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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들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첨예한 갈등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해

양 영토 분쟁의 맥락에서 독도 및 이어도와 관련된 쟁점과 향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동북아지역에서는 다

자적 제도적 협력의 경험이 일천하고, 관련 국제규범의 중심인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도 그 주요 조항의 불명확성 때문에 해양 

관련 분쟁의 궁극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독도 및 이어도를 둘러싸고 한국

과 당사국이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을 감수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문제가 전향적

으로 해결될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 향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사시 억

지력과 최소한의 자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의 증강에 대한 고려와 동시에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독자적으로 사활적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의 군사력 행사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요소와 변수들이 작용한다

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군사력의 사용이 불필요하도록 분쟁

을 정리하는 혜안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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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 글은 첨예해지는 해양영토분쟁의 맥락에서 한국과 관련된 쟁점과 향후 전망을 복합

의 관점에서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복합의 관점은 현 세계질서와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

이 군사, 경제, 외교, 환경 등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행위자를 통해 복합적으로 

* 이 글의 초고는 2012년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및 2012년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정
기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다. 회의에서 각각 토론을 해주신 진행남 박사와 박영준 교수께 감사
드린다. 아울러 초고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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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1) 과거의 역사에서 전가의 보도로 여겨졌던 국가의 물

리적 능력은 현존하는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여전히 전통적 

갈등은 발생하지만, 새로운 내용과 형태의 갈등도 동시에 발생하고, 이러한 갈등의 해결

은 현실주의의 방식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2)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전통적 의미에서의 국가 간 전면전 가능성은 축소되었다. 하지만 

세력 전이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 가능성과 북한 핵을 둘러싼 갈등

적 상황이 안보 정세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일천한 다자적 제도적 협력의 

경험과 더불어 지역 내에서는 독도, 센카쿠열도(조어도), 북방열도(남쿠릴열도)의 영유권

과 관련하여 관련 국가들 간 반복적인 대립이 본격적인 충돌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해양영토분쟁의 복합적 성격과 그 대응책에 주목한다.3)

한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의 이슈는 독도와 이어도로 귀결된

다. 두 이슈는 상이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독도 문제는 그 기원이 

19세기 이전에 있고, 이어도 문제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이슈이다. 또한 독도는 영유권 문

제이고, 이어도는 관할권 문제라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두 문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국제법적 개념이 있다. 또한 두 문제 모두 물

리적 충돌의 가능성을 점증시키고 있다.4)

이 글은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독도 및 이어도 분쟁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우선 국제해양법상 영유권 및 관할권 개념을 간략히 검토한다. 이후 독도 영유권 문제와 

  1) 복합세계정치의 특징과 원리 및 외교 전략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하영선·김상배(2012) 참
조. 특히 복합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의 특징과 이들 간의 권력 게임이 
과거처럼 단순히 강제하고 명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상과 설득도 함께 포함된다는 점을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복합 관점의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관점을 차용한 시론적 연구로는 
하영선(2011) 및 전재성(2011) 참조.

  2) 예를 들어 미국 오바마 대통령(Obama 2007)은 후보자 시절 한 기고문에서 21세기를 복합(성)
(complex 또는 complexity) 시기로 정의하고, 복합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전이 필요
함을 강조한 바 있다. 

  3)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섬의 명칭은 이 글에서는 편의상 독도, 이어도, 센카쿠로 통일한다.
  4) 그간 한국과 관련된 해양영토분쟁 연구들은 각각 법적 측면(김영구 2008; 김태완 2007; 김태운 

2007), 역사적 측면(유철종 2007), 제도적 측면(구민교 2011; 최희식 2010), 군사전략적 측면(김
열수 2011; 박창희 2012)에서 분절적으로 연구되거나 특정 사례에 국한되어 진행되어온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슈의 복합적 측면과 사례의 복합성을 포괄하는 인식과 대응책에 대한 고민
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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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입장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일본의 해군력 강화 추이 함의를 정리한다. 이어서 이

어도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정리한 후, 중국 해군력의 현대화의 함의를 검

토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결

론을 대신한다.5)

II.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영토분쟁

최근 해양영토분쟁의 출발점은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다. 이 협약은 해양에 관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해양의 경

계획정과 관련된 원칙과 관련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

고 1994년부터 발효되었으나, 주요 조항의 불명확성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양 관련 분쟁의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협약은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 해양의 경계 획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영토적 주권과 해양자

원개발 및 항행의 안전 등 복합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동아시아지역 내 관련국들 간의 이해

의 충돌을 오히려 격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된다(구민교 2011, 3; 김열수 2011).  

영유권은 일정 영토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으로 협약 2절에서는 영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그 3조에서는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영해 외에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을 55조에 정의하여 영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해양의 국가 

관할권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연안국은 각종 자원의 탐사

개발과 수역의 경제적 개발에 대한 실질적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고 해상구축물의 설치나 

해양의 과학적 조사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협약은 허용하고 있다.6)

섬이 실질적 중요성을 가지게 된 것도 이 협약이 발효된 이후인데, 그 이유는 협약에서 

섬도 본토와 같이 각종 관할수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

  5)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분쟁의 원인과 전개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피한다. 그 이유는 역사적, 법적, 
권력정치적 측면에서 각각 식민지 시기의 유산, 유엔해양법협약의 제정, 동아시아 세력관계의 
변화라는 뚜렷한 원인과 그 함의가 이미 많이 논의되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열수(2011) 참조.

  6) 이하 유엔해양법협약의 구체적 내용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유엔해양법협약 전문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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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약 121조에 의하면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만조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 또한 동 조항은 “인간의 거주지 및 거주민들 스

스로의 능력으로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암석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절

대로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하나의 섬이 특정 국가의 영토로 인정받을 경

우, 그 섬은 해당 국가의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제적 갈등의 소지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덧붙여서 동 협약은 2009년 5월까지 유엔의 ‘대륙붕 경계위원회’에 조사결과를 제출해 

과학적으로 해저의 지형과 지질이 육지의 연장임을 인정받으면 최대 350해리(650km)까지 

자국의 대륙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김열수 2011, 12-15). 특히 협약의 77조 1항에서는 연안국이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

원을 개발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연안국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게 정의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이어도에 대한 중국 주장의 핵심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7)

협약에서 제시된 원칙으로서 해양 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념은 ‘등거리원칙’

과 ‘형평한 해결의 원칙’이다. 협약 15조에 규정된 등거리원칙인 ‘대항국간 또는 인접국간 

영해의 경계획정’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국 간 달리 합의하지 않

는 한 양국의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규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제는 이 원칙은 12해리 영해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관련

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구민교 2011, 9). 협약 59조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나 관할권이 연안국이나 다른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또

한 연안국과 다른 국가 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마찰이 발생한 경우, 그 마찰은 당사자의 이

익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의 중요성을 각각 고려하면서 형평에 입각하여 모든 관련 상황

에 비추어 해결한다”고 되어 있다. 이 영역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의거한 상

  7) 2012년 12월에 한국과 중국이 공히 2009년 제출 자료보다 확장된 대륙붕 경계선을 경계위원회
에 제출함에 따라 향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의 대륙붕 경계선은 거의 겹치며, 일본 영해 경계선에 거의 근접한다(연합뉴스 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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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간 합의에 의한 ‘형평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고, 결국 협약은 해양경계

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 원칙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협약이 분쟁의 해결을 위한 강제적 조항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단일한 원칙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국가 간 영토적 이해의 충돌을 약

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경험의 축적과 부수적 제도화에 한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당초의 목

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다양한 맥락에서 복합성을 더해가

는 해양경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대응책의 마련이 필요해지는 것이

다.

  

III. 독도 영유권 분쟁의 쟁점과 전망

1. 독도 문제의 배경과 의미

한국과 일본 간의 정치적 갈등은 최근 빈도가 잦아지고 정도도 심화되고 있다. 현실주

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갈등은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주

의이론의 예측대로라면 군사력 확충에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

이라는 안보 우산이 필요하고 이러한 미국과의 동맹이 주는 안보상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엽적인 한일 갈등을 초래하기 보다는 한미일 3각 동맹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즉 

한일 간의 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행동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선적인 현실주의 시각은 한일 갈등의 역사와 부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실제로 안보상의 위협이 실질적이었던 냉전 시기에도 양국 관계는 부침을 거듭했

다. 즉 한일관계에는 양국 역사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양국이 양자 관계에서 국가 이익을 규정하는 독특한 방식에 대한 이해는 양

국 관계의 부침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일 관계에 내재하는 특수

성은 냉전 이후 양국 간 결속력 약화와 일본 내에서 진행된 보수우경화의 경향, 그리고 민

주화된 한국 사회의 대일관계에 대한 적극적 압력 등을 들 수 있다(이원덕 2001). 1990년 

이후의 변화는 국제 체제적 요인과 국내 체제적 요인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갈등을 상승시

키는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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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도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침탈로부터 비롯된 과거사 문제와 결합되어  

가장 중요한 갈등적 현안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양국이 전통적 수단인 무력을 

동원하여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역설적으로 양국 간 정치적 갈등은 극적

인 계기가 제공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독도를 둘

러싼 갈등으로 군사력의 선제적 사용을 고려하지는 않겠지만, 독도는 결코 양보할 대상

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의 시각이다. 따라서 그러한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

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독도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한 이익

들 간의 상충 및 교환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독

도가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 이익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정책적 수단의 

활용을 준비해야 한다. 

독도의 가치는 크게 해양자원, 탐사 및 개발 자원, 군사적 이용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

다. 우선 독도 주변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수역이어서 어장이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인광석 및 천연 가스층을 포함하는 각종 해양 자원이 다수 매장되어 있다

고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독도가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를 양국이 포기하기는 힘든 상황

이다. 또한 독도는 군사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미 일본은 러일 전쟁 당시에 

독도를 활용하여 러시아 함대에 승리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독도가 동해의 중심 지

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동해에서 제해권의 발휘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

다고 평가할 수 있다(심헌용 2008).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도 독도에 고성능 방공 레이더 

기지를 구축한 바 있으며, 러시아 태평양 함대와 일본 및 북한의 군사정보를 파악하는 데

에 독도를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독도는 동해안의 주요 항로가 주변을 통과하게 

되는 핵심적 집합점(nodal point)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각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당 부분 중

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유철종 2007, 102-105). 

2. 독도 문제의 쟁점

일제의 본격적인 침략기에 접어들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발생하

였다. 1904년의 한일의정서에는 일본의 필요 시 한국 내의 전략적 요충지를 임의로 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일본은 이를 통하여 정치 군사적 정당성을 제기하고 1905년 2

월에 시마네 현의 고시로 독도를 다케시마 즉 죽도로 명명하면서 국제법상의 선점이론을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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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조선이 공도

정책을 펴는 울릉도 및 독도를 실효적 지배를 해왔으며, 이후 근세 초기 이래로는 일본의 

영토에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영토편입 당시에 독도는 주인이 없는 돌로 된 섬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점을 통해 일본의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

본은 최근에는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늦어도 에도 막부 초기인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이 확보하였다는 일본 고유영토론을 외무성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제시하고 

있다(마고사키 우케루 2012, 161-162).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한국의 입장은 보다 실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우선 각종 역사적 기록을 통해 삼국시대 이래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

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본 측 자료도 다수 확보되어 있는 실정이다. 독도는 신라

의 정복 이후로 한국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었다는 많은 실증적 증거들이 있다. 독도는 울

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일부로 한국의 역사에 기록되어 왔으며, 조선시대에도 기본적으로 

공도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감세관과 수토관을 파견하여 이 지역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

로 하였다. 특히 명치유신 이후 일본이 이 지역에 잠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선 정

부가 일본에 공식적으로 항의서를 전달하고 울릉도 개척령으로 공도정책을 변경하여 관

리를 시도하였다(유철종 2007, 106). 

둘째, 일본 측의 선점 주장은 이론적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국제법

상 선점에 의해 영유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무주지역이어야 하는데, 이미 일본

의 주장상 독도가 이전에는 한국의 영토였음이 암시되고 있기 때문에 무주물 선점의 원칙

이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한국의 판단이다. 또한 무주지선점론과 고

유영토론은 그 자체로 이론적으로 모순된다.

셋째, 또한 시마네현의 고지는 지방 정부의 고시에 불과하므로 국가의 정당한 의사표시

로 보기가 힘들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만약 그렇다면 시마네현 고지를 근거로 한 일본 측 

주장의 설득력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일제 식민지시기에 일본의 독

도 지배는 일본이 약취한 모든 지역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명시한 1943년의 카이로선언과 

1945년의 포츠담선언에 의해 종결된 것으로 봐야 하고, 이후 미국이 일본의 통치권을 정

의한 각종 문서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

다.8) 

  8) 예를 들면 1946년 1월에 연합국 최고사령부 훈령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였고, 이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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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1951년부터 1963년 사이에 진행된 한일국교정상화 협상 과정

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양국 간 독도를 둘러싼 다양한 수준에서의 갈등이 지속되

어 왔다. 그런데 일본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을 1998년에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신한일어업협정을 타결하여 1999년 1월에 이를 발효시키도록 유도하였는

데, 이 협정은 독도를 한국과 일본 사이의 중간 수역에 위치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

한 사실이 이후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를 둘러싼 갈등과 문제 제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

는 또 다른 요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에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한 원칙은 앞에서 언급한 

형평의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주장이 중복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

해 1974년의 해양경계협정에 기초하여 중복되는 해역의 경계를 나눈다는 점에 합의하였

다. 물론 독도 주변 공동어로구역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직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상충되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도 하였

다(구민교 2012, 8).

결국 이 협정에서 독도가 200해리 경제수역의 기점을 갖지 못한 이유는 독도가 국제적

으로 유인도로 인정받지 못하여, 기점이나 기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 

독도는 한국 영토인 울릉도에서 49해리(92km) 떨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인 오

키섬에서는 86해리(157km) 떨어져 있어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점은 부정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또한 현재는 한국이 접안시설 및 숙소, 유인등대 등을 설치함으로써 독도에 대

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왔다는 점에서 일본이 독도와 관련하여 제기하고 있는 주장들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만약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영유권에 대한 국제

사법재판소의 판례와 부합한다면, 중간선원칙을 취하더라도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분쟁

의 소지는 사라지게 된다. 

3. 독도 문제의 전망: 일본 국내외 정치와 해양전력 강화

최근 일본이 해양 영토와 관련하여 복합적 현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일본이 한국, 중국, 러시아와 해양 영토와 관련한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

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세적 상황으로 몰리는 것 아닌가 하는 국내적 우려가 있다. 즉 보

국지명위원회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였다(마고사키 우케루 2012, 15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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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국가가 아닌 일본을 다른 국가들이 마음대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메

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일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방영토를 방문하였고, 2010

년 9월 센카쿠에서의 중일 충돌 사태가 일본이 굴복하는 모양으로 정리되면서 일본 내의 

이러한 우려는 상당한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황이다.9) 문제는 여기서 비롯되는 국

내적인 분노와 좌절감이 민족주의적으로 고양되어서 오히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

한 일본의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할 소리를 하자는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10)

일본의 정치적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인 미국의 입장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애매하고 적극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미국은 동맹국과 친구들 사

이의 갈등은 회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분쟁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원칙의 강조를 통해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동맹에 포함된 국가들 

간의 전향적 협력을 강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구나 동북아지역에는 유럽이나 동

남아와 같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지역협력기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과거에는 양자동맹을 

통한 미군의 전진 배치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체제로는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미국은 동맹국 간 긴밀한 네트워킹을 중

시한다.11) 따라서 현재 일본의 국내외적 요인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9) 일본의 최근 영토 분쟁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는 국군방송(KFN) 국방포커스 제332회 “중·일 
센카쿠 갈등과 독도”(2012년 8월 31 오전 10시 방송) 대담 내용 중 이명찬 박사의 발언 내용을 
참고하였다. 

10) 새로 등장한 아베정권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베 정권은 
2010년 민주당 정권이 만든 방위계획대강을 수정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마련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 핵심 중 하나는 도서방위력 증강 예산 등 국방력 강화인데, 일
본은 이미 2013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11년 만에 증액시킨 바 있다(연합뉴스 13/01/24). 

11) 예를 들어 2012년 8월 15일에 발표된 3차 아미티지-나이 보고서(Amitage and Nye 2012))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우려를 엿볼 수 있다. U.S.-Japan Alliance: Anchoring Stability in Asia라는 제목
의 이 보고서에서는 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제시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이러한 미국의 제언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시아의 대표적 해양 세력인 일
본과 미국의 전략적 연대가 일본의 미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전
략적 연대에 있어서 일본의 자위대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직(reliable institution)이라고 보고
서는 평가하였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이익은 재부상(re-rise)하는 중국에
의 대응과 북한을 어떻게 다룰까 하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일본
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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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지는 않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은 주변지역의 안정을 우선시하고 자국의 경제활동과 이동의 자

유를 보장받는 것을 중요한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방위계획대강에서

는 동적방위력의 개념을 통해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으로 증가시키고, 고

정적으로 배치되었던 5개의 호위함부대(지방대)를 4개로 축소함과 동시에 기동화하고, 탄

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이지스 구축함도 종전의 4척에서 6척 태세로 증강하는 한편, 2만 톤

급에 육박하는 헬기탑재 호위함(16DDH, 30노트)의 추가획득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즉 각

종 사태에 실효적인 억지와 대처를 하기 위한 즉응성, 기동성, 유연성, 지속성 및 다목적성

을 갖는 동적 방위력의 중요한 축으로 해상 자위대 전력의 강화를 천명한 것이다(박영준 

2010).12) 물론 신방위계획대강에서는 한국과의 안보협력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

서, 당장 일본이 군사적 방식을 동원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자 간 합의에 의한 법적 해결 외에 현실적으로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 따라서 다양한 법적 준비와 아울러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나 외교적 

마찰의 경우에 대한 대응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군사력 측면에서, 특히 해군력 관점에서 한국은 일본과 직접적으로 대적하기가 힘들

다.13) 총 톤수에서 한국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3분의 1 수준이고, 최근 해군력의 상징

에서 소위 재균형(rebalancing)의 전략의 틀 내에서 부차적인 이슈가 부상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한미일 삼각체제를 해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최근 인터뷰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공히 현재의 한미
일 삼자관계가 2000년대 초반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우려하면서 미국 정책 담당자들이 어려
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였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관점에서는 한미관계가 단순
한 양자 관계가 아니라 한미일의 연대라는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일 정책 또
한 미국의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 이지스함 6척 태세란 현재 일본이 이지스함을 6척 보유하고 있으나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가
진 것은 곤고급 4척뿐임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일본에 추가 매
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5년까지는 6척 체제가 완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일본 해
상자위대의 헬기탑재 호위함은 현재로서는 그 편성 상 호위함대에 편성되어 헬기탑재 호위함으
로 구분되어 DDH로 분류되고 있으나, 경항공모함과 비슷한 전통갑판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이미 구축함으로 분류하기는 힘들고 차후에 간단한 개량으로 헬기 외에 항공기의 이착륙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일본의 지난 항공모함 건설 역사를 고려할 때, 기술적으
로는 이런 관측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양국 해군이 사정거리 150km 이상의 SM-2 미사일로 항공기에 대한 거부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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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존재인 이지스함도 양적으로는 열세이다. 또한 일본은 신형 함정의 비중이 높아 전반적

인 전력에서 양국 간 비교는 사실 무의미한 정도이다. 전체적인 해군력에 대한 평가는 <표 

1>을 통해 대략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전력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독도에서 일본과의 무력충돌을 가정한 계획을 논

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독도와 관련하여 한일 간 군사적 충돌 

시,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의 해군과 공군의 전력을 독도 해역에 전적으로 투입하

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이미 작전 중에 있는 헬기탑재 호위함 2척과 함께 추가적으로 건조

가 완료될 호위함도 2016년에는 실전투입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 해군의 수상함들은 상대

적으로 대잠수함 전력이 약한 관계로 일본 최대의 잠수함 부대가 인근에 위치한 대한해협

을 지나 동해로 진입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한국의 최신예 잠수함인 손원일함은 아직 완

벽한 전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이며, 9척이 있는 209급 잠수함(1200톤급)들은 3일 이상 수

중작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P-3C 대잠초계기와 SH-60J/K 대잠헬기의 감시망을 

피하기 힘들다. 일본 잠수함들은 거의 3000톤가량의 중대형 잠수함들이어서 작전지속일

수가 길다. 구체적으로 독도에 있는 한국해양경찰 경비함과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 간

에 무력 충돌 시 일본은 제14호위대(마이즈루 지방대)가 우선 출동하고, 한국은 동해의 1

함대 소속 군함들이 출동하고, 인근의 군함들을 증파 시 한국 해군 전력의 80% 이상을 투

때문에 공군 전력의 개입을 우선 제외해서 논의함을 전제로 한다. 공군력까지 포함한다면 더 복
잡한 전력 비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독도에서 유사 시 작전을 지원 또는 직접 참여해야 하는 
공군력의 수준에서도 일본은 상당히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고성능 전투기
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공군기지로부터의 출동거리가 짧고, 조기경보기와 공중 급유 능력에서 
한국을 상당히 압도하고 있다.

<표 1> 한중일 해군력 비교, 2012년 기준

구분 잠수함
전략

핵잠수함

항공

모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연안전투함

소해함
상륙함/
정

지원함 전투기 헬기

일본 18 - - 33 15 6 29 24 76 - 137

중국 68 3 1 13 65 211 88 238 205 244 78

한국 잠수함정 10, 전투함정 120, 상륙함정 10, 기뢰전함정 10, 지원함정 20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2012, 28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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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더라도 무기 체계의 전략적 우월성과 수효 면에서 예상되는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을 

감당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신인균 2008).  

일본 자위대 전력 외에도 또 한 가지 우려할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

으로 GNP의 1% 수준으로 국방비를 제한하여 왔고 평화헌법의 정신에 따라 자위대 전력

의 강화에 문제가 있음에 따라, 해상보안청의 능력을 최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다. 현

재 일본 해상보안청은 매년 말라카해협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공동 훈련을 실시하고,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도 참여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사실상 제4의 군으

로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amuels 2007/2008). 최근 몇 년간 해상보안청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되었다. 또한 해상보안청 함정은 중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한적인 전

투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14)

물론 2010년 신방위계획대강은 중국의 군사 팽창에 맞서 자위대의 전력을 크게 증강 재

편하는 것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목표에 부합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해상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을 22척으로 늘리는 것은 사실 새 잠수함을 추가로 건

조하는 게 아니라 퇴역 연한을 늦춰 보유 대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

다. 또한 일본의 방위예산도 총액 자체가 줄어들 전망이어서, 일본의 향후 전력 증강은 지

체될 전망이다. 신방위계획대강에서 2015년까지 방위비로 23조4900억 엔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2005부터 5년 동안 투입한 돈보다 7500억 엔이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중

장기적으로 한국 해군이 일본과의 격차를 상대적으로 줄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한 가지 가능성은 해군 전력의 기동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해군이 

만약 6척의 KDX-3 이지스함과 12척의 KDX-2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기동함대를 구성한

다면 이들이 요격 할 수 있는 대함미사일의 숫자가 대폭 증가하여, 최소한 독도를 중심으

로 집중된 해군력을 자체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독도 인근 해역에서 선박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해상초

계기의 성능을 최신화하고 양적으로 최적의 수준까지 증강시킴으로써 해군의 순간적인 

전력 집중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순간 전력에서 한국이 절대

적인 열세에 처하는 상황을 타개할 가능성을 확보하고, 현시 효과를 통해 갈등의 고조를 

조기에 억지하는 효과도 얻을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14) 물론 한국 해양경찰도 일본의 도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기동력을 보유하
고 있지만, 문제는 한국 해경의 그러한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는 심각한 열세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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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이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을 감수할 가능성은 극히 희

박하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독도 문제가 한일 양국 간에 전향적으로 

해결될 가능성 또한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독도 문제의 불확실성

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사 시 억지력과 최소한의 자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의 증강에 

대한 고려와 동시에 복합적인 대응책의 준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IV. 이어도 관할권 분쟁의 쟁점과 전망

1. 이어도 문제의 배경과 의미

이어도는 한국의 최남단인 마라도로부터 80해리(149km) 정도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고, 

동서 1.4km, 남북으로 1.8km의 둘레를 가지는 수중 암초이다. 이어도는 만조 시 물밑에 들

어가는 수중암초여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어도는 독도와는 달리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아니며, 수역의 관할권 문제의 대상이라고 파

악해야 한다. 이러한 관할권의 문제는 해저자원의 부존 가능성이 높은 대륙붕(중국의 입

장)과 배타적 경제수역(한국의 입장)의 논리가 충돌하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의 단

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1951년에 한국산악회와 해군이 제주도민 사이에 전설로 회자되던 이어도를 탐사

하여 찾아낸 후 이어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새긴 동판을 이어도에 가라앉힌 바 있다(이어

도연구회 2011, 197). 이는 당시 한국정부가 부산에 피난해 있는 시절이라는 점을 감안하

면 획기적인 일이고,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관할권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한국 정부는 향후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동중국해에서 해양경계를 획정할 경우 이어

도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 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해양과학기지를 이어도에 설치하였다. 기지는 1995년에 건설

이 시작되어 2003년 6월에 준공되었는데, 수중 암반에 60m의 기둥을 박고, 수면위로 36m

의 플랫폼을 구축한 형태이다(진행남 2012, 4).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한국

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도 주변 수역은 풍부한 어족 자원을 가지고 있고 태풍의 진로를 관측하기에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매년 근처를 항해하는 선박 2~30만 척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구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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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동중국해는 주로 수심이 얕은 대륙붕으

로 이뤄져 있는 관계로 중국의 북해 함대나 동해 함대의 경우 이어도 해역을 거치지 않고

는 태평양으로 진출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근처 대륙붕에 부존

자원이 다량 매장되어 있다는 유엔의 보고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갈등의 요인이 가

중되고 있다. 

2. 이어도 문제의 쟁점

이어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은 자국의 영토가 연장된 대륙붕에 이어도가 있어 

관할권이 발생한다는 주장으로 대표된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은 소위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s)을 내세워 해양경계 획정 시 해안선 길이와 국토면적 및 

인구수를 고려한 결정을 해야 하고, 이 경우 이어도가 당연히 자국의 관할 수역에 포함된

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해양경계 획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을 고집하여 다른 

국가들과의 협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구민교 2012, 7). 중국은 대륙붕의 자연 연

장을 강조하고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

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시작하자 중국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어도 부근 해

역을 집중적으로 탐사하는 한편, 2005년에는 이어도 부근 상공에서 다수의 순회 감시 비

행을 실시한 바 있다. 중국의 주장은 중국의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유엔해양법협약과 중

국 국내법에 따라 관할 해역에 대한 감독과 분쟁이 있는 해역에 대한 순회 감시를 한 것이

라는 점이다(김영구 2008). 또한 중국은 2006년에 한국이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

한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 이유로 이어도가 수중 암초인데다 그 

해역이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2007년에는 중

국이 이어도가 중국 대륙붕의 일부이며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영토라고 주장하

고, 2010년에 뒤늦게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협상을 통해 그 귀속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2년 3월에는 중국해양국 국장이 이어도가 중국의 관할 해역

에 속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해 순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역시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중국은 이어도를 영토로 여기지 않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그 귀속 문제는 양방이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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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은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간단명료하고 이 경

우 이어도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한다는 주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유엔해양법 협

약 상 등거리 및 중간선 원칙은 이미 한국이 1996년에 제정한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반영되

어 있다. 이 법의 5조 2항에 따르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한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외측

의 수역에서는 한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중간선은 선상의 각점

으로 한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아지는 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동중국해의 폭이 좁아 이 

해역 내에서 관계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 중첩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또

한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의 연원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의 조

정 문제가 국제법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은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에 국제

법적으로도 명확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기는 힘든 상황인 것이다. 

3. 이어도 문제의 향후 전망: 부상하는 중국과 이익선의 확대

국제사법재판소는 1969년에 북해 대륙붕과 관련된 판결에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관

점에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계를 획정하고 등거리선 방법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판결에서는 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대륙붕의 자연 연

장 원칙을 배제한 사례도 있다. 최근 판례는 폭이 400해리 미만인 해역에서는 단일 경계선

인 중간선을 획정한 다음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문제들을 통합하여 가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관련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12년 3월에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만 해역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잠정 중간선 원칙을 준용함으로써 이어도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

공한 바 있다(진행남 2012, 11-12). 따라서 이어도 문제의 법적인 해결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런데 이어도 문제의 전망은 중국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최근 지도자의 여러 차례의 직간접적인 언급을 통해 중국은 국가주권, 국가안

보, 영토보전, 국가통일, 중국헌법을 통해 확립한 국가정치제도, 사회의 안정과 경제의 지

속가능한 발전보장 등을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유현정 2011, 20). 이미 2010

년 3월 중국의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자국을 방문한 미국의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과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에게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이해 지

역이라고 명확히 통보한 바 있다(연합뉴스 12/07/04). 과거에는 대만, 티베트, 신장위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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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등을 자국 영토 보전에 절대적인 핵심이해 지역으로 규정했는데 최근에는 해양 영

토로까지 핵심이익 개념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내륙의 안보 환경이 안정되고 해외 무역 증가를 통한 해양통제 인식의 강화에

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홍표 2006, 199-201). 

1990년대 중반부터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양 영토와 관련하여 자국의 입장을 강조하면

서, 동시에 중국은 갈등의 해결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여 왔다. 이 전략의 목표는 중

국의 입지를 강화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주장을 강화하는 것

을 억지하는 것이었다. 특히 여기에는 해양 자원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진전을 막는 것

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다양한 외교적, 행정적, 군사적 조치를 병행하여 왔는

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 약소국을 위협하고 지역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Fravel 2011). 동시에 중국이 남사군도, 센카쿠 지배권 확보, 서해 

해역의 영향력 등을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익의 보호를 위해 

중국이 군사적 자산을 동원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Swaine 2011).

이런 가운데, 앞의 <표 1>에서처럼 현재도 주변국을 위협하는 수준의 해군력을 보유한 

중국이 향후 해군력의 비중을 전체의 25% 수준을 확대할 것임을 천명한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해군력의 강화 및 현대화는 이미 오랜 기간 진행되어온 사안이다. 중국

이 이미 미국 군사력의 지역 내 접근을 차단하고 거부할 수 있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 and area denial) 능력을 보유·확장시키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2011

년 8월에는 중국해군 군함 2척이 북한 원산항에 정박한 바 있다. 중국 해군의 15년만의 북

한 방문이라는 점 외에도 서해가 아니라 동해의 원산항을 찾은 것에는 중국 해군이 표방

하고 있는 대양해군, 원양작전 능력의 일종의 과시라고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다분히 있

는 것이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와 개조한 항모 바랴그함을 2012년에 랴오닝으로 명명하

여 취역시켰고, 자체 항공모함 제작에도 이미 착수하였다.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에 의하

면, 중국은 사정거리 7400km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쥐랑(巨浪·JL)-2를 장착

하는 신형 진(晋)급 SSBN을 2년 내에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2세대 상(商)급 핵추

진 공격 잠수함(SSN) 2정은 이미 취역 중이고 3세대 SSN 5정이 수년 내 추가될 것이다. 아

울러 중국은 장거리 감시·정찰 능력도 개선하고 있다. 해군은 조기경보기와 무인기 등으

로 서태평양 지역까지 감시와 정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중국 하이난

섬 남단 야룽(亞龍)만의 새 해군기지가 완공됐다. 이 기지는 핵추진 공격 및 탄도미사일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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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함과 항공모함 등 수상전투함정을 수용할 수 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2). 

이러한 전력 규모를 고려할 경우, 중국은 향후 1~2개의 항모기동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되는데, 중국 해군은 이미 지휘통제와 군수지원을 위한 해외 전용 부두를 방글라

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지에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윤석준 2012, 260). 

또한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해군 전력에 더해 국가해양국의 능력과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해양국은 한국의 해양경찰청에 해당하는 해

감총대를 운영하면서 현재 30척 이상의 선박을 보유 중이며 향후 5년 내에 36척 이상을 추

가 배치할 계획이다(연합뉴스 12/02/06). 향후 국가해양국이 해군과 합동 작전을 운영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2012)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 자료

에 따르면 이어도 해역에서 중국의 함정 및 관공선 출현 횟수가 2년 사이에 3배, 중국 해양

국 소속 관용기의 출현 횟수는 7배나 급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2년에만 선박이 48회, 

관용기가 14회 출현했다(<표 2>).

따라서 이어도와 관련하여 중국의 핵심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은 일

본과의 사례에서 보여주었듯이 언제든지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중국 해군이 성능과 전투력 발휘에 있어서 취약점이라는 구

조적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향후 중국해군이 원거리 대공방어, 공

중조기 경보 및 공중급유 지원이 미흡한 원해에서 항공모함으로 독자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중국의 핵심 이익 지역인 대만, 남사군도 그리고 서사군도에서

의 위기상황 발생 시 해상수송 전력으로 항공모함이 투입된다면 현재의 수준에서는 원거

리 순항미사일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항모기동단이 호위 전력과 조기 경보 및 전

자전 전력들을 통한 방어막을 구축하여 대함 미사일 공격에 무방비는 아니지만, 조기경보

와 전자전 전력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중국해군이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완벽한 작전을 

<표 2> 최근 4년간 이어도 근해 중국 함정/관공선 출현 횟수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관공선

해군함정

10
4

9
7

26
13

14
34

계 14 16 39 48

출처: 김진표(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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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할 수 있는지는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중국해군은 미국해군의 이지스함 능

력에 양적, 질적으로 필적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윤석준 2012, 281). 

그러나 이어도 문제는 미국이 당사자가 아니라 한국이 주체라는 점에서 중국의 현대화

된 해군력은 한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사적 대응의 방법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응방안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사전에 필요하다. 우선 이어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의 대립되는 입장이 지속된다면 궁극적으로 국제법적 판결을 모색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74조에서 합의에 의한 경계획정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에서 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을 도모하고 합의까지의 과정에서는 실질

적 성격의 잠정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가 동의하는 경

우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관할권과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판으로 갈 때 

만약의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준비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당분간 한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즉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와 접근에 대해 한국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력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현재 서해상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과격한 행위와 유사하게 

중국의 민간단체가 과격하게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면 한국에게는 외교적인 부담으로 작

용할 소지가 있다.15) 또한 중국이 일본과 갈등을 증폭시켰던 사례에서처럼 중국 민간인의 

정당한 나포도 외교 문제를 넘어서는 첨예한 갈등으로 진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따

라서 이미 건설된 해양과학기지를 기반으로 해상교통안전, 기상예보, 어장예보 등과 관련

하여 이어도의 국제 협력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을 이러한 협력의 네트워크로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이어도 문제의 해결과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지속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중국의 해군력 현대화가 주변 국가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

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국가들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독자적으로 대응

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공동의 협력(외교적, 군사적)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강화

되는 중국 해군력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미국의 몫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미국으

로부터 이어도 문제의 대응에 있어서 전향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

다. 

15) 오히려 양국 군대의 전면적 충돌보다 민간 어선이나 다른 선박들이 대규모로 이어도에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대처하기가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신장되는 국력에 따라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배를 이어도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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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미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극도로 회피하고 있다는 점

이다. 미국의 공식적 입장은 해양 영토 분쟁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0년부터 일본과 미국은 국방방관 회담 등을 통해 중

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

다.16) 또한 최근에도 미국 국무부는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일본을 거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미일안보조약 5조를 근거로 만약 

일본이 무력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

다. 쉽게 말하면, 만약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무력 공격한다면 미국과 일본이 연대해 막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여 센카쿠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일본의 손을 확실히 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해양영토 분쟁 그 자체의 중요성은 높지 않다. 따라

서 안정적으로 현 상황을 관리하자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최근의 관심은 센카쿠 열도

를 포함하는 남중국해로 집중되고 있는데, 이어도와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담을 

자발적으로 더 떠안으려고 할지는 의문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

이 미국의 목적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적대적으

로 고착화하는 것을 피하려는 전략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17) 비록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강한 입장 때문에 미국도 때에 따라서는 강경한 대응을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양극적 상황의 장기화는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이어도와 

관련한 사태 전개 시 센카쿠를 둘러싼 미국의 지지 정도의 도움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존

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독자적으로 억지와 방어를 위한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V. 결론: 한국의 복합 대응

동아시아에서 해양의 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은 당사국들과 그 이해관계가 복합적으

16)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아세안+8 국
방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회동, 센카쿠 등 동중국해에서 미국과 일본이 안
보조약을 토대로 공동 대처한다는데 견해의 일치를 봤다고 보도되었다(연합뉴스 10/10/11).

17) 이러한 언급은 필자가 Michael Swaine 박사와 2012년 8월 15일에 행한 면담에서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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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첩되고, 그 갈등양상은 일견 증폭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0년 9월에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센카쿠 열도에서 충돌한 사건을 통하여 해양 영

토분쟁이 강대국 간 물리적 충돌의 전조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양국은 결국 

영유권 문제와 자원의 이용문제를 분리시킴으로써 영유권 분쟁이 양국 간 관계를 결정적

으로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

다(최희식 2010).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다에 대한 갈등은 기본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지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상호 이해와 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경계와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제공하지 않

은 세부적인 법적 제도적 틀을 지역 차원에서 마련하는 일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합의하기 쉬운 영역에서부터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작업

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과 아세안(ASEAN) 국가들이 합의한 남중국해상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for the South China Sea)과 같은 합의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하

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상호협력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현상유지에 대한 잠정협정

을 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실익이 수반되는 공동개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구

민교 2011, 30-31). 

다른 한편으로 경주되어야 할 노력은 갈등 상대편 국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전통적으로 해양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정

체성은 최근 일본의 해양 정책을 포함하는 대외정책의 기조를 형성하는 데에 근본적인 영

향을 미칠 수도 있다(박영준 2012, 249).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정체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독도 갈등과 관련한 대일본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이라는 아주 중요한 변수는 다른 변수들에 대한 영향력

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중국은 자국

의 이익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안보상의 이유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

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역학 관계 속에서 한국은 섣부르게 정책적 선택을 고착시키기 보

다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독자적으

로 사활적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군사력 행사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요소와 변수들이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

다 적극적인 다자전략을 수립하여 군사력의 사용이 불필요하도록 분쟁을 정리하는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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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나 외교적 마찰의 경우에 대한 대응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노력과는 별도로 일본과 중국의 내적 요인에 의해서 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과 중국은 한

국과는 달리 일종의 집단 지도체제(collective leadership)의 성격을 가지고, 해양영토분쟁

과 관련해서 양국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최근 

센카쿠 등과 관련하여 중국 해군보다 중국 해경이 더 강한 주장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데, 이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예산 증대, 장

비현대화, 명예 등을 추구하는 여러 하부 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모

호하고 포괄적으로만 제시되어 있다면,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모험적인 행동을 할 가능

성이 있다.18) 따라서 중국과 일본 양국의 국내정치 상황의 전개 역시 향후 독도와 이어도 

문제에 대한 전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갈등 및 분쟁이 영토와 주권의 문제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력 충돌의 가

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영토적 이슈는 다른 어

떤 이슈보다도 국가 간 갈등의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Gibler 2011, 

179). 또한 이러한 갈등의 상승은 1816년 이후에 발생한 전쟁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Vasquez and Henehan 2001). 이러한 점 외에도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영토분쟁에 연루되어 

있는 국가가 무력의 사용을 결정하는 시기와 방식이다. 영토분쟁과 관련해서 어느 한 국가

가 직접적인 상대방에 대해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 사용을 위협

하기도 하지만, 다른 분쟁과 관련된 다른 상대방에게 자국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행동

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Wiegand 2011). 그렇다면, 일본이나 중국이 해양영토와 관련한 

대전략의 관점에서 강력한 의지를 과시하기를 원하고, 동시에 독도와 이어도에 결부된 부

담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이슈에서의 자국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응, 그 중에서도 궁극적인 무력 충돌에 대비하

고 실질적인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리적 자산을 준비하는 일은 중요하고 준비에 상

당한 시일과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군사적 해결은 그 타당성이나 유용성이 

18) 필자가 Taylor Fravel 교수와 2012년 8월 14일에 진행한 면담, 그리고 Michael Swaine 박사 및 
Michael Bush 박사와 2012년 8월 15일에 각각 별도로 진행한 면담에서 세 명 모두 이러한 견해
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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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따라서 한정된 국가자원으로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에 대해 효

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관점의 도입과 각급 관련 기관의 역량을 효

율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적 관리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19) 결국 미국 및 일본

과는 기존의 관계를 촘촘히 해나가면서 중국과는 새로운 관계를 확장해야 하는 한국으로

서는 단선적인 대결과 이익갈등 구도보다는 복합적인 관점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하영선·김상배 20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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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nd Korea’s Strategic 
Choices for Dokdo and Iedo

 Bong-Jun Ko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discusses current points of contention regarding Dokdo and Iedo in terms 

of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and ways for Korea to deal with possible 

developments in those disputes in the near future. There has been very limited experience in 

multilateral and institut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is supposed to be a backbone for resolving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has played a role but been insignificant in producing final solutions for 

the disputes, too. Although there is no great probability that Korea and the other countries 

involved would try to resolve the issues regarding Dokdo and Iedo in military terms, it is 

also unlikely that the issues will be resolved in other ways soon. Therefore, against future 

uncertainties, Korea must work hard to make both diplomatic and military ends meet. It 

can hardly be overemphasized that Korea will have great difficulty in employing its own 

military forces even in case it should with regard to those issues. Therefore, Korea should 

adopt a perspective of complex world politics and find ways to resolve those conflicts in 

that perspective without entirely relying on hard power politics. 

Keywords: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complex world politics, Dokdo, Ie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