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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주요어 : 로버트 저비스, 중국의 부상, 안보적 딜레마, 공격 방어 균형 

이론 

 

학   번 : 2010-23043 

 

중국의 부상이 국제정치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세계적 

관심사이다. 한편에선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군사적 

충돌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평화적으로 편입할 것이라는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 연구들은 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다루면서도 그 

군사력의 성격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데 한계가 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논문은 중국의 군사력, 그 중에서도 중국 해군력 증강의 성격을 

분석한다. 해군력은 패권국이 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해군력은 바다라는 장애를 넘어 세계 곳곳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력이다. 육군은 인접한 주변국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단인 반면 

해군은 바다라는 장벽을 넘어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주변국, 미국과의 군사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   

로버트 저비스의 공격 방어 균형 이론은 어떤 경우에 군비 경쟁이 

격화돼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안보 딜레마가 초래되는지를 설명한다. 

저비스는 군사력 증강의 성격과 의도에 따라 안보딜레마가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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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국제 질서에 끼칠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그는 무기체계의 성격이 

공격우위이면서 공격 방어 의도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 안보딜레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다. 반면 무기체계가 방어 우위이면서 공격 

방어 의도가 구분될 때 안보딜레마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했다.   

중국 해군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방어적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중국의 위협을 미국으로 볼 것인지, 소련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인식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해군 전략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연안 방어에 있었다. 그러나 이후 중국 해군 무기체계가 

공격 우위로 바뀌고 그 의도는 모호해졌다. 중국이 확보하고 있는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은 공격 우위 성격이며 중국은 해군력 증강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는 저비스가 제시한 

안보딜레마가 촉발되는 가장 위험한 경우에 해당된다.  

미국은 중국에 군사력 증강의 의도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해군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까지 해군 함대 60%를 태평양으로 이동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 역시 중국 군사력 증강을 이유로 해상자위대 전력 

확대를 꾀하며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안보 딜레마 상황이 격화되며 중국, 

미국, 일본이 군비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비스의 공격 방어 균형 이론이 동북아시아 국제 정치 상황에도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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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 중국의 부상은 평화적일 것인가?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은 세계적 관심사가 됐다. 막강한 경제력

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군사력을 갖춘 중국이 국제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중국의 부상에 관해 한쪽에선 중국이 패권 경쟁

을 벌이며 아시아 주변국은 물론 미국과 군사적 충돌을 빚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반면 다른 쪽에선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평화적으로 편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은행은 국제비교프로그램(ICP) 보고서에서 구매력평가환율(PPP)

을 기준으로 2014년 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2014년 말 중국의 경제 규모는 16조7349억달러로 미국 16조6522억달

러보다 800억달러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이 1872년 영국을 추

월해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올라선 이후 142년 만에 1위 자리가 중국으

로 바뀌게 된 것이다. 당초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은 PPP 기준 중국의 GDP가 2017~2019년 사이에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미국 추월은 이 예측 보다 

3~5년 앞당겨졌다. 2011년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중국의 국내총

생산(GDP)은 13조4959억달러로 미국의 87% 수준에 불과했다.1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 중국의 군사비는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

                                            
1
  The Financial times, “Does size matter? China poised to overtake U

S as world’s largest economy in 2014”, 2014년 4월 30일. 



 

 2 

가했다. 1996~2008년 동안 중국 정부가 발표한 국방예산은 매년 

12.9%씩 늘어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중

국의 국방예산(600억 달러)은 2002년 국방 예산(200억 달러)보다 3배 

증가했다. 국방예산에 무기구입비, 국방과학기술 연구비 등을 합한 실제 

군사비가 정부가 발표하는 국방예산보다 1.5~2배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

면 2008년 중국 국방비는 1050억~1500억 달러에 달해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중국이 국방비 증액 추세를 이어간다면, 2030년이면 중

국은 미국에 맞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2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리

커창(李克强) 총리가 영국을 방문한 2014년 6월 18일 영국을 비하하며 

자신들을 부상하는 제국으로 비유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사설은 

“리커창 총리가 영국을 방문하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접견을 조건으

로 내걸어 진통을 겪었다”는 영국 언론의 보도를 소개했다. 이어 “중국 

인민들은 영국의 혼란스러운 정서를 용서해야 한다. 부상하는 국가는 과

거의 몰락하는 제국이 나타내는 당혹감을 이해해줘야 한다. 때로 비정상

적인 행동은 그런 감정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외교는 두 국가의 힘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3 중국은 시진핑(習

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아닌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의 방문에 관례적

으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접견을 거부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이 영

국보다 강대국임을 내세워 비난한 것이다.  

                                            
2
  조영남. 2010.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 중소연구 34 

(2):41-70. 
3
  The global times, “UK media hype over visit unprofessional”, 2014

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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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미국은 지는 강국인 반면 중국은 뜨는 강국이

라고 말한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가 걸었던 성장 방식

을 모방하면서 이제 서구를 압도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지는 강대

국(departing power)과 뜨는 강대국(arriving power)간의 세력 개편은 

언제나 고통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과거 영국이 독일 부상에 저항하며 겪

는 비용은 실로 막대했음을 지적하며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패권 변동 역

시 미국에 위협일 될 것이라고 퍼거슨은 진단했다.4 

실제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군사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

구역을 선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미·일의 방공식별구역 '무

력화 시도'와 중국의 '기정사실화 시도'가 맞붙으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

성이 커졌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지 6일 만에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초계기·정찰기·조기경보기·전투기 10여대를 

한꺼번에 진입시키고, 중국이 이에 대응해 수호이 30과 젠(殲) 11 전투

기 등 주력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다.  

해상에서도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인근엔 항

공모함 및 준항모급 함정 4척이 집결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국 항모 

조지워싱턴호는 오키나와 인근에서 일본 자위대와 합동훈련을 했고, 미 

항모 니미츠호는 필리핀 근처 남중국해에 배치됐다. 배수량 1만8000t인 

일본의 준항모급 호위함 '이세(伊勢)'호도 필리핀에 도착했다. 중국의 항

                                            
4
  The Wallstreet Journal, “In China 's Orbit:After 500 years of Wester

n predominance”, 201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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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랴오닝(遼寧)함도 대만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에 진입한 뒤 훈련에 

돌입했다.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 미군 기지에서 발진한 P3C 초계기

와 RC135 정찰기, 항공모함 워싱턴호의 FA18 전투기 등은 랴오닝함의 

항로를 추적했다. 

이에 대해 환구시보는 “최근 20년간 역내에 이처럼 많은 군사력이 운

집한 것은 처음”이며 “3국의 항모급이 상호 감시 활동을 하거나 군사력 

시위를 하다가 좁은 해협에서 부딪칠 수도 있다”고 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있기 전에도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었다. 2009년 대(對)잠수함 작전 중이던 미 군함 임페커블호

를 중국 해군 함정 5척이 에워싸고 항해를 방해하며 거의 교전 직전 상

황까지 갔었다. 2001년에는 미 해군 EP3 에어리스 정찰기가 남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첩보 활동을 벌이자 중국이 F8 전투기를 보내 공중 충돌

이 벌어졌다.5  

중국은 자국의 패권 추구로 군사적 충돌을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강

력 부인해 왔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6월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평

화공존 5개항 원칙 발표 6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은 조금도 흔들림 없

이 평화발전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중국은 '국력이 강해지면 반드시 패

권을 추구한다'(國强必覇論)는 논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인의 혈맥

에는 우두머리로 자처해 패권을 추구하고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는 유전

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력사용에 집착하는 것은 강대함의 표현이 

                                            
5
  조선일보, “항모엔 항모, 전투기엔 전투기로…美日 vs 中 전례없는 무력시

위”, 201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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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도덕과 이념이 부족한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스스로의 이익

과 자신의 생각에서 출발해 불법적인 수단으로 다른 나라의 합법적 정권

을 전복시키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또 “국가는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국제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국제

사무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중국은 패권 추구을 위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6 

이 자리에서 중국은 대외 정책과 관련해 '신(新)6대 원칙'을 발표했다. 

▲주권 평등 ▲공동 안전 ▲공동 발전 ▲공동 이익 ▲포용 ▲공평 정의 

등 6가지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 안전은 다른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지 말라는 것이다. 포용은 각국의 특색을 인정하자는 것이고, 공

평 정의는 국제관계에서 민주화를 이룩하자는 의미다.7  

중국과 그 주변국들은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동의하

면서도 그 영향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중국은 주변국을 군사력으

로 억압하면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의 군사력 증

강은 자국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국가를 침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중국의 주변국들은 중국의 군사력 확

대를 경계한다.  

중국의 부상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것이냐는 주변국의 우려 섞인 주

장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항변만으로 입증될 수 없다. 국제 관계에서 

개별 국가의 공식적인 수사와 실제 의도는 어긋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6
  연합뉴스, “시진핑 해상방어 철옹성 구축하라”, 2014년 6월 29일.  

7
  조선일보, “시진핑 中엔 패권 추구 유전자 없다…평화공존 '新 6원칙' 발

표”, 2014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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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중국은 패권 추구 의도를 숨긴 채 군사력을 증강할 수도 있다. 

주변국들은 실제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자국의 군

사력을 확대하기 위한 명분으로 중국 위협론을 제시할 수도 있다. 중국

과 주변국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 일련의 사건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개별 국가가 주변국과 군사적 기장을 유발하는 사건은 언제든

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사건들이 우발적인 일에 불과한 

것이지 아니면 국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인지를 구분지어야 한다. 중국이 증강하는 군사적 수단의 성격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의 목표가 드러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영향을 밝혀낼 수 있다.  

중국 해군에 대한 분석은 중국 부상과 관련해 중요한 화두이다. 

해군력은 세계적 패권국이 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해군력은 바다라는 장애를 넘어 세계 곳곳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력이다. 육군은 인접한 주변국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바다라는 장벽을 넘어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은 해군이다.  

  

 

 

 

 



 

 7 

제 2 절 기존 연구의 검토 
 

중국의 부상이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고 보는 ‘중국 위협론’은 

강대국의 근본적인 속성을 근거로 한다. 국가는 생존을 위해 패권을 

추구하고 공격적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부상하는 강대국은 기존 

강대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고 

한다.  

미어셰이머는 국제체제가 무정부상태인 국제체제에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전제한다. 국가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해야만 한다. 최선의 방법은 강대국이 

되는 것이다. 국가간 국력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다른 국가로부터 받는 

생존의 위협은 줄어든다. 약한 국가는 패배를 우려해 강한 국가와 

싸움을 벌이지 않는다.  

국력의 격차를 벌이기 위해 국가는 경쟁국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불사하게 된다. 국가는 다른 국가의 힘이 약화될수록 상대적으로 자국의 

생존 가능성은 높아진다. 미어셰이머가 모든 국가는 공격적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가정을 내세운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어는 가장 좋은 공격이 된다.  

힘의 추구는 완전한 패권국이 된 후에야 끝이 난다. 패권국이란 국제 

체제내의 유일한 강대국이다. 패권국은 세계 패권국(global 

hegemons)과 지역 패권국(regional hegemons)으로 구분된다. 

역사적으로 많은 강대국들은 지역 패권국이 되기 위해 전쟁을 벌여 

주변국을 지배하고자 했다. 일단 지역 패권국이 되고 나면 다른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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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국과 충돌을 빚기 쉽다. 지역 패권국은 다른 지역 패권국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8  

중국 역시 이 같은 강대국의 패권 추구 행태를 따를 것이라는 게 

미어셰이머의 분석이다. 중국은 미국이 서구를 지배했던 것처럼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와의 힘의 격차를 

벌이고 궁극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정복할 수 있는 군사적 우위를 

추구한다고 미어셰이머는 주장했다. 이에 대한 미국이 취할 대응책은 

분명하다고 한다. 미국은 중국이라는 경쟁자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을 봉쇄해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하는 일을 막고자 할 

것이다. 결국 중국의 부상은 평화적이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전쟁을 

염두하고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미어셰이머는 분석한다. 9  

아론 프리드버그는 중국의 부상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미어셰이머와 견해를 같이 하지만 그 

근거로는 국제 체제 성격을 들었다. 안정된 국제체제는 양극 체제로 

힘의 균형을 이룬 상태이다. 반면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며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로 바뀌고 힘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새로운 강대국을 견제하고 

다시 균형이 이뤄지기 위해선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945년까지 유럽의 국제체제는 

다극체제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다툼의 과정이었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의 국제 체제를 변화시키고 그에 따른 

                                            
8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W Nor

ton & Company, 2001, pp. 83~108. 
9
  John J. Mearsheimer. 2006. "China's unpeaceful rise." CURRENT HIS

TORY-NEW YORK THEN PHILADELPHIA- 105 (69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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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성으로 각 국가들은 경쟁적인 군비 증강을 벌일 것이라고   

프리드버그는 주장한다. 불안정한 국제체제에서 개별 국가들은 새로운 

동맹국을 찾기보다는 우선 자국의 군비 증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각 국가들의 방어적인 군비 증강은 다른 국가들에게 

위협을 초래하고 군비 증강의 악순환이 촉발되는 안보 딜레마가 아시아 

국제 체제의 본질적 성격을 규정할 것이라고 봤다.  

게다가 1945년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유럽은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민족주의 정서가 옅어진 반면 아시아 

국가들의 가치는 아직까지는 서로 이질적이라고 한다. 중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대신 다른 국가들의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민족주의가 아시아 국가들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다. 국가들 간에 군비를 

조정하는 제도마저 갖추어지지 않아 국제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라고 프리드버그는 지적한다.10     

앞서 언급한 연구들과는 반대로 중국의 부상은 평화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알래스테어 I. 존스톤은 현상유지국가와 현상타파국가로 

유형화한 뒤 중국은 현상유지국가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았다. 현상타파국가는 국제 규범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수정하려고 

하며 기존 패권국과 충돌하는 새롭게 부상한 강대국이다. 반면 

현상유지국가는 기존 패권국이 만들어놓은 국제 규범을 중시해 국제 

                                            
10

  Aaron L. Friedberg. 1993.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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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중국은 기존 국제 규범을 중시하는 

현상유지국가에 가깝다는 것이다.11 

그 근거로 존스톤은 현상유지국가임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를 제시했다. 

먼저 국제지구 참여율이다. 마오쩌둥 이후 중국의 국제기구 가입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제기구에서 유리돼 있던 중국은 

1960년대에서 1990년까지 미국, 일본 등의 국제기구 가입 수와 비교해 

80% 수준까지 올라갔다.  

<표1>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국제기구 회원 가입수12 

 

다음 국제 규범 준수 정도이다. 국제기구에 다수 가입하더라도 

국제규범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가장 근본적인 국제규범인 

주권의 경우 중국은 절대적인 보호자이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관세를 낮추는 등 자유무역 질서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11

 Alastair Iain Johnston. 2003. "Is China a status quo power?" Internati
onal security 27 (4):5-56. 

12
 Ibid.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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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평균 관세율 변화 비교13 

 

이밖에 중국은 경제, 안보 규칙을 변경하려고 시도하거나 군사력을 

아직까지는 패권 추구를 위해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상유지국가에 가깝다고 존스톤은 봤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근거로 중국의 위협을 부정하기도 한다. 

에드워드 스타인펠드는 세계경제 전체의 성공을 위해 중국과 서구 

선진국들이 협력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한다. 오늘날의 중국은 서구 

선진 산업국들의 규칙을 수용하며 발전했고 이제 중국은 세계화된 경제 

공동체의 일부다. 이러한 상황에선 중국과 서구가 갈등이 아닌 협력을 

견지했을 때 상호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중국의 산업구조는 서구 중심의 세계 경제 시스템에 편입돼 

서구로 멀어질 수 없게 됐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1990년대부터 경제 

성장을 위해 세계 경제 흐름에 동참했다. 당시 세계 경제는 단일 기업의 

생산 구조가 세계적으로 분업화되는 세계화 시기였다. 중국은 이러한 

                                            
13

 Ibid.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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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생산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 중국은 글로벌 기업의 생산과정 

중 어느 일부라도 중국에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즉 중국은 선진국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아웃소싱을 받아 급속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폰, 델의 노트북, HP의 프린터와 같은 

전자기기들은 중국에 있는 대만 주문 생산업자가 설계화고 조립한다.  

중국은 세계 경제 편입을 위해 제도에서도 서구의 일부가 되었다. 

이를 스타인펠드는 ‘제도의 아웃소싱’이라고 이름 붙인다. 회사법은 

대표적 사례이다. 애초 중국의 기업은 관료 조직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러나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늘어나자 회사법이 등장해 기업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중국 정부는 외국인 

소유 기업의 중국 진출로 노사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노동법을 1994년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러한 미시적 규율뿐만 아니라 중국은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근본적인 

체계를 서구로부터 받아드렸다. 중국 경제가 세계화되기 이전인 

1970~80년대엔 외국환 거래는 엄격한 사회주의적 통제체제로 

관리되었다. 중국의 수출입 기업들은 국가에서 정한 환율로 외국환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국가외환관리국에 한도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 중국이 세계경제체제에 들어가기 위해선 보다 

자유롭고 신속한 외환거래 방식을 도입해야 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중국은 공개시장에서 중앙은행이 나서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 

주체들의 외환거래 자율성을 높였다.  

제도의 서구화는 중국이 서구와 갈등이 아닌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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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제로 작동했다고 한다. 중국은 자신의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에서도 서구의 규칙에 순응하는 자세를 취했다. 실제로 중국의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중국해양석유공사는 2005년 6월 미국의 

석유기업인 유노컬 인수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석유공사는 

중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보다는 세계 경제의 규칙에 따랐고, 

이는 입찰 포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국의 규칙 준수는 미국에서 일고 

있던 중국의 자원 독식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사건이었다.  

만일 중국해양석유공사가 세계 경제의 규칙을 거슬렀다면 유노컬 

인수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해양석유공사는 중국의 

국영기업으로 중국 정부의 무한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높은 입찰가를 써낼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석유공사의 자회사인 

크눅Ltd.가 입찰의 주체인 이상 크눅Ltd.가 상장된 홍콩 주식시장의 

세계 경제 규칙을 준수해야 했다. 이에 따르면 크눅Ltd.는 

모기업으로부터의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절차를 거치는 동안 이미 입찰 기회는 

지나버리게 될 것이었다.  

이처럼 중국이 서구의 규칙을 따르며 경제성장을 꾀하는 동인은 

공산당의 생존이라고 한다. 중국 공산당은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추진한 지 10여년만인 1990년 톈안먼 사태를 겪었다. 당시 

중국은 정치체제로서의 수명이 이미 다한 듯 보였다. 외부적으로도 소련, 

루마니아 등의 구 공산권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중국의 위기감은 

고조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존립을 위해서 활로를 찾아야 했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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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은 혁명의 열기가 가시고 혁명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자 정권 장악을 합리화할 수 있는 새로운 명분을 찾아야 

했다. 이 명분이 경제발전이었다. 가시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결국 중국 공산당은 자신의 존립을 위해 서구가 만든 세계 경제의 

규칙을 따르며 협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타인펠드는 중국의 성장은 

서구의 위협이 아닌 세계 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한다.14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부상을 다룬 대표적 연구들은 중국이 

미국과 같은 기존 패권국들과 충돌할 것인지를 다뤘다. 그러나 구체적인 

중국의 군사력을 토대로 다룬 건 많지 않다는 데 한계가 있다. 군사력에 

대한 분석을 논외로 한 채 자유 경제 질서나 국제 기구에 편입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이 미국과 다른 아시아 주변국들과 군사적 

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빚을 것이라는 연구의 경우 체제 수준에서 그 

근거를 찾을 뿐 중국 군사력의 성격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한계가 있다.    

중국 부상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구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결국 문제는 “중국의 위협이 실제하는가?”에 

대한 실증적 차원으로 돌아간다.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14

  Edward S. Steinfeld. 2010. Playing our game: why China's rise does
n't threaten the west: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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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지는 중국의 군사적 능력과 의도에 달려 있다. 실제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과 군사적 의도가 있는지를 밝혀야만 

한다. 육군, 해군, 공군의 무기체계의 성격을 판단하고 그 무기체계가 

어떤 군사 전략과 맞물려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본문의 전체적인 구성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문의 첫 장인 2장에서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분석하기 위해 로버트 저비스의 공격 방어 균형 이론을 중심으로 

이론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방법론들을 제시하겠다. 제2장에서 제시한 

이론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여 제3장에서는 중국의 해군 무기체계의 

성격에 대해 분석하고 그것이 갖는 이론적 의미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어 4장에서는 중국의 해군 전략을 분석해 중국 군사력 증강의 의도를 

밝힐 것이다. 제5장에서는 중국 해군력 증강의 무기체계 성격과 의도가 

미국과 아시아 주변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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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과 방법론 
 

 

제 1 절 공격 방어 균형 이론 
 

케네스 왈츠는 국제 정치의 가장 주요한 특성을 무정부 상태로 보았다.  

국제 정치에선 국가가 다른 국가를 무력을 동원해 공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강권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들은 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다른 국가에 의해 지배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국내 

정치에선 국가가 무력을 독점하며 개인들을 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러나 국제 정치에선 오직 개별 국가의 무력만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다.15  

무정부 상태에서 안보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국가의 자연스러운 속성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군사력 증강은 

다른 국가에겐 안보적 위협이 된다. 한 국가가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늘리면 다른 국가들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해 자위 차원에서 군사력을 

늘리게 된다. 결국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은 군비 경쟁에 돌입하고 

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무정부 상태라는 국제정치 성격으로 인해 

안보 딜레마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 관계가 무정부 상태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안보 딜레마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비 경쟁에 따른 전쟁 위험에 이르지 않은 

채 국가간의 평화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할 수 

                                            
15

  Kenneth N. Waltz. 2010.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Waveland P

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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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론이 바로 공격 방어 균형 이론이다. 이는 안보 딜레마가 발생한 

특정한 조건을 제시한다.  

왈츠는 군사 기술은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군사기술이 국가의 힘에 미치는 영향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이와 달리 스티븐 반 에버라는 

안보딜레마에서 군사기술의 성격을 강조했다. 반 에버라는 군사기술이 

방어보다 공격에 유리한 상황과 공격보다 방어에 유리한 상황을 

구분했다. 이와 같은 공격 우위와 방어 우위의 군사 기술이 국가 행동과 

국제체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16  

로버트 저비스 역시 무정부 상태를 국제정치의 기본적 속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국가간의 관계가 반드시 안보 딜레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만일 무기와 정책에서 공격적인 것과 방어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 안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다. 군사력의 성격이 방어 

우위(defense advantage)와 공격 우위(offense advantage)로 

구분된다면 군사력 증강이 반드시 다른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방어 우위의 군사력 증강이라면 다른 국가들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17  

방어의 핵심은 적을 자국의 영토 바깥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순수하게 방어적인 무기는 적국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도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성에 제약이 있는 무기는 방어적이라고 

                                            
16

 이근욱. 2009. 왈츠 이후: 한울아카데미. p.54. 
17

  Robert Jervis. 1978.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
d politics 30 (02):16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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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적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저비스는 안보 상황을 결정하는 무기체계 성격과 의도라는 두 변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무기 체계가 공격에 유리한지, 방어에 유리한 

지를 구분했다. 다음 한 국가의 군사력 증강의 의도가 공격과 방어로 

구분돼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따라 안보 상황은 다음과 같이 

총 4가지로 나뉜다.  

첫번째 차원에서 한 국가의 군사력 증강의 의도가 공격인지 방어인지 

구분되지 않아 군사력 증강은 다른 국가들에게는 안보적 위협으로 

직결된다. 안보 딜레마가 초래되는 것이다. 동시에 공격에 이점이 있는 

군사력을 갖춘 국가를 상대하는 국가들은 방어보다는 공격에 나서기 

쉽다. 공격에 이점이 있는 국가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안보 딜레마에서 

국가들이 공격적 성격의 군비 증강을 경쟁적으로 추구하며 이중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두번째 차원에서도 군사력 증강의 의도가 구분되지 않아 안보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군비 증강은 다른 국가의 안보에 위협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상대 국가가 방어에 이점이 있는 이상 섣불리 공격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안보 딜레마가 나타나더라도 상당히 

완화된 모습이기 쉽다.  

세번째 차원에서는 공격·방어 의도가 구분돼 안보 딜레마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격적 의도라고 하더라도 안보적 위협을 회피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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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현상 유지 국가는 선제 공격, 경고 등을 통해 공격적 성격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할 수 있다. 공격적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다른 

국가들의 압박으로 인해 군사력 증강에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런 

국가는 공격적 의도를 숨기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다. 세번째 차원이 

첫번째 차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안보 딜레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간의 관계는 갈등적이다.  

<표1> 공격·방어에 따른 네 차원 

 공격우위 방어 우위 

공격·방어 의도 

구분 불가 

1 

상대방의 의도를 판단 

하지 못해 안보 딜레 

마에 빠지고 군비 경 

쟁에  돌입. 

공격이 유리해 공격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음. 

2 

안보 딜레마 존재하지만 

방어에 이점이 있어 

공격에 나서지 못해 

안정적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 

공격·방어 의도 

구분 가능 

3 

상대국은 선제 공격이나 

경고를 통해 상대국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해 

안보 딜레마를 회피. 

4 

안보 딜레마가 없고, 

방어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공격이 어려워 

이중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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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차원 역시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안보 딜레마가 존재하지 

않는다. 동시에 방어에 이점이 있어 다른 국가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고,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낮다. 결국 이중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군비를 확충하더라도 상대국에 위협이 되지 않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격·방어 의도는 군사력을 증가하는 국가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구분되기 어렵다. 군사력을 증강하는 국가는 저비스가 지적한 것처럼 

공격적 의도를 숨기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군사력 증강을 다른 상대국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안보 딜레마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군사력 증강을 다른 국가들이 전혀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군비 

경쟁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 상대국이 적국으로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면 군사력 

증강은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는다.18 

이를테면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꾀한다고 해서 북한이 이를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낮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기 어렵다.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군사적 분쟁을 치른 경험이 있다. 미국은 중국과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동아시아에 적극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위협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이들 국가의 

                                            
18

 Stephen M. Walt. 1987. The origins of alliance: Cornell University Pr

ess.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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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기준으로 해 중국의 공격·방어 의도가 의미를 비로소 갖는다.  

 

제 2 절 공격과 방어의 구분 
 

① 일반적 구분 
 

공격 방어 균형 이론에서 공격과 방어는 전술적 수준이 아닌 전략적 

수준을 의미한다. 개별 전투에서 벌어지는 공격과 방어가 아니다. 

전쟁의 목표가 상대국의 영토 점령에 있을 경우 공격, 상대국으로부터 

영토를 지키려고 할 경우 방어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공격 우위와 방어 

우위의 개념도 구분된다. 공격 우위는 자국 영토 방어에 비해 상대국 

영토 공격의 상대적 용이성을 말한다. 반대로 방어 우위는 상대국의 

영토 공격에 비해 자국 영토 방어가 용이한 경우를 말한다.19  

공격은 상대국의 영토와 영해를 점령하는 행위이다. 반대로 방어는 

자국의 영토, 영해를 상대국으로부터 지키는 행위이다. 상대국에 대한 

공격은 군사적 수단의 이동을 전제로 하게 된다. 두 국가 사이에 강, 

산맥, 바다가 있을 경우 공격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른바 완충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국 공격 우위를 규정하는 핵심적 기준은 

이동성(mobility)이다.20  

예를 들어 영국 해협은 독일의 영국 침공에 커다란 작용했다. 중국의 

경우 인도 사이 히말라야산맥은 공격을 불리하게 하는 요소이다. 중국이 

                                            
19

 Stephen Van Evera. 1998. "Offense, defense, and the causes of war." Interna

tionl security 22 (4):5-43. 
20

 Robert Jervis. 1978.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

s 30 (02):16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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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공격하려면 태평양을 극복해야 한다. 저비스는 만일 모든 

국가들이 섬들로 이뤄졌다면 안보적 부담은 줄어들고 보다 평화로운 

국제질서가 마련됐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국과 영국은 해양으로 

고립된 데에서 이상적인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해군력은 대양이라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이다. 대양을 

건너 공격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갖출수록 공격은 유리해진다. 바다를 

완충지로 둔 두 국가는 해군 협정을 통해 안보적 위협을 서로 줄이기도 

한다. 일본과 미국이 1922년 맺은 해군 협정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 

해군력의 5분의 3 이하로 유지하며 미국은 태평양의 섬들을 요새화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1930년대를 거치며 일본이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등을 갖추면서 미국을 공격하기 보다 용이해졌다. 이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공격으로 이어졌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과 미국의 충돌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중국, 일본 모두 미국과 태평양이라는 대양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해군 전력이 대양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해진다. 즉 중국 해군의 대양 작전 능력은 중국 

군사력의 공격과 방어의 우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해군 전력 증강이 대양에서 작전할 수 있는 수상함, 

잠수함 전력을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대양 작전 

능력을 갖춘 전투함 위주로 중국 해군 전력 증강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공격 우위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작전 범위가 대양이 아닌 

연안으로 제한되는 전투함 위주로 해군 전력이 확대되고 있다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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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이다. 

 

② 제해권 개념에 따른 구분 
 

해군 전략에서 공격과 방어는 영토를 중심으로만 구분할 수 없다. 

상륙전을 제외하고 해군 작전은 주로 경계가 없는 해양에서 이뤄지는데, 

해양은 영토와 달리 점령이 불가능하다. 군사적으로 해양은 이동이나 

이동을 막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다. 지상전과 해전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해군 전략은 점령이라는 개념 대신 제해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제해권은 해양에서 함선의 통항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국의 함선의 통항을 보장하면서도 적국 함선의 통항을 

배제한다는 뜻이다.  

제해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따라 해군 전략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대 상륙 방어’이다. 자국의 주변해역에 대한 제해권을 

확보해 적국의 지상군 상륙을 차단하는 전략이다. 대 상륙 방어는 상륙 

수송 선단을 공격할 수 있는 함정을 해안 부근에 배치해 적 상륙군이 

돌파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적국의 수송함대가 상륙을 

위해 반드시 진입해야 하는 해협이 있거나 해안선이 짧을 수록 방어가 

용이하다.  

대 상륙 방어에서 소형 함정들은 기동력이 떨어지는 대형 상륙함을 

상대로 효과적이다. 어뢰의 성능이 개선되며 소형 함정들의 효용성은 

더욱 증가했다. 기동성을 갖춘 소형 함정은 방어선을 형성한 함정을 

회피해 해안 상륙을 기도하는 적국 함정을 저지할 가능성도 높다. 기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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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 상륙 방어에서 유용한 수단이다. 고속정, 기뢰부설함, 초계함 등 

소형 함정들이 많다는 건 그 만큼 대 상륙 방어에서 유리하다.  

둘째, 통상의 공격과 방어이다. 무역선의 왕래가 빈번한 해역에 

전투함을 파견해 해역을 통제하는 전략이다.  무역량이 많은 항구 주변 

해역이나 육지로 인해 만들어진 해협 등이 주된 대상이다. 과거엔 

대양에서의 해상 교역로에 대한 공격, 방어가 어려웠지만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대양 역시 통상의 공격과 방어 작전의 대상이 됐다. 해상 

교역로, 해협의 통제가 공격인지 방어인지는 불분명하다. 자국 무역선에 

대한 보호와 적국 무역선에 대한 구축 활동이 보통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전략에서 가장 필수적인 전력은 대양으로 기동할 수 있는 

항속거리를 갖춘 함정이다. 과거엔 6개월 이상 항해가 가능한 순양함이 

대표적이었고, 현대전에서는 항공모함, 구축함, 핵추진 잠수함 등이 

통상의 공격과 방어 전략을 구사하는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대양 작전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해외 군항을 사용할 수 있다면 통상의 공격과 

방어가 가능하다. 함정들이 해외 군항에서 대기하다가 적국의 선박이 

나타나면 해당 해역으로 기동하는 작전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해외 원정의 방어, 상륙 지원이다. 적국의 영토에 상륙하기 위한 

상륙 수송 선단을 적국의 전투함들로부터 방어하고 해안에 도착해 

상륙하는 지상군을 지원하는 전략이다. 대 상륙 방어 작전과 정반대인 

셈이다. 이 전략에서도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항속거리는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적의 전투함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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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 수송 선단이 적국 전투함의 1차적 표적이며 이를 얼마나 

방어하느냐가 관건이다.  

통상 방어, 공격과 마찬가지로 해외 원정에서도 대양 기동이 가능한 

항공모함, 구축함, 핵추진 잠수함 전력이 핵심이다. 특히 현대전에선 적 

전투함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지상군 부대를 

상륙할 수 있는 대형 상륙함이 필수적이다.21 

해군 전략에서 공격과 방어는 이들 세가지 유형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대 상륙 방어를 위한 제해권 행사는 방어로, 해외 원정을 위한 

제해권 행사는 공격이다. 이는 영토 점령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 공격, 

방어 개념과도 일맥 상통한다. 문제는 통상 공격, 방어 전략으로 자국 

함선에 대한 방어와 적국 함선에 대한 공격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해상교통로에서 제해권을 행사하는 전략은 공격, 방어 의도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표2> 해군 전략에서 공격과 방어의 구분 

 공격 방어 

해군 전략 

해외 원정군의 방어, 

상륙 지원 
대 상륙 방어 

해상교통로 제해권 확보 해상교통로 제해권 확보 

 

 

 

                                            
21

 Julian Stafford Corbett. 1988.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Naval Institute Pr

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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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무기체계 분석 
 

 

제 1 절 중국 해군 무기체계의 변화 
 

1955년부터 1959년까지 중국 해군은 육군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이

었다. 동시에 해안을 방어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당시 해군의 주요 임무

는 대만 국민당의 본토 공격과 도서 점령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1954년 

8월 22일 중국 공산당은 ‘대만 해방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9월 3일부터 인민해방군은 국민당 세력이 점거한 작은 섬들인 킨먼다오

(金門島)와 마추일다오(馬祖列島)에 집중포격을 가했다.22 

이에 따라 구축함 보다는 해안 방어를 위한 고속정이나 잠수함 공격을 

막는 구잠정 위주로 전력이 편성됐다. 잠수함의 경우 1962년부터 소련

의 기술지원으로 재래식 Whisky급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갖추지 않아 지상을 타격할 수 없어 공격적 성격의 

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1960년대 중국의 전력 역시 연안 방어를 주 임무로 하는 고속정 위주

였다. 잠수함의 경우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갖출 경우 적국의 지상 목표

물을 공격할 수 있는 전력으로 분류된다. 잠수함 전력은 디젤 추진 기관

을 갖춘 재래식 위주로 원정 작전보다는 연안 작전을 수행하기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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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nard D. Cole. 2012. The Great Wall at sea: China's navy in the t
wenty-first century: Naval Institut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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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1965년 중국 해군 전력23 

구분 유형 수량 

수상함 

구축함(Destroyers) 8 

호위함(Frigates) 12 

고속정 포(gunboat) 70 

고속정 어뢰(MTB/FTB) 150 

구잠정(submarine chaser) 30 

소해정(minesweepers) 40 

상륙정(amphibious-type 

landing ship) 

60 

잠수함 

Whisky 급 23 

기타 7 

 

핵추진 기관을 갖춘 잠수함은 잠항 거리가 늘어나 대양에서 작전이 가

능한데 당시 중국은 이를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 디젤 추진 기관과 3기

의 수직 탄도미사일발사대를 갖춘 공격형 잠수함 Golf급이 있었지만 

1970년 중국 해군은 1척만을 보유했다. 나머지는 어뢰 발사관만을 갖춘 

잠수함이 있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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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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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1970년 중국 해군 전력24 

구분 유형 수량 

수상함 

구축함(Destroyers) 13 

호위함(Frigates) 15 

고속정 포(gunboat) 300 

고속정 어뢰(MTB/FTB) 200 

고속정 미사일 10 

구잠정(submarine chaser) 24 

소해정(minesweepers) 95 

상륙정(amphibious-type landing ship) 275 

잠수함 

Golf 급(SSB) 1 

Whisky 급, Romeo 급, Ming 급(SS) 32 

 

1970년대부터 중국은 원해 작전이 가능한 해군 전력을 육성하기 시작

했다. 중국은 배수량 3760t 루다(旅大) 급 구축함과 1700t 장후(江湖) 

호위함 등 대형 수상함을 건조했다.  작전 반경을 확대하기 위해 다목적 

지원함과 유조선을 건조하기 시작했다.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

(漢)급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했다. 그러나 고속정과 구잠정 등 해안 방

어 전력이 주축으로 여전히 방어 우위의 전력이었다.25  

                                            
24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70.  
25

 김덕기. 1997. "중국 해군의 현대화에 대한 분석 및 평가(Ⅰ)." 전략연구 4 

(3):18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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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1980년 중국 해군 전력26 

구분 유형 수량 

수상함 

구축함(Destroyers) 13 

호위함(Frigates, PE) 26 

초계함 21 

고속정 포(gunboat) 398 

고속정 어뢰(MTB/FTB) 225 

고속정 미사일 181 

구잠정(submarine chaser) 25 

소해정(minesweepers) 17 

경비정(해안/강) 500 

상륙함 LST(Tank Landing Ship) 13 

상륙함 LSM(Medium Landing Ship) 13 

상륙함 LSI(Landing Ship Infantry) 16 

상륙정(LCU/LCM) 450 

잠수함 

漢급(SSN) 1 

Golf 급(SSB) 1 

Whisky 급, Romeo 급, Ming 급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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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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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군 전력은 1950년대와 1960년대 고속정, 상륙정 등 소형 군

함 위주에서 1980년대부터 구축함, 호위함 위주로 변화했다. 잠수함 전

력은 재래식 디젤 추진 방식에서 핵추진으로 기술적 발전을 이뤘다. 항

속거리 늘어나고 미사일 공격 방어 능력은 향상됐다. 연근해를 넘어 대

양에서 원정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현대화된 구축함은 루후(旅湖)급이다. 1988년부터 건조가 시

작됐으며 총 배수량이 4200t이다. 독일과 미국에서 도입한 가스 터빈 

엔진을 장착했다. 주무장으로 YJ-1 함대함 미사일, Thompson-CSF 

Crotale 함대공 미사일, 324mm 어뢰 발사대를 장착한다. 인공위성 항

법장치, 사격 통제 장치 등을 갖추고 있으며 Dauphin 헬기 2대를 탑재

한다.27 

루하이(旅海)급은 유도탄 미사일 구축함으로 중국 해군이 자체 설계해 

1998년 건조되기 시작했다. 1999년 1호기가 처음 배치됐다. 함대함 미

사일, 함대공 미사일, 어뢰 등으로 무장했다.  그러나 수중탐지능력에 제

한적이고 대잠로켓 발사대가 없어 잠수함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취약하

다는 한계가 있다.28 

호위함 역시 현대화가 이뤄졌다. 1988년 장웨이(江衛)급 호위함이 

1988년 건조되기 시작해 1991년부터 배치가 이뤄졌다. 이어 이를 개량

                                            
27

 김덕기. 1998. "중국 해군의 현대화에 대한 분석 및 평가(Ⅱ)." 전략연구 5 

(1):164-94. 
28

 김덕기. 2000. 21세기 중국 해군.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pp.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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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웨이 Ⅱ급 호위함이 개발됐다. 배수량 2250t으로 정교한 레이더와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했다. 레이더가 표적을 확보하면 컴퓨터가 이를 분

석하는 전자전 수행 능력을 갖춘 게 특징이다. 화생방전과 핵전쟁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29  

이처럼 중국 해군 전력은 현대화된 구축함, 호위함을 배치해 원해에서 

작전할 수 있는 전력을 강화했다. 이들 전투함이 정밀 레이더와 첨단 함

대공 미사일을 탑재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성장으로 평가된다. 지상으

로부터 항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양에서 적성국의 전투기에 대한 방

어 능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양적인 면에서도 과거와 다른 변화가 나타났다. 2000년 중국 해군 전

력에서 구축함과 호위함 비중이 높아진 반면 고속공격정, 고속정 등 연

안 방어를 위한 소형 전투함들은 그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정 공격 능력을 갖추었느냐를 보다 정확하게 따지기 위해선 

원정 작전을 수행하는 함대 구성을 기준으로 중국 해군 전력을 다시 분

석해야 한다. 미국의 기동함대는 현존하는 세계 각국의 해군 전력 중에

서도 대양해군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기동함대

는 적성국의 연안, 해상 통행로에 대한 제해권을 확보하는 공격적 전력

이다. 그러므로 미국 기동함대를 기준으로 중국 해군 무기체계가 공격 

우위로 전환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29

 Ibid. pp.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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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1990년 중국 해군 전력30 

구분 유형 수량 

수상함 

구축함(Destroyers) 18 

호위함(Frigates, PE) 37 

초계함 21 

고속정 어뢰 160 

고속정 미사일 215 

구잠정(submarine chaser) 90 

소해정(minesweepers) 52 

경비정(해안/강) 450 

상륙함 LST(Tank Landing Ship) 16 

상륙함 LSM(Medium Landing Ship) 42 

상륙정(LCU/LCM) 400 

지원선 136 

잠수함 

商급(SSBN) 1 

漢급(SSN) 4 

Golf 급(SSB) 1 

Romeo 급, Ming 급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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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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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2000년 중국 해군 전력31 

구분 유형 수량 

수상함 

구축함(DDG) 20 

호위함(FFG) 40 

고속정 어뢰 16 

고속공격정(PFM) 93 

구잠정(海南급) 96 

소해정(minesweepers) 38 

기뢰부설함 1 

경비정(해안/강) 38 

상륙함 LST(Tank Landing Ship) 18 

상륙함 LSM(Medium Landing Ship) 42 

상륙정(LCU/LCM) 285 

지원선 159 

잠수함 

夏급(SSBN) 1 

漢급(SSN) 5 

개량 Romeo급(SSG) 1 

Golf 급(SSB) 1 

宋급, Kilo급, Romeo 급, Ming 급(SS)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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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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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동함대로의 발전 
 

① 미국 해군 원정군 기동부대 개념 

미국 해군은 전 세계에서 작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갖췄다. 

미국의 해군 원정군 기동부대(Naval Expeditionary Task Force: 

NETF)는 적성 국가의 연안이나 주요 해상교역로에서 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다. 적성 국가의 해안에 지상군 전력을 

상륙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 전력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외교, 군사 정책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32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이 같은 미국 해군 원정군 기동부대는 다른 

국가들에게 해외 원정 전력의 기본 모델이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해군이 자국 연안 해역을 방어를 넘어 대양과 다른 국가의 연안국가에서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미국 

해군의 기동 전력을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즉 한 국가의 해군 

무기체계가 방어 우위인지 공격 우위인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미국 해군 기동 전력과 유사한 해군력 증강이 이뤄진다면 

무기 체계가 공격 우위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적성국 연안 해역이나 대양에서 독립된 작전을 수행하는 원정군 

기동부대 전력은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한 항공모함 타격 전단(Carrier 

Strike Group∙CSG)과 상륙돌격함(LHD)을 주축으로 한 원정 타격 

                                            
32

 William A. Owens. 1995. High Seas: The Naval Passage to an Uncha
rted World: Naval Institute Press. 윤석준 역. 2000. 21세기 미국의 해
군전략:한국해양전략연구소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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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Expeditional Strike Group∙ESG)이다. 미국은 CSG 12개와 ESG 

12개를 보유하며 세계 곳곳에 힘을 투사하고 있다.33  

먼저 항공모함 타격 전단은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CVN) 1대, 

티콘더로가급 유도탄 순양함(CG) 1대, 알레이버크급 유도탄 

구축함(DDG) 2대, 로스앤젤레스급 공격핵잠수함(SSN) 1대로 이뤄진다. 

여기에 연료와 탄약을 실은 보급함으로 따라붙는다. 항공모함 전단은 

대공, 대함, 대잠 방어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장기간 독립된 원정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항공모함 타격 전단에서 순양함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 장거리 

타격 수단을 갖추고 항공모함 공격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투기, 

수상함, 잠수함에 대한 공격과 지상 화력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유도탄 구축함과 공격핵잠수함은 항공모함을 방어하는 게 주된 

임무이다. 구축함은 대공전(對空戰), 대함전(對艦戰), 대잠전(對潛戰)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구축함에 탑재된 이지스 무기 체계는 적의 

전투기와 수상함을 동시에 레이더 추적하며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다. 

공격핵잠수함은 적의 수상함과 잠수함에 대한 정찰, 수색 임무를 

수행하며 항공모함을 보호한다.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 타격 전단은 해상 교역로에서 자국 함선을 

보호하고, 적국 영토에 상륙하기 위한 해로 개척을 위한 공격적 역할을 

한다. 미국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한 해외 원정 무력 시위에 동원되기도 

                                            
33

 Susan G. Hutchins, William G Kemple, David L Kleinman, and Susan 

P Hocevar. 2005. "Expeditionary Strike Group: Command Structure 

Design Support." DTIC Document.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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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4  

다음 원정 타격 전단은 해외 분쟁 지역에서 상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미국 해군 전력이다. 타라와(Tarawa)급 강습상륙함(LHA)을 

기함으로 다른 상륙함(LSD, LPD)들과 해병대 병력 2000명 주축을 

이룬다. 상륙함과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순양함과 구축함이 전단을 

구성한다. 항공모함 타격 전단과 마찬가지로 핵추진잠수함 역시 함대의 

선두에 적국의 수상함과 잠수함을 정찰, 공격하며 상륙함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35   

 

② 중국의 기동함대 육성 3단계 계획 
 

기동함대는 자국 해역에서 벗어나 적국의 해역에서 상륙, 점령 작전을 

지원하거나 해상 교역로에서 제해권을 획득, 행사하는 수단이다. 이 

때문에 기동함대 전력을 갖춘다는 것은 공격 우위의 무기체계를 

의미한다.  미국의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나 원정 타격 전단은 공격 

우위의 무기 체계이다. 중국이 이와 유사한 함대를 구성할 수 있는 

항공모함, 구축함, 핵추진 잠수함 등의 보유는 바로 공격 우위의 

무기체계를 의미한다.  

1960년대, 1970년대 중국의 해군 전력은 고속정 위주로 항공모함, 

상륙함, 핵추진잠수함 전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원정 작전을 수행하는 데 

                                            
34

 미국 해군 홈페이지. 

http://www.navy.mil/navydata/ships/carriers/powerhouse/cvbg.asp 

검색일 2014년 6월 9일 
35

 Susan G. Hutchins, William G Kemple, David L Kleinman, and Susan 

P Hocevar. Ibid. pp.1~13. 



 

 37 

적합한 전력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자국 해안 방어 중심 전력으로 

방어 우위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대양에서 항해가 

가능한 구축함과 호위함 전력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항공모함이 없었고, 

핵추진 잠수함 전력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원정전력은 앞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중국은 옛 

소련 항공모함 바랴크호를 개조해 배수량 6만t의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를 2012년 도입했다. 랴오닝호는 전투기의 이륙을 돕기 

위해 사출장치(catapult) 대신 고정된  ‘스키 점프대’를 장착했다. 

항공기 60대를 탑재하고 배수량이 10만t에 달하는 미국의 

항공모함보다는 규모가 작다. 하지만 랴오닝호는 중국이 앞으로 확보할 

항공모함의 시제품 성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은 랴오닝호를 

시험 운항하며 항공모함에서의 전투기 이착륙 훈련 등 항공모함 운영 

능력을 기르고 있다.  

실제 중국은 자체 기술로 랴오닝성 대련에서 새로운 항공모함을 

건조중에 있다. 산둥(山東)호라는 이름이 붙여질 이 항공모함은 전투기 

사출장치를 갖추고 랴오닝호보다 배수량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산둥호는 2018년 배치를 앞두고 있다. 또 상하이의 창싱에서도 또다른 

항공모함이 건조 중이다. 배수량은 6만1351t으로 알려졌다. 중국 새로 

건조중인 두 항공모함은 모두 옛 소련의 미완성 핵추진 항공모함 

울리야놉스크(Ul`yanovsk)급을 모델로 한다.  

중국은 이를 포함해 총 4대의 항공모함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중국은 4개 항공모함 기동 전단을 운영해 남중국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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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에서 해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군사 전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36 

<표8> 2010년 중국 해군 전력37 

구분 유형 수량 

수상함 

구축함(DDG) 28 

호위함(FFG) 52 

고속공격정(PFM) 83 

구잠정(하이난급) 93 

소해정(minesweepers) 68 

기뢰부설함 1 

경비정(PCC, PCI) 77 

상륙함 LST(Tank Landing Ship) 27 

상륙함 LSM(Medium Landing Ship) 56 

상륙정(LCU/LCM) 160 

보급함, 지원함 205 

잠수함 

夏급, 晉급(SSBN) 3 

漢급(SSN) 6 

개량 Romeo급(SSG) 1 

Golf 급(SSB) 1 

Song급, Kilo급, Romeo 급, Ming 

급(SSK) 
54 

 

 

                                            
36

 Ronald O'Rourke. 2014.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DIANE 

Publishing. pp7~8. 
37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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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중국 해군 구축함 도입 추이 

 

소브

렘니

급 

루후 

(Ty

pe-

052) 

루하

이 

(Ty

pe 

052

3B) 

루저

우 

(Ty

pe 

051

C) 

루양

-1 

(Ty

pe 

052

B) 

루양

-2 

(Ty

pe 

052

C) 

루양

-3 

(Ty

pe 

052

D) 

연간 

총합 

누적 

총합 

1994 
 

1 
     

1 1 

1995 
       

0 1 

1996 
 

1 
     

1 2 

1997 
       

0 2 

1998 
       

0 2 

1999 1 
 

1 
    

2 4 

2000 
       

0 4 

2001 1 
      

1 5 

2002 
       

0 5 

2003 
       

0 5 

2004 
    

2 1 
 

3 8 

2005 1 
    

1 
 

2 10 

2006 1 
  

1 
   

2 12 

2007 
   

1 
   

1 13 

2008 
       

0 13 

2009 
       

0 13 

2010 
       

0 13 

2011 
       

0 13 

2012 
       

0 13 

2013 
     

3 2 5 18 

2014 
     

1 n/a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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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모함 기동 전단이 작전에 투입될 경우 항공모함을 방어할 수 있는 

구축함의 현대화도 이뤄지는 중이다. 루양(旅洋)-2급 구축함과 루양-

3급 구축함은 미국 해군의 이지스 무기 체계의 핵심인 SPY-1 

레이더와 유사한 레이더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루양-3급은 

미사일 수직발사대를 갖춰 대공, 대함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루양-

2급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6척이 도입됐다. 루양-3급은 

2013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해 총 10척이 진수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양에서 작전 중인 항공모함을 적국의 전투기와 잠수함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현대화된 핵추진 잠수함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샹(商)급 핵추진잠수함(SSN) 2대가 실전 배치됐다. 샹급 

잠수함은 추가로 4대가 건조되고 있으며 노후화된 한급 잠수함(SSN)을 

대체할 예정이다. 향후 적함에 대한 어뢰와 함대함 유도 미사일(ASCM) 

공격 능력을 갖춘 유도탄 공격 핵잠수함(SSGN)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38  

중국 해군이 미국과 유사한 기동함대 육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해군은 기동함대 육성을 목표로 한 단기, 중기 및 장기의 단계적 

계획을 세웠다. 해군력 건설의 3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39  

제1단계는 1990년대 말까지이다. 2000년까지 중국의 최우선 목표는 

전투함, 잠수함 및 항공기를 포함한 긴급 대응 해상 전투 부대를 

                                            
38

 Ronald O'Rourke. 2014.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DIANE 

Publishing. pp7~8.  
39

 You Ji and You Xu. 1991. "In search of blue water power: The PLA 

navy's maritime strategy in the 1990s." The Pacific Review 4 (2):13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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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는 것이다. 제1단계의 최우선과제는 전투함정의 수적인 

증가보다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제1단계가 끝날 때까지 중국 

해군은 다음의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1) 북해 및 중국남해의 첫 

번째 섬을 연결한 선까지 작전할 수 있는 작전행동반경 보유 (2) 

독자적 공증방어 및 공격력 확보 (3) 확신할 수 있는 제2격 핵억제능력 

보유 등이다. 제1단계에서 공격세력은 대규모 지상배치 중거리 폭격기 

및 공격 잠수함 함대로 구성되며, 헬기를 탐재한 중형수상함정이 지휘 

및 보호세력으로 운용될 것이다. 또한 세 개의 함대는 개별적으로 

대양항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동군(task force)을 확보한다. 이러한 

기동군을 확보한 이후에 해군은 대양해군훈련과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수행될 제2단계에서 해군은 점진적으로 세계적인 

해군으로 발전할 것이다.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 건설된 항공모함, 

상륙함 기동군과 함께 공중, 수상 및 수중의 입체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대화된 장비의 획득 및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공모함 이외에 새로운 탄도미사일 핵잠수함과 

새로운 세대의 수상함정이 기동군에 포함될 것이다.  

2020년 이후에 추진될 제3단계에서 중국은 주요 해양국가와 유사한 

능력을 가진 해군으로 성장한다고 가정했다. 이 같은 경향은 미국 

의회보고서나 해군 정보국에서 나오는 예상치와도 부합한다. 항공모함 

전력이 확대되고 항공모함을 보호하는 구축함, 핵추진 잠수함(SSN)이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이들 기관들은 전망했다. 결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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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전력은 방어 우위에서 공격 우위로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표10> 중국 해군 전투함 도입 추이40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탄도 미사일 잠수함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1 2 3 4~5 4~5 

핵추진잠수함(SSN) 5 6 6 6~8 6~9 

디젤추진잠수함(SS) 60 51 54 57~62 59~64 

항공모함 

(Aircraft carriers) 
0 0 0 1 2 

구축함(Destroyers) 21 21 25 28~32 30~34 

호위함(Frigates) 37 43 49 52~56 54~58 

미사일 공격정 

(Missile-armed attack craft)  
100 51 85 85 85 

상륙함정 

(Amphibious ship) 
60 43 55 53~55 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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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해군 전략 분석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중국 해군 무기체계는 해외 원정 작전 능력을 

갖춘 함대를 육성하며 공격 우위로 전환되고 있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하는 의도이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 의도는 중국의 

해군 전략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저비스가 제시한 

안보딜레마 상황에 대한 네 차원 중 어디에 해당되는 지를 분석할 수 

있다.  

 

제 1 절 연안에서 대양으로 
 

① 마오쩌둥의 해상인민전쟁 개념(1949년~1976년)  
 

1949년 신생 중국의 해군 전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옛 

소련이었다. 1917년 공산주의 혁명 직후 소련은 내부적으로는 반혁명 

세력과의 전쟁에 시달렸고 외부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침략 위협에 놓여 있었다. 해군을 현대화할 만한 산업 기반 시설은 물론 

전투함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련은 

소형 수상함과 잠수함을 통해 해안 방어에 집중하는 해군 전략을 취했다. 

혁명 직후 소련이 처했던 상황은 건국 초기 중국과 유사했고 소련의 

초기 해군 전략을 따르게 된다. 

소련은 1950년 500명으로 이뤄진 해군 자문단을 처음 파견했다. 

이후 1953년까지 1500~2000명의 자문단이 중국 해군 사령부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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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소대 단위까지 소련 해군 교리를 전파했다. 많은 중국 해군 

장교들은 소련에서 훈련을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중국 해군은 소형 

함정을 동원해 미국 등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으로부터 자국 해안을 

방어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41  

소형 함정을 통한 해안 방어는 마오쩌둥의 전쟁 사상과도 맞아떨어졌

다. 이 시기 중국 해군 전략을 지배한 개념은 마오쩌둥의 ‘해상인민전

쟁(海上人民戰爭)’ 이었다. 이는 해양에서 섬과 어선 사이에 소형 군함

을 매복, 밤을 이용해 기습공격을 감행하는 방식이다. 적군을 자기 영토

로 깊숙이 끌어들인 후 정규군과 민병대를 집중시켜 적과 돌격전을 벌인

다는 마오쩌둥의 게릴라전 개념을 해전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해상

인민전쟁은 게릴라전을 통한 연안방어 전략이다. 

특히 마오쩌둥은 해상인민전쟁 전략의 연장선에서 ‘땅굴 전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마오쩌둥은 “땅굴을 통해 방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 말했다. 1965년 마오쩌둥은 군함을 숨길 수 있는 땅굴 건설을 해군

에 명령했다. 이에 따라 중국 해군은 해안을 따라 대형 땅굴 26개를 만

들었다. 땅굴에 숨는 전략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중국의 방어 전략을 

주축을 이뤘다. 마오쩌둥은 “땅굴을 깊이 파고 식량을 비축하며 패권을 

추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42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중국 해군 전략의 방어적 성격은 

더욱 짙어졌다. 당시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의 인천상륙 작전을 

                                            
41

 Bernard D. Cole. Ibid. pp.171~172. 
42

 Jun Zhan. 1994. "China goes to the blue waters: The navy, seapower

 mentality and the South China sea."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
s 17 (3):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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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수세에 몰렸던 유엔군의 전세가 역전되자, 중국은 적국 군대의 

해안 상륙 저지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해안 방어는 중국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중국 본토를 지키는 핵심 목표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43   

1960년대 위협 인식에 변화가 있었다. 대만해협에 대한 위협은 

줄어드는 대신 전통적인 우호국이었던 소련과 갈등을 빚으면서 새로운 

해상 위협으로 인식됐다. 미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위협이었다. 

특히 베트남전쟁에 투입된 미국 7함대는 강력한 위협 요소였다. 하지만 

연안 방어를 중시한 해상인민전쟁 개념은 유지됐다.44   

 

② 류화칭 제독의 중국 해군 3단계 건설 목표 

1980년대 초까지 중국 해군은 기본적으로 해안 순찰 전력이 위주였다. 

실제로는 중국 국방 전략에서 해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다. 마오쩌

둥의 군사 전략은 군중 동원을 통한 육상 방어가 위주였다. 마오쩌둥의 

게다가 경제적 정책은 자급 자족 경제로 해외 무역이나 해상 이익은 경

시됐다.45  

1976년 모택동 사망 이후 중국 해군 전략은 인민전쟁 개념에서 

탈피하기 시작했다. 덩샤오핑은 적극방어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중국 

본토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훈련된 군대를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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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한다는 내용이다. 적을 자국의 영토, 영해로 깊숙이 끌어들여 

공격하는 인민전쟁 개념보다 상대적으로 공세적이다. 46  하지만 여전히 

방어적 성격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연안 방어를 넘어서게 된 건 1980년대 초부터 중국 해군을 

맡게 된 류화칭(劉華清) 제독의 영향이 크다. 그는 해군사령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당기관지에 해군전략사상과 해군력 건설의 

당위성을 기고하면서 중국의 고위급 지도자들을 설득하였다.  

류화칭은 해양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외부침략만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해군의 임무가 

아니라고 했다. 해양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경쟁은 지역전쟁이나 

주변전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중국의 국익을 위해 모든 해양에서 싸울 

수 있는 해군의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해군은 중국연안 밖에서 

원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해군의 임무를 방어적 목표에만 한정하지 않은 것이다.  

해군사령원으로 취임한 1982년 5월 해양 전략에 관한 회의에서 

이른바 근해방어 전략(off-shore defensive strategy)을 발표했다. 

중국해군이 중국연안을 벗어나 독자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근해작전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가 주장하는 근해는 약 150~600마일에 걸쳐 있는 

제1도련선(第1島鍊線, First Chain Islands)과 제2도련선(第2島鍊線, 

Second Chain Islands)까지를 의미한다. 여기서 제1도련선은 쿠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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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도~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다. 제2도련선은 오가사와라~괌~사이판 

~파푸아뉴기니로 연결된다. 따라서 근해는 원해와 연안 해역의 중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7  이는 해군 전략이 연안 방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해 방어에서 더 나아가 류화칭은 1986년 2월 ‘홍기(紅旗)’에 

논문을 기고하며 대양 해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해군 전력 강화를 

역설했다. 그는 새로운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해군력을 건설하려면 첫째, 

핵미사일을 포함하여 대함·대공 미사일등 첨단무기를 탑재한 다수의 

현대화된 함정과 항공기를 구비하여야 하며, 둘째, 현대화된 무기 및 

장비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인적자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8 

이어 류화칭은 대양 해군을 목표로 한 중국 해군의 3단계 건설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해군이 제1단계(1980년대 중반~2000)에는 제1도련선 

안쪽 해역을, 제2단계(2001~2020)는 제2도련선까지, 마지막으로 

제3단계(2021~2040)는 제2도련선 밖 장거리 해역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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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중국의 제1도련과 제2도련선49 

 

특기할 부분은 3단계인 대양 해군 단계이다. 중국에서 대양해군 

개념은 제2도련선 밖의 해역까지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해군을 

의미한다.50 중국 해군 전략이 연안 방어에서 벗어나 대양에서 제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류화칭은 2019년까지 중국의 모든 영해를 방어할 수 

있는 대형 수상함과 핵잠수함을 확보한 다음 2019년부터 2039년까지 

항공모함 2~3척을 확보해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해상 세력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궁극적으로는 2040년부터 미국에 필적하는 

세계의 주요 해상 패권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해군 

전략은 중국의 해군력 육성의 이론적 배경이 됐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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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칭의 해군 전략은 적의 상륙을 방어하는 기존 해군 전략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대양 해군을 통해 중국은 원정군이 상대국의 영토와 

영해에 대한 원정 작전 지원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제해권 확보를 위한 

작전도 가능하게 된다. 이제 중국의 해군 전략은 명확한 방어적 

의도로만 볼 수 없게 됐다. 공격적, 방어적 의도를 구분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제 2 절 해상교통로에서의 제해권 확보 

 

알프레드 마한은 해양의 교역로 역할에 주목했다. 그는 해상은 육상에 

비해 저렴한 운송 비용으로 대량의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할 수 있으며 

국가가 통상을 통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선 해상 교역로의 안전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무역선의 안전한 항해가 전시에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한은 전시에도 해상 교역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해상 거점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52   

이같은 마한의 해양력 이론은 중국의 해군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해외 해상 거점들을 자원, 무역 등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했다. 강력한 

해군력 보유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인식했다. 마한의 

이론은 중국 군 지도부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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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민해방군 야오유지 소장과 천저량 준장은 2002년 중국 

군사과학에 기고한 논문에서 해상교통로의 제해권 확보를 주장한다. 

이들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의 공세적 방어는 해상교통로 

전장을 개선하는 것이며, 중국은 이를 적이 통제하는 해양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중국 해군은 해양에서의 해양 교통로를 

적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중국이 

지향하는 해상교통로 전장은 내륙에서 해양으로 그리고 공중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관건이다.”54 

이 같은 전략은 중국이 인도양 해상교역로를 따라 해군 기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해군기지를 건설할 예정인 

파키스탄의 남부 항구지역인 과다르는 아라비아해에서 걸프만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이 이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중국군 사상 첫번째 해외 지원기지가 된다. 파키스탄 고위 

관료는 “해군 기지가 건설되면 우리는 향후 중국 군함의 정기적인 

입항을 허용할 것”이라며 “인도양에 있는 중국 군함들은 이곳에 

머물며 수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 기지는 주로 인도양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 원유 수송선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방대학(NDU)의 크리스토퍼 융 선임 연구원은 “해군 기지 

건설의 본질은 결국 군사력을 국제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중국의 

의도”라고 말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남아시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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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인 라울 로이초두리는 “이번 조치는 중국 국방과 안보 관계에서 

게임의 룰을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국 선박 보호뿐만 아니라 

향후 군사 훈련까지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파키스탄과 중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미국과 인도 견제라는 목적이 

서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특히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통해 중동산 석유 수송로인 아라비아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의 장기적인 군사패권 야망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도 나온다.55  

한편 중국은 미얀마 최대의 무기공급국으로 중국은 1980년대 말부터 

미얀마 해안 시트웨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인도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움직임은 ‘진주 목걸이’라고 

불리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는 파키스탄의 과다르에서 스리랑카의 

함반도타, 그리고 인도양 한복판의 몰디브와 모리셔스의 항구에서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항구, 미얀마의 벵골만까지 원유와 자원 수송의 

핵심거점이자 군사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이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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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 상 예상되는 군사 시설57 

 

 

제3절 중국 국방백서에 나타난 해군 전략  
 

2004년 중국 국방백서는 중국 정부가 해군력 건설을 강조한 최초의 

공식 문건이었다. 이 국방백서는 동아시아가 평화와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도 국제정치 상황이 새롭게 재조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군사, 

안보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하고 이성적인 국제 정치와 경제적 질서가 동아시아 지역에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군사적 요소는 아시아 

지역에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중국 해군과 공군은 제해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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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역할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군함, 전투기, 

정밀 유도무기 획득 필요성을 제시했다.58  

이처럼 중국 국방백서에 나타난 중국의 해군 전략은 매우 모호하다.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이성적인 국제 질서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중국 해군 전력 증강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중국 국방백서는 중국 해군의 현재 그리고 미래 역할을 가름할 수 

있는 근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적 

개념에 의해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투명성 부재’라고 정의하고 있다.59 

2008년 중국 국방백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 해군의 역할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방어적 의미 이상의 해군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공격적 의도인지는 분명치 않다. 중국 해군이 

과거 마오쩌둥 시대의 연안해군에서 벗어나 보다 큰 전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 국방백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해상에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가, 인도주의 지원작전, 자연재난구조작전 그리고 

해적퇴치작전 등의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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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이르러 중국 해군은 근해방어작전을 주로 실시했지만 

새로운 세기에 이르러 중국 해군은 근해에서의 통합된 전략적 억제와 

대응능력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군사적 

위협에도 적절히 대응하고 각국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이로서 중국 해군은 전략적 변환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중국 해군은 수중억제, 적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능력 제공 등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며 중국 해군의 기동전단은 아덴만에서 해적 등의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이 국방백서는 규정했다.60  이처럼 

중국의 국방백서는 공격, 방어 의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제 4 절 소결 
 

중국의 해군 전략은 1970년대 중반까지 명확하게 방어적 의도가 

드러났다. 미국, 소련 등 위협 인식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해군 전략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연안 방어에 있었다. 대 상륙 방어를 위한 연안 

해역에서의 제해권 확보인 것이다. 이는 같은 시기 고속정 등 소형함 

위주의 무기체계와도 맞아떨어진다. 마오쩌둥의 해상인민전쟁 개념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이후 중국 해군 전략의 성격은 모호해진다. 연안 방어를 넘어 

태평양으로 전략적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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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

a's national defence in 2008”.  

http://eng.mod.gov.cn/Database/WhitePapers/20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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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군의 방어, 상륙 지원이라는 공격적 의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공격인지 방어인지 모호하게 인식될 수 

있다. 공격, 방어 의도 불분명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이 해상교통로에서의 제해권 확보 시도 역시 공격, 방어 의도를 

구분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해상교통로에서의 통제권 행사는 자국 

함선에 대한 방어인 동시에 적국 함선에 구축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무기체계 측면에서 공격 우위 성격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군사 전략적으로 공격, 방어 의도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저비스가 제시한 안보딜레마의 네 차원 중 

첫번째에 해당하는 경우다. 안보 딜레마가 격화되는 이중적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2014년 미국 의회보고서도 현재 중국 해군력 증강이 자국 해역에 

대한 방어만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해군력 증강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제시했다. 61 

 

∙ 유사시 대만과의 군사 분쟁  

∙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 영유권 주장과 방어  

∙ 배타적 경제수역 내 외국의 군사 활동을 통제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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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nald O'Rourke. 2014.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DIANE 

Publishing.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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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 구축(驅逐)  

∙ 중국의 지역 패권국과 세계 패권국의 지위 획득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의 전략적 의도는 전통적인 연안 

방어와 함께 태평양에서 제해권 획득과 패권 추구이다. 과거 방어적 

의도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다. 공격적 의도인지 방어진 의도인지가 

모호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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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주변국의 인식과 대응 
 

중국의 무기체계가 공격 우위이면서 군사력 확대의 의도가 

공격적인지 방어적인지가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의 해군력 

확대는 저비스가 제시한 안보 상황에서 첫번째 상황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중국의 주변국들은 군비 경쟁을 벌이며 안보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시에 동맹을 통해 중국을 압박한 전략을 구사하기 

쉽다.   

 

제 1 절 미국 
 

미국은 군사 문제에서 중국의 의도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2010

년 미국 국방부가 발간한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

력 증강과 의사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아시아

와 다른 지역에서 중국이 취할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미군의 임무로 잠재적 적대 국가의 공격을 억지, 방어, 

격퇴로 규정했다. 그리고 북한, 이란과 함께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지

목했다. 중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공격형 잠수함 등 군사력을 확

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 프로그램의 속도, 

범위, 목표에 대한 제한적 정보만을 공유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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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장기적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했다.62  

이와 같은 미국의 인식에 따라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2년 1월 

발표한 ‘미국의 세계 지도력 유지 전략 63 이라는 국방 

가이드라인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군사력 증강의 의도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한다. 중국의 의도가 

공격적인지, 방어적 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재균형 전략’을 내놓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동맹국들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동맹국과 공동의 안보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평화적이고 안전한 교역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선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군사적 역량과 존재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제 규범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권국의 평화적 부상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해상 교통로의 안정을 언급 

했다는 점에서 다분히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대응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의 해군력 증강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2020년까지 해군 함대 60%를 태평양으로 이동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 해군은 태평양과 대서양에 배치된 함대를 50대 

50에서 60대 40 비중으로 재배치한다. 아시아 태평양에는 6척 항공 

모함과 순양함, 연안전투함, 잠수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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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D, US. 2010.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

C: US DoD. 
63

 http://www.defense.gov/news/defense_strategic_guidan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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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의 이 결정은 아태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을 

견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64 

 

제 2 절 일본 
  

일본은 10년 단위 방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신방위대강을 2013년 

12월 17일 발표했다. 여기에서 일본은 중국 군사력 증강의 의도가 분명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매년 높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고 군

사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는 것이다. 신방위대강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중국의 군사 동향을 주

시해야 한다고 했다. 

신방위대강은 특히 해상으로부터의 중국 위협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힘을 동

원한 현상 변경 시도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일본의 주변 공해상에 침입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 식별 구역을 설정

해 예상치 못한 위험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중국 해군 함

정, 항공기가 태평양 진출하는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65  

이 같은 중국 위협 인식에 따라 신방위대강에서 일본은 중국의 해상 

위협에 대응한 해상자위대 전력 증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변 해역을 

방어하고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지스체제를 갖춘 신형 

호위함의 증강해야 한다고 했다. 또 타국의 잠수함 등을 감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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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all Street Journal, “U.S. Plans Naval Shift Toward Asia”, 20

13년 11월 20일. 
65

 防衛省, 平成26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 平成25年12月17日,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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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초계기 전력 증강도 역설했다.66  

일본은 이지스함 2척을 향후 10년 내에 추가 배치해 현재 6척인 이지

스 호위함을 8척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존 이지스함 4척은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하고 있으며, 나머지 2척에는 미국과 

공동개발중인 차세대형 요격미사일 `SM3블록2A'를 탑재하기 위해 개량 

중이다.67 배수량 3000t 이상 호위함은 48척에서 58척으로 늘린다.68  

일본이 패전 이후 방위정책의 근간이었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깨고 공격형 전력인 해병대 창설에도 나선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점령당했을 때 이

를 탈환하기 위해 해병대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일본 방위성은 

해병대 창설을 위해 미국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수륙양용 장갑차를 

2014년 도입하기로 했다. 또 2015년부터 미 해병대가 사용하는 신형 

수송기 오스프리를 도입·배치하기로 했다.69  

일본은 해상자위대 전력 증강을 위해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다. 일본은

2014년 4월~2015년 3월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2.8% 증가한 4조

8848억엔으로 책정했다. F35 전투기, 해병대용 수륙양용 장비, 지대함

미사일을 구매하고 이지스함,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비용 등이 포함됐

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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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id. p.20. 
67

 연합뉴스, “日, 이지스함 8척태세로 증강”, 2013년 11월 5일.  
68

 연합뉴스,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화”, 2014년 7월 1일. 
69

 조선일보, “日本, 공격용 부대인 '해병대' 만든다”, 2013년 8월 22일.  
70

 조선일보, “아베, 2년 연속 국방비 증액”, 2013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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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미국과 일본은 모두 중국의 군사력 증강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비난하

고 있다. 특히 양국은 해상에서의 중국 위협에 주목한다. 공식적인 문건

에서 양국은 공통적으로 중국의 의도, 목표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중

국의 공격, 방어 의도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안보딜레마가 초

래돼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위험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력 증강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해군 전력을 아시아 지역 배치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동시

에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한다. 일본은 해군 

전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해군의 기동전력이 강화되며 작전 반경이 

넓어지자 이에 대응해 미국, 일본의 해군 전력이 증강되는 양상이 나타

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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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맺음말 
 

 

대륙 국가의 해양력 팽창은 정치학의 고전적인 주제이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은 기원전 560년 이전까지 한 대륙 국가였다. 기병, 창병, 

궁병이 군사력의 주축이었다. 캄비세스왕에 이르러 페르시아는 군함을 

2단노선에서 3단노선으로 개편했다. 노의 수가 늘어난 3단노선으로 

페르시아 해군은 더 먼 바다까지 항해할 수 있게 됐다. 이후 페르시아는 

이집트를 정복한 뒤 지중해 무역을 장악한 해양 세력인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과 전쟁을 벌였다.71  

제정 독일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1897년 티르피츠를 해군상에 임명하고 독일은 전함을 건조하는 등 

해군력을 증강했다. 당시 전함은 대양에서 작전을 펼치는 해군 전력 

주축이었다. 유럽 대륙의 신흥 강대국 독일이 원정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해군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이는 해양을 장악한 영국을 위협했고 

독일과 영국은 군함 경쟁을 벌였다. 결국 독일과 영국은 1차대전 당시 

북해의 제해권을 두고 충돌했다.72  

이 두 역사적 사건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대륙국가가 

삼단노선이나 전함과 같은 군사 기술적 발전을 이룬 뒤 해양 국가와 

전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원정 작전을 가능케 하는 군사 기술 전환은 

전쟁으로 이어지는 동인이었다.  

문제는 이같은 패턴이 대륙 국가 중국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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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느냐는 점이다. 중국은 해군 전력을 현대화하고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한 기동 함대를 육성하고 있다. 군사 기술 전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페르시아,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 상황이다. 만일 역사적 패턴이 

반복된다면 바다를 넘어 원정 작전이 가능해진 중국이 해양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과 군사적 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에 대한 막연한 오해는 오히려 중국을 자극해 

평화를 해할 수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아시아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이 중국의 공격적 행동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을 

적으로 보는 시각이 역설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은 패권 추구의 유전자가 없다는 말하기도 했다.  

반대로 중국에 대한 막연한 믿음 역시 경계해야 할 일이다. 공격적 

의도를 숨긴 채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최근 수년 

동안 동북아 국제관계는 평화보다 갈등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상에서 중국과 일본은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로버트 저비스의 공격 방어 균형 이론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 그 중에서도 해군력 증강이 국제 질서에 가져올 영향을 

살펴 보았다. 저비스는 군사력 증강이 반드시 안보 딜레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무기체계의 성격과 군사력 증강의 의도에 따라 

안보 딜레마가 초래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반드시 패권 경쟁이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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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무기체계의 성격과 전략적 의도에 따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평화를 위협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중국 해군 무기체계는 방어 우위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를 넘어서며 

중국 해군 무기체계는 공격 우위로 바뀌고 있다. 2020년이 되면 중국은 

항공모함 함대 운영을 본격화하며 공격 우위의 무기체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 전략 측면에서도 중국은 방어적 

성격에서 공격, 방어 의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의 국방백서에서도 중국의 의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미국, 

일본도 중국의 군사적 의도의 불투명성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저비스의 이론에 비추어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안보딜레마로 이어지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 해당된다.  

실제 동북아 국제 관계는 위태로워 보인다. 안보딜레마 상황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미국, 일본 간 군비경쟁은 위험 수위를 

넘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군함 확보 경쟁도 나타난다. 특히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상 영유권 분쟁 지역에선 중국과 

일본의 군함이 충돌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 일본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위태롭기만 

하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으로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충돌할 경우 한국은 양측의 분쟁에 

휘말리기 쉽다. 일본이 중국과 군사적 충돌을 빚으면 일본의 동맹국 

미국이 개입하고 다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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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한반도 지역에 국한된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의 개입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이는 중국을 위협해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과 일본의 중국 

견제에 합류해 섣부른 균형(balancing), 봉쇄(containment) 전략을 

취하기 보다는 거리를 두고 무시하는 정책이 우선 한국이 취해야 할 

가장 효과적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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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he rise of China would affect international politics arena is a 

matter of great concern for the globe. One argues China would fight 

US dominanc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resulting in military 

conflict. Others say China would peacefully rise and fit into current 

world order conceived by the United States. Many of studies 

comtemplated China ’ s possible military conflict but failed to 

analyze the nature of China’s military development. Thus empirical 

assessment of China’s military strength must precede to assess 

security risk posed by Beijing’s ever increasing military power. 

This article mainly focuses on development of China’s na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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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s. Naval power is central means to be a world hegemon. Army 

can be a useful source of power against neighboring states but it is 

naval force which enables hegemon‘s projection of power well 

beyond, overcoming oceans and seas. Therefore it might lead to 

China’s confrontation over the waters with other countries, namely 

US.  

The offense-defense theory of Robert Jervis explains under what 

conditions intensity of the arms race rises whether it would lead to 

a military conflict caused by the security dilemma. Jervis pointed 

out that the nature and intentions of military build-up influence 

outcome of security dilemma. By applying his theory one may 

evaluate international outcome of China‘s naval power build-up. 

When offensive and defensive posture are not distinguishable but 

offense has an advantage the security dilemma is "very intense". 

Where offensive and defensive posture are distinguishable and 

defense has advantage the security dilemma has little intensity. 

China’ naval strategy heavily focused on the defensive until mid 

1970s. US and Soviet’s view on the security risk of China may 

have fluctuated over the time. Still it was clear China’s intent was 

for the defensive purposes. After 1970s China started to take more 

offensive position and Beijing ’ s intentions became hard to 

interpret. China amassing aircraft carriers and aegis destro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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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ely shows offensive capabilities. Concerns were growing but 

China hasn’ t been showing indications whether newly acquired 

naval weapons were for the defense. By Jervis’ theory this could 

be labeled as ‘very intense’ security dilemma situation.   

US points out China‘ s intentions of expanding her military 

prowess are uncertain and tries to hold China in check by 

strengthening US naval forces in Asia and the Pacific Ocean. 

President Barack Obama has been implementing a new strategy 

named ’ rebalance to Asia ‘  which aims to  increases her 

presence through placing 60% of the US naval forces by 2020. 

Thus prompting arms race among the nations in North-east Asia 

which has been caused by the security dilemma. Jervis’ Offense-

Defense Theory makes more sense given current North-east Asia

‘s international dynamics and needs to be given more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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