,
계개혁의
준 군사화의 법집행 부서가 해양종합권리수호 법집행 직능을 행사함. 예를 들어 미국의 해안경위대
경험
(USCG), 영국의 해사와 해안경비대(MCA), 일본의 해상보안청(JCG) 등이 있음. 이에 대해, 2013년 중국은
벤치마킹
관련 국가 법집행 부서 설치 모형을 참조하여 해감, 어정, 해관밀수와 변방해경 등 4개 법집행 역량을 합병하
여 중국해경을 구축함. 2018년 또 이를 전체적으로 무경 현역으로 전환하여, 중국 해상권리수호 법집행의
역량을 향상시킴
∙ 셋째, 국제상의 ‘종합협조’ 조직구조체계를 참조함. 국제적으로 통상 다음 두 방법을 취하여 각 부문에 분산
되어 있는 해양 관련 사무를 종합·조정함. ⅰ) 고위 의사조정기구를 설립함. 예를 들어, 미국은 국가해양위원
회를, 러시아는 연방정부해양위원회를, 호주는 해양전략관리위원회를 설립함. 이에 대해, 중국은 관련 국
가의 방식을 참고하여, 2013년에 고위 의사조정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설립함. ⅱ) 해양 관련 연석회의
기제를 형성함. 예를 들어, 프랑스의 부간해양연계회(部际海洋联系会), 일본의 해양개발성청연석회(海洋
开发省厅联席会) 등이 있음. 중국도 이들 국가의 방식을 참조하여, 해양 관련 부문에서 각종 연석회의 기제
를 설립함. 예를 들면 2005년 국가해상수색부간연석회의(国家海上搜救部际联席会议)를 설립하여, 해양
응급조정 능력을 향상시킴
주: 史春林·马文婷(2019: 6-8)을 근거로 작성함

<표 5-5>에서 보듯, 1978년 이래 중국 해양관리체계 개혁의 목표는
종합형으로 효율적이고 운행이 원활한 모형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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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 방향
해양행정관리체계 개혁은 하나의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문제로, 사소한
일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혁설계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조사
연구는 전면적·심층적이어야 하고, 방안은 실제로 실행 가능해야 한다.
방안을 설계할 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
<표 5-6>과 같이 제시된다.

표 5-6

해양행정관리체계 개혁의 원칙

부문이익
배제
원칙

∙ 어떤 개혁에도 기회비용이 있으며 ‘파레토 효율’의 확보는 단지 일종의 이론적인 사고방식으로, 현실
중에서 실현하기 어려움
∙ 개혁은 필연적으로 일부 부문의 권력을 감소시키고, 일부 사람들의 이익에 손해를 줌. 따라서 변혁의
영도자로서 스스로가 부문이익을 배제해야 함. 또한, 해양 부문 개혁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며,
견해가 다른 전문가 참여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

∙ 사회발전, 분업 정밀화, 관리 전문화는 미래 발전의 추세임. 해양은 대기, 물리, 화학, 수산, 광산물,
사회발전 추세와
생태, 환경 등 여러 측면과 관련됨
관리 및 규칙
∙ 해양사무가 점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모든 해양사무를 한 부문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관리
부합
규칙과 사회발전 추세에 부합하지 않음
해양권
수호에
유리한 방향

∙ 해양강국이 될 수 있는 관건은 국제해양 분쟁에서 중국 해양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국제해양
의제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구현할 수 있는가에 달림
∙ 만약 분쟁국과의 해양경계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해양권리수호의 중임을 맡을 힘이 없으면, 설령, 해양
행정관리체계 설계가 완비되고, 운행이 서로 잘 조정될지라도, 상당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

주: 王印红·王琪(2014: 108)를 근거로 작성함

해양강국 전략 지위의 확립과 해양자원 가치의 재발견에 따라, 중국은
해양개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해양환경보호, 해양생태균형유지, 국가
해양권익수호가 더욱더 주목되고 있다. 해양행정관리체계의 구조를 갖추
고,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직책을 구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복잡한 해
양관리 사무와 어려운 해양권익수호를 위해서 당의 18대에서 체제개혁
과 해양강국전략을 다시 제기한 배경을 보면, 해양행정관리체계의 개혁
이 시급하게 실행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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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관리체계의 ‘골격(四梁八柱)’은 이미 2018년 정부기구 개혁
에서 기본적으로 구축·완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구조에서 수직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즉, ⅰ) 직능 범위의 명확한 규정, ⅱ) 부문조정
기제의 구축, ⅲ) 지방 및 기층 개혁의 심화를 중점으로 전환한 것이다(王
琪·崔野, 2020: 10).

표 5-7

해양관리체계 개혁의 골격

직능구분
측면

∙ 직능구분 측면에서, 해양 관련 관리기구 간 권리와 책임의 경계를 더 한층 정리하는 것이 개혁 심화의 핵심임.
정리할 핵심 직능 범위는 주로 다음 몇 가지를 포함
∙ ⅰ) 생태환경부문과 자연자원부문이 바다간척통제, 국가해양감독, 해양생태복구 프로젝트 상의 직능구분,
ⅱ) 생태환경부문과 임업·초원부문이 해양자원보호지 관리상의 직능구분, ⅲ) 생태환경부문과 어정부문,
해사부문이 어구(渔区)오염, 항구오염에서 직능구분, ⅳ) 해경부서와 자연자원부문, 생태환경부문, 어정부
문, 해사부문 등 행정기관이 해상 법집행 상의 직능구분임
∙ 이밖에도, 지방 측면에서 정부 관련 부문의 파출기구와 현지 정부 해양관리 기구 간 직능구분 정리 필요

부문조정
측면

∙ 부문 간 해양의사조정 기제를 구축하거나 강화하여, 각 부문이 해양관리 중대 사항에서의 소통·협동·협력
을 강화해야 함
∙ 중앙 측면에서, 최대한 빨리 국가해양위원회의 조직 실체와 제도체계를 구축하고, 당, 정, 군, 학, 사 등 다양
한 주체를 흡수하여, “명목적으로 전개하는 것”에서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전환하게 하여, 총괄
조정자의 역할을 확보할 필요
∙ 지방 측면에서 산둥성 및 그 연해 지급시는 이미 각급 당위 업무 서열에서 해양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타 지역도 이 방법을 참조하여, 시기가 성숙될 때 유사한 해양조정기구를 구성하고, 지역 내의 중대한
해양 문제에 대해 소통과 조정을 전개할 필요

지방개혁
측면

∙ 각급 해양관리기구와 해상 법집행 부서는 보편적으로 인원부족, 설비부족, 직책 비대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기층과 일선에서 보다 두드러짐
∙ 이를 위해, 지방개혁의 추진은 실제 수요를 지향하고, 기층 해양관리기구의 인원, 자금과 설비에 대한 지원을
적정하게 높여야 함
∙ 현급 정부에서 여러 해양 관련 부문을 합병·설치하고, 해양종합관리와 해상종합 법집행을 추진하여, 자원의
집약화 및 최대화 이용을 실현하여, 관리의 협력을 형성함

주: 王琪·崔野(2020: 10)를 근거로 작성함

중국에서 해양업무는 해수의 유동성, 해양권익의 특수성, 해양사무의
국제성 등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육지 업무와는 매우 다른 일종의 특수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독립적인 직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계속 제
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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于谨凯 等(2019: 450)에 따르면, 부문관리의 국가해양국은 이런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해양경제는 이미 국민경제로
성장하였으며, 국무원은 해양경제발전을 종합적으로 규획할 하나의 부문이
필요하다. 중국이 관할하는 해양의 해양권익 및 안전 요구는 적시에 신속히
국제 해양사무를 처리하고, 국가는 마땅히 독립적인 업무기구를 만들 필
요가 있다. 글로벌 해양이익에서 중국을 옹호하고, 하나의 전문적 해양기
구를 만들어야 한다. 해양 법률법규도 계속 증가하여 하나의 독립된 해양
행정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국무원이 관여하는 해양부문이 많고 직능이
중복되어 상호 배치를 조정해야 한다. 국무원은 하나의 협조·감독 기구가
필요하다. 군사해양환경보장 업무는 해상안전에 관여하는 장기적인 임무
이며, 중국은 전문적 해군해양국을 설립하지 않았다. 군사해양환경보장
업무는 군민겸용 방식을 취하고 국가해양국이 담당한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해양국을 확대 개편하여 국무원 직속 행정기구로 만들어 전문적으로
해양법률·정책·규획을 수립하고, 해양권익과 안전을 옹호하고, 해역사용
을 관리하고, 해양생태를 보호하고, 해양연구와 해양공공시설건설 및 해
양공익서비스 등의 임무를 관리하고, 해양경제 발전을 통해 해양강국을
건설하고, 민족부흥의 주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국가해양감찰제도 분석94)
1) 국가해양감찰제도 현황
2011년에 국가해양감찰제도를 구축할 때, 감찰의 대상과 범위는 해양

94) 崔凤·宋宁而(2020: 208-220)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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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주관부문과 해양법집행기관으로 제한되었다. 구체적으로 연해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해양청(국), 국가해양국 북해, 동해, 남해 분국, 중국해
감총대(总队)가 포함되었다(关于印发「海洋督查工作管理规定」的通知. 国
海发[2011]27号, 2011; 崔凤·宋宁而, 2020: 208에서 재인용). 2016년

연말에 제시된 「국가해양감찰방안」은 국가해양감찰을 국가 차원으로 상
승시켰다. 국가해양감찰조(国家海洋督察组)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지방정
부가 해양자원환경 주체 책임을 실현하는가를 감찰한다. 감찰대상과 범
위는 연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그 해양행정 주관부문과 해양
법집행기관이다. 심지어 구를 설치한 시에까지 내려갈 수 있고, 중앙정부
– 성급 정부 - 지시급 정부의 정부 내부 계층(层级) 감독 기제를 구축하려
한다(关于印发<海洋督查工作管理规定>的通知. 国海发[2011]27号, 2011;
崔凤·宋宁而, 2020: 208에서 재인용).

첫째, 국가해양감찰조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감찰착수, 감찰보고 작성,
감찰 피드백 진행 등의 절차를 통해 성, 자치구, 직할시에 대해 해양감찰
을 추진한다. 해양 주체 기능 구역계획, 해양상태보호 레드라인, 해양매
립 총량통제 등에서 정책실현 상황을 감독·검사한다. 해양자원, 해양환경
등 관련 측면 법률과 법규의 집행 상황을 감독·검사한다. 성, 자치구, 직
할시 정부는 국가해양 감찰조의 피드백 의견에 따라 정비를 한다. 구체적
으로 감찰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국가해양감찰조 의견 피드백을
업무일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만들고 6개월 내에 관련 문제
에 대한 정비를 마친 이후 기존(原) 국가해양국에 제출해야 한다. 감찰 수
요와 각 지방의 정비실현 상황에 따라, 기존(原) 국가해양국은 성, 자치
구, 직할시 정부의 정비 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다시 진행한다. 즉, 소위
해양감찰을 “되돌아보는 것(回头看)”이다. 국가해양감찰조는 국무원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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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여 감독검사를 수행하여, 이러한 강력한 위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바로 진행·정비한다. 감독과 정비를 효과적으로 독촉한다(崔凤·
宋宁而, 2020: 208).

둘째, 성급 측면에서 감독검사업무 기제를 구축하여, 각 관련 정부부
문에서 정비 속도를 낸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모두 해양 감찰정비
업무영도팀을 설립하여, 국가해양감찰조의 피드백 의견을 엄격히 실현하
고,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제정한다. 해당 팀장은 통상적으로 성장(자치구
주석 또는 직할시 시장)이 맡고, 팀 구성원은 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 재
정청, 자연자원청(해양·어업청), 환보청(环保厅), 농업농촌청 등 여러 관
련 정부부문에서 와서, 영도 팀의 업무 인원구성은 조직 권위성과 자원동
원 능력을 충분히 보장한다. 영도 팀에서 일반적으로 영도 팀 판공실을
설립하고, 판공실 주임은 일반적으로 기존 성급 해양국(또는 해양·어업
청)의 주요 영도가 담당하고, 성급의 일상 해양감찰 업무를 주최한다. 성
급 해양감찰 정비업무 영도 팀은 각 현과 시의 정비추진 상황에 대해 추
적 감독검사를 수행한다. 국가해양감찰조의 피드백 의견이 연해 현과 시
에서 관철되어 실현되는 것을 확보한다. 정비추진이 지체되고, 정비효과
가 불분명한 현시 정부, 책임 단위와 지방관원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비판을 통보하고, 감독관리(督办)와 면담(约谈)을 진행하거나, 심
지어 조직처리(组织处理)와 사법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동시에, 성급 해
양감찰기관은 아래로 내려가 독촉하여, 아래의 지급시와 현급시에 압력
을 계층별(层层)로 전달하고, 책임을 계층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崔凤·宋
宁而, 2020: 211).

셋째, 시급 정부는 상응한 해양감찰정비 실현을 위한 감찰기관을 설립
한다. 성급 해양감찰정비업무영도팀의 의견과 배치에 따라, 본 지역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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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부문협조를 책임지고, 정비 임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시급의
해양감찰기관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시급 해양·어업구(기구개혁 이후, 일
부 시급 해양·어업국은 시급 자연자원국으로 통합) 아래 설립되고, 관련
부문과 과실(科室) 인원을 차출하여 해양감찰 판공실을 구성한다(崔凤·宋
宁而, 2020: 211).

국가해양감찰은 중앙정부 – 성급 정부 - 지시급 정부의 정부 내부 등급
감독 기제를 구축하여 해양자원과 환경보호의 압력을 층층이 전달하고,
국가해양감찰의 “유종의 미(最后一公里)”를 구현한다(崔凤·宋宁而, 2020:
211-2).

2) 국가해양감찰제도의 제약
국가해양감찰에서 중앙정부의 성급 정부 계층에 대한 감독은 일반적
으로 상대적인 효과를 낸다. 그러나 성급 정부 이하의 지방정부 간 계층
감독은 실패가 빈번하다. 만약, 중앙정부를 위탁(委托) 측으로 간주하고,
성급 정부를 관리(管理) 측으로 간주한다면, 시현 정부는 대리(代理) 측이
다. 중앙정부, 특히 국무원을 대표하여 감찰하는 국가해양감찰조 및 그
소재(所在)의 기존 국가해양국은 일반적으로 해양감찰의 목표설정권, 조
사검수권을 갖고 있고, 성급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분배권을 장악
하고 있다(周雪光·练宏, 2012; 崔凤·宋宁而, 2020: 212에서 재인용).
해양자원관리와 해양생태환경보호의 특수성으로 때문에, 국가해양감
찰 중의 위탁, 관리, 대리 간에 종종 일정한 긴장관계가 있게 된다(崔凤·
宋宁而, 2020: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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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국가해양감찰의 문제

감찰의 지속성 및
예방성 취약

∙ 국가해양감찰의 절차와 방식을 보면, 감찰 효력의 지속성이 약함. 이는 법률근거가 약해서 감찰의
영향력, 지속성, 권위성, 위협성이 부족하고, 감찰이 일종의 운동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임
∙ 국가해양감찰이 지체되고, 주로 사후 독촉과 징벌을 위주로 하고, 사전 예방이 부족함

국가해양감찰의
조직체계 불비

∙ 국가해양감찰의 실체 조직은 기존 국가해양국에 설치되었음. 그 주요 조직체계는 전국 해양감찰
위원회와 판공실(기존 국가해양국에 설치)과 해구 감찰조직(북해, 동해, 남해 분국에 설치)로 조
직체계 불비
∙ 해구 감찰조직에 정규 인원이 부족함. 국가해양감찰조 감 팀의 일부가 세 분국에 파견되어 운영되
어 일상 업무에서 행양감찰 수행 어려움
∙ 지방해양감찰기관의 조직설치, 직권범위, 운영 기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성, 시, 현
각급 해양행정부문과 해양법집행기관은 일반적으로 모두 전문적인 해양감찰기구를 설립하지
않음

∙ 국가해양감찰 대상이 주로 연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해양행정 주관부문과 해양법집행
국가해양감찰의
기관, 즉 주로 정부부문이고, 기본적으로 각급 당위는 불포함
대상이 주로 지방 각급
∙ 이는 국가해양감찰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당정체계에서 각급 당위는 해양개발, 관리, 심사비준에
정부에 제한됨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임
∙ 국가해양감찰조는 감독검사권과 문책건의권만 갖고 있고 처치권과 정책결정권은 최종적으로
국가해양감찰조와
지방정부가 갖고 있어서 국가해양감찰조는 구체적인 안건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에 참여하지 못
해서 주로 시정결과에만 주목하는 수준임
지방정부 간 권력관계
규범화 필요
∙ 지방정부는 해양을 이용하여 경제를 발전하려는 동기가 강하고, 환경보호의 동기는 상대적으로
취약함
국가해양감찰과
중앙환경보호감찰
직책이 중첩

∙ 양자는 모두 해양생태환경 측면과 관련된 감찰이지만, 감찰권한에 관한 구분과 규정이 없음
∙ 이는 중복 감찰을 초래하게 하여 지방정부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로 검사에 영합하게 함

주: 崔凤·宋宁而(2020: 213-8)을 근거로 작성함

3) 국가해양감찰제도 개혁방향
중앙정부는 해양생태문명과 지속가능한 환경 발전 수준에서 국가해양
자원환경 관련 정책결정 배치에 대한 지방정부의 집행 상황, 국가해양자
원환경 관련 법률·법규 집행 상황, 바다를 에워싸고 메꾸는 등의 문제처
리 상황 등을 감독검사하여, 해양자원 보호와 이용의 경제효과·사회효
과·생태효과 간 효과성을 서로 일치시킨다(崔凤·宋宁而, 2020: 212).
성급 정부와 시현 정부는 많은 경우, 지방경제발전과 단기 성과에서
출발하여, 검사에 영합하는 자세로 국가해양감찰에 대응을 해서 그 적극
성이 높지 않다. 이는 국가해양감찰의 설정목표를 완전히 달성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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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 지방경제발전을 희생하고, 간부 임기제로 인해 지방행정장관
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崔凤·宋宁而, 2020: 212).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성급 정부와 시현 정부는 국가해양감찰에 대응
하는 태도와 출발점에서 매우 큰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해양환경을 보
호하고 국가해양감찰에 직면하여 지방정부는 “공모행위”를 쉽게 추구할
수 있다(周雪光, 2008; 崔凤·宋宁而, 2020: 212에서 재인용). 검사감독
에 직면하면 지방정부는 “공모”를 통해 국가해양감찰조에 대응하는 동기
를 갖게 된다. 따라서 성급 정부와 시현급 간 계층 감독은 국가해양감찰
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없고, 정부 외부에서 사회감독 기제를 도입할 필
요가 있다(崔凤·宋宁而, 2020: 212-3에서 재인용).
앞으로 국가해양감찰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해양감찰방안」
중의 여려 내용을 적절할 때 국가법률 범주에 점차 포함하고, 국가해양감
찰 업무가 완비된 법률유지체계를 구축하고, 국가해양감찰의 법치화를
실현하여, 국가해양감찰의 권위성과 위협성을 높여, 국가해양감찰의 제
도화와 상시화를 강화시켜야 한다(崔凤·宋宁而, 2020: 218).
특히, 국가해양감찰 기관의 법률적 지위를 규정하고, 법률조문의 형식
을 통해, 국가해양감찰 중 국가해양감찰기관과 자연자원 관련 부문, 지방
정부, 지방해양관리부문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다. 국가해양
감찰기관에서 국가해양감찰을 전개하는 합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한
다. 국가해양감찰 중의 “운동식” 거버넌스 색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및
그 해양행정 주관부문에서 국가해양감찰이 일과성 또는 일시적이 아님을
명확하게 한다. 지방경제 발전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시종 해양생태문명
건설을 견지해야 한다(崔凤·宋宁而, 2020: 218-9).
국가해양 감찰의 예방성을 강화해야 한다. 「해양감찰방안」에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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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짐성(苗头性), 경향성 또는 중대한 법률위반, 규칙위반 문제 등의
특정 사항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관련 문제를 제때에 발견해 교정
하고, 개선 의견과 건의를 제기한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国家海洋局
网站, 2017.1.23; 崔凤·宋宁而, 2020: 219).

국가해양 감찰대상을 연해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로 확대하고, “당정
공동책임(党政同责)”, “한 직위 두 가지 책임(一岗双责)”을 실시하여, 각
급 당위 영도간부가 해양생태보호에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고, 책임추궁
기제를 강화하고, 각급 당위와 정부의 환경보호책임과 정치의식을 높여
야 한다(崔凤·宋宁而, 2020: 219-220).
국가해양감찰과 중앙환경보호감찰의 직책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당
중앙과 국무원은 상층(顶层)설계에서 국가해양감찰과 중앙환경보호감찰
의 직능분업, 권력구분을 규범화·명확화를 하여 양자가 각자 우위를 충
분히 발휘케 한다. 분업을 명확히 하고, 각자가 자신의 책임을 지는 권력
배치체계를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해양생태환경보호 측면에서 서로 보
충·협동하여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도를 형성시켜야 한다(崔凤·宋宁而,
202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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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의 해양기능 분석
앞서 중국 해양행정관리체계 및 그 개혁 그리고 국가해양감찰제도를
다루었다. 이어서 본 절에서는 중국의 해양기능, 해양특별구 정부의 기
능, 중국해경국의 기능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서 해양 정책과 전
략의 범주와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1. 중국의 해양기능
정부기능이란, 기구나 조직 설치의 준거로서 기구나 조직의 규모, 차
원, 수량, 운영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기능 중에서 해양이 맡고
있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양의 기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능은 고정불변의 속성이 아니라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
되는 속성을 띤다.
해양행정관리 기능(职能)95)은 해양행정관리 영역에서 행정기능의 중
요 표현이며, 구체적 응용이다. 따라서 해양행정관리 기능의 내용과 운영
은 행정관리 기능의 기본 요구 및 운영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刘洋·高雪
梅, 2017: 132).

해양행정관리 직능은 해양행정관리의 기초이며, 해양행정관리의 권
력·체계·영도 등에 따른다. 해양행정관리 직능은 권력, 상응하게 구성된
관리체계와 배치되어야 하며, 상응한 행정의 영도를 실시해야 한다. 해양
행정관리 기능은 공공성, 법정성(法定性), 동태성, 전략성이란 속성을 띤
다(刘洋·高雪梅, 2017: 133-5).
95) 정부기능 또는 행정기능 등에서 ‘기능(function)’을 중국의 경우는 주로 기능(职能)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서는 기능과 직능을 같은 의미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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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분할, 법률제도 분할, 행정규제(管制) 분할 등의 요인으로 종합적
으로 형성된 분할 거버넌스라는 복잡한 구도 아래, 해양 관련 부서 간 상
당수 조직기구에는 직능조정 문제가 나타난다(秦磊, 2016: 81-2). 秦磊
(2016)는 해양기구의 기능을 조정하는 유형을 크게 목표차이형, 경계분
쟁형, 관리중첩형, 소극대응형으로 구분한다.
표 5-9

해양기구 기능조정 유형

∙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조직은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 또는 갈등으로 기구직능 협조 문제가 나타남(Kettl
& Fesler, 1996)
∙ 목표차이형 기구 직능조정 문제는 서로 다른 관리직능을 갖는 부문 간에 어떠한 문제의 처리에 대해, 설정한
목표가 단지 본 부문의 직능에만 따라 설정되어 유발한 기구 직능조정 문제를 지칭함
∙ 이러한 유형의 조직기구 직능조정 문제는 일반적으로 해양행정 관리부문과 일부 업계 주관부문 간 발생함.
해양개발 프로젝트의 부지선정에서 해양행정 주관부문이 해양자원 환경보호의 목표에 기반하여 관련 업계
행정부문과 기구 직능조정 문제가 발생(예: 선상(线状) 기초시설의 부지선정 관련 교통부문은 종종 해양부
문과 해양자원보호구의 경로, 생태보장 액수, 공정시행 기간 모니터링 등 측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
∙ 목표차이형 기구 직능조정 문제는 계획, 입법 등 공공정책의 형성과정에서도 종종 발생함. 예를 들어, 해양
목표 차이형
이 큰 성(大省)의 경우, 습지보호제도 관련 입법과정에서, 해양행정 주관부문은 해양종합관리 모형 구축을
목표로, 국제습지협약의 규정에 따라, 대부분 습지는 모두 해역에 위치하고, 해양생태체계의 유기적인 구성
부분으로 구성해서, 국가에서 이미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해역사용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
경보호법」의 관련 제도를 근거로 연해 습지를 해양구역 관리의 범위에 포함
∙ 임업행정 주관부문은 통일적인 습지보호체계 구축을 목표로, 그리고 임업관리 관련 법률과 법규를 근거로,
내륙 습지의 관리모형에 따라 연해습지를 관리·보호하고, 임지증(林地证)의 관련제도 적용을 주장함. 각
부문 간 설정한 목표차이로, 습지보호제도를 실시 방식에 대해 서로 대립함
∙ 이러한 업무목표의 차이에 따라 산출된 기구 직능조정 문제의 영향 범위는 매우 넓어, 만약 공공정책 과정에
서 잘 해결되지 못하면, 해양정책 수립의 질과 집행의 실제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경계
분쟁형

∙ 대다수 행정조직은 관할권에 대해 극히 민감함. 모든 사회기구는 본질적으로 모두 일정한 영토확장주의자
로, 정책 공간에서, 그의 영역변경 확장을 추구하고, 적어도 모든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높이려함. 모든
대형조직은 모두 그와 거래하는 기타 사회기구와 일정 정도의 기구 직능조정 문화가 생길 수 있음(Downs,
1993)
∙ 경계분쟁형 기구 직능협조 문제는 주로 행정 주관부문은 경제관할을 둘러싸고 산출된 조직기구 직능조정
문제를 지칭. 해역의 다양한 이용가치는 그 다기능성을 결정함. 이는 개발이용절차에서 반드시 서로 다른
업계 주관부문과 관련되게 됨
∙ 해양행정 주관부문이 책임지고 실시한 해양기능 구역구분이 확정한 해양사용 관리 범위와 물행정 주관부문
이 확정한 하구 범위 및 하구 범위구의 범위는 일부 중첩되기 때문에 두 부문의 기구 직능조정 문제를 초래함.
이는 주장커우(珠江口), 창쟝커우(长江口), 치엔탕쟝커우(钱塘江口) 해역에서 특히 두드러짐. 심지어 전
국인대가 크게 주목하여 이 문제를 해역관리법 법집행 중점 관찰 대상으로 함
∙ 국가에서 해역사용관리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하구해역(海口海域)이 홍수방지관리의 중요성 때문에 하구
해역은 일반적으로 물(水)행정 관리부문에서 관리를 실시함. 이러한 관리는 홍수방지의 수요를 고려한 것
외에도, 또한 강줄기(河道) 모래채굴과 바다를 메우는 허가관리와 관련됨
∙ 「중화인민공화국 해역사용관리법」 제정 이후, 해양행정 주관부문은 해당 법에 따라 이 구역에 대해 해양계
획관리, 해역사용관리와 해양법집행감찰을 실시함. 근거 법률과 법규의 차이로, 관리의 출발점이 서로 달
라, 해양행정 주관부문과 물행정 주관부문이 각자 직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각자 관할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함. 이로써 이 두 부문의 조직기구 직능조정 문제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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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계속

경계
분쟁형

∙ 해구해역 자체가 강과 바다(河海) 상호작용의 지역이어서, 강과 바다의 이중 성격을 띠어 강과 바다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고, 해구해역에서, 홍수방지와 해양 두 관리를 이행할 필요. 이러한 유형의 기구 직능 문제는
보다 복잡하게 나타남. 이밖에도, 해륙경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해양행정 주관부문은 관할 범위 문제로
국토자원 행정주관 부문과 분쟁 가능

관리
중첩형

∙ 정부부문 간 업무는 서로 중첩될 수 있어 각 기구 간 기구직능 조정 문제를 심화시킴
∙ 관리중첩형 기구 직능조정은 서로 다른 관리부문이 서로 다른 법률·법규에 의존해 특정 행위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여 기구 직능조정 문제를 초래함. 예를 들어, 국가해역사용관리법의 시행 과정에서, 해양행정 주관부
문과 어업행정 주관부문은 양식증과 해역사용증 관련 발생한 기구직능 조정 문제가 가장 전형적임
∙ 1986년에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은 국가의 양식수역 간석지 사용제도를 확정함. 이 제도는 ⅰ)
제도가 포괄하는 공간범위가 내륙 수역을 포함하는 동시에 해역을 명확히 포함함. ⅱ) 전민소유의 수역
간석지를 양식업에 사용시 계획제도를 명확히 함. ⅲ) 양식사용증을 확인하는 것은 양식생산자의 수역 간석
지 사용권을 확인함
∙ 2000년 국가는 「어업법」을 수정함. 새롭게 수정한 「어업법」은 또 단위와 개인이 국가가 계획한 양식업에
사용하도록 확정한 전민소유의 수역 간석지를 사용할 때, 사용자는 현급 이상 지방정부 어업행정 주관부문
에 신청을 제기함. 본급 인민정부에서 양식증을 발급하여, 그가 해양 수역 간석지를 사용하여 양식생산에
종사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명확히 함
∙ 그러나 2001년에 발표된 「해역사용관리법」은 다시 어업용 해양을 조정 범위에 포함함. 해양양식 해양사용
행위에 대해, 그것이 해양을 점용하여, 해양행정 주관부문은 해역사용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이를 통일적인
해역사용관리에 포함하고 해역사용증을 발급함. 다만 어업행정 관리부문은 어업법에서 확정한 제도에 따라,
해역사용증 제도로 양식증 제도를 대체하지 못하게 함

소극
대응형

∙ 비대칭성 권력 조직에서, 권력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직이 권력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조직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기구 직능조정 문제 초래(Schermerhorn et al., 2005)
∙ 소극대응형 기구의 직능조정 문제는 행정부문이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타 부문의 협조를 필요로
할 때, 이들 부문이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상황을 지칭함. ⅰ) 해양행정 주관부문과 협조관리부문
간에 발생함. 해양 육지 기원 오염관리는 환경보호, 농업, 어업, 임업 등 여러 부문과 관련되어, 해양행정
주관부문이 해양환경 보호조치를 취할 때 반드시 이들 부문의 협조가 필요함. 이들 협조관리부문에 있어,
해양환경보호가 그 주요 직능이 아니어서, 종종 충분한 중요성과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음. ⅱ) 업계부문
과 일부 단일 관리직능을 이행하는 부문 간 발생함. 예를 들어, 어느 성 해양어업 행정관리부분은 연해 어민
산업전환, 업계전환을 하여 레저 어업(休闲渔业)을 촉진·발전시키려 했지만, 해사부문은 안전을 이유로
반대함. 지방성 법규에서 레저 어업관리 관련 조항을 제정한 이후에도, 적극적인 협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
음. ⅲ) 해양행정 주관부문과 일부 자원을 장악한 행정 주관부문 간에 나타남. 예를 들어, 국가는 일찍이
재정예산에서 해양관리 계좌개설을 규정했지만, 일부 지역의 재정부문은 줄곧 각종 이유로 지연시켜 해양
행정 주관부문은 해양종합관리 직능을 이행하는데 필요 자원 확보가 어려움

주: 秦磊(2016: 81-4)를 근거로 작성함

조직기구 직능 조정문제는 조직정책결정의 기준 기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직이 후보 방안을 선택할 때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常健·王
玉良, 2015: 45). 따라서 통일적인 해양공공정책을 제정하여, 부문관리

정책과 조율·일치시켜 질서 있게 연계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해양행정
조직기구의 직능조정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조치이다(秦磊, 201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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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최상층에서 상설 해양
업무 조정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해양행정 조직기구의 직능조정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오랫동안, 각급 정부에서 해양업무 조정기구
가 완비되지 않아, 해양행정 조직기구의 직능조정 문제는 적시에 효과적
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공공부문의 조직기구 조정과 개인부문 조직기구
의 직능조정과 구별되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대부분 기구직능의 조정
문제가 ‘제3자’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업무 조정 기
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秦磊, 2016: 87).

2. 해양특별구 정부의 기능96)
국가 해양행정 주관부문을 중앙 파출기관으로 개설하지만, 그 관리 직
권은 성, 자치구, 직할시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 지방정부(중앙 파출
기관)의 명칭을 ‘해양특별구 정부(海洋特别区政府)’로 위치시켜 전국 해
역관리를 책임지게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명칭, 예를 들어 ‘해양직할구
정부’, ‘해양 성 정부’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특별구’의 명칭
을 포함한 것은, 이 지방정부가 일반적인 성(직할시)과 다른 특징을 가지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양특별구 정부에는 상주인구도 없고, 그 수도
가 자신의 관할 범위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王刚·袁晓乐, 2016: 52).
해양특별구 정부와 해양행정 주관부문의 본질적인 차이는 전자의 기
구 성격은 일급 지방정부이고, 후자는 중앙 직능관리부문인 것이다. 기구
성격의 변경은 기구의 권리행사 관계를 변경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
론, 해양특별구 정부이든 국가해양국이든, 이들이 중앙과의 권리관계에
96) 王刚·袁晓乐(2016: 52-53)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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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어떠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중앙(국무원) 소속 조
직으로, 중앙의 영도와 감독을 받는다. 해양특별구 정부는 주로 그와 기
타 직능관리부문의 관리 범주에서 서로 다르게 병렬시켜서 중복이 발생
할 수 없다. 만일, 직능 중복이 발생하면, 서로 회피할 것이다. 그러나 지
방정부로서의 해양특별구 정부는 기타 직능관리부문 간에 관리 범주의
중첩이 존재할 수 있다(王刚·袁晓乐, 2016: 52).
해양특별구 정부는 일급 성급 지방정부로, 중앙은 전국해역에 대한 관
리 실행을 대표하고, 모든 해양사무는 모두 해양특별구 정부의 관리에 속
한다. 일급 지방정부로, 행정관리체계의 총체적 구도에 따라, 특별구 정
부 아래에 여러 서로 다른 직능관리부문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해양교통
청, 해양어업청, 해양공안청, 해양환경보호청 등 부문은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직능관리부문이다. 이들 직능관리부문은 해양특별 정부의 영도를
받으며, 동시에 교통부, 농업부, 공안부, 환경보호부 등 중앙 직능관리부
문의 지도를 받는다. 이들 직권 구분은 해양관리행정체제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王刚·袁晓乐, 2016: 52).
표 5-10

해양
종합관리
실현

해양관리행정체제와 비교한 직권 구분의 장점
∙ 해양특별구 정부는 일급 지방정부로, 전국의 해역을 통합·관리해 해양사무를 종합 관리함
∙ 해양종합관리는 효과적으로 해양업계관리, 분산 법집행이 초래한 폐단을 피할 수 있음. 특히, 학계가 계속
주장하는 종합적 해상법집행 역량을 쉽게 실행할 수 있음
∙ 직능관리 모형 및 사고방식을 토대로 만든 해양법집행은 상응하게 분산 법집행을 기본 특징으로 하는 해양법
집행체계를 형성(徐祥民·李冰强, 2011: 14)
∙ 해양특별구 정부는 일급 정부로, 기타 성급 지방정부의 법집행 모형을 참고하여, 5개의 법집행 부서를 통합함
∙ 기본적인 통합사고 방식은 중국해감, 중국해경, 중국해사, 중국어정 등을 하나의 법집행 부서로 통합하고, 이
법집행 부서는 중국 행정관리체계의 권리행사 관계에 따라, 해양특별구 정부와 공안부의 이중 영도를 받게 함(이
는 해관 밀수검사의 특수성으로, 해관 밀수검사 법집행은 통일된 해양법집행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고 봄)

∙ 이는 해양관리기구와 기타 직능관리 부문 간 관계의 정리를 실현하여, 해양행정관리와 중국 행정관리체계의 결합
해양관리와
을 추진함. 해양특별구 정부는 해양종합관리를 실현하지만, 기타 직능관리부문의 관리직능을 분할하지 않음
행정관리
∙ 교통부는 여전히 해양교통을 지도할 권한을 가지고, 여전히 전국 범위에서 육지이든, 하늘이든, 해양이든
체계의
적용되는 교통규정·규장을 하달할 수 있음. 환경보호부도 전국 환경의 통합적인 계획을 실현할 수 있어, 육역
결합 추진
환경과 해양환경을 구분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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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계속

해양관리와 ∙ 중앙 직능관리부문은 해양특별구 정부에 설립한 해양교통청, 해양환경보호청 등 부문을 통해 전국 직능을
행정관리
결합시킬 수 있음
체계의
∙ 이는 실질적으로 기타 직능부문과 해양관리 주체의 권리행사 관계를 고정화시켜 관리 주체 간 직책 범주를
결합 추진
명확히 하는 것임

전문화
추진

∙ 이는 기타 직능관리부문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공동 해양관리를 하지만, 여전히 분산관리 국면을 피할 수 없음
∙ 대다수 국가는 직능구분을 하여, 직능관리부문을 설정함. 직능관리의 한 가지 두드러진 장점은 전문화가
강하고, 각 직능관리부문을 단일한 영역에 집중시켜 전문화를 구현할 수 있음
∙ 교통부는 교통의 관리에 더 정통하고, 농업부(어업국)는 어업관리에 더 정통함. 해양특별구 정부는 해양종합
관리를 수행하지만 이들 직능관리부문을 배제하지는 않음. 반대로, 이는 이들을 흡수하고, 이들의 전문화에
의존해 해양사무를 더 잘 관리함

주: 王刚·袁晓乐(2016: 52-3)를 근거로 작성함

해양특별구 정부는 일급 성급 지방정부로, 다른 성급 지방정부의 조직
설계를 참고할 수 있다. 물론, 해양의 독특한 특성을 감안하여, 이는 일부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양에 무인 거주라는 특징을 가
지면, 해양특별구 정부의 수도 소재지를 해양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해
양특별구 정부의 수도를 베이징에 주재할 수 있고, 텐진에 주재할 수도
있다. 해양특별구 정부 내부에 해양관리의 수요에 따라, 서로 다른 해양
직능관리부문을 설립할 수 있다(王刚·袁晓乐, 2016: 53).

그림 5-2

해양특별구 정부 및 관리직능부문 조직도
해양특별구 정부

해
양
교
통
청

해
양
환
보
청

해
양
어
업
청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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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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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해
양
재
정
청

해
양
발
개
청

해
양
인
사
청

해
양
관
광
국

해
도
보
호
국

출처: 王刚·袁晓乐(201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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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리의 특징과 규칙에 따라, 해양특별구 정부는 최소한 <그림
5-2>와 같은 9가지 직능관리부문을 설치할 수 있다. 이 9가지 직능관리
부문은 해양특별구 정부의 영도를 받고, 교통부, 환경보호부, 농업부 등
중앙 직능관리부문의 지도를 받는다(王刚·袁晓乐, 2016: 53).
직능관리부문을 설정하는 것 외에도, 중국 해역의 특성에 따라, 해양
특별구 정부는 세 개 지급시 일급의 지방정부를 설정할 수 있다. 북해지
방정부, 동해지방정부와 남해지방정부이다. 이들은 해양 특별구의 하급
지방정부로, 각각 중국 황해와 발해, 동해와 남해에서 관할권을 행사한
다. 세 개 지급시(地级市)의 해양 지방정부는 국가해양국 아래 설치한 북
해분국, 동해분국, 남해분국에서 전환될 수 있고, 그 주재지를 각각 칭다
오, 상하이, 광저우에 설치할 수 있다(王刚·袁晓乐, 2016: 53).
특히, 해양행정관리체계에서, 중국 11개 연해성과 시에서 각각 해양·
어업청(국) 등의 직능관리 부서를 설립한 것이다. 새로운 해양행정관리체
계에서, 각 연해성과 시는 해양어업청 등 직능관리부문을 보류할 수 있지
만, 그 관리직능은 조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체계로 해양어업청은, 그 직
능이 어업관리와 해안 연안 관리에 치중된다. 이밖에도, 연해 지방정부의
직능관리부문으로, 해양특별구 정부와 소통과 협조를 거쳐 연해 간석지,
해안지역 등 관련 구역의 관리를 수행한다(王刚·袁晓乐, 2016: 53).

3. 중국해경국의 기능분석97)
해경기관 법률 지위의 확립은 상대적으로 모호한 것으로부터 점차 명
확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2013년 3월 12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
97) 张保平(2021: 14-6)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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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환 방안」에서, 중국해경국의 지위는
모호했다. 「국무원기구 개혁과 직능전환 방안」의 서술은 “해상의 통일된
법집행을 추진하고, 법집행 효과를 향상하기 위해, 국가해양국 및 중국해
감, 공안부 변방해경, 농업부 중국어정, 해관총서 해상밀수경찰의 부서와
직책을 통합하여, 국가해양국을 재편한다. … 국가해양국은 중국해경국
의 명의로 해상권리수호와 법집행을 수행하고, 공안부 업무지도를 받는
다”(新华社, 2013.3.14; 张保平, 2021: 14에서 재인용).
“통합”하여 “중국해경국의 명의”로 “공안부 업무지도를 받는다” 등에
관해 서로 다른 이해는 중국해경국의 위치 정립과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모호성은 줄곧 2018년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국
해경국 해상권리수호와 법집행직권 이행에 관한 결정」이 발표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해당 결정초안 및 설명에서(王宁, 2018; 张保平, 2021: 14
에서 재인용), 해경총대와 중국해경국 관계에 관해 “중국인민무장경찰부
대해경총대는 대외적으로 국가해경국으로 칭한다”고 서술했다. 「결정」
본문은 “대외”라는 표현을 삭제했고, 일부 문구를 조정해 중국해경국과
해경총대 관계의 위치정립을 보다 정확하고, 명백하게 규정했다(张保平,
2021: 14).
“대외적으로 중국해경국을 칭한다”라는 것은, “중국해경국”이 단지 대
외적인 칭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술은 2013년 국가해양
국을 재편해서 “중국해양국의 명의로 한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결정」
이 “해경총대가 중국해경국을 칭한다”고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은, 중국해
경국의 실체 지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단지 명의 또는 특정 범위 내에서
사용된 칭호만은 아니다. 「해경법」은 「규정」의 정신을 이어, “인민무장경
찰부대해경부대가 곧 해경기구”라고 보다 분명히 규정한 것이다(张保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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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5).
「해경법」이 확립한 해경기관의 법률 지위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띤
다(张保平, 2021: 15). 첫째, 해경기관 법집행 주체 자격을 명확히 확인
한 것이다. 「결정」은 이미 중국해경국의 법집행 주체 자격을 확립했고,
「결정」 속의 중국해경국은 이미 해경기구의 의미를 포함한 것이다. 그렇
지만, 「해경법」은 직책분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국해경
국과 그 해구분구 및 직속구, 성급 해경국, 시급 해경국, 해경업무소를 포
함한 설치를 해경기관으로 칭한 것이다. 동시에 “해상권리수호와 법집행
에 대한 자격증취득취업과 자격관리제도”를 명확히 요구한 것이다. 이는
「해경법」이 해경기관 법집행 주체 자격을 더욱더 구체화시킨 제도배치라
할 수 있다.
둘째, 해경기관 해상권리수호와 법집행 역량을 규정한 것이다. 일반적
으로, 해경부대체계 개혁 이전에 공안부 변방부대는 경찰과 군인이라는
이중신분을 갖고 있어, 군대이면서 경찰이고, 또는 군경 통합이었지만,
이러한 이중신분 또는 이중속성에 관한 명확한 법률근거는 없다. 바로 신
분식별 혼란, 지휘관리체계 혼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대 이후, 당
중앙은 “군은 군이고, 경은 경이고, 민은 민”(人民网, 2018.3.5; 张保平,
2021: 15에서 재인용)의 원칙으로 공안변방부대, 해경부서에 대한 개혁
을 추진했다. 그러나 예속 전후 해경기관은 범죄소탕, 치안수호라는 경찰
직능과 무경부대 예속이란 지휘관리체계를 맡고 있어서, 일부 모호했다.
해경은 이전의 변방무장과 동일하게 여전히 군경 이중신분을 갖고 있다
고 간주한다. 「해경법」 반포 이후, 일부 1인 미디어는 해경을 “해상경찰”
로 지칭했다(法治君, 2021; 张保平, 2021: 15에서 재인용). 해경부서가
무경부대로 예속된 이후, 해경부대는 “제2해군”이라는 용어로 국내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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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자주 등장했다(武器知识, 2018; 张保平, 2021: 15에서 재인용). 이
러한 현상은 해경의 법률 지위를 설명하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보다 명
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张保平, 2021: 15). 해경의 법률적 지위를 어떻게
간주해야 하는가? 우선, 해경부서는 다중 직능을 이행하는 종합적 법집
행 역량이다. 소위 다중 직능은 경찰직능에 속하는 범죄소탕, 치안직능
수호뿐만 아니라, 직책범위 내에서 해양자원개발이용, 해양생태환경보호,
해양어업산업업무 등의 활동을 감독검사를 수행한다. 그리고 해상밀수소
탕 등의 해관직능, 밀입국소탕 등 이민과 출입국 관리직능도 포함한다
(「해경법」 제5조). 또한, 지원·구조(「해경법」 제13조), 방어작전(「해경법」
제83조) 등 임무를 맡는다. 그리고 해경기관은 곧 해경부대이고(「해경법」
제2조), 양자는 동일한 것이다(张保平, 2021: 15).
셋째, 해경기관과 기타 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영도, 지휘관리
등의 관계가 모호하다. 즉, 협력보완(「해경법」 제8조), 업무지도(「해경법」
제14조), 조정지도(「해경법」 제15조) 관계이다(张保平, 2021: 15). 따라
서 신분관계이든 지휘예속관계이든 해경기관은 모두 단일적인 신분, 단
일적인 지휘예속관계이다. 그러나 법집행 역량과 무장 역량이라는 이중
속성을 갖고 있고, 다중 직능 또는 종합 직능을 맡고 있다(张保平, 2021:
15-6). 따라서 해경기관을 “해상경찰” 또는 “제2해군”으로 지칭하는 것
은 단순화 또는 이미지화일 뿐, 전면적이거나 정확하지도 않다. 해경의
법률 지위를 총괄하면, 중국해경은 해상권리수호와 법집행 직책을 이행
하는 법집행 역량과 무장 역량이라 할 수 있다(张保平, 202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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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의 해양법령 분석
행정자원이란, 정부운영에 활용되는 자원으로 조직, 인력, 재정예산,
법령, 기술, 시간 등을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행정자원 중에서 중국 해양
을 운영·관리하는 데 정당성과 합법성을 뒷받침하는 해양법령체계를 중
심으로 다루기로 한다.98) 중국의 해양법령을 이해하기 위해 국제해양 관
련 법령, 중국 해양법령체계, 중국해경법을 분석한다. 이어서 해사사법
및 해사중재 그리고 중국해양법률감독을 다루기로 한다.

1. 국제해양 및 중국해양 관련 법령체계
1) 국제해양 관련 법령
(1) 국제해양 관련 법령 흐름
국제법은 국가 간의 정치 쟁점을 해결하는 일종의 확정적 형식이다.
해양법은 해양에 대한 통제, 관리, 사용에 관한 규정이고 해양법학은 현
대 국제법 학과의 분과이다(김창경 외 역, 2019: 96).

표 5-11

국제 해양 관련 법령 흐름

∙ 고대 로마시대부터 정치적 실체인 해상관계를 조절하는 규칙이 출현하기 시작. 로마는 카르타고와 조약을 맺어 서로 특정한
해역의 항해를 제한함
∙ 그러나 근대 국제법이 형성되기 이전에, 해양 연안 국가들은 모두 자국의 이익과 수요(주로 어업)에 근거하여, 해상권력
통제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정함
∙ 해양이 넓기 때문에 실제로 통제된 것은 소수의 해역에 불과해 몇 세기 동안 해양은 그 어떠한 개별 국가의 관할을 받지
않는 ‘세계 공유지’의 하나였음(林茂辉 外译, 1991: 106)

98) 해양 조직은 앞서 해양거버넌스의 핵심 행위자에서 다루었고, 해양 인적자원 및 재정예산은 중국 연구의 특
성상 자료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여기선 해양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로 한다. 해양 법령은 해양 행정행위의 근거로서 예측하고 실현 가능한 행정과 정책의 내용과 절차를 파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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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계속

∙ 대항해 시대 초기의 해상 탐험과 식민지 확장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유럽 이외의 해양주권을 보유한다고 선포함
∙ 1493년 「교황경계선칙령」, 1494년 「토르데시야스 조약」, 1529년 「사라고사 조약」99)을 통해 해양과 해상 항해권을 분할
함. 이것은 신흥해양국가,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의 반발을 불러일으킴. 그들은 해양자유론을 주장하면서, 해양주권의 독점
에 도전함
∙ 1580년, 잉글랜드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모든 나라의 선박은 태평양에서 항해할 수 있다. 해양과 공기는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양은 그 어떤 국가도 소유할 수 없다. 자연과 공공사용에 관한 고려는 해양을 점령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선포(王铁岸·陈体强, 1982: 97)
∙ 또한 1608년, 네덜란드 법학자 휴고 그로티우스(1583~1645)는 「해양자유론(Mare Liberum)」을 발표하면서 내수만과
내해 외에의 해양은 어느 국가에도 전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모든 사람은 국제법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고”, “자유 무역을 향유하며”, “어업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고 개방적”이라고 함(马忠法 译, 2005: 9-14)
∙ 반면 네덜란드에 비해 어업 열세에 처한 브리튼 제도에서는 근해 어장 관할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해 주권을 주장함
∙ 1613년, 스코틀랜드 법학자 Welwood(1578~1622)는 「해양법 요약(An Abridgement of All Sea-Lawes)」에서, 해양
의 주체 부분인 대양에 있어서는 해양의 자유를 실행하고, 해안으로부터 100마일 범위 안에서 군주와 국민의 보호와 관리를
받는 해역은 연해국가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함
∙ 1618년 잉글랜드 법학자 Selden(1584~1654)은 「폐쇄해론(Mare Clausum)」을 발표하면서 “해양이 모든 사람에게 공유
되는 것은 아니고 육지처럼 개인의 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적인 재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1625년 그로티우스가 출판한 「전쟁과 평화의 법(De jure belli ac pacis)」은 대양의 자유와 연안국의 근해 주권의 이중원칙
을 확인하고, 공해와 영해의 구분에 법학 기초와 지도 원칙을 제공했으며, 영해의 주권과 공해의 자유를 위한 법적 실천을
추진함
∙ 1702년, 네덜란드 법학자 빈케르스후크(Bynkershoek, 1673~1743)는 「해양주권론(de dominiso maris」에서 한 국가
의 해양에 대한 통제권을 ‘무기 역량이 미치는 곳에 그침’이라고 주장함. 이는 당시 영해 폭이 대전차 폭의 최대 사거리가
3마일인 점에 기인
∙ 1793년, 미국은 독립선언에서 미국의 영해를 3해리로 선포함. 세계 최초로 영해 폭을 정식으로 선포함
∙ 1930년, 세계 선박의 80%를 보유한 20개 국기 3해리의 영해권을 지지함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 연해국가와 군도국가들은 해양권을 쟁취하려는 투쟁을 벌임. 이는 식민 열강이 주도한 전통
영해 구분과 공해 자유의 원칙을 크게 흔듦
∙ 1958년 제1차 국제해양법회의에서 「영해 및 접속수역 공약」,「공해 공약」, 「어로와 공해생물자원보호 공약」, 「대륙붕
공약」을 통과시켜, 국제해양법의 기본 프레임을 다짐. 이로부터 해양법은 국제법의 중요한 영역이 되어, 실천과정에서
이론과 개념의 갱신이 끊임없이 추진됨
∙ 1973~892년 제3차 국제해양법회의에서 9년 동안 11차례 회의의 협상을 거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통과시킴.
전통적인 해양법의 기초에서, 주권을 권리 항목으로 나누어, 국가 관할 해역과 국제해역 그리고 ‘인류공동계승재산’(국제해
저구역의 원칙, 규칙과 제도)으로 만듦
주: 김창경 외 역(2019: 96-8)을 근거로 작성함

99) 1493년에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대서양 한복판을 가르는 경계선을 정하고 그 경계 서쪽 지역에 대한 지배
권을 스페인에게 주었다. 연이어 즉위한 여러 교황은 새로운 땅을 찾아 항해하는 중에 이교도를 만나면 기
독교로 개종시키라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촉구했다. 출처: 세계를 나누어 놓은 칙령들. Retrieved from
https://wol.jw.org/ko/wol/d/r8/lp-ko/102015085(검색일, 2021.11.11). 1529년 사라고사 조약에 따
라 포르투갈의 마카오의 권익이 승인되었다. 스페인은 호주 전역에 대한 우선권을 획득했지만, 포르투갈에
의한 조사를 금지한 흔적은 없다. 필리핀은 자오선의 서쪽인데 이 조약에서 스페인령이 되었다. 출처: 토르
데시야스 조약. Retrieved from https://ko.wikipedia.org/wiki/%ED%86%A0%EB%A5%B4%EB%8D%B0
%EC%8B%9C%EC%95%BC%EC%8A%A4_%EC%A1%B0%EC%95%BD(검색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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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약들이 발효된 이후 각 연해국가와 군도국가들은 자국의 해
양법규를 잇달아 만들거나 개정해 새로운 해양법체계를 만들었고, 「협
약」을 잘 해석하고 활용하여 본국의 해양이익을 최대한 다시 쟁취하는
데 있어, 국제해양 분쟁도 불사하였다(김창경 외 역, 2019: 98).
해양패권국가는 ‘항행의 자유’라는 명분을 내걸고, 다른 나라의 EEZ
주권권리를 부인하고, 본국의 해양이익을 국제법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 법률 조문과 원칙에 도전하며, 법조문의 변경을 요구했다. 국제해양
법 제도의 끊임없는 변천은 법학계의 적극적인 연구와 토론을 이끌었고,
해양법학의 발전을 촉진시켰다(김창경 외 역, 2019: 98-9).

표 5-12

다자 조약 및 합의

유연해양법협약
(UNCLOS)

∙ 「협약」은 세계의 해양 활용에 관련된 권리와 책임성을 정의하고, 비즈니스, 환경, 해양자연자
원 관리를 위한 지침을 수립함

∙ 아세안 우호 및 협조 조약은 아세안이 외부 파트너(미국, 중국 등)와의 약속뿐만 아니라 아세
안 국가의 협조를 위한 지침을 제공함
아세안 우호 및 협조 조약
∙ 이 조약의 원칙은 논쟁적인 이슈를 관리하기 위한 아세안 구성원의 역사적 선호와 우선권을
(ASEAN Treaty of Amity
반영함
and Cooperation)
∙ 조약은 1976년에 체결되고 외부 국가의 접근에 개방됨(중국은 2003년에, 미국은 2009년에
받아들여짐)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
∙ 남중국해 당자사 행동선언은 중국 및 아세안 국가 구성원이 2002년 프놈펜에서 조인됨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 항해 및 항공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활동 행동의 자제를 재확인함
the South China Sea)
바다의 비의도된 조우 강령 ∙ 바다의 비의도된 조우 강령은 바다에서 선박 및 항공을 위한 안전 규약(protocols), 기본 통로,
(Code for Unplanned
기본 기동성을 표준화하기 위한 비준수적 다자 합의임
Encounters at Sea)
∙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움에서 20개국 이상이 이 강령을 채택함
∙ 경계 왕래성 어족 및 고도 회유성 어족의 보존·관리에 관한 1982년 12월 10일자 「협약」
조항 이행을 위한 협정. 1995년 8월 4일에 서명, 2001년 12월 11일 발효
어업협정
∙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1995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행동강령
(Fisheries Agreements) ∙ 1995 FAO 공해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 조치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 불법, 비보고, 규제되지 않은 어업을 방지·억제·근절하기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2009년
FAO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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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는 「협약」외에 중국과 관련된 아세안 우호 및 협조 조약, 남
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 바다의 비의도된 조우강령, 어업협정 등을 나타
낸다.

(2) 유엔해양법협약100)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의 탄생이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약칭
「협약」)이 통과되어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종료까지, 서구
가 해양질서를 주도한 시간은 4세기 이상이지만, 이는 세계해양사무가
소수 대국에 의해 독점·통제되는 국면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후, 세계 해양전략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이러한 변
화의 결과로 「협약」의 통과와 효력이 발생했다(刘新华, 2019: 21).
「협약」이 통과되면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해양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서로 경쟁하며 새로운 해양법규를 수정하거나 반포했다.
새로운 해양 전략과 정책을 제정해서 더 많은 해양권익을 획득하려고 하
여 새로운 라운드의 ‘해양개척운동(蓝色圈地运动)’이 일어났다(刘叶美·殷
昭鲁, 2019: 15).

「협약」의 통과는 국제해양 영역에서 서구가 주도·통제해왔던 것과 다
른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의 탄생을 의미한다(刘新华, 2019: 21).
첫째, 「협약」은 전후 세계 역량에 따른 현실에 기반을 두어 도출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의 영향은 근대 역사상 여러 차례 전쟁의 영향보다
심층적이고 장기적이었다. 서구는 전쟁으로 심각히 약화되었고, 사회주
의 국가체계가 이미 형성되었다.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100) 刘新华(2019: 22-3)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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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반식민지 민족은 전쟁으로 각성해서 민족독립이란 흐름을 낳
았고, 서구가 구축한 수백 년의 식민체계는 파괴되었다(刘新华, 2019:
21-2).
이러한 정치적 경과로, “1945년 이후, 비서방 강국은 1683년 이래 처
음으로 강권정치의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서구의 모형이 아닌 자
신의 의도에 따르고, … 동남아, 인도와 아프리카의 비서구 사회도 자신
의 독립적인 정치와 문화 지위를 거듭 주장하기 시작했다”(Toynbee,
1987; 刘新华, 2019: 22에서 재인용). 역사 및 현실에서 출발해 점점 더
많은 민족국가들은 해양의 정치, 경제, 안전의 중요성을 의식하게 되어,
강력한 역량을 형성했다. 해양 관련 주권을 요구하고, 서구 주도의 국제
해양질서에 도전을 낸 것이다. 이는 전후 해양질서 변혁의 기본 동력이
다. 이와 동시에, 전후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글로벌화는 더 확산되고,
인류는 “상호 의존하는 시대”에 들어섰다(Keohane & Nye, 2001; 刘新
华, 2019: 22에서 재인용).

경제 영역 내의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글로벌 문제도 계속 나타나는
데, 이들은 모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협력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
는 문제들이다. 주로 글로벌 공역인 해양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
나 전통적인 소수 몇 대국이 독점하는 해양사무의 국제 기제는 시대발전
의 추세 및 목표와 상반되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세계 대다수 국가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는 해양 기제를 구축하는 것은 이미 역사의 필연이
된 것이다. 이들의 의지는 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구
현되고, 도출된 해양제도와 관련된 협약은 국제규칙과 제도에서 더욱더
잘 구현될 것이다(刘新华, 2019: 22).
둘째, 「협약」은 새로운 국제해양 기제를 구축했다. 그 내용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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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다음을 포함한다101)(刘新华, 2019: 22에서 재인용). ⅰ) 해양을 여
덟 가지 서로 다른 해역으로 구분한다. 즉, 영해 및 접속수역,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 군도수역, EEZ, 대륙붕, 공해와 국제해저지역이고, 또한
내해에 대해 법률적인 정의를 내렸다. ⅱ) 내륙국의 해양출입의 권리와
통행자유에 관한 것이다. ⅲ)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연구와 해양기술의
이전이다. ⅳ) 분쟁의 해결이다. 「협약」은 거의 모든 해양 영역의 문제를
포함하고, 해양 영역 관련 기본규칙을 담고 있다. 국제해저지역 및 그 자
원을 관리하는 권위적인 조직, 즉 국제해저관리국을 설립했다. 이는 “전
통 해양법의 일부 원칙, 규범과 제도를 광범위하게 흡수했다. 동시에 많
은 해양법의 새로운 개념을 제기하여, 각국의 해양실천에 대해 심층적·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다”(赵理海, 1995: 50; 刘新华, 2019: 22에서 재인
용). 대륙붕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새로운 개념은 200해리 EEZ 및 국
제해저구역이고, 국제해저관리국은 국제해저지역 관련 규칙의 집행기구
이다. 이들 모두가 글로벌 해양관리제도에 대한 중대한 혁신 결과이다.
통과 이후 효력 발생은 「협약」에서 제정된 규칙이 세계 절대다수 국가의
인정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의 탄생을 의미한다(刘
新华, 2019: 22).

셋째, 「협약」은 국제해양질서에 대한 의미가 크다. ⅰ) 세계 각국, 특
히 새롭게 독립된 민족국가들이 해양의 전략적 중요성을 의식하고, 각국
의 해양의식이 강화되고, 해양을 중시하고, 해양전략 지위는 더욱 높아진
것이다(刘新华, 2019: 22-3). 이는 각국의 해양 정책과 전략이 그 중요한

101) 联合国海洋法公约. Retrieved from http://www.un.org/zh/law/sea/los/index.shtml (검색일,
20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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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전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세계해양사업의 발전을 추
진하고, 국제해양질서의 미래 방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ⅱ) 「협약」은 역사상 가장 전면적인 해양법률 측면의 협약으로, 서구 국
가가 주도하는 국제해양질서 밖에서, 세계 각국은 협상을 통해, 국제법의
형식으로 새로운 국제해양질서를 구축할 수 있어서 국제해양질서의 발전
방향에 또 다른 가능성을 제공한다. ⅲ) 「협약」이 반포된 이래, 이미 세계
각국이 해양을 개발·이용하고, 해양분쟁을 처리하는 중요한 기본 규칙과
법률보장이 된 것이다.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국내 해양 관련 입법과 제
도건설은 점차 「협약」으로 접근하여, 국제규칙이 점차 국내화되고, 그 정
당성과 합법성이 인정되었다. 이는 국제해양질서가 어떻게 발전하든, 반
드시 시대 추세에 순응해야 하고, 절대다수 국가와 민족의 요구를 반영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ⅳ) 「협약」이 통과된 이후, 세계 해양 정치 지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해양 관련 충돌과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해양사무
는 국제사무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어, 국제해양질서에 대한 반성의 계
기가 된 것이다. 따라서 「협약」은 세계 각국의 해양 활동에 법률적 기초
를 제공하여, 새로운 국제해양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 「협
약」의 미흡한 부분은 국제해양질서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더욱 개선될 것이다(刘新华, 2019: 23).

2) 중국해양 관련 법령체계
개혁개방 40여년 이래 중국의 해양법제 및 정책은 상당한 발전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해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보장을 제공한
것이다. 체계적으로 중국의 해양 법제도 건설을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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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해양 관련 법령
중국은 육지 대국이자 해양 대국이다. 그러나 군대 해권의 상실로 중
국의 해양법규제체의 설립은 독립국가로 된 이후에야 비로소 정상 궤도
로 들어선 것이다. 1996년 중국은 「협약」을 비준하였는데, 그 이후 해양
입법은 큰 진전을 이루었다(김창경 외 역, 2019: 401).
중국 인민대표대회의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제정한 이후, 연이어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해역사용관리법」을 반포하였다. 아울러 「광산
자원법」, 「해양환경보호법」, 「어업법」을 수정하였고, 「해도법」을 제정 중
이다. 국무원은 「대외해양과학연구관리규정」, 「해양행정처벌실시조치」,
「무인도보호와 이용관리규정」 등 부설 법규를 공포하였다(김창경 외 역,
2019: 401-2).
해양사업전략 고도화를 위해 국무원이 2013년 1월에 비준한 「국가해양
사업발전‘12.5’규획」, 「전국해양발전‘12.5’규획」, 「국가‘12.5’해양과학기
술발전규획요강」 등 일련의 정책문건은 중국 해양전략구조체계를 구성하
였다.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심해해저구역자원탐사
개발법」은 중국 심해자원탐사 및 개발이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서 중국
심해법률정책제도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刘大海·刘芳明, 2019: 14).
중국 해양법률 실시 혹은 해양 법치의 주요 임무는 해양 영역의 기본
적 법률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해양거버넌스에서 나타나는 모순
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중국
국토 영해, 접속수역, EEZ 및 대륙붕 등 국가관할 해역권익을 명확히 하
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중화인민공화국 EEZ 및 대륙
붕법」, 해역과 해도에 대한 보호·관리를 하는 「중화인민공화국해역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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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해도보호법」, 해양환경보호 및 인민생명재산안
전을 보장하는 「중화인민공화국해상교통안전법」, 그리고 심해해저자원탐
사개발활동을 규범화하는 「중화인민공화국심해해저구역자원탐사개발법」
등이다(海洋发展战略研究所课题组, 2021: 193).
현재 중국에서 해양행정법집행 직능을 이행하는 부분은 자연자원부(국
가해양국),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 농업농촌부 등이다. 행정허가, 행정
처벌, 부문규획, 업종별 표준 등을 통해 해양해도사용보호, 해양환경보
호, 해상교통, 해양어업 등을 집행하는 법률법규이다(海洋发展战略研究
所课题组, 2021: 193).

(2) 중국 해양법률체계의 문제
중국 해양법률의 행정집행법, 사법심판, 법률감독 등에 존재하는 문제
는 매우 다양하다. 시대마다 사회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모순과 문제도 달
라진다. 중국은 통일된 해양기본법이 없으며, 다양한 해양사무는 주로 해
양 개별법 및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규범이 가해진다. 관여하는 내용은 주
로 해양권익수호, 해역사용, 해도보호, 해양생태계회복,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 해양자원이용 등 여러 영역을 포함한다. 현재 해양 법률 시행
에서 주목되는 문제는 해양환경보호, 개인 및 기업의 권익보호 등이다.
이외에 해양 법률의 시행 역시 여러 부문이 관여하며, 해양행정 주관부
문, 외교, 어업, 환경, 광산, 교통, 군사 등이 포함된다(海洋发展战略研究
所课题组, 2021: 194).

① 규범적 문제
중국 해양행정집행에서, 해양제도체계는 여전히 발전 과정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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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법규가 여전히 불비하고, 규범적 문건과 지방성 법규가 여전히 정리
되지 않고 있다. 공공정책이 서로 조합되지 않아 초래한 조직 간 기구직
능 조종 문제가 상당하다. 국가에서 해양관리 관련 법률과 법규가 이미
명확히 규정된 전제에서, 여전히 지방성 법규 또는 규범성 문건을 근거로
하는 것을 견지하는 부문이 있다. 일부 부문은 본 부문의 편협한 입장에
근거하여, 국가 법률에 대해 일방적인 해석을 진행하는 것도 조직기구 직
능조정 문제를 낳고 있다. 이밖에도, 해양부문 관련 제정된 규범성 문건
도, 문제를 고려하는 입장과 출발점이 서로 달라, ‘충돌’ 현상이 자주 발
생하며, 조직기구 직능조정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秦磊, 2016: 85).
정부 행정관리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행정부문 입법체계는 이미 보편
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입법체제는 입법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유리
하지만, 동시에 공공성에 불리한 문제도 드러났다. 부문별 입법에 참여하
여 심지어 입법과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 부문별 익숙한 특정
관리 영역의 전문성 우위를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어, 제도설계의 전문성
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부문의 심의과정에서 부문별 선호를 구현
하는 조항을 제거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법률제도 간에 조직기구의 직능
조정이 어려워져 정합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칸막이
행정의 폐단을 더 한층 심화시켜, 심지어 심각한 부문별 직권기구 직능조
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常健·瞿秋阳, 2007: 18-19; 秦磊, 2016: 85
에서 재인용).
② 국제해양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문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국제법과 중국법의 연계성이 여전히 부
족하다. 「협약」에 가입한 이래, 국제 해양법률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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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해양법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변
화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률규범을 수정하
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점차 「협약」과 연결되는 국내 해양법체계를 구
축하여, 해양주권과 해양권리의 확립과 수호를 위해 충분한 국내법 근거
를 제공했다(张琪悦, 2019; 王琪·崔野, 2020: 9에서 재인용). 그렇지만,
국제해양법치의 요구와 비교하면, 중국 해양법률체계는 여전히 국제해양
법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으며, 양자 간에 연계성 및 전환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난다(王琪·崔野, 2020: 9).

표 5-13

국제법과 중국법의 괴리

해양법률
건수 부족

∙ 중국이 구축한 해양법률은 「협약」 규정 수의 55%에도 미치지 못함(牟盛辰, 2019)

핵심 영역의
입법 결여

∙ 예를 들어, 「해양기본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못함. 「남극조약」 협상국 중에서 중국, 인도 등
네 개 국가만 아직 국내의 남극 입법을 완성하지 못함

입법
중심의
편차

∙ 중국 해양입법 중 많은 조항은 모두 「협약」에 명확히 기재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성명 또는 복창(复
述)으로,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부족하여, 조작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예를 들어, 중국은 추격
조사권(紧追权)의 시행 조건, 절차와 법률보장 등의 문제에 대해 여전히 세부적인 규범을 하지 않
아, 실제 법집행 업무에 어려움 겪음

협약 수정
지체

∙ 국제협약의 전환적 적용은 협약의 수정을 지체시킴. 국내 입법의 절차적 요구는 국제협약 및 그
수정안이 국내 2차 입법 전환 시간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입법부문으로 하여금 무거운 입법 부담을
짐(马金星, 2019)

국제해양법 중
일부 모호

∙ 예를 들어, 군함의 무해 통과권의 신고문제, 대륙붕 경계확정의 원칙문제, 해양과학연구의 정의문
제 등에 대해, 중국 해양법률 규정은 기타 국가와 상당한 논쟁

주: 王琪·崔野(2020: 9)를 근거로 작성함

<표 5-13>처럼, 「협약」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상응한 책임과 의무를
확실히 맡았지만, 「협약」이 부여한 각종 권리를 이용과 수호를 확실히 하
는 상황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赵新爽, 2018; 王琪·崔野, 2020: 9).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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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내 해양법률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계속 드러나며, 국제법
과 국내법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결여되고 표층적이어서 전환과 연계 수
준이 낮아 해양법 집행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③ 해양분쟁 대응 법령 미흡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차원에서 보면, 비록 중국이 현대 해양법, 특히
「협약」체계의 원칙과 내용에 따라 중국 해양법체계를 계속 개선하고 있
지만, 그중 일부 조문 및 제도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도전을 다음과
같이 받고 있다(金永明, 2020b: 89).
첫째, 서사군도의 직선기선(直线基线) 활용의 문제이다. 중국은 1996년
5월 15일 서사군도의 직선기선을 공포하였는데, 미국의 도전을 받고 있
다. 미국은 이를 지나친 해양권리 주장이라 하며, 1996년 6월 9일 「해양
의 경계 한계 - 중국의 직선기선 요구」(No.17)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
국은 최근 서사군도 영해 내에 군함을 통과시켜 소위 항행자유행동을 실
시하여 중국의 법률규범에 도전하고 있다(金永明, 2020b: 89).
둘째, 영해 내 군함의 무해통과(无害通过)에 관한 절차상의 도전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주요 도전은 「영해에 관한 성명」, 「영해 및 접속수역
법」, 「협약」에서 외국 군함이 영해 내 무해통과에 대한 연해국의 사전허
가 혹은 통지에 관한 법이다. 미국은 이러한 규정은 국제사회의 통행에
위반되는 법이라 주장하며, 영해 내에서 군함의 무해통과는 연해국에게
사전허가나 통지가 필요 없는 항행자유론(航行自由论)의 입장과 행위를
견지한다(金永明, 2020b: 89).
셋째, 접속수역 내의 안전 사항에 관해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3조에서 접속수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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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전해관, 재정 등의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방지·처벌하
는 규제권한을 갖고 있다는 규정은 다수 국가의 통행적인 방식을 위반한
다고 지적한다. 접속수역 내 안전 사항에 대해 방지와 처벌을 가하는 중
국의 규정이 「협약」체계의 규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102)(金
永明, 2020b: 89).

넷째, 남해, 특히 ‘남사군도의 섬과 암초(南沙岛礁)’에서 추진한 중국의
건설과 배치에 대해 미국은 반대한다. 미국은 중국이 점거한 남사군도의 섬
과 암초에 인공물 건설은 주변 해양환경에 침해를 가하고 있고, 육지에서
바다매립공정이 종결된 이후 남사군도 섬과 암초 상의 건설공정은 군사화
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기타 국가의 안전, 특히 항행자유와 안전을 심각하
게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남사군도 섬과 암초 지위의 인정에 대
해 견해가 대립되고, 미국은 중국이 자신이 자치한 남사군도 섬과 암초에
근거하여 더 많은 관할 해역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밖에도, 미국
국무원은 2014년 12월 5일에 「해양의 한계 - 남해에서 중국의 해양주장」
(No. 143)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은 중국 남해 단속선의 성격 및 선
내 수역의 법률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金永明,
2020b: 89-90).
다섯째, 남해 중재안 중재 구속력에 대한 도전인데, 미국을 선두로 하
는 일부 국가는 중재재판소에서 내린 “남해중재안 관련 최종 중재”는 중
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金永明, 2020b: 90).

102) 국제 사회에서 다섯 국가(캄보디아, 중국, 수단, 시리아, 베트남)가 접속수역 내의 안전 사항에 대해 관할
권을 주장하고 있다(Pedrozo, 201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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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해양법률체계의 개선
중국은 관습 국제법, 현대 해양법체계, 특히 「협약」체계에 의거하여
중국 해양법을 제정하고 있다. 중국 해양사무의 관리 및 발전에 관해 적
극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이고 완비된 해양법률체계는 대외적으로 국가 해양권익을 수호
하고, 대내적으로 해양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 전제조건이다. 중국이 「협
약」에 따라 제정한 중국 해양법제는 그 규범의 원칙과 제도에 부합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해양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해양사무를 타당
하게 처리하는데 근거를 제공하고 기여를 할 수 있다(杨泽伟 等, 2019;
王琪·崔野, 2020: 10에서 재인용). 국제 해양법률과 더욱 연계되기 위해,

중국 해양법률체계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완비될 필요가 있다
(王琪·崔野, 2020: 10).

표 5-14

중국 해양법률체계 개선 방향

일부 해양 관련
법률법규 수정

∙ 2018년 정부기구 개혁 이후의 기구설치, 직능배치 및 권리와 책임관계 상황과 결합하여 적시에 「어업
법」, 「해양환경보호법」, 「해역사용관리법」, 「치안관리처벌법」 등 관련 법률을 수정하고, 법집행과 감
독, 행정 간소화와 권력이양, 공민참여 등 법치이념을 포함시킴
∙ 또한, 법률조항의 충돌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함. 예를 들어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연해수역’에 대한
규정은 「EEZ 및 대륙붕법」에서 규정한 항행과 비행자유의 내용과 서로 충돌할 수 있어(贾宇, 2019;
王琪·崔野, 2020: 10에서 재인용), 시급히 타당하게 조정될 필요

∙ 새로운 시대 배경은 새로운 해양법률, 예를 들어 「해양기본법」, 「해경법」, 「해양자연보호지관리법」
시급한 해양법률 등이 요구됨. 특히, 「해양기본법」의 제정은 중국 해양법률체계의 완비에 중요 의미를 가짐
최대한 빨리 제정 ∙ 만약 단기 내에 성숙된 입법 조건이 없다면, 우선 일부 행정법규 또는 규장을 제정하여, 중국 해양관리와
해상 법집행에서 핵심 문제를 위해 명확한 작용 근거를 제공 필요
∙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의 발전 추세에 대해, 중국 해양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수정 업무를 강화할 필요.
글로벌
예를 들어 남극 입법에 속도를 가하고, 「외국 관련 해양과학연구관리규정」을 수정하고, 「심해해저지역
해양거버넌스의
자원탐사개발허가규정」을 제정하는 것 등임
발전 추세에 맞는 ∙ 이밖에도 사전계획, 국가 관할해역 외 생물다양성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의 국제협정, 국제 해저지역채
법령 제정
굴규정, 글로벌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통제 협약 등 신흥 국제해양 입법 과정에 참여해 미래에 이들
국제 해양입법을 원활하게 국내 해양법률로 전환할 기초 마련
주: 王琪·崔野(2020: 10-11)를 근거로 작성함

제5장 중국의 해양행정 분석 ❙ 329

「협약」 등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중국 해양거버넌스체계 및 해양거버넌
스 능력 현대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해양강국에 공헌하기 위해 중국은
국내 해양법제도 구조상 상응하는 완비된 조치를 취하여 법치해양 실현
을 위한 목표를 중시해야 한다(金永明, 2020b: 90).
첫째, 국가 법률체계에서 해양의 지위를 확립한다. 중국 「헌법」에 국
가 법률체계에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해양”이라는 용어가 없다. 해양의
지속적인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해결 방법은
「헌법」에 “해양”을 넣어 자연자원 관련 정부기구(组成部分)에 넣어 보호
하는 내용이다. 또한, “해양”에 대한 “해양기본법”103)을 제정하여 그 지
위 및 역할을 정의하고 규범화하여 “해양”의 지위를 확립하고 제고한다
(金永明, 2020b: 90).
둘째, 중국 해양법 연구에 타국이 도전하는 내용을 담아 중시한다. 타
국이 중국 서사군도의 직선기선제도, 영해내 군함의 무해통과 절차상 허
가 혹은 통지제도, EEZ내 군사활동의 허가제도 등에 존재하는 이슈를 다
룬다. 이러한 논쟁에 타국과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협약제도를 충실
히 해서 새로운 “협정집행(执行协定)”을 넣어 제정하고 국내 관련 법률제
도에 적용·준비한다(金永明, 2020b: 90-1).
셋째, 해양 기능성 사항 관련 법규제정을 보완한다. 해양 공간 및 자원
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해양과학기술을 강화하는 연구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중국의 해양강국건설에서 관건이 된다. 해양의 공간과

103) 해양관리기관에서 중국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해양 관련 기관의 구체적인 직권과 의무를 더욱 명확
히 하는 것이다. 이들 직권과 의무는 법률을 통해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전 관련 법규 수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규를 보충해 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양기본법으로 해양 관련 기관, 특히 국가해양위원회
의 협조기능을 규정하고, 그 통솔 작용을 발휘케 하는 것이다(金永明, 2020b: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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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이용에 관해 해양과학기술은 해양경제발전을 포함하여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양의 기능성 사항에 관해 중국은 주목을 해야
한다. 「해외해양과학기술연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해양과기법」, 「해양
안전법」 등 관련 법률을 조사·연구하여 관련 입법 업무를 규획한다(金永明,
2020b: 91).
넷째, 해양체제기제를 완비해서 제공한다. 국가 거버넌스체계와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은 해양 관련 기구개
혁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해양 관련 관리기구(국가해양위원회, 자연자
원부, 생태환경부, 농업농촌부, 해관총서, 국가해경국 등)의 직능을 조정
한다. 아울러 「해상수호법집행직권 행사에 관한 중국해경국의 결정」
(2018년 6월 22일 통과, 2018년 7월 1일 시행) 등을 기초로, “해양기본
법”, “중국해경국조직법” 등 관련 법률법규를 개선한다. 해양강국건설에
관한 이러한 법규, 그리고 해양사무의 종합적 관리는 중요한 보호 작용을
한다(金永明, 2020b: 91).
다섯째, 金永明(2019: 29)은 중국이 해양규칙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해양분쟁 문제를 처리할 때, 중요한 것은 규칙에 기초하
여 해양질서를 수호하고 해양규칙에 준수하는, 즉 ‘법에 따른 해양거버넌
스’로, 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고, 법에 따른 권리를 사용하고, 법에 따
른 권리분쟁을 해결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은 자신
의 지위와 역할 및 요구, 특히 법에 따라 해양을 거버넌스 하는 것을 포
함해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국가를 거버넌스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할과 위치설정을 적합하게 조정·전환시켜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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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중국 해양규칙의 전환

해양규칙의 준수자에서
제정자로의 전환

∙ 오랫동안 각종 이유로 중국에서 관련 구체적인 규칙 및 견해를 제기하는 경우가 매우 적고,
중국은 충실한 해양규칙 준수자였고, 오늘 날 중국은 실정에 따라 조건과 시회를 창출하여
제정자 역할 전환에 힘써야 함

해양규칙의 파괴자에서
준수자로의 전환

∙ 소위 ‘파괴자’는 해양중재안의 대응과 처리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남. 따라서 중국은 다양한
조치를 위하여 중국이 남해중재안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천명하고, ‘파괴자’의 이미지 및 성격
정의를 제거하여, 해양규칙의 준수자(遵循者)로의 전환을 점차 실현해야 함104)

해양규칙의 수호자에서
유도자로의 전환

∙ 중국은 해양질서를 포함한 국제질서의 수호자이고, 이는 역사와 기초 조건의 제약을 받는 것이
며, 중국 경제와 과학기술설비의 발달이 되고, 해양 인식의 수준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해양규
칙의 발전과 완비에 대해 자신의 건의와 요구를 제기해야 함. 즉, 의제 설정과 제도 창설의
능력을 양성하여, 해양규칙의 수호자에서 유도자의 전환을 실현해야 함

해양규칙의 모호자에서
정확자로의 전환

∙ 중국이 해양문제에 대응할 때, 일부 모호한 서술 또는 용어가 존재함. 예를 들어, 근안수역,
인근해역, 관련 해역과 역사적 권리 등임. 관련 용어와 권리범위 및 구체적인 내용을 더욱더
명확히 하기 위해, 중국은 국제해양법의 규칙과 제도에 근거하여 이들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여 신속히 모호자(模糊者)에서 정확자(精确者)로 전환을 해야 함

해양규칙의 실시자에서
감독자로의 전환

∙ 경제, 관념, 기술과 능력 등의 제한으로, 중국에서 관련 규칙과 관점을 제기하는 하는 것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비록 가입된 조약에 대해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국내 해양법 제도를
개선하려 했지만, 중국이 규범화 하는 원칙과 제도는 기타 국가의 도전을 받았고, 그동안 기타
국가의 언행에 관심을 갖지 못함(金永明, 2018)
∙ 이를 위해, 중국은 적정한 수준에서 조건과 기회를 만들어서 기타 국가에 실시하는 해양규칙과
제도에 대해 감독·평가하여, 실시자에서 감도자로의 전환을 실현해야 함

해양규칙의 특색자에서
일반자로의 전환

∙ 중국은 국정과 사회발전 특징에 따라, 국내 해양법률체계를 포함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체
계를 구축함. 국제사회가 중국의 관련 입장과 관점을 인정하고, 중국의 해양정책을 이해하게
하려면, 해석의 여지를 폭넓게 하며, (이로써) 국제사회가 중국의 특징과 희망을 이해하여,
특색자에서 일반자(普通者)로의 전환을 점차 실현해, 해양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공동
이익을 증대시켜야 함

해양규칙의 수혜자에서
제공자로의 전환

∙ 각종 조건의 제한을 받아, 중국이 제공한 해양 공공재는 줄곧 부족했지만, 중국 대외개방의
심화, 경제기초 및 기술의 발전으로, 중국은 해양 공공재를 제공하는 능력과 의지를 갖게 됨.
예를 들어, 소말리아 해군 호송행동, 일대일로구상, 실크로드기금, 일대일로구상 국제협력
정상포럼 등임. 이를 위해, 중국은 해양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하고, 중국의
역할을 발휘하여, 해양공공재의 수혜자(承受者)에서 제공자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함

주: 金永明(2019: 29-30)을 근거로 작성함

104) 남해중재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 및 태도에 관하여 中国外交部(2014.12.7); 「中华人民共和国关于在
南海的领土主权和海洋权益的声明」(2016.7.12); 中国国际法学会 著(2018: 1-446)를 참고. 金永明
(2019: 2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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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해경법 분석105)
(1) 중국 해경법 제정
2021년 1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회 상무원회 제25차 회의에선
「중화인민공화국해경법」(이하 「해경법」으로 약칭)이 통과되었다. 이는 해
상권리수호와 법집행 및 해경법치건설 추진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법률이다(张保平, 2021: 5).
2020년 10월 13일에 개최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2기 회의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한 해경법 초안
의 의안을 심의했다. 11월 15일, 중국인대 홈페이지는 해경법(초안)을 발
표하여, 사회공중에 의견을 구했다. 해경법(초안)의 공개는 학계의 주목
과 여론의 강한 반응을 낳았다. 일부 고등교육기관(대학 등), 과학연구기
관과 사회 싱크탱크는 여러 세미나를 개최했고, 일부 학자들도 각종 경로
를 통해 견해를 표출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3차 심의를 거쳐, 각
측 의견을 충분히 흡수했다. 2021년 1월 21일, 「해경법(초안)」이 사회공
중에 의견을 요청한 2개월 이후,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5차 회
의는 2021년 1월 22일 「해경법」을 통과시켰다. 「해경법」의 반포와 실시
는 해경 법치건설의 큰 진전으로 기록된다(张保平, 2021: 10).
공식적 발표로 실시된 「해경법」은 「해경법」 관련 의견수집 초안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조항 중 주로 여덟 가지를 수정했다. ⅰ) 해경기구 법률
지위에 관한 규정 수정(「해경법」 제2조), ⅱ) 해상권리수호와 법집행 조
정협조 기제에 관한 규정 추가(「해경법」 제8조), ⅲ) 지원구조직책 관련

105) 张保平(2021: 5-12)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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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추가(「해경법」 제13조), ⅳ) 해경법집행 절차규범에 관한 규정 추가
(「해경법」 제29, 36조 등), ⅴ) 행정법집행 증명규칙에 관한 규정 수정
(「해경법」 제35조), ⅵ) 긴급수요 상황에서 해경이 향유하는 우선권에 관
한 규정 추가(「해경법」 제54조), ⅶ) 해경장비 건설에 관한 규정 추가(「해
경법」 제56조), ⅷ) 중국해경국 입법권에 관한 규정 수정(「해경법」 제82
조). 이들 중대한 수정은 한편으로, 입법기관은 사회 각 측의 의견에 대해
고도로 중요시하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 입법기관이 해경기관
직책사명 이행에 대해 충분히 권한을 부여하고, 절차규칙을 강화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张保平, 2021: 11).

(2) 중국 해경법의 특징
「해경법」은 해경법률관계의 규정요소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진행한 것
이다. 해경법률관계의 주체는 곧 해경기구이지만, 관련 조직과 개체, 심
지어 국가도 포함된다. 그러나 관련 조직과 개체, 심지어 국가는 모두 해
경기관과 해상권리수호와 법집행에 관련되어 「해경법」의 조정 대상이 되
었다. 「해경법」은 해경기구의 설치, 직책임무, 권리수호와 법집행에 필요
한 수단조치에 대해 모두 규범화시켰고, 관련 주체가 해상권리수호와 법
집행에 참여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했다(张保平, 2021: 12).
「해경법」은 해경이 방어작전과 중국의 관할해역 외 법집행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규정을 했다. 「해경법」은 해경기구가 법률관계 주체를 둘러싸
고, 해경기구 권리수호와 법집행에서 관련된 행정, 형사, 대외, 군사, 절
차 등 서로 다른 법률관계를 연결시켰다. 비록, 중국의 기존 입법에도 행
정법률에 형사내용이 포함되고, 실체성 법률에 절차성 내용도 존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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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상황은 하나의 법률을 전체적으로 한 유형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 속하는 법률규범을 한 법률 틀 속에 구축하는 것은
「해경법」의 종합성 특징을 두드러지게 한다(张保平, 2021: 12).
해경의 해상권리수호와 법집행은 비록 상당수 서로 다른 법률관계와
관련되어 있지만, 모두 “해경기구”와 “권리수호와 법집행”을 포함하여 추
진된 것이다. 나아가 구조가 완전하고, 차원이 분명한 법률규칙체계를 구
성한 것이다. 비교적으로 「해경법」은 해상법집행 관련 규칙에 대해 규정
이 상대적으로 명백하고 확실하고, 기본적으로 체계를 갖췄고, 해상권리
수호 행동에 대한 관련 규칙규정은 상대적으로 원칙적인 것이다. 일상적
권리수호와 법집행의 규칙규정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방어작전 참여
관련 규칙규정은 상대적으로 원칙적인 것이다. 중국 관할 해역 권리수호
와 법집행에 관한 규칙규정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중국 관할 해양 외의
법집행과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참여 관련 규칙규정은 상대적으로 원칙적
이다. 이는 우선사항에 대한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하고, 서로 다른 법률
관계가 구체적인 제도규칙과 법률조항으로 적용될 때 직면하는 서로 다
른 어려움과 도전도 반영한 것이다(张保平, 2021: 12).

(3) 중국 해경법 제정의 함의
「해경법」의 반포와 실시는 해경 법치건설에서 기념비적 의의를 지닌
다. 「해경법」의 구도는 잘 구성되고, 내용은 전면적이고, 해경기구설치,
속성, 임무, 직책, 경찰기구의 무기사용, 협력, 감독, 보장 등 관련 제도규
칙을 확립해서 해경의 권리수호와 법집행 제도규칙을 집대성한 법률이
다. 「해경법」은 해경법률체계에서 근간 지위를 갖게 된 법률로,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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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한층 보완하여 제도규칙을 완비하는데 유리한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张保平, 2021: 11).
「해경법」의 제정과 실시는 해상권리수호와 법집행 개혁과 해경 지휘관
리체계 개혁의 산물로, 당의 정책결정을 국가의지로 전환한 것이고, 법치
중국을 건설해야 하는 명확한 요구이다(张保平, 2021: 11). 「당과 국가기
관 개혁심화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은 “개혁과 법치를 함께 서로 추진
하는 것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각종 조직기관을 관리하고, 기구, 직능,
권한, 절차, 책임 법정화 추진에 속도를 가할 것”을 요구한다. 「해경법」은
일련의 구체적인 제도, 기제와 규칙을 규정해서 해상권리수호와 법집행
이 법에 따라 운영될 수 있게 한 것이다(张保平, 2021: 11).
「해경법」은 해경법률체계 중의 근간 법률일 뿐만 아니라, 해양거버넌
스 법률체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의 하나이기도 하다. 해경기구는 해
양강국을 건설하고,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를 추진하는 배경에서 구축된
것이다. 해경은 해상권리수호와 법집행위 주력으로, 해양거버넌스의 중
요한 역량이다. 만일, 해경이 권리수호와 법집행위를 규범하고 보장하는
입법이 없다면, 해양거버넌스 법률체계는 완비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해상권리수호와 법집행에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면, 해양거버넌스 현대화
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해경법」의 출범은 해양거버넌스의 법치화를
실현하고 해양거버넌스 법률체계의 건설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张保
平, 2021: 11).

「해경법」의 반포는 해상 법집행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해경의 글
로벌 해양거버넌스 참여에 근거를 제공한다. 「해경법」은 전문 1장에서
국제협력을 규정하고, 중국해경국이 국제협력에서 협력문건을 협상·체결
할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협력 경로 방법을 규정하여, 국제협력 전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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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법률보장을 제공한다. 「해경법」은 국외 입법 경험을 충분히 참조해
국제법 해양규칙과의 연결을 고려한 것이다(张保平, 2021: 11). 예를 들
어, 「해경법」 제18조는 “외국선박에 대한 등선, 검사, 저지, 추종은 중국
이 체결하고 참여하는 국제조약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고 명확히 규정
하고 있다. 「해경법」은, 비록 해경기구가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참여하
는 규칙을 세부적·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관할 해역 이
외 지역에서 법집행 임무수행을 원칙적으로 규정해서 해경기구가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참여할 법률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张保平, 2021: 11).

2. 해사사법 및 해사중재106)
국제해운 중심은 계속해서 아태 지구로 이전하고 있고 중국은 글로벌
해운 지위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항구 물동량 총량, 컨
테이너 물동량 총량, 전국 선박건조 수량, 함대 규모 등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해사재판은 중요한 사법보장 임무를 맡고 있다. 또한, 중국
은 해사중재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으며, 국내외 해사해상, 교통물류 등의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海洋发展战略研究所课题组, 2021:
199). 여기서는 해사사법(海事司法)과 해사중재(海事仲裁)를 다루기로
한다.

1) 해사사법
1984년 6월 1일, 상하이, 톈진, 칭다오, 다롄, 광저우, 우한 여섯 개

106) 海洋发展战略研究所课题组(2021: 199-202)를 중심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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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이 성립된 이래, 대량의 각종 해사해상 안건을 심리했다. 1984년
11월 14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는 「연해 항
구 도시에서 해사법원 설립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켜, 해사법원의 설립,
감독, 관할 등을 공식적으로 규정했다. 각 해사법원은 소재지의 중급 인
민법원과 동급이다. 최고인민법원은 1990년 하구(海口) 및 샤먼(厦门)해
사법원 설립, 1992년 닝보(宁波)해사법원 설립, 1999년 베이하이(北海)
해사법원 설립을 허가했다(最高人民法院, 2014; 海洋发展战略研究所课
题组, 2021: 199에서 재인용).

중국은 이미 “3급 법원 2심 종심제”의 해사심판기구체계를 형성했고,
안건 수리 범위는 북쪽의 헤이룽장에서, 남쪽의 난하이 제도 등 중화인민
공화국 관할의 모든 항구와 수역을 포함한다. 2020년 2월, 최고인민법
원, 최고인민검찰원, 중국해경국은 연합하여 「해상 형사안건 관할 등 관
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해상 형사안건의 입건수사와 이송기
소에 대해 전문적인 규정을 하여, 해사법원 이후의 “삼심합일(三审合一)”
을 위한 기초를 만들었다(南京海事法院课题组, 2020: 46; 海洋发展战略
研究所课题组, 2021: 200에서 재인용). 중국 해사법원이 심리하는 안건

중에서, 해사해상 등 전통적인 민사안건 외에도, 환경보호 관련 안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海洋发展战略研究所课题组, 2021: 200).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중국해사심판(2015~2017)」백서에 따르면,
2015~2017년, 최고인민법원은 “일대일로”, “해양강국” 등 당과 국가 중
대 정책결정 배치를 뒷받침하는 사법문건을 작성하고, 해사법원 안건수
리 범위, 해양생태환경보호 등에서 사법해석을 제정·수정했다. 또한, 해
양환경오염 책임분쟁 안건심리를 강화했고, 해양생태문명건설을 보장했
다(海洋发展战略研究所课题组, 2021: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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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사중재
중재는 그 경제성, 비밀유지, 고효율, 당사자 자치, 일차 중재 종결 등
의 특징을 가지며, 해상해사 영역 당사자가 선호하는 분쟁해결 방식이 되
었다. 국무원 1958년 11월 21일의 결정에 따라, 1959년 1월 22일 중국
국제무역추진위원회 내에 중국해사중재위원회를 설립해서 국내외 해사
해상, 교통물류 및 기타 계약성 또는 비계약성 분쟁 해결을 맡고 있다.
해사중재 안건의 수량으로 볼 때, 중국해사중재위원회 설치부터 지금까
지 수리한 중재안건은 2,000여 건이고(毛晓飞, 2019), 런던해사중재원협
회(LMAA) 회원은 2018년에 2,600차 지정을 받았고, 500부가 넘는 중재
서를 발급했다(LMAA, 2018). 이에 비해, 국제해사중재에서 여전히 중국
의 영향력은 경제 및 정치 지위에 걸맞지 않은 상황이다(海洋发展战略研
究所课题组, 2021: 202).

표 5-16

국제해사 조직 및 중국 참여 상황
협약 명칭

효력 발생일

중국 참여 상황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The Convention on Facilitation
1967.3.5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1965)

(1995.1.16) 가입신청 제출
(1995.3.16) 중국에 대해 효력 발생

국제만재흘수선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1968.7.21
Lines)

(1973.10.5) 가입신청 제출(협약 부칙 제
49조와 50조에 대해 보류)

특수상용여객선협정(Special Trade Passenger Ships
Agreement)

1974.1.2

-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공해상의 조치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1975.5.6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Oil Pollution
Casualties)

(1990.2.23) 가입신청 제출
(1990.5.24) 중국에 대해 효력 발생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 (International
1975.6.19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80.1.30) 가입신청 제출
(1980.4.30) 중국에 대해 효력 발생

1971년 핵물질해상운송의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Civil Liability in the Field of 1975.7.15
Maritime Carriage of Nuclear Mater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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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계속
협약 명칭

효력 발생일

런던 덤핑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1975.8.30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특수상용여객선협정(Special Trade Passenger Ships
Agreement)

중국 참여 상황
(1985.11.14) 개입 신청 제출

1977.6.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International Regulation for the
1977.7.15
Preventing Collision at Sea)

(1980.1.7) 가입신청 제출. 동일 중국에 대
해 효력 발생

CSC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 1977.9.6

(1980.9.23) 가입신청 제출
(1981.9.23) 중국에 대해 효력 발생

국제해양위성기구운영협정(Operating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1978.10.16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1979.7.16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1979.7.13) 체결
(1979.7.16) 중국에 대해 효력 발생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1980.5.25
Safety of Life at Sea)

(1975.6.20) 체결
(1980.1.7) 비준서 제출

국제톤수측정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1982.7.18
Measurement of Ships)

(1980.4.8) 가입신청 제출
(1982.7.18) 중국에 대해 효력 발생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1983.10.2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1983.7.1) 가입신청 제출
(1983.10.2) 중국에 대해 효력 발생

선원의 훈련, 선원의 자격증명 및 당직 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 협약(STC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1984.4.28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 keeping
for seafarers)

(1979.6.3) 체결
(1984.4.28) 중국에 대해 효력 발생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1985.6.22

(1980.9.11) 체결
(1985.6.24) 비준서 제출

해사책임에 대한 책임제한 협약(Convention on Limitation
1986.12.1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승객 및 수화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아테네 협력(Athe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1987.4.28
their Luggage by Sea)
해양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1992.3.1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1994.11.16
on the Law of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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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0.25) 체결
(1991.8.20) 비준통지서 제출
(1992.3.1) 중국에 대해 효력 발생, 협약 제
16조 제1관 규정의 제약을 받지 않음
(1982.12.10) 체결
(1996.6.7) 비준서 제출
(1996.7.7) 중국에 대해 효력 발생

표 5-16

계속
협약 명칭

효력 발생일

중국 참여 상황

유류오염사고대응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1995.5.13
1990)

(1998.3.30) 가입신청서 제출
(1998.6.30) 중국에 대해 효력 발생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1996.7.14
Salvage)

(1994.3.30) 가입신청서 제출
(1996.7.14) 중국에 대해 효력 발생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

2001.1.1

1996년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2006.3.24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2010.7.1) 묵인 접수. 동일 중국에 대해 효
력 발생
(2006.6.29) 의정서 비준. 비준서 제출 이
후 30일 중국에 대해 효력 발생.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임시 적용 안 됨

OPRC-HNS협약(The Protocol 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to Pollution Incidents by 2007.6.14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HNS)
선박유해방오시스템사용규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

2008.9.17

선박연료유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

2008.11.21

(2008.12.9) 가입신청 제출
(2009.3.9) 중국에 대해 효력 발생

2011.1.1

(2010.7.1) 묵시 접수. 같은 날 중국에 대해
효력 발생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2009년 수정

출처: 国家海洋局海洋发展战略研究所课题组(2016: 247-50); 刘笑阳(2019: 241-3)에서 재인용

중국 해사중재기구는 아직 강력하지 못하고, 체제 기제가 취약하여 제
한을 받고, 해사중재 전문인재가 부족하여, 국제 영향력이 시급히 상당히
제고되어야 하는 문제 등이 있다(张莉, 2020; 海洋发展战略研究所课题
组, 2021: 202에서 재인용).

실무계와 학계는 이미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수정에 대해 합의를 도
출하였다. 2018년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수정은 두 가지 문제를 주목
해야 한다. 첫째, 중재협의 효력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완화하고, 임시 중
재협의의 유효성을 인정해서 중재수요를 더 한층 확대시켜 중국 해사중

제5장 중국의 해양행정 분석 ❙ 341

재(기관중재와 임시중재) 발전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린다. 둘째, 중재절차
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의 적지 않
은 조항은 법원의 소송절차를 참조해서 설계한 것이어서 중재의 원활성
이 떨어지고, 국제적 중재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司玉琢 等, 2020: 86;
海洋发展战略研究所课题组, 2021: 202에서 재인용).

3. 중국해양법률감독107)
중국 해양법률은 주로 법적 집행(执法), 법의 적용(司法), 법적 준수(守
法) 및 법률감독(监督) 등의 경로를 통과시켜 법률규범의 원칙, 규칙 및

제도를 해양거버넌스 실천에 점차 활용해 해양입법의 목적과 가치를 실
현하고, 기타 규범 작용 및 유도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舒国滢, 2012:
191; 海洋发展战略研究所课题组, 2021: 192에서 재인용).
첫째, 법집행은 주로 국가행정기관을 가리키고 수권기구는 법정 직권
및 절차에 따라, 법률 활동을 실행한다. 둘째, 사법은 국가사법기관이 법
정 직권 및 절차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해양 관련 법률쟁의 안건에 법률
을 적용·처리하는 전문적 활동이다. 해사법원 등은 해양 관련 법률법규
를 적용하여 각종 해양 관련 쟁의를 해결하고 해양 관련 법률 시행 중에
일어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법준수는 국가기관, 사회조직 및 공
민 개인이 법률규정에 따라 권리(권력)를 행사하고 의무(직책) 활동을 이
행하는 것이다. 넷째, 법률감독은 주로 전문 국가기관이 법정 직권과 절
차에 의거하여 법률시행에 대해 진행하는 감독이며, 권력기관의 감독, 행
정기관의 감독, 사법기관의 감독, 감찰기관의 감독 등으로 구분된다(海洋
107) 海洋发展战略研究所课题组(2021: 192-204)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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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展战略研究所课题组, 2021: 192).

2021년 「법치중국건설계획(2020〜2025)」에서 “법치중국 건설은 반
드시 권력운영 제약과 감독 기제를 완비하고, 입법, 법집행, 사법기관 권
력행사를 규범화하고, 당의 통일영도, 전면적인 포괄적·권위적·효율적인
법치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되었다(人民网, 2021.1.11). 해양
법률의 집행과 해사사법 등 활동도 다음과 같은 감독을 받아야 한다(海洋
发展战略研究所课题组, 2021: 202-3).

1) 입법감독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의 관련 규정
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는 매년 개혁발전 안전태세와 군중
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되고,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주목하는 여러 중대
한 문제를 선택하여, 법집행 검찰조를 조직해서 관련 법률과 법규 실시
상황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법집행 검사를 실행한다(海洋发展战略研究所
课题组, 2021: 203).

1998년 「해양환경보호법」에 대해 법집행 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시 이 법률에 대한 법집행 검
사를 수행했다. 이번 법집행 검사조(检查组)는 톈진, 허베이, 랴오닝, 저장,
푸젠, 산둥, 광둥, 하이난 8개 성(시)로 각각 진출해 법집행 검사업무를
전개했다. 24개 지급시(地级市)에 깊이 들어가 135개 단위와 프로젝트를
현지에서 고찰하여, 중국 해양환경보호 업무에 대해 전면검사를 수행했
다. 중국 해양환경보호제도건설과 감독관리체계 구축에서 취득한 성과
외에 법률 관철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앞으로 개선 건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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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제기했다(中国人大网, 2018.12.25; 海洋发展战略研究所课题组,
2021: 203에서 재인용).
이번 법집행 검사에서 발견된 주요 문제를 보면, 바다유입 오염배출구
설치와 관리 문제가 심각하고, 육지성 오염방지 강도가 부족하고, 해상
오염방지통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양생태환경보호와
복구업무가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해양환경 감독관리제도 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학기술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해양생태환경
보호 법률법규가 미흡한 상황 등이다(海洋发展战略研究所课题组, 2021:
203).
검사조는 개선 건의와 의견을 제기했다. 첫째, 바다유입 오염원의 문
제에 대해, 바다유입 배출구 감독관리 강화, 유역환경과 해안오염 종합거
버넌스 및 해양공정 오염예방과 해양 폐기물관리 강화, 해수양식 오염 거
버넌스 및 선박 항구와 해안 여울 오염 거버넌스 강화 등의 측면에서 착
수해야 한다. 둘째, 해양생태환경 보호와 복구 중 보호를 우선시한다. 해
양생태보호 레드 라인을 확정하고 검수하고, 바다를 에워싸고 매립하는
것에 가장 엄격한 통제조치를 한다. 국토공간 용도규제를 엄격히 하고,
해안대 보호와 자연보호구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전국 해양생태환
경 리스크 평가와 구역확정 업무를 전개하고, 해양환경 재해 및 중대 돌
발사건 리스크 조사와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리스크 정보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고, 정보공유 기제를 구축한다. 넷째, 시장의 수요공급과 자원
희귀 정도를 반영하고, 생태 가치와 세대 간 보상을 구현하는 자원 유상
사용과 생태보장제도 구축을 추진하고, 해양생태환경 보호와 오염방치업
무 기제를 통합하여 계획하여 최적화하고, 해양환경보호 측면에서 중앙
과 지방의 재정 사권(事权)과 지출책임 구분을 추진해야 한다(海洋发展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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略研究所课题组, 2021: 203). 다섯째, 과학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보하

이(渤海) 생태환경보호와 거버넌스 연구 플랫폼을 건설하고, 해륙 통합
오염방치, 빈하이(滨海) 습지 생태환경보호복구, 근해자원 환경부담 능력
등의 이론과 기술방법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
드 컴퓨팅, 스마트화 등 과학기술 수단을 사용해서 해양생태환경 감독관
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中国人大网, 2018.12.25; 海洋发展战略研究所课
题组, 2021: 204에서 재인용).

2) 검찰감독
검찰감독은 국가기관 및 그 공무원(公职人员)이 수행한 법집행과 사법
활동의 합법성, 형사범죄 활동 등에 대해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진행하
는 감독이다(舒国滢, 2019: 209; 海洋发展战略研究所课题组, 2021: 204
에서 재인용).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국유자원보호, 국유토지사용권 이전
등 영역에서, 일부 행정기관은 위법적으로 직권을 사용하거나 직권을 이
행하지 않아,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침해시킨다. 당의 18기 4중 전
회에서 「전면적인 의법치국 추진에서의 여러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
의 결정」은 검찰기관이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를 탐색하고 구축할 것
을 제기했다. 2015년 7월 1일,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베이징
등 13개 성(자치구, 시) 검찰기관에 권한을 부여하여 2년 동안의 공익소
송 시행 업무를 전개했다. 2년의 시행을 거친 이후, 2017년 7월 1일 새
롭게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
법」이 실시되기 시작했고, 검찰기관에서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를 공
식적으로 확립했다(海洋发展战略研究所课题组, 2021: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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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최고검찰원은 “해양수호” 검찰 공익소송 특별 감독활동
을 전개했다. 연해 검찰기관은 해양 공익소송 안건처리를 전면적으로 추
진하여 그 효과가 뚜렷했다. 검찰기관은 2,468건의 단서를 획득했고,
1,773건을 입건했고, 소송 전 검찰건의 1,411건, 공고 85건을 제출했다.
법원에 제기한 공익소송이 152건이고, 이중 행정 공익소송이 7건, 민사
공익소송이 34건, 형사부대 민사 공익소송이 111건이었다. 연해갯벌 고체
폐기물 126,885톤, 쓰레기 332,287㎡, 규칙위반 양식장 426곳의 처리를
촉구했다. 바다유입 오염배출구 260개를 봉쇄하고, 해역면적 815㎢를
처리했다. 해안선 25.3㎞, 강길(河道) 168㎞를 복구했다. 어류 13,436만
마리를 증식하여 방류했고, 각종 배상복구금 2.18억 위안을 추징했다(人
民网, 2020.4.17; 海洋发展战略研究所课题组, 2021: 204에서 재인용).

이번 해양수호를 위한 검찰의 공익소송 특별감독 활동이 종결된 이후,
최고검찰원은 대외적으로 14건의 “해양수호” 검찰 공익소송 특별 감독활
동 중에서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했다(最高人民检察院, 2020.10.29; 海洋
发展战略研究所课题组, 2021: 204에서 재인용). 이번 특별 감독활동 중

에서 소송절차에 진입하지 못한 “행정 공익소송의 소송 이전 절차” 사례는,
“소송 전에 공익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최상의 사법 상태”라는 이념을 구
현했다. 검찰원이 행정기관과 서로 공조하여,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발전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행정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해양환경보호업무에 대한 협력을 형성하였다(海洋发展战略研究所课题组,
2021: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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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중국의 해양정책 분석

제1절 중국의 해양정책 맥락
제2절 중국의 해양정책 제약 및 개선
제3절 중국의 해양분쟁 조정정책

앞서 논의한 이론, 실태, 거버넌스, 행정 분석은 결국 중국의 해양 정
책과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중국의 해양
정책 맥락, 해양정책 제약 및 개선, 해양분쟁 조정정책을 분석하기로 한다.

제1절 중국의 해양정책 맥락
1. 중국의 해양정책 이해
1) 중국의 해양정책 의의
정책이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조직(정부 등)이 공공문제를 해결하거
나 공익을 추구하여 보다 바람직한 국가, 사회, 조직을 만들기 위한 공식
적이고 권위적인 원칙이나 규율 등이라 할 수 있다.
해양정책은 공공정책의 한 분야이다. 해양과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수요(needs)와 이해관계 등으로 각국은 해양발전, 관리, 이용, 보호 등과
관련된 전략이 중요시되고, 글로벌 해양거버넌스가 부각되면서 해양정책
은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해양정책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은 상황
이다. 중국의 경우도, 许丽娜 等(2014: 9)이 지적하듯, ‘공공정책’과 마찬
가지로, 중국 내외 학자들은 ‘해양정책’의 개념에 대해 상대적으로 일치
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Gamble은 “해양정책은 권위적인 인사가 명시하고 서술한 해양환경과
관련된 목표와 지령 및 의도이다.”라고 한다. 대만학자 胡念祖는 “해양정
책은 국가가 해양을 사용하는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공공정책 또는 국가
정책”이라고 본다. 王淼은 해양정책을 “연해 국가가 본국 해양업무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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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도하는 전반적인 행동준칙으로, 해양경제, 해양정치, 해양외교, 해양
군사, 해양권익, 해양과학기술 등을 내포한다”고 한다(王淼·贺义雄, 2008;
许丽娜 等, 2014: 9에서 재인용). 鹿守本은 해양정책을 “국가가 일정한

역사 시기 또는 일정한 발전 단계에서 해양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발
전 전체 전략과 총체적인 정책 및 국제해양 갈등과 해양개발이용을 근거
로 수립한 해양업무와 해양사업 활동의 해동준칙”이라 규정한다(鹿守本,
1996: 311; 许丽娜 等, 2014: 9에서 재인용). 해양정책은 한 국가 또는
정부가 해양영역 사무를 처리하는 각종 거시적인 또는 구체적인 정책기
획의 총칭이다(张海柱, 2016: 105).
해양정책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근거로 본다면, 해양정책은 국가가
국가해양권익을 수호하고, 국가해양사업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해양
개발·보호 업무를 통합·지도하는 일련의 조치·방법·조례·법규 등을 총칭
하는 해양에 관한 공공정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해양경제, 해양정치,
해양외교, 해양군사, 해양권익, 해양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가 내포된다.
해양정책의 기능은 해양정책의 가치에 따라 다양하다. 刘洋·高雪梅
(2017: 161)는 해양정책의 기능을 <표 6-1>과 같이 구분한다.

표 6-1

해양정책의 기능

지도 기능

∙ 해양개발행위 혹은 해양사업의 발전에 따른 정책제정자가 희망적 방향 발전을 제시함. 해양정책은 중요
한 내용, 즉 규정 목표와 확정 방향을 제시함. 또한, 교육지도, 통일된 인식, 협조 행동 등을 담음

협조 기능

∙ 해양행정관리 활동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다양한 이익이 관여되어 협조가 필요함. 협조는 우선 국가해
양 활동에 표현되고, 국가 전체의 정치, 경제, 문화 등 활동에 위치함

규범 기능

∙ 해양정책은 해양개발·보호를 보장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규범적 역할을 함. 규범적 수단은 법률,
윤리도덕, 정책으로 이뤄짐. 해양정책의 규범 기능은 법률수단 및 도덕 수단을 보충할 수 있음

촉진 기능

∙ 해양정책은 해양사업 발전 방향을 제시함. 해양정책의 촉진 기능은 해양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해양
발전 및 생태환경 보호를 추구

주: 刘洋·高雪梅(2017: 161-3)를 근거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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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공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공성, 계층성(层次性), 다양성, 동태성,
합법성이란 특징을 갖지만, 해양정책은 이러한 특징뿐만 아니라 ‘해양’이
란 특수성으로 더욱 강한 총체성(整体性), 복잡성, 국제성을 띤다. 즉, ⅰ)
해양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유동성과 외부성을 띠고,
정책수립과 집행이 매우 다원적이기 때문에 파편화되기 쉽다. 따라서 다
양한 기구들 간의 협력, 조정, 총괄 등이 필요하여 강한 총체성을 갖는다.
ⅱ) 해양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바다와 육지 총괄(陆海统
筹)’이란 난제를 해결해야 하며, 정책수립 및 집행의 자주성이 취약하고,

총괄적인 다원적 사고가 필요하다. 다양한 국가, 지방, 영역 등과 직접 관
련되어 있어서 복잡성이 매우 크다. ⅲ) 해양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은 국
제법과 국내법 규정, 국내 사무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국제형
세 등을 고려해야 하는 국제성이 매우 강하다(王琪, 2020b: 102-3).
한편, 국가마다 해양정책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존재할 수 있다. 安应民
等(2016: 146-8)은 중국 해양정책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중국 해양정책은 국가의 영토(疆土) 환경 조건과 동일하다. 즉,
특수한 영토주권 범위와 지정학(地缘) 정치의 국정(国情)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중국은 육해(陆海) 겸비 대국으로서 육해 주변에 다수 국가가
인접하고 오랜 역사와 현실이 해양정책의 발전과정 및 사회주의 현대화
발전과정을 결정해왔다. 그리고 현대화 발전과 연계된다. 변방 및 해양
방어안전은 필연적으로 복잡하고, 해양방어 완비와 해양주권 관념은 밀
접히 연계된다.
둘째, 중국 해양정책은 중국 경제사회발전 전환 및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일치하고, 샤오캉(小康) 사회의 경제사회발전 규획과 연계된다.
육지에서 해양을 지향하고 육해를 총괄하고 내외 경제무역, 과학기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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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교류 등을 협력해 순환한다. 해양경제 발전, 해양종합실력 강화, 위
기관리통제 강화, 국제해양사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 해양강국을
도모한다.
셋째, 중국 해양정책은 국가의 경제발전 방식 전환과 완전히 일치된
다. 해양경제발전 방식 전환을 촉진하여 정책지도 및 지지를 제공한다.
해양경제발전을 중시하여 해양산업 전환을 높이고 과학기술 인재배양,
연구 프로젝트 지원에서 어민 육성, 투융자 등에 착수하여 지속적으로 새
로운 체제 기제를 혁신하고 총체적 해양규획, 해양 각 분야 규획 및 지방
해양규획을 추진한다.
넷째, 중국 해양정책은 중국 특색의 정책 및 법률 관계 변화와 연계된
다. 일반적으로 먼저 국가전략 구상·노선·방침이 확립되고, 이어서 상응
하는 정책과 법률이 제정된다. 정책은 총정책, 기본정책 그리고 구체적
정책으로 구분된다. 또한, 정책원칙과 정책책략으로 구분된다. 국가 지도
자의 공식적인 성명과 주장은 국가의 기본 정책원칙이 되고, 정책책략이
된다. 예를 들어 덩샤오핑이 제시한 “12자 방침”, 즉 “主权属我 搁置争议
共同开发”의 경우이다.

다섯째, 중국 해양정책집행은 새로운 정책책략을 반영하고 적시에 변
한다. 적이 변하면 나도 변하고, 주권 존재, 행정 존재, 경제 존재를 더욱
강화한다. 동시에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키우는(韬光养晦)”의 소극적 방
어전략에서 “필요한 역할을 한다(有所作为)”라는 적극적 방어전략으로 전
환하여 군사, 과학기술, 경제 등의 실력을 중시하고, 국가의 지식재산권
을 중시하고 민족과학기술 역량을 지원하여, 문화, 교육, 다원적 역량 등
을 수립하고 융합시킨다.
여섯째, 중국의 해양정책체계 개혁은 국가발전의 역할 변화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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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체계는 해구(海口)경제, 해안대(海岸带)관리, 무인도 임차, 어업
개발, 환경보호, 육해총괄규획, 중앙 및 지방의 권한과 책임구분, 구역자
원 공유와 관련된다. 국가발전 역할은 국제합작, 해상(비)전통범죄소탕,
유관 국제규칙제정 참여, 국제분쟁 및 글로벌 이익배분 관련 발언권을 높
여 더 많은 국제적 의무를 부담한다.
일곱째, 중국의 해양정책을 집행함에 원칙과 민첩성을 통일적으로 구
현한다. 해양주권 견지에서 공인된 국제관계 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핵
심이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관련 분쟁에서 담판해결을 견지하고 쌍
방협의 및 다자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중국의 해양정책 유형108)
해양정책을 분류하면, 주로 해양정책의 차원, 해양정책의 내용, 해양
정책의 영역, 해양정책의 결정 주체 네 가지로 중국 해양정책체계를 정리
할 수 있다(许丽娜 等, 2014: 10).

(1) 정책 차원 기준
수직적으로 볼 때, 해양정책은 정책 차원의 차이로 기조정책, 기본정
책, 구체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조정책을 또한 총정책, 총노선, 총방침이라 부르는데, 정부정
책 행위의 규범화에 사용하는 이념과 방법의 총합을 지칭한다. 그 기본
기능은 어떻게 공공정책을 정확히 제정하고 공공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

108) 许丽娜 等(2014: 10-11)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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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가에 있다. 따라서 기조정책을 정책의 정책, 즉 “해양정책 제
정의 정책”이라고 부른다(张国庆, 1997: 22; 许丽娜 等, 2014: 10에서
재인용).
둘째, 기본정책은 국가의 거시적인 종합정책으로, 한 국가가 그 해양
개발과 관리상의 목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한 행동강령이다. 기본
해양정책의 제정과 반포는 모두 국가 최고 권위 기구 또는 그 기관에서
실시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 해양정책은 종종 매우 강한 안정성과 권위성
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추진하는 해양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전국해양경제발전계획강요」 등이다.
셋째, 구체적인 해양정책은 해양 관련 각 부문이 기본 해양정책을 더
욱더 관철·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구체적인 행동준칙 또는 행위규범이다.
예를 들면 해양항운정책, 해양자원개발정책, 해양생태환경보호정책 등이다.
구체적인 해양정책은 기본 해양정책에 비해 명확한 대상성을 가진다. 즉,
해당 업계 영역을 지향하여, 기본 해양정책 틀 로 세분된다(许丽娜 等,
2014: 10).

(2) 정책의 내용 기준
해양정책 유형에 대한 구분은 정책의 목적과 작용에 따라 해양개발정
책과 해양보호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구분은 가장 본질적으로 해양
정책의 특징을 드러낸다(许丽娜 等, 2014: 10).
첫째, 해양개발정책은 정부에서 경제적 고려에서 출발하여 제정한 해
양이용에 관한 정책이다(王刚·刘晗, 2012; 许丽娜 等, 2014: 10에서 재
인용). 해양개발 관련 공공사무는 해양에 관한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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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양어업에 대한 개발이다. 이는 해양 1차 산업으로, 주로 국가가 인
공양식을 배양·발전시키고, 관련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중
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시행세칙」이다. ⅱ) 해양자원개발은 해양의 주요한
영역이고, 에너지, 광산, 관광자원 등의 개발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중
화인민공화국 해양석유탐사개발 환경보호 관리조례」, 「해양석유개발 프
로젝트 환경영향평가 관리절차」, 「해양석유 플랫폼 폐기관리 임시방안」,
「해양모래채굴 상태감시 간명규범(海砂开采动态监测简明规范)(시행)」 등
이 있다(许丽娜 等, 2014: 10-11). ⅲ) 해양교통개발 관련, 특히 국제무
역의 발전, 글로벌화의 심화로, 해양교통이 더욱 중시되고, 그 관련 정책
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항구법」이 있다.
둘째, 해양보호정책은 구체적으로 해양환경보호정책과 해양권익보호
정책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해양대기감시 규정」, 「하천 바다유입 오염
물 총량 및 하구구역 환경품질감시 기술규정」과 「해양자연환경보호구역
감시 기술규정: 총칙」이다(许丽娜 等, 2014: 11).
해양보호정책이든 해양개발정책이든 모두 서로 다른 부분에서 제정한
것으로, 서로 다른 업계 영역을 포함한다. 이들 정책은 서로 다른 부문이
해양사무에 대한 기본 인식에 기반을 두고 부문 간 서로 다른 행정목표,
직능 범위를 구현한다. 인류가 자신과 해양관계에 대한 위치설정도 보여
주고 있다(许丽娜 等, 2014: 11).

(3) 정책 영역 기준
해양정책 관련 영역에 따라, 해양정책을 업계적 해양정책과 종합적 해
양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许丽娜 等, 2014: 11).

35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첫째, 업계적 해양정책은 구체적인 해양정책에 속한다. 이는 해양기본
정책 목표를 실행하는 수단이고, 기본정책에서 제정한 구체적인 시행세칙
을 실행한다. 일반적으로 단기성과 국부성 및 단일성을 띤다(王琪, 2007:
183; 许丽娜 等, 2014: 11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해양석유 플랫폼 폐
기관리 임시방법」, 「해상풍력발전 개발건설관리 임시방법 시행세칙」이다.
둘째, 종합적 해양정책은 전체 시각으로 보면, “국가해양권익·자원·환
경의 개발이용·보호·수호·관리를 포괄하는 최고 차원의, 종합적인 총체
정책이다. 이는 국가해양사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지도하고 제약하는 기
본사상, 기본원칙, 기본대책 및 조치이다”(鹿守本, 1997: 341; 许丽娜 等,
2014: 11에서 재인용).
종합적 해양정책은 주로 해양자원, 환경, 권익, 공익서비스 등 각 측면
에 대한 구체적인 해양정책 내용에 대한 통합조정에서 실행된다. 높은 차
원에서 총체적·전반적·지도적 지위 및 작용을 한다. 종합적 해양정책은
전략성 및 전체성의 요구에 따라, ⅰ) 최고 발전전략, 예를 들면 중국공산
당 18대에서 확립한 해양강국건설의 기본전략이고, ⅱ) 중간 차원의 지
도적 문건이다. 예를 들어, 「전국해양경제발전계획강요」, 「국가해양사업
발전계획강요」등이고, ⅲ) 구체적인 해양 영역 발전의 법률법규, 예를 들
면 「중화인민공화국 바닷길 보호법」 등이 있다. 해양 문제가 더욱 복잡해
지고, 해양정책은 업계정책에서 종합적 해양정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
는 추세다(许丽娜 等, 2014: 11).

(4) 정책 주체 기준
해양정책의 주체에 따라, 이를 중앙 해양정책과 지방 해양정책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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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 수 있다.
첫째, 중앙 해양정책은 중앙기관에서 제정한 해양정책을 지칭한다. ⅰ)
전국인대 또는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해양법률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중화인민공화국 EEZ 및 대륙붕법」과 「중화인민공
화국 해양환경보호법」이 있다. ⅱ) 중공중앙에서 수립한 해양계획으로는
「중국해양 21세기 의제」, 「국가해양사업발전계획」등이 있다. ⅲ) 국무원
에서 제정한 해양행정법률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시행세칙」, 「중
화인민공화국 어항수역 교통안전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해양쓰레
기폐기 관리조례」 등이다. ⅳ) 국무원 소속 부위(部委)에서 제정한 해양행
정 규장(规章)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양석유탐사개발 환경보호관리
조례시행방법」, 「해저케이블도관(海底电缆道管) 관리규정시행방법」, 「해
저케이블도관 보호규정」 등이 있다.
둘째, 지방 해양정책은 연해 지방 인대 또는 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해
양 지방법규와 지방규장을 지칭한다. 지방 해양정책 차원에서, 성급 해양
정책, 시급 해양정책，현급 해양정책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랴오닝성
해역사용관리방법」, 「광둥성 케이블도관설치관리방법」, 「칭다오시 무인해
도관리조례」, 「샤먼시 해역사용관리규정」등이다(许丽娜 等, 2014: 11).

3) 중국의 해양정책의제
거대한 인구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중국 사회의 자원 병목과 해양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이 비록 해륙(海陆)겸비의 국가
이지만,109) 해양지리 불리국110)이면서 신흥 해양이용 대국이다.111) 따
109) 전통적으로, 중국은 넓은 육지가 있고, 넓은 해양도 있어서 줄곧 스스로 해륙 겸비의 국가로 인식한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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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해양질서에 대한 중국의 이념구상과 입장 주장은 이러한 기본 국정
을 고려해야 한다(郑志华, 2015: 100).

표 6-2

해양정책의제: 중국 국가정책에서의 해양 문제 위치
해양정책의제

1949~1979

1979~1992

1992~2012

2013~

항행자유와 안전

중요하지 않음

부차적(次要)

중요

극히 중요

근해어업

부차적

중요

중요

중요

원양어업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부차적

중요

대륙붕 자원

중요하지 않음

부차적

중요

극히 중요

국제해저 자원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부차적

중요

해양과학연구

중요하지 않음

부차적

중요

중요

반밀수(反走私) 관할권

중요하지 않음

부차적

중요

극히 중요

해양환경

중요하지 않음

부차적

부차적

중요

국방안전

극히 중요

중요

중요

중요

총체적 해양질서와 메커니즘

중요하지 않음

부차적

중요

중요

주112): 郑志华(2015: 101)

중국의 경우, 역대 왕조 또는 시대별 국가 해양정책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육지를 중시하고, 해양을 경시하는(重陆轻海)’ 경향을 보였다. 이

제로, 비록 중국이 주장하는 해역 면적은 약 300만㎢지만, 적어도 2/3는 분쟁이 있고(대부분은 남해 해역),
분쟁이 없는 것은 단지 대략 88만㎢이다. 미국의 EEZ는 약 1,135만㎢이고, 프랑스는 1,104만㎢이고, 호
주는 약 851만㎢이고, 러시아는 약 757만㎢이고, 영국은 약 681만㎢이고, 캐나다는 약 560만㎢이고, 일
본은 448만㎢이다. 300만㎢로 계산해도, 중국의 EEZ 면적은 대략 세계 제15위가 되고, 만약 88만㎢로 계
산하면, 대략 세계 제33위에 있지만, 만약 1인당으로 계산하면, 중국은 최하위에 위치해 내륙 국가와 거의
차이가 없다(郑志华, 2015: 100).
110) 傅崐成(2010)은 ‘해양거버넌스 상대 불리국’을 다룬다(文汇报, 2010.12.26).
111)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해운선대 규모는 세계 3위를 차지한다. 중국 대륙의 항구 화물수동량, 컨테이너
수동량은 연속 9년 세게 1위를 차지한다. 중국은 2010년에 세계 제1위 조선대국이 되었고, 중국은 항구
기계제조 영역에서도 손꼽힌다. 이밖에도 중국은 해양공업설비의 발전(예: ‘해양981’, ‘교룡호’ 등)도 세
계적인 주목을 받았다(杨培举, 2012; 郑志华, 2015: 100에서 재인용).
112) 이 표를 제작한 계기는 ‘해양 문제가 미국 외교정책 중에서의 지위’에서 비롯된다(Keohane & Nye,
2001; 郑志华, 2015: 10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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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이 형성한 ‘경로의존’ 효과는 신중국의 해양정책 접근 방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张海柱, 2016: 105).
신중국이 성립한 이후 오랫동안, 해양사무는 여전히 국가정책의제 중
에서 부차적(次要)인 또는 종속적인 지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중국 정부
는 해양사무를 경시하는 ‘경로의존’ 효과에만 줄곧 ‘갇혀’있지 않았다.
2012년 당의 18대 정치보고는 해양강국건설 전략목표를 명확히 제기한
이래 국가 최고정책결정자는 실질적으로 해양발전·관리 문제를 중시하기
시작했다(张海柱, 2016: 105).
그렇다면, 어떻게 공공정책의 시각에서 중국이 해양사무를 처리할 때
‘경시’에서 ‘중시’로의 변화를 이해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신중국 건립
이후 지금까지 국가의 해양정책은 어떠한 변화 과정을 겪었는가?(张海柱,
2016: 105).
해양정책은 곧 한 국가 또는 정부가 해양사무를 관리하는 관련 정책이
다. 따라서 해양정책의 변화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어떤 내용이 해양사무
의 내용에 속하는지’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해양사무’라는 개념에 대
해서 현재 정부나 학계 모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만약 ‘해양사무’
를 ‘육지사무’와 대응하는 규정이라면, 육지사무의 불명확성은 바로 해양
사무의 모호성과 직결된다(张海柱, 2016: 106).
그러나 해양사무는 인류와 해양이 상호작용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과 관련되고, 해양사무를 관리하는 주체는 정부 공공부문이다. 해
양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의 정책결정부문이 제정한 해양정책 관련
문건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2013년에 발표된 「국가해양
사업발전‘12.5’계획」은 해양사무의 구체적인 사무에 대해 최초로 전면
규정했고, 해양자원관리, 해역이용, 바닷길 보호 및 개발, 해양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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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회복, 해양경제조정, 해양공공서비스, 해양재난방지감소, 해양권
익수호, 국제해양사무, 국제해양자원조사 및 극지고찰, 해양과학기술, 해
양교육, 해양법률·법규, 해양의식·문화 등 15개 항목을 포함한다113)(张
海柱, 2016: 106). 이러한 해양사무의 내용은 크게 해양전략계획, 해양

자원개발, 해양생태환경보호, 해양권익수호, 해양과학기술교육문화로 구
분된다(张海柱, 2016: 106).
중국 해양정책은 다양하고 주로 당중앙과 국무원 및 관련 부문의 문건
이 위주이고, 정부업무보고 및 국가 지도자의 담화에서도 나타난다. 특
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해양사업발전이 활성화되면서 해양정책의 내용
이 계속 충실화되고, 초기 해양 관련 부문의 정책과 개별 영역의 정책이
점차 종합적·전면적인 해양정책이 되어서 해양 전체 발전목표를 추구하
고 있다(金永明, 2020b: 34).

2. 중국공산당의 해양정책114)
21세기는 해양의 세기이고, 중국 해양사업도 점차 전면적으로 발전하
는 시기에 들어섰다. 동시에 중국의 동해, 황해, 남해에서 해양분쟁은 더
욱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이 해양운명공동체를 제창하고 해양강국을 구
축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분쟁인 것이다. 이런 현실
에서 중국공산당의 해양에 대한 가치와 정책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习近平(2013)은 “세계해양 전략자원의 균형을 다시 찾을 기회를 적극

113) 计划内容. 国土资源部. Retrieved from http://www.mlr.gov.cn/zwgk/ghjh/201305/t20130517_12
15895.htm (张海柱, 2016: 106에서 재인용)
114) 刘叶美·殷昭鲁(2019: 15-18)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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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확보하고 ‘더욱더 해양에 주목하고, 해양을 인식하고, 해양을 경
영하여, 해양강국건설을 실현하도록’ 추진할 것”을 제기했다(刘叶美·殷昭
鲁, 2019: 15에서 재인용).
刘叶美·殷昭鲁(2019: 15)에서 보듯, 현재 학계는 중국공산당이 추진

한 시대별 해양정책의 주요 내용, 역사, 본질적 규율과 특징을 다루고 있
다. 이러한 해양정책 연구는 총체적·체계적·전문적 측면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다.

1) 중국공산당의 해양정책 변화
신중국 성립 70년 이래, 중국공산당은 중화민족이 해양건설의 치열한
해양쟁탈과 경쟁에서 점차 일어서고,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해양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이끌고 있다. 또한, 역사 시기마다 해양에 대한
인식과 해양사업 과정에서 점차 단계성, 시대성, 민족성을 제시하고, 해
양사상을 형성하고 있다(刘叶美·殷昭鲁, 2019: 15).

(1)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공산당의 해양정책: 해안방어
신중국 성립 이후, 마오쩌둥을 핵심으로 하는 1세대 영도집단은 근대
중국이 육지방어를 중요시하고, 해상방어를 경시하여 열강이 해상에서
침입하여 국가주권을 상실한 역사교훈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였다(刘叶
美·殷昭鲁, 2019: 15).

이런 기초에서, 새롭게 탄생한 인민정권을 공고히 하고 수호하려면 반
드시 강대한 해군을 구축하여 중국의 긴 해안선을 수비해야 한다. 이는
중국의 영토 완전을 보장하는 주요 전제조건이다. 이에 따라, 건국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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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에, 중국공산당이 해양에 대한 주목은 근해, 특히 연안과 근안
(近岸)에서 지배력을 확보하여 침략에 저항하고, 대륙안전을 확보하는 데
에 집중되었다(刘叶美·殷昭鲁, 2019: 15).
① 강력한 해군 육성
“국방은 국가생존과 발전의 안전보장이고, 해상방어는(海防)는 중국의
주요 국방전선이다”(温勇, 2014; 刘叶美·殷昭鲁, 2019: 15에서 재인용).
구(旧)중국에 “해양은 있었으나 방어가 없었고, 해군이 있어도 방어가 없
었던 역사를 끝내려면, 반드시 적들이 두려워하는 강력한 해군을 건설해
야만, 바다를 견고하게 방어할 수 있다”(毛泽东, 2013: 582; 刘叶美·殷
昭鲁, 2019: 15-6에서 재인용).

마오쩌둥은 해군의 성격을 강조했고, 해군의 전략적 임무를 명확히 했
다. 주더(朱德)도 해군의 현대화 기술, 정치업무, 군중업무, 전략전술, 전
문인재양성 등을 위한 해군건설 및 해안방어를 강화시킬 이론과 정책을
제기했다. 이들의 정확한 사상은 중국이 최대한 빨리 ‘국방 최전선을 보
호하여, 적을 해상에서 소멸할”(中共中央文献研究室, 2006: 1412; 刘叶
美·殷昭鲁, 2019: 16에서 재인용) 수 있는 해군부대 건설을 중시한 지침

을 내렸다. 절차상 중국 국유기업을 통해 해군학교를 설립했고, 해군부대
를 편성했고, 각종 군용공장을 개설해 해안방어건설을 계속 강화했다. 이
후 중국 인민해군은 여러 측면에서 두드러진 기여를 했다. 즉, 국제 적대
세력의 침임을 방어하고, 연해 여러 섬을 부속하고, 중국 영토·영공·영해
안전의 수호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시기 해군사상은 당시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유력하게 보장하는 것이었다(刘叶美·殷昭鲁, 201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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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중국 영해제도의 기반 구축
영해는 국가영토의 일부분이지만, 구중국은 육지를 중요시하고 해양을
경시해서 해양 관념이 매우 빈약하여 ‘해양관문(海洋国门)’, 즉 영해의 중
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외국 군함과 어선이 중국 영역에서
마음대로 드나들었고, 중국은 어떠한 영해주권과 해양권익도 지키지 못
했다. 1958년 제1차 유엔해양회의에서 각국은 영해 넓이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마오쩌둥은 중국의 안전이익, 경제이익, 화포 사정거리 등
을 고려해 영해 12해리 적용을 확정했다. 또한, 제 때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영해 관련 성명」을 발표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 폭은 12해리이
며, 중국의 각 성을 포함한다. 일체 외국 군함과 비행기는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의 영해와 영공에 진입할 수 없다.”고 선포했다(国家海洋
局政策法规办公室, 2001: 1; 刘叶美·殷昭鲁, 2019: 16에서 재인용). 이

는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해양 주장과 입장으로 “중국 영해제도의 확립
및 정상화를 상징한다”(张耀光, 2003: 28; 刘叶美·殷昭鲁, 2019: 16). 영
해제도를 만든 것은 타국이 중국 영해해역을 마음대로 침략해 점령하고,
중국 해양자원을 약탈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
고 중국의 영해주권, 해양권익, 국토안전을 침해받지 않도록 법률적인 기
초를 제공한 것이다(刘叶美·殷昭鲁, 2019: 16).

(2)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의 해양정책: 부유한 해양국가
신중국 성립한 이후, 비록 국방의 중점이 점차 해양으로 전환되었지
만, 미국이 중국 대륙을 봉쇄하여, 중국이 실질적으로 관문을 열고 해양
으로 나갈 수 없었다. 국제형세가 변하면서 덩샤오핑은 정확히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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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은 현재 시대의 주제’(邓小平, 1993: 105; 刘叶美·殷昭鲁, 2019: 16
에서 재인용)라고 예단했다.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덩샤오핑은 중
국의 해양전략을 재조정하고, 대외개방과 더불어 해양진출을 통해 중국
발전을 견인했다(刘叶美·殷昭鲁, 2019: 16).
① 대외개방 및 해양진출
1979년부터 시작하여, 중국은 4개의 경제특구, 14개의 연해개방도시,
4개의 연해경제개발구를 개방했다. 연해의 개방은 연해지역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켜 중국을 글로벌화에 편입시켰다. 동시
에, 덩샤오핑은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중시하면서 심해와 양극 지역
으로 진출했고, 해양사업 발전의 영역을 확장했다. 덩샤오핑은 해양으로
세계와 연결해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역으로 경제와 과학기술로 국
가의 종합실력을 계속 강화시키고 해양건설을 견인했다(刘叶美·殷昭鲁,
2019: 16).
② 해양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중국 근해에서 석유가스 자원이 발견되면서 그동안 분쟁이 없었던 중
국 남해 섬들이 주변 5개국부터의 침략과 점유를 당했다. 주변국은 무리
하게 주권요구를 제기했고, 중국 해역의 석유를 마구잡이로 채굴했다. 동
해에는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 문제도 존재한다. “중국인은 평화를 주
장하여, 평화로운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희망한다”(邓小平, 1993:
87; 刘叶美·殷昭鲁, 2019: 16에서 재인용).
덩샤오핑은 ‘국가의 근본 이익을 지키되, 평화롭고 안정적인 해양전략
환경을 위한 대국의 입장에서’, ‘주권은 나에 속하고, 분쟁을 보류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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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개발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기했다(林新华·秦仪, 2005; 刘
叶美·殷昭鲁, 2019: 16에서 재인용).

무엇보다도 주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이들 섬은 중국의 영토이며,
이는 ‘분쟁을 보류하는 ‘전제조건이다. 다음으로 도서(岛屿) 부근의 해저
석유 등의 자원을 공동개발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국가관계를 통해 대국을 안정시키고, ‘경제건설에 집중할’ 평화로
운 발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높여
서, 후에 주권 귀속 관련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리한 토대
를 마련하려는 것이다(刘叶美·殷昭鲁, 2019: 16).

(3) 21세기 이래 중국공산당의 해양정책: 해양강국건설
21세기에 들어서, 해양은 국제경쟁과 협력의 무대가 되었고, 각국이
해양을 ‘사유화’하려는 열기가 뜨거워졌다. 이와 동시에, 개혁개방 이래
30년의 고속성장을 통해,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추월해 미국 다음의 세
계 제2 경제대국이 되었다’(冯雷·李慧, 2010; 刘叶美·殷昭鲁, 2019: 16
에서 재인용).
이런 개혁개방은 중국의 가장 정확한 선택임을 검증했다. 그러나 중국
은 여전히 해양대국에서 실질적으로 해양강국으로 전환하진 못했다. 이
에 따라 이 시기 중국공산당의 해양정책은 주로 해양강국을 실현하고, 국
가 부강을 실현하는 것을 본질로 삼았다(刘叶美·殷昭鲁, 2019: 16).
① 전략목표: 해양강국건설
중국은 2012년에서야 공식적으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해양을 중시하
고, 해양발전을 제기했다. 후진타오는 당의 18대 보고에서 “해양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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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높이고, 해양경제를 촉진하고, 해양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국가해
양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하고, 해양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제기했다(人
民日报, 2012.11.18; 刘叶美·殷昭鲁, 2019: 16). 2013년 시진핑은 “해

양강국건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중요 구성부분이다”, “중국 특
색 사회주의 사업발전은 국내와 국제 두 구도를 통합하고, 육지와 해양을
총괄하고, ‘해양을 기반으로 부국하고(依海富国)’, 해양으로 강국을 만들
고, 사람과 해양이 화합해 협력하고 상생하는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평
화·발전·협력·상생 방식으로, 해양강국건설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人民日报, 2013.8.1; 刘叶美·殷昭鲁, 2019: 16-7에서 재인용).
해양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이해는 더욱더 깊어져서, 해양강국 전략 내
용이 더욱 충실화되고,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방향이 제시되었다. 해양강
국전략은 기존 해양과 군사 및 경제 측면의 발전 한계를 넘어섰다. 또한,
해양문화, 해양외교, 해양법률제도란 차원을 높였다. 중국공산당은 점차
단면적인 발전에서 입체적인 건설로 상승시켜, 해양 다원성의 가치를 인
식하게 되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 새로운 시대 중국의 해권을 추구하
고, 해양강국건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위한 디딤돌이 된
것이다(刘叶美·殷昭鲁, 2019: 17).
② 해양운명공동체 구축
2019년 4월 23일 시진핑은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성립 70년 다국 군사
활동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해양운명공동체’의 이념을 제기했다. 이는 시
진핑이 각종 해상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세계해양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제기한 중국 비전과 중국 방안이다. 이 이념은 정치, 경제, 안전, 문화, 생
태 측면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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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분쟁을 유보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고’, ‘조화로운 해양(和谐海洋)’
을 공동건설하면서 중국은 우호적 담판과 협상을 통해 해양분쟁을 해결
할 것을 제창했다. 또한, 중국은 영원히 해상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경제적으로 호혜와 상생을 추구하여, “중국은 아세안 국
가들과 해상협력을 강화하고, 해양 협력파트너 관계를 발전시켜, 21세기
‘해상실크로드(海上丝绸之路)’를 공동으로 건설한다”(人民日报, 2013.8.1;
刘叶美·殷昭鲁, 2019: 17에서 재인용).

문화적 다원주의에서 상호 교류를 통해 다양한 해양사상을 서로 학습
한다. 중국 특색의 해양문화와 이념을 적극적으로 제창하면서 청결하고
아름다운 생태를 추구하고,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강화하고, 해양생물 다
양성을 보호하고, 해양자원을 질서 있게 개발·이용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푸른 바다와 하늘을 남겨줘야 한다”(人民网, 2019.4.23; 刘叶美·殷昭鲁,
2019: 17에서 재인용).

2) 중국공산당의 해양정책 특징
신중국 성립 70년 이래, 역대 지도자는 모두 해양과 중국 미래발전의
관계를 주목했다. 또한, 국제 환경과 국내 상황이 변함에 따라, 중국은 해
양정책을 계속 조정하여 시대에 맞는 해양전략 사상을 점차 갖게 되었다.
해양전략 사상은 세 가지 특징을 띤다(刘叶美·殷昭鲁, 2019: 17).

(1) 해양 시각의 글로벌화
중국은 해양대국으로, 반드시 글로벌 시각에서 해양을 인식하고, 해양
을 다스려야 한다. 첫째, 해양의 자연지리 특성을 파악한다. 해양은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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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면적의 71%를 차지하고, 해양은 세계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연결한
다. 이에 따라 해양은 자연적으로 연계성과 개방성을 띠기 때문에 전체적
시각에서 해양을 관리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해
양은 여러 차례 분할되었고, 공해 범위는 계속 축소되고, 연해국가의 권
익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1996년에 「협약」을 비준했다. 중
국은 200해리 EEZ 및 대륙붕의 권리와 관할권을 대표한다(国家海洋局政
策法规办公室, 2001: 3; 刘叶美·殷昭鲁, 2019: 16에서 재인용). 중국공

산당은 글로벌 시각과 안목으로 해양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 해군의
전략 목표는 연안(沿岸), 근안(近岸) 방어에서 근해(近海) 방어로, 그리고
다시 근해 방어와 원해(远海) 수호를 결합해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
는 바로 중국의 해양권익수호를 강화하기 위한 재조정이다. 또한, 중국공
산당은 해양사고 방식에서 동태성과 전망성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이는
중국 자신의 발전과 강대함을 추구하기 위한 요구이다. 중국이 해양강국
을 건설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글로벌 의식과
식견을 높이고 멀리 내다봐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를 제기했다. 이는 중국의 발전과 강대함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刘新华, 2015; 刘叶美·殷昭鲁,
2019: 17에서 재인용).

(2) 해양 지위의 전략화
세계 근현대사를 개관하면, 한 국가가 시대 조류에 순응할 수 있는지
는 한 국가가 해양에 대한 태도와 해양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좌우된
다.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공산당은 ‘해양을 전선 및 국방의 기초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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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에서, ‘해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전환했다. 전략적 차원에서 다
시 해양을 중시하고, 해양강국건설을 추구한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해양
에 대한 인식은 ‘해양에 직면과 접촉 → 해양을 포용 → 해양에 의존’을 거
쳤다. 이는 ‘수동적인 이해’에서 ‘능동적인 인식과 경영 과정’으로 이어진
것이고, 중국공산당이 해양의 ‘지위와 가치 및 중요성’을 점점 더 인식한
것이다. 즉, 국가부강과 민족진흥은 해양의 진흥과 발전을 떠날 수 없기
에, 중화민족과 해양관계 차원에서 제 때에 국가해양전략을 고려하고, 중
국 해양강국건설에 속도를 내려는 방향과 노선 및 모형을 점차 명확히 한
것이다(刘叶美·殷昭鲁, 2019: 17).
요컨대, 해양을 쟁탈하고 해양을 통제하는 시대에, 중국은 해양강국건
설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인식하고 최고 전
략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중국은 시대조류에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중국이 세계무대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다(刘叶美·殷昭鲁,
2019: 17).

(3) 해양정책의 시대성
신중국 이후 70여 년 동안 중국공산당의 해양정책을 회고하면, 중국공
산당의 해양 문제에 대한 주된 관심은 국제 환경과 국내 상황에 따라 그
역할이 변동되었다. 따라서 매 시기의 해양정책은 모두 강한 시대적 특색
을 띤다(刘叶美·殷昭鲁, 2019: 17).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공산당은 해양으로부터의 외부 침입을 방어하
려고 했고, 군사해권에 주목했다. 즉 ‘생존’을 핵심으로 하는 방어정책이
었다. 개혁개방 이후 평화와 발전이 시대적 화두였고, 국가업무의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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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 최우선으로 전환되었다. 해양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 중국을 ‘부
유하게 하고’, 경제 해권을 중시하게 되었다. 즉, ‘발전’을 본질로 하는 개
방성 정책이었다(刘叶美·殷昭鲁, 2019: 18). 21세기 중국공산당은 다차
원의 해권을 발전시키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해 정치, 경제, 문화, 생태,
안전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즉 ‘강국’을 핵심으로 하는 외부지향 해양전
략을 추구하고 있다”(贾宇·张小奕, 2018; 刘叶美·殷昭鲁, 2019: 18에서
재인용).
동시에 시진핑도 여러 차례 ‘중국몽’, ‘세계몽’, ‘운명공동체’, ‘일대일
로’를 언급했다. 중국이 일관되게 평화발전의 길을 걸을 것, 즉 평화궐기
를 재차 강조하고, 서방 해양패권 국가들과는 ‘다른 궐기 노선’으로 중국
특색의 새로운 해양사상을 세계에 보여주려는 것이다(刘叶美·殷昭鲁,
2019: 18).
요컨대, 시대와 국정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은 정확한 정세
판단 아래, 가장 진보적인 선택을 통해 정확한 사상을 실천해왔다. 이는
시대에 맞게 중국의 발전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刘
叶美·殷昭鲁, 2019: 18).

3. 중국 국무원의 해양정책
해양에 대한 국가 정책결정자의 인식 등은 해양정책을 꾸준히 변화시
킨다. 중국의 해양정책 및 그 변화를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의 「정보업
무보고」를 중심115)으로 파악한다.

115) 张海柱(2016: 106-110)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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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업무보고 분석 취지
국무원 「정부업무보고」 는 중요한 중앙정부 정책 텍스트로 이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해서 중국 건국에서 현재까지 매년도 정부업무보고 텍스트
(1954~2015)의 내용을 분석하여, 국가 해양정책의 변화과정을 고찰할
수 있다.116)
국무원 「정부업무보고」를 중국 해양정책을 고찰하는 텍스트 자료로 선
택한 논거로는 국무원(즉, 중앙정부)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해양사무관리
주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무원은 해양사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각종 정책설계는 국가 해양정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정부업
무보고는 국무원이 해당 연도의 공공사무관리 활동에 대한 전체 결정과
계획의 배치로, 매우 중요한 시정강령의 성격을 가진 정부문건이다. 특
히, 이 중에서 차년도 업무배치 관련 문자 서술은 정부정책의 구체적인
구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업무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이는 거의 항상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국가 공공사무의 모든 영
역을 포함하고 있고, 해양사무도 물론 포함된다. 따라서 정부업무보고에
서 정부의 역점사업 또는 각 사무영역에서 자원배분의 상황, 즉 정부의
정책추진의 중점 분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张海柱, 2016: 106).
이밖에도, 공식적인 정부문건으로, 정부업무보고의 문자 서술은 매우
116) 첫째는 정부업무보고에서 나타난 정부정책 시행에서, 해양정책이 차지하는 정책추진 비중이 어떠한 변화
를 거쳤는지 이다. 둘째는 해양정책 영역 내부에서, 정부의 정책실시 중심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다.
두 측면은 대체로 중국 해양정책의 변화 상황을 반영한다. 이러한 정책 텍스트에 기반한 내용분석은 중국
해양정책 문제를 관찰·사고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해양정책이 차지하는 정부 ‘정책추진 비
중’의 문제를 분석할 때, 주로 정부업무보고 중의 해양사무 관련 서술의 문자 수량이 전체 해양사무 서술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찰할 수 있다. 시기별 해양정책 ‘정책추진 중심’ 문제를 분석할 때, 주로 특정
시기 내 각종 구체적인 해양사무(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고찰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대체로 정부 정
책결정자가 특정 해양사무에 대한 중시 정도 및 그 변화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해양정책의 변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张海柱, 2016: 106).

370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규범적이고, 내용구성에서도 특징적인 구조를 띤다. 이들 모두 텍스트 자
료의 정리와 분석에 편리성을 제공한다. 신중국 성립한 이후 국무원 첫
공식 정부업무보고는 1954년에 작성되었다. 그 이후 역사적인 여건으로
1961~1963년, 1965~1974년 및 1976~1977년에는 업무보고의 편제와
회보 및 심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1954에서 2015년 간 47건의 보고
텍스트가 있다117)(张海柱, 2016: 106).

2) 정부정책 추진 중 해양정책의 비중
해양정책이 정부정책 추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부업무보고에서 파
악할 수 있다. 텍스트 내용분석의 대상118)을 확정한 이후, 차례로 매년도
정부업무부고 중 해양정책 관련 문자 서술(表述)을 추출119)한다. 이어서
매년도 정부업무보고에서 해양정책 관련 서술 글자 수가 해당 보고 중의
모든 정책영역 전체 글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면 그 비중을 볼
수 있다(张海柱, 2016: 107).

117) 정부업무보고 텍스트. 中央人民政府. Retrieved from http://www.gov.cn/test/2006-02/16/content
_200719.htm (张海柱, 2016: 106에서 재인용)
118) 정부업무보고의 내용은 전년도 정부업무에 대한 총괄 및 차년도 정부업무를 포함하는데, 후자만을 정부
‘정책’의 범주에 넣어서 분석한다. 따라서 통계상, 정부업무보고 텍스트에 대해 예비 처리를 진행하여, ‘업
무총괄’의 관련 내용을 제거한다. 또한, 정부업무보고에서 ‘해양’ 또는 ‘해’와 관련된 내용은 고찰 대상에
서 제외한다. 각각 순수 해외 모국 국가해양사무를 소개하는 서술, 중국 ‘연해지역’ 관련 사무(해양 문제와
직접적으로 무관)의 서술, 그리고 해협 양안관계 관련의 서술이다. 대만해협 문제 관련 서술의 경우, 만약
순수한 양안관계 문제이면, 고찰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만약 대만해협 및 주변 영역의 주권분쟁 관련
(예: ‘미국 무장 역량은 반드시 대만해협에서 철수해야 한다.’) 서술을 고찰 대상에 포함했다(张海柱,
2016: 107).
119) 정부업무보고 텍스트 서술 내용에 대한 선택과 통계는 모두 WORD 도구를 활용했다. 만약 순수한 해양정
책의 서술이면, 전체 구절(语句)을 선택하고, 만약 한 구절에서 동시에 해양사무를 포함한 다양한 사무를
포함하면, 해당 구절을 절취하고, 구절의 기본적인 주어, 술어와 목적어 구조의 기초를 보류하고, 비 해양
사무의 서술을 제거한 이후 통계를 수행한다(张海柱, 2016: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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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정부업무보고서 중 해양정책 언급 문자 비중

출처: 역대 정부업무보거통계를 근거로 작성(张海柱, 2016: 107)

<그림 6-1>에서 보듯, 1954에서 2015년 기간에 해양정책은 중국 중
앙정부의 정책추진 강령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과정을 통해 다음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해양정책이 정책실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뚜렷한 ‘중단’식 변화 특징을 보인다. 정부업무보고에 대한 내용
분석은 국무원이 해양정책 문제에 대한 주목 수준이 매우 불안정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부 연도의 정책서술이 상대적으로 많고, 다른 일부 연
도는 단지 간단히 언급했다. 심지어 또 일부 연도의 업무보고는 해양정책
관련 서술이 아예 없다120)(张海柱, 2016: 107).
이러한 변화의 폭은 종종 매우 급격하다. 예를 들어, 1987년의 정부업
무보고에서 해양정책 관련 서술이 아예 없었지만, 1988년 해양정책의 정
책실시 비중은 0.62%로 상승했다. 하지만 1989년에 이르러 이 비중은
다시 0%로 되었다. 마찬가지로, 1993년 해양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0.58%였고, 이전의 1992년 해당 비중은 0.07%뿐이었고, 1994년에 이르
러서는 다시 아무런 해양정책 서술도 없었다. 이런 현상은 일정 수준에서
120) 해양정책 관련 서술이 없는 연도는 각각 1956, 1957, 1960, 1975, 1984, 1985, 1987, 1989, 1990, 1994년
과 2005년이다(张海柱, 2016: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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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해양사무를 관리할 때의 정책 안배에 지속성이 없는 것을 보
여준다. 이 또한 해양사무에 대한 국가의 중시 수준이 제한적임을 드러낸
다. 그러나 만약 해양정책 ‘중단’이 출현하는 빈도를 단독으로 고찰하면,
이러한 ‘중단’ 현상이 점차 약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121) 이는 일정
수준에서 해양정책의 지속성이 상대적인 의미에서 강화되었고, 해양사무에
대한 국가의 중시 수준도 점차 향상됨을 반영한다(张海柱, 2016: 107-8).
둘째, 특정 연도에서, 해양정책이 차지하는 정부정책 추진 중에 큰 폭
의 향상이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예년의 비중은 모두 1%보다 낮은 수
준이었다. 그러나 1%의 수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림 6-1>에
서 직접 보듯, 해마다 해양정책이 정부정책실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
대적으로 변하며, 이것을 제외하고, 매년 해양정책이 정부 전체 정책의제
배정에서의 ‘서열’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실제로, 이 문제에 해답하
려면 매년도 정부업무보고에서 포함된 각종 사무 관련 정책의 정책추진
비중 상황을 모두 측정·비교할 필요가 있다(张海柱, 2016: 108).
해양정책과 의료위생정책122)을 비교하여, 비록 2012년 18대 보고에
서 해양강국건설 전략목표를 제기한 이후에도, 해양정책은 정부업무보고
의 정책추진 강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 수준보다 낮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 정부가 해양사무에 대한 중시 정도가 여전히 미흡

121) 개혁개방 이전 해양정책을 포함하지 않은 정부업무보고 수는 5건으로, 이후 80년대부터 시작하여 10년
을 단위로 고찰했다. 해양정책 관련 보고 수는 각각 5, 2, 1, 0으로, 뚜렷한 하락 추세를 보인다(张海柱,
2016: 108).
122) 업무량 과다를 감안하면, 단지 의료위생정책을 예로 대체적인 비교를 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시작하여
중국 정부는 새로운 차례의 의료위생체제개혁을 추진했다. 그럼 개혁과정에서 의료위생정책이 차지한 정
책추진 비중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 같은 텍스트 서술에 근거하여 선별하고 비중계산 기준에 따라 측
정하여, 2009년과 2010년, 의료위생정책 비중은 각각 5.7%와 4.8%까지 달했다. 몇 년 해당 비중은 하락
했지만, 여전히 3%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2015년 해당 비중은 각각 4.1%, 2.7%, 2.6%, 3.2%과
3.1%이다(张海柱, 2016: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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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양정책은 국가발전의 전체 정책체계에서 아직 일정수준에 미달
함을 파악할 수 있다(张海柱, 2016: 108).
셋째, 비록 전체적으로 보면, 해양정책이 중국 중앙정부 정책추진 강령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파동’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시간 추이에 따라,
여전히 일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
으로 보면, 1990년대 중기 이후, 해양정책이 정책추진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2005년 이후 이 상승 추세는 더욱 뚜
렷해졌고, 해양정책의 지속성도 끊임없이 증가했다. 2011년부터 ‘직선식’
상승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래 해양정책이 정책실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중국 중앙정부가 오랜 기간
해양사무를 ‘소홀히’했던 상황이 최근 몇 년 간 분명히 변하고 있다(张海柱,
2016: 108).
이상은 정부업무보고 텍스트에 대한 양적 측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
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통계결과는 어느 정도 정부 정책 중
에서 해양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여준다. 구체적인 변화과정
또는 원인을 보다 세밀히 검토하면, 해당 시기 정책의 경제적, 사회적 배
경 등을 고려한 질적 분석이 필요하다.
국무원 정책추진 강령에서 해양정책 비중이 계속 낮고, 일상적으로
‘중단’이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중국이 ‘육지를 중시하고, 해양을 경시하
는’ 전통이 낳은 ‘경로의존’ 효과의 구현일 수 있다. 경로의존 이론은 이
전의 정책선택이 일종의 ‘관성’을 형성해서 미래 정책선택에 지속적인 영
향을 미친다. 중국의 오랜 역사에서, 해양정책은 중요한 국가정책 영역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업무보고 중 해양정책의 정상적인 ‘결여’도
쉽게 이해된다(张海柱, 2016: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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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정책 추진의 중점 변화
‘해양정책’을 하나의 전체로 해서 측정·분석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는 해당 정책이 목표로 하는 ‘해양사무’가 하나의 포괄성이 강한
범주로, 시기별로 정부가 처리하는 구체적인 사무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특정 시기 해양정책이 정부정책 추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무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년 정부업무보고 텍스트 중에서 해양정책 관련 서
술에 대해 ‘키워드’ 추출123)을 하면, 각 키워드를 대상으로, 해당 키워드
관련 정부업무보고 연도를 각각 고찰하고 합계를 낼 수 있다(<표 6-3>)
(张海柱, 2016: 109).

표 6-3

역대 정부업무보고 중 해양정책 각 영역에 관한 언급

1954~1979

∙ 해안경비(海防) 관련 문제(1954, 1959, 1964, 1978), 해운 혹은 항만(1955, 1979), 해양어업(1978,
1979)

1980~1990

∙ 해운 혹은 항만(1981, 1983, 1986, 1988), 해상석유(1980, 1981, 1983), 해양어업(1988), 해양자원
보호(1988), 해역갯벌(滩涂)이용(1981), 해양분쟁(争端)(1988)

1991~2000

∙ 해양자원보호 및 합리적 이용(1993, 1997, 1998, 2000), 해양자원관리(1998), 해양개발(1996), 해양
오염 거버넌스(1999, 2000), 해양권익(1995, 1997), 해안경비(1992, 1995, 1997), 해양분쟁(1993),
해운(1991, 1993), 해상석유(1993), 해양과학기술(1997)

2001~2010

∙ 해양자원보호 및 합리적 이용(2001, 2002, 2004, 2006, 2007, 2008, 2009, 2010), 해역오염 거버넌
스(2001, 2002, 2003, 2007, 2008), 해양개발(2003), 해양경제(2008), 해양과학기술(2010)

2011~2015

∙ 해양경제(2011, 2012, 2013, 2014, 2015), 해양자원개발(2013), 해양오염 거버넌스(2011, 2012,
2015), 해양생태환경(2013, 2014, 2015), 해양전략(2012, 2014, 2015), 해양권익(2013, 2014,
2015), 육해총괄(2011, 2014), 해양종합관리(2013, 2015), 21세기해상비단길(2014, 2015), 해양
강국(2014, 2015), 해안경비(2014, 2015), 해양대국(2015), 해양녹색국토(2014), 해양과학기술
(2015), 해상분규(纠纷)(2015), 해양협력(2015)

출처: 张海柱(2016: 109)

123) 이들 ‘키워드’는 주로 정부업무보고서의 문자 서술을 직접적으로 선택하고, 일부는 의미가 가까운 서술에
대한 통합 또는 총괄 후 얻은 것이다(张海柱, 201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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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를 보면, 1954~2015년 동안 다섯 단계로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
매 단계 정부 정책결정자가 주목한 해양사무영역이 서로 다른 것을 발견
할 수 있다(张海柱, 2016: 109).
표 6-4

역대 정부업무보고 중 해양정책 특징

∙ 해당 시기 해양정책의 정책실행 중점은 해안경비 관련 문제임. 구체적으로 1954년에 제기된 중국 영해주권
보위 및 해군발전 요구, 그리고 1954, 1959, 1964, 1978년에 모두 제기된 미국 군사 역량의 대만해협으로부터
의 철수요구 등을 포함
개혁
∙ 해양사무 구분 기준에 따르면, 이들 모두 해양권익 정책의 내용에 속함. 실제로, 신중국 초기 국내외 형세의
개방
영향으로 중국의 해양 관념은 주로 ‘해양은 해방의 전선’으로 구현됨. 이는 반드시 국가영도와 주권 안전보호를
이전
주요 목표로 해서 해양정책을 수립해야 했기 때문임
(1954~
∙ 이밖에도, 해당 시기 해양정책의 정책실행 영역은 또 해양운송(및 이와 관련된 연해 항구건설)과 해양어업 등
1979)
전통 해양산업도 포함하고, 이들 모두 해양자원개발정책의 범주에 속함
∙ 그러나 이들 정책 영역은 단지 일부 소수 연도의 정부업무보고에서만 간단히 언급되어, 명확한 정책실시 강도와
정책 지속성은 부족함
∙ 해당 시기 해양정책 중심의 변화와 개혁개방전략의 실시는 서로 직접 연계됨
∙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대외 연계가 커져, 각종 물자, 장비, 자원은 해상로에 의존해 운송해야 함. 따라서
정부 정책결정자는 해운 또는 연해 항구건설 문제를 여러 차례 강조함.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의존
개혁
도가 커지면서 해당 시기 정부는 해양 석유·가스 개발을 주목함. 이 두 영역은 당시 해양정책 시행에서 중심이었
개방
고, 모두 해양자원개발정책 영역이 됨
초기
∙ 이밖에도, 경제발전에 대한 강조로 1981년의 정부업무보고에서 ‘간석지 해역’을 충분히 이용해 농촌경작지
(1980~
보충을 강조하기 시작함. 이러한 정책유도가 낳은 근해 해역개발 열기로 생태환경파괴를 초래함. 주목할 점은
1990)
198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해양자원보호’의 내용임
∙ 그러나 상대적으로, 해당 시기 해양생태환경보호정책은 해양정책의 중심은 아님. 또한, 해양어업, 해양분쟁,
해안경비 등 전통적 정책은 비록 특정 연도에 주목되었지만 지속성은 약함
∙ 해당 시기 중요 특징은 정부가 ‘해양자원보호와 합리적인 이용’ 문제를 강조하기 시작함. 이는 개혁개방 초기
대규모 해양개발활동이 해양생태환경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임
∙ 그러나 해양자원의 보호와 합리적인 이용은 동시에 해양생태환경보호정책과 해양자원개발정책 두 가지 정책
영역과 관련됨
∙ 해당 시기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다른 정책 영역을 고찰하면, 일부 특정 연도에서 해양개발, 해양운송, 해양
(1991~
석유가스 등 정책 내용도 언급됨. 단지 1999과 2000년에 해역오염 거버넌스의 내용이 언급됨. 따라서 해당
2000)
시기 해양자원개발정책의 정책시행 강도는 해양생태환경보호정책보다 어느 정도 높음
∙ 또한, 해당 시기 해양권익정책도 두드러짐. 1995과 1997년의 정부업무보고에서 ‘해양권익’개념이 직접 등장
하고, 기타 연도에서도 해안경비, 해양분쟁 등의 내용이 여러 차례 언급됨
∙ 이밖에도, 1997년의 정부업무보고는 해양과학기술발전정책 추진을 제기함. 이는 전체 해양정책체계에서 부
차적인 지위를 차지함
∙ 앞선 시기의 ‘해양자원보호와 합리적 이용’ 문제는 이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됨
∙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해양생태환경보호의 정책시행 강도가 이미 해양자원개발정책보다 현저히 높아짐. 예를
(2001~
들어 해당 시기, 다섯 해의 정부업무보고에서 해양오염 거버넌스가 명확히 제기되었지만, 두 해의 보고에서만
2010)
해양개발 또는 해양경제 문제를 언급함
∙ 이밖에도, 2010년의 정부업무보고에서 해양과학기술정책 관련 서술이 다시 등장했지만, 해당 정책의 지속성
은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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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계속

∙ 해당 시기, 해양자원개발정책과 해양생태환경보호정책은 모두 지속적인 주목을 받음
∙ 그러나 해양자원개발정책 영역에서 ‘해양경제’의 개념이 더 많이 직접 사용되어, 이는 해양 관련 산업이 이미
중국경제에서 독립적이고 중요한 구성요소로 발전됨을 보여줌
(2011~ ∙ 또한, 해당 시기 정책결정자는 보다 거시적인 해양전략계획 영역에 주목함. 구체적으로는 ‘해양전략’, ‘육해
2015)
총괄’, ‘해양종합관리’, ‘해양강국’ 등이 여러 차례 강조됨
∙ 또한, 2014과 2015년의 정부업무보고에서 해양청정국토(海洋蓝色国土),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해양협력
등 새로운 서술도 중국 정부가 주목하는 해양정책 영역 범위로 확장됨
∙ 이외에도, 일부 전통적인 해양정책 영역, 예를 들어 해양권익정책, 해양과학기술정책 등도 모두 주목받게 됨
출처: 张海柱(2016: 109-110)를 근거로 작성함

이상 다섯 단계의 주요한 내용을 종합하면, 60여 년의 해양정책 발전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추진 중점이 계속 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러한 변화는 해양권익정책, 해양자원개발정책,
해양생태환경보호정책, 해양전략계획정책으로 차례로 변했다. 그러나 이
러한 정책추진 중점의 변화 또는 변경은 상대적인 것이며, 시간의 추이,
특히 최근 한 시기에, 중국 정부는 해양정책 중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2011~2015년 시기 여러 차례 언급된 ‘육해총괄(陆海统筹)’, ‘해양전략’,
‘해양종합관리’ 및 ‘해양강국건설’의 목표는 모두 해양사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 초점이 점차 분산되고, 구체적인 하나 또는 여러 해양사무에서
더욱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전략계획과 전반적인 배치로 전환됨을 의미한
다. 실제로, 이러한 해양전략계획은 ‘기조정책’(元政策)124)의 지위를 가지
고, 기타 구체적인 해양정책과 비교하면, 국가해양사업의 발전을 위한 지
침을 내린다. 이로 인해, 중국의 장기적인 ‘육지를 중시하고 해양을 경시
하는’ 전통은 점차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张海柱, 2016: 110).

124) 张国庆 교수는 “기조정책이 주목하는 것은 전체 정책체계 및 그 추진, 공공정책 관련 지도사상, 가치 기준,
행위준칙, 절차, 방식, 방법 등이다”라고 한다(张国庆, 1997: 22; 张海柱, 2016: 1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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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의 해양정책 제약 및 개선
1. 중국의 해양정책 제약
중국 해양정책은 초기 해군건설 중심에서 점차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을 위한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 해양정책은 점차 풍부해지고 해양
과학기술, 자원, 산업, 극지 및 대양 고찰 등의 영역을 포괄하며, 경계를
넘나드는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金永明, 2020b: 34).
그러나 중국이 비록 상대적으로 완비된 해양정책체계를 추구하고 있
지만, 기존 해양정책체계는 여전히 당의 18대 보고에서 제기한 “해양자
원개발 능력을 향상하고, 해양경제를 발전하고, 해양생태환경을 보호하
고, 국가해양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고, 해양강국을 건설하는” 거대한 전략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해양자원개발·이용, 해양종합관리
추진, 해양기본권익수호 등에서 일정한 격차가 있다(许丽娜 等, 2014: 11).
이하에서는 중국 해양정책의 한계나 제약을 许丽娜 等(2014: 11-3)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1) 해양발전의 상위계획 부족
해양정책을 단계적으로 보면, 중국의 해양 기조정책(元政策)이 결여되
고, 해양발전 상위계획(顶层规划)이 부족하다. 국가가 해양정책을 제정할
때, 반드시 해양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현재, 세계 해
양강국은 모두 해양 기본정책 제정을 국가해양정책 제정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한다. 중국도 비록 “해양개발실시”, “합리적인 해양이용” 등 기조
정책을 제기했고, 이어서 「중국해양 21세기 의제」, 「전국해양경제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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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와 「국가해양사업발전강요」 등 거시적인 지도 성격의 문건을 잇따
라 내놓았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기존 해양발전계획과 전략은,
한 부문, 한 지역 또는 한 업계에 국한되어 있다(许丽娜 等, 2014: 11).
해양 자체가 복잡하고 매우 강한 연계성이란 특징을 가져서 서로 다른
해양산업 간 발전은 더욱 복합적이고 상호 의존적 추세가 심화된다. 따라서
단일 업계나 지역적 해양발전계획은 해양산업별 조정과 통합을 어렵게
하고, 해양개발 전체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부문
별 서로 다른 해양발전계획은 또 수직적 정책의 상호 연관성을 잃고, 수평
적으로 각 정책은 목표와 내용 및 효과에서 서로 충돌한다”(王琪, 2007:
183; 许丽娜 等, 2014: 12에서 재인용). 따라서 중국은 해양개발과 보호
를 통섭하는 기조정책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许丽娜 等, 2014: 12).

2) 다양한 정책영역의 규범성 결여
해양정책 관련 영역으로 보면, 중국의 해양정책은 수평체계에서 해양
자원보호, 해양신에너지개발, 전통해양자원개발, 해양종합관리 등의 내
용에 대한 규범이 부족하다(许丽娜 等, 2014: 12).

(1) 해양보호보다 개발에 치중
현행 해양정책을 검토하면, 중국의 해양정책은 여전히 “개발을 중시하
고, 보호를 소홀히 하는” 접근을 하는 사고방식이 존재한다. 현재 중국의
해양관리 모형은 여전히 해양업계관리를 따르고, 해양정책을 주로 각 해
양관리부문에서 수립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해당 부문, 해당 업계의
이익에 입각해 일부 해양개발정책을 제정한 것이다(许丽娜 等,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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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정책은 어느 한 해양 업계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는 매우 필요
하겠지만, 해양개발정책의 가장 큰 폐단은 해당 업계의 이익에 치중되어,
해양 기타 영역의 이익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해양개
발정책에서 자원개발정책이 해양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고, 해양보호정책
은 지체된 상태에 놓여 있다. 해양은 유동성의 특징을 갖고 있고, 그 생
태의 파괴와 환경의 오염은 영향 범위의 확대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 칭
다오 파래 확산, 미국 멕시코만의 원유 유출의 확산은 대표적 사례이다
(许丽娜 等, 2014: 12).
이렇듯, 해양자원개발을 중시하는 반면에 해양환경보호를 소홀히 하는
해양정책은 중국 해양의 건강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
서 중국은 이러한 “개발을 중시하고, 환경보호를 소홀히 하는” 해양정책
제정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업계 주도의 해양정책제정 모형을 타파하고,
해양정책의 종합수립 모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许丽娜 等, 2014: 12).

(2) 새로운 해양정책에 대한 낮은 지원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해양정책은 해양생물, 해양광산, 해양공간
등의 전통 자원업계에 집중된 반면, 신흥 자원업계, 예를 들면 해양화학
자원 및 해양신자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취약하다. 예를 들어, 해양생
물자원 영역은 이미 「어업법」,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등 전문적인
법률정책이 있고, 또한 기타 법률정책에도 상응한 규정 조항이 있다(许丽娜
等, 2014: 12).

반면에, 해수화학자원에 대한 것은 두 가지 전문 정책뿐이다. 즉, 「염
업관리조례」, 「해수이용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이고, 해양 에너지 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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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것도 단지 「해상풍력발전개발건설관리 임시방법」이다. 또한, 기타
부문의 정책법규도 상대적으로 적다. 해양생물, 광산 등 전통해양자원 영
역에 대해서도, 중국의 정책 중심은 주로 어업, 석유천연가스 등 자원 소
모적 업계에 집중되어 있다. 국외에서 상대적으로 주목하는 해양식물정
책에 대해 거의 언급이 없다. 이러한 정책 취약성은 효과적인 자원확보를
어렵게 하여 신흥 해양자원발전에 장애로 작용한다(许丽娜 等, 2014: 12).

(3) 종합적·효과적인 해양정책 추진 미흡
전반적으로 최근 국가 차원에서 중시하는 국제교류를 폭넓게 추진하
면서 중국도 외국과 유사한 「중국 해양 21세기 의제」 등을 비롯한 강령
등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정책제정에서 집행과정을 보면, 이들 문건
은 강한 실천적 지침을 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해양 관련 부문은
종종 해당 부문 및 해당 업계에 부합하는 해양정책을 제정하고, 각 부문
의 직능 및 관할범위가 중첩되어서 해양정책이 비일관적이다. 다수 부문
이 중첩 관리되고, 서로 조정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실행 가능한
종합적인 정책제정이 오랫동안 이론적 주창과 실천이 미흡하고 지체된
상황이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해양관리로 인해, 각 해양부문은 해양 문제
를 서로 떠넘기고, 결국 그대로 방치되게 된다(许丽娜 等, 2014: 12).

3) 중앙-지방 해양정책의 유기적 연계성 부족
현재, 중국은 중앙과 연해지방 간 지역구분 관리모형을 실행하고 있
다. 연해 지방정부는 연해 12해리 이내의 해양구역을 관리하고, 12해리
밖의 영해는 중앙에서 관할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의 해양관리는 주로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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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프로젝트 계획,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보호에 치중하고, 지방 해양정
책 제정에는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许丽娜 等, 2014: 12).
지방정부는 자기 관할구역의 해양정책을 추진할 때, 해당 관할구역의
해양 현황을 더 많이 고려하고, 해양발전, 특히 해당 관할구역의 해양경
제 이익향상에 치중한다. 이로 인해 중앙이 제정한 해양정책과 서로 충돌
할 수 있다(许丽娜 等, 2014: 12).
현재, 중앙 해양정책과 지방 해양정책 간 필요한 연결 기제가 부족하여
중앙의 지방 해양정책에 필요한 감독통제 기제가 부족하다. 마찬가지로
연해지방 간 해양정책에도 효과적인 연결 기제가 취약하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을 효과적으로 교정하지 못하고 있다(许丽娜 等, 2014: 12-3).
해양은 일체화 특징을 가지므로, 만약 지방정부가 해양정책을 수립할
때, 해당 관할구역 해역만 지나치게 고려하면 해양의 전체성을 소홀히 하
게 된다. 이로 인한 불리한 영향은 주변 해역 심지어 전국 해양에 파급될
수 있다. 중앙 해양정책과 지방 해양정책에 유기적인 연결이 부족한 것은
중국 해양정책의 중요한 폐단이다. 따라서 중국은 중앙 해양정책과 지방
해양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 기제를 구축하고, 양자를 조정해야 한다(许丽娜
等, 2014: 13).

2. 중국의 해양정책 개선
1) 해양정책의 기조정립125)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한국 등은 21세기 초기에 잇따라 해당 국가

125) 刘叶美·殷昭鲁(2019: 18-9)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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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양발전 전략 또는 계획을 수립했다. 반면, 중국은 2012년에서야 비
로소 해양강국건설의 전략목표를 수립했다(刘叶美·殷昭鲁, 2019: 18).
刘叶美·殷昭鲁(2019)는 중국의 해양정책에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한 정책기조 차원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국가주권과 안전 최우선
중국 역대 지도자들은 해권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시종 국가이익을 최
고 준칙으로 설정했고, 시종 명확히 국가주권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였다
(刘叶美·殷昭鲁, 2019: 18).
첫째, 법률 측면에서, 중국공산당은 중국 해양 영역의 입법을 끊임없
이 개선해 중국이 법에 따라 해양권익을 수호하는데 합리적인 근거를 제
공했다. 1958년에 반포한 「영해 관련 성명」부터 2012년 발표한 「중화인
민공화국정부 댜오위다오 및 그 부속 섬 영해 기준선에 관한 성명」까지,
해양의 기본법과 기타 각 측면 법률을 꾸준히 완비시키려 했다. 이들 법
률의 반포와 실시는 “국제사회를 향해 중국 정부와 인민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하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선고하고, 중국 영토주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제와 위협을 주었다”(人民日报,
2012.11.18; 刘叶美·殷昭鲁, 2019: 18에서 재인용).
둘째, 실질적인 행동 측면에서, “중국 정부는 남해 섬들과 댜오위다오
열도 및 관련 해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권을 주장했고”(刘新华, 2015;
刘叶美·殷昭鲁, 2019: 18에서 재인용), 필수적 자위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해양분쟁을 처리했다. 앞으로도 중국은 이들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따라서 해양주권을 과도하게 역사 증거에 의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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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 되고, 현실 존재를 중시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刘叶
美·殷昭鲁, 2019: 18).

오늘날, 중국과 주변 국가에는 해양분쟁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해결을
못하고 있다. 위기의식, 즉 ‘편안한 처지에서도 위험을 경계(居安思危)’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외교, 해양법 집행, 법률, 군사 등 여려 측면에서
“해양 리스크를 대응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위험을 해결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작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人民日报, 2018.1.6;
刘叶美·殷昭鲁, 2019: 18에서 재인용). 중국의 완전한 영토와 국가이익

을 수호해야 한다(刘叶美·殷昭鲁, 2019: 18).

(2) 전방위적으로 국가와 민족의 해양의식 제고
수 세기 동안 쇄국을 겪어서, 역대 통치자와 국민의 해양의식은 심각
히 갇혀 있고, 건국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해양’을 이해하지 못했다. 해양
의식이 부족해 중국은 많은 해양 문제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중국 해양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다. ‘과거를 거울삼아’, 해양시대에 반드시 모든 면
에서 국가와 민족의 해양의식을 높여야 한다(刘叶美·殷昭鲁, 2019: 18).
우선, 국가영도집단은 반드시 해양전략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오래된
해양국가에 비해, 중국의 해양전략, 정책과 법규의 제정이 모두 상대적으로
지체되었다. 비록, 중국은 현재 이미 해양강국건설의 전략목표를 명확히
제시했지만, 여전히 그 완비성과 입체성이 부족하고, 법률조문 또는 정책
보고의 형식으로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刘叶美·殷昭鲁, 2019: 18).
따라서 국가 리더들이 향후 이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 리더들의 해양
전략 의식을 강화하고, 해양경쟁에서 중국의 위치를 분명히 설정하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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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정에 부합하는 해양전략을 제정해야만, 보다 효과적으로 중국 해양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刘叶美·殷昭鲁, 2019: 18).
다음으로, 전체 인민은 반드시 해양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표 6-5

인민의 해양의식 강화

해양국토 관념 갱신

∙ 중국은 960만㎢의 육지영토, 300만㎢의 해양국토를 가짐

해양법률 관념 갱신

∙ 모든 민족은 국제해양법과 국내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높여서, 해양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야 함

해양세계 관념 갱신

∙ 국가전략 차원, 중화민족 미래발전 차원에서 해양 자체를 인식해야 함

주: 刘叶美·殷昭鲁(2019: 18)를 근거로 작성함

중국은 해양의식에 대한 선전과 교육 및 선전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
다. 인민은 중국의 해양국토, 해양국방, 해양권익에 대해 심층적ㅇ니 인
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반드시 전민족의 해양교육을 강화
해 “사회 전체가 국가해양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习近平, 2017: 49-50; 刘叶美·殷昭鲁, 2019: 18에서 재인용).

(3) 전민족의 해양문화 자긍심 강화
“해양문화 자긍심은 한 민족이 자신의 국가해양문화 가치에 대한 자각
적인 인정 및 그 생명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그리고 중국 해양강국
건설에 필요한 ‘더욱더 기본적·심층적·지속적인 역량’이다”(习近平,
2017: 23; 刘叶美·殷昭鲁, 2019: 18에서 재인용).
우선, 중화의 우수 전통문화는 전민족이 해양문화 자긍심을 수립하는
근간이다.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정해지고(大道之行，天下为公, 天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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为公)’, ‘천하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하는 세계 도량과 책임 및 그 ‘포용적

상호 혜택’의 화(和)문화 등은 모두 중화민족의 뼈에 새겨진 정신문화다.
이를 토대로 형성된 해양문화는 우리가 ‘평화방식, 협력상생으로 큰 발전
을 이루고’(李丹, 2017; 刘叶美·殷昭鲁, 2019: 19에서 재인용), ‘조화로
운 해양’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서구의 해양패권 과정과 전혀 다
르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은 전민족의 해양문화 자긍심을 강화시키는 강
력한 영도 주체’이다(孙健·张红霞, 2018; 刘叶美·殷昭鲁, 2019: 19에서
재인용).
중국공산당은 글로벌 안목으로 국내외 양대 구도를 통합하고, 해양강
국전략 및 그 구체적인 실현 로드맵을 수립해 해양과학기술, 경제, 문화,
생태와 안전 등에서 상당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오직 중국공산당의
확고한 영도를 견지해야만 전체 인민이 일심으로 끊임없이 분투할 수 있
고, 해양문화의 자긍심을 높여 중국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강한 역량을 키
울 수 있다”(刘叶美·殷昭鲁, 2019: 19).
요컨대, 민족 특색의 해양문화와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함으로써
해양강국이란 대업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刘叶美·殷昭鲁, 2019: 19).
신중국 성립 70년 이래 중국 해양발전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이 추진한
해양정책은 ‘생존’ → ‘발전’ → ‘강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상응하여 해양전략은 ‘군사해권’ → ‘경제해권’ → ‘다원화 해권’으
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해양정책 및 실천 연구를 심화시키고,
그 발전 경로와 특징을 총괄하여 해양강국건설을 추진하고, 해양운명공
동체를 구축하는데 새로운 시각,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중국몽을 실현할 수 있다(刘叶美·殷昭鲁, 20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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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정책체계의 개선
다양한 주관적·객관적 이유, 오랜 기간 해양의식 미약, 낙후된 해양과
학기술 및 해양장비, 상대적으로 불리한 해양지리 환경 등으로 인해 중국
은 해양 문제가 복잡하다. 국제사회가 해양을 개발이용하고 자원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협약」의 실효적 시행으로 해양 문제는, 특히 남해 및 동
해 문제는 더욱 충돌되고, 해양질서 및 구역 안전이 위험해지고 있다(金
永明, 2020b: 48).
金永明(2020b: 48)에 의하면, 중국 해양은 여전히 어려운 도전에 직면

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해결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여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해양사무 및 해양정책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협상
담판 해결을 기반으로 “주권은 타협할 수 없되, 분쟁을 잠시 보류하고,
공동개발을 하자(主权属我, 搁置争议, 共同开发)”를 견지하고 있다. 즉,
분쟁은 직접 당사국이 우호적인 협상담판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
고, 남해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중국과 동맹국 간에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 규칙을 제정하고, 위기를 관리통제하고,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이
익의 합작을 추구해야 한다. 평화, 우호, 협력을 기반으로 ‘희망의 바다’
를 추구해야 하고, 동시에 조화로운 해양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즉, 중국
해양정책은 평화, 포용, 협력을 원칙으로 하고, 해양의 운용 및 발전에 전
통문화뿐만 아니라 해양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거버넌스에서 중국문화를
실현해야 한다.
해양정책은 해양사업발전, 해양경제개발, 해양생태환경보호, 해양과학
기술발전 등 가장 중요한 수단과 도구를 국가가 지도·관리하는 것이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국가발전전략도 계속 조정되고 공공정책의 동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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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성을 확보하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동시에 정책
환경 및 정책 문제 관련 중국 해양정책체계는 미래발전에 최적화된 경로
로 나아가야 한다(王琪, 2020b: 127).
중국 해양정책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王琪(2020b: 28-30)를 중
심으로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양정책체계의 총체성 및 협동성 제고
중국 해양정책은 기타 영역의 공공정책과 비교해 총체성과 협동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하고 실현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책 파편화 문
제가 발생한다. 정책집행 과정 중 정책배합(policy mix) 수준이 낮고, 다
양한 이익이 상충되어 총괄이 어렵고, 정책효과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가
령, 해양환경정책의 경우 해양환경 문제는 오염물 배출과 쓰레기 폐기가
주요 원인인데, 이러한 오염원은 육지에서 나온 것이라서 해육(海陆)총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육 환경 거버넌스는 여러 관리부문과 정
책조정과 관련되어 해양환경정책 효과를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
러한 문제의 근원은 중국 해양행정관리체계가 속지(属地)에 따라 구분되
어 있고, 다양한 부문과 해양을 공동관리하기 때문에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王琪, 2020b: 128).
따라서 2018년 행정체계 개혁은 해양환경보호 기능을 생태환경부로
편입한 것은 바다와 육지 관계를 총괄하기 위한 것이며, 해양환경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중국 근해 발전 및 해안대 관리 역시 속
지원칙을 따르지만, 해양환경오염은 지역경계로 유동을 막을 수 없기 때
문에 여러 성시(省市) 지역 간 상시 해양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직책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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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해양환경 외에 해양경제정책 및 해양환경정책 간
에 역시 더욱더 공동으로 배합을 해야만 해양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고,
해양환경보호도 성과를 낼 수 있다(王琪, 2020b: 128).
이러한 해양정책의 특수성으로 중국 해양행정관리체계에서 해양관리
권한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해양정책체계의 총체성 및 협동성에
대한 요구와 난이도를 더욱 심화시켜 해양정책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불
확정하게 한다. 비록, 여러 차례 기구개혁을 통해서 해양관리를 효과적으
로 총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해양관리 직능은 “분산 → 집중 → 재
분산 → 재집중”이란 악순환이 반복되고 해양 문제인 속지화(属地化) 관
리 및 기능성 회귀원칙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해양관리의
파편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미래 해양정책은
기존 해양행정관리체계의 악순환을 해결하고, 분산적 해양관리체계 프로
세스를 통해 총체적 해양정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王琪, 2020b: 128).

(2) 해양공공정책 과정의 합리화
중국 해양정책의 미래는 정책입안 과정을 개선하여 협상기제를 최적
화해야 한다. 첫째, 개혁개방 40년 이래 중국해양정책은 계속 발전해서
이미 해양경제, 과학기술, 생태, 응급, 공공서비스 등 영역에서 상대적으
로 정책체계를 구축하였다. 해양정책 지침으로 해양사업발전은 많은 성
과를 내었고 국민경제체계에서 해양경제의 비중이 계속 높아져 2018년
국내총생산 가치의 9.3%를 차지했다. 해양행정 주관부문은 과학적 이론·
방법·절차에서 해양정책을 입안하고, 정확한 정책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王琪, 2020b: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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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 해양정책의 실천과정을 이론적으로 보면 여전히 취약하
다. 정책집행의 상층설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
성과평가 부분이 취약한 것이다. 정책평가는 정책입안을 추적하고,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정책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해양 문제를 데이터 통계를 작성하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정책의 피드백 평가가 결여되어 해양 정책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王琪, 2020b: 129).
둘째, 중국 해양행정관리 직능은 기능과 지역에 따라 여러 관리부문과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있어서 해양정책의 제정·집행·평가는 여러 주체 간
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주체들의 이익이 상이하며, 구체적 문제에 관해
서 여전히 발언권이 갈리고, 정책제정은 효과 있는 협상기제가 필요하며,
정책입안 시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 해양법률정책 문건에서 공동
관리가 필요한 해양 문제를 다룰 때 주관부문 간에 협상적 정책입안이 필
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어떠한 규정도 없고 구체적 협상적 정책입안 기제
나 조정이 취약하다. 해양관리 관련 협상적 정책입안은 매우 많은데, 모
두 상급 정부가 협조할 수는 없고, 일종의 효과 있는 협상적 정책입안 기
제가 필요하다. 정책입안 과정의 최적화는 협동과 협력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다(王琪, 2020b: 129).

(3) 해양정책 수단의 지능형 전환
당의 18대에서 처음으로 “해양강국” 전략을 제시하였고, 당의 19대 보
고에서 다시 육해총괄 견지, 해양강국건설 가속화를 제시하였다. 지능형
해양(智慧海洋) 관리는 중국 해양강국건설의 장기적인 전략을 실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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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王琪, 2020b: 130).
지능형 해양은 중국 해양사업 발전을 위해 제공된 방향이다. 지능형
해양건설 과정에서 정보기술 기반을 구축하여 지능형 해양건설 환경을
충실히 하고 정책체계의 완비를 위해 유효한 수단(tools)을 제공하는 것
이다. 첫째, 정보화체계의 총체적 추진을 강화하고, 해양 정보화를 부문
별 분산 구축에서 총체적 협동으로 전환하고, 정보자원의 공유와 유효한
개발이용을 추진한다. 각 부문의 핵심 직능과 업무에 대한 정보체계 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해양업무관리 능력 및 유익한 목표를 실현한다. 둘째,
해양 디지털 플랫폼을 건설하고 지능형 해양건설을 확대하고, 해양정책
의 정보관리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해양 기초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
해양법집행감찰, 해양행정관리 등의 데이터를 심도 있게 종합하여, 데이
터 자원을 축적하고 혁신하는 기제를 만들고, 지방해양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셋째, 해양환경감시 디지털 구축, 디지털 분석·수집 기술을 이
용하여 지방해양 주관부문이 수집한 해양환경에 대한 일상적 감시 데이
터, 이미지, 영상 데이터를 종합하여 다차원 성과 데이터를 만든다. 해양
어업, 해역해도, 해양법집행, 행정관리 등 업무의 전문 주제별 디지털을
만들어 시스템을 응용하여 정보지원을 제공한다. 넷째, 일체화된 지능형
해양종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능형 해양의 초점(亮点)공정을 추진
하고, 정부 해양 주관부문, 해양 및 어업 관련 기업 및 개인을 향하여 동
일한 표준으로 지능형 해양종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은 해양
환경보호, 해양자원개발, 어업자원이용, 해역해도관리, 해양방재, 해양법
집행감찰, 행정종합관리 등 여러 영역을 포함한다. 해양환경 지능형 감
시·평가 시스템, 해양환경 지능형 예보 시스템, 지능형 경제 감시·평가
시스템, 해양 돌발사건 상황관리 시스템 등 긴급한 수요를 중점적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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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한다. 정보자원 종합 역량을 높여 플랫폼 및 서비스 시각에서 출발하여
데이터, 인터넷, 시스템, 자원시설 등을 조정하여 “통합망 구축(一网多用,
多网合一)”을 통해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보자원 이용률을 높이고,

중복 투자를 줄이고, 정보공유 능력을 높여야 한다(王琪, 2020b: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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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의 해양분쟁 조정정책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에서는 남해 구단선(nine-dash line)을 중심으
로 주변국과 치열한 해양분쟁을 겪고 있다. 즉, 중국과 동남아지역의 베
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국가 간 섬 영토와 해양경계구분
등 분쟁이 존재한다. 동중국해에서는 일본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주권 등의 분쟁이 있고, 황해에서는 한국과 이어도(중국명, 苏岩礁) 경계
분쟁과 어업분쟁 등이 상존한다.
본 절에서는 중국의 해양분쟁의 조정정책, 국제중재 및 국제사법 제기
의 관할권 조정, 그리고 중국에 대한 함의를 다룬다.

1. 해양분쟁의 조정정책126)
1) 해양분쟁
해양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외교 경로를 통한
협상, 알선, 제3자 개입의 조정, 중재, 비평화 방식인 무력 등이 있다. 吴
盈盈·孔庆江(2019: 49)에 의하면, 중국은 줄곧 분쟁의 평화해결을 주장

하고, 평등, 공평 등의 원칙을 견지한다고 한다. 남해 문제에서 필리핀이
일부 해양분쟁을 국제중재에 제기해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게
했고, 중국에 대해 잠재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감안하면,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양분쟁을 국제사법 또는 국제중재에 제기하려면, 관할권 문제, 즉

126) 吴盈盈·孔庆江(2019: 49-52)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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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중재재판부 또는 법정이 해당 분쟁에 대해 심리하고 결재할 권리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없다면, 해당 분쟁은 계속 심리될 수 없다. 만약
있다면, 중재재판부 또는 법정은 해당 분쟁의 실질 문제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다. 따라서 관련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이 가장 중요하
고, 이는 관할 문턱 문제와 관련된다(吴盈盈·孔庆江, 2019: 49-50).
吴盈盈·孔庆江(2019: 50)에 의하면, 중국 연해 주변의 해양분쟁, 특히

동해 문제에선 중국과 일본의 해양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근거와 논증
을 제공하고,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 문제를 분석해 미래에 다
양한 해양분쟁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에 제기될 가능성을 더 잘 예견하
고, 더 나아가 중국의 대응조치에 법률 의견과 참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해양분쟁의 성격과 종류
중국은 주변 해역 국가와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또는 이후 출현할
수 있는 분쟁, 그리고 분쟁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주권
영토의 분쟁, 대륙붕 또는 EZZ 분쟁, 광물자원의 개발이용의 분쟁, 어업
분야의 개발권리 충돌의 분쟁, 지형지물의 지리 속성의 분쟁 등을 포함한
동해 해역분쟁을 둘러싼 분석이 필요하다(吴盈盈·孔庆江, 2019: 50).
이들 분쟁 유형은 서로 다르고, 분쟁의 본질·성격·유형에 따라 법률적
인 분석도 다르다. 당사자 양측은 종종 분쟁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도 차
이가 있다. 예를 들어, 분쟁의 성격이 포장되어 서로 다른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이밖에도, 해석이 필요한 것은 분쟁 간 관계가 얽혀 있다. 예를
들면 지형지물 규정, 자원개발이용 등은 모두 주권분쟁과 중복되어 있다
(吴盈盈·孔庆江, 2019: 50).

39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표 6-6

해양분쟁 유형

∙ 영토주권은 국가의 핵심이익과 관련되어, 각국은 모두 한 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고, 한 발도 양보할 수
없음
∙ 해양분쟁은 영토주권 분쟁과 관련되고, 가장 골치 아프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 중의 하나임(예:
댜오위다오의 주권분쟁). 중국과 일본 양국이 댜오위다오 주권을 둘러싼 분쟁은 유래가 이미 오래됨.
1960년대부터 중국과 일본은 댜오위다오 주권을 둘러싸고 계속 분쟁을 해오고, 양국은 모두 해당 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함
∙ 중국 정부는 지리, 역사, 국제조약 등을 근거로 댜오위다오 군도는 고대로부터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함.
반면, 일본도 역사지리, 국제조약, 유효관리 등 요인을 근거로 센카쿠 주권을 주장함
영토주권분쟁
∙ 1972년 중국 정부는 일본과 외교관계 정상화 협상에서, 중국과 일본 우호 분위기로 출발해, 댜오위다오의
귀속 문제를 남겨두고 이후 조건이 성숙할 때 다시 해결하자고 제기함.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임
∙ 1979년 5월, 중국 국무원 부총리 덩샤오핑은 중국과 일본 양국 우호관계를 추진하고, ‘공동이익(共赢)’을
도모하면서, 댜오위다오 문제에 관해 일본에게 “양측이 협상하여, 공동으로 개발하고, 영토주권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주도적으로 제기함. 중국은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주권을 보류(搁置)하고, 공동
으로 개발하는” 원칙을 주장함(田桓 主编, 1997: 267)
∙ 주권분쟁을 보류하고, 해양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은 중국이 주변 국가와 함께 해양분쟁을 해결하
는 일관된 주장임. 다만, 이후 일본 정부가 번복하여, 분쟁 보류에 대해 부인함
∙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구분에서, 중국은 자연연장원칙과 공평경계확정원칙을 견지함. 중국은 대륙붕은
대륙영토의 자연연장인 것을 견지하고, 대륙붕은 200해리를 초과할 수 있다는 관점. 즉, 「협약」 제76조에
서 “대륙붕 외부 경계에서 영해 넓이를 측정하는 기선의 양은 350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규정을 지지함
∙ 따라서 중국은 “동중국해 대륙붕은 중국 대륙영토의 자연연장으로, 중국은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해 주권
을 갖고 있다”고 주장함
∙ 이에 기반하여, 중국은 「협약」 제76조와 제77조에 근거하여, 대륙붕 연장이론을 주장하고, 중국과 류큐
대륙붕 및 EEZ
해구(中琉海沟)(오키나와 해구)에 따라 중국과 일본 양국 EEZ을 구분하는 것을 견지함
획정 분쟁
∙ 「협약」은 2,500m 심도는 대륙붕 절단을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음. 중국과 류큐해구 심도는 2,940m에
달함
∙ 그러나 일본은 ‘중간선’ 원칙을 견지함. 일본은 「협약」에서 규정한 영토에서 밖으로 200해리로 연장된
내는 모든 소유 국가의 EEZ에 속한다는 규정에 기반하여, 양국이 거리가 400해리에 부족한 EZZ 경계를
확정할 때, 양측과 등거리의 중심선으로 구분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중간선’ 확정에서, 댜오위다오
는 중간선 동쪽에 위치함
∙ 1996년 미국 해양학자 Emery 등은 「동중국해와 황해의 지질구조와 수문특징(Geological Structure
and Some Water Characteristics of the East China Sea and Yellow Sea)」에서, 동중국해는 석유
매장량이 매우 풍부함. 즉, 동중국해에 중국, 일본, 한국 대륙붕이 교착하는 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희망적
인 그리고 여전히 탐사되지 않은 석유자원이 존재한다고 함
∙ 1982년 「협약」은 “주권 국가는 200해리 이내의 해역을 EEZ으로 한다”고 규정함. 「협약」은 본국이 대륙
붕을 탐사하고 그 자연자원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대륙붕에 대해 주권 권리를 행사한다고 규정함. 이중,
자연자원은 해상과 저토의 광물과 기타 비생물 자원을 포함함. 따라서 댜오위다오의 실제 가치는 댜오위
다오를 중심으로, 400해리를 직경으로 하는 넓은 해역 및 그 해역 내의 해양자원에 있음
석유가스자원
∙ 일본이 주장하는 ‘빨대효과’란, 중국이 동중국해에서의 석유가스 개발이 일본 자원을 “빨아”간다고 봄.
의 개발이용
중국 측의 ‘춘샤오(春晓)’, ‘티엔와이티엔(天外天)’, ‘핑후(平湖)’와 ‘뚠챠오(断桥)’ 네 개 가스유전의 채
분쟁
굴 위치는 모두 일본 측이 강조하는 “일본과 중국 경제해역 경계 중간선”의 중국 측에 있고, 가장 가까운
곳도 ‘중간선’과 5해리에 있음
∙ 그러나 해저 석유가스 자원이 연결되고 유동적이어서, 일본은 중국이 ‘중간선’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채굴
을 하는 것은 중간선에 있는 일본 측의 자원을 ‘빨아’간다고 우려
∙ 중국은 일본의 ‘빨대효과’는 ‘중간선’ 주장에 기반한 것이고, 중국은 ‘중간선’ 구분에 동의하지 않음. 다음
으로, 동중국해 대륙붕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아, 석유는 액체로, 유동하더라도 중국 측에서 일본 측으
로 유동함. 따라서 양국은 석유자원 관련 개발이용에 있어 분쟁이 존재하고, 이 분쟁은 양국이 주권, 해양
경계구분 상의 차이로 빗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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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계속

∙ 동중국해 해역에서 과거 여러 차례 중일 선박충돌, 선장체포 등 사건이 일어남. 2010년 9월 7일, 중국어선
은 한 척이 댜오위다오 영역에서 두 척의 일본 순찰선과 잇따라 충돌함
∙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그 뒤 명을 받고 일본 주중국 대사를 불러 일본 측이 불법차단 행동을 멈출 것을
요구함. 그날 밤, 일본 해상보안청은 공무방해 혐의로 중국 어선선장을 체포를 결정함. 동시에 해당 선박
에 대한 조사를 추진함
어업자원 분쟁 ∙ 2003년, 중국해상석유, 중국석유화학은 미국 두 회사와 동중국해 시후(东海西湖) 계약을 맺음. 일본은
종종 선박과 비행기를 출동시켜 중국 작업 현장을 감시, 정찰, 방해함
∙ 이밖에도, 황해 영역에서, 자주 이러한 유형의 분쟁이 출현함. 2011년 한국 해안경위대원이 황해 해역의
중국 어선에 등선하여 조사하고, 중국 어선선장은 한 한국해경을 살해하여, 이후 한국법원이 30년 징역을
판결함. 중국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EEZ법”을 중국 어민에 적용해 판결한 점을 강력하게 반대함. 어업자
원 관련 분쟁도 주권, 해양경계확정에서의 차이에 기반하여 출현한 것임

지리 특징과
성격의 분쟁

∙ 법률적으로 한 지형지물의 성격은 그가 향유하는 법률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예를 들어, 법률적
으로, 섬은 물로 둘러싸여 있고 밀물이 가장 높을 때 수평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으로,
인류거주 및 그 자신의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지칭함. 암초(rock)는 물로 둘러싸여 있고 밀물이
가장 높을 때 수평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으로, 인류거주 및 그 자신의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을 지칭함. 이 양자가 법률적으로 향유하는 법률 지위가 완전히 다름
∙ 「협약」 제121조 제3관에서 “인류거주 또는 그 자신의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초(rock)는 EEZ 또는
대륙붕을 향유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하면, 남중국해 안건에서, 2016년에 발표된 ‘남해중재안’ 중
재결과에서, 중재재판소는 ‘타이핑다오(太平岛)’를 ‘섬’이 아닌 ‘암초’로 인정함
∙ 그러나 타이핑다오는 남사군도 중에서 가장 큰 천연 섬임. ‘타아핑다오’가 ‘암초’로 규정되는 남사군도의
모든 ‘섬’은 단지 암초임. 암초는 EEZ 또는 대륙붕이 없음
∙ 마찬가지로, 댜오위다오가 “인류거주 또는 그 자체의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초인지 여부여 관해
서도 양측에 논쟁이 존재함
∙ 중국과 일본 간 “Parece Vela(冲之鸟礁)가 섬 또는 암에 속하는지”에 관해 분쟁이 존재함. 이들 지리적
특징과 성격 관련 분쟁은 모두 양국 주권, 해양경계구분의 분쟁에서 비롯됨(国务院新闻办公室, 2008;
Schoenbaum, 2008)

주: 吴盈盈·孔庆江(2019: 50-2)

2. 국제중재 및 국제사법 제기 관할권 조정
1) 국제중재 제기 관할권 조정127)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관할권 조정과 관련해서 현재 국제중재에는 국
제상설중재재판소(PCA),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이 있다. 해양분쟁
을 국제중재로 제기하는 첫 단계는 관할권 문제이다. 즉, 중재법원이 해
당 분쟁에 대해 심리하고 중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없다면

127) 吴盈盈·孔庆江(2019: 53-4)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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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쟁은 계속 심리될 수 없게 된다. 만약 있다면, 중재재판소는 해당
분쟁의 실질 문제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다. 관할권 문제는 단순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중재 및 사법 실천에서는 극히 복잡하다. 여기서는 상설
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의 관할권을 파악한다.

(1)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1899년 헤이그 평화회의(Hague Peace Conference)와 1907년 헤이
그 평화회의 각각 1899과 1907년의 「헤이그 협약」을 제정하고, 상설중
재재판소를 설립했다. 해당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은 강제적인 것
이 아니어서, 안건 당사자의 공동 동의로 분쟁을 해당 국제상설중재재판
소에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The Statute of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吴盈盈·孔庆江, 2019: 53).
구체적으로 보면, 1899년과 1907년 협약의 구성원이라고 하여, 그들
이 분쟁을 중재로 제기하는 것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128) 중국은
1904년과 1910년에 각각 두 협약(1899년 협약과 1907년 협약)에 가입
했고, 일본은 1900년과 1912년에 각각 가입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국제조직이다. 이는 국가 간의 분쟁해결과 분쟁조정, 기타 국가 간의 분
쟁해결, 국가와 투자자 간 중재, 기타 중재 등을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에콰도르는 2012년 「남태평양 공해 어업자원관리보호협약」에 근거하여,
남태평양 영역 어업관리조직위원회의 관련 조치에 대해 불만이 생겨, 심
사절차를 제기하여, 해당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출했다(Permanent

128)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Retrieved from http://www.icj-cij.org/en/history (검색일,
20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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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of Arbitration, 2018). 해당 조직은 주로 당사 측에 중재, 조정
등의 분쟁조정,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소, 절차, 등록서비스
그리고 중재관, 조정관, 조사사실 등 서비스를 포함한다(吴盈盈·孔庆江,
2019: 53).
따라서 상설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은 당사자 측의 동의에서 비롯된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종종 분쟁이 생긴 이후, 당사자 측은 협상한 이후 일
치하게 동의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기한다. 또는, 협정, 협약 등의
분쟁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
국, 일본이 참여한 관련 해양의 협의와 협약에서, 중국이 사전에 동의를
부여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주로는 「협약」에 근거한다129)(吴盈盈·孔庆江,
2019: 53).

(2)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2차대전 이후, 유엔은 각각 1956년, 1960년, 1973년에 세 차례 “유엔
해양법회의”를 개최했다. 1차 회의는 네 개의 협약을 달성했고, 2차 회의
는 아무 성과도 없었고, 3차 회의는 9년 동안 오랜 협상을 거쳐, 1982년
에 「협약」을 통과시켰다. 이 「협약」은 1994년, 즉 제 60번째로 체결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분쟁해결 기제에 관해 1958년에 개최된
제1기 유엔해양법회의 기간에, 회의 참여국은 이미 효과적인 분쟁해결
기제를 논의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분쟁해결 기제를 지지했고, 특히 대
륙붕 정의가 모호한 분쟁을 대상으로 했다. 인도 등 다른 일부 국가는 국제

129) 중국은 「협약」에 가입하면서 강제 관할의 주체(국제재판부, 국제해양재판부, 중재재판부 등)를 선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협약의 규정에 따라, 중국이 중재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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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재판소의 임의 관할권 확대를 반대했다(吴盈盈·孔庆江, 2019: 54).
제3기 유엔해양법회의는 냉전 시기에 개최된 것으로, 당시 모든 사회
주의 국가 및 일부 기타 국가는 국가주권 개념을 근거로 한 국가가 국제
의무, 국제분쟁의 강제해결 체계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의지를 충분
히 존중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가국은 분쟁
해결 의제를 반드시 기타 논의 의제에서 단독으로 열거해서 논의할 것을
제기했다. 협약 중의 분쟁해결 조항은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국가집단 간에 큰 차이가 드러났다. 쟁점
은 분쟁을 어떤 법원 또는 재판부에 제기하는지, 분쟁의 강제해결 범위를
어디까지에 적용하는지에 있었다. 이는 일부 국가가 법정이 그 주권 문제
에 대해 판정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
예를 들면 스위스와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선택을 선호하고, 일부 국가
예를 들어 프랑스와 영국은 중재재판소 선택을 더 원한다. 제3유형 국가
들인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특별중재재판소(特设仲裁厅) 설립을 선호
하면서 어업, 오염 또는 과학연구 안건에서 특별 절차적 규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일부 국가는 단일 중재재판소를 설립
할 것을 제안했다. 또 다른 일부 국가는 국제조직, 개인 안건을 접수할
수 있는 중재재판소를 선택하려고 한다(吴盈盈·孔庆江, 2019: 54).
국가가 생각하는 고도로 민감한 문제를 과도하게 보류하는 것을 피하
기 위해, 1975년 각국은 민감 문제 리스크를 만들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분쟁을 포함한다. ⅰ) 관련 연해국이 「협약」에 따른 감독관리 관할
권과 집행 관할권에 따라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분쟁, 단 권력남용자는
제외, ⅱ) 해양경계구분, 역사적 만(bay) 및 역사적 권리의 분쟁, ⅲ) 군사
활동 관련 분쟁, ⅳ)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에 따라 그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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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사하는 것에 관한 분쟁이다. 이 네 가지 유형은 1982년의 「협약」에
서 서로 다른 형식으로 규정되었다(吴盈盈·孔庆江, 2019: 54).

2) 국제사법 제기 관할권 조정130)
국제사법에 제기하는 관할권 조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소송 관할권과 자문 관할권을 갖고
있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관할권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서로 다
른 분쟁 종류와 결합하여, 이들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가능
성과 가능한 결과를 분석한다.

(1)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 관할권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기구 중의 하나이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근거로
하는 「국제사법재판소규약」은 유엔 헌장체계의 구성부분이다.131) 국제
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의 하나가 소송 관할권(Contentious Jurisdiction)
으로, 즉 국제사법재판소가 분쟁 당사국이 제기한 분쟁에 대해 심의하고,
또한 법률 구속력을 가지는 재결과 판결을 할 권리가 있다. 국제사법재판
소의 소송 관할권은 사람에 대한 관할권과 사건에 대한 관할권으로 구분
된다. 전자는 국가만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기소되거나 제소132)될 수 있
다(吴盈盈·孔庆江, 2019: 61).

130) 吴盈盈·孔庆江(2019: 61-4)을 정리함
131)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Jurisdiction. Retrieved from http://www.icj-cij.org/en/history
(검색일, 2021.11.11).
132) 「국제사법재판소규약」 제34조 제1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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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의원칙
「유엔 헌장」 제33조는 분쟁평화해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
당 의무는 일종의 무력사용을 피하려는 의무로 간주되어, 강제분쟁해결
절차를 받아들이는 의무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
권은 동의원칙에 기반을 둔다. 「국제사법재판소규약」 제36조 제1관 규정
에 근거하면, “법원의 관할은 당사국이 제기한 모든 안건 및 유엔 헌장
또는 현행 조약 및 협약 중에서 특정한 모든 사건을 포함한다.” 구체적으
로 아래 몇 가지가 있다. 즉,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국 양측이 모두 분쟁
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는 양측이 모두 특정
(某) 협정의 회원국이고, 해당 협정은 조약체결국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
소에 제기할 것을 약정한다. 또는 유엔 헌장에서 특정한 것에 따라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기할 필요가 있는 분쟁이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조
약체결국은 「국제사법재판소규약」 제36조 제2관에 공표(申明)하고, 강제
관할을 받아들일 수 있다(吴盈盈·孔庆江, 2019: 61).
이밖에도, 제37조는 “현행 조약 또는 협약이 어떤 사항이 UN회의에
설치한 어떤 결재기관 또는 상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본 규약 당사국 간에는, 해당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
사자의 동의원칙에 기반한 것이다. 조약체결국이 동의를 해야만 분쟁을
사법절차,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된
많은 안건에 있어, 논쟁점은 종종 관할권이고, 대다수 안건은 관할권이
없어 기각되고, 또는 피소송국이 종종 이의제기를 하여, 안건 심사 기간
이 매우 길다는 점이다(吴盈盈·孔庆江, 2019: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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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自愿性) 강제 관할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규약」 제36조 제2
관은 “본 규약 각 당사국은 수시로 아래에 나열한 성격을 가진 모든 법률
분쟁에 대해 성명을 한다. 같은 의무를 받아들인 모든 기타 국가에 대해,
법원의 관할이 당연하고 강제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특정 협약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 즉, ⅰ) 조약의 해석, ⅱ) 국제법의 모든 문
제, ⅲ) 모든 사실의 존재, 만약 확인을 거쳐 국제의무를 위반한 자, ⅳ)
국제의무를 위반하여 배상해야 하는 성격 및 그 범위이다(吴盈盈·孔庆江,
2019: 61). 상술한 성명은 무조건 행해지며, 또는 여러 혹은 특정 국가
간 상호제약을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을 조건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제36조 제2관은 거의 모든 분쟁 문제를 포괄한다(吴盈盈·
孔庆江, 2019: 61-2).

구체적으로 중국과 주변국가의 해양분쟁에서, 우선 중국 및 그와 해양
분쟁이 발생한 주변 국가가 국제사법재판소의 회원국인지 여부, 또한
「국제사법재판소규약」 제36조 제2관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
할을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공표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국이 이들 주변 국가와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 있고, 해당 협정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한다고 규정했는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은 모두 유엔 회원국으로, 따라서 모두 국제사법재판소의 회
원국이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권을 받아들인다(United
Nations, 1946). 그러나 강제 관할의 적용 전제는 “마찬가지 의무를 받
아들이는 사람과 기타 국가”, 즉 당사자 국가에 대해 모두 강제 관할의
공표를 했고, 중국은 이러한 공표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
의 강제 관할권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도 유엔 회원국이고, 국제
사법재판소의 회원국이지만, 한국은 2006년에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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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을 받아들이는 성명(声明)을 철회했다. 다른 상황, 즉 양측이 모두 어
느 협정의 회원국이고, 해당 협정은 조약체결국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
소에 제지할 것을 약정(约定)하고, 즉 「협약」으로 관할하는 것이다(吴盈
盈·孔庆江, 2019: 62).

만약 중국이 이후 「국제사법재판소규약」 제36조 제2관에 따라 국제사
법재판소의 강제 관할을 받아들인다고 공표하면, 일본과의 해양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강제 관할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의 해양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을 바로 받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이 국제사
법재판소의 강제 관할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吴盈盈·孔庆江,
2019: 62).
② 자결원칙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 제6관에 근거하여, 관할권 분쟁에 관하
여, 국제사법재판소는 그가 관할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또한, 해당 결재는 종심이다. 「국제사법재판소규약」 제69조에 근거
하여, 수정 절차는 유엔 헌장을 수정하는 절차와 동일하다. 자결원칙(自
裁原则)을 수정하려면, 난이도가 매우 높다(吴盈盈·孔庆江, 2019: 62).

(2) 국제사법재판소의 자문 관할권
국제사법재판소의 두 번째 관할권은 자문 관할권(advisory opinion)
이다. 「국제사법재판소규약」 제65조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모든 법률
문제에 관하여, 만약 어떤 단체이든 유엔 헌장이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요청하거나, 또는 유엔 헌장에 따라 요청하는 것을 거쳤을 때, 자문의견
을 발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엔기구(대회, 안전보장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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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대회임시위원회) 및 관련 조직도 현재
해당 조직 활동 범위 내에서 출현한 법률 문제에 대해 자문의견을 발표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국제해사기구는 국제해사조직 활동
범위 내에서 출현한 법률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자문의견을 발
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발표된 자문의견이 중국 주변 해
양분쟁과 관련될 수 있다. 자문의견의 법률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력
을 갖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연성 법률(软法) 성격의 지도와 가이드를 제
공할 수 있다(曾令良, 1998; 吴盈盈·孔庆江, 2019: 62에서 재인용).

3. 중국에 대한 함의
중국의 연해 해역은 넓고, 주변 국가와 각종 해양분쟁이 존재하고 있
다. 중국 주변 해양분쟁은 여러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영토주권의 분쟁,
대륙붕 또는 EEZ 분쟁, 광물자원의 개발이용의 분쟁, 어업분야의 개발·
이용의 분쟁, 특정 지형지물의 지리적 속성의 분쟁 등이 있다. 이들 분쟁
은 유형이 서로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소 주권, 경계분쟁과 관련된다
(吴盈盈·孔庆江, 2019: 63).
<표 6-7>에서 보듯, 해상에서 국가가 완전한 관할권 및 주권을 갖는
것은 영해 수면이고, 영해영공 측은 제한적인 관할권 및 주권을 갖는다.
「협약」에서도 무해통과(无害通过) 원칙을 규정한다. 중국은 남해 도서 및
산호초 주변에서 해양국가 간 분쟁이 있으며, 두 개 분쟁 도서와 산호초
거리는 매우 가깝고, 영해는 12해리에 못 미친다. 따라서 미국 군함이 이를
빌미로 중국 남해 섬과 산호초 부근 영해를 통과하고 있다(万祥春, 2020: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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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다양한 공간 영역에서 국가의 관할권 및 주권 범위
외층 공간(지구 궤도, 달, 모든 천체 및 그 궤도)
국가 영공

영육(领陆)
표면

내수 수면
내수

영해 영공

접속수역
(毗连区) 공역

영해 수면

접속수역 수면

영수
(领水)

국제 공역
EEZ 수면

국제 수역 표면

EEZ

국제 수역

대륙붕 표면

확대 대륙붕 표면

국제 해저
표면

대륙붕 바닥위

확대 대륙붕 바닥위

국제 해저
바닥위

바닥위(底上)

주:

국가는 완전한 관할권 및 주권
보유

국가는 제한적인 관할권 및 주권
보유

국가는 어떠한 관할권 및 주권을
가질 수 없음

출처: 万祥春(2020: 227)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는 최종적인 결과에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적당한 방식을 선택하여 해양분쟁을 해
결하는 것은 중국의 해상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 분쟁해결의 방식이 많이
있는데, 비평화방식, 평화협상, 교섭, 조정, 중재, 사법중재 등이 포함된
다. 이 중에서,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은 독립적인 제3자가 하는 구속력
을 갖는 판정이다. 그러나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에 제기할 때 우선 문
제는 관할권 문제이다. 서로 다른 중재기관과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기초와 법률 근거를 연구하고, 유형별 해양분쟁을 결합하는 것은 유형별
분쟁을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할 가능성을 더 잘 분석해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吴盈盈·孔庆江, 2019: 63).
국제중재이든 국제사법이든, 모두 하나의 공통된 원칙, 즉 ‘자발적인
원칙(自愿原则)’에 기반을 둔다. 모든 당사국 간에 해양분쟁을 포함한 분
쟁이 생기면, 만약 양측이 협상하여 일치하여 동의하면, 모두 국제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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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중재재판소는 당
사국에 일련의 적정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국제중재재판소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당사국의 동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吴
盈盈·孔庆江, 2019: 63).

‘동의’는 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해당 ‘동의’가 사전에 이미
관련 협약과 협정에서 부여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분쟁이 생긴 이후, 해당
특정 분쟁에 대해,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에 제기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
이다. 주요한 차이는 첫 번째 종류의 상황에서 나타난다. 즉, 「협약」, 「국제
사법재판소규약」 등 협약과 협정에서, 조약체결국은 이미 사전에 동의를
부여하는데, 즉 강제 관할에 동의한 것이다(吴盈盈·孔庆江, 2019: 63).
그러나 이들 강제 관할 중에는 조약체결국에 종종 예외사항을 제공한
다. 중국은 이들 예외사항을 선택하는 것에 성명을 발표했다. 따라서 발
생한 분쟁 또는 차이는 종종 현재의 강제 관할 및 강제 관할의 조건과 예
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있다. 이들 예외사항은 종종 분쟁 종류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의 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능한 상황
이 있을 수 있다(吴盈盈·孔庆江, 2019: 63).
첫째, 중국 선박과 외국 선박의 충돌 분쟁에서, 중국 선박이 압류되거
나, 또는 중국이 타국 선박을 압류할 경우, 즉각적인 선박 석방 관련 이
유형 분쟁은 국제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중국이 제287조에 근거하
여 받아들이는 중재재판부에 제기하거나, 또는 차압 국가(예: 일본)가 제
287조에 근거하여 받아들이는 법원 또는 재판부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는 강제 관할이 아니다(吴盈盈·孔庆江, 2019: 63).
둘째, 해양 경계구분, 역사적 만(海湾)의 분쟁에 관한 것은 강제관할의
선택적 예외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중국 해양분쟁에서 경계구분, 역사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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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측면의 분쟁은 강제 관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각 측은 협상
할 의무를 갖고 있고, 만약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분쟁 당사자 어느 한 측의 요구에 따라, 각 측은 분쟁 사항을 「협약」 부
록5 제2절 하의 조정에 제기하는 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吴盈盈·
孔庆江, 2019: 63).

셋째, 관련 연해국이 항행 또는 비행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협약」
에서 규정한 행위를 위반했다고 고소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협약」 중의 강제 관할절차가 적용된다(吴盈盈·孔庆江, 2019: 64).
넷째, 특정된 해양과학연구에 관해, 특히 연해국이 EEZ 내 또는 대륙
붕에서 해양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결정권 참작으로
인한 분쟁, 연해국이 해양과학 연구계획을 멈추거나 정지시키는 것을 결
정하고 명령할 때 일어난 분쟁을 지칭한다. 이는 강제 관할의 자동 예외
사항이다. 즉,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에 강제로 제기되지 않는다(吴盈
盈·孔庆江, 2019: 64).

다섯째, 연해국이 EEZ 내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권리 또는 이 권리
행사에 관한 분쟁도 강제 관할의 자동 예외사항이다. 즉,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에 강제로 제기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EEZ 내 생물자원의 주
권 또는 생물자원에 대한 개발이용 분쟁, 예를 들어 어업 포획량 배분은
강제 관할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시에, 일부 상황은 조정절차가 필요
하다. 예를 들면 타국이 포획을 요청한 집단에 대해, 포획량을 결정하는
것을 거절한다(吴盈盈·孔庆江, 2019: 64).
여섯째, 석유, 가스 채굴이용 관련 분쟁은 강제 관할에서 명확히 배제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석유채굴이용의 분쟁은 종종 대륙붕 구분, EEZ 차
이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분쟁에 대해, 이는 해양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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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역사적인 만(bay) 관련 분쟁과 관련되어, 강제 관할의 선택적 예외
사항에 속한다고 항변할 수 있고, 분쟁 각 측은 협상을 진행할 의무가 있
다. 만약 합리적인 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분쟁 당사자 어느
한 측의 요구에 응하여, 각 측은 반드시 분쟁 사항을 「협약」 부록5 제2절
하의 조정절차에 제기해야 한다(吴盈盈·孔庆江, 2019: 64).
일곱째, 해양에서 어떤 지형지물의 특정 성격 인정에 관하여, 예를 들
어 어떤 섬이 ‘암초’ 또는 ‘섬’에 속하는 지는 강제 관할에서 명확히 제기
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지형지물 성격에 관한 규정은 주권, 경계선의
구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역사적
권익, 주권, 해양경계 분쟁에 속하여, 강제 관할의 예외사항을 구성한다
고 항변할 수 있다(吴盈盈·孔庆江, 2019: 64).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유형의 분쟁들이 강제 관할될 가능성은 상대적
으로 적다. 국제사법재판소도 강제 관할을 갖고 있지만, 중국은 이전에
받아들인다고 공표하지 않아서 상술한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강제로
제기될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제 관할 영역에서, 자결원
칙에 기반하여, 즉 해당 법정 또는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원 또는 중재재판소에서 결정하며, 해당 결재는 최종 결재
가 된다. 따라서 관할권 문제에 있어, 당사국이 누리는 자주권은 상대적
으로 적어, 관할권 문제에 대해 상소하거나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吴盈
盈·孔庆江, 2019: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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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

제1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
제2절 중국의 지역적 해양전략
제3절 중국의 한미일 해양전략

제1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133)
본 절에서는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 미중 해양패권전략, 중국의 해
양실크로드 전략을 다루기로 한다. 중국이 추진하는 이러한 전략을 면밀
히 검토하면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양 강국으로 다가설지 아니면 서구
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1.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
1) 국익 개념 진화와 해양전략
중국의 성장과 부상은 기존 강대국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해양에 대한 관심과 해양력 증진을 위한 전략 투사는 대국
(大國)에서 강국(强國)으로 진화하려는 중국의 현재 의지를 잘 보여준다.
중국은 강한 해양력을 기반으로 해상교통로 등을 확보하여 자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을 재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
의 해양력 강화 움직임은 21세기 중국과 세계가 직면한 전략환경 변화의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은 국익의 변화에 따라 핵심이익을 변화
하는 전략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해오고 있다. 전략환경의 변화를 기초로
국가이익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해양전략 역시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중국은 전략환경 변화에 따라 해양을 국가이익으로 본격 인식하
기 시작했다.134)

133) 양갑용 박사 집필
134) 해양이익, 해양가치, 해양권익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海洋国家利益. Retrieved from
http://www.cinnet.cn/zh-hans/xsjl/hhkp/kpzsc/145-hai-yang-guo-jia-li-yi.htm (검색일,
20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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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통적인 국가이익은 주권, 영토보전, 안전 등이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이익 요소들이 중국을 둘러싼 전략환경 변화에 따라 핵심이익
으로 포장되어 더욱 중시되고 있다. 즉, 기존 이익 개념에서 국가안보, 발
전이익 등 새로운 이익을 추가하면서 자신의 현 역량에 대한 개선의 욕구
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135)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2021년 9월 6일 개최
된 「시진핑외교사상학습강요(习近平外交思想学习纲要)」 출판좌담회 연
설에서 “투쟁정신을 충분히 발양하고,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진
일보하게 잘 수호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발전이익이 국가 주권과 안보와
동일하게 중시하는 이익 개념임을 재확인해주었다.136)
이러한 발전이익이라는 이익 개념의 진화는 대외적으로 발전이익 수
호를 위한 해양의 역할을 중시하게 되고, 그 결과가 바로 해양력 증진 혹
은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해양강국건설이 국가이익 차원에서 중점
논의되기 시작했다. 시진핑 주석 역시 2021년 7월 11일 중국 항해일을
맞아 “해양강국건설, 나는 줄곧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표현
으로 해양강국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해양강국건설이 바로 중
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도 언급했다. 즉, 중국은
해양강국이며 광범위한 해양전략 이익을 가지고 있는바, 향후 해양강국
건설에 새로운 성취를 이뤄나갈 것을 분명하게 전략방향으로 제시했다.137)
물론 이러한 중국의 해양력 강화는 역내 국가와 미국 등 서방국가에

135) 중국의 해양력 강화 목표로서 국익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의 변화 및 이에 대한 다양한 이익 요소인 주권,
영토보전, 국가안보, 발전이익 등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이진성·이희정 역(2021)을 참조.
136) 王毅: 起学习贯彻习近平外交思想新高潮, 不断开创新时代中国特色大国外交新局面. Retrieved from
https://mp.weixin.qq.com/s/4h_LvEyX3ju0FupNZzmaFg (검색일, 2021.9.7).
137) 建设海洋强国,共创航运新未来. Retrieved from http://m.news.cctv.com/2021/07/10/ARTIo1nJKy
MtYhqG7IsCD6RY210710.shtml (검색일, 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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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현행 질서의 변경 요인으로 인식되거나 그렇게 간주되고 있다. 이
러한 현상변경 세력으로 중국이 인식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미국 등 서
방국가와 역내 국가의 중국에 대한 강한 억제 행위를 유발하고 있다. 중
국의 해양력 강화 움직임이 중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역내 긴장을 촉발시
키는 요인으로 점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와 주변국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신의 해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발전 과정에
서 해양에서의 전략적 이익이 국가 발전이익을 수호하는 중요한 요소라
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운명공동체와 마찬가지로 해양
관련해서도 ‘해양운명공동체(海洋命运共同体)’, ‘과기흥해(科技兴海)’의 새
로운 워딩(wording)이 표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138)
지난 2월 중국은 ‘중국 해경법’을 개정하여 해양권 주장을 한층 강화
하고, 회색지대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양안전관리 명분을 내세
워 지난 1983년 제정 이후 시행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을 재개정하
여 해상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139) 여기서 주
목할 지점은 바로 해당 법규의 적용 범위를 ‘연안’에서 ‘관할해역’으로 확
대했다는 점이다. 즉, 중국이 자국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구단선, 오키나
와 수역, 이어도 수역 등 현재 분쟁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역을 중국
의 관련 법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는 당연히 주권과 영토수호 측면에
서 대립, 갈등하는 동남아, 일본, 한국 등과 마찰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138)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2021년 6월 9일에 가진 뉴스 브리핑에서 칭다오에서 개최된 유엔의 해
양과학 지속가능 발전 촉진 10주년 포럼에서 ‘해양운명공동체’, ‘과기흥해’ 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참고. 2021年6月9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Retrieved from http://cr.china
-embassy.org/chn/fyrth/t1882538.htm (검색일, 2021.8.30).
139)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은 ⅰ) 선사의 안전관리 및 오염예방, ⅱ) 선박보안, ⅲ) 선원의 근로안전과 건강
보호, ⅳ) 선원 관련 해외 비상시태 경보·대응, ⅴ) 해상교통자원 관리·개발·이용·영해 입출항 외국 선박
의 보고의무, ⅵ) 해상 페리 안전관리 등 제도를 추가한 것이다(김석균, 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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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과 갈등과 대립을 불사하면서도 자국 법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해양에서 오는 전략적 이익을 주목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해경법’이나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제정으로 외국
선박에 대한 강제 도선과 검색, 특정 외국 선박에 대한 사전 통보 의무
등도 법제화했다.140) 이는 분명 ‘항행의 자유’라는 해양 운행에 관한 국
제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물론 국제법에도 외국 선박, 위해물질 선
적 등 예외적으로 강제 도선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해통항 하는 외
국 선박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협약」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
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항행’이 유엔이 정한 국제법 정신이기 때
문이다. 중국 영해에서 무해통항 위반 시 퇴거조치한다는 유엔해양법과
달리 중국은 “관련법과 행정규칙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주권 침해적 요소를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141) 이
역시 해양력 증강을 위한 해양전략 강화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
할 수 있다.

2) 중국의 해양과 해양전략
그럼 중국은 왜 해양과 해양전략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가? 그것은 바
로 중국 주변 안보의 최대 위협이 바로 해양에서 온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는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중국이 중시하는 이른바 핵심이익에 주권, 영

140) 中国《海上交通安全法》生效南海情势或更紧张? Retrieved from https://www.dw.com/zh/%E4%B8%AD
%E5%9B%BD%E6%B5%B7%E4%B8%8A%E4%BA%A4%E9%80%9A%E5%AE%89%E5%85%A8%E6%B3
%95%E7%94%9F%E6%95%88%E5%8D%97%E6%B5%B7%E6%83%85%E5%8A%BF%E6%88%96%E6%
9B%B4%E7%B4%A7%E5%BC%A0/a-59054561 (검색일, 2021.8.30).
141) 中国が改正海上交通安全法施行尖閣での緊張懸念. Retrieved from https://www.sankei.com/article/
20210901-W7YW6TF7PJM43FCOWXH62OA6HM/ (검색일, 20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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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와 함께 발전이익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즉, 발전이익을 보장하고 수
호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에너지, 연료, 자원, 상
품 등의 안전한 보호 그리고 수송로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발전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다.142)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발전은 내수와 함께 국제 무역이 중요한 발전과 성장의 핵심 동력
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외부로부터 들고나는 자원과 상품에 대한
안전한 수송로의 확보는 일차적인 국가사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조치가 바로 해양에 대한 관심 증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
제무역 환경의 변화는 중국이 해양권익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환
경을 조성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나날이 증가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다.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국면은 팍스 차이메리카(Pax Chimerica)의 종언을 의미
한다(이희옥·하남석, 2021: 15-43). 아직 미중패권전쟁으로 발전하기는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
지만 전략 차원에서 보면 일말의 가능성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런 점에
서 중국의 해양권익 강화를 위한 해양전략 증대 욕구는 필연적이다. 시진
핑 주석은 2018년 6월 칭다오에서 열린 상하이협력조직(SCO) 정상회의
이후 칭다오 해양과학기술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강국건설, 나는
줄곧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해양경제발전, 해양과학연구는 강국
전략을 추동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반드시 잘해야 한다”라고 해양과

142) 중국은 이를 해상무역의 생명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가 중국 해상무역의 생명선이라는 언
급은 2021년 7월 12일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으로 확인되었다. 2021年7月12日外交部发言人
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Retrieved from https://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
89/t1891432.shtml (검색일, 20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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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전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143)
한편, 이러한 해양권익 관련 중국의 움직임은 이를 주권 문제로 인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경한 입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예컨대,
2016년 7월에 발표된 남중국해 관련 중국의 정부 성명 역시 해상권익을
영토주권과 동일시하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었다.144) 즉, 중국은 해양
전략, 해양력, 해양권익 수호를 모두 주권 확보 또는 주권 수호 차원에서
인식하고 접근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여러 차례 국가 공식 발언을 통해서
해양을 주권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
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12일 자오리젠(赵立坚) 외교부 대변인은 남
중국해 중재재판소 판결 5주년 관련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위협
과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남중해 주권과 권익이라는 용
어를 들어서 반박했다. 즉,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주권과 권익은 장기
역사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충분한 역사적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고 재차 주장했다.145)
이처럼 중국은 해양전략을 주권 문제와 역사문제로 인식하고 발전이
익 차원에서 반드시 수호해야하는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매우 강경하면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해양력
강화는 여전히 주권국가 기반 민족국가의 인식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
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규정한 유엔해양법 등 국제법적 인식 공유에서는

143) 习近平: 建设海洋强国, 我一直有这样一个信念. Retrieved from http://www.xinhuanet.com/politics/
2018-06/12/c_1122975977.htm (검색일, 2021.8.20).
144) 中华人民共和国政府关于在南海的领土主权和海洋权益的声明. Retrieved from http://world.people.
com.cn/n1/2016/0712/c1002-28548370.html (검색일, 2021.8.31).
145) 2021年7月12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Retrieved from https://www.fmprc.gov.cn/web
/wjdt_674879/fyrbt_674889/t1891432.shtml (검색일, 20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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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약한 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자
국의 해양에 대한 주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양법에 대한 완전한
폐기 내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
변인은 앞서 소개한 기자 브리핑에서 「협약」은 중국이 체결 당사국으로
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규칙기반 질서’
운운하면서 이중 잣대(雙中標準)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146)
중국은 「협약」 참가 당사국으로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국에 유리한 법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전을 동시에 진행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 해양법과 중국 국내법이 모순적이지 않다
는 주장을 확산하고 있다(金永明, 2018: 32-45).

3) 중국 해양전략의 변화
앞서 언급한대로 발전이익이 중국 핵심이익의 주요 요소가 되면서 해
양의 중요성이 날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국가 핵심 정책으로서 해양정
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함께 증가했다. 즉, 해양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서 해양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및 해양관리 등 해양정책 전반에 대
한 주목도와 우선순위가 높아졌다. 그러나 해양권익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제도적인 차원에
서 해양사무를 담당할 국가해양국의 설립은 2008년에 이루어졌다. 그리
고 중국의 해양전략을 구체화하는 조치로서 「국가해양사업발전규획강요
(国家海洋事业发展规划纲要)」도 만들었다. 해당 「강요」는 해양 관련 문

146) 2021年7月12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Retrieved from https://www.fmprc.gov.cn/
web/wjdt_674879/fyrbt_674889/t1891432.shtml (검색일, 20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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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가의 근본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기초하
여 중국의 향후 해양전략에 대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147)
「강요」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공포한 해양 관
련 종합계획이다. 해양사업의 전면적·협조적·지속적 발전을 촉진하고 해
양강국건설을 위한 지도성 지침의 성격을 갖고 있다. 「강요」는 국가해양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서 국가해양권익수호, 국가안전보장,
해양종합관리 등 해양자원의 개발에 대한 규범화이며 해양사업의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한 보장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강요」에서 제시한 해양
사업발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양사업 관련 일을 통일적으
로 계획 총괄하고 해양종합관리를 실현하다. 둘째, 권익우선원칙에 따라
안전하게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 셋째, 지속적인 발전원칙을 견지하고 자
연환경의 보호를 강화한다. 넷째, 지도와 봉사를 견지하고 해양경제발전
을 촉진한다. 다섯째, 해양과학기술의 자율혁신 능력을 강화하여 해양사
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보장한다. 이처럼 「강요」는 중국이 해양을
본격적으로 사업 영역으로 이끌고 들어간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
양전략에 대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해양전략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 이후 중국은 해양강국을 선포하고 해
양전략을 본격화했다. 해양강국전략이 시진핑 시기 더욱 중시되고 있지
만 그 출발은 후진타오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후진타오는 2012년 18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해양강국건설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그리고 해양
강국건설 전략으로서 해양자원에 대한 개발능력 향상, 해양경제의 발전,
해양 생태환경의 보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권익수호를 전략과제로

147) 国务院批准并印发《国家海洋事业发展规划纲要》. Retrieved from http://www.gov.cn/gzdt/2008-02/
22/content_897673.htm (검색일, 20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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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했다. 후진타오 시각에 따르면 해양강국은 해양의 개발과 이용, 보호
와 관리에서 국가의 종합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특히 해양권익 수호는
원양으로 나아가는 대양(大洋)을 지향하는 해양전략을 내포하는 매우 정
치적·전략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바다로 나가려는 해양 의
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대양해군 개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정치군사적인 확장 가능성 사고를 촉발한다고 말할 수 있다(増田
雅之, 2014: 65-6).

그러나 후진타오의 해양강국이나 해양전략 관련 원칙의 제시가 18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 새로 최고 권
력자로 취임한 시진핑 주석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
은 선대의 유산을 물려받아 해양강국건설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종합적
인 해양전략 구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신시대를 표방한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새로운 아젠다를
통해서 정치 일신을 도모하려는 의지와 함께 선대의 과제를 수용해야 한
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시진핑 정부는
이를 중국의 꿈 실현으로 현실화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해
양강국건설이 폐기되거나 소거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보면 후진타오의 해양강국건설이라는 유산과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
는 시진핑의 전략 방향이 핵심이익 수호로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Gunness, 2021: 13).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권 개념과 영토 개념이 통합되고, 해양 전
략과 국가발전전략 및 발전이익이 결합되면서 해양강국건설을 위한 해양
전략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건설의
길에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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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를 수립하는 일이 중요한 과
제가 되었다. 그 사례가 바로 국가해양국의 기능 강화와 해경국(海警局)
의 신설이다. 2013년 3월 전국인대에서는 국무원 기구개편이 있었
다.148) 또 당중앙에서도 관련 제도정비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가 바로 국
가해양국의 기능강화라고 할 수 있다.149) 그리고 해양권익수호를 위해서
해양에서 법집행을 담당하는 중국해경국이 출범하게 되었다.150) 해경국
은 농업부, 공안부, 교통운수부 등 여러 부문과 조직에 산재해 있던 해양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해상관리와 해양 법집행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 조치이다.
독자기구로서 중국 해경국 출범의 계기는 해감(海监), 어정(渔政), 해경
(海警), 해관(海関), 해순(海巡) 등으로 산재해 있던 해양관리와 통제 관련
조직을 해양권익수호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151) 예를 들어 해감은 국가해양국에 설치되었지만 사실상 중국 해군
의 관리·통제를 받았으며, 어정은 불법어로 단속이 주된 임무였다. 한편
해양이익에 대한 관리·통제가 주된 임무였던 해경, 밀무역을 단속하면서
해양질서를 유지하던 해관 등 해양권익에 기초한 해양전략을 투사하면서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 감독한 기구의 필요성이 바로 2013년 중국해경국
출범이라는 제도 환경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해양국

148) 关于国务院机构改革和职能转变方案的说明. Retrieved from http://www.gov.cn/2013lh/content_
2350848.htm (검색일, 2021.8.30).
149)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国家海洋局主要职责内设机构和人员编制规定的通知. Retrieved from http://www.
gov.cn/zwgk/2013-07/09/content_2443023.htm (검색일, 2021.8.31).
150) 重组后的国家海洋局挂牌中国海警局同时挂牌. Retrieved from http://www.gov.cn/jrzg/2013-07/22/
content_2452257.htm (검색일, 2021.8.31).
151) ‘国家海洋局’和‘中国海警局’正式挂牌. Retrieved from http://www.zgsyb.com/news.html?aid=24
4166 (검색일, 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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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정비는 중국의 대국 해양발전이라는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기 위
한 법과 제도의 정비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이 해양에서 광범위한
전략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강국’이라는 전략목표를
구체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정비 차원에서 해양사무를 전담하
는 기구개편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152)
다른 한편 중국의 해양전략 관련 해경국의 발족은 「협약」과도 관련 있
다. 1994년 「협약」이 발표되면서 중국도 「협약」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즉, 1994년 「협약」이 발표되면서 「협약」 비준국은
200해리 수역에 대한 연안국 주권적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 중국 입장
에서는 중국이 관리해야 하는 해양 범위가 12해리에서 200해리로 확대
되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변화된 새로운 전략 환경에 맞게 국내 법규
와 제도를 정비하여 새로운 전략 환경에 나서야 했다. 그 결과가 바로 제
도개선과 관련 법규정비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해양 영
유권을 둘러싼 국가 간 각축적인 치열해지면서 해양경계획정 문제 등 여
러 문제들이 돌출하면서 이를 주동적으로 담당할 제도적 준비 결과가 바
로 중국해경국의 출현이었다. 즉, 변화하는 국제 해양환경변화에 주동적
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투사되는 전략 대응이 바로 기구개편
으로 이어진 것이다.

4) 중국 해양전략 내용 및 특징
중국 해양전략은 기본적으로 해양강국건설이라는 국가목표에 맞춰져

152) 国家海洋局: 抓住走向海洋的战略机遇. Retrieved from http://www.anhuinews.com/zhuyeguanli/
system/2013/07/11/005847830.shtml (검색일, 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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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육지와 해양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국력 증진 차원에서 해양전
략 역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육지전략과 해양전략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육지전략과 해양
전략이 별개로 존재할 수 없고, 해양전략 역시 국가발전, 주권과 영토수
호라는 종합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刘中民, 2013: 74-83).
또한, 중국이 처한 지정학적 차원에서 중국의 해양전략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중심에 바로 남중국해가 존재한다. 중국은 남중국해
를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근해(近海), 연안(沿岸), 원양(遠洋)으로
이어지는 전략 반경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자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가 바로 역사적·지리적으로 남중국해는 중
국의 내해(內海)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중국의 해양전략은 반드시 남중국
해를 중심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바로 남중국해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영향력에서 중국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이는 해양강국건설 과정에서 미국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사실상 귀결된다. 내해라고 하는 이상 미국과 충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명시적으로 남중국해를 내해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실상
내해 개념을 통해서 중국은 육지와 연접해 있는 바다를 사실상 내해 개념
으로 인식하고 관리,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내해 개념은 1958년
9월에 발표된 중국 정부 영해(領海) 성명에 등장한다.153) 당시 발표된 중국

153) 中华人民共和国政府关于领海的声明. Retrieved from http://www.thesouthchinasea.org.cn/201606/28/c_54497.htm (검색일, 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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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해에 관한 성명의 내용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중국
정부의 영해 성명은 네 가지 내용이 핵심이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 폭은 12해리라는 규정이다. 그리고 이
규정은 중국과 그 연해를 포함하는 모든 섬에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그리
고 그 포괄 범위를 타이완까지 포함시켰다. 아울러 펑후열도(澎湖列岛)를
포함하여 동사군도(东沙群岛), 서사군도(西沙群岛), 중사군도(中沙群岛),
남사군도(南沙群岛) 모두를 포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 적용한다고
명확히 했다. 남사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가 사실상 중국의 영토인 동시
에 내해라는 의미이다. 이는 중국에게는 당연히 이 지역, 이 해역이 중국
의 배타적 관리권과 관할권 행사 범위에 속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전거(典據)의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은 1958년 정부 성
명의 영해 규정이 21세기 2021년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맥락에서
남중국해를 보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 해양법으로 그 범주
가 변했지만 중국은 그 맥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으로 남중국해 문
제를 다루고 있다.
둘째, 1958년 정부 성명은 중국 대륙과 그 연해 도서의 영해는 대륙
연안과 연안 외연을 잇는 섬의 각 기점 사이의 직선을 기선(基线)으로 하
며, 기선에서 바깥쪽으로 12해리 뻗은 수역은 중국의 영해라고 규정했
다. 이에 따르면 기선 이내에 존재하는 보하이만(渤海湾), 츙저우해협(琼
州海峡)은 모두 내해에 속한다. 물론 지금도 이 시각은 변하지 않고 있다.

기선 내에 존재하는 섬인 둥인도(东引岛), 가오덩도(高登岛), 마주열도(马
祖列岛), 바이취안열도(白犬列岛), 우웨도(乌岳岛), 대소 진먼도(大小金门岛),

다단도(大担岛), 얼단도(二担岛), 둥딩도(东碇岛) 역시 내해에 속한다.
셋째, 모든 외국 항공기와 군용 선박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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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중국의 영해와 영해 상공에 진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떠한 외국 선박도 중국 영해에서 항행할 때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
국 정부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지금도 벌
어지고 있는 ‘항행의 자유’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의 대립 역시 중국 정부
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운행이 가능하다는 과거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 역시 1958년 정부 성명의 지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중국
의 전략구상에서 지속의 측면을 매우 중시하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벌이고 있는 해양전략 관련 중국의 움
직임이 미래 새로운 행동이나 행위의 근거가 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 때
문이다.
넷째, 첫째와 둘째 규정의 원칙은 동일하게 타이완과 그 주변 도서에
적용되며, 펑후열도, 동사군도, 서사군도, 남사군도 및 기타 중국의 도서
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중국해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중
국에 속한다는 관행의 지속 측면을 역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타이완과 펑후열도 등에 대해서는 중국이 현재 주권을 직
접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58년 정부성명은 비록 타이완, 펑후
열도 등 중국의 힘이 직접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규정상으로는 중국의 영
토에 해당하며 중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내
용을 정부 성명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성명에서 적절한
시기에 이들 지역을 탈환할 권한을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지고 있다고 성
명에 명시하여 역사적 당위성과 필연성을 공고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 남중국해는 내해로서 중국의 배타적 지배권이
행사되어야 마땅한 곳이라는 인식이 매우 보편적이다. 그러나 타이완이
나 펑후열도와 달리 남중국해는 중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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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실효적 지배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성명이라는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에서 중국은 중국의 내해라는 입장으로 인공
섬 조성 등 영토 주권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거칠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나 이러한 중국의 일방적인 움직임은 역내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고, 그 반발의 이면에는 미국의 인태전략에 따른 대중국 억제와
봉쇄가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해양전략에 따른 갈등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전거(典據)를
근거로 현재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팽창적 해양전략의
투사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의 해양전략은 역사적이며 지리적인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역사적 맥락에 입각한 영토주권을 주장하고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58년의 영해에 관한 정부 성명이 21세기 현재 남중국해 문제를
끌고 가는 역사적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만들어가는 중국의 미래전략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시점에서 미래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유용성과 유연성이 높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국 관점에서 중국의 전략 방향을 얘기하
는 것일 뿐, 국제사회와 공영과 공존을 지향하는 차원에서는 중국의 전략
변화가 공세적이고 위협적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해양전략이 중국 국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설계된 사회
주의 강국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이 투사하는 지
역에서 일고 있는 전략경쟁의 파장은 중국의 의도를 의심케 할 정도로 인
화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해양전략이 갖는 이러한 의구심과 위협
요소를 중국 스스로 제거하지 못하면 중국의 전략은 계속 공세적이고 도
전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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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해양을 둘러싼 전략경쟁에서 패권경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2. 미중 해양패권전략
1) 중국의 대미전략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전략경쟁을 하지 않으려는 비대항 전략을
갖고 있다. 종합국력을 포함하여 객관적인 능력이 미국에 비교되지 않는
아직은 열악한 수준에 있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경쟁과
대립보다는 가능하면 협력을 강조하고 대결이나 대립을 원치 않는 입장
이다.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신형대국관계, 신형국제관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 집
권 초기 미국과 관계에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바로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는다(不冲突, 不对抗)’는 6자 방침이다. 이는 ‘입장 차를 남기
고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이견이 있는 부분까지 공감대를 확대
하는(求同存异, 去同化异)’ 원칙으로서 대결보다는 협력, 경쟁보다는 타
협과 양보를 전제로 하는 전략적 스탠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저에는
개혁개방 이후 미중관계가 기본적으로 ‘키신저 질서(Kissinger order)’
에 기반을 두고 있다. 키신저 질서의 기본 전제가 바로 양국 간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공동인식 때문이다(강수정, 2021: 181-2).
이러한 기조에서 중국은 미국을 대하고 있다.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2013년 6월 미국 방문에서 제시했던 중국과 미국 간 신형대국관계에 대
해서 중국의 분명한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다. 이러한 입장의 기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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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력,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함께 미국과 함께 공존의 길을 모
색한다는 거시적인 전략 방향이 들어가 있었다. 물론 이후 신형대국관계
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반영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차 당대회 이후 신형국제관계로 전략 방향이 전환되었지만 그
근본적 기조인 미국과 공존을 통한 대립과 갈등이 없는 협력과 소통의 관
계 원칙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에 제
시한 신형대국관계 관련 새로운 양국 관계 설정을 위한 중국의 시각은 여
전히 지금도 유효하다. 2014년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건넸던 새로운 중미관계의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154)
첫째, 고위층 소통과 왕래를 강화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한다.
정상 간 상시적 소통뿐만 아니라 당시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미중전략
경제대화, 인문교류 고위급 협의 등 메커니즘적 대화의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5차 미중무역공동위원회 공동 개최도 상호 소통의 일환으
로 언급했었다.
둘째, 시진핑 주석은 상호 존중 위에서 양국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언
급했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 존중이라는 것이 바로 중국이 강조하는 핵심
이익으로서 주권과 영토 보전뿐만 아니라 각자 선택한 정치제도와 발전
경로를 의미한다. 이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 등 서
방이 자신의 의지와 모델을 상대국에 강요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언
급했고, 이러한 상호 존중이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중요
한 전제임을 부연했다. 즉, 상호 제도에 대한 존중과 함께 이익을 건드려

154) 习近平: 把不冲突不对抗,相互尊重,合作共赢的原则落到实处. Retrieved from https://world.huanqiu.
com/article/9CaKrnJFOKa (검색일, 20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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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양국 관계를 순항할 수 없다는 일종의 레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
이할 수 있다. 당연히 여기에서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해양에서의 국가이
익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분야별 교류와 협력의 심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상호 협력 심화
필요성의 전제는 시진핑 주석의 언급대로 양국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공
동이익과 견고한 협력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 틀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인 경제권
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미국와 함께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무역을 함께 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는 전략적 사고가 깔려 있다. 예를 들어, 경제,
군사, 반테러, 법집행, 에너지, 위생과 보건, 인프라 등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실무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는 것이 양국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시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정부, 의회, 지방, 싱크탱크, 언론, 청년 등 각계각층의 교류 심화가 필요
하다는 것이 중국 입장이다. 이 역시 미국과 관계에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협력과 소통이 중국 국익 증진에 유리하다는 이익 관점이 녹아들어가 있다.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양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역시 이러한 이익 중심 사
고가 스며들어 있다. 이를 중국은 주권이나 영토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넷째, 시진핑 주석은 또한 양국 간 발생하는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민감
한 문제들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방식으로 통제·관리해야 한다는 위기관
리 공동협력 의사도 피력했다. 미중 간에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존재하다
고 보고, 대화를 통해서 민감한 문제를 해결할 것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물론 여기에도 핵심이익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 말아야 하
고, 이는 해양전략을 둘러싼 남중국해 갈등도 포괄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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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한 해양 관련 이익이 이미 중국에게는 핵심이
익의 범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시진핑 주석은 아태 지역에서 포용적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오바마 시기 ‘아시아로의 회귀’를 제기한 미국에 맞서 중국도 아시
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시진핑 주석은 회의 전후하여 여러 차례 “넓은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 양국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크다”라는 말을 강조한 적이 있
다. 특히, 아태 지역을 공식 거론한 점은 이 지역에서 향후 미국과 중국
의 갈등과 대립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결국 트럼프 집권 시기 미국의 아태전략으로 본격화되었으며 심
지어 바이든 집권기에도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여섯째,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협력의 필요성과 당
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과 세계의 도전에 맞서서 중국은 미국
과 협력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 가능하면 미국과 직접 대립을 회피하
는 우회전략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이날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 협력 가능한 분야로 언급한, 이란 핵문제, 북핵 문제, 아프가니스
탄 지역 이슈 문제를 직업 거론했다. 아울러 반테러, 기후변화, 전염병방
지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소통, 조정,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계평화
와 인류발전에 미국과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했다. 이러한 중국의
인식으로 볼 때 중국은 가능하면 미국과 직접 대결을 피하고 대항하지 않
고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미국과 전략 경쟁을 염두에 두고 우회 공간이나
완충 공간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대미전략 방향에 기초해서 중국의 해양전략 역시 가능한 범위
에서 미국과 직접 충돌을 피하는 회피전략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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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 해도 남중국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미국
도 인태전략에 대한 구상을 직접 전략으로 입안하던 시기가 아니었다. 그
러나 트럼프, 바이든 집권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본격적으로 인태전략
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중국의 대미 전략은 충
돌이나 대항을 회피하는 수세적인 전략에서 한층 공세적인 전략으로 바
뀌어 갔으며, 특히 남중국해를 둘러싼 해양전략이 대미전략의 중요한 요
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비
록 미국이 이 사안에 개입하고 있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관련 아세안 여러
국가들과 「남중국해 각 당자자 행동선언(南海各方行为宣言)」, 「남중국해
행동준칙(南海行为准则)」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중국의 미국 ‘제3자화’ 전략
이러한 중국의 아세안과 협력 강조는 이 지역과 이 지역의 문제는 역
사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중국과 아세안 관련 국가들의 공동 문제라
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은 역외 국가라는 인식
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역외 국가로서 당
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역내 국가들의 평화와 안정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미국의 ‘제3자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즉, 중
국은 미국에 대해서 남중국해 관련하여 국제법을 남용하지 말고, 잘못된
길로 점점 더 멀리 나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155) 이처럼 미국을 우

155) 2021年7月12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Retrieved from https://www.fmprc.gov.cn/
web/wjdt_674879/fyrbt_674889/t1891432.shtml (검색일, 20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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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하는 전략에서 미국과 맞서는 전략으로 중국의 전략 방향이 변화하면
서 미국과 중국의 직접 대결이 벌어지는 해양이 바로 남중국해로 좁혀지
고 있다. 여기에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의도적으로 분
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미국 책임론을 줄곧 견지하고 있다. 자오리젠 외교
부 대변인은 2021년 7월 12일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미국의 무책임과
의도적인 분쟁 조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미국이 의도적
으로 남중국해 문제의 역사적 경위, 객관적 사실, 국제법 위반과 왜곡, 남
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오랜 공식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문
제의 근원을 미국으로 돌렸다. 아울러 미국이 역내 분쟁을 조장하고 역내
국가 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러
한 잘못된 행동에 강한 불만과 함께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
러면서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
의 공식 입장을 표출했다. 본격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남중국해를 두고 전
략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과 권익은 오랜 역사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실효
적 지배 또는 점유는 역사적 근거와 법리적 근거가 충분하며 중국 역대
정부를 이를 잘 지켜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과 주장은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중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는 없었다는 게 중국의 기본 인식이다. 지금
남중국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중국이 아닌 미국의 개입이라는 시각
을 중국은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내에서 미국을 밀어내기 위한 이
른바 ‘제3자화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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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도 미국의 개입으로 이 문제가 양자 간
문제로 고착되는 것이 전략적으로 나쁜 경우의 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기
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해양권익의
국제법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미국의 말하는데 이는 완전히 사실에 부합
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둘째, 남중국해 중재재판소의 중재안은 ‘국가 동의’라는 원칙에 위배
된다는 것이 중국의 기본 입장이자 인식이다. 자오리젠 대변인도 이 부분
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즉, 중재재판소는 월권으로 심리하
고, 불법으로 재판했으며,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
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중재재판소 결정은 「협약」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결정은 불법적이고 무효이며 휴지 조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
다. 그래서 중국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재안에 참여하지도 않으
며 이 판결을 받아들이거나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주권과 권익은 추호도 이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중국도 이에 기초한 어떠한 주장이나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
는다는 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이러한 인식의 기제에는 판결 배후에 미국
이 있다는 게 중국의 기본 시각이다. 그러므로 남중국해 중재안은 정치
날조극이고 미국이 날조극의 장본인이자 배후라는 것이다. 그리고 중재
재판소 결정은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시도이고 이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불법적인 중재안
결정 5주년에 즈음하여 미국이 또다시 남중국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은 그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보고, 이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본격적으로 힘겨루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일종의 과시로 읽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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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국과 경쟁, 대립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중국
은 우호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
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역내 국가들과 함께 이 문제
를 풀어가겠다는 미국에 대한 이른바 ‘제3자화 전략’이 본격화됨을 의미
한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 관련하여 남중국해 주변 국가를 평등하게 대
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주권과 권익 수호를 위해서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고 말한다. 이와 반대로 미국은 대규모 선진 함대를 남중국해에 파견하여
군사정찰, 군사훈련, 중국 영해에 불법적으로 진입하고 암초 인근 해역까
지 불법 진입하고 있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은 2000여 차례 영공 근접 정찰을 했고,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해상 훈련은 20여 회가 넘는다고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면서 오히려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더욱 미국
을 연루시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냉전 색채가 짚은
양자 군사협정을 남용하여 중국에 대한 무역 사용을 위협하고 노골적인
강권 논리와 패권행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
다. 누가 남중국해에서 ‘협박과 위협’을 하고, 누가 ‘항행의 자유와 안전
을 위협하는가’라며 역내 국가에서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국가가 바로 미
국이라는 ‘낙인찍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국제 법치의 확고한 수호자이며 실천자라는 인식이다.
이는 역내 국가를 중국 주변으로 묶어내기 위한 일종의 살라미 전술로 읽
힌다. 중국은 「협약」의 창립 당사국으로서 시종 정확한 이해를 견지하고,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하고 있으며, 실제 행동으로 「협약」의 권위와 완
정성(完整性)을 수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은 걸핏하면 국제
법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말로는 「협약」을 말하고, 빈번하게 「협약」을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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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데 중국은 말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협약」에 가입하라고 촉구하
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말할 때마다 ‘규칙 기반 질서’ 견지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자문 의견, 유엔대회 결의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대해서 부합하
면 쓰고 부합하지 않으면 폐기하는데 이러한 실용주의, 이기주의와 이중
표준의 접근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남김없이 폭로되고 있다고 비난했
다. 이러한 미국 비판은 중국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여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국과 갈등에서 중국이 유엔 협력 당사국으로서 도
덕적 위를 확보하여 역내 국가들과 함께 미국을 ‘제3자화’하는 전략적 움
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중국은 남중국해를 세계에서 가장 번거롭고 분주한 해상 통로
가운데 하나로 위치 지우고, 중국 해상무역의 생명선이라는 입장을 견지
하고 있다. 이는 해상교통로 사수가 사활적 이익이라는 핵심이익 차원의
인식의 발로이다. 핵심이익이기 때문에 물러서거나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적극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 세계 약 30%
의 화물무역이 남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매년 상선 약 10만 여척이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는 요충지이며 생명선이라는 인식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표출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을 포함하여 역내 국가들의 노력으
로 그동안 남중국해의 원활한 교통안전을 유지해왔고 어떤 선박도 남중
국해에서 운행이 막히거나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서
이 문제에 관한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은 정상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고, 미국은 그래서 개입하지 말라는 일종의 자기 주장 논리이다.
여섯째, 남중국해는 역내 국가들의 공동의 보금자리(家園)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정학 정치 이익을 도모하는 사냥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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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입장이다. 자오리젠은 이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미국은 적어도 남중국해에서는 역내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
이다. 그동안 중국과 남중국해 당사국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모순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왔으며 끊임없이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왔다
는 점을 강조했다. 그 예로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각 당사자 행위선
언(南海各方行为宣言)」156)을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남중국
해 행위준칙(南海行为准则」”157) 협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등 역외 국가들은 직접 개
입하지 말고 역내 국가들의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한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국제법 남용 중지, 무력사용 중지, 무
력위협 중지 등을 존중하고, 남중국해 도발 중지를 촉구하고, 유엔 헌장
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법으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주권과 권익을 존
중하며 멀리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중국은
법에 의거하여 자신의 주권, 권익, 안보를 수호하고, 역내 국가들과 우호
협력을 확고히 수호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
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문제는 남중국해 역내 국가들이 해결할테니
미국 등 역외 국가들은 개입하지 말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156) 「남중국해 각 당사국 행위선언(南海各方行为宣言)」은 2002년 11월 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된 중
국과 아세아 정상회의 기간 중국 주룽지 총리와 아세안 정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과 아세안 외교장
관과 관련 책임자들이 함께 서명한 선언이다. 「선언」은 중국과 아세안간 선린상호신뢰의 동반자관계를
통해서 공동으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과 아세안의 남중국해 문제
관련한 일종의 정치적 기대를 담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선언」 내용에 대해서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관련 내용 참고. 《南海各方行为宣言》. Retrieved from https://www.fmprc.gov.cn/web/wjb_673085/
zzjg_673183/yzs_673193/dqzz_673197/nanhai_673325/t848051.shtml (검색일, 2021.8.25).
157) 남중국해 행위준칙(南海行为准则)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张琪悦, 20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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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대로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키
신저 질서’에 기초한 대외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신형대국관계, 신형국제관계로 전략을 유연하게 펼치
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이익의 범위
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핵심이익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타협이나 양
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여섯 가지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공
식 입장은 미국이 외부 세력으로서 역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일종의
미국의 ‘제3국화’ 전략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해서 중국의
해양전략은 적어도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는 ‘핵심이익’을 수호하는 최
전선인 동시에 미국과 경쟁하는 핫 이슈 지역이라는 점에서 역내 국가와
협력 그리고 미국이 개입을 차단하는 이른바 미국을 향한 ‘제3화 전략’이
병행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미국의 대중전략
미국의 대중전략 핵심은 ‘아시아로의 회귀’로부터 ‘인태전략’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인태전략’의 출현은 트럼프 시기가 아니라 오바
마 시기였다. 당시 국무장관이던 힐러리 클린턴은 “아태지역이 21세기
세계의 전략과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Foreign Policy에서 주장했
다.158) 힐러리 클린턴의 핵심 주장은 아태 지역에서 호주와 전략적 동맹
을 한층 강화하여 기존 태평양 지역에서 지리적 범주를 인도-태평양 지
역까지 확장하여 진정한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158)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Retrieved from https://foreignpolicy.com/2011/10/
11/americas-pacific-century/ (검색일, 20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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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지리적 공간의 확장은 커트 켐벨(Kurt M. Cambell)에 의해 인도양
과 태평양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확대되었으며, 트럼프 정부를 지나 바이
든 정부에 들어서 사실상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지리적 개념이 전략적 개념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중국의 부상,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과 결을 같이한
다. 예컨대 2018년 7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자유롭고 개방적인’이라는
두 단어를 추가하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 사
고가 이념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159) 그리고 2019년 6월 미국 국방
부는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발간하여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변
화시켰다(The Department of Defense, 2019). 「전략보고서」 핵심은 미
국이 ‘준비태세’ 갖출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즉, 평화유지와 효과적인
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의미이
다. 이를 기초로 지역 네트워크화를 촉진하여 중국에 대항하겠다는 본격
적인 군사, 국방 차원의 미중 전략경쟁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도출되는 개념이 바로 동맹, 파트너, 자유, 가치 등 단어들이
다. 이들 개념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자유와 민주 등 자유주의 가치에 기
반하고 군사적 동맹을 기초로 하는 파트너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
미이다. 아울러 아태 지역에서 범위를 확장하여 인도양과 태평양을 아우
르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그 세력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과 인도양 진출을 막아 중국의 해양 진출을 봉쇄하고 국제적

159)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비전’에 관한 폼페이오 국무장관 연설. Retrieved from https://kr.usembassy.
gov/ko/073018-secretary-pompeo-remarks-on-americas-indo-pacific-economic-vision-ko/
(검색일, 2021.8.30).

436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으로 고립시키겠다는 전략 다름 아니다. 미국의 이러한 대중국 봉쇄 내지
포위, 압박 전략으로의 전환 및 강화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 이른바 ‘키신
저 질서’로 지칭되던 협력과 소통의 미중관계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는 의
미이기도 하다. 그동안 미국의 대중전략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원하여
중산층의 성장을 통한 민주화로의 기대를 갖는 이른바 민주주의 방향성
의 근대화론에 입각한 관계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을 지원하여 발
전을 도모한다면 중산층이 성장하고 이들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토
양이 된다는 인식이었다. 일종의 대중국 관여(engagement) 정책이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의 대중국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중국 관여 정책은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먼저,
중국경제의 개방을 확대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더 많은 협력을 이끌기 위
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목적은 중국 내 소위 경제적 국제주의자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도 파생했다. 둘째,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
입시킴으로써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국제질서 안에서 중국은 순응시켜 국제
규범에 따르는 순응하는 중국을 기대했기 때문이다(강수정, 2020: 57-64).
여기에는 중국의 성장이 미국을 변화시킬만한 능력과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시각으로 중국을 봐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제규범에 익숙해지도록 하여 미국과 중국 양국이 초국가적
문제에서 협력하고 높은 수준의 호혜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기대가 있었
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미중 협력의 기대는 2015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아태지역
에서의 갈등과 협력: 전략적 순평가(Conflict and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A Strategic Net Assessment)」 보고서(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21.8.31), 2015년 하버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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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스쿨 벨퍼(Belfer) 센터의 「시진핑 시기 미중관계의 미래(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Under Xi Jinping)」 보고서160) 등에
서 나타난 것처럼 협력에 기초한 미중 상호의존과 경제 심화로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협력, 협업, 경쟁, 대립, 내파 등 다
섯 가지 미중관계 시나리오 가운데 협력과 협업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
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적 성장을 기반으로 군사 외교적으로 성장하면서
경제성장이 반드시 민주주의를 앞당긴다는 가치 지향의 방향으로 발전하
는데 부합하지 않는 성장과 부상이라는 생각이 미국 조야에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대중국 인식과 그에 따른 정책의 전환은 트럼프 집권으로 현실화
되었다. 2017년 12월 트럼프 정부는 「2017 국가안보전략(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보고서를 발표
했다(U.S. Embassy in Georgia, 2017.12.19). 해당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침식하기 위
해 미국의 힘, 영향력, 그리고 이익에 도전하고 있다”고 사실상의 적대적
관계임을 분명하게 적시했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중국을 33회 언급하
면서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가령,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
가주도형 경제모형을 확장하면서 자신의 이익에 맞게 지역질서를 재편하
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갈등을 관리하던 오바마 시기와는 확연히 다른 대중국 접근이다(김도희,
2017).

160) U.S.-China 21: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Under Xi Jinping. Retrieved from https://
asiasociety.org/policy-institute/us-china-21-future-us-china-relations-under-xi-jinping (검색일,
20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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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이자 강력한 경쟁자로 규정
했다. 이는 미중관계가 협력과 협업의 상호의존 관계라는 기존 인식을 완
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게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 등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라고 노골적으로 요
구했다. 이 때부터 미중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즉, 협력보다는 대립, 협업보다는 갈등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바이
든 집권기에는 블링컨 국무장관 말처럼 미중관계가 적대(대립), 협력, 경
쟁의 복합관계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선택적 대립과 선택적 협력을 강
조하고 있다(서울경제, 2021.3.18). 이는 지난 4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협력적 미중관계라는 결이 다른 패러다임의 도래를 의미한다. 미중 양국
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경쟁, 대립과 갈등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은 해양과 해양전략에서
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4) 미국의 인태전략과 새로운 관여
트럼프 시기 경제와 통상 문제로 촉발된 미중 갈등은 이제는 글로벌
가치사슬, 군사안보, 이데올로기와 가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
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이 경제, 통상 등 무역 문제에 국한
하지 않고 GVC, 민주주의와 가치 등 이념과 인식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장(戰場)의 확장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 전선이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인 동시에 역내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
벌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이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10월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은 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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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 연구소 연설에서 미중 경쟁을 경제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이데올로기,
군사 측면까지 확대해서 언급했다.161) 미국 정책당국자들이 중국에 대한
정책을 한층 더 강경하고 대결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6월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는 중국을 지역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바꾸어가면서 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
도 높게 비판했다. 즉, “중국은 지역패권을 추구하고 있고, 그 수단으로서
현대화된 군사력, 강압조치, 경제수단 등을 동원하여 기존에 작동하던 규
칙기반 지역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려 한다”라는 의구심을 본격
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제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 적
으로 간주되는 인식 전환이 미국 조야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자유롭고 열린(free and open)’ 인도-태평양 전략은 ‘항행의
자유’를 근거로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역내 경쟁을 촉발
하고 있다. 즉,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해양을 둘러싼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도-태평양 지역은 중국의 해상실크로드가 지나는
길목으로서 중국으로서는 해상수송로 확보라는 전략적 이익이 중대한 지
역으로서 중국식 표현에 의하면 ‘생명선’이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
특히 에너지가 지나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은 중국으로서는 사활
적 경제이익이 걸린 지역이고, 발전이익이 매우 중시되는 지역이다. 즉,
남중국해는 중국에게는 핵심 국가이익이 집결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지역을 주권 문제로 인식하고 남중국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161) Vice President Mike Pence's Remarks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China. Retrieved
from https://www.hudson.org/events/1610-vice-president-mike-pence-s-remarks-on-the
-administration-s-policy-towards-china102018 (검색일, 2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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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문제인 동시에 생명선이라는 의미이다. 저명한 정치학자인 정용년
(鄭永年)은 남중국해는 중국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일단 이곳에서 주도권
을 잃게 되면 중국의 해양에서의 지리적 이점을 잃게 되고, 중국이 내륙
국가로 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中国新闻周刊, 2011.12.8).
이는 반대로 미국에게는 이곳에서 사활적 이익이 걸린 중국을 역내 국
가들과 협력하여 포위할 수 있는 관여 정책의 유인이 작동하는 곳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미 호주와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적극 수용하면서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관여 범위를 넓히
는 전략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롭다’라는 개념은 기존
지정학적 공간에서 가치 개입적 공간의 확충을 의미한다. 즉, 인도-태평
양 국가들이 타국의 강압으로부터 자유롭고 열린 자세로 자신들의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당연히 개인의 자유 확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중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열린’이란 개념은 자유로운 항해가 가능하게 하는 항행의 자유를
의미한다. 즉,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배타적 영향력을 제어하고, 역내 국
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들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해로를 확보해
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정구연, 2020: 36-45). 이러한 ‘자유롭고’,
‘열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남중국해 역시 중국 못지않게 미국의 관여
정책이 투사되는 지역이고, 미국은 그러한 투사 의지를 가지고 이 지역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지역은 역사적으로 그리
고 지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국의 상대적 우위가 비교적 확실한
지역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남중국해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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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역내 국가들이 중국으로 경사되는 것을 막고, 중국의 역내 개입을
제어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비대칭 전력이
우세를 보이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은 역내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통해서
군사훈련, 대비태세 강화 등 직접 관여 정책과 함께 역내 네트워크 확대
라는 비군사적 관여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이곳에서 영향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즉, 남중국해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
면서 새로운 관여정책을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어하는데 미국의 전
략이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중국의 해양실크로드 전략
1) 중국과 해양실크로드
앞서 언급한대로 중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미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
국의 전략경쟁의 무대라 되고 있다. 중국은 이곳을 역사적 지리적으로 중
국의 내해(內海)라 규정해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 입각하여 남중국해를 ‘항행의 자유’
가 보장된 안전하고 자유로운 지역으로 남겨두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역
내 국가들을 향한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견인은 역내 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의 선택 압력에 놓이게 하는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미중이
극심하게 경쟁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원
의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자원의 통로를 포괄하는 거시적인 개
념이 바로 중국이 주창하는 일대일로, 즉 해상실크로드 또는 해양실크로
드이다(유현정, 2019: 70-5). 그 연결 축에 바로 남중국해가 놓여 있어서
미국과 중국 간 각축이 더욱 강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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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본 논리를 역사에서
차용하고 있다. 즉, 진나라, 한나라 시기 이후 해상실크로드(海上丝绸之路)
는 줄곧 동서방의 경제문화가 교류하고 융통하는 중요한 교량이라는 점
을 강조한다.162) 역사적으로 연원을 갖는 루트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유
산 또한 중국이 가져간다는 논리이다. 동남아 지역은 해상실크로드의 중
요한 소통과 연결의 장소이며, 중국은 이미 아세안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
축을 통해서 쌍방의 해상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쌍방의 해
상 협력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고 긴밀한 운명공동체를 건설하기 위
한 시진핑 주석의 2013년 10월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 건설 제안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 기인한다.163)
즉, 중국의 해양실크로드 전략은 ‘일대일로’라는 거대담론의 하위구조
로서 해상에서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여러
이유로 ‘일대일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격
차’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장윈링(张蕴岭)도 국내적으로 빠른 성장 지
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경제성장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즉,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연해 지역과 달리 내륙 지역은 여전히 저발전에 놓
여 있으며 발전환경도 열악하다는 인식이다. 국제적으로도 성장과 발전
지역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인프라, 재정 부족 등으로 저발전에 머물고
있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张蕴岭, 2016: 25-34). 이러한 ‘격
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인프라 건설을 통한 발전과 성장을 견

162) 21世纪海上丝绸之路. Retrieved from http://www.china.com.cn/guoqing/keywords/2019-04/26/
content_74726627.htm (검색일, 2021.9.1).
163) 习近平: 中国愿同东盟国家共建21世纪‘海上丝绸之路’, Retrieved from http://www.xinhuanet.com/
world/2013-10/03/c_125482056.htm(검색일, 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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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정책이 바로 ‘일대일로’라는 것이다. 이 ‘일대일로’의 한 축이 바
로 해상실크로드 구축이다.
중국의 논리에 따르면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은 중국 연해지역 개
방을 심화시키고, 해로와 연접한 지역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외 경제교류의 주요한 통로가 육로, 하늘길, 바다길
가운데 절대 수송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바닷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
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바닷길 확보는 중국의 대외 경제교류의 중요한 과
업이기도 하다. 사실 화물과 상품 교역의 통로는 주로 바다를 통해서 이
루어지고, 특히, 원유 수입 등 에너지 자원 관련 중요 운송통로가 인도양,
남중해로 연결된 바닷길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안정된 에너지 수급과 발
전 환경이 안정화를 위해서도 해상길에 대한 안정관리는 중요한 전략목
표인 동시에 전략 방향이기도 하다. 장윈링의 표현을 빌자면, 해상통로를
확보하고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중국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대전략인 동시에 중국의 대외 확장을 위한 테제
(정립: these)인만큼 주변국가, 국제사회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선 국가들과의 협력,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대
일로’ 추진과정에서 몇몇 국가들의 ‘자산 탈취’라는 항변은 ‘일대일로’ 추
진의 안정성과 장기성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KITA.net, 2021.
2.10; The JoongAng, 2018.11.30; 동아일보, 2021.4.28). 이러한 채무
증가와 함께 해상실크로드가 지나는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긴장과
대립도 중국과 연선 국가의 협력 조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164) 남중국

164) 中美南海对峙: 美国来势汹汹,最终为何落荒而逃? Retrieved from https://www.163.com/dy/article/
GIM6OIN50528ICPL.html (검색일, 2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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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서 협력 대상국들과 협력 공감대를 넓히고, 행동수칙 등 협상을 통한
공동행동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점점 나빠지는 역내 중국에 대한 이미지
는 해상실크로드를 통한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021년 8월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이 동남아시아를 순방했다(BBC
News, 2021.8.24). 그러나 한동안 동남아는 미국의 전략사고에 들어가
지 못했다. 오바마 시기 ‘아시아로의 회귀’를 주장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는 않았으며, 트럼프는 TPP 탈퇴 등 자국 중심 외교와 경제 재건
에 집중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집권 초기 국제 지도력 확보 차원에서 우
방국과 협력 강화를 위해서 유럽을 우선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 과
정에서 중국은 아세안을 상대로 5G 등 인프라를 통한 이른바 ‘디지털 실
크로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대일로’가 ‘해상실크로드’를 거쳐 동
남아에서 ‘디지털 실크로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20년 말 「역내 포
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CP)」은 적어도 이 지역에서 중국의 지위를 한
층 더 공고히 하고 있다.
미국 국내 정권 교체기에 미국의 대외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게 투사되
는 시기에 중국은 아세안에 대한 역사적 영유권과 지리적 인접성을 무기
로 삼아 아세안 공략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비단 ‘일대일로’라는 대전략
의 설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인 동시에 나날이 경쟁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과도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역사적·지리
적으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 ‘일대일로’, 특히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의 역내 지배권을 강화하는 전략을
통해서 아세안을 경제적으로, 정치안보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대일로’가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고
유휴 설비의 해외이전을 통한 발전 환경의 업그레이라는 경제적 목적뿐

제7장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 445

만 아니라 미중전략경쟁 시대에 정치, 안보적으로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차원에서 해양에 대한
관심을 전략화하고 이를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21세기 해상실크로드’로
연결하여 역내 국가들과 협력의 기회를 포착하려는 정책 목표를 추진하
려고 하고 있다. 이는 왕이 외교부장의 순방 외교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베
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한국을 방문한다.165) 한국을 제외하고 모두
동남아 지역에 순방이 집중되어 있다. 왕이 부장은 이미 지난 1월 11일
부터 16일까지 미얀마, 인도네시아, 부르나이, 필리핀 등 4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를 중시하는 데 대해서 장성쥔(张腾军) 중
국국제문제연구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동남아는 중국화 바다와 육지로
연결된 우호지역이며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왕외 외교부장은 6월에는 “중국-아세안 대화관계 건립
30주년 특별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3월에는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4개국 외교장관들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과 아세안은 ‘일대일로’를 통해서 상호 연결되어 있고, 미
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상호 구애 대상이 되고 있으며, 경제 발전과 성장
에서 중국, 미국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내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다. 이 지역에 바로 중국의
‘일대일로’가 놓여 있고, ‘21세기 해상실크로드’가 건설되고 있다. 따라서

165) 王毅即将出访这四个周边国家丨北京观察. Retrieved from https://baijiahao.baidu.com/s?id=1710
257579503892714&wfr=spider&for=pc (검색일, 2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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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서는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외부 환경이 압력으로 작용할수록 더
욱 아세안과 관계 강화를 도모할 전략적 유인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논리인 역사적 연계와 지리적 연계 이유 말고도 이제는 미
중 전략경쟁 요소가 중국과 아세안의 연계를 빠르게 강화시키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일대일로’, ‘21세기 해상실크로드’가 놓여 있다.

2) 해양실크로드 전략의 주요 내용
‘일대일로’는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제기한 자신의 브랜드인 동
시에 중국의 미래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제기한 만
큼 그 중요도는 다른 여타 전략 테제와는 완전히 다른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은 이미 ‘핵심’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이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폐기되거나 덜 강조될 것이라는 전망은 정
확하지 않다. 다만,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완급 조절이 있을 뿐이다.
‘핵심’ 지위를 가지는 정책의 입안자이자 설계자가 제기한 이상 이 개념
혹은 전략은 당과 국가의 기본 방침으로 위치 지워진다. 지난 19차 당대
회 「보고」에서 “중국은 육지와 바다를 통괄하여 빠르게 해양강국을 건설
해야 한다”고 국가목표를 제시하면서 그 방법으로 일대일로’ 건설을 제안
했다. 즉, “‘일대일로’ 건설을 중점으로 해서 육지와 바다, 안과 밖을 상
호 연동시키고 동과 서 쌍방이 상호 보완적인 개방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라고 적시했다.166)

166) 十九大报告提出: 坚持陆海统筹加快建设海洋强国. Retrieved from http://www.hyzb.org/nd.jsp?id=
213 (검색일, 2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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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미 미래발전 목표로서 해양강국건설을 제안한바 있다. 따라
서 해양강국건설을 위한 해양경제발전, 해양과학기술혁신 등 여러 정책
이나 조치는 모두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가운데 ‘해상실크로드’ 구축에 복
무해야 한다. 해양강국건설은 해양안보, 해양수호 등도 중요하고 해양경
제건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혁신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이른바
혁신 성장을 통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과도 조응하기 때
문이다. 특히, 그 성과를 내는 주요 지역으로서 아세안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아세안과 협력하는 이유는 육지와 바다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역사적·지리적으로 공통의 유산을 갖고 있으며, 특히 미중 전략경
쟁이 격화되는 경우 중국은 반드시 ‘내해(內海)’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해양강국건설을 위해서 해양전략을 내세우고, 해양전략을
완수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해양권익, 해양경제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
고 그 중심에는 협력과 소통의 대상이자 내해의 중요 행위자로서 아세안
국가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상실크로드’ 관련해서 동남아 역내 국가들
과의 협력은 중국으로서는 매우 중차대한 전략적 과제라고 할 수 있
다.167) 특히, ‘해상실크로드’가 지나는 아세안 지역은 남중국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에너지와 상품이 오가는 수송로이자 사실상의
생명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내 아세안 국가들을 유인하기 위한 노력
으로 중국은 공동 발전을 주창하는 동시에 녹색경제, 지속가능한 발전 등
덜 민감하고 덜 정치적이며 수용성이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접근하여 역
내 ‘해상실크로드’의 안정된 구동을 이어가고 있다.

167) 왕이 외교부장의 1월 동남아 4개국 방문, 3월 아세안 4개국 외교장관들의 중국 방문, 6월 중국과 아세안
대화관계 설립 30주년 기념대회, 9월 동남아 3개국 방문 등은 모두 이러한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협력 일
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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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아세안은 교통, 에너지, 정보통신 등 영역에서 기초인
프라 상호 협력 프로그램 우선 항목 19개를 발표했다. 이 협력은 ‘일대일
로’를 통해서 중국과 이루어진 것이다. 2020년 개최된 제11차 국제 인프
라 투자와 건설 고위급 포럼에서 발표된 「‘일대일로’ 국제 기초 인프라
설비 발전 지수」에 의하면 동남아 지역 기초 인프라 설비 지수는 119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168) 역내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치는 적어도 동남아 지역에서 기초 인프라 건설에서 직간접으로 중국
과 협력 성과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69) 중국과 아세안의
기초 인프라 건설 관련 우선 협상 항목이 증가했다는 의미는 바로 아세안
지역에서 경제발전 유연성과 함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 빈 공간을 중국이 ‘일대일로’를 앞세워 공략하고 있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중국의 아세안 관계는 COVID-19와 미
중 전략경쟁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더욱 밀착하는 모양새이다.
2020년 중국과 아세안 교역액은 전년 대비 6.7% 늘어난 6,846억 달
러를 기록했다. 이는 아세안이 중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도 상승하여 전년 대비 52.1% 증가
하여 14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170) 그 가운데 1~3위 투자 목적국은
각각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었다. 중국 기업의 아세안 공사

168) 观察丨‘一带一路’倡议在沿线主要区域的进展·东盟篇. Retrieved from https://m.thepaper.cn/baijiahao
_13182872 (검색일, 2021.8.30).
169) 물론 이것이 해당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쳐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인프라 건설을 위한 우선 협상이라는 행위와 그 결과로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재정 악화 초래 현상
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이다.
170) 2020年中国—东盟经贸合作简况. Retrieved from http://dmxxg.gxzf.gov.cn/sytt/t7926202.shtml
(검색일, 2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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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액도 611억 달러, 영업액도 340억 달러로, ‘일대일로’ 국가 전체에
서 각각 43.2%, 37.3%를 차지했다. 동남아와 협력을 통해서 동남아의
안정된 성장 환경 조성은 중국의 안정된 외부 환경에 유리하며 중국이 코
로나 국면에서도 안정된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러
한 기조 이면에서는 ‘일대일로’ 특히, ‘해상실크로드’ 활성화를 통한 중국
과 아세안의 경제적 밀착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밀착은
정치외교, 군사안보적 유대 강화로 연결되는 기대를 안고 있는 것도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기대와 달리 ‘재정 약탈’ 등 부정적인 현상이 발
생하고 있고, 이는 이를 추동하는 중국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에 중국은 ‘일대일로’의 장밋빛 전망과 성취 목표를 연선 국가와 공
유하면서 이른바 공동 건설을 중요한 행동지침으로 내세웠다. 가령,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가 공동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추동하는 전망과 행동(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
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보고서를 발표했다.171) 이 문건

에 따르면 일대일로는 지역협력, 발전전략과 조응, 중국의 세계로 깊이
편입 등 전략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즉, 지역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자
유무역체제와 개방형 세계경제를 수호하고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제협력과 글로
벌 거버넌스 모형이 새롭게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일대일로’라는 것이
다. 물론 중국은 이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략목

171)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Retrieved from http://2017.
beltandroadforum.org/n100/2017/0407/c27-22.html (검색일, 2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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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설정하고 있다.
발전전략과 조응은 의미는 연선 국가들과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여 각
국의 발전전략을 ‘일대일로’와 조응시키겠다는 전략목표를 의미한다.172)
즉, 역내 시장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며, 수요와 취
업을 창출하여 연선국가 각국 인민의 인문교류와 문명의 상호 귀감 활동
을 증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해상실크로드로 연결되는 동남아 지
역에서 중국의 역사적 유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육지와 해상으로 연결되
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연선 국가들의 발전전략을 ‘일대일로’와
맞추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야만 중국이 목표로 내세우는 중국의
세계경제로의 깊은 편입이 아세안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외개방은 기본적인 국책이며 시진핑 주석 등 고
위층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전략 방향이기도 하다.173) 따라서
자본주의 국제경제질서에서 변방에 있지 않고 중심부로 이동하려는 중국
입장에서 국제경제체제에 깊이 편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 방향이
다. 그 구체적인 실천 무대가 바로 해상실크로드로 연결되는 아세안 지역
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대일로’을 설계, 구현해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문화와 문명 등 역사적
요인을 활용하는 접근이다. 즉, 정치에서는 평화, 경제에서는 번영, 발전
경로에서는 개방, 발전 수단에서는 혁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와 문명

172) ‘一带一路’愿景与行动20条‘干货’. Retrieved from http://world.people.com.cn/n/2015/0330/c157
278-26771717.html (검색일, 2021.9.3).
173) 世界大变局加速演进,习近平反复强调对外开放. Retrieved from http://www.xinhuanet.com/politics/
xxjxs/2020-10/14/c_1126603027.htm (검색일, 2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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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들을 포함한 연선 국가들과 함께, 공동 비즈니스
(共商), 공동 건설(共建), 공동 향유(共享) 등 원칙을 제시하면서 공동 발
전(共同发展)과 공동 이익 획득(共同获益), 공동 진보(共同进步)라는 ‘공
동’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일대일로’의 내용이 주
로 중국의 유휴설비의 국외반출을 통한 중국의 구조조정이라는 국내적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을 국외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국내 정치경제
요인 때문이라는 비판을 우회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연선 국가들과 공동으로 ‘일대일로’를 건설한다는 중국의 전략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국이 「전망과 행동」에서 주도적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인프라 건설이다. 특히, 육지와 바다로 연결되는 동남아 지역이 해상실크
로드 건설의 중점 투사 지역이라는 점에서 ‘해상실크로드’ 건설의 빠른
추진은 해양경제 발전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중국의 이해에 부합한다. 이
는 또한 역내 국가들인 동남아 연접 국가들과 공동으로 해양경제를 발전
시켜 해양 이익을 ‘공유’하자는 구상과도 부합된다(王勤, 2016: 36-8).
따라서 해양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중국과 동남아 지역 연선 국가
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유대 관계를 심화하고 강화하는 정책이 투사된다
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이것이 국제사회의 발전
추세에도 부합하고 해양의 가치를 높이고 해양의 역할을 강화하여 결과
적으로 동남아를 포함한 역내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롭다는
중국적 판단이 깔려 있다. 이것이 바로 해양과 해양정책, 해양전략을 통
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역내 국가들과 해양과 해양전
략에 함께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张越·陈秀莲, 2018: 19-27).
중국이 구상하는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양산업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거리가 있어야 한다. 즉, 해양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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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략을 해양 산업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해양 공간을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호하고 이를 자원과 연결시키는 산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해
양 공간을 이용한 어로, 항운, 해저 석유개발 등에서 협력 공간이 있을
수 있고,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수산물 유통과 가공, 석유를 이용한 석유
화학공업의 발전 등도 중국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 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
이다. 이밖에 해양 기초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선박업, 강철업, 기
계·전자공업 등도 해양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해상실크로드’를 통한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하기 위해서
해양자원을 이용한 해양산업 등 관련 산업들과 협력, 교류를 통해서 새로
운 해양을 통한 국제협력의 성과를 동남아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뤄
내려는 전략적 판단을 평가할 수 있다.
자연자원부가 발간한 「2020년 중국해양경제통계공보(2020年中国海
洋经济统计公报)」에 따르면 2020년 전국 해양생산 총량은 이미 8조 위

안을 넘어섰다. 자연자원부 해양전략규획·경제사(海洋战略规划与经济司)
가 발표한 「2019년 중국해양경제통계공보」와 비교해볼 때 중국이 해양
경제 생산량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8조 위안이었다. 통계결과에 다르
면 해양 1차 산업은 3,896억 위안, 2차 산업은 2조 6,741억 위안, 3차
산업은 4조 9,373억 위안으로 각각 해양 총생산의 4.9%, 33.4%, 61.7%
를 차지했다.174) 이러한 수치는 연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염전 관련 사
업을 제외하고 해양산업 전반의 생산력이 증대한 것으로 중국의 해양경
제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174) 《2020年中国海洋经济统计公报》发布: 2020年全国海洋生产总值超8万亿元. Retrieved from http://
finance.people.com.cn/n1/2021/0401/c1004-32067641.html (검색일, 2021.9.4).

제7장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 453

예를 들어, 해양어업의 회복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어업의 효율적
관리와 통제,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산업의 빠른 발전, 해양 바이오
약품업의 발전, 해수를 이용한 담수화 산업발전과 생산성 증대, 해양 선
박공업기업 발전의 안정세, 해양 플랜트 사업의 발전, 해양 목장 플랫폼
등 새로운 인프라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해양 관광업, 해양 교통운
수업 등 발전 공간도 확장되고 있다. 이밖에 해양 에너지 공급 능력이 지
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해양 가스업 증가율도 현저하다는 게 중국의 판
단이다. 예를 들어, 연간 해양원유 생산량은 5.1% 증가한 5,164만 톤이
었으며, 해양 가스 생산량은 14.5% 증가한 186억 ㎥를 기록했다. 해양
청정에너지는 2020년 전국 해상 풍력증설기를 통해서 306만 킬로와트
(kW)를 생사하여 전년 대비 54.5% 증가했다. LHD 해양 조류 에너지 발
전소는 200만 kW 이상을 국가전력망에 송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
럼 해양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중국의 움직임은 해양산업의 발전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해양경제를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전통적인 해양수산업이 아니니 새로운 해양 신사업 영역을
개척하여 해양 바이오, 해수를 이용한 산업 등은 두드러지게 성장세를 보
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중국은 역내 국가들과 공동협력을 이끌
어내고, 해양산업을 중국과 아세안의 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
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해양경제를 둘러싼
협력이 중요한 ‘해양실크로드’의 중점 사안이 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
서도 몇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金永明, 2014: 18-22).
예컨대 해양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교류와 공유 플랫폼 구축이 필
요하고, 해양산업의 핵심 기술 관련한 공동연구가 필요하고, 해양산업 고
도화를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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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당위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중국과 아세
안이 ‘해상실크로드’ 활성화를 위한 해상경제 발전에 협력하는 성과를 어
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아세
안 국가들 간 상생의 협력 필요성과 함께 실제로 상호 신뢰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미중 전략경쟁에 놓이면서 아세안 국가들
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국면에서 선택의 압력을 받고 있고, 국제적으로
중국의 이미지가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객관적 현실이 존재한다. 이를 어
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국과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른바 ‘해상실크로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해양실크로드 전략의 함의와 시사점
중국의 해양실크로드는 육지로 연결되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함께
남쪽 바닷길로 이어지는 해양을 연결하는 ‘일대일로‘를 구성하는 핵심 요
소이다. 특히, 해양실크로드는 해상 연선 국가를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
를 지나는 길이 육지와 해양을 연결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지정학적으
로, 지경학적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즉, 이들 지역은 대부분 중국과 육
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해양을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육지, 해양을
연결하는 해상강국 건설의 핵심 지역이자 해양전략이 직접 투사되는 전
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温朝霞, 2013: 105-6).
이런 점에서 해상실크로드는 해양강국건설과 매우 깊게 연동되어 있
으며, 특히 해양 진출을 통해서 해양강국으로 성장하려는 중국의 미래발
전전략을 직접 체현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해양실크로드는 동남아
지역을 지나고 남중국해를 통과한다는 점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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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고인 남중국해 리스크를 안고 있다.
경제적 필요성에서 출발한 ‘해양실크로드’가 남중국해를 만나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은 중국에게는 매우 심대적 전략
적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즉, 경제적 이익이 지정학과 만나 휘발
성이 높은 핫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은 당연히 ‘해양실크로드’를 통한 해
양강국건설의 로드맵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소하고 할 수 있다. 연선
국가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려는 중국의 전
략은 미국의 압력과 제동에 걸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 중심에 바로 남중
국해를 둘러싼 미중갈등이 있다. 물론, 중국은 두 가지 요소, 즉 역사적인
유산과 지리적인 인접성으로 인해서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를
영토주권의 범주에 포함시켜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
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역내 국가인 동남아 제 국가의 온
전한 지지를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과의 불편한 동거
가 계속되고 있다. 경제적 이익에 지정학이 결합하여 파생하는 문제에 국
제정치적으로 미국이 다시 개입하면서 중국과 동남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이슈화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증하는 갈등은 중국의 애초 의도였던 해양실크로드를 통한
연선 국가와의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함께 나누는 경제이익 기반 상황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협력과 소통의 연선 국가 공동 노력이 무색하게
지정학의 이슈를 빨아들이는 군사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8일 미국의 구축함 한 척이 남사군도 스프레틀리 군도에 위치
한 미스치프 암초(중국명 美济礁) 근처로 진입했다.175)

175) 环球社评: 中国决不会接受美在南海的霸权行径. Retrieved from http://news.sina.com.cn/c/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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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중국은 이 암초를 자국의 영해가 미치는 암초로 주장하는지라
자국영토에 대한 무단침입으로 간주하고 군사적으로 대응했다. 해공군과
공군병력을 출동시켜 밀어내기 전술로 미국의 해역 진입에 대응했다. 미
국은 항행의 권리와 자유에 입각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며 해당 암초는
배타적 영해 권리인 12해리가 적용되는 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
고 있다. 이 사건은 해양실크로드가 지나는 지역이 더 이상 중국과 역내
국가들의 협력 공간이 아니라 미국이 깊게 개입되어 있는 지정학의 화약
고라는 것을 분명하고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대치는 중국의 해양실크로
드 전략 혹은 구상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협력의 의제가 아니라
역내 갈등을 포함하는 지정학적 갈등의 폭발력을 가진 현안이라는 점이
다. 이는 중국의 역내 구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미중 갈등
심화, 역내 국가들과의 마찰과 불협화음 등은 특히 ‘일대일로 5통 전략’
의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일대일로 5통 전략’은 중국에게는 매우 중
요한 추진 전략이자 정책 조치이다. 즉, 역내 국가 간 상호 연계를 심화
하고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는 정책소통,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 등 시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인프라 소통, 무역 활성화를 통한 제도화 등을 추진
하는 무역 소통, 위안화 국제화 및 아시아 금융협력을 추진하는 금융 소
통, 마지막으로 일대일로가 지나는 연선 국가들과 교육문화협력을 강화
하고, 위료위생협력, 관광협력 등을 강화하여 역내 국가들의 마음을 얻는
민심 소통 등이 핵심 추진 전략이다.176)

09-08/doc-iktzqtyt4859990.shtml (검색일, 2021.9.8).
176)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에 대한 설명은 통일보의 다음 자료를 참고. Retrieved from https://
unikoreablog.tistory.com/6491 (검색일, 2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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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진전략은 중국의 의도와 달리 국내외적인 여러 문제에 봉착
하여 순조로운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먼저, 국내적으로 서부대개
발, 서진정책과 연결되어 기차를 통한 중국-유럽 철도의 활성화에 비해
서 해상실크로드 추진은 남중국해 갈등으로 그 활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물론 작년 기준 아세안이 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의 수출입
비중 1위 지역으로 부상했으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협력이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특히, 중국으로서는 미연마 사태, 아프
가니스탄 사태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변경 불안정 요소가 대
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서 육지와 해양을 이어지는 아세안 지
역에서 양자 관계의 끊이지 않는 불협화음도 중국의 일대일로, 특히 해상
실크로드 추진을 더디게 하고 있다.
둘째 문제는 국제적으로 심화되는 중국에 대한 반중 이미지와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압력과 압박이 강화이다. 최근 발표된 퓨리서치의
대중국 이미지 조사결과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좋지
않은 나라는 일본이었다. 일본 응답자의 88%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평가
했다. 미국은 76%, 캐나다는 73%였다. 유럽에서도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 좋지 않다. 스웨덴이 8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네덜란드(72%),
독일(71%), 벨기에(67%), 프랑스(66%), 영국(63%), 이탈리아(60%), 스페
인(56%) 순이었다. 오직 그리스만이 긍정 평가(52%)가 부정 평가(42%)
보다 높았을 뿐이다. 유럽 대륙의 중국에 대한 부정 평가는 평균은 66%
였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88%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호주(78%),
한국(77%), 대만(69%), 뉴질랜드(67%) 순이다. 반면, 싱가포르는 긍정
비율(64%)이 부정 비율(3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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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 평가는 평균 73%였다.177)
중국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중국의 외교 공간을 축소하는 결
과를 초래하고, 중국의 외교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헝가리에
설립하려던 중국 대학의 분교 설치가 현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 단
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서 벌어진 중국 책임론이나 중국 상점
이나 기업에 대한 해당 국가 주민의 약탈적·파괴적 행위도 동일 맥락이
다. 중국에 대한 혐오 현상이나 반중정서는 전세계 190개 국가 가운데
128개국이 미국이 아닌 중국을 제1 교역 상대국으로 하고 있다는 경제적
공존관계를 거스르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머니투데이, 2021.7.25).
경제적으로는 협력하면서도 내적으로는 불신, 경계, 혐오가 공존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축된 공간을 미국이 가치와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 공략
하고 있다. 인권, 민주주의 등 가치 개입은 중국의 공산당 영도와 맞물려
중국의 전략적 전환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컨대 신장 위구르 문제
를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거론하고 이를 서방 국가들에게 확산시켜가면
서 일대일로를 통해서 구축된 중국의 경제적 필요성 이미지를 상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해양실크로드 핵심 지역으로 해상실크로드가 지나는 동남아에서의 반
중 이미지와 정서의 확산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등은 이제 더 이
상 동남아가 중국의 영향권에 놓여있지 않으며, 남중국해가 중국의 ‘내
해’가 아니라는 미국의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항
하여 중국은 역내 국가들과 경제적 밀착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제3자화’

177) Large Majorities Say China Does Not Respect the Personal Freedoms of Its People. Retrieved
from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1/06/30/large-majorities-say-china-does-notrespect-the-personal-freedoms-of-its-people/ (검색일, 2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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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대응에는 역내 국가
들이 중국과 협력을 지속하고 공동 발전의 길을 가겠다는 인식의 공감대
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위급 공감대는 국민 수준으로 내려
갈수록 공존보다는 대립, 협력보다는 갈등의 이미지로 투사되고 있다. 중
국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높은 호주에 대한 중국의 무역보복은 다른 역내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가능성으로 다가가기 때문이다. 이익(interests)만
을 추구하는 중국이 아닌 국제사회에 혜택(benefits) 제공하는 중국의 이
미지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럼 중국은 대외적인 비호감의 증대, 계속되는 미국의 압박에 우회하
는 회피전략으로 돌아설 것인가? 그리고 해양실크로드 등 외부에서 공세
적이라고 비판하는 전략 방향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인가? 결론적으로 말
하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앞서도 강조했듯이 ‘일대일로’는 이
미 2013년 제기 당시부터 중국의 주요한 전략 방향인 동시에 시진핑 주
석 자신의 대표 전략 브랜드라는 점에서 폐기 혹은 유예 자체는 리더십에
상처를 내는 일이기 때문에 물러서거나 우회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평화굴기’에서 ‘평화발전’으로, ‘신형대국관계’
에서 ‘신형국제관계’로 전략을 수정한 적은 있으나, 이는 당시 상황에 부
합하는 전술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강대국으로 성장하겠다 혹은 강대
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 지향성 전략은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
에서 보면 ‘일대일로’로 상징되는 중국의 글로벌 전략은 오히려 전술적
후퇴는 있을지언정 폐기나 대폭적인 수정과 보완은 없다는 전망이 일견
타당하다. 이 점이 바로 문제 해결 관련한 중국의 진퇴양난을 불러오는
지점이다.
‘일대일로’는 중국 표현에 의하면 전략(strategy)이 아니라 구상(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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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고착된 개념이 아니라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이고, 중국도 초기에는 이 구상의 연한을 2050년 정도로 상정하고 접근
했다.178) 그러나 이것이 투사되는 지역,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해상실크로드 관련 이견의 표출이나 반감의 노출, 미국의 개입 등으로 이
아젠다를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실크로드 경제벨트’든지 아니
면 ‘21세기 해상실크로드’든지 그 추진 동력은 바로 연선 국가들과의 협
력과 소통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상호 불신이 증대하고 국가 이미지와 호
감도가 급전직하하는 상황에서 이를 계속 끌고 가거나 중도 폐기할 것인
가 하는 고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역내 문제에 대한
개입은 중국의 판단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기본 입장은 역내 국가들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미국을 ‘제3자화’ 전략으로 남중국
해 문제 등 지역 현안에 개입하지 않게 하는 두 트랙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접근방식대로 역사적 유산과 지리적 인접성
만으로는 역내 국가들의 확실한 ‘함께 가는’ 지원 동력을 확보할 수 없기
에 더욱 과감한 경제적 지원이나 획기적인 정책추진 방식의 전환을 도모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기초로 더욱 역내 국가와 관계를 밀착하여 미국
을 ‘제3자화’하는 전략을 그러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기조 위에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한층 강화된 역내 문제 개입이

178) ‘일대일로’ 구상설계에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했던 장윈링도 ‘일대일로’를 특정한 전략으로 지칭하거나 시
기를 규정하는 것에 이견을 표출한 적이 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장윈링과 2015년 비공식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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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책기조가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국제 리더십 교체기에 글로
벌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중국이 이른바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
Trap)을 극복하고 미국 쇠퇴의 빈 공간을 차지하는 전략적 전환도 ‘해양
실크로드’를 성공시켜야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179) 따라서 중국으로서
는 ‘해양실크로드’의 폐기가 아닌 유연한 적응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179) 국제환경과 질서의 변환 시기에 중국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직면할 수 있는 네 가지 함정에 대해서는 정
덕구(2021: 189-91)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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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의 지역적 해양전략180)
본 절에서는 중국의 지역적 해양전략으로 동남중국해의 회색지대 전
략, 인도양-말라카해협 전략, 북극항로 전략을 다룬다.
한 나라의 해양전략이 꼭 안보나 군사 전략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과거 해양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중국이 이제 해양을
국가전략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의 해양전략을 패권경
쟁이나 국가안보의 시각에서 주로 접근하게 된 이유는 미중패권경쟁과
타이완 통일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본 절에
서 다루는 중국의 해양전략이 국가전략 또는 군사 안보적 시각이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간략히 군사적 시각에서 중국의 해양전략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시작
은 대체도 중국은 2013년 21세기 해양실크로드 정책을 발표하여 대륙
국가에서 해양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때
중국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언하였다.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해양강국건설을 가속하자고 표
명한 바 있다(人民网, 2017.11.20). 이어서 2018년 4월 하이난 해상 열
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해군이 세계 일류 해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중국은 2050년경까지 미국과 대등한 세계적 강대
국, 해양 강대국이 되기 위한 국가 목표에 매진하고 있다.
흔히들 해군 함정을 만두 빚는 식으로 찍어내고 있다고 비유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매년 다수의 군함을 건조하고 있다.

180) 이철 박사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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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중국 해군력 함정 발전 전망
함정 유형

2020

2025

2030

2040

변화 규모

탄도 미사일 잠수함

4

6

8

10

+6

핵추진 공격 잠수함

6

10

14

16

+10

디젤 공격 잠수함

47

47

46

46

-1

항공모함

2

3

5

6

+4

순양함/구축함

102

120

135

140

+38

LHA급 공격 상륙함

0

4

4

6

+6

LPD급 상륙함

7

10

14

14

+7

총 규모

239

276

310

333

+94

출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1.3.9)

중국의 해양 군사력 강화는 남중국해에서 암초의 군사기지화와 타이
완에 대한 군사 시위로 나타나면서 그 궁극적 의도에 대한 우려가 여러
국가로부터 일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몽을
강조한 이래 중국은 일대일로 등 적극적인 중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 평화
적 목적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철(2021)은 중국몽의 구체적 목표란
사실상 “타이완 통일”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해양정책의 대척점에서 중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
의 대응전략에 대한 이해는 본 절의 대 전제가 될 것이다. 미국은 대중전
략을 명확히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은 현재까지는 2차 대전 이후 유지
해 온 ‘항행의 자유’라는 개념(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3-4)을 들어 중국의 행동을 비난하고 동맹국들의 호응을 얻는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시각에서는 중국의 해양 활동은 이 두
원칙을 모두 침해하는 위협으로 간주한다.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은 기존의 제1도련 방어에서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수정이 되어 인도양-말라카-남중국해-타이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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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중국해를 중점 전략 지역으로 상정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의 군
사적 역할을 핵심 역량으로 보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후원하고 있으니
(Asaia Times, 2021.2.2) 동북아 국가들의 상호관계는 복잡하다. 미국
은 결국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호주를 포함하여 영국과 오커스
(AUKUS) 군사 동맹을 맺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군사안보적 측면을 중심으로 중국의 해양전
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lizabeth Economy(2021: 5)는 중국이 대략
14개의 국경분쟁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대표적인
분쟁 수역으로 제1 도련선을 따라 타이완과의 군사 긴장을 빚고 있는 타
이완 해협, 필리핀 및 베트남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타이완
동북부에서 일본과 충돌하고 있는 센카쿠 해역 등 동중국해, 중국의 전략
적 보급선을 둘러싼 인도양과 말라카해협, 그리고 최근 에너지 개발과 북
방 해로로 전략적 의미가 커지고 있는 북극해를 추가하여 5개의 해역별
로 중국의 전략을 분석한다.

1. 중국의 동남중국해 전략
1) 타이완 해협
중국과 타이완을 가르는 타이완 해협은 미중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가
장 높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타이완 해협은 중
국 푸젠 성과 마주 보는 길이 약 370㎞ 해역이며 해협은 북쪽이 좁고 남
쪽이 넓어 북쪽 입구의 너비가 약 200㎞이고 남쪽 입구의 너비가 약 410
㎞이고 평균 너비가 180㎞이다.
홍콩의 씽크탱크인 The China Cross-Strait Academy는 이 양안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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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발생을 가늠하는 전쟁 지수를 만들고 이를 1950년부터 평가하여
2021년 5월 발표했는데 양안 간의 전쟁 가능성을 역대 최고로 평가했다.
<그림 7-1>을 보면 지표는 0에서 10 사이의 수로 표현되는데 0은 전쟁
가능성이 전무한 경우, 1은 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SCMP, 2021.5.21).

그림 7-1

양안 간 전쟁 가능성

출처: Global Taiwan Institute(2021.7.7)

만일 양안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양안 간의 군사적 역량의 차이는
분명하다. Global Firepower의 경우, 2021년 6월 3일 현재 중국의 군
사력 지수를 0.0854로 140개국 중 3위로, 타이완의 경우 0.4154로 140
개국 중 22위로 평가하고 있다(GFP, 2021). 관건은 타이완이 중국의 군
사적 침공이 있을 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방어 가능한가, 만일 타이완이
방어하며 버틴다면 미국 및 기타 국가가 참전하여 타이완의 방어를 지원
할 것인가 등이 된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관건 이슈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것인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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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할 것인가? 라는 명제이다. 양안 간의 긴장 관계가 지금처럼 고조된 것
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 등의 압박과 중국의 반발로 시
작된 미중 갈등이 중국의 패권적 경향을 경계하던 세계 각국이 중국의 사
상 및 체제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되면서이다.
특히, 저조한 지지율로 신음하던 타이완의 민진당은 반중 정서가 상승
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국민당과의 선거에서 대승을 하였다.
연임에 성공한 차이잉원 총통은 그 여세를 몰아 반중 노선을 명확히 했는
데 이는 중국이 레드라인으로 여기고 있는 “타이완 독립”을 결행하는 것
이 아니냐는 중국의 의혹을 불렀다. 타이완이 독립 정책을 명시할 경우
그날 당일 개전하겠다는 의지를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표명을 한 바 있고
이는 국내외에 널리 선포된 입장이기 때문에 타이완이 독립을 선포하는
경우, 중국의 군사적 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181)
타이완의 민진당 정부는 미국의 확고한 반중 노선, 미 의회의 수차례
에 걸친 반중 법안 결의, 그리고 국내 정치 상황에 맞물려 타이완 독립에
대해 매우 모호하지만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중국공산당
은 타이완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메시지를 보이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안 간의 긴장이 이렇게 격화된 근본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다. 하나는 미국이 미중 갈등에 ‘타이완 카드’를 사용하자 타이
완이 신호를 읽고 독립을 지향했고 이를 중국이 저지하고자 무력을 사용
하려 한다고 보는 시각이다(KIMA Newsletter, 2021.4.29). 이는 중국의

181) 호주의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 Australia의 2021년 9월 21일 방송에 출연한 여러 전문가들은 타이완
독립은 곧바로 중국의 군사 공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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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 대한 입장이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므로 미중 관계
가 개선이 되면 양안 관계도 상당 부분 과거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추
론을 가능하게 한다.
다른 하나는 이철(2021: 58-62)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미 중국은
자체 계획으로 타이완 통합을 추진 중이었으며 단지 미중 간의 갈등이 촉
발되면서 표면화되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 시각에서는 미중 관계의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양안관계는 충돌할 것으로 보게 된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시각은 중국의 타이완 위협을 상황적인 것으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근원적인 것으로 인식할 것인가의 차이를 가져온
다. 본 절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타이완 해협의 현상과
향후 전개 예상을 살핀다.
근본적으로 양안관계가 불확정성, 불확실성을 가지게 된 원인은 미국
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양안관계
는 초기에는 타이완의 방어력에 의해, 그 이후에는 냉전 시대의 도래와
함께 미국이 타이완을 보호함으로써 대치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
나 미국은 중국과 수교를 이룬 후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
지해 오고 있지만 “그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인지 아니면 중화민국인
지”에 대해서는 소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반중 정서가 점증하면서 미 의회에서 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다시 중국과의
글로벌 범위의 충돌이나 미국의 지원을 과신한 타이완의 돌발 행동이 있
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미국은 입장을
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BBC NEWS 中文, 2021.5.6). 이런 미국의
모호성은 중국이 ‘미국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경우, 중국의 타이완 병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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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 및 상황이 존재한다.’라고 판단하게 할 수
있다.
미국이나 타이완이 중국을 먼저 도발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양안 간
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중국의 타이완 공격에서 시작될 것이다. 타
이완 당국은 먼저 인민해방군이 선제적으로 대규모 장거리 미사일 공격
을 하고 타이완 주변의 제해권 및 제공권을 장악하며, 다음 단계로 낙하
산 강습 및 상륙 작전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후의 진행은 미국의 참
전 여부, 그리고 타이완 국군의 방어 능력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이처럼 일단 인민해방군이 타이완을 강습하는 상황이 되면, 이미 전쟁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에 관건은 강습 이전 타이완 주위의
제해권182) 경쟁 단계이다. 즉, 전략적인 의미로 타이완 해협의 제해권을
타이완과 미국이 장악한다면 양안 전쟁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적다. 반면
지속적인 중국 해군력과 공군력 강화, 그리고 미국 대응의 축소 등으로 중국
이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면 타이완 공격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현재 미중 양측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하여 태평양에서 벌이는 무
력시위는 이 제해권 다툼이다. 그리고 타이완 해협의 제해권 경쟁은 남중
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전략 보급로가 연결되는 인도양과 북극해의 제
해권 경쟁으로 확대된다. 그러므로 이들 해역에서의 미중 두 나라 전략
의도를 탐지하고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미중 갈등
상황 하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이해득실을 추정할 수 있다.
타이완 해협은 미중 충돌의 최전선이며 중국이 중국의 내해로 주장하

182) 양안 전쟁에서 바다에서의 전쟁에서 제해권과 제공권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광의의 의미로
통합하여 제해권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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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해역이다. 타 해역에서는 미국에 열세인 중국이지만 지형적인 이
점으로 적어도 이 해역에서만큼은 중국의 세력이 미국의 세력과 호각을
이룰 수 있다.
그간 중국과 타이완은 상호 육지로부터의 거리 중간선을 묵시적으로
양안 간의 경계선으로, 그리고 자국 쪽 해역을 EZZ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중국 측은 점차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2020년 약 380 소티(sortie: 전
투기 등의 출격 횟수)였고 2021년 들어서 6월 14일까지 이미 약 380 소
티에 이르는 등 군사적 시위를 늘리고 있다(环球网, 2021.7.20). 이에 대
항하여 미국은 주기적으로 타이완 해협에 군함을 보내 자유의 항행 작전
을 전개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등 NATO 국가들과 호주 등 쿼드 국가들
도 참여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이미 미
중이 준전시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아야 한다. 어느 한 편이 상대를 제압
할 능력이나 의지를 상실하는 순간 타이완 해협의 제해권이 장악될 것이
기 때문이다.
또 하나 전문가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강습 또
는 상륙을 감행할 자산과 실력이다. 적어도 현재까지의 중국의 해군 및
항공 자산은 부족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다. 또한 단순한 전력
자산 외에도 크고 복잡한 종합 전투에 필수적인 종합 지휘 통제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Foreign Affairs, 2021.8.9).
실제로 중국 군부 내부의 시각도 중국의 실력이 아직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무력과 상대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신호도 나오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간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중국 외교
부의 소위 ‘전랑외교’를 통해 다수의 민주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반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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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국에 맞서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반면 이 상황이 마땅치 않은 국방
부는 교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rfi, 2021.8.11).
하지만 군부 내부의 논의와는 별개로 2021년 7월 1일 중국공산당 창
당 백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 “92 정신”을
견지하고 “평화통일”을 추진하며 “타이완 독립 의도를 분쇄”하겠다고 하
였다. 그리고 외부 세력은 “중국을 괴롭힐 생각하지 말라고 하며 안 그러면
14억이 넘는 중국인의 철의 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는 꼴
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록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넣기는 했으나
타이완 통일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며 미중 대립과 관계없이 중국은 타
이완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는 이철의 견해에 무게가 실리는 사건이다. 다음
날인 7월 2일 중국 관영 매체가 타이완을 3 단계로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발표하여 이미 중국공산당 내부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표 7-2

중국의 대만 공격 시나리오

1 단계

탄도 미사일로 공항, 레이더, 대공 방어 미사일, 사령부 등 정보 수집과 의사 결정 자산들을 타격

2 단계

강력한 크루즈 미사일, 선박과 잠수함을 동원하여 군사기지, 탄약고, 통신 인프라, 핵심 교차로 등을 타격

3단계

함정과 육상 로케트 무력으로 인민해방군 육전대와 상륙 부대의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공격

이는 중국 측의 타이완에 대한 두 번째의 공격 시나리오 발표이다. 인
민대학 스인홍(時殷弘) 교수는 논평에서 중국의 통일을 위한 준비는 가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SCMP, 2021.7.2).
중국이 홍콩에 국가안전법을 적용하며 시민들의 여론에 맞서 자신들
의 정책을 강행하는 모습을 본 미국도 실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가능
성이 크다고 우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대만의 약 100배에 달하는 지상군 병력과 25배 많은 군사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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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으니 타이완이 자위 능력이 부족한 것은 명백하다(The Wall
Street, 2021.4.22).
이러한 상태에서 중국이 끊임없이 항공기와 군함을 타이완 해협으로
보내는 것은 타이완의 대응 태세 탐색과 함께 비상 출격으로 인한 타이완
의 자원 소모 및 군사적 긴장 피로도가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일 것
이다. 반복되는 이런 상황 속에 미국과 타이완의 대응 태세나 대응 자원
이 임계점을 지나서 자체적으로 붕괴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다. 즉, 중
국은 타이완과 미국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소모전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
성이 크다.
만일 중국이 소모전을 전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면 이는 상당히 유력
한 방식이다. 규모가 작은 타이완이 일대일 대응 방식을 계속한다면 자원
을 소진하게 될 것이고 타이완이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중국이 실제 공격
을 감행할 기회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미국이 타이완의 편에서 대응하더라도 소모전은 여러 면에서
유력한 방식이다. 근거리 기동하는 중국에 비해 미국의 대응은 지리적 요
인으로 인하여 중국 대비 훨씬 더 큰 규모의 자원을 소모해야 한다. 게다
가 이러한 방식의 대치를 중국이 장기간 이어갈 경우 정권의 수명이 영향
을 준다. 중국의 통치체계는 동일 정책, 동일 전략을 장기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체계가 현재와 같은 대치를 그렇게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의 소모전은 이미 2020년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전해
지는 대미 전략, “지구전” 전략과도 일치한다(大纪元, 2020.8.8). 군사력에
서 미국에 뒤지는 중국으로서는 이렇게 소모전, 지구전을 장기간 행사함
으로써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명분은 주지 않으면서 피로가 누적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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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병행해서 타이완의 자원 소진과 이로 인한 대응태세 미흡으로 자
포자기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은 매우 효과적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의 판단과 대응전략은 아직 구체
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의 타이완 공격 가능성과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해 미국 내 여론과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타이완 공격 가능성을 높이 보는 대표적 의견으로는 미국의 Phil Davidson
제독이 2021년 2월 의회 청문회에서 향후 6년 이내에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증언한 것을 들 수 있다(USNI, 2021.3.9).
차기 인도-태평양 사령관 John Aquilino 제독도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이 타이완을 보호하는 것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가장 중요한 우선
임무라고 증언하였다(USNI, 2021.3.23). 또한, 2021년 4월 26일 Forbes는
한국과 달리 타이완의 경우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가 불확실하고 애매모
호하다고 우려하는 논설을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들은 모두 중국의
타이완 공격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관점들이다.
그러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따르면 정작 타이완 국방부는 2021년
3월 국방평가보고서(QDR)에서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행위 수준
평가를 도발이나 위협이 아닌 괴롭힘 수준으로 낮추었으며 전쟁 위험이
임박한 것으로는 평가하지 않았다. 미국 버지니아 프로젝트 2049 연구소
Eric Lee(李艾睿)는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력행사 가능성은 1979년 중
국이 타이완에 3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미 희석되었고 이제 홍콩,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무릅쓰고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미국 CSIS의 Bonnie Glaser도 중국의 타
이완 침공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른 가정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군사행동은 손실이 너무나 크다고 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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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군사행동이 단기간 내에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평가들이다.
본 연구는 지난 2, 3년간의 중국의 국내외 선전 내용과 군사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지구전을 기반으로 소모전을 진행하며 기회를 보아
행동한다는 견해를 지지한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행동하는 중
국공산당의 통치 방식과 예외적으로 14차 5개년 계획에서 2035년 중기
비전을 연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타이완 공격 시기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인 2026~2030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다.
즉 14차 5개년 기간에 타이완 공격을 위한 준비를 하고, 15차 5개년 기
간에 타이완을 공격하며 16차 5개년 계획 기간에 후속 정돈을 한다는 일
정이다. 물론, 이러한 계획은 상황의 전개에 맞물려 유동적일 것이다.
유동성이 큰 현재 상황에서 중국의 타이완 공격 가능성을 단기적인 시
점에서 높다 또는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본다. 중국
의 전략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확정적 전략이라 하더라도 단기적 작전에
서는 충분한 탄력성을 가진 불확정적 작전으로 보기 때문이다.
화전 가능성을 따지기 이전에 아예 군사적 충돌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 스탠포드 대학 Oriana Skylar Mastro 교수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의지는 분명하며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과 관계없이 미국
의 개입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개입 의지를 확실하
게 표명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이야말로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여 중국 군부
가 타이완에 대한 군사력을 사용하자는 건의를 하더라도 당과 정부가 수
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Foreign Affairs, 2021.6.3). 그러나
이런 의견은 전쟁에 대한 의지가 중국 군부가 아닌 당과 지도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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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이 양안 전쟁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과 미국이 군사 개입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미국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는 개입했
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당연하지만 미국은
국익과 당시의 국내 정치 환경에 따라 군사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국익 측면에서 미국의 양안 개입 가능성을 따져보면, 먼저 개입 시의
예상 손실은 비교적 추정이 쉽다. 미국은 오랜 기간 전 세계 주요 지역에
서 군사행동을 해왔고 작전평가를 위한 세계 최고의 워 게임 시뮬레이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공군의 워 게임 결과 보도를 보면 중국
의 타이완 침공 시 미국이 승리하기 얻기 위해서는 재앙에 가까운 막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한다(SCMP, 2021.4.24). 이 보도는 “pyrrhic
victory”, 즉 너무나 큰 희생을 치루고 얻은 승리라고 평가했는데 구체적
으로 어떤 경과와 시나리오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느 나라
이든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을 상대로 전면적인 군사행동을 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시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 미국이 중국과
의 무력충돌 사태를 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미국은 양안 전
쟁에의 개입은 최종 순간에 오로지 미국의 국익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타이완 방어에 성공했을 때의 미국의 이익은 계량화하기 어렵
다. 하지만 적어도 이라크-쿠웨이트에 개입했을 당시에 비하면 미국이
얻는 전략적 이익은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크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문제는 중국과의 무력충돌을 했을 시 손실 또한 대단한 규모라는 것으로
과연 미국의 셈법 결과가 이익으로 나올지는 미지수의 영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타이완의 무장 강
화로서 앞으로 상당한 진행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을 고려
하여 미국 및 서방은 타이완에 군사 기술 제공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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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미국이 타이완에 F16V의 판매에 이어 M109A6 팔라딘(Paladin) 자
주포 40기의 타이완 판매를 승인한 것은 이러한 전략이 진전되고 있는
증거일 수 있다(rfi, 2021.8.6).
David Helvey 박사는 이렇게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증
가하고 타이완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를 배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WSJ, 2021.4.22).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속 가능한 미군” 전
략과 일치하는 생각이다. 즉, 미국이 직접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 이 경우에는 타이완이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하고 미
국은 하이테크 기술과 미사일, 위성, 항공기 같은 원거리 자산을 지원하
는 형식이다. 이런 방식을 취할 경우 당연히 미국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역으로 물량으로 승부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를 입는 부분은 동맹에
게 맡긴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하이테크를
중심으로 견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인
다. 이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
든 행정부의 대중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이는 중국의 군사 자
산 확보에도 영향을 준다. 동시에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 중국의 “지구전 전략”은 유효하지 않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공격을 포기
할지, 아니면 국내 정치 여건상 불리하게 된 시진핑 주석 그룹이 상황 반
전을 위하여 오히려 타이완 공격을 서두르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의 지속 여부는 정치체계상 미국 내 여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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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있다. 그리고 여론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미 의회이다.
미 의회를 비롯하여 미국 정치권의 대중 감정은 일로 악화하고 있다.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전쟁을 시작한 이래 바이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주 공화 양당이 협력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일련의 대중 법
안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정당과 관계없이 대통령이 정책을 일관 유지하
고 의회에서 민주 공화 양당이 지지한다면 중국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의
대중전략은 일관성을 가지고 유지될 것이 확실하다.
향후 타이완 해협에서 미중은 대치를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바
이든 행정부는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동맹들을 군사행동에 성공적
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초기에는 미국의 요구에 마지못해 동참하는 듯 보
였던 인도를 비롯하여 쿼드 각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적극적으
로 변했으며 이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rfi, 2021.8.15).
우리나라 또한 사실상의 반중 동맹인 쿼드 등을 비롯하여 중국에 군사
적으로 맞서려는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반중 군사 연
합에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큰 영
향력을 가진다.

2) 남중국해
남중국해는 1년에 3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이 통과하며 일본, 한
국, 타이완 석유 수입의 80%, 인도 무역의 55%가 통과한다. 그리고 중국
에게 있어서도 남중국해는 무역량 대부분이 통과하며 특히 중동으로부터
의 에너지 자원이 인도양과 말라카해협을 거쳐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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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의 수출국으로 전환한 미국에게 있어 남중국해가 이전처럼 전략적으
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무역의 상당 비중이 이 남중국해를 통과
한다. 그래서 평화 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갈등 시에는 남중국해 통과권이
미중과 아시아 모든 국가에게 관건이 된다.
총 면적 35만㎢인 남중국해에는 동사군도(東砂群島, Paratas Islands),
중사군도(中砂群島, Macclesfield Bank), 서사군도(西砂群島, Paracel
Islands), 남사군도(南沙群島, Spratly Islands) 등 4개의 군도가 있고 중
국은 베트남과의 파라셀(Paracel) 군도에 대한 분쟁, 베트남, 말레이시
아, 브루나이 및 필리핀과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 필리핀과 스카버러 산
호초(Scarborough Shoal) 분쟁이 있다(이대우, 2016). 이러한 분쟁에는
타이완도 연관되어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각국의 움직임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2

남중국해 분쟁 지도

출처: BBC News(201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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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전략
중국은 구단선과 남중국해 대부분 영역을 자국의 영해로 선언하고 남
중국해의 섬 또는 산호초에 시설물들을 건설하며 영유권을 기정사실로
만들려 하고 있다. 2021년 4월 스카버러 산호초에서 필리핀은 일부 섬에
미지의 건축물이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 미 국방부에 의하면, 중국이 바
다를 매립하여 1,294 헥타르의 토지를 획득하였다는 것이다(BBC News,
2021.5.5).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인공섬을 중국의 Salami-Slicing 전략
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실제 남중국해에서 인접 각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수역은 상당 부분 겹
친다. 그리고 이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 인공섬의 국제법상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련 각국의 견해가 일치하는데 미 의회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한 의도를 해설하고 있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3).
ⅰ) 남중국해에서의 어업 운영과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 ⅱ) 주변 국
가에 대한 정치적 압력, ⅲ) 남중국해를 통한 방공식별구역(ADIZ)의 반
포 및 시행, ⅳ) EZZ의 반포 및 집행, ⅴ) 서태평양 진출을 위한 군대의
주둔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 ⅵ) 지역 패권국가라는 목표에 대한 기여이
다. 한 마디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것이며
남중국해가 중국 영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의 군사 활동이 넓어지고 잦아지면서 남중국해의 긴장이
상승하고 있다. 중국이 Fiery Cross Reef 등에 정찰기와 정찰선을 보내
는 모습이 위성에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SCMP, 2021.6.11). 중국은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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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암초 위에 조성한 군사기지에서 폭격기의 이착륙 등을 하고 있다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2018.6.13).
남중국해 인공섬의 군사기지 건설로 인민해방군은 남중국해 구단선
이내의 대부분 지역에서의 작전이 가능하다. 동시에 폭격기의 작전 범위
에 들어가게 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은 군사적 긴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점유하여 건설한 비행장과 폭격기의 작전 범
위를 보면 말라카해협 동쪽에서 타이완까지의 공역을 완전하게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런 방식으로 군사자산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자국 영향력 확대 외에도 유사시 남중국해에서 타국의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과 서방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항하여 미국은
이 지역에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며 동맹을 집결시키고 있다. 적극적
으로 호응하는 국가는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이다. 이들 국가의 적
극성은 일반적으로 남중국해가 타국에 의하여 제압될 경우, 자국의 전략
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정
치적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도
모하는 의도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행동은 당연히 영해권을 주장하는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충돌
을 초래했다. 영해 분쟁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하고 영토가 근접해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과의 갈등이 백열화하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인근 국가는 물론 미국 및 서방, 그리고 일본의 반발을
함께 일으켜가며 남중국해 영토화를 도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타이
완 합병 작전에서 미국 및 동맹국과의 무력 충돌 시 남중국해에서의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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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의 보급선인 동시에 괌과
호주로부터의 서방 군사력에 대항하는 거점이 남중국해 전역에 필요해서
이다. 이들 인공섬은 적어도 적군의 남중국해 진입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섬 또는 산호초들의 실제 군사적 효력에 대해서는 낮은 평
가를 하는 견해도 있다. 일각에서는 상대국이 마음만 먹으면 단시간 내에
무력화할 수 있는 소위 “juicy target”으로 본다. 중국의 인공섬들이 전
시에는 초기에 쉽게 파괴되어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대로 상대에게 실질적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상당한 시간
과 전력상의 손실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War
On The Rocks, 2020.1.10).

그림 7-3

싼사시

출처: Sansha City Hainan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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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남단의 도시 싼사(三沙)시는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민간인들을
대량 거주하게 하여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
싼사시는 용싱다오(永兴岛)라는 작은 섬에 소재하며 상주인구 2천~3천
명인 매우 작은 도시이다. 면적이 20㎢ 정도여서 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
능하여 모든 자원을 육지에 의존한다. 중국은 근거리에 있던 스다오(石
岛)를 연결하여 면적을 조금 더 키웠다. 중국은 몰디브의 수도 마리가

1.5㎢ 내에 14만 명이 산다며 용싱다오 인구가 25만 명 수용이 가능하다
고 본다. 중국은 이렇게 외딴 섬을 인공적으로 확장하여 비행장을 지을
뿐만 아니라 티베트나 네이멍구에서처럼 의도적으로 인구를 이전하여 영
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각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에 군사적 공
격을 어렵게 하는 인질처럼도 보이는 것이다.
영토 분쟁으로 볼 수 없는 성격인 타이핑다오(太平岛) 이슈도 있다.
Spratly Islands에 소재하는 타이핑다오는 타이완이 실질 지배하고 있다.
현재 타이완이 비행장을 건설하고 군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그러나 중국
의 공격이 있을 시 방어는 불가능해 보인다. 타이완은 이 타이핑다오를
미군에게 사용권을 넘기겠다고 제시하였으나 미국은 이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공격이 시작되면 푸젠에 인접한 진먼 등 섬
과 함께 일차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무력시위는 실제 관련 각국에 영향을 주고 있
다.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에 양보하는 국가들도 생기고 있다. 러시아의
주요 매체인 인테르팍스 통신은 5월 4일에 로스 석유회사를 인용하여 중
국의 압박으로 러시아는 베트남과의 현지 가스전 합작 사업을 포기한다
고 전했다. 로스 석유회사는 수년 전부터 베트남과 남중국해 지역을 개발
해 왔었다. 이 개발 지역이 중국이 선언한 중국 영해와 겹치기 때문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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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항의한 것이다.
러시아에 있어 남아시아 지역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특히 베트남과는
에너지와 무기 협력이 많다. 일시적으로 러시아가 양보를 했더라도 이후
중러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다(VoA, 2021.
5.9). 특히, 오커스 동맹으로 미영이 호주에 핵 동력 잠수함을 제공하기
로 한 후에는 러시아가 베트남에 핵 동력 잠수함을 제공할 것이라는 예상
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중국과 관련국의 갈등은 미국에게 전략적
선택을 부여하고 있어 보이기도 한다.

(2) 미국의 전략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미국은 2021년 들어서 남중국해에 대한 정찰 비행을 강화하여
2021년 5월에만 남중국해에서 72회의 정찰 비행을 수행했다고 한다
(VoA, 2021.5.9). 이는 2020년 동기 35회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숫
자이다. 즉,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도 소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세력 확대 및 타이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항해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FONOPs)를 조직화하고 있다. 이 역시 “지속 가능한 미군”
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관련 각국은 중국의 세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방하면서도 미국이 조직하는 FONOPs에 소극적이다.
Mark Valencia는 그 이유를 중국이 유사시 남중국해에서 각국의 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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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Asia Times, 2021.
8.13). 미국의 주요 동맹인 프랑스, 독일, 영국은 “남중국해에서 공해의
자유를 방해받지 않고 행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두 메모를
2020년 9월 유엔에 공동으로 제출하는 정도에 그쳤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하여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목
표가 무엇인지는 사실 분명하지 않다. 인공섬 등 중국을 군사적으로 공격
하여 격퇴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그렇다고 전통적인 제1도련을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명분을 주장하
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항행의 자유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들은 중국이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거나 제한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유의 항행 작전이 미국과 일부 서방 동맹을 제외하면 아시아
각국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쿼
드를 제시하였지만 쿼드 초기 단계에서 쿼드는 당초 Five Eyes의 일원인
뉴질랜드마저 참여하지 않는 등 동맹의 적극적인 호응은 받지 못했다. 현
재까지 쿼드에 합류한 국가는 미국 외에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뿐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중국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위 ‘영해’에 들어오
는 모든 선박, 특히 원자력 동력 선박과 잠수함들을 포함하여 사전에 승
인을 받으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무너졌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국제 정
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응이라고 불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이제 미
국의 “자유 항행 작전”에 대한 인정 안 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오커
스 동맹의 결성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쿼드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미국의 반중 움직임에 편승하여 자국의 일
반 국가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다. 동시에 아시아에서 유일
한 적극적 참여국이 전범국인 일본이라는 것은 아시아 국가에게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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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미국이 쿼드를 수단으로 종국적으로 중국에게
얻어내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도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은 중국
이 주도권을 행사하게 한다. 반면 미국은 뚜렷한 전략과 계획을 동맹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도나 일본이 적극적으로 군사 활동에
나설 수 없거나 소극적인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인 바 이 또한 오커스 동
맹이라는 군사동맹이 다시 나오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수동적이었던 미국의 동맹국가들이 미국의 역할에 호응을 하기 시작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정책과 함께 이러한
중국의 자기중심적인 외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
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동맹을 중시하고 동맹의 이익과 체면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중국의 전랑외교는 각국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
다. 결과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혜택을 받
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 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쿼드를 구성하고 남중국해에서 대
규모 군사훈련을 조직하는 등 시위를 하여도 중국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
아 보인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의 시위에 반발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타이완 근해에서 실행하였고 특히 이를 ‘도발에 대항하여 시위를 한 것’
임을 분명히 하였다(SCMP, 2021.8.17). 전에는 자제하던 타이완 해협에
서의 군사훈련을 한 것도 중국이 타이완 이슈에 있어 미국의 개입을 이미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관심은 오히려
제3국의 미국 진영 합류를 막는 데 있어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쿼드는 군사연합으로는 성립되지 않았고
새로운 오커스 동맹을 기반으로 NATO와 같은 군사동맹을 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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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국의 입장이다. 그리고 가장 선택이 주목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군사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중국은 사실상 타이완
공격을 할 수 없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예비역을 합해 400만에 가까운
병력, 세계 군사력 10위 이내의 잠재 적국이 인접국으로서 지켜보고 있
다면 그 나라는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을 총력을 다하여 공격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이 타이완을 지원하는 한 중국의 타이완 공격은 총력전 그 이
상이어야 할 것이다.
미중 간의 거리를 지키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편에 서 있는 국가는
이미 상당히 확보되어 있다.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가 바로 그러한 국가이다. 이들 국가는 미중 사이에서 국익을 계산하
며 줄타기를 하는 양상이다. 이중 현실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가지고 있
는 나라가 싱가포르와 필리핀이다.
싱가포르는 ‘독새우 전략’이라는 방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가
적은 대신 최첨단 무기와 방대한 예비군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F35 스텔스 전투기를 다수 확보하고 괌 미
군 기지에도 배치하고 있다. 필리핀은 중국과의 해상 영토 분쟁으로 가장
직접적인 대치를 하고 있으며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3) 남중국해 전망
지금까지 남중국해에 관련된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전문
가들이 보는 남중국해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ⅰ) 중미 갈등은 남중국해
전 국면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ⅱ) 섬 및 암초의 주권 투쟁은
계속될 것이고, ⅲ) 해양권익 문제는 기본적인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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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규칙의 경쟁은 중국의 남중국해 권리수호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刘喆, 2021: 62-71).
즉, 중국의 인식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권을 계속 주장할 것이고
(상기 ⅰ), 이 주권의 향방에 따라 해양에서의 권익의 기본 방향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상기 ⅲ),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양법 등 국제법과 규칙을 조
율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 속에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게 될 것이며(상기
ⅳ), 근본적으로 이 모든 갈등은 미중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것(상기 ⅰ)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양보하거나 타협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리고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대로 미국이 중국의 권리 주장을 허용할 가
능성은 없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오히려 중국을 의식한 미국의 활
동, 예를 들어 항행의 자유 작전 등에 대해 중국이 비난하는 행동, 자국
이 국내법으로 입법한 해양법을 미국이 무시한다고 비난하는 행동, 그리
고 미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인민해방군의 군사적 대응 등이 남중
국해 이슈를 군사 충돌로 가는 경향을 만든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미
국이 군사 충돌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군사 충돌을 조성하고 있
다는 시각이다. 이런 경향은 미중 간 군사 충돌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응하여 미국이 보유한 각종 핵심 역
량을 극대화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미국 우선주
의는 버리고 동맹과 함께 중국의 힘과 영향력 팽창에 대응할 것임을 선언
하는 등 결코 중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있다.
중국도 해양 경찰법을 2021년 2월 1일 국내법으로 발효시키면서 법
집행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개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기하여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해양에서의 법집행은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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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일 뿐 중무기가 동원될 상황은 거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중국은 비록 호전적인 언동을 보이고 있지
만 실제 군사작전 능력은 미국과 차이가 크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소진하는 상황으로 본다. 이들은
만일 중국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현재의 남중국해 현상 유지를 변경함으
로써 미중 군사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나타난다면 매우 심
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일반적 의미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군사 경쟁 우위를 선점한
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중국으로서는 타이완 합병 전쟁 기간 동안
남중국해에서 유효하게 미국 및 동맹국의 군사력을 탐지하고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목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군사적 우세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은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방식으
로 미중 무력충돌 시 아시아 각국이 경솔하게 미국 편에 서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고압적 태도는 동시에 아시아
각국의 반감도 사고 있는데 중국이 추진 중인 “South China Sea code
of conduct”가 그 사례이다.
2019년 7월 중국이 ASEAN 10개국과 추진해 온 이 남중국해 행동 강
령은 지금까지도 표류 중이다. 이에 대해 中国南海研究院院의 吴士存은
중국 하드 파워의 상승이 소프트 파워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호주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의 Carl Thayer
교수도 아세안 국가들이 협상에는 임하겠지만 소극적일 것이라고 지적했
다(SCMP, 2021.7.17).
궁극적으로 미중 군사 경쟁이 남중국해로 확산되는 것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는 큰 안보 부담이자 이에 따라 미중 간 어느 한 국가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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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종합해 보면
각 국가는 크게 3가지로 남중국해에서의 입장을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의
편에 확실히 서서 중국과 무력 충돌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전할 것으
로 보이는 국가, 두 번째로 미국의 편에 서서 참여하지만 자국의 이해관
계에 따라 제한된 범위의 협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 그리고 미중 양
국의 충돌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국가 등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각국의 예
상 입장을 정리해 보면 <표 7-3>과 같다.

표 7-3

남중국해 관련 각국 입장
미국 동맹국

선택적 참여국

중립 유지국

영국, 호주, 타이완, (일본)

프랑스, 인도, 싱가포르, 독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군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은 영국, 호주,
일본, 그리고 타이완이다. 미 태평양사령부합동정보센터의 전 작전 책임
자인 Carl Schuster는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이 지역에 거의 관심을 기
울이지 않은 결과 아시아에서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며(Bloomberg,
2021.8.20) 누구도 중국이 남중국해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
에 동남아 국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편을
선택하는 것은 아무런 이점이 없고 많은 단점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런 구도를 보면 미중에게 있어 일본은 이미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미군과 100% 상호 운영성이 보장된 군대이며 보급 등
미국의 후선 지원에 대한 부담도 없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문제인 예
상 작전 지점으로부터의 원거리라는 제한도 극복하게 하여 준다. 일본이
전투가 아닌 병참 등만 미국을 지원해도 중국의 소모전 및 지구전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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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부분 무력화될 수 있다. 그러나 평화헌법과 아시아 각국의 일본 군사
대국화에 대한 경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미국은 가장 확실한 호주
와 영국을 대상으로 오커스 동맹을 결성하였다.
오커스 동맹 국가들은 동맹 결성을 프랑스나 EU에는 알리지 않으면서
도 대한민국에는 알렸는데 이는 한국의 오커스 참여를 탐색해 왔다는 시
사로 해석할 수 있다.

3) 동중국해(센카쿠 열도)
중국에서 타이완의 북부 방향으로 대양에 진출하려면 북쪽에서부터
서해, 대한해협, 일본 해역,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도서 지역
등과 대면하게 된다. 대한해협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어 선택하기 어려운 경로이고 오키나와 미군의 감시를 회피하여 운항
하려 할 경우 선택해야 하는 경로가 타이완 북부와 센카쿠 열도 사이의
해역이다.
그리고 이 해역이 바로 동중국해이다. 위키백과에서는 동중국해를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동중국해는 제주도 남쪽부터 타이완에 걸쳐
있는 서태평양의 연해이다. 북동쪽은 제주도 동쪽 끝부터 일본의 후쿠에
섬 남쪽 끝과 규슈까지 이은 직선을 경계로 동해와 접한다. 북서쪽은 제
주도 서쪽(북위 33°17')부터 중국 대륙의 양쯔강 하구까지 이은 직선을
경계로 황해와 접한다. 남서쪽은 타이완 섬 북쪽 끝과 푸젠성의 동쪽 해
안(북위 25°24')을 이은 선을 경계로 남중국해와 접한다. 해역의 크기는
약 1,249,000㎢이다.”
동중국해는 이렇게 황해와 함께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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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해역이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미일과의 무력 충돌의
발생이 예상되며 그 일차적 장소는 타이완 남쪽의 바시 해협, 그리고 타
이완 북쪽 동중국해의 센카쿠 해역이 제해권을 판가름하는 장소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만일 무력 충돌의 범위가 미일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면 러
시아의 참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최소한 일본을 둘러싼 전 해역이
직접적인 작전 해역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로서는 동해, 남해,
황해가 모두 전투 해역이 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군사적 측면에서 동중
국해는 미국보다도 중국, 일본, 한국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며 간접적
으로 미국, 북한, 러시아, 캐나다 등이 이해 당사국으로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직접 당사국인 동북아 3개국에 논의를 집중한다.
중국의 남중국해 점유가 이미 글로벌 이슈화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
본이 그리고 있는 “대양국가”로서의 해양주권 주장은 그다지 이슈화되고
있지 않다. 일본과 독도 분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한일
간의 국지적 분쟁이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일본이 그리
고 있는 해양주권의 전체 모습을 보면 아시아 파워 국가가 되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가 나타난다.
일본이 주장하는 EEZ은 결코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수역에 못지
않다. 다만 인접국과의 영토 분쟁이 백열화되지 않은 것뿐이다. 현재 러
시아와의 쿠릴 열도 4개도 분쟁, 중국과 오키노도리시마, 센카쿠 분쟁,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독도 분쟁을 벌이고 있다. 타이완과도 영토분쟁이
있으나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제대로 얻지 못한 타이완의 특성상 널
리 이슈화되고 있지 않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동중국해는 한국과 일본에 의하여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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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된 모습이며 아시아 최대 군사 강국인 일본과 대한민국을 해결해야
만 동중국해에서의 활동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센카쿠는 중국이 전략적
으로 확보해야만 하는 교두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여기에 센카쿠 인근
수역에서 대규모 가스전이 발견됨으로써 중국은 더욱 센카쿠 영토 분쟁
에 노력하게 된다.
중국학자가 1982년 추정한 바에 따르면 센카쿠 섬 해역의 석유 매장
량은 30~70억 톤, 혹자는 800억 배럴, 즉 100억 톤 이상이 매장되어 있다
(百度文库, 2015.3.15). 그리고 영유권을 인정받을 경우 섬을 중심으로
하여 7~20만㎢의 해역을 차지하게 된다. 1990년대 들어 200해리 EEZ
을 인정하는 유엔신해양법이 적용되면서 중국은 1992년 ‘영해 및 접속수
역법’을 제정하여 센카쿠를 자국 영토로 명시하였다. 일본은 1931년 자국
영토로 편입한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를 기점으로 EEZ를 주장한다(조
양현, 2010).

그림 7-4

중일이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 부근 영해

출처: Gandhi(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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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중국해에서 발견된 가스전의 위치가 현재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
선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과 중국의 경제 구역에 겹치게 되며 중국이 주
장하는 200해리를 기준으로 할 시 완전히 중국의 구역에 속하게 된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 하에 동해 200해리 EEZ을 주
장한다. 반면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은 중국이 주장하는 분계선보다 훨
씬 중국 쪽으로 들어간다. 이 양국 간의 주장에서 센카쿠 열도가 결정적
인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7-4>).
경제적인 이유 외에 군사적 시각에서 보면 항공모함 전력과 공군력에
서 미군에게 뒤지는 인민해방군으로서는 도서의 레이더 및 미사일 기지
가 큰 지원 수단이 되며 센카쿠의 주권을 얻게 되면 타이완 동북부와 동
중국해를 통해 북태평양으로 통하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그림 7-5

일본의 남서 도서에서의 미사일 기지

출처: AMTI(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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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시각에서 볼 때 센카쿠 해역은 ‘兵者必争之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타이완 공격 시 일본의 개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판단 수단으
로도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동중국해 이슈는 센카쿠 이슈로 집중
되고 센카쿠 이슈는 영토 이슈가 중점이 되며 이 영토 이슈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다.
일본으로서는 전승국인 미국이 오카나와를 비롯한 섬들의 관할권을
일본에 돌려줄 때 당연히 센카쿠 열도의 주권 또한 일본의 것으로 인정했
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Japan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1978년 센
카쿠 섬에서의 군사훈련에 대하여 미국이 중일 간의 분쟁을 우려하여 동
의하지 않았다(The Japan Times, 2021.4.12). 이는 미국이 2차 대전
종전 당시 중화민국, 그리고 그 이후 중국의 요구를 감안하여 애매한 입
장을 취했다는 것인데183) 이러한 인식은 최소한 1971년경 시작되었다는
것이므로 중국 시각에서는 미국이 지난 50년간 애매한 태도를 취해왔다
는 것이 된다.
미국 상·하원은 2012년 12월 말 최종 통과시킨 국방수권 법안에서도
“미국은 센카쿠열도의 궁극적인 주권에 대해서는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나 일본의 행정관할권을 인정한다”라고 모호한 입장을 명시했다(나
영주, 2013). 현재도 미국은 센카쿠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입장에서는 타이완 북부에서 오키나와에 이르는 해역
중 만일 센카쿠의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태평양으로 나

183) 나영주에 의하면 미국은 센카쿠 제도에 관해서 일본에 이양하는 것은 ‘시정권’이지 ‘주권’이 아님을 조심
스럽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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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루트를 확보함과 동시에 남중국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센카쿠를 군사
기지화 하여 타이완을 지원하기 위해 접근하는 미일 두 나라의 군사력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주요한 전략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준희는 2019년 일본의 영토분쟁에 대한 접근 전략은 다층화 전략
(Multi-Track Strategies)으로서 공동경제 활동을 영토 반환 프로세스와
연결지어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영토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여론에 주지시키면서 대외적으로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려는 전
략이라고 했다(우준희, 2019). 즉, 일본이 진지하게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인데 현재의 일본은 군사적 위협에 진지하게 대응하
고 있다.
윤석정은 이러한 중일 갈등에 있어 일본의 대중협력정책은 한중일 관
계의 차원에서 한국 외교에 기회 요인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중일 관계
개선의 동력이 경제협력이라는 점은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정경분리
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는 것이다(윤석정, 2021). 그러
나 중국은 경제제재를 상투적으로 사용하여 정경분리의 원칙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있다.
그보다 일본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이 시기야말로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인정받을 기회이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서 센카쿠는 1895년 어떤 국가도 관할하고 있
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고 말하고 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4.4). 그 후 중국과 센카쿠 열도를 둘
러싼 갈등이 심화되자 2012년에 센카쿠 열도의 섬 세 개를 일본 정부가
매입해서 중국의 위협에 맞선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센카쿠 상황은
중국과의 영토분쟁인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영토 인정을 받으려는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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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있는 셈이다.
2021년 미국의 Antony Blinken과 Lloyd Austin, 일본의 토시미츠
모테기와 키시의 2+2 회담 이후 센카쿠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미일합동
군사훈련계획(Nikkei Asia, 2021.3.21)이나 스가의 바이든 회담 이후 미
국의 안보 약속 같은 것들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본이 미국의 영토 인
정을 구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일본 자민당 정권이 미중 갈등을 이용하여 평화 헌법을 개정하
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자 하는 의도 또한 자명한 일이다. 이
런 일본의 의도가 미중 충돌이라는 상황을 맞이하여 적극적으로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에 대항하게 하는 것이고 미국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첨예화되고 있는 센카쿠 및 수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일본이 취한
주요 조치 중 하나는 섬 전체에 대함 및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이다
(AMTI, 2020.7.29). 일본은 이들 섬에 대함, 대공 미사일을 배치하였고
2019년 3월 26일 아마미, 오시마 두 기지의 가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같
은 3월에 미야코 기지도 가동에 들어갔다. 이시가키에도 기지가 건설 중
이고 2023년까지 미사일을 배치할 예정이다. 자위대는 P1 초계기에 탑
재 가능한 Type 12 대함 미사일을 테스트 중이며 2026년까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배치가 완료되면 전략적으로 중
국의 군사력이 타이완의 북부 수역을 통해 동중국해로 나가는 것을 봉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센카쿠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일관된 것으로 시종일관 센카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2021년 4월 26일 6척으로 구
성된 랴오닝호 전단이 센카쿠 열도의 동단 섬인 미야코지마와 오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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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도 사이를 통과하여 태평양으로 진출했는데 이 루트가 중국 해군이 미
일의 레이다 및 미사일 기지를 피해 북태평양이나 동해로 지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항로로 보인다. 같은 날 중국 정부는 위성으로 관측한 데이터에
근거해 센카쿠 열도의 지리 관측 데이터를 발표했으며 이 또한 센카쿠에
대한 주권 주장의 한 형태이다.
중국의 도발은 미중 충돌로 인하여 증가했다기보다 중국의 일관된 정
책이 최근 국내 선전 목적이 부가되면서 미디어 노출이 커진 것으로 보인
다. 중국에 대응하여 일본 자위대가 발진한 통계를 보면 <그림 7-6>에서,
보듯이 1958년 이래 주기성을 가지고 지속된 것이지 근년에 발생하고 있
는 일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위협이 더 증대하여 이
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다.

그림 7-6

일본 자위대 발진 통계

출처: Joint Staff Press Release(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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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러한 지속적 센카쿠에 대한 도발에 대해 Alessio Patalano는
센카쿠에 대한 중국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War On The
Rocks, 2020.9.10).
1단계: 중국 존재의 상시화(Normalizing China’s Presence)
2단계: 통제의 집행(Exercising Control)
3단계: 점령?(Taking Over)
Alessio Patalano는 3단계 점령에 물음표를 붙여 확실하지 않음을 표
현하고 있지만 1, 2 단계를 거쳐 백열화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점령 외에
다른 결과를 상정하기 어렵다. 중국이라는 존재의 상시화는 이제 이룬 것
으로 보이고 중국은 2 단계 통제의 집행 수준을 상승시켜 가고 있다.
중국은 2013년 네 개의 해상 법 집행기관을 통합하여 중국해경을 창
설한 후 2018년 국무원 산하에서 중앙군사위 산하 무장경찰 산하로 전환
하여 법 집행기관의 성격보다는 군사적 기능을 강화하는 징후를 보였다.
별도의 해양 경찰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도 하고 있다(김석균, 2021b).
중국의 동중국해에서의 활동 특징 중의 하나는 러시아와의 협력이다.
두 나라는 공개적으로는 동중국해에서의 협력을 공포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에 대한 양국의 영공 도발 패턴을 보면 뚜렷하다(Joint Staff Press
Releas, 2021).
중러 항공기 궤적을 보면 뚜렷하게 동중국해와 동해로 나누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태평양보다 동중국해와 동해를 주로 비
행하는 이유는 도쿄 등 대도시 민감 지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 군사
적 관계가 모호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일 양국의 약점을 찾으려는
것, 일본의 대응 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난이도를 높이려는 것 등을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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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일본의 항공식별구역 및 중러 항공 침해 패턴

출처: JASDF(2021)

반면, 러시아는 미중 갈등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
었다. ASEAN 국가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또한 적극적으로 미중 간의 갈
등 사이에 끼어들 이유가 없으며 미중 양편에서 러시아에 대한 여러 회유
수단을 즐기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과 에너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회유해 왔다. 그 결과 중러 간의 협력은 깊어지고 있으며 특히 아프가니
스탄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고 일본의 쿠릴 열도 영토 분쟁 제기 상황이
도래하자 러시아 또한 중국과의 협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Известия, 2021.8.20).
이에 맞서는 일본의 해양전략은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하면서 철저하
게 미국과 협력하여 미국 주도의 태평양 구조개편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이 해경법을 수정하여 무기 사용을
허용하자(rfi, 2021.2.18) 일본은 자체적으로 센카쿠를 겨냥하여 지상군
수송선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육상자위대의 함정이 2024년 배치돼 외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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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둔 인력에 탄약과 연료, 식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분석
가들은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 등에 군대를 파견해야 할 경우 보급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CMP, 2021.2.15). 이어서 일본은 센카쿠에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면서 국방부 장관 노부오 기시는 해안경비대 전력
으로는 상황을 처리할 수 없다며 자위대가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
다(SCMP, 2021.3.7). 이런 상황은 중국 존재의 상시화에 대응하는 일본
의 기본 입장이 강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가는 2021년 4월 16일 미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공
동발표를 하였는데 이때 타이완 해협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센카쿠 실효 지배를 지지한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E-International Relations, 2021.4.18). 물론, 중국은 곧바로 반발하
였고 센카쿠 열도의 지형도를 발표하여 일본을 자극하였다(Sankei, 2021.
4.27). 미일의 대답은 큐슈에서 미일과 프랑스가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실
행하는 것이었다. 이 훈련은 육상자위대 병력 14만이 참여하는 대규모였
고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다(AP, 2021.5.15). 중국 또한 이에 대
응하여 랴오닝 함을 비롯한 6척의 중국 함대를 보내 오키나와 본도와 미
야코 섬 사이를 통과하여 동해로 북상했다. 그 과정에서 랴오닝 함의 헬
기가 센카쿠 섬 근처까지 비행하는 등의 시위도 하였다(rfi, 2021.4.28).
이렇게 중국의 함대가 동해까지 항해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이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시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일본의 대중전략에 변화가 감지된다. 일본은 2021년 판
「국방백서」에서 일본의 안보보장에 대한 타이완의 중요성을 명시하였다
(rfi, 2021.7.13). 이는 대외적으로는 중국 본토의 압박을 받고 있는 타이
완을 지지하며 미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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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수역과 같은 일본 영토 영해에서 중국과 충돌하는 것 보다 타이완
영역에서 중국과 충돌하는 편이 일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때문
으로 보인다. 타이완을 지원하는 형식의 전쟁이 명분상, 그리고 미국의 참
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자민당이 추진해 온 전략목표에 더 부
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을 미중 무력충돌 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국가, 동시에 가장 대규모의 전력을 동원할 국가로 추정한다.

2. 중국의 인도양-말라카해협 전략
인도양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바다이며 전체 바다 면적의 20%를 차
지한다. 북쪽은 인도 대륙과 서남아시아, 서쪽은 동아프리카, 동쪽은 인
도차이나 반도, 순다 열도와 호주, 남쪽은 남극해로 둘러싸여 있다. 관련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북쪽은 중동국가들,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쉬
등의 국가가 위치하고 서쪽은 홍해의 이집트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아프
리카 국가들이 위치한다. 동쪽으로 미얀마, 말레이사아, 싱가포르, 인도
네시아와 인접하며 남쪽으로 호주가 위치한다. 이 지역은 이제까지 미중
관련한 규모 있는 군사적 분규는 없었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사시 봉쇄의 가능성이 있는 말
라카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국가 보급로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보
급로에 대한 인도양-말라카해협의 중요성이 상승하고 있다. 관련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전략
알라카 해협을 지나 인도양을 거치는 루트는 중국의 3대 해상 무역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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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하나이며 중국이 중동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고 아프리카 및 유럽으
로 상품을 수출하는 필수 루트이다.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이어주는 말
라카해협은 연간 통과 대형 선박이 8만 척이 넘고 이중 18만 톤급 이상
의 유조선만 1500~1600척에 달하여 연간 수송량이 6억 톤을 넘어 이제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루트를 “해상생명선”
중 하나로 여긴다(BBC News, 2021.1.13). 2018년도 기준으로 중국의
원유 수입량의 40%가 중동, 16%가 아프리카이므로 중국 원유 수입의 56%
가 인도양을 지난다는 의미이다.

그림 7-8

중국의 현재 및 잠재적 인도양 보급로

출처: 吴良 等(2018)

중국에게 있어 인도양은 이렇게 주요 국가전략 자원의 보급로라는 의
미를 가지게 된다. 아래 그림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이르는 바닷길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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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W자 형태인데 이것이 인도 등에서 중국의 인도양 보급로 전략을 “진
주 목걸이 전략”으로 부르는 이유이다.
중국 시각에서 인도양-칼라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오가는 보급로는
<표 7-4>와 같이 6개를 상정하고 있다. 이중 대규모 화물 운송이 가능한
해로이면서 말라카해협을 회피할 수 있는 통로가 방-중-인 경제 주랑과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인데 경제성을 볼 때 가장 유력한 것이 방들라데
쉬-중국-인도 주랑이다. 즉 중국에서 미얀마를 거쳐 유로를 통해온 후 인
도-방글라데쉬 해역을 지난 페르시아 만으로 가는 루트이다.

표 7-4

중국의 인도양 보급로 현황

보급로

유형

관련 국가

경로

길이/
㎞

현 경로

현 길이

절약
길이/㎞

보급로
길이/㎞

말라카해협

항운

싱가포르

주삼각-말라카페르시아만

9,000

-

-

-

1,000

중-파 경제
주랑

육로

파키스탄

카스-카라치페르시아만

5,000

카스-상하이페르시아만

15,400

10,400

4,000

방-중-인
경제 주랑

수륙
연운

미얀마

쿤밍-양곤페르시아만

7,800

쿤밍-팡청강페르시아만

9,700

1,900

2,300

중-네 경제
주랑

육로

네팔, 인도

라사-장무-캘커타 8,600

라사-상하이페르시아만

14,300

6,900

1,900

중남반도
경제 주랑

육운

베트남-라오스
난닝-방콕-싱가포
-태국-미얀마
7,400
르-페르시아만
-싱가포르태국

난닝-말라카페르시아만

9,000

1,500

3,000

끄라 운하

항운

주삼각-말라카
-페르시아만

9,000

900

120

태국

주삼각-끄라
운하-페르시아만

7,500

출처: 吴良 等(2018)

이 루트들이 말라카해협을 통과하기 어려울 시 중국의 생명선이 된다.
따라서 이 지역의 세 국가,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는 모두 중국에게 매
우 중요한 지정학적인 의미를 가진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의 경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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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중국과의 관계도 긴밀한 편이다. 최근 들어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 중국 입장에서 다루기 어려운 것도 중국의 국가
안보에 협력하고 있는 군부와의 협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중국이 2대 무역국이며 중국에게 인도는 10대 무역국이다.
중국은 2008년 아덴만 지역의 해적퇴치를 위하여 군함을 파견한 이래
인도양 지역에 군의 주둔을 확대하고 있다. 2008년 3척의 군함을 파견하
고 아라비아해에 해군을 반영구 주둔시킨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지부
티에 중국 최초의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Jeffrey Becker에 따르면
인도양에서의 중국의 해군력은 2척의 군함과 1척의 보급함 수준으로 아
직은 평시 군사작전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상
거부는 물론 해상 통제 역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Indo-Pacific
Defense FORUM, 2019.4.22).
중국은 인도양 일대일로 사업의 하나로 서남부 윈난(雲南)성 쿤밍(昆
明)에서 미얀마를 관통해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철도·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이고(중앙일보, 2021.2.4), 미얀마와 인도 동북부를 잇는 물류 거
점인 시트웨 항, 윈난성까지 연결된 원유·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시작
지점인 짜욱퓨 항에 관심을 가져왔다. 중국은 이들 거점 항구에 인민해방
군 주둔을 원했지만, 미얀마 군부는 외국군 주둔을 금지한 헌법을 들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인도가 미얀마와 말라카해협을 겨냥하여 부근 도서의 군사기지화를
진행하자 중국은 안다만-니코바르의 북부에 있는 작은 섬 코코 아일랜드
(Coco Island)를 미얀마로부터 임차하여 군사기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작아 관측기지 및 보급 기항지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
인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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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의 전략
인도양 북부 중앙에 위치한 인도는 7,500㎞의 해안선과 해안을 따라
190개 이상의 항구가 있으며 아라비아해와 방글라데시 만에 1,175개의
섬이 있다(郑励, 2005: 113-120). 특히, 세계 석유 매장량의 55%, 생산
량의 33%를 차지하는 페르시아만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그 전략적 중요
성은 공히 인식되고 있는 바이다(钱忠礼, 2010; 吴良 等, 2018: 1510에
서 재인용).
많은 인도 평론가들은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과 함께 진주사슬 전략
(珍珠链战略)(维基百科, 2021.7.14)이 인도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진주사슬은 중국에서 수단 상류 항구에 이르는 중국의 민간 및
군사 시설과 이들 시설과 중국의 중요한 수로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친 소련이었던 인도는 1980년대 중반에 안다만과 니코바르 제도에 해
군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강대국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후 소련 해체 이후 준 군사동맹이었던 ‘인도-소련 평화, 우정, 협력 조
약’이 저절로 만료되었다. 이렇게 1991년 냉전이 종식되면서 인도와
ASEAN 사이의 구조적 장벽도 사라져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던 인도와
ASEAN은 더 이상 서로 대치하지 않게 되었다. 인도는 대외경제 전략에
서 ASEAN을 아시아와 세계 경제에 통합하는 채널로 간주하며 아세안은
이제 인도 무역 상대국 순위 1위이다.
인도와 ASEAN 간의 협력은 이제 경제와 무역에서 해상 채널 보호와
같은 광범위한 경제 및 안보 분야로 확대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도와
ASEAN 간의 합동군사훈련, 무기, 장비 및 인력 훈련 협력도 크게 증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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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차원에서 인도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및 기타 국가와
의 해상안보협력 및 합동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늘리고 국방대화, 해군교환, 전투훈련 및 역량강화 협
력을 촉진했다. 인도는 해양안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ASEAN 국가들에
게 격년으로 열리는 ‘밀라노’ 해양 공동훈련에 참여하도록 광범위하게 초
청하고 있다. 2020년 9월 인도와 ASEAN은 ‘2021~2025년 공동행동계
획’에 합의했고 해상안보협력이 주 목적이다.
인도는 2002년 ASEAN과의 연례 정상회담 기제 구축을 포함하여
ASEAN이 만든 아시아-태평양 다자 기제 시스템에 적극 참여했으며, 중
국, 일본과 함께 아세안의 네 번째 ‘10 + 1’ 대화 파트너가 되었다. 그리
고 한국과 인도는 2003년 「동남아 우호협력 조약」에 가입하여 동아시아
정상회담과 ASEAN 국방장관 확대 회담에 창립회원으로 참가했다. 이러
한 움직임을 통해 인도는 ASEAN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다자간 틀
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분쟁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상
처는 큰 편이다. 1962년의 중인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하였고 인도의 반대
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카슈미르 악사이 친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였다. 여
기에 인도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망명을 받아들여 망
명정부 수립을 수용한 것도 중인관계 악화의 큰 요인이다. 중국은 부탄의
동랑 지역에 진출하여 국경분쟁을 일으켰는데 중국은 부탄이라는 나라
자체가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海林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 전략 연구원 부원장은 중국과 인

도의 국경 게임은 3단계 모델로 단순화한다. 1 단계 동랑(洞朗) 사건, 2
단계 우한 회담 및 첸나이 회담 단계, 그리고 3 단계는 갈로완 하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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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는 현재의 중인관계의 변화는 인도 쪽에서는 기존 전략의 수정
이유가 없고 중국 쪽의 전략 변화라고 판정한다(云南财经大学印度洋地区
研究中心, 2021.3.5). 즉, 현재로서는 중인 변경 충돌 상황이 인도에게

유리한 환경이라는 인식이며 향후 중국은 인도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한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黄仁伟 푸단대학 일대일로 및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원장도 향후 5년

에서 10년 사이 인도양이 지속적으로 미중전략 게임의 주요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은 중국의 이러한 주장을 중국이 티베트에서 남하
하여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의 항구로 진출하는 보급로 확보를 위한 것이
라고 추정하기도 한다(이철, 2020.9.13).
2020년부터 재발된 중인 국경 분쟁은 인도가 양국 군대가 다투던 몇
몇 고지를 점령한 상태(인도 입장에서는 수복한 상태)로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도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인도는 중인 국경에 20만
의 병력을 이동하는 등 양보의 기세가 보이지 않고 중국도 미국과의 긴장
이 상승하는 가운데 인도와 무력 충돌을 벌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인도 입장에서는 언젠가 도래할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과 중인 접경
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미중 갈등은 인도의 국익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일이며 미국 주도의 대중 억제 행동에 참여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
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인도는 3,500㎞에 가까운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
다. 히말라야 지형으로 인하여 용이한 접근성을 가지지 않지만 항공 전력
의 경우, 방어해야 할 길이가 엄청나게 긴 것이다. 인도는 중국과의 전면
전을 부담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중인 양국은 상호 방어가
어려운 탓에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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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인도의 대중 정책은 군사적인 양보도 원하지 않지만 긴장 고조나 확
대도 원하지 않는다.
해양에 있어서도 인도로서는 말라카해협을 경계로 하여 중국의 무력
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자원을 적게 투입하면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
는 전략이다. 인도가 인도양 곳곳의 관문에 해군 역량을 구축하는 전략은
경우에 따라 중국의 무역로를 봉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래서
중국도 양국 접경지대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인도가 이를 인도양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David Brewster는 인도는 중국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반면 중국의 관심은 미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웃 국가들, 특히 인도의 인식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전략적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도가 중국의 행동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양국의 전략적 경쟁
으로 인한 인도양의 군사화는 전반적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가 미국 주도의 쿼드에 참여하고 태평양에서의 군사훈련에 참여
하는 것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는 아니다. 그보다는
인도 입장에서 말라카해협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인도양 쪽에서 중
국과 충돌하는 것보다 태평양 쪽에서 미국 주도 군사력에 합류하여 말라
카해협 동쪽에서 중국이 세력을 저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인도는 쿼드,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 주도 반중 협력에 적극적인 태
도를 보일 것이며, 그 작전 지역이 말라카해협에 가까울수록 적극성은 상
승할 것이다. 이러한 인도의 태도가 오커스 동맹에서 인도가 빠진 이유로
보인다.
반면, 중국 학자들 중에는 인도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는 의견도 있다(新京报, 2020.9.27). 길림대학교 공공외교부 부학장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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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인 孙兴杰는 실제로 인도도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은 굳건하며, 국경 문제가 해결되면 인도는 결국 인도
양으로 향하게 되서, 불가피하게 미국의 세력과 대립을 일으킬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렇기에 미인 간에도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어 인도가 완전히
미국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쓰촨 국제연구 대학 국제관계 학교의 龙兴春도 중국이 인도가 미국에
포섭되는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미국이 인도가 중
국과 전쟁을 하도록 부추긴다고 해도 인도가 중국과 전쟁을 하는 것을 돕
기 위해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인도가 미
국의 이러한 유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중남아협력연구센터 비서장인 刘宗义도 인도
의 중국 정책의 기본 방향이 상대적으로 결정됐다고 보며(新京报, 2020.
9.28), 刘宗义는 중인관계에 있어서 러시아 요소를 주목한다. 刘宗义는
인도 무기 시스템의 70%가 러시아에서 수입되었으며, 인도의 전통적 우
방이었던 러시아는 인도가 미국에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러시아도 중인 국경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은 다분 중국 일방적인 사고로 보인다. 하지
만 인도양 내의 사실상 유일한 파워 국가인 인도가 미국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는 합리적이다.

3) 미국의 전략
미국은 인도양에 있어 자체 군사자원이 많지 않고 인도양 내에서 직접
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인도양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제7장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 509

높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인도양 함대를 재건하는 안이 논의된 바
는 있지만 실체를 갖춘 함대가 아니라 전시작전통제 사령부만을 설립하
는 아이디어였다.
그래서 미국이 인도양에서 군사자원을 확충하기보다는 인도를 동맹으
로 활용하려 한다는 시각이 있다. 현재 인도양에 있어 가장 규모 있는 해
군력은 인도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인도는 2002년 GSOMIA, 2016년
LEMOA, 2018년 통신호환 및 안보협정(COMCASA)에 이어 2020년 지
리공간협력기본교류협력협정(BECA)을 체결하면서 동맹국으로서의 특권
을 갖게 된 셈이다. 이러한 미-인 군사협력은 일견 아시아 태평양 쪽 시
각에서 보면 일견 매우 합리적이고 무리 없는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인도
양 쪽 시각에서 보면 꼭 그렇지가 않다.
2021년 5월 미국의 USS John Paul Jones가 인도의 Lakshadweep
제도 근처에서 항행의 자유 훈련을 실시한 후 인도는 매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War on the Rocks, 2021.5.11). 미 7함대가 발표한 내용은 항
행의 자유 작전이 펼쳐진 곳이 인도의 EEZ이었으며 7함대는 인도의 사
전 동의를 요청하지 않고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미
국의 일방적 행동은 인도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동인도
양에서는 중국 군사자원에 대한 인도와 미국의 이해관계는 일치하지만
서인도양에서 미국과 인도의 이해관계는 일치하지 않는다. 미국은 서인
도양 특히 중동 지역에서 다수 국가들과 적대적 관계이지만 인도는 이들
중동 지역 국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한편, 미국이 독자적으로 인도양에서의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신호들도 있다. 예를 들면 2020년 8월 신형 B-2 스텔스 폭격기
3대가 디에고 가르시아까지 진출한 사실이다.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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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AF)는 8월 18일 B-2 3대 중 2대가 인도양 영공에서 ‘공동 상호운
용성 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고 미디어인 드라이브는 이 B-2 폭격
기가 디에고 가르시아를 기반으로 계속 작동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The
Drive, 2020.9.11).
이런 정황은 미국과 인도의 협력이 태평양과 동인도양, 특히 중국의
군사 기지가 건설이 된 미얀마 부근 코코 아일랜드 지역에서 원활하게 이
루어질 것을 시사한다. 다만 인도가 미국의 세력이 인도양에서 장기적으
로 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서인도양에서의 활동에도 소극적이기 때
문에 양국의 군사 협력은 태평양-말라카-동인도양 지역에 한정될 가능성
이 높다고 하겠다.

4) 파키스탄의 전략
파키스탄은 중국의 ‘철의 형제(铁哥们)’이라고 불리우는 맹방이다. 파
키스탄이 현재의 국제 정세에서 중국 편에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는 전략적으로 파키스탄 회랑을
지나는 고속도로와 고속철을 건설하여 과다르 항에 이르고 있다. 파키스
탄이 1973년 9월 과다르 항의 개발 기회를 미국에 제공했던 일을 생각하
면 이제 중국-파키스탄과 미국-인도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은 국제 정세
의 변화를 실감케 한다.
파키스탄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
가 소원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지지는 인도와의 관계는 물론
중동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특히 아프가니스탄이 중요하
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은 군사적으로 필요에 따라 미국과 협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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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의 시각은 파키스탄에 그다지 우호적인 것이 아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의 비중이 인도만큼이나 중요하고 이것은 상황 변
화에 따라서 인도나 파키스탄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미국이 실행할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지역과 아프가니스탄 등에 있어 확고한 중국의
맹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도양에 있어서는 자산의 규모가 크지 않아 영
향력이 크지 않다(The Fletcher Forum, 2020.2.7). 반면, 인도 해군의
군사력은 지속적인 증강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핵전력 확대를 통하여
대양 해군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파키스탄은 대양 해군을 건설할
경제적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파키스탄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억지
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력으로 억지력을 구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파키스탄 해군은 격년으로 Aman’21 Naval Exercise를 주최하고 있
는데 인도양에서의 해군 군사훈련이며 전 세계에서 40여 개 국이 참여하
고 있다(Aljazeera, 2021.2.16). 주요 국가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
국, 터키가 있고 주요 NATO 국가 위주의 구성에 당시 이례적으로 러시
아가 참여한 바 있다. 인도가 이러한 파키스탄 주도의 군사 훈련에 참가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파키스탄은 중국의 맹방으로 남아 인도양에서도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인도양에서 미중 모두 군사적 자산이 크지 않아 그
영향이 파키스탄에까지 심각한 수준으로 미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파키스탄 또한 한계선 내에서의 협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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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얀마의 전략
미얀마는 중국에게 있어 말라카해협 동쪽의 전략적 보급선 중 현재 가
장 중요한 국가이다. 벵갈 만의 미얀마 항구로 중동에서 오는 에너지가
도착하며 이는 중국이 건설한 2,520㎞ 길이의 파이프 라인을 타고 윈난
성 쿤밍에 도착한다. 파키스탄 라인의 경우, 거리도 멀거니와 중국 쪽 도
착 지점이 티베트이기 때문에 수요지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 미얀마 라인
과 비교할 수 없다.
최근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은 서방 국가에게 미얀마의 군부가 실각할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지만 미얀마의 국내 상황은 여러 소수 민족
문제와 맞물려 쉽지 않다는 것이 통설이다. 서방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비난과 민주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미얀마 군부는 무시하고 있다. 미국이
미얀마 정부를 제재해도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2020 회계연도에 미얀
마에 지원한 금액이 1억 8500만 달러 정도이고 그중 정부에 유입된 금액
은 더욱 적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이 제공한 미얀마-중국 파이프라인은 군부가 운영하는 회사
인 Myanma Oil and Gas Enterprise로 큰 이권을 제공한다. 이 파이프
라인으로 연간 약 220~230억 달러 정도의 에너지 자원이 미얀마를 통과
하여 중국으로 가는 이권과 중국이 미얀마에, 사실상 군부에, 제공하는
차관 등의 혜택은 미국과 비교되지 않는 규모이다(이철, 2021.4.10).
따라서 미얀마는 중국의 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관계는 설령
민주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바뀔 가능성이 적다. 중국은 이러한 환경을
이용하여 미얀마를 기반으로 군사자산을 확충하려 하고 있다. 중국이 가
장 원하는 것은 미얀마의 뱅골만 지역에 해군기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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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뱅골만에 해군기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중국은 대양함대를 건설하고
싶은 것이다(新浪军事, 2015.3.27).
게다가 인도양에서 말라카해협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Andaman-Nicobar Islands인데 인도는 이곳
에 소재한 두 개의 활주로를 전투기 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大纪元,
2020.8.28). Pratik Dattani는 이곳을 통제함으로써 인도나 미국이 필요
할 시 중국의 자산이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중국은 인도의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얀마에 해군기지 협
조를 요청했지만 미얀마에는 비동맹, 능동적, 독립 외교정책을 추구하며
(평화공존 5원칙184)을 준수한다185)는 외교방침이 있었다. 미얀마는 헌
법과 이 외교방침을 이유로 중국에게 해군기지를 허용하지 않았다. 미얀
마로서는 인도에 적대적으로 보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 대신 중국은 안다만-니코바르의 북부에 있는 작은 섬 코코 아일랜
드(coco island)를 미얀마로부터 임차했다. 이 군도는 십 수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적으로 미얀마 양곤에 속하고 양곤 남쪽 414㎞ 지
점에 있다. 면적은 약 21.56㎢이다. 이 섬은 중국 진주사슬의 중요한 부
분으로 중국 윈난성에서 북쪽으로 1,200㎞, 말라카해협에서 남동쪽으로
877㎞, 인도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986㎞에 있다(网易, 2021.3.20). 미
얀마 정부는 이를 군사 목적이 아닌 관측용 레이더 위성 센터라는 명분으

184) 어떤 큰 나라나 집단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 관계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외국의 미얀마 주둔을 허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침해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국제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
협하지 않는 것
185) 주 미얀마 중국 대사관. 缅甸外交军事概况(2020.12.28). Retrieved from http://mm.china-embassy.
org/chn/ljmd/wjqs/t1842968.htm (검색일 20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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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국에 임대했다.
아무튼 중국은 이로써 동인도양에서의 인도 해군 활동을 포착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은 제도의 하나인 그랜드 코코
섬에 있던 활주로 1,800m의 공항을 2,900m로 확장하였다. 중국은 다양
한 전투기와 중형 여객기가 이착륙하는 시험도 전개하였다. 하지만 코코
섬은 면적도 작아 규모 이상의 병력 주둔이 불가능하거니와 인도 티 그리
푸르에서 불과 39.7㎞이고, 티 그리 푸르는 Andaman-Nicobar Islands
의 주도인 포트 블레어에서 185㎞라는 지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유사시
에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종합적으로 미얀마는 친중이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미중 간이나 중인
간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 미얀마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중국과의 협력
을 지속하겠지만 군사적인 한계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 영국의 전략
1971년 이후 인도양에서 영국의 전반적인 이익은 축소되고 있지만 인
도양이 중동에 접해 있는 관계로 영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란과 전통적인 갈등관계로 영국은 서 인도양의 영향력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영국은 인도양에서의 군사자산을 재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은 2014년 바레인과 영구 군사기지 건설협약을 맺고 2018년 4월 완공해
인도양 지역에 영구 군사기지를 다시 보유하게 되었다(皮书网, 2021.
3.5). 2020년 10월 19일 존슨 영국 총리가 2021년 퀸 엘리자베스호를
동아시아와 인도양 지역에 파견해 동맹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발
표한 것은 “영국은 수에즈 운하 동쪽 지역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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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 인도양 지역에서 실시한 비교적 대표적인 조치이다.
영국의 인도양에서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차고스 제도
(Chagos Archipelago)이다. 몰디브 남쪽 1,600㎞ 거리에 있는 7개의
환초를 중심으로 6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도인데 영국이
1965년 당시 식민지였던 모리셔스로부터 분리한 바 있다. 모리셔스는 차
고스 제도가 자국 영토라는 입장이지만 영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
법재판소는 2019년 영국이 차고스 제도의 통치권을 6개월 내에 모리셔
스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유엔 총회 역시 영국이 차고스 제도의 통
치권을 모리셔스에 넘겨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 등 6개국은 모리셔스가 차고스 제도에 대한 통치
권을 가진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차고스 제도의 가장 큰 섬인 디에고 가르시아(Diago Garcia)를 미국에게
군사기지로 대여하고 있다. 미국은 이곳을 인도양과 페르시아만 작전을
위한 보급기지로 사용하고 있다. 영국은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을 통하여
수에즈 운하 동쪽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미국의 맹방으로서 인도양에서의 군사활동이 있을 경우 적극
적으로 참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국에 비해 인도와의 관계가
더 가까운 것도 장점이며 인도양에 영토가 있다는 것도 인도양에서의 군
사활동에 명분으로 작용한다. 미국으로서는 영국은 언제나 군사충돌 시
함께 싸워주는 맹방이며 오커스 동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7) 프랑스의 전략
프랑스의 해외 영토 대부분은 남인도양에 있다. 프랑스는 주로 남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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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레위니옹 섬과 마요트라는 두 개의 해외 영토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를 “인도양 국가”라고 부른다. 레위니옹 섬의 인구는 약 833,000명으로
프랑스 해외 영토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며 인프라가
발달하고 경제가 번영하고 있다. 마요트는 2011년 3월 프랑스의 해외 영
토가 되었다. 면적 74,000㎢의 EEZ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인도양의 중
요한 해상전략 수로 지역이다.
또한, 프랑스는 남인도양, 즉 프랑스 남부와 남극 대륙에 특별한 실체
를 가지고 있다. 일찍이 1772년에 남인도양의 프랑스령과 남극 영토는
“남쪽의 프랑스”라고 불렸고 1995년부터 중요한 프랑스의 해외 영토가
되었다. 2007년부터는 프랑스령에 인도양의 유로파 섬, 글로리 섬, 뉴 후
안 섬, 인디즈 리프 및 트롬린 섬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국제 사회에서
인도양의 영토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영국과는 달리 프랑스는 명실상
부한 인도양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15년 자국을 “광대한 해안 지역과 다양한 해외 영토를 가
진 주요 해양국가”로 정의하였으며 프랑스는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 국제사회 동맹의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하나이다. 프랑스 해군의 전략적
사상가인 Raoul Castex는 바다의 지배력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개념
이어서 특정 해역에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적의 출현을 막
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해상지배’의 진정한 의미는 전략적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프랑스 제독 Jean Dufourq에 따르면 프랑스는 인도양 남서부 인도양
과 아라비아-페르시아 만에 두 개의 주요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다. 프랑
스의 2009년 국가해사전략 블루 북은 남인도양의 이 지역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많은 초국가적 범죄가 프랑스 남부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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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의 안보와 에너지 운송의 안보를 위협한다. 2019년 프랑스는 자국의
이익에 기반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안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프
랑스와 안보”를 발표했다. 프랑스는 남인도양의 해적행위가 점점 더 만연
하고 불법조업이 만연함에 따라 이 지역의 해양거버넌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爱思想, 2021.2.3). 그리고 이런 활동은 주로 서인도양 수역의 활동
들로서 중국의 국가 이익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국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에 프랑스는 적극적이기 어려우며
미국에 대해서도 유럽의 전략적 자주성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오커스 동
맹의 결성 시 프랑스가 배제된 것이다.
프랑스는 아부다비에도 군사기지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중동 지역에
포진해 있다. 중국과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 프랑스와 중국은 모두 지부티
에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어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항시적으로 있다고 하
겠다. 중국은 이 지부티의 군사기지를 국내 정치 선전에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유사시 이렇게 미국, 프랑스의 군사기지가 근거리에 있는 한 중동
지역에서의 보급선을 방어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8) 호주의 전략
호주는 중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2021년 9월 15일 미국, 영국과
함께 오커스(AUKUS) 동맹을 발표하였다. 호주는 이 동맹을 통하여 기존
의 프랑스와의 재래식 잠수함 계약을 파기하고 핵 동력 잠수함을 8척 공
급받기로 하였다. 또한 토마호크 등의 전략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
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 영, 호주 등 오커스 3국은 이뿐 아니라 AI, 5G 등 관련 하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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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호주에게 미사일이나 드론같은 첨
단무기 기술을 전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시에 동맹결성 발표 시 호
주의 모리슨 총리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호주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매우 놀랐다. 환구시보 등 주요 중
국 미디어는 중국과 호주 간에는 경제적인 갈등은 있지만 군사적으로 충
돌할 이유가 없는데 호주의 이와 같은 행동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호주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1차 대전부터 미국이 벌여온 군사
행동에 빠짐없이 참여해 온 맹방이다. 또한 5 아이즈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은 호주의 대응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오커스 동맹결성, 핵동력 잠수함 및 전략무기의 확보, 군사 기
술의 개발 등 일련의 군사력 강화는 분명히 중국 및 남중국해를 겨냥한
것이며 향후 미국의 대중 전략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9) 러시아의 전략
중국 현대 국제관계 연구원에 의하면 미국이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이
라는 단어를 “인도-태평양”이라고 바꾼 것에 대하여 러시아는 이를 역외
세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인위적 배치전환을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즉 미국의 무리한 논리 전개로 보는 것이다. 또한 매우 정치적이며 군사
적인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러시아는 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매
우 주의하고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서로 다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본다(尚月, 2020).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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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아시아 지역으로 외교 방향을 선회하고 있고 아시
아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아시아 지
역에서 러시아에 직접적인 안보위협 요인은 별로 없었다.
인도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기본 전략은 지역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아
세안 각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 기반에서 아
시아 각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협력을 궤도에 올리려 하는 것이다.
미중이 경쟁하는 직접적인 지역인 아시아는 기본의 서방 주도의 세계와
는 성격 면에서 매우 다른 지역이 될 것이며 러시아는 이 새로운 질서에
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역할을 증대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증대되고 있는 중러의 전략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중국과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복수의
전문가들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이 격차, 불균형 협력관계를 이
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3. 중국의 북극항로 전략
북위 66도 33분 이북의 지역을 북극권이라 하며(防衛省·自衛隊, 2020)
북극해는 통상 러시아와 유럽의 경계인 서쪽의 코라 반도에서부터 러시
아와 미국의 경계인 베링해협까지를 말한다. 러시아는 1926년 4월 15일
32°04'35"E에서 168°49'30"W까지의 모든 도서와 육지에 대한 영토권
을 선언하였다(Wikipedia, 2021.7.18). 그러나 당시의 관습대로 바다에
대한 소유권은 주장되지 않았다. 따라서 북극해 전역은 지금까지 전 세계
가 공유하고 함께해야 할 인류 공동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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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지역의 자원들, 특히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과 함께 광산
자원들이 북극해 지역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북극해의 선박 운항이
증가해 왔고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도 증가해 왔다. 북극은
지구 면적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장된 미채굴 화석연료는 전 세계
전체의 약 22%를 차지한다(新京报, 2019.7.10). 북극의 국제수역에서 채
굴 가능한 원유는 약 900억 배럴,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1,670조 입방
피트이다. 북극의 석유는 주로 알래스카 북안의 보퍼트 해 대륙붕, 캐나
다 북극 제도와 유라시아 대륙 북안의 대륙붕에 분포하고 있으며, 천연가
스는 북극의 유럽 부분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 이 중 러시아 북부의 천연
가스가 북극 전체 매장량의 약 1/4을 차지한다.
이런 북극의 자원개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어느 나라의 영토나 영
해에도 귀속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북극 근접 국가들은 자신들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북극이사회를 구성하였다. 이 북극이사회는 노르웨이, 덴
마크, 러시아, 미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캐나다, 핀란드의 8개국이고 프
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에 이어 중국이 영구 옵저버로 참여
하고 있다. 북극권 국가 외로는 일본, 중국,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을 포함한 13개국이 북극평의회 옵서버 자격을 갖고 있다.
북극이 최근 주목을 받는 지구 온난화와 함께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
서 항해 가능한 면적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산하 국가 빙설 데이터 센터(NSIDC)의 최신 위성사진과 데이터에 따르
면 북극 해빙의 녹는 추세는 1980년 약 780만㎢, 2000년 약 630만㎢에
서 2015년 약 460만㎢로 급감하면서 해빙의 농도와 두께가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中国国际友好联络会, 2019.9.25). 모스크바의 정치 분석가
Esref Yalinkilicli는 북극의 얼음이 놀라운 속도로 녹고 있으며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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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사실이라고 했다(TRT World, 2021.4.6). 그는 러시아가 NSR
(Northern Sea Route)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 교통 회랑”으로
만들어 지역 무역이 번창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 인구 감소가 멈추기
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일대일로처럼 러시아도 이 북극 노선에
집착하고 있다”고 했다. 아무튼 북극해는 지금까지는 잠수함 위주의 통행
만 가능했지만 이제 전함과 수송선의 운항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각
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러시아의 전략
러시아는 북극에 7천 마일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북극권 최대의 국
가이다. 러시아는 이미 16세기부터 북극해에 대한 국가 이익을 추구해
왔다(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2021.3.29).
2007년 8월 2일 북극 전문가 Артур Николаевич Чилингаров(아르
투르 칠링가로프)의 주도로 북극점에서 4천여m 깊이의 북극해 바닥까지
잠수하고, 해저에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러시아 국기를 꽂아 북극 지역
영유권을 알렸다(中国国际友好联络会, 2019.9.25). 이어서 2008년 9월 러
시아 정부는 북극에서 러시아의 국익, 전략적 목표, 전략적 우선 방향, 기
본 임무와 실행체계를 처음으로 확정하는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북극
지역 국가정책 원칙 및 비전”을 수립·발표했다.
2009년 5월 발표된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국가안보전략”은 북극의
주권수호를 국가안보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꼽았고 2014년 4월 드미트
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승인했다. 러시아는 또 2014년 8월 4일 유
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북극 대륙붕 경계 확대 신청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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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모노소프 해령을 러시아 대륙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방전략의 보루 방어(Northern Strategic Bastion Defence) 개념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한다(Arctic Review, 2020.12).
일본 방위성 백서에 의하면 러시아는 2015년 12월에 개정한 “러시아
연방국가 안전보장전략”에서 자원개발이나 항로 이용의 권익을 확보해
나갈 방침을 계속해서 명기하고 있다. 또 2017년에 해군전략을 수정하면
서 북극해에 대한 야심과 북극함대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CSIS, 2021).
하지만 러시아 전문가들의 의견은 러시아가 북극해의 기득권을 방어
하는 입장이라는 점에 대체로 일치한다. 예를 들어 Katarina Kertysova
는 러시아의 북극해 전략목표를 ⅰ) 2차 공격 핵 자산 생존성의 보장, ⅱ)
북극 지역 경제적 이익의 보호, ⅲ) 극지방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인구
적 문제의 해결 등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북극해를 일종의 내
해처럼 생각하며 이를 방어하고 지키는데 주 목적이 있고 북극해를 기반
으로 대외 진출을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Dmitry Gorenburg도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는 전략 환경을 바꾸거나
러시아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기보다는 현상유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본다. 주요 목표가 단순히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
는 것이라는 견해다(Marshall Center, 2021). 그는 또 러시아가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안보의 극대화, 강대국 위치의
유지, 그리고 무력의 사용보다는 위협을 통한 결과를 사용한다고 본다.
그는 서방 분석가들이 종종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 지역을 이 지역의 나
토 회원국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화된 영토로 묘사하고 있지만, 러시
아 시각에서는 이 지역을 잘 무장된 나토 국가들로 둘러싸인 취약한 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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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로 보고 있다. 사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중국, 북한, 이란 등을 보는
서방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부분 미국 및 서방 국가
들의 군사력에 맞서야 하는 국가들의 공포심이나 위협감을 정작 서방 국
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야말 반도에서 액화천연가스 개발을 하여 2018년에는 야말
반도에서 생산된 액화천연가스가 처음으로 북극해 항로를 통해 중국으로
운반되었다(中国军网, 2013.12.9). 러시아 자연자원부와 환경부는 북극
대륙붕의 에너지 매장량이 830억t에 달하며 이 중 80%가 바렌츠해와 카
라해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액체 탄화수소의 자원 매장량은 러시
아 전체 매장량의 59%, 석유 매장량은 러시아 전체 매장량의 12.5%를
차지한다. 러시아의 현재 석유 매장량은 북극 영토를 제외하면 100억
~200억 배럴, 47조5000억㎥에 불과하다(清大领导力, 2019.5.18). 따라
서 미국 및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이 북극권 에너지
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또 하나의 전략자산이 북극항로 NSR이다. 러시아는 북극지역을 “러시
아의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한 자연자원 전략기지”로 규정하고 NSR을
교통수송 간선으로 규정했다(中国国际友好联络会, 2019.9.25). NSR는
동쪽 베링해협에서 서쪽 카라 게이트까지 뻗어 있으며, 약 5,600㎞에 이
른다(CSIS, 2021). 각국이 북극해를 공해라고 여기고 있지만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쇄빙선을 동원하여 길을 열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NSR을 자국의 내국 항로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
하여 NSR을 이용하려는 외국의 선박들은 루트를 이용하기 전에 러시아
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비용을 내야하고 러시아의 도선사를 이용해야
한다. 말하자면 바다의 유료 도로인 셈이다. 중국은 러시아의 이 북극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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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자원과 북극항로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
군사 면에서 러시아는 2014년에 북부 통합전략 사령부를 설립하여 4개
군관구에 대응하는 통합전략 사령부를 설치하고, 군관구 사령관 아래 지
상군, 해군, 공군 등 모든 병력의 통합된 운용을 하고 있다. 이 사령부는
북부 함대를 중심으로 육상 부대, 항공 부대도 함께 편성된 통합 부대로
발렌츠 해에서 동시베리아 해에 이르는 해역 외딴 섬 및 북극해 연안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해군력의 약 2/3를 차지하는 북부 함
대의 주요 임무는 전략적인 해상 핵 자산의 보호와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다(European Leadership Network, 2020.5.4). 바로 러시아 보루 개념
(the Russian bastion defence concept)이다.
러시아에서는 2014년 이후 북극에 대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문서들이 주로 2014년 “군사 독트린(Military Doctrine)”, 2015년 “러
시아 국가안보전략(Russian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6년 “러
시아 연방 외교정책 개념(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2020년 “북극에서 2035년까지의 러시아 및 연방국가 정
책의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f Russian and the Federation State
Policy in the Arctic to 2035)”이다(Arctic Review, 2020.12). 이 보루
방어 개념의 부활과 북극의 냉전 군사기지의 확장은 워싱턴 DC에서 노
르웨이까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또 북극 지역에 대한 부대배치와 군사훈련 빈도를 계속 늘려가며 수중
에서 여러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中国国际
友好联络会, 2019.9.25). 북부 함대가 2012년 이후 매년, 노보시비르스

크 제도까지의 원거리 항해를 실시하고 있는 것 외에 SSBN에 의한 전략
핵억제순찰이나 장거리 폭격기에 의한 초계비행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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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군사시위는 북극해에서의 군사력 사용이나 북태평양
수역에서의 작전 목적이라기보다는 북극해 러시아 권리의 인정을 요구하
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군사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공식 입국을
막기 위해 고전적인 당근과 채찍 방식을 사용해 왔다. 이 두 나라를
NATO에 가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종의 완충 지대를 유지하는 셈이다.
이것은 한반도가 중국과 미일의 중간에서 완충 지대 역할을 하는 것과 유
사하다. 만일 유사시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 및 NATO는 동맹군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지만 러시아는 홀로 싸워야 할 가능성이 높다. CSTO 조
약국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 입
장에서는 모든 무력 분쟁은 단기간 내가 되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이들 국가의 시민들에게 러시아가 자신들을 위협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러시아는 또한, 특히 핀란드에
대한 에너지 공급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북유럽
국가들과의 경제적 연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했다. 일종의 회유책인
셈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시각에서 최근의 북극해의 상황은 기회와 위기가 병
존한다. 미중의 충돌에 따라 중국은 러시아의 협력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고 미국은 러시아를 더욱 견제하게 되었다.
미국 및 서방에서의 압력을 받은 러시아는 이의 해결책을 신무기 개발
에서 찾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4월 관영매체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
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포세이돈 2M39 어뢰
의 2월 시험발사의 ‘핵심 단계’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하면서 어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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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CNN, 2021.4.5). 이 무인 스텔스 어뢰
는 핵 원자로에 의해 작동되며, 해안 방어를 몰래 통과하도록 고안되었다
고 한다. 우주 기술 회사인 맥사르가 CNN에 제공한 위성사진은 러시아
의 북극해 연안에 러시아 군사 기지와 하드웨어를 적나라하게 지속적으
로 증강하고 있으며 포세이돈과 다른 첨단 무기의 지하저장 시설도 포함
하고 있다.
러시아로서 북극해는 내해이며 어떤 타국에게도 내줄 수 없는 자산이
다. 동시에 북극해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로 인해 러시아의 통
제 없는 항행이 이루지게 되면 국가의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극해에서의 배타적 통제권을 끝까지 사수할 것으로 보인다.

2) 중국의 전략
중국의 경우는 2018년 1월 26일,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무
원이 중국의 북극정책 백서를 발표하여 빙상실크로드 건설을 제창했고
북극항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을 처음 발표했다(杨显滨, 2019).
중국은 이 시점에서 자국을 지리적으로 가장 북극에 가까운 나라 중 하나
라고 평가하였으며 1999년 이후, 합계 10회에 걸쳐 극지 과학조사선 「설
룡」 등을 북극해에 파견하는 등 북극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이 북극권 국가라는 주장에 대해서 미국의 전 국무부 장관 폼페이
오가 중국과 북극 사이는 1,400㎞ 이상 떨어져 있다며 상식 외의 발언이
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의 환구시보는 남중국해는 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응수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이 이렇게 무리하게 북극권 국가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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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것은 유럽 및 러시아 항로를 확보하고 싶기 때문이다(이철,
2021).
胡鞍钢 등은 기존의 일대일로 개념을 아예 “一带一路一道”로 소위 일

대일로 버전 2.0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일대일로에 일도, 즉 북극
항로를 추가한 개념이다(胡鞍钢 等, 2017).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상하이에
서 함부르크로 가는 선박이 동북 항로인 동쪽으로 베링 해협, 서쪽으로
신디 제도에 이르는 북극해 연안 항로가 말라카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오
가는 통상 항로보다 6,400㎞나 단축된다. 독일 상선 2척이 2009년 여름
한국을 출발해 동북 항로를 거쳐 네덜란드에 도착한 것이 그 예인데 이
시험 운항에 대한 논평에서 중국 국제 문제연구소(CSIS) 陈须隆은 북극
항로 개설은 중국 동북 지역과 동부 연안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동아시아 협력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陈须隆은 또 북극 해운을 장기적
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中外对话, 2010.4.22; 同济大学极地与
海洋国际问题研究中心, 2020.6.5에서 재인용).

2015년 9월에는, 중국 해군 함정 5척이 북극해와 태평양 사이에 위치
하는 베링 해를 항행했으며 이때 알류샨 열도에서 미국의 영해를 항행했
다고 여겨지고 있다. 윌슨 센터의 Anne-Marie Brady에 따르면, 중국은
‘극지대 강대국’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세계의 세력 균형을 재편하기 위
한 경로를 따라 극지방을 이용한다고 한다(The Diplomat, 2018.7.6).
덴마크도 2019년 11월 중국이 과학 탐사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군사 목
적의 북극해 탐사를 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DefenseNews, 2020.
5.12).
중국이 직접적으로 북극해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
보다는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NSR을 활용할 것이다. 또한, 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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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충돌이 있는 경우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등 전략 물자를 파이프라인
외에 러시아 선박을 이용하여 블라디보스톡 등 극동으로 운반하고 이를
중러 내륙 물류를 통해 운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러
시아의 참전을 바라지 않는 한 미국이 러시아의 선박을 공격하거나 제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미국의 전략
미국은 알래스카에 약 100만 평방 마일(mi²)의 북극 EEZ과 60억 달
러 상당의 수산물 산업, 9천만 배럴의 미발견 석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양의 희토류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 Kenneth Braithwaite 전 해군 장관
은 북대서양의 메인 주부터 북태평양의 베링해협과 알래스카를 거쳐 알
류샨 섬의 남쪽 끝에 이르는 지역을 미국의 중요한 관심 분야로 파악하고
매일 매일 러시아 및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였다(The
Independent Barents Observer, 2021.1.8). 미국은 북극 지역에서 자
국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 이익은 전 세계에 전개되어 있어 북극해는 상대적
으로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미국은 2019년 6월에 국방부가 공표
한 “북극 전략(Arctic Strategy)”에서 미국의 안보 관심이 다음의 세 가
지라고 적시했다. 즉, ⅰ) 국토방위의 목적, ⅱ) 공유 지역으로서의 북극해
이권 수호, ⅲ) 전략적 경쟁에서 복도(corridor) 역할로서의 북극해이다.
바로 국토를 지키고, 필요할 때 경쟁하며, 자유항행 상태를 유지한다
는 입장인 것이다. 중국의 孙迁杰와 马建光에 의하면 미국의 북극해에 있
어서의 목적은 다섯 가지로 ⅰ) 국가안보, ⅱ) 자원과 상업의 자유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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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환경보호, ⅳ) 원주민 요구 충족, ⅴ) 과학연구 강화 등이다. 종합해
보면 미국의 북극해에서의 입장은 적극적이지 않다.
북극과 아북극에 있는 미국의 거의 모든 군대는 알래스카에 주둔하고
있으며 포트 웨인라이트, 포트 엘멘도프 리처드슨, 포트 그리드 등 3개
주요 기지가 있다. 약 1만 1,600명의 병사가 포트 웨인라이트와 엘멘도
프 리처드슨 연합기지에 주둔하고 있으며 이 부대는 2개 여단 전투대와
1개 전투 보장 지원 캠프, 2개 항공 캠프다. 이 부대들은 미국 북방 사령
부에서 지역을 책임지지만,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소속이다(知乎,
2021.3.16). 알래스카 육군 국민 경호대는 2,000명 이하로 공사와 건설
능력을 갖춘 지역 지원팀, 캠프, 보병연대, 미사일 방어 여단, 대량살상무
기 민사지원대 및 2개 항공 연대, 또 제100미사일 방어 여단의 일부가
편성돼 있다. 미 육군 예비역에는 약 2,000명의 병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 육군 예비역 지원 대대, 기동 지원 분대 등 5개 팀이 있다.
북극해에 있어 미국의 군사 자산은 이렇게 취약하다. 북극해 활동에
필수적인 쇄빙선조차 미국은 제대로 없는 상태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
시아 대통령은 2019년에 4월 9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막한 제5차
‘북극-대화 구역’ 국제 북극 포럼에서 러시아는 핵추진 쇄빙선 9척을 포
함한 북극 선단을 만들어 북극 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미
국은 44년 이상 복무해 노후화된 설비가 갖춰진 1척뿐이다(海外网,
2020.6.30). 러시아에는 30~40척의 쇄빙선이 있지만 미국은 10척도 안
된다. 2021 회계연도 예산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해안경비대의 두 번
째 쇄빙선 건조가 겨우 가능해졌다. 허드슨 연구소의 Bryan Clark는 쇄
빙선이 4척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186)
미 군사시보에 따르면 미국은 국방예산을 추가해 극지 작전차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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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고, 2022~2025년 미 육군이 1억900만 달러를 들여 극지 작전차
구매에 투입한다. 그래서 퇴역 대위인 Jerry Hendrix 같은 사람은 미국
이 “항행의 자유”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新浪军事, 2020.5.13).
현재로서는 미군은 북극 지역에서 작전이 가능한 함정이 없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북극권의
대서양 해역 대부분에 대해 새로운 석유·천연가스의 굴착을 금지하는 결
정을 해, 자원개발에는 부정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
통령은 2017년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대통령령에 서명
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글로벌 기후 문제가 최고 정책
우선순위에 선정이 되면서 다시 북극권 자원개발에 부정적인 정책이 시
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21년 3월 B1-B 랜서 두 대와 B-2 스텔스 폭격기 2대를 노
르웨이 북부로 보내 무력시위를 하였다. 이들 비행기들은 그린란드, 아이
슬란드, 영국 등을 지나갔지만 러시아에게 미국이 북극권에서의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The Drive, 2021.
3.17). 북극해에서 미국이 우위에 있는 것은 공군력이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21일 F-35A 2개 중대가 알래스카의 엘슨 공군기지에 배치되었다.
현재 러시아 북극권에 배치된 러시아의 항공 무기는 주로 Tu-95MS 폭
격기, Tu-142 초계기, Su-25 공격기, Su-34 다용도 전투기와 미그-31
요격기 등이어서 F-35A의 상대가 되기는 어렵다.
미 공군은 북극 지역에 배치된 50여 대의 레이더를 북미 상공까지 탐
지할 수 있도록 현대화해 미국과 캐나다를 미사일과 폭격기로부터 보호

186) 쇄빙선 건조 비용으로 2021년에 5억5500만 달러의 추가 투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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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앞으로 F-22A와 F-35A를 포함해 100여 대의 전투기를 알래스카
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공군력의 우위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그러나 스텔스 전투기는 북극 상공을 날 수 있어도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체공시간이나 체류시간이 짧아 작전수행에 한계가 있다
(新浪科技, 2021.1.16).
이렇게 미국은 상당 기간 북극해에서 영향력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다만 제한적인 해상봉쇄나 선박검문 등이 가능할 것이다. 중국으로
서는 러시아의 선박을 이용하는 등의 우회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북극해의
전략적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미국이 직접적으로 북
극해의 군사자산을 확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공군력을 통한 북극해 압박과 NATO 동맹군을 통
한 북대서양 압박이다. 상대적으로 베링해협을 중심으로 하는 북태평양
지역은 군사적 자산이 적다. 그러나 러시아 또한 해당 지역에 군사적 자
산이 적어 긴장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캐나다의 전략
캐나다는 북극 면적의 43.74%인 436만여 ㎢를 차지하고 있는 북극 8개
국 중 두 번째로 넓은 나라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North
Warning System, NWS)의 참여는 캐나다 북극 안보 협력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미국-캐나다 북극안보 협력의 핵심 축을 차지한다. 캐나다는
이전에는 2008년 하퍼 정부가 수립한 “캐나다 제1방위 전략”을 실시하
고 있다가 2017년 6월 7일 트뤼도 정부도 북극안보에 대한 정책을 발표
했다(郭培清·李晓伟, 2018). 여기에서 북극에 대한 모니터링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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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지역 통신 개선, 작전 능력 증강 등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캐나다의 안보 초점은 근본적으로 지역적이고 내부 지향적이
며, 북미 대륙과 캐나다 조국의 주권을 보호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캐나다는 북극해 지역의 안보 환경이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
식하고 있다. 캐나다의 군사 억제는 일종의 외교적 수단으로서 충돌을 방
지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다자간 협력과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즉 캐나다는 북극해 수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소극적이다.

5) 북극해 전망
북극해 각국의 입장의 조사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북극해는 러시아
가 통제하고 있는 상태이며 미국이 영향력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고 불 수
있다. 중국은 이 간격을 이용하여 자국의 북극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북극해의 파워 게임은 미러를 중심으로 대서양 쪽에서 주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태평양 쪽에는 양국 모두 군사자산이 크지 않다. 2020년 6월
12일 러시아는 잠수함 블라디미르 대공호를 러시아 북부 함대에 공식 배
치했다. 그러자 미국과 NATO 연합국은 아이슬란드 연안에서 연합 대잠
훈련을 시행하였다. 이에 대응해서 러시아는 다시 NATO군이 북극 지역
의 목표물을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였다
(央视网, 2020.7.3). 이어서 2020년 10월 러시아의 세계 동력 최강 핵추
진 쇄빙선 북극호가 취역하였고 2020년 11월에는 북극 지역에서 ‘지르
콘’ 초음속 미사일 첫 시험발사를 마쳤다. 이어서 2021년에는 북극에서
핵추진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겠다고 하였다. 러시아 해군은 배수량

제7장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 533

1만t이 넘는 미사일 순양함 우스티노프 원수함을 발랑에르 해협에 진입
시키는 등 북극 지역에서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 국방성 대변인
Thomas Campbell 대령은 2020년 11월에 러시아가 ‘지르콘’ 대함 극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시험이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의도는 미국이 압박을 중지하는 것이었을지 모르나 러시아
의 신 무기에 대응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2월에 가진 회동에서 캐
나다 트뤼도 총리에게 국방예산의 인상을 건의했다. 북미 방공 사령부
(Norad)는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 공역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으로 세운
것으로 바이든-트뤼도 회동서 기존 방공시스템 업그레이드 개조에 합의
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방공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15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미국이 캐나다에게 이 중 60억 달러의 부담을 요청했다
는 것이다.
해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극에 대한 정기 항행을 하겠다고
2021년 1월 5일 브레스베이트 미 해군부 장관이 선포하였다(中国南海研
究院, 2021.1.8). 그는 북극해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이 잠수함이

라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70~80척의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인데, 이는
현재 함대 48척의 두 배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대서양과 북극해에서 활
동하던 2함대를 북극 수역에서 자유항행 계획을 수립해 노르웨이에 배치
했다(BBC News, 2021.3.7). 그리고 이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에 대
한 도전, 영해에 대한 공격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군사 전
문가 曹卫东은 미국의 잠수함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는 북극 지역의 잠수
함의 경우 수평타 같은 것도 선체 하부로 내려가야 하는 등 구조적 차이
가 있다. 특히, 인력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북극과 같은 지
역에서의 작전은 어렵다는 것이다(台海网, 2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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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미 해군은 바렌츠 해(Barents Sea) 순찰을 재개하였다(新
浪军事, 2020.5.13). 이 바렌츠 해 순찰은 냉전 이후 미국이 북극권에서

벌이는 최초의 정례 군사활동이다. Bryan Clark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
원은 미 해군이 첨단 대잠 장비를 갖춘 구축함 3척을 파견함으로써 러시
아가 바렌츠해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경
고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바렌츠해에서 실
탄 훈련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이 이런 식으로 깊어지면서 2021년 초 캐나다의
군사 전문가 Rob Huebert는 미국의 국방 관련 4개 부처에서 모두 북극
관련 전략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최초의 일이라고 하였다(国际极地与海洋
门户, 2021.4.14). University of Alaska Fairbanks의 Troy Bouffard

같은 이는 이제 북극해에 대한 러시아의 과도한 해권 주장에 대응할 때가
됐다고 한다. 말하자면 미국의 매파가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유럽
주둔 미 공군 사령부의 한 방위관은 2021년 2월 미국이 모스크바의 북극
통제에 맞설 극지 부대를 창설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렇게 치닫는 미국의 행동에 대해 런던 로열 호로웨이 칼리지의 지정
학 교수 Klaus Dodds는 충돌을 경고한 바 있다. 그는 “크림에서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는 노르웨이 극지의 스발바르 제도를 흡수 합병하려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BBC News, 2021.3.7).
미러가 이렇게 북극해에서 갈등을 백열화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게 새
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북극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할 것으
로 예상되는 국가는 바로 이 미, 러, 중 3국이다. 그리고 孙迁杰 등이 지
적했듯이 이들 국가의 전략 초점은 각기 다르다. 러시아의 경우, 북극해
는 국가 핵심이익에 해당이 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의 경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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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해의 이해관계에 참여하고 개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극해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현 단계에서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NSR의 가용성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북극해는 새로운 전략적
고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극해의 통행 가능 면적이 늘어나고 극동 지
역에서 유럽으로의 항로가 가능해질 조짐이 보임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각국의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항로의 직접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국가로 당장 한국과 일본이 있으며 남중국해, 아라
비아 해의 안전 운행이 미중 및 양안 관계에 따라 위협을 받을 경우 대부
분 아시아 국가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북국해 지역은 더 이상 조용한 극지가 아니라 수 많은
국가들의 선박과 항공기가 항행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
다. 또한 특정 국가가 완전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어느 국가나
일정 부분 자국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복잡한 양상
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관점에서 북극해는 단기간 내에 자국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기보다는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공급과 전략 물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보급선을 확보한다는 국가 전략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 현재 북
극해에서의 군사력의 균형은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중국으
로서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 쪽으로 영향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
라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러시아와 연대하여 북극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
력 확장을 억제하고 자국의 단계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러시아와도 이해관계가 잘 맞는다. 러시아는 에
너지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북극에서 러시아
가스 개발 프로젝트는 대부분 국제 석유 메이저가 합자 기업을 설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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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전개된 것이다. 북극권 최대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인 아마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는 러시아 노바텍사(지분 50.1%), 프랑스 토탈사
(지분 20%), 중국석유 천연가스 집단공사(지분 20%)와 중국 실크로드 펀
드(지분 9.9%)가 합작한 아마존 액화천연가스공사가 개발하고 있으며 투
자액은 약 270억 달러에 이른다.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 정부는 법률법
규와 조세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하여 러시아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외
국 자본의 참여 제한을 완화해 유치하고 있다(清大领导力, 2019.5.18).
중국은 이런 러시아에게 자본을 제공하면서 양국 간의 전략적 결합을 강
화하고 있다.
또한 중러 양국은 사령관급에서 고위도 지역에서의 군사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 군사전문가인 알렉산드로 시로코라드
(Alexander Shirokorad)는 ‘독립 군사 평론’에 기고한 글에서 북극에
대한 러-중 공·미사일 공동방어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 또한 중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북극해가 가지는 전략적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있다. 미군 지도자들은 북극 작전을 일
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으로 보고 있으며 점점 더 인도-태평양 작전 기지로 보고 있
다고 말했다. 특히, 알래스카에 주둔하는 군사력을 인도 태평양과 유럽의
두 주요 전역에 전방에 배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전
력 투사 출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Clinton Hinote 미 공군 중장의 생각
이다(SCMP, 2021.7.29).
전략적으로 중러의 접근을 저지하는 방안이 복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Heather A. Conley 등은 러중의 동맹 가
능성에 대한 글에서 러중 간의 비대칭성을 지적하고 있다(CSIS, 2021.

제7장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 537

4.6). 이들의 논지를 살펴보면 러중 간에는 비대칭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
것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러시아에 비해 매우 크다는 것과 러시아가 중국
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지만 AI, 조선, 스텔스기 등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
의 토종 군사 기술력이 러시아를 앞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로
서는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입장
에서 좋아할 수만 없는 입장인 것이다. 이 점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중국
에 의한 경제적 성장은 향유하지만 중국이 패권을 가지게 되는 것 보다는
다극적 지역 질서가 확립되는 것을 원한다는 공통 이익을 가지게 되었다
는 것이다.
그래서 Heather A. Conley 등은 쿼드와 러시아가 분기되는 지점에서
의 탄력적 운영을 제안한다. 예컨대 러시아와 관계가 깊은 베트남 및 인
도네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가 원하는 경제 협력의 틀을 운영하는
방법 등이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이 취하고 있는 미중 사이의 포지
션도 이러한 전략적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유사한 전략을
Charles A, Kupchan도 주장하고 있다(Foreign Affairs, 2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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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의 한미일 해양전략
본 절에서는 중국의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한 주요 쟁점별 해양전략을
분석한다.

1. 중국의 한국에 대한 해양전략
중국의 한국에 대한 해양전략은 비단 해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정치와 경제, 민족과 문화 등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 중점은 주로 한미안보동맹을 약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중립지대(a middle ground)를 추구하지만,
중국의 구상, 가령 일대일로구상(BRI),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지지
하지만, 미국과 분리되려는 수단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Cathcart, 2020:
20). 어업권 관련 해양경계에서의 중국의 침해에 대해서 한국은 반드시
단호하게 방어해야 한다(Cathcart, 2020: 23).
비록 한국이 중요한 소비경제이지만, 중국의 경제적 관심은 가령 사드
(THAAD)의 경우처럼 절박한 안보에 초점을 둔다(Cathcart, 2020: 24).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강성권력(hard power)은 전통적으로 한계가 있으
며, 일종의 균형 역할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수사적 제스
처(rhetorical gestures)를 통해 한국을 중국의 의지대로 따라오게 하기
위한 장기적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Cathcart, 2020: 32).

1) 한중 분쟁별 전략
(1) 서해 E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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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맥락
2001년 한중은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여전히 중국은 우리나라
EEZ 및 영해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경계획정 관련
한중은 「협약」에 기초하여 원만하고 ‘형평적’ 해결을 지향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중국의 주장은 해상경계는 중국의 장거리 해안선
길이 및 거대한 인구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
고 서해 불법조업 관련 중국의 논문을 보면, “한국 근해에서 중국이 조업
을 하는 것은 오랜 역사적 조업 관행이고, 황해 어족자원의 절대다수가
한국 해역에 풍부하기 때문에 조업하는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고, 한국이
어업관할권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어업 안전과 해양권익을 침해한다.”
는 억지 내용을 담고 있다.
② 중국의 주장
먼저 불법조업 문제는 잠정조치수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수역
은 양국 어민이 모두 조업할 수 있으며, 상대국 어민에 대해서는 관할권
을 가지지도 않는다. 잠정조치수역 양쪽으로 붙어 있던 과도수역은 이미
양국의 EEZ로 편입되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잠정조치수역의
경계선에서 우리 측 수역(우리나라 EEZ 및 영해)에서 발생한다. EEZ에선
쿼터 위반, 조업 방법 위반 등 다양하며, 영해에선 조업허가를 주지 않으
므로 모든 조업이 불법어업이 된다. 다음으로, 경계획정 관련 「협약」에서
EEZ 경계획정원칙은 ‘형평한 결과에 도달’(즉, 형평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 판례에선 중간선(등거리선)을 그은 후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관련 사정들을 고려해서 필요하면 조정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중간
선(등거리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PYK, 20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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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는 「협약」에 의해 해결한다는 원칙에 중국은 동의하고 있으며, 불
법어업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유연한 협력을 한다. 위 중국 측의 논리
는 각종 협의체와 학제 간 학술회의 시 중국 측 입장이며, 중국 중앙정부
와 한국 정부 간은 「협약」에 의한 원만하고 형평적 해결을 지향한다는 것
이다. 예를 들면 공동지도, 공동순찰, 양국 공무원의 교호 승선 및 단속
등의 유화적 태도이다. 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어업 등 문제에
대해 공세적 입장을 보이는 것과 다른 접근이다(윤석준, 2021.9.9).
중국은 해양경계획정의 기본원칙을 ‘형평해결’에 두고 있다. 따라서
자국에 유리한 모든 조건과 입장 들을 소위 ‘형평’이란 이름하에 정당화
하려고 하고 있으나, ‘형평’이란 개념 그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 판단에 의
존한다. 즉,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모호성을 이용하
여 이를 일방적으로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
인 개념이 아닌 제도화되고 실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문
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김현수, 2021.9.3).
「협약」에서는 인접국이나 대양국간 EEZ이나 대륙붕이 중첩되는 경우
에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형평스러운’ 해결 원칙을 정하고 있다. 최종 합
의에 이르는 동안 ‘잠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
양경계획정의 ‘형평스러운 해결’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방법이 ‘중간
선-고려 요소’ 원칙이다. 먼저 분쟁 당사국 간 기선으로부터 등거리 중간
선을 긋고 해안선의 길이, 인구, 어업권, 도서 등 요소를 고려하여 중간선
을 조정하는 것이다. 중국의 주장은 중간선을 긋고 고려요소에 따라 중간
선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 측 중간선 수역까지 자국
EEZ와 대륙붕으로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해안선 길이 차이를 ‘고려 요
소’로 주장하고 있으나, 해안선의 길이의 비율은 1:0.8로 별다른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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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중국은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육지영토의 자연연장론’에
의하여 서해의 2/3을 자국의 대륙붕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
체제에서 연안국의 대륙붕 권리는 지질보다 거리가 더 중시되고, 경계획
정 시 ‘중간선-고려 요소’가 통용되고 있다. 한중 간 서해 해양경계획정
의 중요한 걸림돌의 하나가 어업 문제이다. 중국은 오염, 어선척수 과잉,
남획 등의 요인으로 중국 수역에서 어자원이 고갈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수역은 수년에 걸친 어선 감척, 해양환경 보전, 남획방지,
어업질서 유지 등의 노력으로 어자원을 회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
법어업 단속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자원이 풍부한 한국 수역으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김석균, 2021.9.6).
불법조업의 배경에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수산자원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한 것이 일차적인 이유이고 중국 연해의 어장이 각종 오염과 남획
으로 인해 파괴된 것이 이차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중국 스스로도 위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을 인식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정치적인 이유로 어민
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다. 또한, 불법-비보고-비규제
(IUU) 어업은 서해상에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남중국해를 넘
어 원양어업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구민교, 2021.9.14).
어떤 국가든 「협약」에 가입한 순간, 그 순간부터 그 이전까지 해양에
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자유나 권리들은 「협약」에서 규정한 자유나 권리
들로 완전 대체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적 권원은
1996년까진 타당할 수 있었겠지만, 그 이후부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
는 법규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중국 논문 등에서 우리 연안에서 조업하
는 법적 타당성을 역사적 권원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비합
법적인 내용이다(정삼만, 20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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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해안선 길이가 길고, 인구 및 종사하는 어업인이 훨씬 많기 때
문에 이 요인도 한중간 해상경계 획정에 있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는 인구 대국에게만 유리한 논거이며, 양국 해안간 거리가
400해리를 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보편성이 없다. 해양자
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평화적인 공동이용이라는 인류공동체에 부합되
는 논거는 아니다. 또한, 역사적 조업관행에 따라 따른다면, 더 많은 조업
을 하게 될수록 유리하므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배치되며, 바
이킹 선조를 가진 노르웨이가 미국 근해에서 조업을 하는 것도 허용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송명달, 2021.9.6).
중국은 어선이 너무 많아 통제가 되지 않는다든가 또는 역사적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회색지대
행위에 해당된다. 양국 간 경계획정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 조
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완전한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식 법
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측의 불법을 주장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규의 불완전함이나 틈을 악용하여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
는 방식을 법률전(lawfare or law warfare)이라 하는데 중국은 이런 분
야에 매우 익숙한 상태이다(정삼만, 2021.9.12).
중국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원들(국제사
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중재재판소)의 판례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데 있다. 국제법원들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른바 중간선 또는 등거리
선을 해양경계 획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어느 일방이 해당
수역에서 어업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 등의 경제적 사유는 해양경계
획정에서 고려 요소로 보고 있지 않다. 그런데, 중국은 이러한 국제 판례
를 수용하지 않고, 개념 자체도 모호한 형평만을 내세우면서 어업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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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PYK, 2021.9.12).
다만, 중국의 공식적인 주장과 논문에 나와 있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
다. 일부 학자가 과도한 국가주의적 해석론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
국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현실 파악을 가로막는
다. 중국이 황해 해역에서 자신들의 어업권 주장을 하는 것은 황해에서
어업에 대한 중국의 이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 주장의 정당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중국 역시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 다만, 한국과 해양경계획정 및 어업에 관한 협상을 하는데 있
어서 중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이 중간
선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주장 가능한 사항이지
만, 현재까지 형성된 국제법 및 국제 판례에 비추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중국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다만 최대한 어업에 대한 중국
의 이익이 해양경계획정 협상 가운데 반영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다(최지현, 2021.9.10).
③ 한국의 전략
중국의 주장은 「협약」에 의해 새롭게 수용된 EEZ이 「협약」 이전의 어
업제도를 완전하게 대체하고 있다는 점, 중국 또한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 또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최근 국제 판례의 추세는 대
상 해역에 특별한 혹은 관련 사정이 없을 경우, ‘3단계 접근법(중간선에
의한 잠정경계선 획정 → 관련 상황을 고려한 잠정경계선의 조정 → 결과
의 형평성의 확인)’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이때 서해는 양국 간 특별히
고려할 요소가 없기 때문에, 중간선 방법을 통해 접근해도 형평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장이다(양희철, 202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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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해상경계 획정 문제가 발생한 기본 원인은 양국 간 해역이 서
로의 해안으로부터 설정하는 EEZ가 중첩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해상경계 획정은 기본적으로 해안으로부터의 거리가 문제이지, 해안
선 길이 및 인구 비율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중간선 원칙이 타당하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일시적으로 국내에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 한중일 일
부 사람들이 다른 나라 근해에서 조업을 한 적이 있었겠지만, 타국에 피
해를 끼친 그러한 행위를 경계획정에 원칙으로 적용하게 되면, 인류의 평
화공존보다 끊임없는 침략전쟁을 옹호하게 되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송명달, 2021.9.6).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간선-고려사항 원칙’에 의한 해양경계획정과
고려요소에 대한 과학적 자료의 제시로 중국의 주장에 대응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해양과학조사를 통한 해양환경, 자원에 대한 데이터 축적과
함께 잠정조치수역 내의 우리 측 중간선 수역에서 해경 함정, 어업관리단
선박배치, 순찰과 과학조사, 항해보조장비 설치 등 적극적인 관할권 행사
가 필요하다(김석균, 2021.9.6).
주의할 점은 중국은 국제법 학자와 전문가들의 폭이 크고 넓으며, 다
양한 논리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협약」을 동아시아 해양 환경에
맞도록 압축하자는 의견도 있다. 한국이 마치 「협약」을 존중하고 중국은
이를 무시한다고 단정하고 접근하면, 오히려 중국 측에 역공세를 받을 가
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국 측 입장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를 지적하고 철
저한 해양조사 활동을 통해 과학적 자료 제시에 따른 법적 원칙을 규정하
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윤석준, 2021.9.9).
우리도 맞대응 방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중국의 지도부를 볼 때 득보
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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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법조업을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하는 것 또한 현재 양국 간의 관
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방안은 아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국제사법기관(court or tribunal)으로부터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을 확보, 여론화시키면서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들 중국의 대외적 위상이 크게 손상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세계패권
을 꿈꾸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체면과 위신만은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권고적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정삼만, 2021.9.12).
중국이 지속적으로 어업에 대한 중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해양경
계획정 협상에 있어서 어업에 대한 중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
양경계획정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협상 틀을 깰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결
과적으로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얻
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 중국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해양경계
획정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어업협정 종료라는 강경책
을 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중 어업협정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황해 해역에서의 어업권 및 해양에서의 권리는 더 크게 침해받게
될 것이다(최지현, 2021.9.10).
중국 어민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단속의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해당 이슈 관련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우리 측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꾸
준히 중국 측에 해양에서의 불법조업 단속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가까운 미래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양국 간 공동대응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기후환경 변화 및 해양 생태계 보존·유지를 위한
공동기구 건설을 위해 협상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주민욱, 2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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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만일 중국이 서해 내해화(內海化) 시도를 위해 함정 전개 등
군사적 활동을 강화한다면, 우리가 작전 중인 동경 123도선과 중국이 주
장하는 동경 124도선의 중간선인 동경 123도 30분 중간선으로 작전구역
을 설정하고 지속적 추적·감시 경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동경 124도선
은 백령도 바로 옆 해상으로 분명 한국 해군의 작전권에 속한다. 따라서
중국이 요구하는 동경 124도선은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김덕기,
2021.9.5).

(2) 이어도
① 맥락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 중국 통타오(童岛)에선 245㎞, 일본
Dorismira에선 276㎞로 우리나라 EEZ 내에 위치하고 「협약」 60조 및
80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2003년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
였다. 한편, 중국은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에 그리고 중국의 EEZ 안
에 있는 한국의 해양과학기지는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한다.
② 중국의 전략
「협약」에서 연안국은 200해리까지 EEZ를 가질 수 있다. EEZ는 상부
수역,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 대륙붕은 해저 및 하층토
를 말한다. 따라서 200해리까지는 EEZ에 대륙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
다(200해리 내에서 EEZ와 별개로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이는 소수의견임). 이어도의 경우, 중국 연안에서 200해리 이내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EEZ(대륙붕 포함)에 속하기도 하며, 중국은 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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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자국의 관할해역이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지건설이 국제법 위반이라
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제법상 중국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
지만 우리나라가 내세우는 것은 이어도가 우리가 주장하는 해양경계인
중간선에서 명백히 우리 측 수역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할권을 가진
다는 것이다(PYK, 2021.9.12).
그런데 문제는 이어도 주변은 해양경계가 획정되어 있지 않고, 양국의
관할권이 중첩하는 수역인데, 이러한 경우 「협약」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은 “과도적인 기간 동안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
해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과학기지 건설과 운영
이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석유개발을 위한
시추를 했거나 규모가 큰 인공섬을 건설해서 주변 환경을 크게 훼손한다
고 한다면, 위 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주장은 언뜻 보
기에 국제법상 타당해 보이지만, 가상 중간선에서 한참 우리 측 수역에까
지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PYK, 2021.
9.12).
중국은 이어도해양과학기지 건설 초반에 주로 중국민의 반발심을 매
개로 자국주의에 기반한 저항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현재는 이와 같은
‘무근거, 무논리’의 반박보다는 자연연장선 원칙의 합리성과 국제 판례를
바탕으로 자기주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과거 중국은 이어도의 명칭에
서 한국은 이어도를 섬으로 인식한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식의 억지 주
장을 이어갔으나 현재는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 및 중일 간 댜오위다오/
센카쿠 분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이성적 대응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주민욱, 2021.9.6).
「협약」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경우 이어도 문제에 대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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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남중국해 무인도과 산호초에 대한 중
국의 영유권과 주변 12해리에 대한 영해 주장, 각종 시설보호 권한 주장
등에 비춰볼 때 이어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자기모순이다(LSK,
2021.9.9). 사실, 해양경계 획정의 원칙은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187) 따
라서 중국이 주장하는 형평의 원칙과 대륙붕의 자연연장 원칙은 이미 극
복된 원칙으로 21세기의 국제 판례와 국가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
이 없다고 할 수 있다(LSH, 2021.9.18).
퇴적물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대륙붕 주
장의 근거가 ‘육지의 자연연장’이라는 점을 ‘퇴적물’로 확대 해석하고 있
다는 점에서 「협약」을 오역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양희철, 2021.
9.26).188) 한국과 중국 간의 대륙붕과 같이 관련 당사국 사이의 대륙붕
이 단절됨이 없이 하나로 연결된 천해 공유 대륙붕일 때 중간선 원칙에
의해 한계를 획정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타당하다고 본다(김덕기,
2021.9.5).
중국이 이어도 수역을 자국의 수역으로 주장하는 배경에는 전략적 가
치가 크기 때문이다. 이어도 수역은 많은 어족자원과 천연가스, 석유 등
엄청난 부존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어도

187) 1969년 2월 북해대륙붕사건 판결에서는 중간선이 확립된 국제원칙이 아니며,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을 중
시하면서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의 자연연장 원칙이 대세를 이루는 듯했다. 하지만 1982년 제3차 유엔해
양법협약에서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해역에서 생물 및 비생물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를 인정하는 ‘EEZ’이란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그리고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해
저 지형의 특성을 경계획정에 고려하지 않고 자연연장원칙을 배제한 이후 중간선을 통한 해양경계 획정
이 국제 판례의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LSH, 2021.9.18).
188) 퇴적물은 시대별 변동성이 매우 강하고, 이를 대륙붕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퇴적물’의 정의가 몇 백 전
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 입자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등의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나, 이는
협약에 대한 오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추가 논쟁의 의미가 없다. 중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불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한국에 의한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양희철,
202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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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은 중국의 잠수함과 함정이 우리나라의 동해를 통해 태평양으로 나
가거나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나아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어도
수역의 군사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김석균, 2021.9.6).
이어도에 한국이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당시에 중국은 동의를 하였
으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통해 수집한 해양과학정보들은 인터넷과
공개된 온라인을 통해 중국 측에 모두 공개되고 있어 중국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는 중국이 칭다오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분원을 설치하고 공동
으로 운영하도록 합의한 주된 이유이다. 특히, 한중은 이어도 문제가 해
양영토의 영유권 문제가 아닌, 해양경계획정 문제로 선언하였으며, 해양
경계획정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중간선 원칙도 형평성을 위한 한 가지
원일뿐이지, 반드시 연안국 간 해양경계획정에서 적용해야 하는 유일한
원칙은 아니다(윤석준, 2021.9.9).
따라서 너무 중간선 원칙에 비중을 두고 접근하면, 역공세를 받을 가
능성이 크다. 대륙붕 한계선 문제도 기술적 문제이며, 이를 검토하고 협
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이 실효적으로
운용하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그대로 밀고 가는 것과 한국보다 중국
어선들이 이어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는 것이 문제이나, 이 역시 양국 해
경 간 협의체를 운용하고 있어 이를 통한 해양의 제도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윤석준, 2021.9.9).
③ 한국의 전략
중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시에 동의한 점, 이어도가 영유권
분쟁이 아닌 점, 해양경계 획정과 대륙붕 한계선 간 일체화 또는 분리화
등을 고려해 ‘선 해결 후에 접근’하는 단계적이며 신중한 접근 전략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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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해양 문제는 어는 한 원칙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
문이다(윤석준, 2021.9.9).
이어도 관련 우리나라의 전략으로 ⅰ) EEZ 경계획정 관련 한중 간 해
양경계획정은 현상유지(status quo)가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국제 영역분쟁에서 현상유지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악화를 방
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해결 방안이다. 향후 이어도 해역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는 해양자원개발이다. 7광구나 중일공동개발구역 사례에
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자원개발은 주변국과의 협력
이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무리라고 본다. ⅱ) 이어도 과학기지 관
련 중국이 간혹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방공식별구역
이나 항행의 자유와 같은 국방 또는 안보 문제와 연관이 있다. 해양과학
기지는 해양개발과 과학목적의 시설물이므로, 이를 중국 정부와 국제사
회에 지속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한중해양과학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해 양국 간 과학 분야에서 협력을 해나가고 있다. 이점을
중국 정부에 계속 상기시키며, 이어도 과학기지를 통한 해양과학 분야에
서의 협력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이준성, 2021.9.8).
한국은 한국대로 등거리 원칙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계속하여 관련
국제해양 판례에 대한 분석에 집중해 나가야 된다. 확실히 과거에 비해
이성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국에게 맞설 수 있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중국은 여의치 않으면, 이어도 해역에 대한 공동
개발 카드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 이 때 중국은 손해 보지 않는 부분
이라 여기기 때문에 이를 한국 측에 제안할 수 있으나 현안 갈등인 남중
국해 해역에서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전략일 수 있다. 그리고 남중국
해 대응전략으로 동중국해에 적용 불가능함을 사전에 인지하여 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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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 행동일 수 있다. 중국의 주변 해양 갈등에서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주민욱, 2021.9.6).
한편,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아시아대륙과 태평양의 길목에 위치해서
전지구적 물질순환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황사 및 저염분수 등 과학기술적 성과를 보여주며 국제적인 연구논문 발
표 등 인류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어도는
제주도를 존재하게 한 한반도의 대륙붕 위에 존재하므로, 우리 대륙붕 위
에 건설되었다는 점, 해양경계 획정에 있어서도 중간선 원칙에 따르더라
도 우리 측 해역에 존재한다는 점 등을 논거로 우리 해역에 건설되었다는
점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송명달, 2021.9.6).
우리나라로서는 해양경계획정을 통해서 이어도 주변 수역을 우리나라
의 수역으로 확정시키는 것이 최종적인 전략목표가 될 것이다. 만약 해양
경계획정이 안 된다면, 차선으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더욱 영속적으
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더욱더 영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이용하는 연구에 참여하
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어도 해
양과학기지 주변에 중국의 어선이 다가올 수 없도록 안전구역을 설치하
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최지현, 2021.9.10).
그러나 이어도는 주변 수역의 길목을 통제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
(choke point)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 목적이
라고 설명해도 중국은 이어도의 해양 안보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어 이어
도에 관련 중국과의 협력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정삼만, 2021.
9.12). 특히,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의 대륙붕 문제는 한·일간 공동개
발구역 관련 합의(1978년)가 종료되는 2028년 이후 군사적으로 더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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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크다(김덕기, 2021.9.5).
따라서 이어도는 가상 중간선에서 명백히 우리 측 수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EEZ에 속하며, 그에 따른 정당한 관할권과 주권적 권리를 가진
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 협상에서 반드시 우리 측
수역에 포함시켜야 한다(PYK, 2021.9.12). 만약 협상이 장기화되고 진전
이 없을 시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
하여 사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LSH, 2021. 9.18).
그리고 만약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점거, 훼손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
생한다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공중 경계 강화, 해양순찰 등의 조치
가 강화되어야 한다. 동 수역은 한중어업협정 외측 수역으로서 기존의 어
업질서가 유지되는 수역이지만, 우리 측 중간수역에서 해양환경보전, 어
자원관리, 해양과학조사, 순찰 등 해양영역에 대한 인식을 계속 갖고 있
어야 한다(김석균, 2021.9.6).
보다 강력한 접근으로는 ⅰ) 주변 해역에 대한 꾸준한 주권 선언적 행
위, 즉 해·공군력, 해경에 의한 감시·정찰 활동으로 국제관습법에 의거한
‘관행(국가행위의 반복)’을 끊임없이 행사(사례: 2013년 12월, 이어도 포
함 KADIZ 연장 선포)함으로써 시간 흐름에 따라 한국의 입장(주장)이 점
차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위를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 ⅱ) 유사 시 투입할
수 있는 신속대응 능력(해·공군, 해병대, 육상·해양경찰력 등)을 준비, 축
적해야 한다. ⅲ) 중국과 유사 시 미국이 한국 입장을 외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해양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지원하는 활동도 전략적
으로 심층 검토, 시행할 필요가 있다(정호섭,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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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공식별구역(ADIZ)
① 맥락
중국은 2013년 11월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였는데, 문제는
이 안에 이어도 주변 수역 상공이 포함되어 있고, 일본과는 영유권 분쟁
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 상공이 포함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즉시 2013년 12월 15일에 기존 KADIZ를 조정하여 이어도
를 포함시켜 발효시켰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 KADIZ에 빈번
하게 진입 혹은 침범을 하고 있다.
동중국해상에서의 CADIZ 설정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을 견
제하려는 의도이다.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범이 엄격하게
확립되지 않은 규범적 공백(normative vacuum)을 치밀하게 파고드는
전략이자 동중국해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을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구민교, 2021.9.14).
사실, 방공식별구역(ADIZ)은 영토국가가 해당 국가의 상부 공역에 설
정한 공역관리 방식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법적 강
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가 이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국제관행으로 굳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현수,
2021.9.3).
② 중국의 전략
중국의 특정 지역 해에서 진행되는 행동은 이른바 ‘회색지대’ 운용을
통한 중국 이익의 관련성 강조 → 권익 주장과 참여 강화 → 일상화 단계
로 접근 가능한 바, 현재의 KADIZ 침범은 초기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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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양희철, 2021.9.26).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적 의도는 ⅰ) 중국의
국방건설 강화, ⅱ) 2001년 4월 1일 하이난 섬에서 발생한 미중 항공기
충돌사건의 교훈, ⅲ) 중국 관할해역 상공에서 타국의 도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력을 확보라는 명분이다. 종합하면, 중국은 국방정책 구현,
역사적 교훈과 법리적 재해석, 주변국과의 갈등 등을 고려하여 방공식별
구역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댜오위다오 분쟁 등을 포
함한 자국 해양권익의 보장을 위해 적정 수준의 군사력 증강과 동시에 자
국 해양 관할권역 경계와 일치된 동중국해 ADIZ 설정을 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정삼만, 2021.9.12).
중국의 CADIZ 설정은 공세적인 해양팽창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중국은 동중해, 남중국해에서 해양권익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CADIZ
를 확대한 것이다. 공해상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는 해당
국에 사전허가를 받거나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협약」에 규정된 공해
상공 비행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중국의 이어도 수역에 대한 일방적인
CADIZ 선포는 동 수역에 대한 통제권 확보와 자국의 관할권 주장을 뒷
받침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김석균, 2021.9.6).
CADIZ의 해양이 아니라 대기권 안의 공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치도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 입
장에서는 가능한 조치라 할 수 있다. KADIZ 일부 영역과 CADIZ가 중첩
되는 것은 중국이 CADIZ를 설정한 것이 일본을 상대로 설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어도 주변 수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한 조
치도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최지현, 2021.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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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IZ는 중국이 연안지역 방어 위주에서 탈피해 인도·태평양을 대상
으로 원해 지역에서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임과
동시에 한국 등 인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PJB,
2021.9.10). 다수의 중러 공군기가 합동 초계를 실시한 것은 한일 관계
를 자극하고 한미일 3국간 협력을 분열시키고 궁극적으로 미동맹체제를
와해시키려는 고도의 ‘이간 전략(wedging strategy)’이다(정호섭, 2021:
350). 동해쪽 KADIZ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침범은, 우리 군의 입장과
같이 양국 간 연합훈련의 일환이라 본다.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을 설정
하지 않은 국가이므로 방공식별구역 제도에 대해 회의적이라 그러한 행
동이 나올 수 있다(이준성, 2021.9.8).
3국 모두 해당 상공 및 동중국해 해역에 대한 관할권 확대를 위한 조
치이며, 이는 곧 해양안전 수호 및 해양권익 강화를 위한 주장임에 향후
갈등의 불씨가 지속화 될 것이다(주민욱, 2021.9.6). KADIZ에 빈번하게
침입하는 것은 우리 공군력을 시험하고, 일종의 기정사실화를 노리는 목
적도 있다. 자주 침공하게 되면 기정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BBH,
2021.9.10).
③ 한국의 전략
우리나라는 중국의 CADIZ 선포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에 기
존 KADIZ를 조정하여 이어도를 포함시킨 새로운 KADIZ를 발효시켰다.
중국의 관할권 주장에 맞서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할권 주장
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본래 해양이든 하늘이든 경계가 모호하거나 획정되지 않았을 땐 선점
의 동기가 촉발하게 되어 있다. 특히,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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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이러한 선점의 동기는 더욱 강할 것인 바, 우리의 안보는 그만
큼 더 취약해지는 것이다(정삼만, 2021.9.12). 중국은 한반도 주변해역
특히 서해와 동중국해를 내해화하기 위해 우리 해역과 KADIZ에 대한 침
범을 계속할 것이다(김덕기, 2021.9.5).
법적 모호성, 불확실성 및 비현실성에도 불구하고, 중국(러시아도 포
함)이 우리나라 및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빈번하게 침범하는 것에 대해
서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PYK, 2021.9.12).
중러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원칙적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보호받는 규범이 아
니므로, 국내법(「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적인 대
응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순수하게 안보 차원에서 적성 항공기를 식별하
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변국의 무리한 반발이나 저항을 일으키
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ADIZ를 설정하고 또 이를
운용하므로, 곧 국제적 제도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대비해
서 우리는 학술적 논거를 비롯해 ADIZ 운영 경험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
(이준성, 20221.9.8).
우리의 대응전략으로는 크게 한중 공군기 핫라인과 같은 위기관리 기
제를 통하여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고 상황을 관리해 가는 방법과 중국
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자체적인 항공전력을 강화하고 첨단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LSH, 2021.9.18).
보다 구체적인 대응조치로 ⅰ) 외국 항공기의 무단 진입이나 침범에
대하여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항의, ⅱ) 이어도 수역은 한중일 방공식별구
역이 중첩되는 만큼 외교적 경로를 통한 동 공역에 대한 3국 차원의 공동
해결책 모색, ⅲ) 무단 진입이나 침범의 경우 추적 비행, 퇴거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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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병행하여 시행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김석균, 2021.9.6). 미중 간 전
략적 대립구도에서의 입장 표명의 유보적 접근과 달리, KADIZ 등 우리
해역으로의 의도적 진출은 반드시 ‘국방부에 의한 관련 활동 정보의 추적
과 모니터링 능력’을 곧바로 공개하거나, 외교적 성명으로 당연히 이어질
필요가 있다(양희철, 2021.9.26).
남해에서 한중일 간 ADIZ가 중복되나, 이는 용어대로 방공식별구역
(ADIZ)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지역비행(FIR)과 일치시
킬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당시 수정 시에 한국의 FIR 구역과 일치시키고
한국전 이후 선포된 KADIZ를 현실 상황과 부합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중국 측도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과도한 한국 공군의
비상발진과 근접비행 등으로 우발사태를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식별행
위와 사후 외교적 경로로 항의와 재발방지 등으로 요구하는 것이 순리적
이다(윤석준, 2021.9.9).
동시에 중국은 KADIZ를 침범하면서도 자국이 그은 CADIZ에 진입한
미 군용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이탈을 요구하는 등 모순적인 행태를 보
이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제기해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한중국방장관 회담 등 군사 분야 한중 간 소통채널 강화를 통해서, 우발
적 침범에 대해서도 예방할 필요가 있다(PJB, 2021.9.10). 중국 항공기
의 우리 KADIZ 침범에 대한 한·중 공군기 핫라인을 통해 위기 상황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189)하여야 한다(김덕기, 2021.9.5).

189) 한중 간 동·서·남해의 해상 및 공중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ⅰ) 해상에서는 2014년 서태평
양해군심포지엄(WPNS)에서 합의한 「해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규칙(CUES)」을, ⅱ)
공중에서는 2019년 10월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서 회원국 간 합의한 「공중 군사적 조우 시 기본원칙
(GAME)」을 따르도록 중국을 설득시켜야 한다(김덕기, 20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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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한국전략 전망190)
동중국해에서 가장 큰 변수는 사실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예비군
을 포함하여 4백만에 가까운 병력과 세계 6위의 군사력, 그리고 수십 년
간 전쟁 상황을 준비해 온 사회 체제이어서 미중 충돌 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의 현재 태도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하겠다. 이런
태도는 ASEAN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중 가운데 편을 선택해야
할 경우 한국이 중국의 편에 서서 미국과 싸울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없다
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에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중립이다.
중국은 동중국해에 있어 러시아만이 우호국이며 미국, 일본, 한국 모
두 가상 적국으로 볼 수밖에 없다. 중국의 해군 전문가 李杰는 중국이 타
이완 해협에 신형 스텔스 전투기 J-20을 배치한 데는 한국과 일본에 중
국이 해안 지역을 따라 방공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리고 타이완 문제에 있
어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다(SCMP, 2021.6.26).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 카드를 레버리지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
는 한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성장하는 반면 북한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쇠퇴하고 있어 더 이상 북한 카드가 한국에 대한 효력을 이전처럼 발휘하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략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적대적 관계가 된다
면 중국의 타이완 병합이나 미일과의 전쟁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있을 수
있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인민해방군 전력의 상당 부분을 한국 쪽
으로 투입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90) 이철 박사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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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확실하게 군사적으로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적할 것임을 분명히 해 준다면 중국과의 무력충돌의 부담
이 상당 부분 감소되며 러중과의 동시 전쟁수행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상황은 미중 양국에게 한국의 가치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
미한다. 문재인-바이든 회담에서 보여준 미국의 환대나 중국 외교부가
상시 외교부장 회견이 가능한 5개국 대사에 한국을 포함한 것191) 등이
모두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이 쿼드나 오커스
동맹에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는 것이나 미 하원이 한국을 Five Eyes 국가
로 편입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는 것 모두 같은 맥락이로 보인다.
그러나 미중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백열화되어 가면 한국이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는 감소한다. 그
리고 그럴 경우 한국은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북한 카드가 실효성을 잃을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운 카드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통일 카드’일 수 있다. 즉, 사실상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조건으로 한국이 중국의 타이완 합병을 지지 내지는 묵인한다는 교환이다.
중국이 이 통일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격렬한 내부 논의가 일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적어도 중국이 작전을 하는 기간 동안 한
국이 섣불리 중국에 적대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다. 매우 과감한 가정이고 물리적 증거가 없는
추론이지만 중국에서도 고려 중이라는 아주 작은 신호를 하나 볼 수 있다.
察哈尔学会国际舆情研究中心秘书长인 曹辛은 중한 관계를 안정화해

191)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 외교부의 한국 중시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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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에 적대적인 한국 내 보수파가 집권
할 경우에도 중한 관계가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FT中文网,
2021.8.13). 그는 한중이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ⅰ) 북한의 핵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 ⅱ) 중국에 맞
서도록 요구하는 미국 요소를 처리하는 것(국내 보수파 집권 등), ⅲ) 한
반도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는 것이다.
曹辛의 이 글은 비록 직접적으로 중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함의는 분명하다. 우선,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과 한국의 이익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 북한의 의도가 오해받았다는
말은 이제 다년간의 경험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북핵의 위협을 받는
한국이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미국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사드 사태
와 같은 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북
핵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핵을 해결하면 한국의 국방
력 증강이 멈추거나 완화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국방
력이 중국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제한 것이다.
두 번째 미국 요소에 대해서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
국에 압박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나오게 된 이유는 뒤따
르는 글에서 알 수 있다. 曹辛은 차기 정권은 보수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 이들의 정책이 미국 의존적이어서 현 정권과는 달리 대
중 정책이 중국의 이익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
래서 曹辛은 한미 관계의 발전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중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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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중국이 보는 한중 관계의 원칙이며 이를 한국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얼핏 한국을 위협하는 말로 들리지만 그만큼 중국은 한
국이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에 적대적이 되는 경우를 걱정하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의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중국도 경제적
타격을 입으며 미국 또한 한국의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한국에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한국의 군사적
대응과 주한 미군의 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중국의 원 전략목표는 포
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미국 요소에 대한 曹辛의 서술
은 위협이 아닌 우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세 번째로 통일 문제에 대해서 曹辛은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반대한
적이 없지만, 중국으로서는 한반도가 순치상존의 이웃이므로 한반도의
역사와 현실을 고려할 때 한반도 통일과 유엔 구성원이 되는 데는 조건이
있다고 말한다. 우선 曹辛의 이런 말이 진지하게 한반도 통일을 이야기하
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유의하여야 한다. 曹辛은 어느 한쪽이 먼저 무력
으로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은 판문점 임시 정전협정을 공
공연히 위반하는 것이며, 시작 국가는 중국의 적이라는 점을 공개 성명해
야 한다고 했다. 이 ‘어느 한쪽’이 과거에는 북한을 지칭했겠지만 현재의
맥락은 ‘한국 또는 한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만일 이 ‘어느 한쪽’이 북한
이라면 역시 중국의 산통을 다 깨는 행동이기 때문에 역시 반대할 수밖에
없고 ‘중국의 적’으로 삼는다는 의미도 된다.
만일 남북한 어느 쪽도 행동을 취할 생각이 없다면 曹辛의 이 한반도
통일 이슈의 제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지만 문장의 구조상 이
‘한반도 통일’이 曹辛의 결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없다. 따
라서 曹辛이 제기하는 ‘남북한 통일’은 그 시작점이 남북한이 아니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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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거나 중국이다. 한국은 군사적 통일을 하려는 의도가 없으므로 한반
도 통일이 시작된다면 그 시동자는 중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다. 중국의 언론 환경상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지만 ‘중국이 남북한
통일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曹辛은 “‘통일 한국’은 반드시 비핵화 국가여야 하고 중립적이고 비동

맹적인 국가이어야 하며 이를 새 국가의 헌법으로 명시하고 UN의 배서
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 문장의 의미는 분명하다. 중국이 한반
도 통일을 지지할테니 통일 한국은 핵보유국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중립을 보장하라는 뜻이다.
한발 더 나아가 曹辛은 통일 이후의 미래 한반도 신국가는 중국과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의 요구가 한국 헌법에
근거하고 있고, 전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때 그가 지목한 단어는
‘한국의 헌법’이었다. ‘북한의 헌법’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통
일 한국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전제한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중국
과의 경계선’은 소위 ‘만주는 고구려의 옛 영토, 우리의 고토’라는 한국
내에 퍼져있는 역사관과 정서를 의식한 말이다. 현실적으로도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중국은 한반도에 수백만의 병력과 70년간 남북한이 사력을
다해 축적해 온 군사자산, 그리고 경우에 따라 미군이라는 세력을 마주하
게 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중국 입장에서는 악몽이 아닐 수 없다. 그
렇기에 중국의 통일 지지의 조건으로 국경에 대한 약속, 중립에 대한 약
속(미군 철수), 비핵에 대한 약속, 그리고 중국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하
지 않는다는 약속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曹辛이라는 한 개인의 글을 확대 해석하여 중국공산당의 확립
된 정책으로 간주할 수 없다. 동시에 서방 매체에 기고하는 중국 내 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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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중요 인물의 글이 중국공산당의 정책에 어긋나기 어렵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중국이 한국을 회유하여 미국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려는 전략
과 유사한 것이 전 주한 미 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 제시한
북한을 중국과 거리를 두도록 하는 전략이다. 그는 남북한 간의 신뢰 수
립을 전제로 북한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 상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북
한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라는 말을 이용하여 북한의 중국에의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남북한 및 미국
간의 군사적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바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들어서 중국과 대적하게 만들자는 이야기이다(Foreign Affair,
2021.7.29).
오커스의 동맹 결정 사실을 한국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동맹 가입 권
유를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방문, 그리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우리나라의 SLBM
을 비롯한 전략자산의 공개는 중국의 접근 방법에 대해 시사점이 있다.
그리고 그후 이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반도 종전선언
을 관찰해 보면 북한으로부터의 호응 외에 러시아, 미국 등의 지지가 있
었지만 정작 가장 한반도 대화를 촉구해 왔던 중국의 반응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중 하나의 가능성이
왕이 부장의 방문 시 한국에 통일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표명이다. 그리
고 중국은 이에 따른 대가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자신들
의 요구가 관철되었을 때 종전 선언에 참여할 것이다.
막후의 사정을 알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중국의 ‘통일 한반도 국가’라는
정책은 확립된 정책이라기보다는 ‘논의되고 있는 가능성’으로 평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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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비를 우리 정부 내에서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중국의 일본에 대한 해양전략192)
1) 맥락
중일은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특징으로 복잡한 관계이다. 한편으로,
근대 갑오해전(甲午海战), 항일전쟁에서, 최근 댜오위다오/센카쿠 분쟁까
지, 오랫동안 중일 양국은 모두 투쟁과 충돌을 위주로 하는 국가관계와
해양관계를 유지했다. 양국은 정치와 관련된 민감 영역에서 여전히 일정
한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제2차 대전 이후 미
국과 밀접한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제도가 중국과 다르고, 미국
적 요소의 영향이 크다. 여기에다 최근 중국궐기(中国崛起)로 인해 더욱
증가된 위협감으로, 정치와 군사 영역에서 여전히 매우 높은 경계심을 갖
고 있다. 양국의 해양협력은 비교적 취약하다(张景全 等, 2020: 94).
일본은 해양 강대국193)이다. 국토면적은 한국이 세계 110위, 중국이
4위, 일본은 62위이다. 그러나 해역에서는 일본이 세계 6위로 중국보다
넓다. 한편, 일본은 1996년부터 「영해법」과 「어업수역잠정조치법」을 대
신해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EEZ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
리행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192) 안창현 박사 집필
193) 일본의 영토 면적은 약 38만㎢이며(세계 61위) 해안선의 길이는 약 3만5천㎞이다. 영해(기선에서 12해리)
은 면적이 약 43만㎢이며, EEZ(12~200해리) 면적은 약 405만㎢이다. 일본은 해역이 세계 6위에 이른다
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중국과 영토분쟁이 벌이고 있는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영해 약 4,740㎢와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 떨어진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에 인공물과 방파제를 만들고 주변의 약 40㎢를 EEZ
으로 설정한 것이 포함된다(海洋政策研究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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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일본이 주장하는 해양 영토

출처: 조선일보(2012.5.1)

「해양기본법」이 2007년 시행되면서 해양정책은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내각에서 종합적인 해양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해양종합정책본부(総合海洋政策本部)’가 내각에 설치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은 5년마다 ‘해양기본계획’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2008년
에 제1차 해양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5월에 제3차 해양기본계획
을 발표했다. 일본은 2018년 5월에 제3기 해양기본계획을 각의 결정했
다. 기본 계획은 내각 산하 해양종합정책본부에서 마련했다. 새로운 해양
대국에 도전한다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ⅰ) 종
합적인 해양안전보장, ⅱ) 해양의 산업이용 촉진, ⅲ) 해양환경 유지 및
보전, ⅳ) 과학적 지식 충실, ⅴ) 북극정책 추진, ⅵ) 국제연계 및 국제협
력, ⅶ) 해양 인재육성과 국민 이해증진 등을 제시했다. EEZ을 주권적 권
리로 지키겠다고 했다.
2016년 관련 부처회의에서 「해상보안체제강화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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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법집행능력, 해양감시능력, 해양조사능력의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해상보안청을 강화하고 있다. 2020년에는 헬리콥터 탑재형 순시선 1척,
대형 순시선 2척, 대형 측량선 1척, 중형 비행기(측량기) 1기를 배치했다.
인원도 181명을 증원했다(海上保安庁, 2020).
최근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영토분쟁의
성격이 강한 중일의 해양전략은 이미 타협이나 협의의 영역을 벗어났다
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아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세력의 패권
다툼의 시대가 되었으며(宮田敦史, 2014: 5), 동중국해에서부터 인도양
에 이르기까지 분쟁지역도 확대되고 있다.
한중일의 해양정책 및 대응을 비교하면 <표 7-5>와 같다.

표 7-5

한중일 해양정책 및 대응 비교
한국

중국

일본

국토 면적(㎢)

99,600

9,596,900

377,800

해양선 연장(㎞)

11,500

32,000

34,800

EEZ(㎢)

449,000

964,000

4,470,000

해양(기본)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역사용기본법,
해양환경보호법

해양기본법

해양(기본)정책

Ocean Korea 21
‘21C해양수산비전’

China Ocean Agenda 21

없음
(심의회 답신)

해양관리 부처

해양수산부

국가해양국

없음

해양행정연락조정회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해양환경보전위원회,
항만정책위원회

해양관리사무국

해양수산부

시민의견 반영제도

없음
(국장급 해양개발부처연락회)
SOA

없음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없음

해양보호구(MPAs)

국토이용관리법

해양환경보호법

자연공원법:
해중공원지구(139곳),
자연환경보전법:
해중특별지구(1곳)

해안지역관리법

연악관리법,
연안통합관리계획

해역사용관리법
(해양기능구획)

없음
(옛 국토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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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계속
한국

중국

일본

하천·해안 통합관리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입법, 습지보전법

연안관리영역
법적 관리 범위

만조 수위 기준
육지 쪽은 500~1000m, 바다
쪽은 영해까지

내수/영해(해저 포함)

해안보전구역으로 평균
수위에서 육해 양측 50m

「협약」 비준

1996년 1월 비준

1996년 6월 비준

1996년 6월 비준

없음

출처: 寺島紘士(2020: 62-3)

‘대륙국가’인 중국은 개방정책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자 적극적으로 해
양진출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중
국 해군은 큐슈 남단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로르네오섬을 연결해
‘제1열도선’이라고 했다. 중국 대륙과 제1열도선 사이의 해역을 지배하기
위한 전략을 내세웠다. 이는 1992년에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영해법)」이다. 이 해역에 있는 도서, 즉 센카쿠 열도와 스프래
틀리 군도, 파라셀 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중국해에서 대륙붕의 자
연연장을 이유로 오키나와 근해까지 관할권이라고 주장했다. 「영해법」
제정 이후 센카쿠 제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공선이 출몰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중국은 일본 본토에서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괌을 연결하
는 선을 ‘제2열도선’이라고 설정했다. 중국 해군은 이들 2개의 선의 안쪽
을 세력권으로 규정하고 해양에서 외국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도련선 전략은 중국이 자신의 영향력 확장을 위해 동아시아 해양 공간
을 지정학적으로 관리하려는 지정전략에 다름 아니다. 2000년 이후, 도
련선 개념에 기초된 중국의 해양진출 전략을 미국에서는 A2AD로 부르
면서 대응하고 있다(이영형, 2018: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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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

중국의 해상 열도선 전략

출처: 한겨레신문(2015.10.5)

중국 「해경법」은 ‘중국의 주권, 관할권이 외국의 조직, 개인으로부터
침해를 받을 경우, 무력사용을 포함한 일체의 조치’를 인정했다. 외국의
군함이나 공선에 대해서도 무기사용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협약」 제
30조에서는 영해에서 법령을 따르지 않는 군함에 대해서는 퇴거를 요구
할 수 있지만, 무기사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경법은 국제법
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관할해역에 대한 규정도 중국이 정하고 있다. 상
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고,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2018년 중국해경국은 군사조직인 중국무장경찰부대에 편입되었
다. 중국해경국은 중국 해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0년 7월 합
동훈련을 추진했다. 2020년 6월에 개정된 「인민무장경찰법」은 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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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유지와 법집행을 무장경찰부대의 임무로 규정했다. 또한, 평시에는
인민해방군과 공동으로 재해구조 활동과 훈련을 수행하고, 유사시에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으며 방위작전을 담당하도록 했다. 2021년
1월에 제정된 「해경법」은 중국이 관할하는 도서에서 외국의 조직과 개인
이 설치한 구조물의 철거 권한, 테러행위와 중대한 폭력 사건에 대한 무
기사용 권한 등을 해경국에 부여했다.
한편, 일본은 중국이 해상전력과 항공전력을 동원해 태평양으로 진출
을 노리고 있다며 경계한다. 진출경로도 다양해 홋카이도에서부터 오키
나와 남단 요나구니지마(与那国島)에 이른다. 중국 해군은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운용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16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
지 4차례 항공모함 랴오닝(辽宁)호가 태평양에 진출했다. 2018년 4월과
2020년 4월에는 랴오닝호 탑재전투기가 비행했다. 중국의 다양한 군용
기는 오키나와 남단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있다.

2) 주요 쟁점
(1) 센카쿠 열도
중일간 해양 영토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센카쿠 열도이다. 최근에는
역사 문제와 맞물려 양국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센카쿠 열도는 1895년
각의결정을 통해 오키나와현에 편입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편입 당시
역사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섬에 대한 선점조건의 하나인 ‘무주
지’(terra nullius)가 아니었다(松井芳郎, 2014: 12)고 주장한다. 영토분쟁
이 구체화 되었다고 간주하는 날짜를 가리키는 ‘결정적 기일’(a critical
date)을 둘러싸고 중일의 주장은 엇갈린다. 일본은 중국과 대만이 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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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1971년이라고 하는 반면, 중국은 18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청일전쟁에 패해 센카쿠 열도를 일본에 빼앗겼
다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인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중국에 반환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최희식, 2013; 松井芳郎: 2014; 芹田健太郎, 2020).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간 영유권 분쟁이 본격화된 것은 1968년에
실시한 ECAFE의 아시아 근해 광물자원 공동탐사 조정위원회(CCOP)의
조사결과에 기인한다(松井芳郎, 2014: 42-3). 동중국해와 서해가 세계적
인 산유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대만은 1969년에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중국도 1971년에 주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
다. 일본은 동중국해 대륙붕에 석유자원 매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971
년 이후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1972년
외무성은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에 대한 기본 견해’에서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밝혔다.
1972년 이래로 일본이 통제하고 있고, 국제법이 일본의 주장을 지지
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은 취약한 상황이다. 일본
은 세계 최강 중 하나이자 동아시아에서는 단연코 최강인 해군력을 보유
하고 있으며, 동맹인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국가적 주권 문제로서 이
섬은 중국과 일본 간에 쉽사리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장성준 역, 2021:
421-2).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결정하면서 갈등은 더
욱 격화되었다. 중국 정부는 국유화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 자세를 취했으
며, 각지에서 국유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일어났다. 2013년 11월 중국 정
부는 센카쿠 상공을 포함한 방공식별권을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
국 공선이 일본 영해에 진입하는 횟수가 급증했다. 동중국해에서 중국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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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의 활동 범위는 동쪽과 남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군용기의 출현
에 따른 항공자위대 긴급발진도 급증해 2016년에는 851회에 이르렀다.

그림 7-11

중국 공선의 접속수역대 확인 일수 및 영해침입 건수

출처: 海上保安庁(2020)

최근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중국 해군 함정은
활동해역을 동중국해의 남쪽으로 확대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
에서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6월에 중국 해군 호위함 1척이
센카쿠 열도 주변 접속수역에 들어왔다. 중국 해군 전투함정으로서는 처
음이었다. 정보수집함의 활동도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수차례 확인되고
있다. 2018년 1월 중국 해군 잠수함이 센카쿠 열도 접속수역에 잠수 항
행하고, 같은 날에 호위함도 접속수역에 들어왔다. 2020년 6월에는 중국
군으로 추정되는 잠수함이 접속수역을 잠수 항행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순시선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센카쿠 주변 해역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예산 증액을 위해서 2022년 예산으로 2,527억 엔
을 요청했다. 이 중에서 센카쿠 열도의 영해경비체계 강화에 337억 엔을
상정했다. 대형 순시선 4척을 건조하기 위해 총 68억 8,000만 엔,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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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비로 4억 8,000만 엔, 대형 무인항공기 1대 등이 포함되었다. 새로
건조하는 대형 순시선은 3,500톤형 3척과 1,000톤형 1척이다. 현재 대
형 순시선은 69척이 배치되어 있는데, 2024년까지 77척으로, 2025년까지
81척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杨国桢(2019: 182)에 의하면, “중국은 경제발전 시각이든, 국방안전

시각이든 댜오위다오 주권 보유를 반드시 수호해야 하고 일본이 합법화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중국의 핵심이익이라는 것이다.
댜오위다오 문제는 더욱더 격렬해지고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전략을 따라야 한다. 댜오위다오 분쟁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은 국
가의 주권과 영도를 보호하고 영토 문제에선 절대 양보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반드시 국방 역량을 키우고, 해상 군사 역량을 키워
야 한다. 경제건설을 가속화시키고, 종합 국력을 강화시켜 해양영토 분쟁
해결을 위한 강력한 뒷받침을 설정해야 한다. 국제관계 발전 역사에서 영
토 문제는 대부분 전쟁을 통해서 해결되었다. 비록 현대는 평화와 발전
시대이지만, 국가 주권 및 영토 문제에서 무력사용을 포기해서는 안 된
다.”고 주장한다(杨国桢, 2019: 182).
또한, 杨国桢(2019: 183)는 “현재의 국제법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중
국의 영토주권을 보호해야 한다. 댜오위다오 문제 해결에서 중국은 「협약」
및 「대륙붕 조약(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을 합리적으
로 이용하여 주권을 조기에 회수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은 국제사회의 정
치대국으로 역할을 다하여 정치와 외교 수단을 활용하여 국제사회가 중
국의 댜오위다오 입장을 표명하게 하며, 공동으로 처리하게 한다. 특히,
일본과 동남아 국가 간 연합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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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키노토리시마
일본은 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가 도쿄에서 1,740㎞ 떨어진 필리핀 해
에 산호초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은 섬이라며 주변 해역이 EEZ에 해당한
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은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이 아니라 바위에 지나
지 않다며 EEZ을 설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일본 건설성은 1987년에
파도로 인한 침식과 풍화를 막기 위해 주변에 구조물을 설치했다.
일본은 2008년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오키노토리시마를 기
점으로 하는 대륙붕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이의를 제기
해 판단은 미루어졌다. 결국 CLCS는 2012년에 북쪽 해역만 인정했다.
중국은 2001년부터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의 일본이 주장하는 EEZ 내
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섬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승인
이 필요 없다며 해양조사를 강행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에서 중국조사선 5척의 항행이 확인되었다.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은
향후 미중 해양전략에 중요한 해역으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군이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에 잠수함과 기뢰로
미해군을 저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3) 대만해협
최근 중국은 대만 통일을 위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 대만 문제를 내정 문제로 간주한다. 이에 외국 세
력이 중국통일에 간섭하거나 대만독립을 위한 활동을 강하게 반대하며
무력행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중일 간 군비경
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21년 7월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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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조국의 완전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공산당의 역사
적 임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표 7-6>와 같다. 시진핑 3연임
을 굳히려는 전략의 하나로 대만과의 전쟁을 불사하려는 일촉즉발의 상
황이 이어지고 있다.

표 7-6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비교
중국

대만

약 204만 명

약 16만 명

육상 병력

약 98만 명

약 9만 명

전차 등

99/A형, 96/A형, 88A/B형 등
약 6,200대

M-60A, M-48A/H 등
약 700대

함정

약 750척 197만 톤

약 230척 20만 톤

항모, 구축함, 호위함

약 90척

약 30척

총 병력
육상 전력

해상 전력

항공전력

잠수함

약 70척

4척

해병대

약 3만 명

약 1만 명

작전기

약 2,030대

약 520대

근대적 전투기

J-10 x 468대
Su-27/J-11 x 349대
Su-30 x 97대
Su-35 x 24대
J-15 x 20대
J-16 x 60대
J-20 x 22대
(제4·5세대 전투기 총 1,080대)

Mirage 2000 x 55대
F-16 x 143대
징궈 x 127대
(제4세대 전투기 총 325대)

인구

약 13억 9,700만 명

약 2,400만 명

2년

징병제는 2018년에 종료
(1994년 이후 출생자는 4개월 간
군사훈련 의무화)

참고

병력

출처: 防衛省(2020: 65)

중국은 2021년 4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 가운데 하이난성에서 전
함 취역식을 개최했다. 최신 전략 핵잠수함 창정 18호, 대형 미사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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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다롄함, 4만t급 강습 상륙함(헬기 항모)을 선보였다. 모두 대만공격을
위해 개발한 최신예 전함이다.
일본 정부는 대만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2021년 4월 열린 미일 정상
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명기했다. 미일정상
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은 1969년 이후 50여 년 만이다.
「2021년판 방위백서」에는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
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중요하며, 일본으로서도 한층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防衛省, 2021a: 52)고 기술했다.
일본 최서단에 위치한 요니구니지마(与那国島)는 대만에서 북동으로
100㎞ 정도 떨어져 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해군과 공군의
진격로가 된다. 일본 정부는 대만에 가까운 섬에 병력을 배치하고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이시가키지마(石垣島)에 육상자위대 미사일 기지
를 건설하고 있다. 이 섬에는 2022년까지 500~600명을 배치할 계획이
다. 요나구니지마에는 2023년까지 전자전 부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중국 해군전력을 겨냥한 미사일 3종 세트도 공개했다. 2020년 12월
방위성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ASM-3을 양산하기로 결정했다. 12식
지대함 유도탄도 사거리를 장기적으로 150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스텔스 순항 미사일도 2022년에 시제품을 내놓는다.
한편, 일본에 대만 상황을 주시하는 것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오키나와와 주변 섬들까지 대만 거주 일본인, 대만에
가까운 섬 주민 대피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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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2

중일 해상전력 비교

주1: 진·상·쑹·위안 킬로급 잠수함 총 척수
주2: 런하이·루하이·루후·뤄양·소브레멘늬류 조급 구축함과 장웨이·장카이급 호위함 총 척수, 이외에 중국은 장다오급 소형 호위함
50척을 보유
출처: 防衛省(2021a: 31)

3) 미래 전망
향후 중일간 갈등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안고 있는
영토분쟁은 모두 정치적인 색채가 강해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
(坂本尚繁, 2016: 138)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해양 공세를 고강도 분쟁,
중강도 분쟁, 저강도 분쟁으로 분류한 사토 코이치(佐藤考一, 2018)는 동
중국해에서 분쟁은 저강도 분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즉,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섬과 암초, 영해, EEZ, 대륙붕 등 해양주권을 둘러싼 분쟁
은 해경과 화물선, 어선, 소수의 해군함정 등을 동원한 양태가 된다는 것
이다. 그 이유는 이들 해역에서 중국이 전략 잠수함을 동원해 분쟁에 나
설 경우, 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동중국해에서는 일본 해상
자위대와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佐藤考一, 2018: 3-4).
중국의 저강도 분쟁은 민간선박 이외에 소형 해군함정, 해경선정 등도 포
함된다.
일본에서는 향후 중국이 동해에서 활용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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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중국 해군함대가 대항훈련을 발표했다. 2017년 1월에도 해
군함대와 항공기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블라디보스톡 해안에서도 러시
아 해군과 공동훈련을 2017년까지 3차례 실시했다. 2016년 1월 중국 군
용기가 동해에 진출한 것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중러 폭격기가 동중국
해에서 동해, 태평양에 이르는 장거리 공동비행을 실시했다.

그림 7-13

중국의 국방비와 증감율 추이

출처: 防衛省(2021a: 21)

중국은 거액의 국방비를 내세워 군사력을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다. 중
국군은 보다 먼 해역 및 공역(海空域)에서 활동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전략
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발표하는 국방비는 실제 군사 목적을 위한 금
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연구개발이나 외국의 무기도입 등이 포함되
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발표 액보
다 2조 9,000만 엔 이상 많을 것이라는 분석한다.
일본의 방위비는 2021년에 전년 대비 547억 엔 증액된 5조 1,235억
엔이었다. 방위비는 9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이외에 SACO(Speci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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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on Okinawa) 관련 경비와 미군 재편 관련 경비 중 지방부담
경감분,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하면 전년 대비 289억 엔 증액된 5조 3,422억
엔이다. 이들 비용은 예산안이며, 매년 추경이 편성된다. 2020년의 경우,
세 차례 추경에 총 4,051억 엔을 투입했다.

그림 7-14

15년간 일본 국방비(당초 예산) 추이

출처: 防衛省(2021a: 191)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위협적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경계한다.
‘중국해경국의 훈련과 법정비가 해경국을 통한 권익유지 활동 범위를 기
존의 해상에 머물지 않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서까지 확대하기
위한 준비’(海洋政策研究所, 2021: 113)라고 우려한다.
일본의 기본적인 방위전략은 ‘전수방위(専守防衛)’이다. 이는 ‘상대로
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방위력 행사의 양태
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에 머무르며, 보유하는 자위력도 자위를 위
한 필요 최저한도에 한정된다’(防衛省, 2020: 202)는 수동적 방위전략이
다. 이러한 전수방위부터 탈피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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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최근 일본 정부와 자민당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이 부상하고 있
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대응책으로 지상 배치형 요격시스템 ‘이
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추진 장치 낙하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2020년 8월 도입을 포기했다. 대신 전력 공백
을 메꾸기 위해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을 추가 건조해 해상자위대가
운용하기로 했다. 도입 비용은 적어도 9,000억 엔에 이른다.

그림 7-15

중일 해경선 비교

주1: 2021년 3월 말 척수
주2: 2020년 12월 말 현재 척수, 공개정보를 바탕으로 추정
출처: 防衛省(2021a: 31)

또한,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해
상보안청법」을 개정해 법집행과 국방의 간극을 없애도록 하며, 해상보안
청의 인원과 선정을 늘려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해안경비를 담당하는 해경국에 무기사용 인정 요건 등을 정한
「중화인민공화국해경법」을 2021년 2월에 시행했다. 해경국은 2018년에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일원적인 지휘를 받는 무장경
찰에 편입되어 인민해방군의 작전체제에 배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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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상보안청법」은 외국의 군함이나 공선에 대한 무기사용을 금
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방위나 중대한 흉악범 체포 등의 경우에는 위협
사격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2월 외국공선이나 군함이 일
본에 상륙할 목적으로 영해에 침입할 경우, 중대한 흉악범에 해당하는 사
례가 있다며 위협사격도 가능하다는 법해석을 내놓았다.

3. 중국의 미국에 대한 해양전략
1) 맥락
(1) 미국의 아태지역 전략 변화
미국의 지역 전략은 당시 세계 형세와 국가의 근본 이익에 따라 정립
된다. 미국의 태평양 전략 변화 과정에서 태평양 이용 방식이 다르며, 미
국의 아태(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전, 미국 정부는 중국의 남해(남중국해)에 대한 주목이 낮
았다. 아태지역 안전 틀에 아태지역의 해양분쟁 및 기타 자원분쟁을 평가
한 이후, 미국은 아태지역의 이익추구가 잠재적으로 위협을 받을 것이어
서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은 중국의 남해 문제에 개입하는 입장이 되었
다(杨国桢, 2019: 150-1).
1990년대 이후 미국이 남해 문제 관해 가장 부각된 정책은 바로 남해
문제를 국제화시키는 것이었다. 1997년 9월 「미일방위협력지침」에 협의
하고, 남해지역을 안보 범위에 포함하고, 처음으로 미국이 남해 지구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인 반응을 하였다.
21세기 초, Bush 정부는 반테러와 중동정책 입장에 기초하여 아태전
략의 강도를 낮추었다. 이 기간에 미국은 동남아 국가와의 군사 및 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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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훈련을 하였으며, 글로벌 군사력을 재배치하고, 인도와의 관계를 개선
하고, 아태전략의 구조를 조정하여 완성하고 남해 지역 형세에 영향을 주
는 전략적 기초를 구축하였다. 또한, Hillary는 미국의 남해 정책에서 미
국이 남해와 관련된 권익을 확대할 것이며, 남해 문제를 국제화시켜 다변
화 정책을 추진하였다(杨国桢, 2019: 151).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194)의 보고서에 따
른 세계 군사력 수준을 보면, 미국(0.072), 러시아(0.080), 중국(0.086),
인도(0.121), 일본(0.144), 한국(0.162) 순위이다.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
은 나라는 단연 미국(7천405억 달러)이며, 이는 중국(1천782억 달러)에
비해 4배 이상이다(연합뉴스, 2021.1.16).
미국은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 및 국가집단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을 글로벌 전략의 핵심 타격목표로 삼고 있다. “육지 중시와 바다 경시
(重陆轻海)‘라는 역사전통으로, 중국 해군은 발전이 늦었고, 장비가 취약
해서, 원래 미국이 인정한 ’위협‘ 리스트에도 없었다. 그러나 20여 년 동
안 중국의 해상역량과 해군건설은 주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
국의 입장에서, 중국 해군의 무기장비 현대화 과정은 현재 중미 간 해상
역량 균형을 타파하고, 현대 중국의 해권전략 노선은 Mahan의 해권론인
“상업-기지-함대” 3단계 전략으로 매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刘新华,
2014: 89-90; 韩献栋·王二峰, 2020: 51-1에서 재인용).
이런 상황에서 韩献栋·王二峰(2020: 46)은 미국의 전략계195)와 주류

194) GFP는 인구와 병력, 무기, 국방예산 등 48개 항목을 종합해 군사력 지수를 산출한다. 지수가 0에 가까울
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뜻이다(연합뉴스, 2021.1.16).
195) 소위 미국전략계(美国战略界)는 주로 미국 정부 관련 부문 내에서 실제 업무에 장기적으로 종사하는 중고
위급 공직자 및 싱크탱크 중에서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전략과 안전 문제에 주목해 연구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이다. 관련 정부부문은 주로 국방부, 국무부, CIA 등을 포함한다. 관련 싱크탱크로는 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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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가 중국 해양전략에 대해 갖는 인지196)에는 상당한 편향과 부정적인
정서가 확대되고, 이를 토대로 미국은 중국의 해양전략을 더욱더 큰 위협
으로 간주하여, 중국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본다.197)
韩献栋·王二峰(2020: 53)은 “미국이 담론권과 의제설정을 장악한 우

위를 이용해서, 중국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경제건설, 해외투자와
해상안전 의제를 연결시켜, 중국의 ‘공동으로 건설하고, 공동으로 다스리고,
공동으로 누리는(共建共治共享)’의 경제협력을 ‘자본식민주의’로 간주한다.
또한, 중국의 해상역량 궐기에 우려하는 정서를 중국 주변국가에 확산시키
고, 더 나아가 중국과 주변 국가의 정치적 상호신뢰를 약화시킨다.”고 본다.
杨国桢(2019: 151)에 의하면, 남해 문제는 거의 미중 전략구도에서

“시범 지역”로 되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의 태도와 의지에 좌우되며,
후퇴할 수도 없다. 시범지역이 바로 중국의 앞마당에서 있으며, 미국은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현 단계를 중시하여 항행자유를 이용하고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긴장을 높이고, 군사개입을 높여 전쟁 가능성을 부
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략·국제연구센터, 헤리티지재단,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등이 있다. 미국전략계는 여전히 중국 해군이 ‘근해’
에서 ‘원해’로 나아가는 행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활동공간을 축소시키고, 미국이 주도하
는 해양질서에 도전하고, 심지어 미국의 해양 패권 지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The Department
of Defense, 2019: 7-9; 韩献栋·王二峰, 2020: 46에서 재인용).
196) 韩献栋·王二峰(2020: 52)에서 보면, “중국 해양전략에 대한 ‘선택적 인지’ 및 그 위에 확립된 위협구축을
통해, 중국은 미국에 의해 해상패권 지위의 ‘도전자’와 해양질서의 ‘파괴자’로 정의된다. 따라서 미국이 이
에 상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합리성과 필요성의 토대로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정책반응으로 볼 때, 미
국은 현재 여론과장뿐만 아니라, 군사와 외교 측면을 포함한 일련의 ‘종합세트’를 만들어서 중국이 ‘바다
로 향해’ 발전하는 과정을 가로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본다.
197) 미국전략계는 “중국의 군사역량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은 미국의 패권지위에 도전하는 물적 기초를 갖춘
것을 의미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보인 행위는 이미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세력 범위를 위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이 군사역량을 확대함으로써 전체 동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미국과 동등한 국제적 명성과 지위를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보편적 인식을 갖고 있다
(Peltier, 2020: 10; 韩献栋·王二峰, 2020: 5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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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9세기부터 21세기 초에 미국의 아태전략은 “전략 확장 → 전략
방어 → 아시아태평양 복귀”라는 변화 추세를 보인 것이다(刘大海·刘芳明,
2019: 127).
표 7-7

미국의 아태전략 변화

전략 확장
(19C 중 ~
20C 초)
전략 방어
(2차 대전 ~
20C 말)

아시아태평양
복귀
(21C)

∙ 미국은 19C 중엽부터 태평양에 개입함. 태평양은 미주에서 아시아로 상업을 확대하는 전환 중에 필요한
국가 간 연결점
∙ 군사확장, 경제침투, 정치간섭 등의 수단으로 미국은 태평양의 섬들, 즉 화와이, 괌, 동티모르, 웨이크
섬 등 전략 도서를 통제하고, 필리핀까지 발판을 마련함
∙ 미 해군은 태평양 도서를 통제하면서 항공노선 보급 지점 및 중간 지점으로 삼음
∙ 진주만 사건 후 미국은 필리핀, 괌 등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호주의 항공노선 및 해당 도서 보호에 병력을 집중
∙ 2차 대전으로 영국과 일본 해상강국이 손상입고 미국은 태평양의 패권 지위를 확보
∙ 냉정 시기 및 소련과 대치 시 미국은 태평양을 장악하고, 주요 사회주의 국가를 봉쇄함. 냉전 이후 미국은
군사력을 대서양 연안에 배치하고 태평양 구역의 군사력을 소홀
∙ 21C 이래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을 매우 중시함. 괌의 군사 부서를 계속 강화하고, 전반적으로 아태 지구
군사력을 강화함
∙ 냉전 이후에 미국은 태평양 해상 역량을 강화하고 군사력 역량 강화할 뿐 아니라 해상 통로를 통제하고
주요 도서 및 해양자원을 통제하고, 미국의 국제무역 지위를 안정화시키고 상업과 안전을 유지함
∙ 군사 부서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지역 건설도 태평양 통제의 주요 수단으로 강화하고 영향을 강화하고,
해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주: 刘大海·刘芳明(2019: 127-8)을 근거로 작성함

미국의 아태지역 전략이 변함에 따라 미국의 아태지역 통제와 이용방
식도 변한다. 일반적으로 군사용 및 민간용이 결합되어 있고, 경제 통제
와 군사 통제를 겸용하고, 정치, 법률, 군사, 과학연구, 국제협력 등 각종
수단을 조정하여 사용한다(刘大海·刘芳明, 2019: 128).

표 7-8

미국의 태평양 섬 이용 특징

군용 및 민용
결합

∙ 섬 군사시설에 군사기지, 보급지, 군항, 항공기 및 유도탄 기지 등
∙ 전략적 섬을 점령하면 먼저 군용시설을 건설하고 병력을 파견하고 섬 및 주변 해역을 모두 통제함
∙ 섬 경제 발전을 위해 섬 통제 및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민용시설(가령, 민용항만, 공항, 통신 시설 등)을
건설하고 농업, 공업, 여행 발전을 촉진함(화와이, 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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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

계속

∙ 섬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나서 군사 수단뿐만 아니라 경제무역 거래도 추진함
경제 통제와
∙ 화와이 확보 시 먼저 경제무역을 이용하여 미국 생산에 의존하게 하고 해군주둔지 기회를 얻고, 점차
군사 통제 겸용
화와이를 통제하게 됨
각종 수단 협조 ∙ 냉전 후 평화 발전 시대에 군사 수단 확보 후에 법률, 과학연구, 환경보호 등 소프트 수단을 활용하여
사용
본국 해양권익의 유효한 경로를 수호함
주: 刘大海·刘芳明(2019: 129)을 근거로 작성함

(2) 미중일 각축
미중일 3개국의 해양전략은 동중국해에서부터 인도양에 이르는 광범
한 영역에서 충돌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중 관
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트럼프 정권은 경제력과 군사력에 의한 평화
를 내세우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했다.
대중관계도 급속히 냉각되어 전략적 협력관계에서 전략적 경쟁관계로 전
환되었다. 대중 공세도 경제적·군사적 측면에서 강공으로 선회했다. 인도
태평양 구상을 통해 전략 공간을 인도양으로 확대해 중국에 대한 해양 포
위망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아시아태평양 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변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정책’이라는 금기마저 뒤흔들었
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만 문제를 활용하고자 했다. 경제적 측면에
서는 5G 산업을 주도하는 중국 화웨이(华为)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를 본
격화하고, 대중 관세를 부과했다. 미중은 신냉전으로 접어든 것일까.
최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철수하고 중국의
대두를 견제하기 위해 대외안보정책의 무게를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기고
있다. 미국은 해군력을 강화해 패권적 행동에 나서는 중국을 봉쇄하겠다
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해군보유 함정을 늘리기로 했으며, 미군 함정을

제7장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 585

서태평양 전방으로 전개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지위를 높이고, 미
해군이 태평양과 인도양, 남중국해에서 유연하게 작전을 수행하도록 한
다는 것이다. 특히, 미중간 군사력은 남중국해에 집중되고 있다.
일본은, 특히 중국의 해양강국전략을 적극적인 “해양진출”로 간주하
고, 미일동맹을 이용하여 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현재는
소위 미국의 “자유개방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추진하는 것에 힘을 빌리
고 있다(环球时报, 2020.11.18).
미중간 대결 속에서 일본은 주변의 안보 환경이 변했다고 인식하고
「미일안보조약」을 강화하면서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
안보조약」을 통해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는 대신, 일본에서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일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 안보조약은 일본
방위정책의 근간을 형성해 왔다. 중국과 북한 등의 위협을 미일 협력으로
억지한다는 것이다. 미군으로서는 일본 주둔으로 인도태평양에서 존재감
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세계전략에 불가결하다는 인식이다. 트
럼프 전 대통령인 「미일안보조약」은 불평등한 조약이며, 주일미군의 비
용부담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 공조를 복원하려는 움
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즉, 미일동맹은 일
본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
에 막대한 역할을 한다(防衛省, 2021a: 262)고 평가한다.

2) 주요 쟁점
(1) A2/AD 작전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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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방부는 2002년부터 중국의 군사력과 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하기 시작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군사전략을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로 표현198)했다. 미중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은 막대한 해군력으로 태평양에서 동중국해에 투입한다. 이에
중국도 강력한 해양전력을 갖춰 미군의 공격을 가능한 먼 해양에서 저지
한다는 방위전략을 구축했다(森陸晃·西田喜一, 2020; 浅井一男, 2020).
중국은 다양한 대함 미사일과 방공 미사일을 지상과 항공기, 함정에
배치하고 중국 본토에 접근하려는 함정과 항공기를 격퇴하려는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해양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공격에 반격하
기 위한 방위전략 A2/AD를 추진하기 위해 구축된 것이다. 미국에 대한
중국 해군의 군사적 목적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宮田淳司, 2014:
84-5). 첫째, 아시아 특정 작전 영역에 미국과 동맹국의 군대가 도착하는
것을 지연시킨다. 둘째,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지역의 중요한 기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중지시킨다. 셋째,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상륙함이 중
국 연안에서 가능한 멀리 머물게 만든다는 것이다.
미국은 2007년 해군, 해병대, 연안경비대의 대표가 처음으로 해군력
을 위한 협력전략 CS21(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을 발표했다. 해군뿐만 아니라 해양 관련 능력을 결집시킨 해
군력(Seapower)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능력으로 전방전개,

198) 중국은 장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력 분쟁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해·공군력 우위를
무력화하고, 자신들의 전략적 의도를 달성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군사전략과 관련 전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바로 반(反)접근·지역거부 전략이다. 중국의 반(反)접
근·지역거부 전략은 ⅰ) 중국 동·남부 해안선을 기준으로 200해리 이내 해역, 즉 제1 도련(島鍊: island
chain)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거부’(area denial), 그리고 ⅱ) 200∼600해리 이내의 제2 도련을 대상으로
하는 ‘반(反)접근’(anti-access) 전략으로 각각 구분된다(김재엽, 20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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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제해, 전력투사, 해양안전보장, 인도지원, 재해구조라고 규정했다.
미행정부는 2017년 12월과 다음해 1월 작성한 ‘국가안전보장전략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와 ‘국가방위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중국과의 대결을 언급했다. 미국방부는 2013년에
A2/AD에 대항전략으로 ‘공해전(Air-Sea Battle)’을 발표했다(Air-Sea
Battle Office, 2013). A2/AD의 위협으로부터 미군의 자유로운 행동을
확보·유지하는 동시에 고도화된 능력을 가진 적에 대응한다(Air Sea
Battle Office, 2013; 浅井一男, 2020: 2에서 재인용)는 것이다. 이를 위
해 종심 공격이 가능한 네트워크와 통합이 이루어진 군대를 설립하기로
했다. 2015년에는 JAM-GC(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로 개칭했다. JAM-GC는 해상과 육해공뿐만
아니라 우주공간,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통합전력을 갖춰야 한다는 구상이다(Hutchens et al., 2017: 135). 일본
정부는 일단 ASB나 JAM-GC가 중국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인식을 드러
내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방위정책과의 관련성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浅
井一男, 2020: 11).

미국방부는 2020년 판 ‘중국군사력 리포트’에서 중국의 미사일 전력
강화가 ‘반접근전략’에 맞춰져 있다고 경계한다(Office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2020). 이는 미해군이 태평양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
켜왔던 군사적 패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내세우는
‘적극방어전략’에서 ‘적극’이란 ‘해양(해상, 상공, 해중)을 걸쳐 침략해 오
는 적군으로부터 자국의 영토를 방위하기 위해 해안선에서 적군을 기다
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군이 해양전력을 출동시켜 가능한 먼 해양에서 적
군을 요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北村淳, 2020)는 전략원칙이다. 그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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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 해군이며, 여기에 일부 로켓군 전력과 공군전력도 포함시킨 강력
한 해군전력이다.
군사적으로, 미국은 해군건설의 강도를 강화199)하는 동시에, 일련의
새로운 전략이념인 “결정중심전(Decision-Centric Warfare)”, “분산적
치명성(Distributed Lethality)”, “원정전진기지(Expeditionary Advanced
Base)”를 제시하고 있다(韩献栋·王二峰, 2020: 53).

표 7-9

미국 해군의 새로운 전략이념

결정중심전

∙ 지상 부대는 반정보, 반감시, 반진찰과 반조준(Counter-ISRT)의 새로운 임무를 요구하고, 또한 해상
타격 또는 반수면전(ASUW), 육지 목표 대상의 타격전(MIW), 방공미사일방어(AMD)와 해상안전운영
(MSO) 등 장기적인 임무를 위해 새로운 전술적 개념을 추구함(Clark & Walton, 2019: ii)

분산적 치명성

∙ 집중이 아닌 분산적인 해군역량을 통해, 그리고 새로운 무기, 센서, 훈련과 전술에 의존하여 잠재적인
적을 타격하여, 미국이 미래 해상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는 것

원정
전진기지

∙ 감시와 정찰(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공중요격과 미사일방어(Air Interdiction and
Missile Defense), 함대지원과 전쟁손실복구(Fleet Support Activities, Battle Damage Repair) 등
을 일체로 하는 감시체계임
∙ 원정전진기지운영(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 EABO)은 미래 해군작전 개념으로,
그 목적은 미국 해군이 21세기의 해군작전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능력으로 “반접근·지역거부
(A2/AD)” 위협에 대응하고, 새로운 작전방법을 종합해, 해군작전 우세를 확보하는 새로운 수단을 창출
하게 하는 것임
∙ 이 개념의 설계는 상대방이 반개입 및 기정사실화 전략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적의 해역에 인접한 관건 해역을 점령함으로서, 더 나아가 강력한 현대화 전투 형식을 구축하여, 적의
침략에 위협을 가하고, 더 나아가 비대칭적인 전투 결과를 형성하여,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임
(CSBA, 2018: 5-7)

주: 韩献栋·王二峰(2020: 53)을 근거로 작성함

「미일안보조약」은 2020년에 60주년을 맞았다. 미일간 협력과 역할은
1978년에 마련한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5년 개정
판에서는 평시에서 유사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억지력과 대처

199) 2020년 7월, 당시 미국 국방부장관 마크 에스퍼(Mark Esper)는 ‘전투역량 2045(Battle Force 2045)’란
미국해군건설방안을 발표하면서, 2035년까지 355척의 군함을 가지는 함대를 구축하고, 이는 2045년
500척 군함을 갖게 되는 과도적인 절차에 따른 계획이라 했다(Holmes, 2020; 韩献栋·王二峰, 2020: 53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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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해 11월에는 동맹조정기제(ACM:
Alliance Coordination Mechanism)를 설치했다. 「미일방위협력지침」
에서는 빈틈없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한다며 구체적인 작전구상을
포함시켰다. 특히,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와 미군
이 영역을 뛰어넘는 공동작전을 실시한다고 했다(防衛省, 2015.4.27).
이 중에서 해역을 방위하기 위한 작전의 경우, 일본 주변 해역을 방위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작전을 실시한다고 명기했다. 구체
적으로 자위대는 일본의 주요 항만과 해협 방위, 일본 주변 해역에서 함선
방호와 기타 관련된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미군은 자위대의 작전을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고 했다(防衛省, 2021a: 265).
방위성은 종합미사일방어(Comprehensive Air and Missile Defense)
구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 ‘미일공동 통합방공·미사일
방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2월에 마련된 「방위계획대강」에서는 새로운 방
위력 개념으로 ‘다차원 통합방위력’(Multi-Domain Defense Force)을
제시했다. 통합운영과 영역을 초월한 작전을 중시한다는 것이다(防衛省,
2019: 218).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우선, 유사시에는 특단의
통합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위대의 통합 능력을 높이고 자위대에도
통합지위조직과 작전구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渡部悦和,
2016: 249). 한편,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는 과도한 역할이 요구될 수
있고 일본이 미중전쟁에 말려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孫崎享·木村朗編,
20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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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해협
최근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만해협은 중국 대 미일
의 대결장이 될 수 있다. 최근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활발하게 군사 활동
을 전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에
중국 군용기 380기가 대만남서 공역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
스, 2021.1.5). 항공모함을 포함한 중국군 함정도 바시 해협을 통과해 훈
련을 실시했다.
2016년에 독립노선을 추구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취임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차이잉원 총통은 ‘하나의 중국’ 원칙
을 제시한 ‘92년 합의(1992 Consensus)’를 부정하고 있다. 중국의 통일
방식인 ‘일국양제’(一國兩制)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만은 전투기와 함정, 비대칭 전력 등을 활용한 다층적 방어태세를
통해 미군이 개입할 때까지 중국의 공격을 지연시킨다는 전략을 구상하
고 있다. 2021년 3월에 나온 4개년 「국방총검토보고서(QDR)」에서 중국
이 대만 공격을 위한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만은 장거리 타격능
력을 강화하고, 경계감시능력 제고, 해군과 해순서(CGA)의 연계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미국도 대중국 견제 카드로 대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2018년 ‘인도태평양전략’에 관한 내부 문서에서 제1열도선의 안쪽을 방
위한다는 의도가 있음을 확인했다. 미국은 제1열도선에 대해 그 안쪽에
서 중국의 제공·제해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만을 포함한 열도선 관계
국·지역을 방위한다. 바깥쪽은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読売新聞, 2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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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에서 대만에 대한 개입을 강화했다. 미국방부가 2019년 6월
에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Indo-Pacific Strategy Report)」에서는
대만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이 2021년
1월에 공개한 인도태평양 관련 내부문서에서도 대만 유사시에 미군이 방
어하고 자위대와 대만군의 현대화를 지원한다고 명기했다(朝日新聞,
2021.1.13).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은 2021년 3월 미상원 군사위원
회 청문회에서 6년 이내에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경고
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야심이 6년 안에 분명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3) 남중국해
남해 문제는 이념과 무역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지역안전과 질서와도
관련되어 권력 이동의 중심에 놓여 있다(钟飞腾, 2021: 74). 미국이 남해
문제에 대한 관여 강도를 끊임없이 증가시키고, 소위 ‘무장평화(武装和
平)’를 추구하면서, 남해 문제의 성격은 이미 바뀌어, ‘지역적 영토주권과

권익분쟁’에서 ‘대국 지역 주도권 경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赵明昊,
2016; 钟飞腾, 2021: 74에서 재인용). 남해는 미국의 글로벌 패권 지위
에 영향을 미치는 관건적인 해역이고, 미국은 남해에서 중국의 섬과 암초
건설행위를 “수정주의국가”라고 질책하는 주요 증거로 활용한다(陈永,
2019: 56).200)
남중국해는 미중일의 해양전략이 충돌하는 영역이다. 중국은 스프래틀

200) 미국 정부와 군 및 전략계는 남해를 중미의 ‘최대 경쟁지대’로 정조준하고 있다. 미국은 남해를 중국 군사
궐기를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 해역으로 간주하고, 군사 수단을 주로 활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회색지대”
책략을 취하여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군사 능력이 현저히 커짐에 따라, 남해에서 미
국의 군사 우위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면서, 미국은 남해를 미국의 최전선임을 끊임없이 부각시키고 있다
(陈永, 2019: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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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군도와 파라셀 제도를 포함한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ASEAN
국가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이 1988년 스프래틀리 군도에 관측
소를 건설하면서 베트남과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후 비행장을 건설했고,
1992년에는 스프래틀리 군도가 중국령이라고 명기한 해양법을 공포했
다. 그해 중국공산당 제14회 대회에서는 “영토, 영공, 영해의 주권 및 해
양권익의 방위”를 군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1997년 국방법에서 영토, 영해,
영공의 안전과 방위와 함께 해양권익 확보를 명기했다(山本秀也, 2016).

그림 7-16

남중국해 연안국의 영해 분쟁 상황

출처: 한국일보(2021.3.29)

2010년대 이후에는 해양권익을 확대하면서 대미 대결을 강화하기 위
해 계속해서 해양진출을 강행하고 있다. 2012년 남중국해 전역을 관할하
는 행정 단위로 하이난성(海南省) 산하에 싼사시(三沙市)를 설치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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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에는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제도를 관할하는 행정구로
난사구(南沙区)와 시사구(西沙区)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201) 사실상의
지배 근거를 강화해 영유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중국해경국 소속 선박이 충돌이 빚고 있다.
중국은 2014년 스프래틀리 군도에 있는 7개 지형을 매립하기 시작해
12㎢까지 확장했다. 해상경계선 9개를 이은 구단선 안에 인공섬을 건설
하고 포대와 활주로, 항만, 격납고, 레이다 시설을 정비하는 등 군사거점
으로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초계기, 전투기, 폭격기 등의 이착륙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
다. 중국은 해공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중국군 전투기와 폭격
기의 비행도 확인되고 있다. 해군함정도 훈련하고 있으며, 해상 열병식도
실시했다.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제도를 본격 군사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국해경선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주변국의 해양자원개발과
어로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나오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은
해군의 군사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해경과 해상민병도 남중국해 주변국
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군사력을 적
극적으로 운용할 것이다. ⅰ) 미국의 서태평양과 인도양 접근 차단을 위
한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강화하고, ⅱ) 중국은 인도양과 아프

201) 정치외교상 국제 여론에서 가장 주목을 끈 것의 하나는 중국이 하이난성 싼사시에 두 개 관할구를 설치한
다고 선포한 것이다. 2020년 4월 18일 중국 민정부에 따르면, 국무원은 하이난성 싼사시가 시사구(西沙
区)와 난사구(南沙区)를 설치하는 것을 비준했다. 시사구는 시사군도의 섬과 암초 및 그 해역을 관할하고,
중사군도의 해초 및 그 해역을 대리 관할하고, 인민정부는 용싱다오(永兴岛)에 주재한다. 난사구는 난사
군도의 섬과 암초 및 그 해역을 관할하고, 인민정부는 용수자오(永暑礁)에 주재한다(朱锋, 202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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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에 전진기지를 확보하여 미국을 견제하고, ⅲ)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을 견제하고 역내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군사력(미 전력의 60∼70%
항모전투단 확보, 일본 대비 군사우위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
으로 보인다(김덕기, 2021.9.5).
2020년 7월 13일, 미 국무부는 「중국 남중국해 해양 주장에 대한 미
국의 성명(U.S. Position on Maritim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202)203)을 발표했다. 金永明(2021: 92-3)은 이에 대해서, “해당 성
명은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는 강령적 문건일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 간
외교 ‘결전으로 계속 참조(照会战)’될 것이다. 또한, 미국이 소위 ‘남해중
재안’ 재결(裁决)을 근거로 남해 문제의 정책입장에 대한 새로운 시그널
을 보냄에 따라,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나쁜 영향을 준 것이다.”라고 비판한다.
한편,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비판해왔다. ‘항행의 자유’
작전을 내세워 맞서 왔으며 트럼프 정권에서는 강경 자세로 선회했
다.204) 2020년 12월에는 해군과 해병대, 연안경비대가 공동으로 중국과
의 대결을 주시한 중장기 전략 문서인 「해양에서의 우위(Advantage at

202) Pompeo(2020.7.13).
203) 이 문건에서, 남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ⅰ) 남해주권 관련, 미국은 종전 중립에서 아세
아 국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ⅱ) 미국은 아세안 국가가 중국에 도전하는 것을 지지·성원하고,
ⅲ) 남해에서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ⅳ) 중국은 난사군도 전체에서 직선기선
및 관할해역을 주장할 수 없다(金永明, 2021: 92).
204)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郑实
는 미국이 “항행자유행동(航行自由行动)”을 실시하는 의도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미국 글로벌
패권을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郑实, 2020; 钟飞腾, 2021: 81에서 재인용). 남해에서 미군의
“항행자유행동”의 업그레이드는 남해 문제를 둘러싼 중미 양측의 서로 다른 해양법 이념에 관한 지속적인
분쟁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일정 정도에서 미국은 여전히 일종의 “미국 예외론”을 통해서, 「협약」의
규정이 완전히 집행되는 것을 원치 않고, 강력한 군사역량으로 해양 영역의 관습법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钟飞腾, 2021: 81).

제7장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 595

Sea)」205)를 발표했다. 인도태평양에 전방전개를 강화하고 보다 강력한
자세로 중국과 대결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원래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주권다툼에 대해 불개입 입장을 고수하며
국제법을 통한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관련국에 요구해 왔다. 바이든 정권
에서는 주변국과 협력해 대중 견제를 모색하고 있다. 바이든 정권의 출범
직후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다. 이 작전에는 일본과 호주도 참여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도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이나 군함을 보내 연합훈
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서태평양과 인도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ⅰ) 인도태평
양사령부 창설과 미군 재배치를 통해 중국의 서태평양 및 인도양 진출을
견제 중이고, ⅱ) 미국은 중국의 인도·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해군
력 강화 중이고, ⅲ) 호르무즈해협의 해상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중해
에 전개된 제5함대 항모전투단을 인도양으로 전진 배치하고, ⅳ) 미국은
우주군을 창설하고,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미사일 방
어(IAMD: Integrated Air & Missile Defense) 능력을 강화시키는 중이
다(김덕기, 2020: 100-113).
일본도 남중국해에 주목하고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문제는 인도태
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것이며, 남중국해에 주요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정당한 관심사항”(防衛省,

205) 이 문서는 중국을 “가장 임박하고 게다가 장기적인 전략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과거 20년간 3배로 팽
창한 중국 해군의 전력에 대항하기 위해 미해군도 무인함정을 도입하는 등 현대화를 추진하고, 해병대와
연안 경비대와의 통합운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적 공격에 이르지 않는 침해행위로 영유권
의 기정사실화를 노리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을 저지하기 위해 ‘강경하고 단호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에 전방전개하는 부대는 향후 계산된 전술적 리스크를 인정하며 일상의 임무에서 보다
강경한 태세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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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a: 39)이라고 주장한다.

3) 미래 전망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중은 대만을 포함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인도양 등에서 충돌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팽창으로 힘의 균형이 변하
면서 양국은 정치와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군사
력에서는 미국이 우위에 있지만, 중국의 추격도 거세다.
본격적인 충돌은 트럼프 정권에서 시작되었다. 2021년 1월에 출범한
바이든 정부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2월 외교정책 관련 연설에서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고
지칭했으며(東京新聞, 2021.2.5), 국방부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중국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3월에는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경제와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시켜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극단적인 대결보다는
신냉전을 피하고 분야별로 대결과 협력을 분리하는 ‘선택적 경쟁’을 선택
할 것으로 보인다(김흥규 외, 2021: 99). 일단 오마바 정권에서 시작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바이든 정권에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영유권 문제를 당사국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
사국 이외의 개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 견제 움직임도 비판하
고 있다. 중국은 2021년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양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보다는 우선은 내정
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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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7

미중 군사력 비교

출처: 중앙일보(2020.9.6)

향후 미중일의 군비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젠(J)-15 전
투기를 갖춘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산둥호를 취역했다. 현재 건조중인
003형을 2023년에 실전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항모 전투단을 형성하기
위해 호위함도 마련하고 있다. 055형 구축함, 052D형 구축함을 건조해
항모 호위 전력을 강화했다. 강습상륙함도 강화하고 있다. 075형 강습상
륙함은 기동헬기 30대와 500~800명의 병력을 싣고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071형 상륙수송함과 더불어 중국군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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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된다. 중국은 지금까지 075형 강습상륙함을 3척 건조했으며, 향후 5
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그림 7-18

주요 6개국 국방비 추이

주1: 국방비는 각국이 발표한 국방비를 바탕으로 2020년 구매력평가(OECD 발표치: 2021년 4월)를 활용해 달러로 환산. 2021년은
2020년 구매력 평가로 달러 환산
주2: 일본의 국방비는 당초 예산(SACO 관계 경비, 미군 재편 관계 경비 중 현지 부담 경감분, 국토강인화를 위한 3개년 긴급대책
경비 등을 제외)
주3: 미국은 2021년 수치는 추정치
주4: 각국 1995~2021년 신장률
출처: 防衛省(2021a: 194)

북해와 동해, 남해 함대에 2척씩 배치하고 해외 원정작전에 2척을 투
입한다. 중국 인근 해역에 최대 4척의 강습상륙함을 집결시킬 수 있다.
중국은 최근 해병대 병력을 1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증원했으며, 상륙기
동 여단을 창설했다. 상륙기동 여단은 6,000명으로 구성되며 북해와 동
해, 남해 함대에 2개 여단씩 배치됐다.
미국도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군은 2017년
F-35B 전투기를 이와쿠니(岩国) 기지에 배치했으며, 2019년에는 강습상
륙함 아메리카와 도크형 상륙함(dock landing ship) 뉴올리언스를 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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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佐世保)에 배치했다. 2020년 1월에는 괌에 무인정찰기를 운용하기 시
작했다. 미연안경비대도 2019년에 순시선을 교체하면서 서태평양지역으
로 운행했으며, 제7함대와 공동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에는
서태평양지역에 순시선을 배치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미해군 항공모함
도 2018년과 2020년에 베트남에 기항하기도 했다.
刘喆(2021: 71)는 2020년 남해 형세의 흐름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즉, ⅰ) 남해 문제의 국제화 추세가 더욱더 심각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중에 제기한 소위 남해 문제의 정책성명을 제외하고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잇따라 중국 남해의 단속선 문제에 대해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서
술을 하는 등 외재적 압박이 커졌다. ⅱ) 남해 문제를 군사화로 접근하는
특징이 부각되어, 2020년 남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합이 더욱더 치
열해져 해상 대치가 더욱 격화되었다. ⅲ) 서방 국가가 남해 중재재판의
법리화를 부추겨, 일부 아세안 국가도 남해 중재안 판결을 남해 문제 해
결의 기본 원칙으로 삼게 되면서, 남해의 권리수호 투쟁은 더욱더 위태로
운 시기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권에서도 대중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2월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 회담에서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미국은 남중국해에
서 중국이 「협약」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넘는 해양권익을 인정하지 않기
도 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은 항행의 자유작전을 내세워 연합훈련을 했
으며,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급속한 군비 확장으로 미중의 군사적 균형도 무너지는 것이 아
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5년 미중의 전력을 예상하면, 서태평양
에서 전개하는 항공모함은 미국이 1척인데 비해 중국은 3척이다. 다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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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함은 미국이 12척에 그치는 반면, 중국은 108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時事通信, 2021.3.20).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알래스카나 미국 서부 해안에서 증원해야
하는데, 중국이 군사적으로 방어선으로 설정한 제1열도선까지 도착하는
데 2~3주가 걸린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진 중국의 수적 우세를 미
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목된다.
중국의 대미 전략의 하나는 지구전206)이다. 이와 더불어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새로운 대미 전략 8조 중의 하나로 ‘미국의 전략적 방해를 돌파
하여 타이완을 통일하고 미국의 제1도련, 제2도련을 돌파한다’가 만들어
졌다(이철, 2021: 123).
그림 7-19

주요국 국방비(2020)

주1: 국방비는 각국이 발표한 국방비를 바탕으로 2020년 구매력평가(OECD 발표치: 2021년 4월)를 활용해 달러로 환산
주2: GDP 대비는 각국이 발표한 국방비를 바탕으로 IMF가 발표한 GDP를 이용해 환산
주3: NATO 발표 국방비는 각국이 발표한 국방비와 다르기 때문에 NATO 발표 국방비의 GDP 대비는 각국이 발표한 국방비를
바탕으로 한 GDP 대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출처: 防衛省(2021a: 194)

206) 미국의 정치체제는 선거에 의해 4년 또는 8년마다 바뀐다. 그리고 미국의 여론도 이에 따라 바뀐다. 그렇
지만 공산당 일당 전제정치의 중국은 꾸준히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불리한 상황
에서는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이철, 202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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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미국은 여전히 “해권대국”으로 자처할 것이고, 중국이 계속 “육
권대국” 지위를 감수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중미 전략균형의 주요 판단
으로 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이러한 전략적 위치설정을 받아들인다면,
국가발전미래에 대해 심각한 제한을 초래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같은 사
고방식에 빠져, 해권쟁탈을 장기적인 전략목표로 한다면, 향후 수십 년의
중미관계는 대결 구도로 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평화와 발전이란 시대적
특징을 바꿀 것이다(黄仁伟, 2010: 18-25). 그리하여, 육지와 해양을 총
괄적으로 계획을 해야만, 지역 해양질서에 대한 중국의 중대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刘笑阳, 2019: 243-4).
남중국해 분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다음과 같은 형세
가 예상된다. ⅰ) 미국과 중국의 경합207)은 남해 전체적인 형세에 근본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ⅱ) 섬과 암초 주권 투쟁은 계속될 것이고, ⅲ)
해양권익 문제는 남해 형세의 기본적인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ⅳ)
규칙제정의 경쟁은 중국이 남해에서 권리수호의 전체적인 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刘喆, 2021: 63).
이에 대해 朱锋(2021: 54-5)은 앞으로 중국의 진정한 전략적 기회는
“중국과 아세안이 코로나에 대항하는 협력강화, 일대일로 공동 추진, 남
해경제(南海蓝色) 파트너십 추진, 지역 무역자유화과정 가속화 등의 교
류와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중국의 각 매체와 전문가들은 각종 경로와
각종 형식을 통해, 아세안 국가 내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중국

207) 미국이 미래 남해 문제에 심층적으로 개입하는 배경에서 남해 문제는 다음과 같은 뚜렷한 특징을 가진다.
ⅰ) 미국이 동맹을 끌어드려 중국에 대항하는 것이 보다 두드러질 것이고, ⅱ) 남해 법리투쟁이 보다 강화
될 것이고, ⅲ) 「남해행위준칙」 협상의 압력이 보다 강해질 것이고, ⅳ) 미국의 소위 “항행의 자유” 및 그로
인해 야기된 남해권력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보다 격해질 것이고, ⅴ) 미·중 남해군사충돌의 위기가 보다
커질 것이다(刘喆, 2021: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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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잘 설파하고, 미국이 코로나를 빌어 중국에 먹칠하고 ‘낙인’하
는 책략을 확실히 반격하여, 남해 권력수호를 위한 국제 여론전과 정치전
을 이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杨国桢(2019: 151-2)이 주장하길, “미래에 중국이 남해 및 서태평양

에서의 활동 능력을 높여 미국의 새로운 맞춤형 군사부서 및 기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은 역량을 키워야 한다. 중국과 미국의 역량이 서태
평양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때, 상황이 급반전되면서 최종 결판이
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이며, 인내로 기다릴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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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본 연구의 함의
제3절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기후변화, 코로나 팬데믹,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글로벌 이슈와 더불
어 해양은 내륙국, 연안국, 약소국, 강대국을 불문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이슈이다. 과거와 현재보다도 미래의 해양은 더욱더 평화의 대상이자 전
략적 게임의 대상이고 경쟁적 플랫폼이 될 것이다.
중국은 당의 18대에서 “해양자원개발능력제고, 해양경제발전, 해양생
태환경보호, 국가해양권익보호견지, 해양강국건설”을 제기하였다. 당의
19대에선 더 나아가 “육해총괄을 견지하고 해양강국건설을 가속화한다.”
고 제기하였다. 万祥春(2020: 1)이 제기하듯, 중국은 육해를 가진 대국으
로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강국의 건설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21세기 이래 중국은 “육지에 대한 위협은 점차 감소되고 해양에서의 안
전 위협은 더욱 높아지는(陆缓海急)” 형세가 심해지고 있다.
대륙 안에 갇혀 있던 중국이 개혁개방과 더불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
면서, 중국은 해양굴기를 기치로 바다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를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하면서, 이제는 미국 등 서구의 국제질서에 순응
하는 객체가 아니라 해양질서의 규칙설계자(rule-maker)로 자리매김하
려고 전력질주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WTO체제에 가입하고, 서구자본주의가 깔
아놓은 세계무역 환경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세계 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해권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해
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일대일로구상, 황해, 동중국해, 인도태평양,
북극항로에 이르는 중국 입장의 내러티브(narrative)를 펼치며 해양주권
을 주장하고, 해경과 해군에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살라미 전술과 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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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Salami Tactics and Fait Accompli) 전략으로 하나하나 해양영토
와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강화하려는 길을 걷고 있다.
세계 최대 인구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국정 차원에서 해양을
‘핵심이익’으로 간주하고 해양거버넌스, 행정과 정책, 그리고 전략을 통
해서 펼치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일까?
문제는 우리가 중국의 코앞에 놓인 숙명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사회
주의 중국이 깃발로 내세운 해양운명공동체가 실현될지 여부를 차치하고
서라도, 과연 우리 앞에 놓인 서해와 이어도, 그리고 지금은 다른 나라의
사정이라 수수방관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분쟁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대한민국 앞에 놓인 핵심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수립하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인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전략
과 전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중국은 어떤 시각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면서 해양강국을 추구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양 이론, 중
국 해양의 실태, 행정과 정책,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해양전략 수립
에 일조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
한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을 가지고 수행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대상 및 내용, 연구의 방법과 분석틀, 그리고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해양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을 검토하여 해양 연구의 로커
스와 포커스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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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1절에서는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연구 시각으로 국문,
중문, 영문, 일문 문헌을 검토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문헌은 주로 중국
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해양전략, 해양 관련 법령분석, 해양관리 기구개
편, 해권, 해양분쟁, 해양 지능화 작전, 회색지대 등을, 둘째, 중국의 문헌
은 댜오위다오 갈등, 해권, 해양행정관리, 해양사회조직, 해양질서, 해양
정책, 해양전략, 해양강국, 북극항로, 남중국해 등을, 셋째, 영문 선행연
구는 중국의 해양에 대한 개념분석, 분쟁에 대한 시각, 해군 현대화, 자원
개발, 해양정책 및 정책결정과정, 해상패권 야망, 미중 해상 갈등, 일대일
로에 따른 지방정부의 해양전략 등을, 넷째, 일본의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양정책, 남중국해 문제, 국가해양국의 성립과 변화, 중국해경국의 특
징, 해양분쟁,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패권과 대응전략 등을 다루었다.
2장 2절에서는 국정운영 및 해양거버넌스의 이해를 다루었다. 첫째,
국정운영은 거버넌스의 구조와 과정으로 이해하고, 둘째, 국정운영 차원
은 국가와 사회, 국가기구(입법, 사법, 행정),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
국제관계 등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해양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국제관계, 즉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셋째,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글로벌화 배경에서 국가, 사회, 시장, 공민 개인을 포함
한 각 행위 주체가 글로벌 해양 문제가 가져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상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해양사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한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크게 지역주의와 글로벌주의 경로로 구분
할 수 있다.
2장 3절에서 첫째, 자유주의 해양질서관의 경우, 해양질서는 자유와
통제, 개방과 폐쇄, 공유와 독점이 교차하면서 공해 자유 vs 연안 특정 해
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행사 간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Grotius가 제창

608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한 항행자유, 조업자유(freedom of fishing), 해상통로의 평화로운 사용,
국제분쟁 해결 사상, 인류공동체 사상 등은 이미 국제해양법에 대부분 수
용되어 있다. 둘째, Mahan이 주장한 해권이론은 강력한 해군을 통한 제
해권 확보, 통제성, 서구중심주의인데, 이는 현재 해양 흐름과 저촉된다
는 것이다. Corbett는 국가전략과 해군전략을 고려한 해륙연합작전, 상
대적인 제해권, 제한적인 전쟁 방식, 균형적 출항(离岸平衡) 사상을 제기
했다. 셋째,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해양강국건설을 기치로 일
대일로구상, 해양운명공동체론, 빙상실크로드 등을 제창하고 있다. 특히,
해양운명공동체는 세계 각국이 평등하게 해양거버넌스에 참여해 협력공
영, 공동발전, 상호존중과 신뢰 등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해
양거버넌스 문제를 직시해 절실하고 실행가능한 ‘중국식 처방’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담론, 즉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해
양생태문명, 해양(블루) 파트너십, 해양운명공동체 등은 결국 해양거버넌
스의 이념, 제창, 방안, 목표, 원칙을 어떻게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전파해
서 수용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3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실태를 분석해서 중국 해양의 행정과 정책 및
전략을 연구하는 배경과 맥락의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였다.
3장 1절에서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은 1500년 전후의 항해 전통,
해양문명, 육지해양실크로드, 정화(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양)의 조
공체계,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의 해양질서 등이다. 해상실크로드는 기
원전 200년쯤 진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위진 시기에 발전했고, 수당
시기 번영했고, 송원 시기 번창했고, 명 초기 정화가 서양으로 항행할 때
최고조에 달한 이후 점차 쇠락했다. 근대 이전 중국 해양교류에서 형성된
일련의 규칙, 절차, 행위규범 등은 조공제도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 609

3장 2절에서는 중국 근해, 즉 서해(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각각의
지정학 및 중국의 의도와 주장을 파악하였다. 첫째, 서해의 지정학과 한
중어업협정, 해양경계획정, 불법조업 등을 검토하였고, 중국 논문을 통해
중국이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합리화하는 논거(조선해역에서 조업은 역사
적 근거이며, 어업자원과 어획량도 한국 수역에 있기 때문에 불법조업은
필연적인 선택이며, 한국의 중국어선에 대한 어업관할권 강화는 중국 해
양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를 파악하였다. 둘째, 동중국해의 지정학으로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댜오위다오/센카쿠 갈등의 지정학을 이해하고 중
국의 주장을 파악하였다. ⅰ) 우리나라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대
해 중국은 EEZ은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분쟁
중인 EEZ에 시설물 설치는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ⅱ)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이라고 주장한다. ⅲ) 댜오위다오 관련해 중국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론을 근거로 오키나와 해구를 경계로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양국 연
안의 중간선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남해구단선을
필두로 해양주권과 해양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살라미 전술과 기정사실
화 전략으로 분쟁 도서인 Spratly 군도(Nansha), Paracel 군도(Xisha),
Macclesfield Bank(Zhongsha) 등에서 인공섬을 만들어 전략자원을 배
치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6개국과 치열한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은 ‘항행의 자유’ 기치 아래 자유주의 가치 동맹국들
과 연대하여 수시로 전략자산을 전개하며 견제하고 있다.
3장 3절에서는 중국의 글로벌 해양 실태를 일대일로구상, 인도-태평
양, 북극항로 각각의 지정학 및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였다. 첫째, 지정학
적으로 일대일로는 지역통합 향상, 무역 증대,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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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6개 회랑에 따라 중국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계한다는 프로
그램이지만, 중국의 실질적 목적은 지역 연계와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여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둘째, 인도-태평양
은 페르시아만-인도양-말라카를 잇는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
이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이란 내러티브를 주창하는 반면, 서구는 인
도-태평양 내러티브를 주창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와 국경분쟁을 겪고
있으며, 인도양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대일로를 활용해 스리
랑카 항구운영권을 확보하는 등 인도양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 셋째,
북극항로는 지정학으로 북극 노선의 미결 지위, 북극 해운 성장, 북극 해
양안전 등의 이슈가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역사적 권원 주장과 달
리, 북극해에서 러시아와 캐나다 등이 주장하는 역사적 권원에 대해선 반
대하고 있다. 중국은 북극에 대해서 과학적 조사와 환경권익, 자원개발권
과 항로통행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다.
4장에서는 중국 해양거버넌스를 분석하여 중국의 해양 정책과 전략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행위자와 그 역할을 파악하였다.
4장 1절에서 첫째,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와 중국 해양거버넌스의 맥락
으로는 이념영역, 정부 거버넌스 자원, 해양법률체계, 해양권리수호능력,
국제책임담당, 국제해양경쟁력 등이 이슈이다. 중국의 글로벌 해양거버
넌스 참여는 대내적으로 해양강국건설을 위한 것이고, 대외적으로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공동건설하고, 해양운명공동체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것
이다. 둘째,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제약으로는 참여 역량 문제, COVID-19
나 전랑외교 등에 따른 반중정서, 글로벌 해양 경쟁력 취약 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지위 설정, 경로선택, 전략과 노선 설정 등의
국가전략을 고도화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글로벌 해양거버너스 전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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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국가 해양거버넌스체계 구축,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위한 당정기구
개혁, 이를 통한 해양체계 기제 확보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참여 전략으로는 해양거버넌스의 전략적 아젠다 설정, 핵심 거
버넌스 능력 향상, 개방과 호혜의 해양 다자주의 견지, 거버넌스 수단의
다양화가 제시된다.
4장 2절에서는 중국 해양거버넌스의 핵심 행위자로 중국공산당, 국무
원, 지방정부를 다뤘다. 첫째, 국가해양국(2013년 폐지되었지만)이 설치
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해양정책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작동원리를 파악
할 수 있다. 즉, 해양정책결정은 전문가들의 건의 → 당중앙(중공중앙) → 국
무원 → 전국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의 통과 과정을 거친다. 즉, 전
문가들의 건의를 거친 ‘안건’은, 중공중앙의 심의와 정무적 결정을 거치
고, 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집행부서로 국무원 소속기관인 국가
해양국을 설치하려는 안건이 최종적으로 전국인대에서 통과됨으로써 확
정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건의 건의는 정협(중국인민정
치협상회의)에서 다뤄지며, 그것이 당중앙에 전달되고, 그 심의와 검토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최종적으로 전국인대의 승인으로 통과·확정되는 프
로세스이다. 둘째, 중앙정부인 국무원의 기구개편 이전에는 해양행정 주
관부문인 국가해양국이 중국 해양행정관리체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리 주체였지만, 2018년 기구개혁으로 폐지되면서 중국해양국
의 기능은 중국해경국과 기타 행정기관(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농업농
촌부, 해관총서 등)에 분산 배치되었다. 2021년 1월 해양거버넌스 법률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경법이 통과되면서 해상권리수호, 법집행, 해경
법치건설 등을 맡게 되었고, 중국해경이 해양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지방정부의 해양은 종합관리와 업계관리를 서로 결합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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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관리체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조괴(수직·수평)로 분
할된 관리체계는 심각한 폐단을 갖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내린
해양관리의 복잡성과 종합성 및 상황관리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하고, 해
양관리와 해양사용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중앙과 지방정
부의 해양행정관리체계에서 기능과 권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가 해양행정관리체계 개혁의 본질적 내용이 될 것이다.
4장 3절에서도 중국 해양거버넌스의 핵심 행위자로 중국 해군과 해경,
해상민병대, 해양사회조직 등을 다뤘다. 첫째, 세계 최대 해군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 대응, 양안통일을 위해 그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상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해군의 기동성을 확보하
기 위해 대양에서 종심 깊이 위험의 근원을 파괴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근
해에서 바다 연한 대륙까지 안보를 구현하려 한다. 둘째,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해경의 변천을 보면, 2018년 중국해양국이 폐지되고 중국해경국의
명의로 해상권리수호와 법집행을 맡게 되었다. 해경부서 전체는 중국인
민무장경찰부대의 영도 지휘를 받으며,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로 편성되어 이를 대외적으로 중국해경국이라 칭한다. 셋째, 중국의 해상
민병대는 중국 해군 및 해경의 업무를 지원하고, 군인과 민간선원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활용해 ‘그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bility)’ 전략을 구사
한다. 이들은 국경순찰, 감시, 정찰, 해상교통, 조사·구조, 전쟁 시 해군
작전을 지원하는 보조업무를 맡는다. 넷째, 해양사회조직은 법률 요건에
따라 설치되고, 각종 수단을 통해 국가해양사업, 해양생태계환경보호, 해
양의식선전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해양 관련 국제조직으로는 유엔개발
계획, 유엔환경계획, 국제해사기구 등이 있다. 해양 관련 국제 비정부조직
으로는 The Packard Foundation, Waterkeeper Allianc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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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에서는 중국의 해양행정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해양이 실질적으
로 작동되는 운영과 관리, 그리고 이를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뒷받침하는
해양법령을 파악하였다.
5장 1절에서 중국 해양관리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로는 근대 해양강국
들이 해양력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육지를 중시하고 해양을 경시하는
(重陆轻海)’ 전통적 인식이 남아서 중국 해양 역량은 육지 역량에 비해 오
랜 기간 낮은 지위에 놓였다. 1978년 이래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은
기본적으로 해양관리기능의 정리, 해양관리자원의 합리적 배치, 해양관
리제도의 효과적인 추진에 초점을 두었다. 앞으로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은 특정 부문 및 업계의 이익배제원칙, 사회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관
리와 규칙, 해양권 수호를 추구할 것이다.
5장 2절에서 첫째, 해양행정관리 기능은 해양행정관리의 기초이며, 권
력, 체계, 영도 등에 따른다. 해양행정관리 기능은 공공성, 법정성, 동태
성, 전략성을 띤다. 해양기구의 기능을 조정하는 유형으로는 목표차이형
(조직별 추진 목표의 차이로 인한 직능협조 문제), 경계분쟁형(기구 직능
별 협조 문제는 주로 행정 주관부문 간 경계 관할권에서 발생), 관리중첩
형(관리부문별 법률과 법규에 따른 직능조정 문제), 소극대응형(직책이행
과정에서 행정부문별 소극적인 협조)으로 구분된다. 둘째, 중국 해양특별구
정부는 상주인구 없이 전국 해역관리를 책임지는 일급 성급 지방정부이며,
전국 해역 및 모든 해양사무관리를 총괄한다. 셋째, 중국해경국은 종합적
인 법집행 기능을 수행한다. ⅰ) 경찰기능에 속하는 범죄 등 치안수사, ⅱ)
직책 범위에서의 해양자원개발이용, 해양생태환경보호, 해양어업산업작
업 등, ⅲ) 해관기능인 감독검사업무, 해상밀수소탕 등, ⅳ) 밀입국검거 등
이민출입국관리 등, ⅴ) 수색, 구조, 방어작전 등 다중 기능을 수행한다.

61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5장 3절에서는 중국 해양 관련 법령을 분석하였다. 중국 해양 관련 조
약 및 합의로는 「협약」,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 「바다에서의 비의
도된 조우강령」, 「어업협정」 등이 있다. 특히, 「협약」은 서구 중심의 통제
로부터 새로운 국제해양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각국의 해양 활동에
법률적 기초를 제공한다. 중국의 해양 관련 법으로는 「영해와 접속수역
법」이 제정된 이후,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해역사용관리법」 등이 제정
되었다. 아울러 「광산자원법」,「해양환경보호법」,「어업법」이 수정되었고
「해경법」이 2021년 1월에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해양 핵심 영역에서의
입법 결여, 해양 관련 국제법과 중국법 간의 연계성 부족 등이 여전하다.
앞으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부합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고 더 나아가
해양강국건설을 뒷받침할 법령을 제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6장에서는 중국의 해양정책을 분석하는데, 이를 다루는 목적은 중국
해양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 내용, 기제 등으로 이뤄지는지를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장 1절에서는 중국의 해양정책 변화를 해양정책 맥락, 중국공산당의
해양정책,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의 내용분석으로 다뤘다. 첫째, 해양정
책은 국가가 국가해양권익을 수호하고, 국가해양사업 발전을 위해 제정
한 해양개발·보호 업무를 통합·지도하는 일련의 조치, 방법, 조례 및 법
규의 총칭으로서 해양경제, 해양정치, 해양외교, 해양군사, 해양권익, 해
양과학기술 등의 영역을 포함한다. 중국의 해양정책은 크게 정책 차원 기준
(기조정책, 총정책, 총방침), 정책 내용 기준(해양개발정책, 해양보호정책),
정책 영역 기준(업계적 해양정책, 종합적 해양정책), 정책 주체 기준(중앙
해양정책, 지방 해양정책)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둘째, 중국공산당의 해
양정책은 신중국 성립 이후에는 해안방어에 초점을 두었고, 개혁개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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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부유한 해양국가를 추구했고, 21세기 이후에는 해양강국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해양정책의 특징은 해양 시각의 글로벌화,
해양 지위의 전략화, 해양정책의 시대성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시종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국가와 민족의 전방위적인 해
양의식 제고, 전민족의 해양문화 자긍심 제고를 주도한다. 셋째, 국무원
의 정부업무보고를 내용분석하면,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추진하는 해양정
책 강령에서 차지하는 비중(1%보다 낮음)이 다른 정책(예, 의료위생정책
비중은 5% 정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 그 변동 폭도 상당히 크다. 그러
나 국무원의 해양정책에 대한 비중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함에 따른 해양
강국건설 추진 배경 아래 최근에 해양정책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6장 2절에서는 중국 해양정책의 제약과 개선을 다뤘다. 첫째, 중국 해
양정책의 제약으로는 ⅰ) 해양발전을 위한 상위계획이 부족하고, ⅱ) 다
양한 영역의 정책 규범성이 낮고(해양 보호보다 개발에 치중하고, 새로운
해양정책지원 수준이 낮고, 종합적·효과적인 해양정책 추진이 미흡함),
ⅲ) 중앙 해양정책과 지방 해양정책 간 유기적 연계성이 낮다. 둘째, 중국의
해양정책을 더욱더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ⅰ) 해양정책의 기조(국가의
주권과 안전의 최우선, 국가와 민족의 해양의식 제고)를 정립하고, ⅱ) 해
양정책체계를 보다 총체적·협업적으로 추진하고, ⅲ) 해양정책과정을 합
리화하고, ⅳ) 해양정책의 수단을 보다 지능형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6장 3절에서는 중국의 해양분쟁 조정정책을 보면, 해양분쟁을 국제사
법 또는 중재재판소에 제기하려면, 관할권이 관건이다. 즉, 해당 중재재
판소 또는 법정이 해당 분쟁에 대해 심리·결재할 권리가 없다면, 해당 분
쟁이 계속 심리될 수 없다. 만약 있다면, 중재재판소 또는 법정은 해당
분쟁의 실질 문제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즉, 관련 국제중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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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할권의 문턱 문제와 직결된다. 중국 연해 주변 해양분쟁, 특히 동
중국해 관련 중국과 일본의 해양분쟁 해결을 위해 법률 근거와 논증을 제
공하고,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 문제를 분석해 향후 서로 다른
유형의 해양분쟁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에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7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을 세 가지 차원, 즉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 중국의 지역적 해양전략, 중국의 한미일 해양전략으로 분석하
였다.
7장 1절에서는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을 세 가지 측면에서 다뤘다.
첫째,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을 검토하면, 중국의 해양력 강화 움직임은
21세기 중국과 세계가 직면한 전략 환경변화 중 핵심요소이다. 해양전략
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육지전략과 해양전략을 포괄하는 종합
적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둘째, 미중 해양패권 전략은 미국과
의 경쟁과 대립보다는 가능하면 협력을 강조하고 대결이나 대립을 원치
않은 입장이다.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중국
은 미국에 대해서 신형대국관계, 신형국제관계 등을 주장하고 있다. 남중
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역외 국가로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
접 개입하기보다는 역내 국가들의 평화와 안정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미국의 ‘제3자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해양실크로드 전
략은 ‘일대일로’라는 거대담론의 하위구조로서 해상에서의 연결성을 강
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기본 입장은 역
내 국가들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미국을
‘제3자화’ 전략으로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현안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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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2절에서는 중국의 지역적 해양전략을 남동중국해 전략, 인도양말라카해협 전략, 북극항로 전략으로 다뤘다. 첫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ⅰ) 남중국해에서의 조업, 석유·가스 탐사활동, ⅱ) 주변 국가에 대한 정
치적 압력, ⅲ) 남중국해를 통한 방공식별구역(ADIZ)의 반포 및 시행, ⅳ)
EEZ의 반포 및 집행, ⅴ) 서태평양 진출을 위한 군대의 주둔과 정치적 영
향력 확대, ⅵ) 지역 패권국가라는 목표에 대한 기여이다. 한 마디로 중국
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남중국해가 중국 영해라
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동중국해 관련 중국 입장에서는 타
이완 북부에서 오키나와에 이르는 해역 중 만일 센카쿠의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태평양으로 나가는 루트를 확보함과 동시에 남
중국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센카쿠를 군사기지로 만들어 타이완을 지원하
기 위해 접근하는 미일 두 나라의 군사력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주요한 전
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인도양-말라카해협은 중국에게
있어 인도양이 주요 국가 전략자원의 보급로라는 의미를 가진다. 페르시
아만으로 이르는 바닷길의 모양이 W자 형태인데 이것이 인도 등에서 중
국의 인도양 보급로 전략을 “진주 목걸이 전략”으로 부르는 이유이다. 셋
째, 북극항로 전략 관련해 중국이 북극해에 직접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
은 별로 없다. 그보다는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NSR을 활용할 것
이다. 또한, 미중 군사 충돌이 있는 경우,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등 전략
물자를 파이프라인 외에 러시아 선박을 이용하여 블라디보스톡 등 극동
으로 운반하고 이를 중러 내륙 물류를 통해 운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참전을 바라지 않는 한 미국이 러시아의 선박을
공격하거나 제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7장 3절에서는 중국의 한국 및 일본에 대한 해양전략을 다룬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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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해양전략 관련 해상경계는 중국의 장거리 해안선 길이 및 거대한 인
구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리고 서해 불법조업 관련
중국의 논문을 보면, “한국 근해에서 중국이 조업하는 것은 오랜 역사적
조업 관행이고, 황해 어족자원의 절대다수가 한국 해역에 풍부하기 때문
에 조업하는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고, 한국이 어업관할권을 강화하는 것
은 중국의 어업안전과 해양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의 내용을 담고 있
다. 또한, 중국은 이어도 수역을 자국의 EEZ로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육지영토의 자연연장론’에 의하여 자국의 대륙붕을 주장하고, EEZ도 대
륙붕과 동일하게 주장한다. 서해의 해양경계획정 협상처럼 중국은 국제
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중간선에 의한 EEZ 및 거리에 기반한 대륙붕 경계
획정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이어도 수역에 대한 일방적인
CADIZ 선포는 동 수역에 대한 통제권 확보와 자국의 관할권 주장을 뒷
받침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둘째, 중일 해양전략의 경우, 향후 중일 간
갈등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안고 있는 영토분쟁은 모두
정치적인 색채가 강해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
국의 해양공세를 고강도 분쟁, 중강도 분쟁, 저강도 분쟁으로 분류한 사
토 코이치는 동중국해에서 분쟁은 저강도 분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즉,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섬과 암초, 영해, EZZ, 대륙붕 등 해양주권
을 둘러싼 분쟁은 해경과 화물선, 어선, 소수의 해군함정 등을 동원한 형
태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 미중일 해양전략 관련 세계 1, 2위 경제 대국
인 미중은 대만을 포함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인도양 등에서 충돌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팽창으로 힘의 균형이 변하면서 양국은 정치와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군사력에서는 미국이 우위에 있
지만, 중국의 추격도 거세다. 중국은 영유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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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 간에 해결을 중시하고, 당사국 이외의 개입, 즉 미국의 대중 견제
움직임을 비판한다.
8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행정 및 정책에 관한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
구의 함의,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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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본 연구의 함의
1. 거시적 맥락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중국의 경제 영역에서의 성장과 발전은 종합국력의 증대를 불러왔고,
이는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한층 제고시켰다. 게다가 중국의
힘 투사 범위와 행동반경을 연해(沿海), 근해(近海), 원양(遠洋)으로 확장
하는데 유력한 기제로 작동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의 행정 범위는 국내라는 제한된 범위를 초월하는 조건
을 구비했다. 중국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문제도 함께 관심을 가
져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의 국력 투사 범위
가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된 것은 중국이 해양과 해양전략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그 결과 중국의 해양과 해양전략에 대한 관심은 내부적인 문제에만 천
착했던 중국의 국정운영 마인드를 국내와 국제가 함께 고려하는 차원에
서 관련 정책의 조정과 전환을 필요로 했다. 이는 중국의 정책 변화가 일
국 차원의 범위를 넘어서 세계적 차원으로 환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힘 투사 범위의 확대는 한층 강력해지고 있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 발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국정운영 전
반에 대한 조정을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이 처한 변화하는 거시적인
차원의 환경 변화가 바로 기존 패턴, 방식과 다른 새로운 국정운영의 필
요성을 증대시켰다.

1) 해양의 빅픽쳐 및 종적체계의 일관성
중국의 해양정책을 거시적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의 각 역사적 시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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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정책과제를 하나로 관통하면서, 또 중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
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빅픽쳐(big picture)’를 제시하고, 또 그를 이루기
위해 각 시기별 중국 정부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매 시기에 반드시
성취해야 할 업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종적체계 속에서 지속적이
며 일관된 방식으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최종적인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국
정운영의 함의를 말할 수 있다.
중국의 해양정책은 과거 아편전쟁 이후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하면서, 즉 서구열강의 침략으로부터 강제를 받아 중
국의 대문을 연 결과로부터 파생된 성격이 컸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중국
에서 해양문명을 포함한 해양에 대한 인식의 기저에는 ‘강’(强)이 자리잡
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중국이 강하지 않은
이유로 야기됐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 전면적
으로 해양강국을 주창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
면 신중국의 건국 이후 중국을 발전사적 측면에서 전체적 흐름을 통해 볼
때, 즉, 1949년 신중국이 탄생한 후부터 지금까지를 볼 때, 크게 마오저
뚱 시대, 덩샤오핑 시대, 그리고 시진핑 시대로 구분하며, 이 시기별 가장
큰 특징과 업적을 한 마디로 중국이 ‘일어섰고(站起来)’, ‘부유해졌고(富起
来)’, ‘강해졌다(强起来)’라는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중국이

‘강’(强)해지지 않고, 전면적인 또 주동적인 해양정책을 제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해양정책을 검토하면서 놀랍게도 시진핑 정부
들어서야 ‘해양강국(海洋强國)’의 전략이 전면적으로 제시되고, 과거 덩
샤오핑 시대의 ‘세계 속의 중국’으로 편입 되던 ‘도광양회’에 멈춘 것이
아니라, ‘주동작위’를 통한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일대일로’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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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명공동체’의 창의(initiative)가 역설적으로 중국이 강해지기 시작한
시진핑 정부에 들어와서 비로소 얘기해볼 수 있는 국가전략이 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아편전쟁에서 보듯이 이제 과거 서구열
강의 침략으로부터 중국이 더는 당하기만 하지는 않겠다는 국가적 차원
의 확고한 의지의 강력한 표현이기도 하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이 해외순방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시한 ‘일대일
로’의 전략은 2015년에 그 행동계획이 나오면서 점차 구체화된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이 전략은 중국의 ‘육지의 길’과 ‘바다의 길’을 크게 유
럽대륙까지 하나로 연결시킴으로써 하나의 큰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복안
이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점이 녹아 있는데, 이제 중국은 대외적으로 해
양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강’(强)함을 갖고 있기에 해양
강국이라는 전략을 자신 있게 표현하고 있으며, 둘째, 하지만 해양진출을
위한 발판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중국의 강세
인 대륙의 힘을 해양진출을 위한 동력과 연계하는 ‘육해총괄(陆海统筹)’
의 방법을 통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대일로’이다. 셋째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중국의 해양에 대한 인식과 해양정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해(海)’를 ‘육(陸)’을 기점으로 하여 확장된 개
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과거 서구가 그들의 강함을 무기
로 바다를 타고 ‘양(洋)’을 전파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래서 과거 서구와
같은 공격적이며 패권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닌, 대외적으로 또 이념적으
로는 각 문명을 포용할 수 있는 ‘해양운명공동체’를 제시하는 데에 심혈
을 기울이고 있는 숨은 뜻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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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에서 ‘해(海)’는 ‘육(陸)’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 ‘일대일로’를 펼쳐가는 중국의 전략적 특징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곧 ‘일대일로’ 하면 중국에서 유럽을 잇는 각
하나의 육지와 바다의 길을 연결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에
는 큰 오류가 있다. 단적으로, 육지의 길을 여는 데에도 단 한 가지만의
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중국은 이 전략을 추진하는 데에
필연적으로 연선국가들의 선택을 받아야만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피동
적인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아편전쟁의 또 다른 버전을 중국이
스스로 주동적으로 제창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가! 여기서 생각해봐
야 할 부분은, ‘그 길’이 하나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중국은 담판과 협상
을 통하여 상대국들보다 충분히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일대일로’의 길 가운데, ‘육지의 길’인데, 이란으로 가는 길까지
중국은 주변의 여러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
이 이란까지 가는 길이 결코 하나의 길이 아니라 최소 2가지 이상의 것이
다. 즉, 여러 연선국가들을 함께 거쳐간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중국은 그
각각의 나라와 담판과 협상을 통하여 중국에게 유리한 길을 열어주는 국
가들에 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협력을 끌어내고 동시에 경제적
보상을 통해 유인할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여기서 열리는 것이다. 말하
자면 이것이 곧,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주동성’을 또한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다.

2) 국정운영 투사 범위 확대
중국의 해양 및 해양전략 등 외부에 대한 관심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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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각, 의도, 방향, 조치 등에 대한 새로운
사고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일국 차원의 사고 단위를 벗어나
글로벌 차원으로 중국의 문제를 치환하여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일국 차원에서 진행하던 국정운영의 관리, 힘의 투사 범위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됨을 말한다. 이는 중국 국정운영에서 글로벌 요소
가 중시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시적 맥락에서 국정운영의 전
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전에 중국의 기본 발전 방
향은 대내 개혁에 집중되었다. 국정운영 또한 대내 문제의 조정과 통제,
관리 등에 집중되었다. 대외문제와 대외와 연계된 의제에 대해서는 상대
적으로 자유로웠다. 대내 개혁에서 이룩한 일정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대외 개방의 안정된 조건과 상태를 구축하는 것이 전략 방향이었다. 따라
서 대내 개혁의 핵심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외개방을 전제한 대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공감대에 기반
해서 부분적으로 개혁 조치가 필요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 맞춰졌다.
한편, 중국의 발전전략이 대외 중시로 옮겨가면서 국정운영의 중심도
대외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그 중심에 바
로 해양과 해양전략에 대한 중국의 전략 중심의 이동이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이 추진한 대내 개혁 조치는 성정과 발전에 조응하지 못하거
나 불충분한 이른바 계획경제 유산이나 사회주의 집권 체제라는 구체제
의 유산을 제거하기 위한 문제에 집중되었다. 국정운영도 부조응을 개선
하고 불충분한 법과 제도 정비에 집중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성장과
발전이 부각되고 수출입을 통한 자원의 획득 및 자유로운 물류의 이동을
안전하게 관리·통제하기 위한 전략 방향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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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중국의 해외에서의 이익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유지, 확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양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발전 환경을 둘러
싼 변화는 기존 국내 문제에 집중하던 국정운영의 경험이 국제 문제를 포
괄하는 거시적이며 세계적인 차원의 국정운영으로 진화해야 할 필요성을
높였다.
그 결과 중국의 발전 방향이 국내 문제의 개혁에 집중하던 기존 관성
에서 벗어나 대외 문제를 함께 중시하고, 중국의 대외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양과 해양전략에 대한 전략 방향
을 재정립하고, 중국과 세계의 관계를 재규정하기 위한 전략 환경 차원에
서 국정운영의 방향이 거시적 차원에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즉,
중국이 해양과 해양전략에 대한 관심을 중국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전
략 노선으로 위치 지우면서 이에 따른 국정운영의 투사 범위 또한 확대된
것이다. 대내 개혁 위주로 국내에 집중하던 과거의 국정운영의 패턴이나
흐름에서 벗어나 글로벌 차원에서 국정운영을 사고할 필요성이 증대한
결과이다.
이러한 변화된 전략 환경에서 이번 연구는 국정운영의 거시적 맥락을
밝히고 그 내적 논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중국의 해양과 해양전략을 포괄
하는 해양행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중
국의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일국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진화하는
전략 환경 변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로 진출하고 이러한 기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국정운영의 주된 의제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동
시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바로 해양 관련 중국의 거버넌스
전략, 즉 해양 관련 국정운영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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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 중시의 전략적 의도 탐색
중국이 해양과 해양전략을 중시하는 전략적 의도의 표출은 이제 해양
행정의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차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그
의도, 목표, 방향, 조치 등이 해석, 설명되고 있다. 중국이 해양과 해양전
략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양행정으로 국정운영을 일신할수록 그 전략
적 의도 등은 그 자체로 글로벌 이슈가 되어 가고 있다. 최근 남중국해
관련 미국과 중국의 갈등, 미국의 인태전략을 통한 중국의 고립 시도 등
도 모두 그 기저에는 중국의 해양과 해양전략을 둘러싼 해양행정 관련 의
구심이 자리하고 있다. 즉, 해양과 해양전략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관심
이 강대국, 대양 강국 건설 등 전략적 의도로 읽히고 이것이 또한 글로벌
이슈가 되는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 해석하면 이 문제를 다루는 중국의 태도나 자세
또한 일국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중국의 전
략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의 움직임 역시 세계적 차원에서 해양과 해
양전략을 다시 고려해야 하는 전략 환경이 도래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한다는 점이다. 해양행정의 개선을 통한 법과 제도에 대한 정
비, 해양과 해양전략에 대한 전략적 사고의 심화 등이 이를 방증한다. 이
처럼 중국의 해양과 해양전략이 글로벌 이슈가 되면서 중국 또한 이 문제
를 국정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로 다루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리고 이에 대한 분석 차원에서 중국의 해양행정에 대한 연구는 거시적인
변화와 함께 국내와 국제가 병행 진화하는 전략 환경의 내적 논리와 근거
를 규명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1세기 중반 사회주의 강국을 목표로 내건 중국에게 해양은 역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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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에서 가졌던 해양에 대한 전략적 관심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강대국화를 통한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중국을 건설한다는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국에 한정된 발전 모
형은 이제 그 적실성을 잃어가고 있다. 중국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중국의 미래 전략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 그것을 직접 체현하고 있는 것
이 바로 해양과 해양전략에 대한 전략적 사고이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이나 조치로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바로 해양행정에 대한 중시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국제 전략 환경에서 중국의 부상은 해양
을 통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내 지향 발전에서 국제 지향 발전
으로 전략 방향을 수정한 중국의 전략적 판단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존 국정운영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국정운영의 재구축과
기존 패턴과 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국정운영
의 새로운 모형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구체적인 움직임이
바로 해양행정을 통해서 현시(現示)되고 있다.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환경
에서 중국의 해양과 해양전략에 대한 구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양
과 전략을 다루는 해양행정에 대한 인식, 사고, 역할, 방식 등에 대한 종
합적이며 거시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즉, 기존 단선적이고 기계적이
며 단편적인 기구 중심의 해양관리는 21세기 전략 환경의 복잡성에 어울
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해양거버넌스도 중
요하지만 이것이 글로벌 거버넌스와 어느 지점에서 조응하는지 혹은 조
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중국의 해양전략 전반에 대한
방향성 논의도 중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전략 중심의 이동을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기 위
한 당, 국가와 정부의 개별 행위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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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중국의 변화하는 전략 환경의 거시적인 맥락 차원
에서 국정운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
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근본 조건 가운데 해양과 해양전략에 대한 관심
증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 차원에서 해양행
정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고 이를 규명하는 본 연구가 갖는 연구 의의라
고 할 수 있다. 앞서 강조한대로 중국에게 해양은 대양 해군으로 발전하
려는 군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기도 하고 수출입에 필요한 자원과 상품
의 안정적 수송로 확보라는 경제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진핑 정부 들어서 글로벌 강국으로 성장하려는 의지가 주권,
영토, 발전이익 중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핵심이익 수호 차원에서
해양전략이 확고부동한 전략 방향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를 물리적으로 보장하는 해양행정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된 전략 환경에서
이를 구현하고 실천하는 수단으로서 중국의 해양행정에 대한 연구는 중
국의 발전이 갖는 거시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국정운영
의 변화와 새로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
중국의 해양에서의 세력 확대는 주지의 사실이며 그 주목적이 타이완
병합, 미국과의 영향력 경쟁 및 국가 전략 수송로의 확보에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중국의 해양정책은 사회
경제적 시각에서보다는 국가 전략적, 군사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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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세계 각
국의 입장도 조사 분석하였다. 이러한 국가전략 분석은 비록 그 깊이의
한계는 있겠으나 시의성과 유의성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본다.
국가전략을 분석해 보면, 우리 사회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실제 해양이라는 측면만을 고려할 때에는 중국의
국가 전략적 실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타이완 해협 해역으로 한정해서 중국이 자산을 집중하는 경우, 상
대적으로 전 세계에 자산을 분산하고 있는 미국 및 동맹에 대항할 수 있
겠다. 이러한 집중을 전제로 중국이 타이완 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이미 중국과 미국은 타이완 해협을 중심으로 실질적 제해권 경쟁에 들
어가 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미
중의 갈등은 지역적으로도 타이완 해협에 국한되지 않고 남중국해, 동중
국해, 인도양 및 말라카 반도, 북극해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로는 타이완 해협을 제외한 기타 해역에서의 중국 자산은 미
국 주도 서방 세력의 자산에 비교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예상하는 중국의 향후 전략은 우선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는 주로 지구전 및 소모전을 전개하며 타이완의 자원과 미국의 의
지를 소모시키고 그 다음 15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타이완 합병을 강행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타이완 합병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며, 특히 바이
든 행정부의 기술 집중 억제 전략이 성공할 경우, 지구전 자체가 성립되
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타이완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에도 이후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

630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재가 예상되는바 중국은 일대일로 등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해 온 국가
전략 보급로를 확보 및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타이완 합병이 외적 요인보다 중국공산당 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미국의 노력으로 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으며, 미국이 타이완 해협에서 장기적으로, 또 경제적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전쟁 방지가
가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타이완의 무장화 및 미국의 무기 판매 등은
필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는 이렇게 첨예화 및 백열화하는 미중 간의 갈등에서 국익을 최대
화하는 전략을 찾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가치가 미중
양측 모두에게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나라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2. 제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중국의 해양 및 해양전략에 대한 관심은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연원(淵源)이 깊지 않다. 물론 중국의 바다에 대한 관심은 오랜 역사적
연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해양에 대한 전략적 관심을 집중하고
여러 정책과 조치를 통해서 해양행정을 직접 실천하는 단계에 이른 것은
그리 오랜 일은 아니다. 사실상 시진핑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법과 제
도 완비에 집중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기
반을 구축하고 해양과 해양 관련 의제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조치를 취한
것도 그리 먼 시기의 일은 아니다. 해양 관련 제도 정비, 해양전략을 구체
화하기 위한 법령의 제정 및 입법체계의 정비, 해양관리기구의 완선(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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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일련의 조치는 사실상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정책환경의 조정 및 재구성은 해양전략이 갖는 거시적인 의미를 인지
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
발한다. 그 결과 제도 차원에서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등 국정운영의 새
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1) 해양 관련 법령과 제도의 보완
앞서 언급한대로 중국의 해양 및 해양 진출에 대한 관심은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략을 갖춘 구체적인 정책으로 표출되
어 나타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최근 국가해양국 등 해양관리기구의 조직
개편, 해경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 등이 바로 국정운영 차원에서 해양 관
련 제도변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해양에서 중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발전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군의 역할이 조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도 사실상 국정운영의 거시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 과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법과 제도 차원에서 중국이 해양과 해양전략에 주목하는 것은 이
전에는 주로 해양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관련 법과 제도
의 정비가 광범위하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가해양
국(国家海洋局)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해경법(海警法)을 개정하여
관련 법의 투사 범위를 근해로 확장하고, 역할을 강화해가고 있다. 이러
한 법과 제도 관련 움직임은 해양을 단지 관리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관리
하던 인식에서 벗어나 전략 차원에서 해양을 재인식하고 이를 발전전략
차원에서 새롭게 관리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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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번 연구는 중국의 해양법령체계, 해사사법 및 해사중재 등을
체계적으로 법적인 조치에 대한 역사적 연원과 그 변화 과정 고찰, 그리
고 국가해양국 등 해양관리체제의 개혁 조치와 당과 정부의 관련 법과 제
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이번 연구가
중국의 전략 인식의 변화에 따라 전략의 중점에 따른 법과 제도의 정비가
갖는 의미와 실제 어떠한 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정운영의 법과
제도 측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8년 당과 국가기구 개혁에
서 이루어진 중앙 차원에 제도변화 뿐만 아니라 성급 차원에서 추진된 해
양 관련 관리기구의 변화 분석에서 법과 제도 차원의 국정운영의 함의를
잘 드러내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 국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점진성이다. 특히,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한 특정 전략의 투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과
제도의 단계별 수정을 통한 현실 적용이라는 점진성을 중심에 두고 사고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전략 방향이 해양과 해양전략을 중심으로 사고
하는 방향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는
일시적으로 과감하게 전폭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18년
당과 국가기구 개혁에서 일부 해양 관련 법률과 법규 수정이 이루어진 점
은 그런 의미에서 법과 제도 차원에서 국정운영의 새로운 접근인 동시에
새로운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규명하고 설명하는 본 연구는 중국
의 국정운영이 특정 전략 방향에 따라 어떻게 제도적으로 적응해 나가지
는지 들여다보는 일종의 적응과정의 일환으로서 국정운영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 633

2) 해양 관련 법령 및 관리기구 간 정합성
중국의 해양정책을 검토하다보면, 제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는
마치 ‘계주’와 같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의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한
계 또한 인정하며 그런 기초 위에서 다음 정부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계속
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전략적 목표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1953년 마오쩌둥이 해군을 시찰할 때에 말하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강력하고 큰 해군을 건립해야 한다”(侯
毅, 2021). 말하자면, 시진핑 정부 들어서 국가의 전략적 목표로 ‘해양강

국’의 정책을 펼치지만, 사실상은 마오쩌둥 시대부터 이미 강력한 해군
건립 등을 통한 해양강국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있었다는 점이다. 문제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이 있는가? 바로 이 점이며, 그럼 이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그 목표를 포기해야 하는가? 곧 이
두 문제의 충돌이다. 여기서 제도적 수준에서의 국정운영이 중요한 점은
그 ‘목표’는 포기하지 않되,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 장기적인 차원에
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차원의 해양정책의 일관되고 지
속적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중국인민대 부원장 진찬롱(金灿荣)교수는 최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국 정부는 최근 새로운 해양법규를 제정했는데, 외국 특히 핵무력 잠
수함을 포함한 전함이나 선박이 중국의 영해를 경유할 때에는 반드시 중
국 정부에게 상세한 그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호
주의 국방부는 호주의 군함이 아마도 중국의 새로운 법규에 도전할 수 있
다”는 성명을 낸다. 여기에 중국의 입장은 호주가 중국에 상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는지 의문을 표시하는데, 즉 중국이 해양강국을 말할 때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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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판단에 근거할 때, 상대가 ‘강’(强)으로 나오면 중국도 강하게 나갈
것이며, 중국에는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정도의 ‘강’(强)함을 갖고 있
다는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해양법의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직선기선
제도, 공평(형평)의 원칙하에 해양분쟁을 해결한다는 입장, 중국의 중대
한 해양권익의 문제는 국제사법 혹은 중재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
장, 분쟁 해결을 위한 임시적 혹은 정치적 성격의 원칙적인 컨센서스의
존재와 중국이 앞으로 명확히 해야 할 문제 등이 있다. 이것은 <표 8-1>
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1

중국 해양 법과 제도

직선기선제도

∙ 「中国政府关于领海的声明」과 「中国领海及毗连区法」에 직선기선제도에 의거하
여, 중국 대륙 영해의 부분기선과 서사군도(西沙群岛)의 영해기선 및 디아오위다오
(钓鱼岛) 및 그 부속도서가 채용하고 있는 직선기선제도의 기점과 기선을 선포함

∙ 중국은 평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공평(형평)원칙에 의거하여 해양분쟁을 해결한
공평(형평)원칙과 해양 다는 원칙을 견지함
∙ 「全国人大常委会关于批准 “联合国海洋法公约” 的决定」의 제2조의 규정, 「中国
분쟁 해결
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의 제2조제3항

기본
특징
및
약간
문제

∙ 중국 정부는 「联合国海洋法公约」 의 제15의 부분 제2절에서 규정한 어떠한 국제사
중대한 해양의 권익 문
법 혹은 중재프로세스를 받아들이지 않음
제, 사법적 혹은 중재 방
∙ 중국은 다른 나라와 사이에서 발생하는 해양문제의 분쟁에 대하여 사법재판과 중재제
법의 배제
도를 적용하지 않고, 유관 국가들 사이에서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입장
임시적 혹은 정치적 성 ∙ 해양에서의 안정적이고 정상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시적인 협의 혹은 정치적
격의 원칙적인 컨센서 성격의 컨센서스를 체결하는 것은 해양위기를 통제하는 데에 중요한 방법임. 이것은
스 존재
동해 문제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남
∙ 예를 들면, 남해구단선의 성질, 역사적 권원의 함의, 관할해역의 범위 등. 또한, 예를
들면, 정부의 성명, 백서, 입장문건 등의 방식으로 해양문제에 대한 특히 남해문제의
정책과 입장 발표
∙ 단, 남해 구단선의 성질 혹은 지위에 대하여 뚜렷한 해석은 없음. 가령, 「中国政府关
명확히 해야 할 내용의 于在南海的领土主权和海洋权益的声明」(人民网, 2016.7.12)에 남해 구단선의
존재
성질과 역사적 권리의 함의를 언급한 것은 없음. 즉, 중국의 남해에서의 역사적 권리와
관련해 예를 들면, 「中国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 제14조의 규정과 같이, 역시 권위
적인 해석은 없음
∙ 또한, 「中国海洋环境保护法」과 「中国渔业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국이 관할해
역의 범위 및 성질에 대하여 더욱 명확히 해야 할 임무임

주: 金永明(2020a: 22-23) 내용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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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중국이 앞으로 명확히 해야 할 내용으로
제시된 ‘명확히 해야 할 내용의 존재’인데, 가령 남해구단선의 성질, 역사
적 권원의 함의, 관할해역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하고, 그 방법은 가
령, 정부의 성명, 백서, 입장을 담은 문건 등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다. 하
지만, 이것이 쉽게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는 근본적 문제는 어디에 있는
가 하면, 국익과 관련한 사안에서 오히려 설명과 해석이 명쾌하지 않은
지점에서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 때문
에라도 중국 정부가 스스로 이런 점을 개선하길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주
의적 관점에서 볼 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해양정책의 제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를 정리하면, ‘주
권의 영역은 결코 양보할 수 없지만,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잠시
뒤로 미루고, 공동개발을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영토와 관련한 주권의 영역 등 이미 양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담판과
협상할 수 없는 부분은 따로 설정해 놓고, 그 나머지 영역은 공동개발과
정치적 해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열어 놓은 것이다. 즉,
국정운영의 차원에서 향후 상대국과 어떤 점에서 담판 및 협상 시에 중시
해야할 부분을 명확하고 고정불변의 영역으로 확실히 설정해놓음으로써,
정부가 바뀌고 최고지도자가 바뀌어도 그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고, 지속
적으로 국익의 극대화를 향한 방향으로 법과 제도적 체계를 부단히 견고
하게 만들 수 있다.

3) 해양관리 기구의 조정
중국 정부는 2018년 전국인대와 당중앙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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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국가기구에 대한 조정 및 재규정 등 사실상 해양 관련 법 집행 기구
의 재구조화를 추진했다. 그 원칙은 당과 정부의 기구개혁을 방향으로 관
련 기구의 설치, 관련 기능(职能)의 조정 및 책임 관계의 명확한 설정 등
관련 부문과 기구의 통폐합과 조정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어업법」, 「해
양환경보호법」, 「해역사용관리법」, 「치안관리처벌법」 등 관련 법률의 조
정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서 해양 관련 법률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관련
법률 집행 관련하여 감독이 강화되었으며 절차 간소화를 위한 권한조정,
그리고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국민 참여의 법제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관련 법적 조치는 유엔의 해양법 규정과 중국의 국내법
충돌 등을 보완하여 중국 해양 관련 법률의 완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
고 있다. 예를 들어, 「해상교통안전법」을 수정·보완하여 ‘연해수역’에 대
한 규정을 수정하여 「대륙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 관련 내
용의 충돌성을 법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리고 앞서 언
급한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은 새로운 해양관련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중국 국내법의 적응력을 높이는 법률체계의 정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중국이 해양관리를 국가 중점 전략 방
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충분하거나
상호 충돌이 되는 법률 내용에 대한 사전 보완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즉, 변화하는 내외 환경에 중국이 법과 제도의 구체성을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하는 전략 환경에 적응하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
비는 중국이 지향하는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대한 발전 추세를 반영하
는 조치인 동시에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서 유연하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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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국 국정운영의 적응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는 중국의 국제사회와 연계되는 상황이
심화되면 될수록 이에 적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중국의 중요한
국제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주요 국정과제
가 된다는 점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국제환경의 변
화에 따라서 중국이 관련 법적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
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
고 이러한 전 과정이 중국의 국정운영을 일국 차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국의 법과 제도 차원에서 국정운영의 현 수준을 잘
파악하고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전략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 행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중국의 국가운영에서 핵심적 권위를 갖는 행위자는 바로 당과 국가이
다. 여기서 말하는 당은 중국공산당을 의미한다. 물론 국정운영 아젠다의
구축과 심화 단계에서 중국공산당을 제외한 8개 민주당파가 의견을 개진
하는 경우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 이들 민주당파의 이른바 의견을 종
합하는 통일전선 노력은 중국공산당의 기본 입장을 추인하고 저변을 넓
히기 위한 일종의 인식 스팩트럼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파는 그 속성에서 집권당(执政党)이 아닌 참여당
(参与党)의 성격에 충실한 역할로 제한된다. 따라서 국가운영에서 당과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중국공산당과 중국공산당이 지배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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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가기구로서 정부의 역할이 관건이다. 따라서 당이 국가와 사회를
일원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중국과 같은 당국가체제(Party State System)
에서 행위자의 역할은 사실상 당의 역할인 동시에 당의 지휘를 받는 국가
와 사회의 관련 부문의 역할로 한정된다. 여기에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는
여론도 행위자로서 점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1) 당과 국가의 거시적 역할 재인식
따라서 중국 해양 관련 전략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에 대
한 대응전략을 어떻게 설계하고 집행할 것인가 하는 거시적인 틀을 만들
어내는 것은 사실상 당의 몫이다. 당이 중국 해양행정 관련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당의 현실 인식이 행위자 수준의 국정운영
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해양과 해양전략에 대한 중국의 인식의 변화는
당의 해양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번 연구는 이러한 당의 인
식과 인식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해양
거버넌스에 관련된 국정운영의 총체성을 인식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일국 문제를 해결하는 내정(內政)에서 출발
하여 ‘일대일로’,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으로 의제가 확장되는 것 역시
그 중심에는 당의 해양에 대한 인식과 전략 환경 변화에 따른 인식이 자
리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해양과 해양전략 중시라는 새롭게 변화하는 전
략 환경에서 중국의 발전이익을 보장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
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국의 국력 투사 범위가 국내에 한정되던 시기와
달리 중국의 영향력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의 구체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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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조치는 일국 차원에서 해석되고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해석되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해양과 해양전략을 중시하면
서 중국의 당과 국가에서 추진하고 실행하는 해양정책이나 해양행정은
주변국뿐만 아니라 세계 차원의 관심 이슈가 되고 있다. 세계 전략 환경
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해양이나 해양전략이 영향을 받던 시대에서 이제
는 중국의 관련 전략 방향에 따라서 세계의 관련 정책이 영향을 받는 이
른바 중국과 세계의 연계와 연동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 환
경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인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당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 연구는 바로 행위자 수준에서 당의 국정운영에서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당이 중국의 발전을 글로벌 발전이라는 세계성과 연계
해서 사고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전략 조정에 대한 이러한 국내외 높
은 관심은 당연히 중국에서도 관련 정책의 일국성보다는 세계성에 주목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즉, 대외적인 인식과 반응에 직간접으로 대응하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전략 재조정이 필요로 하게 된 점이다. 중국의 일국
발전의 패러다임을 세계와 조응하고 연계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행위자로서 당과 국가의
역할이 있다.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당과 국가의 역할이 전략 환경의 변화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는 것을 이번 연구는 잘 드러
내 보이고 있다.
이는 당연히 중국에게 해양전략 조정에 대한 외부의 인식과 시각, 관
점을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실행·평가하는 일련의 국정운영 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중국 내부
에서도 관련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일국 차원에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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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예컨대, 해양전
략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해양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의 필
요성 증대와 실제 관련 부문의 조정 등이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심
에 바로 당의 현실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해양행정과 해양정책이라는 이
번 연구를 통해서 국정운영이라는 새로운 거버번스 중심에 여전히 당이
존재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나 역할은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핵심 행위
자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행위자의 구체적 역할 강화
거시적인 차원에서 당과 국가가 해양행정 관련 중요 행위자였다면 이
러한 당과 정부의 인식을 현실에서 구체화하는 임무는 행정부문의 역할
이었다. 당과 정부가 관련 전략 방향과 중심 의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체
화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현실에 관련 인식과 정책을 투사할 것인가는
행정을 담당하는 주요 행위자들의 몫이었다. 예를 들어, 국무원 관련
부문, 지방정부 관련 부문, 여론 조성을 위한 관련 싱크탱크 등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구체적인 행정집행 과정에서 이들이 일정
한 역할을 수행했다. 예를 들어, 국가해양국의 역할 조정을 들 수 있다.
2018년 「국무원기구개혁」 방안 및 결과에 따르면 기존 국가해양국 및 중
국해감, 공안부 변방해경, 농업부 중국어정, 해관총서 해상밀수 경찰의
직책을 통합하여 국가해양국을 재편했다.
2018년 기구개혁 조치에서 기존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 국가측량지
리정보국 등의 역할을 조정·통합하여 자연자원부를 신설한 것도 해양행
정의 측면에서는 중요한 행위자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해양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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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러 기구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여 해양행정과 해양정책의 통
일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생태환경부의 출범 역시 기존
국가해양국의 해양 관련 보호 업무를 장관급 부서의 업무로 귀속시켰다
는 점에서 해양 관련 업무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해관총서의 역할 재조정, 해양 관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강화 조치실행,
해양자원관리를 위한 지방 해양행정관리체제의 개편 등이 추진되었다.
당과 국무원, 지방정부 이 외에도 중국 해양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들
로는 해양주권의 최후의 보루인 중국 해군, 해양질서 유지를 위해 무장까
지 하는 중국해경, 회색지대 전략의 선봉자인 해상민병대, 그리고 비록
관변 단체이지만, 해양 관련 수많은 사회조직,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협력
을 위한 국제조직 등이 각각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서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행위자의 역할을 구체
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해양행정과 해양정책에 대한 행위자들의 역할을
국정운영 차원에서 깊이 분석한 점은 이번 연구가 중국의 국정운영을 구
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서 강조한대로 당과 국가의 해양에 대한 인식 전환 그리고 전략 환
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의 수립은 국가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다. 이를 구체적인 행위자들의 역할 변화와 위상 변화를 통해서 국정운영
의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 보인 것은 이번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연구는 당과 정부의 인식에 기초해서 여러 행위자들이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행태와 방식을 분석, 설명하고 있
다. 즉, 해양정책을 다루는 부서의 확장 및 관련 기구의 재편과 역할의
조정이 바로 중국의 당과 정부의 전략 환경 변화 인식에 따른 구체적 실
천임을 이번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중국의 글로벌 강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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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208)의 전술 차원에서 여러 행위자들의 역할은 여전히 강화되고 있고,
그 중심에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턴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행위자들의 역할 규명은 국정운영에서 행위자들의 역할에 대한 지속과
변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하는 이번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강대국 전략은 해양 및 해양전략에 대한 관심을 증폭했으며,
반대로 해양 및 해양전략에 대한 관심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운영 전
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과 국가의
인식 전환이 있으며, 그 하위 수준에서는 바로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실천
이 존재했다. 따라서 해양행정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게 된 중국의 해양전
략의 이해는 기존 국정운영의 틀에서 고찰했던 중국의 국정운영 방식과
는 인식, 실천과정, 방식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위자들의
역할 조정을 통해서도 국정운영의 새로운 거버넌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책환경 변화에서 해양행정에 관련된 중국의 새로운
국정운영에 대한 분석 및 함의 도출은 중국의 거시적 변화와 이를 실천하
는 미시적인 차원의 행위자 역할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국정운영에 관련된 거버넌스의 유용한 분석틀과 아이디어를 제공한
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해양행정과 해양정책에 대한 국정운영 차원의 거
버넌스 연구의 새로운 연구 필요성이자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국익의 보호와 해앙진출을 통한 국익의 극대화
중국 해양정책의 행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를 정리하면 그것
208) 중국은 이를 ‘강대국(强大国)’이라는 표현보다는 ‘대국(大国)’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여 의도적으로 민감도
를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대국’의 의미는 사실상 ‘강대국’을 의미한다고 외부에서는 인
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대국외교’도 외부에서는 ‘강대국 외교’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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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 마디로, 국가가 국익을 위해 설정한 전략적 목표를 강약(强弱)의 양
면적 조치들을 통하여 반드시 달성한다는 점에 있다. 중국은 이를 위해
어떠한 접근을 하는가? 아래는 2021년 2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2035년
까지 중국 종합교통망을 시각화한 지도이다.

그림 8-1

중국 종합교통망209)

<그림 8-1>는 2035년이 될 당시 중국의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 안에
들 수 있는 교통망을 가시화하여 보여준 것인데,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중국의 남부 푸저우(福州)에서 대만의 타이베이가 하나의
교통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과 남중국해 분쟁지역의 한 가운데 있다
고 봐도 무방한 하이난다오가 중국 대륙과 교통망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209) 国家综合立体交通望住骨架布局示意图. Retrieved from https://www.etonechina.com/newsshow.
php?cid=11&id=454 (검색일, 20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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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이다.
이 둘의 사례는 중국이 해를 육의 연장선 산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중국해의
분쟁과 대만은 엄연히 중국의 영토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약 외부의
부당한 침입으로 중국의 주권에 훼손을 가하면 그에 대해 가차 없는 대응
으로 강(强)하게 나갈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중국은 장기적 전략도 함께
세우면서 시간을 두고 교통망을 건설하여 사실상 중국 대륙과 하나로 연결
하는 또 다른 의미의 ‘일대일로’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대만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면, 张峰에 의하면, “중화
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에 시간의 추이에 따라 양안관계는 비교적 화해
의 무드로 전환이 되었다”(张峰, 2021). 하지만, 최근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강대강의 대치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과 무력충돌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돌발변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행위적 수준
에서 국정운영을 살펴보면 강대강은 군사적 대응으로 충분한 준비를 하
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거나, 혹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전쟁
의 대가를 최소화 하면서 중국의 목표인 대만을 통일 하려는 그 시점으로
2035년을 제시하고 있다. 즉, 중국의 국내판 ‘일대일로’를 통한 접근방법
이라 할 수 있는데, 2035년에 중국의 푸저우에서 대만의 타이베이를 연
결시키기 위해서는 해저터널을 놓아야 하는데, 그 시공 기간이 약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며, 그렇다면 사실상 2025년부터는 이 작업이 중국 정
부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외세의 개입을 통하여 전쟁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강대강으로 대응할 것으
로 보이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그림 8-1> 지도에서 보듯 2035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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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대만을 사실상 중국의 하나 교통의 생활권 영역으로 통합하려는 로
드맵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은 국익을 위해 설정한 전략적
목표를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면 강온 양면 조치를 통하여서 반드
시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요컨대 중국은 결코 ‘해(海)’를 말한다고 해서 ‘해(海)’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陸)’과의 관계 속에서 ‘해(海)’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
로 지적할 수 있다. 나아가 오히려 ‘해(海)’를 ‘육(陸)’의 관점으로까지 치
환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중국 해양정책의 기저에 흐
르는 사상문화적 차원의 인식의 핵심적 부분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중
국은 해양거버넌스를 통하여 영토 주권으로서 국익의 보호와 해양 진출
을 통한 국익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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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
한국은 도전적인 안보 환경에 살고 있다. 물론, 핵심 도전의 중심은 바
로 가장 위험한 북한이다. 그렇지만 한국은 많은 경쟁적 우선순위 간에
균형을 맞추는 행동을 해야 하는 심각한 해양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다
가오는 시대에 극동 아시아에서 안보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질
것이다. 한국은 주요 강대국들 간 경쟁력 강화를 조정하는 데 어려운 선
택에 직면할 것이다. 결국, 이는 해양국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더욱 강화
시킬 것이다(Roehrig, 2019).
본 연구의 주된 초점은 중국 해양의 행정과 정책 및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행정은 국정운영의 집행 기제로서 그리고 정책은 국정 철학과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기제라 한다면, 우리는 중국 해양과 정책을 통해서 중국이
추구하는 해양의 미래전략을 이해하는데 논거가 될 수 있다. 중국의 해양
전략을 7장에서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전략은
무엇일까? 탐색적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제시210)할 수 있다.

1. 해양운명공동체 담론에 대한 한국의 대응
Mahan의 해권론(강력한 해군, 제해권 확보가 국가 흥망성쇠 결정 등)
이 주된 흐름인 서구 담론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2019년부터 중국의
해양담론의 일환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주창하고 있다. 해양운명공동체
는 인류운명공동체를 해양 영역에 적용한 것으로 유엔 중심의 틀에서 글
로벌 해양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의와 글로벌주의를 유기적으

210) 2021년 9월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집단지성적 견해를 정리하여 제시함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 647

로 결합하여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공동으로 건설한다는 중국 입장을
내세운 접근이다.
지역주의 경로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연결이 밀접하고, 공통된 역사
문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국가 간에 공통된 제도 틀을 통해, 현지에 직면
하고 있는 해양 문제211)에 대해 거버넌스 협력212)을 전개하는 것을 의
미한다. 글로벌주의 경로는 「협약」에 따라, 규범과 규칙, 제도와 기구, 해
양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및 프로젝트 수행을 포함하면서 글로벌 거버
넌스를 지향하는 것이다.
규칙 준수자에서 규칙 설정자로 전환하려는 중국이 세계를 향해 주창
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나 그 내러티브(Narrative)의 본질적 의도를 파
악하는 것은 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해양공동운명체의 의도는 무엇일까?
중국은 언제나 ‘개념’을 정확히 제시하되 ‘정의’만큼은 제대로 내리지
않거나 또는 애매모호하게 내리는 특성이 있다. 이는 곧 실행 시 임의적
으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로서 이 이념이 표방하는 순수한 목적보다는 이
를 통해 상대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지극히 의도적인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이 아닐 수 없다(정
삼만, 2021.9.12).
미국이 탈근대기 전략 시각으로 동아시아로 접근하며 기득권을 행사

211) 중국과 남해 이웃국가 간의 해양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宁凌(2019: 249)이 지적하듯, ⅰ) 해양협력에
대한 비교우위가 불명확하고, ⅱ) 정치적 신뢰 결여로 해양협력의 안정성이 취약하고, ⅲ) 협력 계층이 제
한적이고, 소극적인 일방과 적극적인 일방 간에 간격이 있고, ⅳ) 민간부문에서 해양협력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고, ⅴ) 일부 분야에선 해양경제협력 기제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212) 해양협력은 중국과 동맹국가 간의 신뢰를 높이고 갈등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동맹국가는 협력
을 통한 상생 정신을 높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중국이 이웃국가와 해양협력을 위해서
宁凌(2019: 249-250)은 중국과 동맹국가 간 해상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해양 관련 규모가 큰 省(광둥, 푸젠,
저장, 산둥 등)의 참여 및 해양협력 지원, 정치신뢰 제고, 정부 간 협력기제 구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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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면, 중국은 역사적 접근인 해상 일대일로, 그리고 중국과 주변국
간 공동운명체를 강조하면서 중화민족 부흥을 꾀하며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동맹 위주의 미국에 대해 해양공동운명체의 역사적 비전을 제시하여
동맹이 아닌 문화, 경제, 무역과 사회적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다(윤석준,
2021.9.9).
중국의 해양운명공동체는 중국식 해양 협력체계이다. 영미권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선 일대일로를 비롯한 해양운명공동체를 중국 중심의 세계질
서를 재편으로 종종 해석한다. 하지만 여러 중국학자가 이러한 서구 중심
주의를 비판213)하듯이, 중국의 행동을 서구의 시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이준성, 2021.9.8).
중국의 해양운명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지역안정, 해양공동경제 및 해양
생태계 보존을 매개로 주변국과의 긴밀한 해상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 여기에 자국 중심의 해양안보 구축과 지역 내 해양패권 강화,
해양권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곧 지역 해양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며,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도전적 장
치이기도 하다(주민욱, 2021.9.6).
중국은 자국의 해양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제해양질서와 보편적
인 해양이용 규범을 무시하고 힘을 앞세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해양공동운명체’라는 새로운 담론은 이러한 중국의 행태에

213) 허야페이는 중국 정부가 운명공동체 건설을 내세운 것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학자 중 한 명으로서,
본인의 저서에서 중국과 글로벌 거버넌스를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 허야페이는 중국이 보는 글로벌 거버
넌스를 기존의 통념적인 협력적 구조가 아닌 책임 있는 강대국이 이끄는 구조로 설명한다. 그것은 법을 중
심으로 돌아가는 서구의 구조와는 다른 행정 중심의 중국의 국가 운영을 이해하지 않으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다. 이런 배경에서 해양운명공동체는 중국식 해양거버넌스로 볼 수 있다(何亚非, 2015; 이준성,
2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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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쟁국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희석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김석균,
2021.9.6).
중국의 의도로는 ⅰ)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중국 편으로 만들어 역내
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ⅱ) 인도·태평양 질서를 중국이 통제하
여 에너지 수입통로인 해상교통로(SLOC)를 통제하고, ⅲ) 남중국해의
90%를 중국이 통제하여 경제이익을 극대화하고, ⅳ) 외교적으로는 미국,
호주, 일본 등 미국 동맹국 간의 우호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김덕기, 2020: 114-120).
표면적으로 본다면,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공세적 해양팽창 정책에 대
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는 해양이익을 실현하여 중
국이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은 해양을 핵심이익으
로 보고 해양력 제고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몽’을 이루기 위
한 전략으로서 ‘해양굴기’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이 근세
에 서양세력에 굴복한 ‘치욕의 한 세기’는 해군력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워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력 제고가 필
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김석균, 2021.9.6).
심층적인 의도로 볼 때, 미국의 압도적인 해양력에서 기인하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진다. 즉, 다른 나라들
과 해양에 있어서 공동운명체적인 연대를 구축함으로써 반미패권주의를
도모하고 아시아태평양 해역에서 중국 중심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목
적이 있다(송명달, 2021.9.6). 중국의 해양운명공동체는 원색적인 힘
(power)에 기반을 기존의 국제질서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해양
질서를 자국 주도로 재편성하려는 중국의 이기주의적 요소를 동시에 지
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LSK, 2021.9.9). 이는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

650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는 미국 중심(QUAD 등)의 대중 압박 구도에서 벗어나려는 것에 불과하
며 본질은 중국의 해양력 지배 강화에 있다고 본다. 실제 중국은 해양에
서의 문제들(도서 영유권, 해양경계 등)을 국가의 ‘핵심이익’으로 간주하
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사실 ‘운명공동체’라
는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PYK, 2021.9.12). 이는 미국 포함 서구
주도의 해양질서를 우회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서해, 동중국해, 남
중국해 등에서의 중국 주도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BBH,
2021.9.10). 일대일로와 같은 공격적인 대외정책과 국가자본주의를 통해
힘과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고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자유와 주권을
종속시켜 결국 중국몽, 즉 中華 중심의 국제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정호섭, 2021.9.10).
그렇다면, 해양운명공동체는 어떠한 접근을 활용할까? 개혁개방에 따
른 중국의 경제적 굴기로 힘을 키운 맥락에서 시진핑 집권 이후 덩샤오핑
의 유훈이라고 할 수 있는 ‘도광양회’를 폐기하고, 적극적인 ‘유소작위’로
나가는 데 있어 중국의 해외 확장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14개국과
육상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인도 등 몇 개의 전통적인 분쟁지역
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육상국경 획정을 원만하게 처리해왔다. 반면, 해
상에서는 전통적인 구단선은 물론, CADIZ 설정, 남중국해 인공섬 설치
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유의해야 할 것은
시진핑의 발언에서도 나타났듯이 ‘해양운명공동체’의 주요 추진 기구는
해군이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해양운명공동체’는 군사력 수단을 동반
한 중국의 해양진출이라고 볼 수 있다(PJB, 2021.9.10).
해양운명공동체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의 지정경제학적 전략이 희석
되거나 유연한 접근 전략으로 전환될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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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해양운명공동체라는 유연한 외교적 수사를 천명하면서도, 여전히
해양에서의 ‘핵심이익’, 전략적 지출 수요가 있는 해역에서는 강한 통제
정책과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이라는 우회적 수단으로 보완하고 있기 때
문이다(양희철, 2021.9.26). 처음에는 방어적 성격의 해양운명공동체론
이 점차 공격적인 성격, 즉 미국의 해양패권 억지 전략으로 진화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구민교, 2021.9.14).
이러한 해양운명공동체의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 중국의 해
양운명공동체의 현실은 어떠한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일대일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 정부와 현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제시하며,
한국도 북한과 연결된 일대일로 사업과 연계성을 추구하나, 이는 넌센스
발상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는 해양운명공동체 담론은 적용이 불가
능하며, 한미 동맹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이 미국과 한국 해군력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 하에 중국이 파고들 틈새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윤석준,
2021.9.9).
다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이 보이고 있는 심각한 문제
는 자신의 해양이익 실현을 위해 보편적 국제규범과 해양이용 원칙을 무
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구단선(Nine-dash Line) 내
의 일방적 해양관할권 주장,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무시,
「협약」의 원칙과 해양질서에 위배 되는 국내법 제정, 동중국해와 서해에
서 일방적인 관할권 주장 등을 포함한다. 중국의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태
와 공세적 해양패권 추구는 한국을 비롯한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역내 국
가의 해양안전과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유,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과 수출입 화물의 수송을 동 수역의 해
상교통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석균, 2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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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중국의 해양운명공동체론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
가? 우리나라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이유도, 이를 거부할 이유도 없
으므로 자기주도적인 해양인식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구민교, 2021.
9.14). 국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는 주권국가이다. 대한민국도 독자
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권국가이다. 안보주권이든, 군사주권
이든, 경제주권이든, 정치주권이든 상대가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
스로 결정하는 것이 주권에 관한 대원칙이다. 그리고 결정의 기준도 우리
의 국익이다.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정확하고 대담한 외교원칙을 세워 대
응할 때, 오히려 상대가 우리의 주권을 더 존중해주어 우리의 외교적 활동
공간은 더욱 확장되지만 우리가 미·중 양국에게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
하거나 또는 한쪽에 편승하는 전략(Bandwagoning Strategy)을 취할 경우
우리는 심각한 외교적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정삼만, 2021.9.12).
즉, 이러한 담론에 휘말리지 말고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제법(해양법)을 기반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관할해역에서의 권리를 확보하고 지켜 나가야 하며, 해상에서의 중국의 공
격적 법집행을 묵인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PYK, 2021.9.12).
중국 대외정책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성격, 해양운명공동체 담론 등
중국의 대외정책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 상황을 고려한 조치들도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LSK, 2021.9.9). 해양운명공동체를 통한 중국과의 역
내외 해양경제 협력은 지속하되,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안보협력은 아
덴만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준성, 2021.9.8). 중
국의 해양운명공동체 참여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만큼만 참여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할 때 중국도 우리나라의 이익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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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 2021.9.10). 제1, 2, 3도련선을 넘어가려는 시도에 있어서는 동맹
으로부터 생기는 안보적 이익과 중국과의 교류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 등
을 따져서 사안별로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PJB, 2021.9.10).
중국과 1:1로 맞서기보다는 일본, 미국, 동남아 국가들과 합종(合從)하
여 글로벌주의를 내세우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북한과도 협력
하여 중국이 서해 해양질서 수립을 주도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BBH,
2021.9.10). 중국이 남중국해 관련 국과의 싸움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취약점이 무엇이며 한국과의 관계에 대입했을
때, 시공간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구체화 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종
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과 상호 공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주민욱, 2021.9.6). 우리나라는 중국의 해양운명공동체에 대하여 대
외적으로 표명된 이해 요소, 혹은 구체적 주장별로 국제적 혹은 국제법적
‘원칙’만 천명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평가와 우리나라가 접근할 정책기조
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양희철, 2021.9.26).
우리는 이에 대하여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아
시아태평양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해양공동운명체의 개념을 설정하
고, 이를 주창하고 중국도 이와 함께 하자고 제의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해양공동운명체란 해양에서 각국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해양자원을 합리적으로 공유하면서 함께 이용하
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건 중국이건 제3의 강대국이
건 간에, 압도적인 해양력을 바탕으로 해양에서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
하고 싶겠지만,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해양의 이용이 중요하다. 미중 간에 치우치지 않고 명분을 잡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송명달, 2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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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와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서
는 ⅰ)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안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미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에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동맹국과 긴밀한 협
력관계를 구축하고, ⅱ) 중국의 해양 이용질서와 해양규범에 반하는 행위
에 대하여 적극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하며, ⅲ) 미국 주도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과 미
국, 인도, 일본, 호주의 ‘쿼드(Quad)’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ⅳ) 중국이 「협약」이 정한 국제해양이용질서와 국제법이 정한 규범을 준
수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글로벌 파워로 부상한 중국의 공세
적인 해양 팽창을 견제하고 우리의 해양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한 국
가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중국과 경제, 무역, 안보, 정치
여러 면에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해양이익과 가치를 공유
하는 미국 등 동맹국과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가 더욱 필요하다(김석균,
2021.9.6).

2. 해양 헤게모니에 대한 한국의 대응
중국은 급성장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양굴기, 일대일로구상, 북극항
로 등을 통해 전 세계 해양패권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
국은 일대일로구상 중에서 ‘일로’에 해당하는 바닷길의 안전(더 나아가
패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주변 해양국들과 마
찰을 빚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미국 등 QUAD 국가들과의 패권전쟁
개연성(투키디데스 함정)을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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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대일로구상 성공 가능성 여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구상의 본질적 취지는 무엇일까? 중국의 일
대일로는 시진핑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면에 있는 군사전략적
의미 외에, 중국 과잉생산 경제와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내부적 문제 해결
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다(양희철, 2021.9.26). 일대일로구상의
한 축인 신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해양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중국의 해양이익을 실현하겠다는 목적이다. 신해상 실크로드 상의 각국
의 항만, 도로, 철도 및 해양 인프라를 건설을 지원하고 그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김석균, 2021.9.6).
당장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도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의 해군력을 능가
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을 것인 바, 중국으로선 언제든 자국의 바닷길
이 미국에 의해 교란 또는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해상실크로드
전략을 만들었고 내용적으로도 자신의 바닷길이 차단될 때 인근의 육상
을 통해 본토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대’와 ‘일로’
는 대등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대’의 보완책으로서 ‘일로’가 필요하다고
보면 된다(정삼만, 2021.9.12).
그렇다면, 일대일로구상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동편의 미국을 견
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편으로의 확장을 일대일로 국책사업을 통해 완
수하고자 한다. 관련국의 협조가 바탕이 된다면, 단계적으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다만 이는 관련 국가와의 긴밀한 공조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주민욱, 2021.9.6).
중국의 해양실크로드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남미까지 진출했다. 이는
어쩌면 단극 및 양극체제에서 벗어난 지역 패권 등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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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태동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미국 중심 세
계질서라는 무결점 상태에 균열을 일으킨 것, 그 자체가 큰 변화이자 성
공 가능성이라고 보인다(이준성, 2021.9.8). 미국 등 서방은 이를 중국의
부채의 늪 전략이라고 비난하나, 실제 대형 항구가 없는 도서 국가와 연
안국들은 내심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들 국가들
이 대중국 무역 불균형적 형태를 갖고 있어 중국 경제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윤석준, 2021.9.9). 결국, 중국의 일대일
로의 성공 여부는 중국과 미국 중 누가 더 많은 국가에 더 많은 인센티브
를 제공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LSK, 2021.9.9).
다만, 관련된 기반체계 건설 프로젝트 비용이 치솟고 참여하는 정부가
높은 수준의 부채의 함정(debt trap)에 빠지면서 빚을 청산하기 위해 항
만시설이나 부두시설 등 부동산을 중국에 장기 임대하는 현상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중국 정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
성공의 속도가 결정될 것이다(정호섭, 2021.9.10).
이러한 전략은 실제적으로 중국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서, 해당
국의 과도한 채무부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반감 등으로 장벽에
부딪치고 있다. 또한, 신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대응하는 미국의 인도-태
평양 전략 추진으로 중국의 해양팽창 전략이 견제를 받고 있다(김석균,
2021.9.6).
만약에 성공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의 국민들과 진정한 의미에서 상생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PJB, 2021.9.10).
중국이 일대일로구상을 성공시키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민
주주의, 자유, 인권, 국제법 준수 등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지
만, 현 중국체제하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PYK, 2021.9.12).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 657

일대일로 중 특히 일로는 바닷길을 통한 해양세력 확산정책의 일부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에서의 통항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국제
법규의 준수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국내법
을 국제수로나 국제해역에서 적용하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유엔헌장 및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에서 요구하는 국제법 준수의무에 반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국제법적 마찰과 갈등을 초래할 뿐
이다(김현수, 2021.9.3). 어느 시점에 이르러 중국의 성장이 포화점에 이
르게 될 것이고, 그 지점에서 희소자원의 대내적 배분을 놓고 갈등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 패권전쟁을 벌이기 어려운
여건에 빠질 수 있다(구민교, 2021.9.14).
중국의 21세기 해양실크로드의 목적이 파트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을 넘어 중국 중심의 일대 세력권을 형성하는데 있다면 이것은
상당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리라 보여진다. 미국 등 동맹국 연합이 인도
태평양전략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견제에 나서고 있으며, EU
또한 올해 들어 글로벌 게이트웨이 구상을 통해 일대일로 견제에 동참을
선언한 상황이다(LSH, 2021.9.18). 결국, 획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신뢰
도를 상승시키지 못한다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다(송명달,
2021.9.6).

2) 투키디데스 함정 개연성
패권국과 신흥국 사이의 전쟁이 필연적이라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론
으로 중국의 글로벌 파워 부상과 패권 추구에 따른 미중 간의 패권전쟁을
예견하는 것이다. 중국이 표면상 해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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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해양강국건설을 꾸준히 추구하는 과정에서 The Only Super Power
미국과 향후 전쟁이 불가피할 것인가?
동아시아 해양안보 이슈는 역내 국가들 간의 영유권 분쟁이나 경계획
정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미중간 패권경쟁이라는 글로벌 이슈로 진화하
고 있다. 미중 간의 해양패권 경쟁은 냉전 당시 태평양과 인도양 제해권
을 두고 미소 양 진영이 치렀던 전통적 해양 군비경쟁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구민교, 2016: 37).
Barbage(2016)가 주장하듯, “만약 미국 등 서방 국가가 남해에서 중
국의 주권 주장에 대해 실질적인 행동으로 대항하지 못한다면, 세 가지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ⅰ) 남해에 대한 중국의 통제는 전체 서태평
양의 안전 환경을 동요시킬 것이다. ⅱ) 수십 년 이래 구축된 국제법 틀의
노력을 침해할 것이다. ⅲ) 남해에서 중국의 성공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
며, 슈퍼 파워로 굴기하려는 중국은 서방국가의 방임을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다(齐皓, 2018: 25에서 재인용).
해양굴기를 추구하는 대륙국가 중국은 중국 근해 인접 정찰을 통해 중
국 안전에 가져올 위협을 줄이고, 미국 군사역량이 중국 해안의 일정한
거리 밖에 유지되길 바란다. 반면, 미국이 “항행의 자유”원칙을 견지하는
기본 동기는 위급한 시기 미국의 해외 이익과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보
호하려는 것이다. 양국은 각자가 정의하는 안전을 끊임없는 추구하기 때
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미의 경쟁 또는 충돌은 어쩔 수 없다(齐皓,
2018: 28).
갈등과 충돌은 불가피 하다. 중국의 성장과 진출은 그 자체가 ‘경제’
이외의 ‘군사’적 외연까지를 포함하는 성장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충돌’
은 국지적이나 발생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중국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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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대한 각각 ‘국제법적 수단’과 ‘국제법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긴장을
최대화 하면서도, 충돌 전 단계에서 억제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충돌은 중국의 성장이 비단 ‘군사적’ 측면에 제한적이지 않고, 국
제경제를 조정 가능한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군사’와 ‘경제’는 분리
불가한 국가이익 확보 단계에서는 조절 불가하다. 혹은 이 단계에서 미중
간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런 조정과 타협은 과거와 같이 ‘경성’적
이슈와 ‘연성’적 이슈가 분리 가능할 때 접근 가능하다. 현대적 의미의 국가
이익과 국력은 ‘정보기술’이 ‘경제’이고, ‘경제’가 ‘군사’ 문제이며, 혹은
‘국가역량’의 총합적 개념에서 합산되어 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양희철,
2021.9.26).
패권 도전국인 중국이 현 패권국인 미국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꾸준한
갈등이 제기될 것이며, 두 국가 나름대로의 동맹국을 결집하여 이해관계
를 바탕으로 서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향후 양보 없는 해양에서의 패권
싸움이 지속될 것이며, 그 안의 중심 키워드는 해양패권, 해양안보, 해양
권익 등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주민욱, 2021.9.6).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많
은 정책이 이러한 관점에서 제정되고 있다. 미국은 최악의 관점에서 중국
을 바라보고 있으며, 미국의 행동에 중국이 반응하면서 악순환이 계속되
고 있다(김민정 외 역, 2020: 43).
국가 간 전쟁이란 작정하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연하게 발생하게
된다. 심지어 의도한 전쟁마저도 우연한 기획에 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미중 간 투키디데스 함정은 상호 협력을 전제로 충분히 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란 우연찮게 발생하고, 확전하는 경향이 있고,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통제한다고 해도 한계는 있는 법이다(정삼만,

660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2021.9.12).214)
패권경쟁에 빠진 미중간 서로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약한 고리에서 충
돌이 발생할 수 있고, 대표적인 지점이 한국, 대만 등지가 될 것이다(송명달,
2021.9.6). 미중 간 패권전쟁은 필연적이다. 이는 중국의 행동도 중요하지
만, 미국이 패권국이 된 역사를 볼 때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가만히 용인
할 리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충돌의 시점이다(이준성, 2021.9.8). 중국
이 물량공세를 펴더라도 실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일본, 타이
완, 호주, 인도 등으로 연결되는 해양 방어선을 뚫기에는 해군력이 충분
치 않다. 다만, 타이완은 중국 해안과 불과 200㎞ 떨어져 있어 취약한데,
타이완이 함락될 경우 중국은 제2 도련선을 보다 용이하게 돌파할 수 있
을 것이다. 타이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일본과 미국의 개입은 불가피
할 것이며, 이 경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현실화 될 것이다(BBH,
2021.9.10). 강화된 독재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 타이완 해협이나, 남중
국해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후퇴하든 아니면 전쟁으로 가든 두 가
지 가능성 밖에 없을 것이다. 전쟁은 투키디데스 함정의 현실화를 의미한
다(BBH, 2021.9.10).
대규모의 핵무기 보유국인 미중 간 패권다툼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하
기는 쉽지 않으나 동남중국해나 대만, 한반도 등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이
나 대리전쟁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만약, 미중 간 우발적 무력분쟁이 발
생해서 중국군이 패하게 되면 중국공산당 일당지배의 정당성에 심각한

214) Allison(2017)의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의 내용을
근거로 구상·작성한 시나리오에서 Graham Allison은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개념을 적용했지만 정삼만
은 “War Trap”이란 개념을 적용한다. “War Trap” 개념의 핵심은 완벽한 인간의 합리성이라 할지라도 완
벽한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정삼만, 20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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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이 되므로 중국군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패했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이는 분명히 확전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정호섭, 2021.
9.10). ‘도광양회’의 탈을 벗어던지고 ‘유소작위’를 제창한 중국에 대하여
슈퍼파워를 자처하는 미국은 견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미중패
권경쟁이란 이름으로 전개될 것이다. 단, 과거 러시아나 일본의 사례와
같은 일방적인 결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PJB, 2021.9.10). 결국,
투기디데스 함정이 논의될 수 있는 상황으로의 전개는 미중이 서로 상대
방의 패권을 제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미중 상
호 간 공존을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
역에서 미국을 배제하려는 전략을 중국이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시
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지적인 투기디데스의 함정이 논의될 수
있다(최지현, 2021.9.10).
반면, 투키디데스 함정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미중 간 패권전쟁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21세기 상황과 중국의 대내
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중 간 저강도 긴장(low-key tension) 상황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구민교, 2021.9.14). 군사적 전면전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의 군사적 우
위로 인해 중국이 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전쟁
에 빠져들지 않는 이상, 중국의 지도자들이 합리적인 이성에 의한 결정을 내
린다고 생각했을 때 전면전의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LSH, 2021.9.18).
실제 미중 간은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대만, 일본, 호
주와 한국을 끌어 들여 동맹의 확장을 꾀하고 있으며, 중국은 해양분쟁에
서 밀리면 인도와의 국경분쟁, 미얀마를 지원하여 인도양과 태평양 간 중
간 맥을 끊고, 아세안이 미국의 홀대를 받자 베트남과 필리핀을 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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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간접적 영향력으로 미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최근에 러시아와의 우
호협정을 연장하고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등의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도
미중 간 직접 충돌 가능성은 매우 낮다(윤석준, 2021.9.9). 대만해협이나
동중국해(댜오위다오), 남중국해 등에서 국지적 충돌(전투)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전면전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PYK, 2021.9.12).
미국과 중국처럼 상호 핵보복을 우려해야 하는 국가들 사이에 전쟁 가
능성은 없다. 최근 미중의 군사력 현시(대만해협 항행 등)는 주변국, 동맹
국, 유관국,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결심과 의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전
략적 심리전이나 전략적 여론전에 불과하다(LSK, 2021.9.9).
패권전쟁은 자신이 패권을 잡을만한 힘과 의지가 있어야 하는바, 중국
의 현재 국력이 과연 패권을 논할 만한 단계인지 심히 의심의 여지가 있
다. 중국의 패권 상대국인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퇴보를 거듭한다면 가능
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가정에 불과할 것이다. 외
형적으로는 늘 국제공조를 주장해온 중국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투키디데스 함정의 실현 가능성은 없을 것
이다(김현수, 2021.9.3).
투키디데스가 어려운 이유의 하나로는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
고 있으나 패권국 미국에 비해 경제력, 군사력, 과학, 기술력 등 하드파워
면에서 상당히 열세이고, 특히 소프트 파워인 정치제도, 문화, 가치, 사상
등에서 미국의 힘과 맞설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김석균,
2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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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 헤게모니에 대한 한국의 대응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VUCA)이라는 특성을 갖는 현대 국
제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기후변화, 글로벌 팬데믹, 테러와
전쟁, 미중패권, 인권, 저성장, 빈부격차 등 숱한 난제(wicked issues)가
각국의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은 헌법상
연임제한 규정 삭제 등을 통해 더욱 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
회주의 지향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에서 앞으로 중국이 해양패권을 추구하여 미국을 압도해 세
계 최강 해양국가로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는 우리나라에게 숙명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金新(2020: 115-6)에 의하면, “중국은 ‘블루 해군(蓝水海军)’의 토대

를 형성하여 중미 해권경쟁의 초점이 끊임없이 근해에서 원양으로 연장
될 것이고, 현재 동아시아 육지 주변의 해양에서 태평양으로 이전할 것이
다.215) 현재는 미국의 일극패권(单极霸权) 상황이지만, 동아시아 해권구
도의 균형 추세는 끊임없이 강화될 것이다. 비록, 이 과정에는 여러 변수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 해권구도의 약화는 이미
동아시아 해양안전 질서에서 논쟁할 여지도 없는 사실이다.”라고 한다.

215) 중국은 “블루 해군(蓝水海军)” 건설과정에 속도를 내고, 해양에 대한 영향력과 방사(辐射) 범위도 확대시
키고 있다. 중국 해군의 실력은 군사현대화 목표 아래 비약적 발전을 보이고 있고, “블루 해군” 형성에 속
도를 내고, 원해작전 능력은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다. 2012년과 2019년, 중국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함”
과 “산둥함”이 잇따라 취역하면서, 해군발전 역사상 이정표가 되었다. 최근 몇 년 이래, 중국 해군의 활동
범위가 끊임없이 외부로 확정되어, 근해를 돌파했고, 제1열도 사슬을 여러 차례 관통해 태평양 해역에 진
입했다. 전략적 핵잠수함과 해양기지 탄도미사일 기술의 발전도 중국이 해상역량의 위협력의 방사 범위
를 확대하는 데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중국의 해군역량이 날로 강력해져, 동아시아 심지어 전체 태평양아시아 지역 해역에서 궐기하는 형세를 보여주고 있다(金新, 2020: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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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글로벌 해양패권 실현 가능성 여부
중국이 글로벌 해양패권 가능성은 이미 가시화 되고 있고, 그 근거는
‘기술’과 ‘혁신’의 속도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국제규범’의 단순 참여자
에서 ‘국제규범의 창조자’로서 적극적이라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중국이 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중국의 해양진출은 ‘간헐적’ 진출에서 앞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상시적’으로 진출할 것이고, 이는 ‘계획된’ 항행에서 ‘상시적
이고 일상화’된 항행과 해양활동으로 확대될 것이다(양희철, 2021.9.26).
향후 중국이 해양패권국으로 발돋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
지가 없다. 하지만 미국을 뛰어 넘는 전 세계 해양패권 1인자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너무 많다. 해군력 강화는 현재 속도보다 더 빨라져
야 하고, 전 세계 중국 편에 설 수 있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동시에 보다
유의미한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
아 혹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지역패권 그리고 해양패권 확보를 선결과제로
둘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이를 발판으로 계속하여 세계
해양패권 경쟁에 문을 두드릴 것이다(주민욱, 2021.9.6). 일대일로와 마
찬가지로 중국의 인센티브 제공 능력, 그리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국가
의 상대적 능력에 좌우될 것이다. 현시점에서 중국의 글로벌 해양패권 실
현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LSK, 2021.9.9).
중국은 단지 항모 전투군을 형성하면서 중국의 해외투자와 영향력 증
대를 위해 항모 전투군을 대서양, 지중해, 흑해, 인도양, 북극해에 보내
미국과의 원해상 힘의 경쟁을 할 것이다(윤석준, 2021.9.9). 부분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방식의
해양패권은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미국의 대외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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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에서의 불개입으로 전환될 경우에야 가능할 것이다(최지현, 2021.
9.10). 만약 미국이 국력 재건에 실패하여 유라시아 주변에 군사력을 전
방전개하지 못하거나 동맹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쇠퇴하
면 중국의 힘과 영향력은 지역을 넘어 세계무대로 확장하고 중국은 세계
해양패권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정호섭, 2021.9.10). 문제는 미래이
다. 중국은 ‘글로벌 해양패권’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매년 해군증
강과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지속적으로 견제를 하겠지만 세계 최대의 선박제조 능력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제력 등에 기반한 중국의 행상패권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PJB, 2021.9.10).
한편, 김석균은 중국의 글로벌 해양패권 추구 자체가 실체성이 없는
개념으로 간주한다. 공세적인 해양진출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통제권
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태도에 의해 파생된 용어이다. 오늘날은 대항해 시
대의 유럽과 같이 특정 국가가 글로벌 해양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시
대가 아니다(김석균, 2021.9.6). 세계해양패권은 미국과 일본, 영국, 프
랑스, 독일 등 서방과 인도가 동시에 무너지지 않는 한 중국의 손에 들어
가지 않을 것이다(BBH, 2021.9.10).
결국, 글로벌 해양패권을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사력
(projection power)이 요구되는데, 중국 경제성장 추세를 고려할 때 일
견 가능한 시나리오로 볼 수도 있으나, 그 지속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구민교, 2021.9.14).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
을 미칠 수 있겠으나, 글로벌 해양패권까지 실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송명달, 2021.9.6; LSH, 2021.9.18; PYK, 2021.9.12). 즉, 중국이 처한
지정학적 및 지전략적 환경을 보면 중국이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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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양에 걸친 패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은 실현가능성이 희박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엔 당장 본토의 연안인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가 평온해야만 자신의 본토가 안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 해역에 대한
방어를 위해 A2/AD전략을 세워 외부 해양세력의 접근을 차단하려고 한
다. 물론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들이다. 제1도련, 제2도련 모두 이런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정삼만, 2021.9.12). 역사적으로 현대군 운용 경험
이 풍부한 미국과 동등하거나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중국이 갈 길은
아직 요원하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직면한 과제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거
버넌스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이준
성, 2021.9.8).

(2) 중국이 세계 최강이 될 경우 한국의 전략
중국의 경우, 한반도에 대한 전략에 전환 또는 변혁이 발생하고 있다.
즉, 자극-반응식의 외교 전술이 바뀌고 있다. 한반도 정책은 줄곧 대미
외교의 하위 범주로 간주되었고, 미국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반응이나 대
응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중국은 현재 외교 문제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위상을 높이면서 한도의 ‘미국 문제화’를 ‘한반도 문제화’로 전환시켜 미
국을 포함한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적 도구로 보고 있다(Zheng &
Wang, 2020: 46; 이희옥·수창허, 2021: 199에서 재인용).
미중관계를 지켜봄에 있어 한미관계, 한중관계 설정 문제는 결코 이분
화 된 시각으로 볼 수 없다. 사건별 대응과 시의적 적합성을 바탕으로 합
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다 자주
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문제가 그러하듯이 한중관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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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 간 상호 문제 해결과 더불어 유관 국가 간 다자협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더 넓은 시각으로는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생태계 변화에
따른 공동 대응을 지역적 차원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서로가 주
변 해역에 대한 해양경계 획정에만 몰두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필요한 범
위만큼 차츰 그 논의의 폭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주민욱, 2021.9.6).
對중국 관계는 ‘친중’ 혹은 ‘연중’을 정책기조로 노출하거나 천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국가 이익 혹은 영역별 이익을 세분화 하여, 국가별
‘친’ 혹은 ‘연’ 개념을 강화·확대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양희철, 2021.9.26).
한국은 중국에게 유일하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외교적·군
사적으로 밝힐 수 있는 국가이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이
쇠퇴하는 바, 중국 중심적 중화주의 부활을 기대하는 중국이 부상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 오직 한국의 힘과 국가이익을 극대화하여 미중 간 중간
에 서서 상황 논리에 따른 외교군사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한미동
맹은 이념적 가치동맹의 수준을 넘어 지역동맹과 세계안보에 기여하는
동맹으로 확대된 바, 한미동맹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고민해
야 할 것이다(윤석준, 2021.9.9).
중국이 현재까지 발전해 온 국제사회의 기본 가치를 무시하고 자신들
이 현재까지 추구하는 방식으로 세계 패권국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
약 현재의 공산주의 일당독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최강국이 된
다는 것은 민주주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논할 의미가 없다. 다만, 미
국이 아시아에서 철수하는 방식으로 아시아라는 부분적 지역에서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여전히 세계에는
국제적 규범에 기반하여 세계를 운용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으며
중국과 경쟁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우리나라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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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중국의 패권적 구도로 편입되어 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최지현,
2021.9.10).
중국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 최강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면, 결국 한국의 선택지는 ‘너무 멀지도 않게 너무 가깝지도
않게(不可近 不可远)’의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헤징전략 추구를 위해서는,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될 주
변국들과 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주변국 하나하나
를 상대하는 것은 쉽겠지만, 하나로 연대한 다수의 주변국들을 상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구민교, 2021.9.14).
세계 최강의 자리는 경제적, 군사적 힘만으로 오를 수 있는 지위가 아
니다. 하드 파워와 함께 소프트 파워가 동등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결코
세계 최강국의 지위에 도달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자유, 인권, 법치,
주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폐쇄적 권위주의 체제
는 체제 내부의 모순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진다(김석균, 2021.9.6). 만약 중국이 세계적 패권
국가(아마도 폭력적 국가)가 되어 자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시 한다면, 우
리는 우리의 국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할 것이다
(PYK, 2021.9.12). 이념과 체제가 다른 패권국 중국이 우리의 헌법적 가
치를 무시한다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연
대를 통해 우리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LSH, 2021.9.18).
균형 외교를 해야 하지만, 미중 간에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필요
가 있다(이준성, 2021.9.8). 중국이 2차대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과 같은
압도적 패권국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자유진영과 연대를 통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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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할 필요가 있다(송명달, 2021.9.6).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다하여 인
류의 보편적 가치를 버리고 중국과 유사한 체제의 나라를 만들고,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마저 버리는 최악의 선택이다(BBH,
2021.9.10). 중국이 세계 최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중국 쏠림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국민들의 사고와
정서를 되돌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한미동맹의 가치 또한 새롭게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유용한 가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PJB,
2021.9.10).
한국이 수동적 자세와 전략적 모호성 하에서 계속 좌고우면하면 미국
으로부터 버림받아 결국 일종의 힘의 공백 속에 위치하여 미·중간의 각
축장, 즉 또 다시 전쟁터가 되기 쉽다. 한국은 미국에게 미·중 전략적 경쟁
에서 한국이 중요한 가치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평시부터 확신시키
는 동시에,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서 주권을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자강
(自彊, self-strengthening)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정호섭, 2021: 394-7).
중국이 제1, 2도련을 방어를 위한 Frontier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야말로 세계의 모든 대양을 석권하기 위한 발판출구(Springboard)로 삼
고 있는지는 쉽게 단언할 수 없지만 시진핑의 중국몽이니 인류운명공동
체와 같은 이념적 구호를 보면 중국의 대전략이 기존의 적극방어에서 사
실상 제국주의 팽창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도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미래에
도 변화하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서해가 조용하고 평화롭다 해서 그저
안심하고 방심할 때는 아니다. 중국의 삼십육계(三十六计) 중 첫 번째가
만찬과해(瞒天过海: 하늘을 가리고 바다를 건너다) 전략이다. 평화가 의
도적인 전략이라면 방심하다 당할 수밖에 없다. 6·25를 포함, 중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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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관계를 고려할 때 결코 방심할 때는 아니다. 위성국, 속국, 식민지
라는 용어들이 결코 새롭지 않게 느껴질 뿐이다. 친중이나 위성국가의
길, 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연대의 길이든 모두 우리의 생존과 번영
과 직결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론적으로 엄연히 주권국
가로서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특히 외교정책에 관한 한 지정학적·지전략적·지경학적 상황을 고
려할 때 주권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결정 및 실행에 적잖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친중이나 위성국의 길, 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연대에 참여 등을 고려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국가
차원의 ‘대전략(Grand Strategy)’를 세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천명,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우리 스스로도 세계에 공표할 수 있는 대외정
책에 관한 전략의 원칙이나 비전이 있어야만 상대도 함부로 보지 않을 것
이다. 역으로 우리가 이러한 대전략 원칙이나 비전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상대는 우리를 더 무시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략의 부재는 방향의
부재와 계획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에도 무전략은 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 상대에 대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 인권, 법치, 시장경제 등과 같은
자유주의 진영의 가치와 전략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중국적 가
치와 중국의 위성국가가 되기를 원하는지 대전략서에서 밝히면 된다. 우
리의 국익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면 된다는 의미이다(정삼만,
20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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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해양 이슈별 한국의 전략
1) 남중국해 전략
(1) 남해구단선 이슈
중국은 고대부터 자국민이 어업을 해온 수역이라는 ‘역사적 권원
(historic title)’ 논리를 내세우며 남중국해 구단선 내 수역을 자국 관할
수역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구단선 내의 난사군도, 서사군도
의 영유권과 중국이 산호초에 설치한 인공섬의 영해를 주장하고 있다. 구
단선에 의한 중국의 해양관할권, 해양자원에 대한 주장은 남중국해 연안
국과 심각한 해양분쟁을 초래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에 절대
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 등에는 심각한 해양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이익을 중시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시행하
는 미국과 자유진영은 자유로운 통항을 방해하는 구단선을 인정하지 않
고 있다. 필리핀의 제소로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는 무효 판정216)을 하
였다(김석균, 2021.9.6).
중국이 남해구단선을 주장하는 것은 ‘주권’이 아니다. ‘주권적 권리’가
있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다(남중국해 상황에서 주권과 주권적 권리는
엄청난 차이를 가진다). 중국의 구단선 주장의 문제점은 과연 ‘주권적 권리’

216) 중재재판소는 ⅰ) 구단선 내의 수역에 대한 역사적 권원 주장은 「협약」 상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ⅱ)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은 영해를 가질 수 없고, ⅲ)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난사군도, 서사군도는 바위
거나 간출지로서 EEZ을 창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중국은 일방적으로 진행
된 판결이기 때문에 “무효이며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판결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이익은 어떤 경우에도 동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단선에 의하면 남중국해의 3분의 2이 이상이 중국의 관할수역에 포함되고, 역사적, 법적, 실체적 근거
없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지도에 의해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중
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그치고 있다(김석균, 2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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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협약」 상 근거가 없다.
그리고 아직도 이에 대해서 중국이 설득력 있는 자신의 입장은 「협약」 관
련해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중국이 주장하는 ‘해양운명공동체론’이 자국의 해양패권 확보를
위한 위장전술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최지현, 2021.9.10).
중국이 계속 구단선의 역사적 권원217)을 주장하는 것은, 연안국과의
양자 협상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본다. 가령, 베트남과의 통킹만 어업
협정이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이준성, 2021.9.8). 여러
민족들이 바다에서 배타적 권리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였던 시기에 어느
일방이 이용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그쪽만의 배타적 영토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설혹 그런 기록들을 논거로 배타적 관할권이 인정되려면
국제사회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나, 국제중재재판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
고 있다(송명달, 2021.9.6).
구단선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한 주장이 오늘날 국제법(「협약」)
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사적 근거에 의한 주장도 그것이
「협약」에 부합해야 하는데, 중국이 자국의 권리 확장을 위한 일방적 주장
에 불과하다. 문제는 중국이 이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자기 주장
을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PYK,
2021.9.12).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UNCLOS가 새롭게

217) 마오쩌둥(중국)의 구단선은 현대적 시각에선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중국 특유의 지정(地政) 인식을 반영
한 경계획정 원칙이다. 마오쩌둥 시기 중국이 구단선을 설정한 것은, 19세기 프랑스의 침략에서부터 아편
전쟁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치욕의 역사’를 만회하기 위한 중국의 주권행사라고 주장한다. 구단선은
1930년대 장개석이 서구의 침략을 계기로 영토주권을 재인식하며 시작한 섬 영토수복계획에서 시작하지
만, 중국은 그 역사적 권원을 수천 년 전 주나라의 주역(易經)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배경에서 현
대 구단선은 중국이 동남아시아해역(남중국해)의 섬 영토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상징한다(이준성,
2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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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한 EEZ 개념과 충돌된다. 중국 내부에서의 구단선에 대한 주장 또
한 ‘도서귀속선’, ‘역사적 권리’, ‘역사적 수역’ 등 다양하게 분리되어 있
었다는 점도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적 근거의 취약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양희철, 2021.9.26).
이처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
는 일방적인 선(사실상 선도 아님)으로 중국 주장에는 심각한 오류가 존
재한다. 분쟁수역이나 중첩 수역에서의 해양경계는 이해당사국 간 합의가
기본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이 일방적으로 9개 마디를 그것도 이어지지
아니하고 경위도 표시도 없는 선을 경계선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는 이
미 국제중재재판소에서도 무효로 판정한 바 있다. 남중국해 이해당사국
들도 구단선의 법적 효과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김현수, 2021.9.3).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은 남해구단선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나갈 것이며,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
이다. 이는 중국의 안보, 해양권익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단순 대화로 풀
릴 문제가 아니다(주민욱, 2021.9.6). 문제는 구단선 의도의 실현가능성
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너무 늦었고 이미 상황은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다. 먼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행동을 제재하고 멈추게 할 수
있는 현실적, 정치적, 법적 방안이 없다. 중국은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여
건설한 인공도서에서 결코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중국몽과 중국 민족주의의 상징이 된 남중국해를 포기하는 것은
시진핑을 포함, 중국 내 어느 지도자라도 수용하기 곤란한 일이 되었다.
결국, 인공도서 건설 및 군사화로 남중국해는 중국의 바다라는 인식이 거의
기정사실화(a fait accompli)되고 있는 것이다(정호섭, 2021: 241-2).
2014년 이후 중국이 추진해 온 구단선 내 남중국해 7개 도서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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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인공섬 조성은 지금까지의 실효지배를 보다 강화하여 영유권 확보
를 확실히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매립을 통한 인프라 정비계획이
언제 완료될 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아마도 중국은 향후 이들 시설을
군사화하여 전투기부대 및 잠수함, 함정 및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고 더
나아가 동남아 인접국들이 실효지배중인 모든 도서를 점령하여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실효지배를 확립하는 것으로 보인다(윤석준, 2021.9.9). 베
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무력화 시도를 할 것이
다. 결국은 이의 실현가능성은 중국의 국력과 주변국들의 반발의 강도에
달렸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송명달,
2021.9.6). 이미 미국 등 전문가들은 중국의 우세를 되짚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나를 중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윤석준, 2021.9.9).
또한, 중국이 구단선 이내의 해역을 자신의 내해(internal waters)로
확보하려는 것도 실현가능할 것이다. 이유는 회색지대전략의 적용 때문
이다. 내해에선 무해통항마저 허락이 되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들이 남중
국해서의 미중경쟁에서 미국이 패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도 미
국은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자신마저
UNCLOS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게 묻고
있다. Whose rule are you talking about?(정삼만, 2021.9.12).
중국은 우월한 경제력 동원과 함께 대규모 해공군력과 민병대를 동원
하여 남중국해의 암초들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해 나가고, 미국 등 서구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의도가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BBH, 2021.
9.10). 향후 중국은 아세안국가와의 협약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국제법
으로 보장받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LSK, 2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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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중국이 구단선 주장과 2016년 중재재판 판정 무효를 주장
하고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란 사실상 어렵다. 중국 입장에서
는 구단선 주장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권리를 아세안 소속 국가들에게 양
보를 얻어 내는 것이 목표이며, 그 전략 방안으로 양자협상을 고집하고
있다. 미국이 이 점을 간파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국의 약한 고리인
남중국해 주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간여하고 상대방 아세안 소속 국가
들을 상대로 외교적 연대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최지현, 2021.9.10).
미국은 결코 중국이 구단선을 실현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관련국들
과 함께 중국을 봉쇄할 것이다. 북, 서, 남쪽이 육지이고, 동해 쪽도 러시
아와 북한에 의해 가로막힌 상황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연결되는 동쪽의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나가려는 중국을 미국은 동맹국들과 연합해
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묶어둘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해양진출이 글로
벌 패권전쟁에서 중요한 결정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
중국해, 동중국해는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등 전략 물자를
수급하는 핵심적인 경로이기 때문이다(PJB, 2021.9.10).

(2) 남중국해 관련 우리나라의 전략
중국에게 있어 동남중국해는 중국경제를 지탱하는 해상교통로이자 지
하자원의 보고이다. 해양주권 수호라는 슬로건은 민족주의 의식 고취를
통한 공산당의 정통성 확보와 권력 강화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군사력 증강을 통한 동남중국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LSH, 2021.9.18). 남중국해 분쟁의 핵심
은 해당 지역(아세안과 중국 근해와 본토)에 자유롭게 군사력을 투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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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슈에 개입하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려는 미국과 이를 저지
하려는 중국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핵심이익’으
로 규정하고 핵심이익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군사력 사용 등 강도 높은 조
치를 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LSK, 2021.9.9). 남중국해 문제
는 분명 향후 동중국해 문제와도 결부되어져 지역안정 유지에 위협 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해양패권 강화 측면에서 이 두 해역은 절대
적 상징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주민욱, 2021.9.6).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해상교통로(SLOC: Sea Lanes/Lines Of Communication)의 안전 확보
는 국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이 점에서 남중국해의 안전 확보가 중
요하다(PYK, 2021.9.12).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해상안보상 최우선 과제는 서해와 제주도 남방 해역의 안
전과 평화이기 때문이다(LSH, 2021.9.18). 그렇지만, 이런 중요성에 비
추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전략은 매우 제한적인 것
이 현실이다(PYK, 2021.9.12).
중국이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태와 공세적 해양 관할권을 추구하는 것
은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의 해양권리와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크게 위
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유,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과 수출입 화
물의 수송을 남중국해, 동중국해의 해상교통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석균, 2021.9.6). 만약,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은 곧 동중국해로 확산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남방해로는 완
전히 막혀 결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거쳐 일본 열도 우측으로 우회하여
일본 스가루해협을 통과, 동해로 들어와야 한다(정삼만, 2021.9.12).
남중국해에서의 안전한 해로 확보는 한국의 전략적 및 경제적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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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상당한 중요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남중국해 이해당사국
과의 해양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평시의 안전 항해 확보는 물론 위기 시에
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김
현수, 2021.9.3). 지금보다 좀 폭넓은 방향에서 아세안 소속 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미중 긴장이 고조될 때 아세안과 우리나라가 전략
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최지현, 2021.9.10). 남
중국해에서 미중 대립이 격화되어 해상교통이 차단되었을 경우에 대비해
우회항로 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비용 증가 등)와 함께 항행의 안전을 위
한 바닷길 정보 취득,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체제 구
축 등이 필요하다(PYK, 2021.9.12). 남중국해 분쟁은 우리의 경제적 이
익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과의 다자간 협
력에 적극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김덕기, 2021.9.5).
다만, 남중국해 분쟁이 한국이 남해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거쳐
말라카해협과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항로(Sea route 또는 Sea lanes)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218) 안보 전문가들은 그 부작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우회항로도 크지 않고 단지 기간만 좀 더 걸
린다는 현실이다(윤석준, 2021.9.9).
한국은 국제법에 의한 해결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항행의 자유
권리 보장 등 3개 원칙을 선언하였다(윤석준, 2021.9.9). 우리 외교부는
2016년 7월 13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

218) ⅰ) 중국도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권리’의 호혜국이다. ⅱ) 만일 중국이 남중국해와 일반 항로 간 간격을
봉쇄하고자 하면 막대한 해군력이 요구되는 비효율적이다. ⅲ) 우발적 분쟁이 발생하여 항행의 자유를 제
한하여도 중국은 대체 항로를 제시하고 연안국들은 이를 이용할 것이며, 부작용은 이란·이라크 전쟁 시와
같이 운송료 상승과 보험료 상승이다(윤석준, 2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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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
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
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양희철, 2021.9.26).
남중국해 분쟁의 경우, 우선, 우리의 군사동맹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안보협력 측면에서 미국을 옹호할 필요는 있지만, 남중국해 미중 충돌은
엄격히 UNCLOS에 기반한 입장을 피력하는 게 중요하다. 일본과의 관계
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센카쿠, 댜오위다오 섬 영토 문제
에 대해서는, 중국과 뜻을 같이하여 일본의 무리한 해양영토 주장의 논리
와 국제적 여론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남중국해 구단선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협력해 중국의 논거와 국제적 입지를 취약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남중국해 해양경계획정은 거시적으로는 우리와 연관이
없지만, 미시적으로는 이어도 해역 해양경계획정 문제에도 비슷한 협상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본을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이준성,
2021.9.8).
남중국해 문제와 서해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오늘의 남중국
해가 내일의 동중국해, 서해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응논리는 베트남, 필리
핀 등과, 해공군력 건설, 협력은 미국, 일본 등과 함께할 필요가 있다. 군
사력도 경제력과 기술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경제력, 기술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랜 전통을 가진 영국과 프랑스, 독
일 등과 함께 동유럽권의 우수한 군사기술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
다. 중국이 북극해에 대해 주장하는 논거를 활용하여 반박할 필요도 있다
(BBH, 2021.9.10).
해상교통로는 너무 방대하여 어느 나라 해군이라도 혼자 방어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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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직 억제가 기능할 뿐이다. 해상에서 위협세력이 도발을 하려 할 때
주변이 한국 해군과 해경의 영향권이라고 인식되면 도발을 주저하게 된
다. 이것이 억제력이자, 군의 현시능력이다. 특히, 해군과 해경 함정은 이
동하는 해상 영토로서 그 영토의 영향력이 클수록 억제력은 커진다. 함정
은 탑재하고 있는 무장과 센서(sensor)로 그 영향력이 결정된다. 이러한
해상 영토가 한국의 생명선 바닷길을 따라 국가의 힘과 영향력을 현시(显
示)하면서 국가번영과 경제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힘과 영향

력은 해양 전구(战区)인 아·태지역 내에서 세력 공백을 예방함으로써 전
쟁억제 및 지역 해양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의 해군과 해경
은 점점 불확실해지는 지역 해양안보 환경 속에서 무역국가로서 한국이
경제발전과 번영은 물론, 국가주권과 자유·민주라는 국가 정체성을 스스로
지켜나려는 의지와 능력의 상징이라 볼 수 있다(정호섭, 2021: 403). 우
리는 미국과의 공조 하에서 자체 해군력을 증강하여 그 작전범위를 확장
할 필요가 있다(PJB, 2021.9.10).
대중 무역의존도가 현재와 같이 높은 상태에서는 중국의 입장을 무시
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대중 의존도를 어느 정도(현재의 절반 수준) 낮추
게 되면 미일과 같이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이다(송명달,
2021.9.6). 즉,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와 해양권익 수호를 위
해서는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안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미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에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안전한 해
상교통로’의 확보를 위해 미국 등 동맹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
다(김석균, 2021.9.6).
중국은 미국의 서태평양 개입 차단을 위해 A2/AD 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만 또는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발하면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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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의 지원 가능성 차단 및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치·군사적 지원
을 억제하기 위해 강압적 위협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유사시
중국의 한반도 개입차단전략을 수립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김
덕기, 2020: 157-9).
그동안 남중국해 해상교통로의 안전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의 해양패
권에 무임승차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지역에서의 분쟁 발생으로 인해
해상교통로가 통제 또는 거부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부각되는 경항모 도입도 그 연장
선에서 보아야 하며, 미국 주도의 쿼드(Quad) 가입 등도 적극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구민교, 2021.9.14).

2) QUAD 전략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패권의 일환으로 중장기적으로 제1도련선, 제2
도련선, 제3도련선을 한 단계씩 돌파하려는 전략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반면에 서구는, 특히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안보협의체
(QUAD)’를 통해 대중국 견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1) QUAD 관련 한국 위상219)
한국은 그간 미중 갈등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정세는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으며 또
그 수단의 확보도 가능해 보인다.

219) 이철 박사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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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해양전략에서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쿼드참여 여부로
대변되는 미중대치 상황에서의 대응전략이다. 쿼드 4개국과 중국의 관계
는 동시 하향세에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방향 변화 가능성도 없다. 이는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배경이다.
상황은 쿼드 4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틀 내에서 더욱 긴밀하게 움
직이도록 자극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인도-태평양 전략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清华大学战略与安全研究中心, 2021.5.6). 인도-태평양 전
략은 지금의 무형의 개념에서 구체적인 군사 기제로 점진적으로 유형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쿼드는 핵심적인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
로 전망된다.
Erik French는 한국에게 다음 세 가지를 주장한다(French, 2021). 첫
째,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에 걸친 억제력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을 증강하기 위해 대양(blue-water) 해군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한 미국과의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인도
-태평양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함께해야 한다. 셋째, 한국이 강력한 다자
간 인도-태평양 안보 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로 인한 혜
택을 보게 될 것이다.
Erik French의 주장은 다소간 미국 중심적이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및 서방을 지지한다는 점에 이견은 없을 것이나
그 방법과 일정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
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상황의 전개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한다. 하나는 한
국이 미중 사이에서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아져 있으며 향후에
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중국에게 있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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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레버리지로 사용하고 있는 북한 카드의 유효성이 소진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상 중인 가상 적국 외의
인접국가와의 긴장을 해소해야 한다. 동시에 타이완을 제외한 다른 인접
국과의 교전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
가는 중국 시점에는 대한민국이다. 미군이 수십 년간 주둔하고 있으며,
이미 한번 전쟁을 한 상대이기도 한 대한민국은 중국에게는 예비군을 포
함하여 3맥만이 넘는 병력과 세계 상위의 군사력, 그리고 충분히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의 잠재적 위력이 클수록 중국은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대비책
없이 타이완이나 미국과 교전하기 어렵다. 즉, 현재의 정세에서 한국의
전략 방향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정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카드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거나 한국
의 전략적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한국
을 최선을 다해 우군, 최악의 경우에도 중립을 지키도록 만들 수단이 절
실해 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통일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해 본다.
이미 중국은 한국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징조도 보인다. 앞서 소개한 曹辛의 중한 관계 안정화 주장이 바
로 그것이다. 曹辛이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지만 이상의 세 가지 이슈
는 모두 남북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중국은 북한 카드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남북한 통일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 이렇게 통일 카드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
다. 만일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 가능한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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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일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선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유력한 수단은 대한민국이 부강하고 강력
한 국가로 나아가는 모습을 미중 양측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
다. 우리는 미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미중 모두를 우리가 생각하
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핵공유 협정 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다.

(2) 중국의 도련선 전략
중국은 세계에서 태평양 해양 방어선을 설정한 유일한 국가이며, 이는
방어적 개념이다. 제1, 2, 3 도련선은 가상 방어선이나, 미국 등 서방 전
문가들은 마치 중국 해군이 이를 근거로 해양 팽창을 지향한다고 평가하
고 있다. 2015년과 지난 중국 국방백서는 중국의 해양이익과 이해가 적
용되는 해양이면 어느 해양이든 해군력을 파견하여 자국민과 자산을 보
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제1도련은 200마일 EEZ이 중복되는 법
집행의 문제이자 국제법적용원칙의 문제로서 중국은 해군보다 해경을 투
입하여 법집행 차원으로 접근하여 이를 회색지대 전략으로 구사하고 있
다. 미국, 인도, 호주, 일본의 QUAD는 임시적 안보협의체로서 공동선언
문도 없고, 호주와 인도 간의 이견이 여전히 상존한다. 단지 Malabar 훈
련(2021년 8월 호주, 일본, 인도, 미국의 해병대는 필리핀 해에서 해상
합동훈련 실시함) 시에 4개국이 참가하여 Malabar와 QUAD 훈련과 혼
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QUAD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tool이나 동아시아 국가에게는 부담이자, 사무국 등이 없는 ad hoc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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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대부분 아세안 연안국들은 반대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등이다.
중국 해군은 이미 소야와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배링해와 태평양 원해에
서 해군훈련을 하는 수준으로 이미 제2도련을 넘어서고 있다(윤석준,
2021.9.9).
현재 구도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QUAD로 인해 ‘전략’적 의미의
진출과 활동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미국과 QUAD는 동시에(역으
로) 현재 미국이 주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항행 자유”, “타국 EEZ에서의
군사 활동”의 문제가 ‘중국’에 의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를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의 도련선 전략은 단기적 실현가능성 외에, 장
기적으로 중국이(현재는 미국이 활용하고 있는)미국의 ‘항행의 자유
(FON)’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경우에 대한 ‘전략적 역(逆) 활용성’
과 ‘지역해 전략’의 새로운 대립 요소로 제고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다(양희철, 2021.9.26).
중국의 글로벌 강국전략은 선형적 확장 또는 1차원적 접근 전략이 아
닌 바둑의 포석, 또는 점-선-면의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다시 말해, 1도
련, 2도련, 3도련이 중요한 참고점이긴 하나 중국의 글로벌 강국전략은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지리, 군사 제반 영역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이미
상당 정도 진행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강국이 아닌 글
로벌 강국을 위한 ‘점(点)’을 곳곳에 설치해 두고 있고 더욱 이를 늘려가
고 있다(LSK, 2021.9.9).
그 실현 가능성은 결국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을 억제하고 통제하려
는 미국의 의지가 확고하나, “안미경중(安美经中)”의 딜레마를 안고 있는
주변국들은 미국의 전략에 전력으로 다해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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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은 중국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구민교, 2021.9.14).
중국은 자신의 해양권익은 자신들의 노력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
라 그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음을 확인한 상태라 계속하여 힘을 통해 열세인
주변국을 찍어 누르려는 태도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
나갈 것이다(주민욱, 2021.9.6). 만일, 미국이 유라시아 주변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전방 전개하지 못하거나 Hub-and-Spokes 동맹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쇠퇴하면 중국의 힘과 영향력은 서태평양을 넘어
세계무대로 확장하고 중국은 세계 해양패권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호섭, 2021.9.10).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계속 불화하고, 인도의 국력
상승이 완만할 경우,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의 대외정책을 지지해 줄 경우
중국의 도련선 돌파는 실현될 수도 있다(BBH, 2021.9.10).
21세게 중국은 미중패권 경쟁이란 틀 속에서 원양으로 진출하려고 하
고 있다. 도련선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주목걸이 전략으로 인도양까지 진
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쿼드 등을 통해서 중국견제를 본격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는 지켜볼 일이기는 하지만 당장
은 쉽지 않을 것이다(PJB, 2021.9.10).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
한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보다 중국의 국력이 쇠퇴하는 순간이 올 가능성
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최지현, 2021.9.10).
오늘날 첨단과학기술 발달로 인해 전쟁의 양상도 과거의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 새로운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제2
도련선, 제3도련선 같은 공간 확보전략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예컨대
새로운 레이저 무기, 인공위성을 활용한 공격, 극초음속의 미사일 개발
경쟁(미국, 러시아, 중국 등), 첨단 무인기기 활용 증가 등이다. 이러한 새
로운 무기도입이 이런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PYK, 20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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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의도대
로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 이유는 국제규범과 해양이용질서에 반
하는 방식으로 공세적인 해양팽창을 추구하는 중국의 행동에 대하여 역내
국가들과 미국을 비롯한 ‘자유로운 통항’을 지지하는 동맹국들이 적극적
으로 반대하고 직접적인 대중 견제 행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김석균,
2021.9.6). 중국이 자국 중심주의를 드러내면서 아시아태평양 주변 국가
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지속하는 한, 미국의 중국 견제정책은 효
과를 발휘할 것이다(송명달, 2021.9.6).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
들도 인도태평양지역에 새로운 지역질서가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해군전력을 투사하여 대중 포위망 형성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은 쉽게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LSH,
2021.9.18).

(3) 한국의 QUAD 전략
한국의 경우, 한중관계와 지역평화를 위해 QUAD 가입에 소극적 자세
를 취할지 아니면 한중 양국 간 잠재적 해양갈등을 미연에 방지·준비하
고, 동맹국 간 유대관계를 견고히 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할지
고민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옳
다. 다만 그 과정은 단계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역
할분담에 있어서도 옵저버 역할에서 그칠 수 있는 부분과 보다 적극적으
로 개입하여 풀어갈 사안을 상호 구분할 필요도 있다. 중국의 해양권익
확장 및 남중국해 해양질서 훼손에 대해서는 염려는 표하되 적극적이지
말아야 하며, 반면 동중국해 문제, 한국과의 해양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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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국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내며 다자협력 측면으로 중국을 압박해
나가야 한다(주민욱, 2021.9.6).
QUAD 가입할지에 대해 견해가 갈린다. 중국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상
황에서 QUAD 가입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므로, 가입에 신중
할 필요가 있다(송명달, 2021.9.6).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간 서로 러브콜을 받는 입장으로서 안보 상황이
미중 간 전략경쟁으로 오히려 호기를 맞고 있어 QUAD에 쓸데없이 가입
할 이유가 없다. 첫째,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우선이고, 둘째, 동북아 최
북단 한국이 QUAD에 가입하여 기여할 공간이 없고, 셋째, 한국이 가입
하면 QUAD가 아니라 이름이 수정되어야 하고, 넷째, QUAD는 제3국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중국과 서해에서 북한 관련 불편한 관계에 있는 한
국이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일부 암체어 국제정치만 논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마치 QUAD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국이 고립되는 것으로 인식
하고 가입을 주장하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과
핵위협을 억제하여 QUAD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아시
아 전체에 기여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중견국이다(윤석준, 2021.9.9).
반면, 중국은 1:1 격파, 곧 연횡책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QUAD 가입
은 중국의 압력을 막아주는 이점과 함께 對중국 공동전선 참가에서 오는
경제적 불이익도 가져다 줄 것이다. QUAD에 참가하되 중국의 공격 제1
표적이 되지 않게 그 불가피성을 중국에 사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BBH, 2021.9.10). 미중 간 전략경쟁 상황을 고려해 쿼드 가입 가능성을
봉쇄할 필요는 없으나, 한국의 안보실현, 한국 경제성장과 발전공간 확
장, 주변 환경 안정과 한반도 문제 해결 등의 전략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
해서는 ‘한미동맹의 건전한 발전과 한중 전략관계의 내실화’ 전략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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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전히 추구해야할 방향이다(LSK, 2021.9.9). 중국의 눈치도 보면서
미국 등 서방의 기대도 저버려서는 안 되는 복합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밖
에 없을 것이다(PJB, 2021.9.10). 쿼드가 대중국 견제의 목적만 가지고
있다면 가입할 필요 없다. 다만 역내에서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충분히 가입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대변하는
것이 필요하다(최지현, 2021.9.10). 가입 여부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
며, 가입이 불가피할 경우 중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반발을 최소화
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싸드 때의 정책 및 외교적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PYK, 2021.9.12).
그러나 쿼드가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감안하면, 한국의 참여는 한
미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의 쿼드 가입을 촉구하는 미국의 여론
을 보면, 쿼드가 한중 간 경제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VOA,
2021.5.19). 이미 쿼드에 가입한 인도나 호주의 사례를 주시하며, 대중
관계에서 얻을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이준성, 2021.9.8).
절대적 선택의 문제라면, 단기적 경제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참여하는
것이 장기적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수는 QUAD의 강
력한 연대와 ‘중국 위협론’이 국제적 범위로 확산되고, 중국의 세계경제
에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
중국의 성장과 세계적 패권국가로의 성장은 분명 우리나라의 ‘결정권’ 혹
은 ‘주도’적 역할을 대폭 억제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양희철, 2021.9.26).
현 정부는 무역의존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등 중국과의 관계
를 의식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자유로운 통항과 해상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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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안전에 핵심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는 우리
의 안보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경제, 무역문제와
우리의 해양안보 문제는 분리하여, 해양이용 질서를 위협하고 국제규범
을 무시하는 중국의 해양팽창에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들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역안보 협의체인 쿼드의 참여는 우리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안보동맹을 확고히 하고, 중국의 위협에 굴
하지 않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해양안보를 자주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의미가 있다(김석균, 2021.9.6).
한국은 미중경쟁의 사안별 한국의 입장을 정립하여 대응해 나가되 최
악의 경우 인·태전략 대 일대일로의 격한 충돌과정에서 양측으로부터 한
국이 양자택일을 강요당할 시 인·태전략 불참은 분명히 한미동맹 위상
추락을 의미하는바 한국은 ‘쿼드 플러스(QUAD plus)’에 참여하되 그 후
유증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정삼만, 2021.9.12).
그러나 사실 한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는 무의미한 질문이다. 본질적으
로 한·미 상호안보조약 의거 한국 영토 내에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주둔
하는 것은 한국이 미중 지정학적 경쟁에서 어느 편에 서있는가를 보여주
는 가장 단적인 증거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라는 사
실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이니 安美经中이니 좌고우면하
니까 중국은 2017년 THAAD 사태와 같이, 한국을 미(美) 동맹체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the ‘weakest link’)라 생각하며 한미관계를 이간시키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감소시켜 자국의 영향권으로 편입시
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정호섭, 2021: 392-4).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감사해 하거나
한국을 더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일 것이다. 반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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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능동적인 전략은 중국에 우리의 국익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제공할
것이다(구민교, 2021.9.14). 늦긴 했지만, 참여를 통해 쿼드의 방향성 설
정에 우리의 입장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
다(LSH, 2021.9.18).

3)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인 해상민병대 대응전략
중국은 국제적인 분쟁 수역에서 해양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군
이 아닌 해상민병대나 민간을 활용하여 도발하는 전술이나 전략인 회색
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충석 외, 2020: 6).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중국 해군 및 중국해경과 협업을 하고, 군인과 민
간선원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활용하여 그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bility)
전략을 추구한다. 이들은 국경순찰, 감시, 정찰, 해상교통, 조사와 구조,
전쟁 시 해군작전을 지원하는 보조업무를 맡는다.

(1) 해상민병대 활용 의도와 위험성
중국 해군이 미해군과의 비대칭전략으로 그리고 중국이 분쟁수역에서
주권을 야금야금 확보하기 위해서 해상민병대를 활용하려는 전략적 의도
와 그 위험성은 무엇일까?
중국의 근해에서 해양영토 및 관할권 수역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짐
에 따라 인민해방군(PLA)은 1990년대 이후 비군사적 국가 행위라는 새
로운 미션을 공유하는 타이완 시나리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2000년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전방위는 ‘군민공동육해변경관리’
라고 기술했다(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PRC,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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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o & Panter, 2021: 10에서 재인용).
이후 중국은 점차 해군 중심 접근으로부터 점차 중국의 해양주권과 이
해관계를 수호하기 위해서 다수 행위자, 업무분담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2005년부터 중국은 해군의 역할을 선호하는 대신에 해양분쟁 및 위기 상
황에 대한 최전선의 대응 방식으로 해양법 집행기관 및 해상민병대
(maritime militia)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해양법 집
행력을 행사하고 있다(Huang, 2015: 291; Erickson et al., 2019; Luo
& Panter, 2021: 10에서 재인용).
비록, 미국이 분쟁지역의 해양영토 소유권 관련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 해양주권과 관할권 주장은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이해관계
등에 도전을 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중국의 EEZ 내에서 작동하는 외국
군함 및 항공기 활동을 규제·제약할 권한을 확대하려 한다(Luo & Panter,
2021: 10). 이는 항해자유와 충돌되고, 미중 간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 및 항공기 간에 마찰의 중요 원천이 되고 있다(O’Rourke, 2018: 8
–12). 둘째, 미국 동맹관계, 특히 중국과 미결된 해양영토 및 경계분쟁을
겪는 일본과 필리핀 그리고 미국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Taffer, 2019). 셋째, 중국은 세력 확대를 꾀하면서 서태평양을 포함할
목적으로 반접근(anti-access) 및 지역거부 역량(area denial capabilities)
을 강화시키고 있다(Mastro, 2019; Biddle & Oelrich, 2016; Martinson,
2020)(이상 Luo & Panter, 2021: 11에서 재인용).
2009년에 발생한 Impeccable호 사건, 2012년의 Scarborough Shoal
점거 사건, 2014년 Paracel Islands 해역의 해저자원 채굴사건, 2015년
의 Lassen함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중국의 해상민
병대가 중국 해군 및 해경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해상권익을 수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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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LSH, 2021.9.18).
해상민병은 국제법상 그 성질을 정확하게 정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
후 새로운 국제적 갈등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해
분쟁에서 ‘해상민병’에 대한 기존의 전시법과 평시법 상의 영역 구분이
모호하게 진행될 여지도 있다(양희철, 2021.9.26). 현재 미국이나 서방의
일부 국가들은 중국의 해상민병대를 ‘해상게릴라’라고 하지만, 중국은 이
를 부인하고 있다.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그동안의 운용사례를 보면 단순
한 어부라기보다는 해상게릴라적 특성을 띈 준군사적 조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정삼만, 2021.9.12).
한편, 해상민병대가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인가에 관해 견해가 갈린다.
윤석준은 중국의 해상 민병대(milita)를 마치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한다.220) 최지현도 미해군에 대한 비
대칭 전략으로 해상민병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전략 분석이라
고 본다.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오히려 주변국의 남중국해 해양 진출을 저
지하고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전략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미국의 해군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으로 보기는 어렵다(최지현,
2021.9.10).

220) 우선, 회색지대는 전시와 평시 구분이 어려운 상황으로 남중국해에서의 회색지대 이론은 해경의 법집행
인가 아닌 해군력에 의한 해양통제 개념인가의 혼란이 있다. 하지만 평시로서 「협약」이 적용되는 법집행
차원이며, 중국해경이 확장되어 투입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하이난다오에서의 민간 선박을 활용한 해
상민병대이나 무장이 없고, 정규전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들은 중국해양국(SOA) 통제를 받는
선박으로 정의해야 한다. 실제 중국 어선들은 어업을 선호하지 지방정부 명령에 의해 민병대 역할을 하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석준, 2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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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회색지대의 전략적 특징
구분

내용

애매모호성

전쟁도 평화도 아닌 애매모호한 강압, 갈등으로 이익 쟁취

전략적 점진주의

한번에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상대방의 이익을 잠식

살라미 전술

이슈를 쪼개어 전략적 의도를 숨기며 이익 극대화

출처: 김덕기(2021.9.5)

반면, 미국 싱크탱크인 Rand Corporation은 중국의 “회색지대”라는
용어를 중국의 해양전략 분석 차원에서 사용하면서 “회색지대란 중국이
국제적인 분쟁 수역에서 해양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군이 아닌 민
병대나 민간을 활용해 도발하는 전략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고충석
외, 2020: 6). 2015년 9월, 미국 특수작전사령부는 「회색지대백서」를 발
표하여 “회색지대”를 규정하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간
섭과 중국의 남해 통제 추구가 전형적인 “회색지대” 행위라고 보았다. 이
백서는 “회색지대”를 “국가간 또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 주체 간 전통적인
전쟁과 평화의 이분법 간에 있는 경쟁적 상호작용으로, 그 특징은 충돌의
성격이 모호하고, 참여자가 불투명하고, 관련 정책과 법률이 명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규정했다(United States Special Operation Command,
2015: 1-8; 陈永, 2019: 42에서 재인용).
“회색지대” 경쟁전략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다변적이고, 그 강도는 낮
은 수위에서 점차 높은 수위로 커진다. Mazarr는 “회색지대” 경쟁은 “점
진주의로 우위를 추구하는 운동”이고, 경쟁자는 제한적인 “기정사실화
(faits accompli)”의 “살라미(salami slicing)” 전략으로 정책목표를 지칭
하는 것이라고 본다(Mazarr, 2015: 33-38; 陈永, 2019: 4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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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회색지대 전술의 스펙트럼

내러티브 전쟁

시민 개입

강압적 신호

의도된 스토리를
확립하기 위해 선전,
정보작전, 역사를
활용

민간기관이나
집단을 보내 점유,
주장, 근거로
사실화

협박을 위한
군사 이동과 연습,
핵위협
고강도

저강도
고전적
외교 및
지정학

번영 부정

적극적인 침투

대리 파괴

경제적 번영을 훼손시킬
의도로 자본, 에너지 시장,
해킹 게임, 무역정책을
제재·조작

영토침범, 주권 도전, 성가신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특수작전군(SOF), 정보
서비스, 사이버 공격,
정보작전

안정을 훼손시키기
위해 대리군,
게릴라를 활용한
고전적 비정규전

주요 전쟁/
군작전 연계

출처: Mazarr(2015: 65)

<그림 8-2>에서 보듯, 회색지대 전술은 내러티브 전쟁(narrative war)
→ 번영 부정(denial prosperity) → 시민개입(civilian intervention) →
적극적인 침투(active infiltration) → 강압적 신호(coercive signaling)
→ 대리 파괴(proxy disruption) 순으로 강도가 커진다.
구체적으로 해상 “회색지대” 경쟁에 있어서, 중국은 미국에 버금가는
해군역량을 사용하여 정면으로 대항하고, 동시에 해경으로 해군행동에
협력하고, 해상민병을 통해 정보, 보급품과 주력부대 병력운송 등을 지원
한다. 세 가지 군사역량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면서 미국에 대해 “해상 인
민전쟁”을 전개한다(Kennedy & Erickson, 2017: 2-9; Erickson &
Martinson, 2019; 陈永, 2019: 48에서 재인용).
해상민병의 성격을 지닌 중국어선군은 사실상 비군사함대라 불릴 정
도로 위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해상민병은 정규군이 아니기에 상대방
이 군사력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과 국제법의 빈틈을 파고
드는 회색지대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성이 높다. 이런 빈틈을 활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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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효한 자산으로 중국은 해상민병을 전방위적으로 투입하여 관할권
확대와 해양이익 확장에 나서고 있다(김덕기, 2021.9.5).
미 해군 등 주변국 정규군이나 민간 어선 등에 대해 중국 해군이나 관
공선이 대응할 경우, 법적·외교적 책임 문제가 발생하나, 민간어선으로
위장한 해상민병대로 대응할 경우 법적·외교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구민교, 2021.9.14). 해상민병을 활용함으로써 군사안보적 사안
을 민간인 차원의 갈등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저강도 도발
이나 활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중국의 정책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도구로
이용한다. 중국이 이른바 살라미 전술, 또는 점진주의적 전략의 수단으로
해상민병을 활용하는데, 이것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실행될 때 상
대국은 알면서도 결국 당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한다(PYK, 2021.9.12).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은 자국의 해양권익과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자
국의 입장을 대신 표출하는 수단으로 어민, 선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해상민병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서 중국의 해양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첨병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
국의 회색지대 전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해상민병대는 남중국해
해양분쟁이 격화되고 이익대립이 첨예화하면서 앞으로 해양분쟁의 관여
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김석균, 2021.9.6).
분쟁수역 등에서 군을 이용할 경우, 예상되는 국제적 분쟁이나 마찰
또는 비난을 피하고 자국의 군이나 경찰이 하기 어렵거나 할 수 없는 국
가적 또는 공적인 필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병대를 활용하
고 있다. 또한, 민감 해역이나 이해당사국 간 중첩 주장 수역 등에서 민
병을 이용한 해역 점거나 이용 독점 등을 통하여 향후 예상되는 해양경계
협상이나 어자원 및 기타 천연자원 확보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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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도가 있다(김현수, 2021.9.3). 해상민병대 전략은 자신들이 설정
한 구단선에 근거해 남중국해의 80%를 점유하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
들고, 인접국과의 EEZ 중첩에 의한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유리한 입지
를 선점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PJB, 2021.9.10).
해군이나 해경이 주변국의 관할해역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고,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인으로 위장한 해상
민병대가 조업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먼저 접근하여 주변국의 무력행위
등 강력한 반발을 막고 사실상 중국인들이 조업활동을 하는 해역이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가 민
간부문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도 당중앙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
직이고 있다(송명달, 2021.9.6). 실제로 중국공산당은 역사적으로 전투원
과 비전투원,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는 인민전쟁으로 불리는 전쟁수
행 방식을 선호해 왔다(LSH, 2021.9.18).
회색지대 전략으로서 해상민병대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위험성을
갖는다. 물론, 회색지대 전략은 양측 간의 대규모 군사적 충돌과 대립을
회피하기 위해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과정에 비용이 적게 들
고 인권 문제도 적다는 측면에서 순기능도 있다(LSK, 2021.9.9).
그러나 해상민병대를 통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은 비전통 안보분야
에서의 민간인에 의한 무력사용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높고, 또 그들
이 대항하는 타국 군과의 마찰에서 향후 불가피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준성, 2021.9.8). 해상민병
대는 암초의 확장, 타국 함선의 진입 저지, 분쟁 촉발 등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중국이 실제 이어도 해역과 서해상 분쟁에서 민병대를 동원할 경우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BBH,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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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만일 중국이 우리나라의 이어도 부근이나 서해에서 중국의 해양주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회색지대 전략의 수단으로 해상민병대를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현재까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해상민병대 활동과 비교해서 동중국
해에서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해상민병대를 활용하는 회색지
대 전략에 관한 논의도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인다. 陈永(2019)에 따르
면, 미국은 남해와는 달리, 중국이 취한 동해에서의 “회색지대” 공세를
질책하는 논조가 두드러지게 낮다고 한다.221)
중국의 해상민병대가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윤석준은 해상민병대가 서해와 동해로 확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논거로 한중간 어업통제가 원만하고, 북한이 개입되어 자칫
군사적 충돌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중국이 무리하게 해상민병대가 한
반도 주변 해역에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윤석준, 2021.9.9). 그리
고 한국해경과 해군력 수준이 아세안 연안국과 달라 중국은 매우 신중하

221) 현재, 미국 정부, 군 및 전략계는 동해 방향에서 중국의 전형적인 “회색지대” 행위를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중국은 해군, 해경과 해상민병을 동원하여 일본과 댜오위다오를 쟁탈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해
상역량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점차 댜오위다오를 통제하려는 행위를 전형적인 “회색지대” 행위로 간주
한다. 비록, 미국이 일본과 상당히 공조를 취하지만, 중일 간 군사충돌을 원치 않고, 댜오위다오 문제를 미
국의 우선순위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이 중시하는 댜오위다오 “회색지대 사태”에 대
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줄곧 거절했다(Liff, 2019: 207-208; 归泳涛, 2019: 62-64; 陈永, 2019: 67-8에
서 재인용). 둘째,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대만지역을 안전 파트너로 나열하
고, 중국 군대가 “대만독립”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해협에서 전개한 군사압력과 군함 및 군기의 “대만을 에
워싼” 순항을 “회색지대” 행위로 본다. 미국은 핵심이익 및 규칙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에 대만지역이 포
함된다고 주장한다(The Department of Defense, 2019: 31; 陈永, 2019: 68에서 재인용). 셋째, 중국 군
대가 서태평양에 나와서 진행한 연습과 훈련활동이다. 미국은 중국 군대가 열도선에서 나와 진행하는 훈
련과 정찰활동이 중국의 “접근반대 및 지역거부” 능력과 글로벌 범위 내에서 미국을 위협할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중국의 함정과 비행기가 공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이를 부
정할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원칙에 따라서, 중국이 서태평양으로 진출
하는 군사활동은 정당한 것이다(陈永, 2019: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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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상민병대 투입을 결정할 것이며, 만일 투입이 되면 북한과도 연관이
있어 복잡한 해양안보 불안정과 무질서가 나타나 중국도 이를 원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석준, 2021.9.9). 한중 전략관계가 급속히 악화하지 않
는 이상 중국의 노골적인 해상민병대 동원은 없을 것이다. 만일, 한중 전
략관계가 다시 악화한다면 상상불허의 상황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사실 해상민병대 문제는 상대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못할 것이
다(LSK, 2021.9.9).
그런데 중국은 2021년 2월 발효된 중국해경법 제20조에서 중국의 관
할해역에서 타국이 만든 구조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이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철거를 요구해 오거나, 해상민병 또는 중국 해경을 동원하여 강제철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책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LSH, 2021.9.18).
중국은 이미 서해 불법조업 시 해상민병대 조직을 활용하고 있으며,
어선으로 위장해 우리 해군과 해경의 움직임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국 정부에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을 묻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로는 이들 해상민병대의 불법행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구민교, 2021.9.14).
우리나라가 해상민병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더 우선순
위인 것으로 파악된다.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는 해상민병과 동중국해 센
카쿠 제도 12해리 내 접근하는 중국 어선단이 동일한 성질의 것인지, 그
리고 우리나라 황해에 중국의 어업기업군 밑에서 활동하는 어선들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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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질의 것인지부터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최지현, 2021.9.10).
먼저 해상민병을 일반 어민과 구별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해상민병임
을 확인했을 때 이들을 어민(또는 민간인)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인지 아
니면 군인으로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러한 대우(대응)에 따른 처리절차(예: 군인으로 처우할 때 중국에 어떻게
항의하고, 주권면제를 인정할 것인지 등)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
방안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기초하되 대중국 해양정책(방향)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PYK, 2021.9.12).
현재 이어도는 무인원격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도 아닌 수중암초이기 때문에 고작 500m 안전수역만 주장할
수 있다. 그만큼 평시 중국의 해상민병대가 이어도에 매우 근접한 거리에
서 배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정삼만, 2021.9.12).222)
현재도 불법조업단속에 어업지도선이 1선에 서고, 2선에서 해경이 대
응중인데, 특히 어업지도선 세력을 현재의 1.5배 이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무력충돌이 아닌 상황에서 해군이 전면에 나설 수는 없
고, 해경도 질서 및 치안유지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한바, 중국측이 전략
적으로 형식상 민간인 해상민병대를 활용하게 되면 해경이 대응하기도
곤란할 것이다. 우리 어선들이 어업지도선에 도움을 요청하고, 불법조업

222) 그 것도 자연스럽게 조업하는 어선처럼 배회할 것이다. 그러다 기회가 되면 피항 목적으로 이어도에 접근,
사실상 점령을 시도할 것이다. 일단 점령이 되면 인근에 중국의 해경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고 해경 뒤엔
중국의 해군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이어도 상공에 중국이 전투기가 배회하면서 이미 선포한 방공식별
구역의 지침에 따라 접근하려는 외국 전투기를 사실상 통제하려 할 것이다. 이것을 양배추전략(Cabbage
Strategy)라고 한다. 중국과의 확전을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로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충분히 가
능한 시나리오다(정삼만, 20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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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어업지도선에서 출동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송명달, 2021.9.6).
해상민병대의 활동이 주변해역으로 진출할 경우, 그 행위는 분명히 우
리나라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수역에서의 접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제3국인 미국이 “남중국해”라는 타국 EEZ에
서 진행하는 활동에 대한 해상민병의 행위와는 ‘해역’과 ‘행동’의 위법성
판단이 비교적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미 「해양경비법」과
관련된 매뉴얼을 통해 ‘무기사용’과 ‘법집행’의 원칙, 수위를 정하고 있다
는 점에서 ‘연안국’ 입장에서 법집행의 원칙 수립과 통일된 경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양희철, 2021.9.26).
대응을 한다면, 해양경찰이 1차 대응하고 그 다음에는 군(해군과 공군)
이 대응하거나, 중국과 똑같은 해상민병대를 창설하여 이를 유사 시 투입,
대칭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정호섭, 2021.9.10). 이
에 대비하여 해양경찰청, 해군, 해양수산부,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정
보기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상민병대에 대한 정보공유와 대응전략
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해경은 어민단체와 협력하여 중국 해
상민병대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대응 훈련을 실시할 필요
가 있다(김석균, 2021.9.6).
미국도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해상민병대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교전규칙 등을 수립하여 대응 중이다. 우리도 해군과 해양경찰청이 협력
하여 서해 불법조업 어선 단속시 교전규칙을 포함하여 중국 해상민병대
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나포한 중국어
선 신변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법과 국내법 등을 바탕으로 명확히 하
여 현장에서 대응하는 해경과 해군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김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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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5).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중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
전에 정리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한중간 협약
체결 방식 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LSK, 2021.9.9). 또한, 필리핀, 일
본 등 중국의 해상민병대에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 공조해서, 이 문제
를 국제 이슈로 만들어서, 중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PJB, 2021.9.10).

4) 북극항로 전략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황해에서 역사적 논거로 해양주권을 주장
한다. 반면, 북극항로 관련해선 현재 옵저버 자격에 머문 중국은 북극이
사회 핵심 국가인 캐나다와 러시아 등이 내세우는 관할수역의 해양주권
에 대한 역사적 논거 주장을 반대한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
는 구단선의 역사적 논거 주장과는 모순된 입장이다. 즉, 중국은 북극항
로 주변국의 역사적 논거 주장을 반대하는 반면에 중국은 북극의 지배와
개발에 중요한 권익이 있으며, 자원개발권과 항로통행의 자유 등이 있다
고 주장한다.

(1) 북극항로에 대한 중국의 주장
북극은 북극해(Arctic Sea)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는 「협약」 적용대상
해역이다. 이미 2008년 5월 28일 북극해 주변 5개국(미국, 캐나다, 러시
아, 노르웨이, 덴마크)이 소위 “Ilulissat Declaration”을 통하여 북극해
전체가 이들 국가의 관할해역이며 이 문제는 「협약」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김현수, 2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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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극해에 대한 견해는 중국이 공식 발표한 북극정책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도 이른바 ‘근북극(near Arctic)’ 국가라는 것이다. 국제적으
로 ‘북극’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는지에 대해 대략 3개 정도 주장이 있
지만, ‘근북극 국가’라는 것은 중국도 북극의 영향을 받는 나라로서 이해
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북극’의 범위를 훨씬 확장
하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중국이 북극해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
극해 문제에 개입할 명분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표현 때문에
북극해 국가들과 많은 학자들의 우려를 불러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북극해 자원에 대해 중국이 권리를 가진다거나 북극해 항로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중국이 주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PYK,
2021.9.12).
중국은 북극의 인접국도 아니고 북극이사회(Artic Council)의 구성국
도 아니지만 북극항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북극해 개발에 참여하
고 있다. 중국은 2018년 북극전략을 수립했고, 북극 인근국(near-state)
으로 선포하고 북극 해양실크로드 계획을 수립했다. 중국이 북극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목적은 글로벌 파워로서의 중국의 이미지를 과시하
고 북극항로가 본격화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항로 단축 이익, 어족자원
과 석유와 같은 북극의 해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분석되고 있
다. 중국은 지리적 인접국이 아니면서 북극개발에 인접국과 대등하게 참
여하기 위해서는 인접국의 권리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북극 인
접국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
으로 수차례 걸쳐 북극과학조사 원정대를 파견하고 인접국, 이익당사자
와 개별적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김석균, 2021.9.6).
북극항로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북극에 대한 지정학적 야심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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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2018년 「북극정책백서」 발간을 통해 북극
개발에 관한 중국의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바 있다. 중국이 캐나다
와 러시아 등이 내세우는 역사적 권원에 의한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반대
하는 것은, 남중국해서 자국의 구단선 논리와는 대조적이지만, 지극히 정
상적인 반응이다(이준성, 2021.9.8).223) 하지만 본질적으로 중국의 북극
항로에 대한 권리 주장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세계 리더십이 약화되
고,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본다(이준
성, 2021.9.8).
중국은 북극해가 연안국 중심의 지역해가 아닌, 글로벌 문제에 관련되는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극관리의 주된 주체에 중국은 당연한 회원
국이자 당사국이라는 것을 고착화시키려는 전략이다(양희철, 2021.9.26).
중국은 「협약」을 포함, 국제법을 자국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시행
한다. 즉, 자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국제법은 不이행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호섭, 2021.9.10).
중국은 큰 틀에서 북극해에 진출하는 명분을 “책임 있는 대국”에서 찾
고 있지만 실리적 측면에서 추구하는 국가 수준의 이익은 “연구”, “생태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북극자원의 합리적 이용”, 그리고 “북극
거버넌스 적극적 참여 및 국제협력”이다(정삼만, 2021.9.12).
중국 입장에서 북극항로의 경우 러시아와의 긴밀한 공조가 중점이 되
어야 하며, 소위 말하는 빙상실크로드 건설이 완성된다면 현재 일대일로

223) 왜냐면 「협약」에서 일국이 1개국 이상과 해양경계를 마주하는 경우, 하나의 원칙만 고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나라도 일본에는 대륙붕 한계선을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으로 내세우지만, 중국
과의 해양경계획정에선 중간선(median line)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이준성, 2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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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증폭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동항로
개척을 통해 중국발 화물과 인력이동의 효과성을 증대하여 비용과 시간
을 단축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다. 상대적 측면에서 상호 비교하자면, 북
극항로 개척 관련하여 협상 유관국가가 적고, 실행 난이도가 낮으며, 보
다 경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일대일로 국책사업은 협상
유관국가가 많고, 실행 난이도가 높으며, 보다 세계패권 경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중국은 기존 북극해 개발협정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그리고 러시아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를 통해 이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주민욱, 2021.9.6).
중국이 추진하는 ‘빙상실크로드인’인 북극 관련 정책들은 협력 대상국
의 전략, 의도 등과 일치해야 상호협력이 가능하며, 원하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우려하는 미국, 캐나다 등과
협력해야 하는 한계성을 가지며, 북극항로를 항해하는 자국선박을 보호
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도 중국의 군사적인 접근을 우
려하고 있다(김덕기, 2019: 21-26).
중국은 남중국해 대응전략을 그대로 동중국해에 반영할 수 없음을 인
지하듯이 러시아, 캐나다, 스위스 등 관련국과의 갈등에서도 또 다른 대
응전략으로 이들을 대해야 함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더욱 상대국 입장과 견해를 살피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북극항로 개
척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해양 대응전략을 내세워 좀 더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며 상대국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에 힘쓸 것으로 예측된다(주민욱,
2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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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북극항로 전략
북극항로가 본격화되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막대할 것으
로 예측된다. 미주나 유럽에 도달하는 항해거리가 획기적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무역비용 절감은 무역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산에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으로 가는 항로를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기존의 수에
즈 운하를 이용하는 것보다 거리는 7,000㎞, 항해 일수는 10일 정도 단
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김석균, 2021.9.6).
우리나라는 북극 등 극지를 미개척지이자 미래의 해양영토로 생각하
여, 북극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의 북극정책 추진은 ⅰ) 한-미 북극
협력, ⅱ) 한-러 북극협력, ⅲ) 한중일 북극협력대화, ⅳ) 북극 원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이준성, 2021.9.8).
그러나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을 크지만 아직 북극항로 개설에 대비한
전략수립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북극항로에 개설에 대비하여 기후
변화가 변화무쌍한 북극항로에서 항해의 안전확보, 조난구조, 북극항로
에 대한 경험축적, 내빙 유조선 개발, 쇄빙선 건조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김석균, 2021.9.6). 북극해가 해빙기가 길어 NSR로 개방되어도 남방항
로로 비교시 큰 장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은 이 점을 신중
하게 고려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들이 마치 북극해를 통해 환동해 경제권
이 형성된다고 과대포장을 하나, 물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며, 항로
개설로 얻는 장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항해 위험도 증가와 컨
테이너 선박재설계, 쇄빙선 호위와 러시아의 북극해 NSR 사용료 징수 방
침 등의 난제들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윤석준, 2021.9.9). 여
전히 항로의 안전성 확보 문제, 안정적 화물 확보(화물이 북극의 혹독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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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선박의 왕복편 모두 화물이 확보되어야 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선사들은 운항을 꺼리고 있다. 반면, 중국
은 국영기업을 통해 전략적으로 운항을 하고 있다(PYK, 2021.9.12).
한국의 북극항로 전략은 매우 인위적 정책에 제한적으로 평가된다. 북
극항로는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접근과 운항 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이며, 여전히 진출은 국제규범(기술)과 연안국이 국내법(환경, 기술)에
의해 규율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북극에 진출하여야 하는 분명한 이유
를 적시하고, 북극전략보다는 “북극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양희철, 2021.9.26).
북극은 우리나라에게 ⅰ) 한반도 기후변화 조절자로서의 연구, ⅱ) 북
극 연안국에 의한 자원개발 지분참여, ⅲ) 극한 해역에서의 자원개발을
위한 플랫폼, 조선산업 진출 등의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는 북극해가
연안국에 의한 폐쇄적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개방적 해역으로 국제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관련 거버넌스 형성에 주력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강대국간 대립구도가 가져오는 전지구적 위협
론을 견제하기 위해, 북극해 군사 활동에 대하여는 “국제 공동의 문제”로
분명한 입장과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양희철, 2021.9.26).
북극과 북극권의 주요 행위자로서 북극항로, 북극자원 및 기타 가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ⅰ) 북극권 변화와 국
제정치적 역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ⅱ) 대형 LNG 유조선 판매에 그치
지 말고, 관련 자원을 직접 수송 및 도입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ⅲ) 북극
항로 및 항공로 개항에 따른 물류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국제
적 물류거점으로서 역할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ⅳ) 한·중·일 3국간 동
북아의 북극해 출입 관문이 동유라시아 북극권과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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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공동 관심을 가지고, ⅴ) 북극권을 포함한 극지에서 연구 및 개발 등
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ⅵ) 이웃 국가의 중국 및 일본
과 같이 북극 컨트롤 타워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ⅶ) 부산, 울산, 강원
등 지자체의 북극정책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정삼만, 2021.9.12).
한국은 북극항로 및 북극의 공동이용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추진하
고, 극지에 대한 과학기술연구를 통해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근거를
지속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극항로에서도 영해 이외 지역에서는 자유로
운 통항원칙이 인정되어야 하며, 200해리 이외 해역에서는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인류공동으로 개발 및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협약」의
일반 원칙에도 부합되며, 북극과의 직접 접점이 없는 우리나라에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송명달, 2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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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운명공동체에 대한 질문
머한(Mahan)의 해권론(강력한 해군, 제해권 확보가 국가 흥망성쇠 결정 등)이
주된 흐름인 서구 담론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2019년부터 중국의 해양담
론의 일환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주창하고 있다. 해양운명공동체는 인류운
명공동체를 해양 영역에 적용한 것으로 유엔 중심의 틀에서 글로벌 해양거
맥
락

버넌스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의와 글로벌주의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21
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공동으로 건설한다는 중국 입장을 내세운 접근이다.
※ 지역주의 경로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연결이 밀접하고, 공통된 역사문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국가 간에 공통된 제도 틀을 통해, 현지에 직면하고 있는 해양 문제에
대해 거버넌스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주의 경로는 유엔해양법협
약에 따라, 규범과 규칙, 제도와 기구,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및 프로젝트
수행을 포함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것이다.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운명공동체에 대한 표면적인 주장과 심층적인 의도가 무엇이라
보십니까?
⇒
그리고 중국의 해양운명공동체 담론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지 그 전략
및 논거를 설명해주세요.
⇒

Q2. 한국의 서해(중국의 황해)와 관련된 질문
2001년 한중은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여전히 중국은 우리나라 EEZ 및
영해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중은 「협약」에 기초하
여 원만하고 형평적 해결을 지향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중국
맥
락

의 주장은 해상 경계는 중국의 장거리 해안선 길이 및 거대한 인구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서해 불법 조업 관련 중국의
논문을 보면, “한국 근해에서 중국이 조업을 하는 것은 오랜 역사적 조업 관행
이고, 황해 어족자원의 절대다수가 한국 해역에 풍부하기 때문에 조업하는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고, 한국이 어업관할권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어업
안전과 해양권익을 침해한다.”는 억지 주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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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논거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및 그 논거를 설명해주세요.
⇒

Q3. 한국의 이어도와 관련된 중국의 동중국해 분쟁 관련 질문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km(중국 통타오에서 245km, 일본 Dorismira에서
맥
락

276km)로 우리나라 EEZ 내에 위치하고 유엔해양법협약 60조 및 80조에 근
거하여 우리나라는 2003년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였다. 한편, 중국
은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에 그리고 중국의 EEZ 안에 있는 한국의 해양
과학기지는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한다.

중국이 내세우는 주장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및 그 논거를 설명해주세요.
⇒

Q4. 한국의 KADIZ와 관련된 질문
중국은 2013년 11월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였는데, 문제는 이 안에
맥
락

이어도 주변 수역 상공이 포함되어 있고, 일본과는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
카쿠 열도 상공이 포함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우리나라도 즉시
2013년 12월 15일에 기존 KADIZ를 조정하여 이어도를 포함시켜 발효시켰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 KADIZ에 빈번하게 진입 혹은 침범을 하고 있다.

중국의 CADIZ 설정의 전략적 의도 및 우리나라 KADIZ에 침범하는 의도는 무엇
이라 보십니까?
⇒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및 그 논거를 설명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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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중국의 남중국해 관련 한국의 입장과 관련된 질문
현재 남중국해에서 무력으로라도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중국은, 또한 역사적
논거(?)를 통해 구단선을 내세우면서 남중국해 80% 정도가 중국에 주권이
맥
락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필리핀이 제기한 법적 전쟁을 계기로 2016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구단선 등 확장적 주장 전체를 무효화시켰다.
그러나 중국은 이 중재 판정을 무효화하고 전쟁도 불사하고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남중국해는 미중간 그리고 중국과 주변국가들 간 첨예한
대립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구단선 주장의 문제점과 중국 구단선 의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견해 및 그 논거를 설명해주세요.
⇒
남중국해에선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80%가 통과된다. 남중국해 분쟁(남중국해
주변국, 미일 vs 중국)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떠한 입장(역할)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Q6. 중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 vs 인도-태평양 QUAD 전략과 관련된 질문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패권의 일환으로 중장기적으로 제1도련선, 제2도련
맥 선, 제3도련선을 한 단계씩 돌파하려는 전략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반면에
락 서구는, 특히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안보협의체(QUAD)’를
통해 대중국 견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태평양 진출을 위한 중국의 중장기 도련선 돌파 전략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한
견해 및 그 논거를 설명해주세요.
⇒
한국의 QUAD 가입의 필요성 여부 및 그 대응 전략 그리고 그 논거를 설명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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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중국의 북극항로 주장과 관련된 질문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황해에서 역사적 논거로 해양주권을 주장한다.
반면, 북극항로 관련해선 현재 옵저버 자격에 머문 중국은 북극이사회 핵심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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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 캐나다와 러시아 등이 내세우는 관할수역의 해양주권에 대한 역사적
논거 주장을 반대한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의 역사
적 논거 주장과는 모순된 입장이다. 즉, 중국은 북극항로 주변국의 역사적 논
거 주장을 반대하는 반면에 중국은 북극의 지배와 개발에 중요한 권익이 있
으며, 자원개발권과 항로통행의 자유 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북극항로에 대한 중국의 주장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 및 그 논거를 설명해주세요.
⇒
한국의 북극항로 전략 및 그 논거를 설명해주세요.
⇒

Q8.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으로서의 해상민병대 관련 질문
중국은 국제적인 분쟁 수역에서 해양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군이 아닌
해상민병대나 민간을 활용하여 도발하는 전술이나 전략인 회색지대 전략을
맥 구사하고 있다(고충석 외, 2020: 6).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중국해군 및 중
락 국해경과 협업을 하고, 군인과 민간 선원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활용하여 그
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bility) 전략을 추구한다. 이들은 국경순찰, 감시,
정찰, 해상교통, 조사와 구조, 전쟁시 해군작전을 지원하는 보조업무를 맡는다.
중국해군이 미해군과의 비대칭전략으로 그리고 중국이 분쟁수역에서 주권을 야금
야금 확보하기 위해서 해상민병대를 활용하려는 전략적 의도와 그 위험성은 무엇
이라 보십니까?
⇒
만일 중국이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이어도 부근이나 서해에서 중국의 해상 주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회색지대 전략의 수단으로 해상민병대를 활용할 경우, 우리
나라의 대응 방안 및 그 논거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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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중국의 경제력 급부상, 해양굴기, 일대일로전략 등은 결국 미국(동맹들 포함)과의
패권전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투키디데스 함정) 관련 질문
중국은 급성장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양굴기, 일대일로전략, 북극항로 등을
통해 전 세계 해양 패권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
맥 로전략 중에서 ‘일로’에 해당하는 바닷길의 안전(더 나아가 패권)을 확보하는데
락 주력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주변 해양국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미국 등 QUAD 국가들과의 패권전쟁 개연성(투키디데스 함정)을
높일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중 일로(바닷길)의 성공가능성 여부 및 그 논거를 설명해주세요.
⇒
미중 간 투키디데스 함정의 실현가능성(혹은 개연성)에 대한 견해 및 그 논거를
설명해주세요.
⇒

Q10. 중국의 미래 해양 헤게모니 장악 관련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VUCA)이라는 특성을 갖는 현대 국제정
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기후변화, 글로벌 팬데믹, 테러와 전쟁, 미
중패권, 인권, 저성장, 빈부격차 등 숱한 난제(wicked issues)가 각국의 국
맥 정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은 헌법상 연임제한규정
락 삭제 등을 통해 더욱 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 지향 국정
운영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에서 앞
으로 중국이 해양패권에서 미국을 압도하여 세계 최강 해양국가로 될 가능
성이 있을 것인가는 우리나라에게 숙명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중국의 글로벌 해양패권 실현 가능성 여부 및 그 논거를 설명해주세요.
⇒
만일 중국이 세계 최강이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과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상관
없이 친중 혹은 중국 위성국가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인류보편적인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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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인권, 법치, 시장경제 등)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진영의 가치와 전략을 추구
하는 가치지향 연대를 통한 대응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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