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IPD FORUMFORUM

및

46권, 3호, 2021년

평화를 위한 협력
동맹 및 파트너의 유대 강화 

불법 조업, 해적, 환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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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 관계자들에게 

국제적인 포럼을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행하는 전문 군사 잡지입니다. 본지에 

소개된 의견이 반드시 본 사령부나 다른 미국 

정부 기관의 정책 혹은 견해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모든 

기사는 FORUM 스태프가 작성했습니다. 

국방장관은 국방부에서 요구되는 공공  

사업을 수행하는 데 본지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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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안보
46권, 3호, 2021년

독자 여러분께

해양 안보를 집중 조명한  
IPD FORU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호는 제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으로 취임한 후 첫 번째 호로써, 
이와 같은 출판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IPD FORUM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의 
사람들이 이 전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포럼입니다. 이번 '평화를 위한 
협력' 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법이 가치 기반 접근법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기본입니다.  

해양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인도 태평양 전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삶을 뒷받침하는 인도 태평양의 해역과 해로는 모두가 
평등하고 책임감 있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규칙 기반 질서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더욱 강력한 상호 운용성, 정보 공유 역량, 영역 인식을 구축하고 동맹국,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안보 기관을 강화하고, 약소국부터 강대국까지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목소리를 내고 각각의 의견을 교류하는 포럼이 존재하는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구조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의 대표 기사에서는 해적 대응 관점에서 인도 태평양 국가가 해양 협력 
부문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리더십 역할을 살펴봅니다. 지역 내 국가, 시민 조직, 
민간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해상에서 해적 행위와 무장 강도의 위협을 
근절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기타 주요 기사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해양 주권과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끈질긴 강압과 공세에 대한 저항력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는 
남중국해와 귀중한 교역로의 자원에 대한 과도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적 
수단을 분별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기사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대한 미국의 대안을 분석하고 야심찬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재정 역량을 
평가합니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에 대한 마지막 기사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위협에 
대해 인도 태평양 국가가 시급히 공조, 국제, 전략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원양 어업 선단을 확대함에 따라 일본 등 주변국 해역부터 
에콰도르처럼 멀리 떨어진 해역까지 광대한 지역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자원 지속 가능성과 공평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신 매매, 마약 밀매, 기타 해양 범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해양 안보 과제에 대해 새롭고 
혁신적인 해법을 제안한 저자들을 치하합니다. 이들 기사가 해양 안보에 대한  
지역 내 대화를 촉진하기 바라며,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의견을  
포럼 스태프(ipdf@ipdefenseforum.com)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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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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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IPDF

살바토레 바본스(SALVATORE BABONES)는 사회학자 겸 

칼럼니스트로서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독립 연구소의 

부학자다. 중국의 정치 경제와 글로벌 경제 통합을 집중 

연구하고 있으며, 10권 이상의 책을 집필했다. 그의  

글은더 오스트레일리안, 포린 어페어스, 포린 폴리시  

등 출판물에 기재됐다.  12페이지에 등장

사로시 바나(SAROSH BANA)는 인도 뭄바이 비즈니스 인디아의 

주필이자, 독일 격월지 네이벌 포스즈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편집자 겸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태평양 안보 매거진의 인도 

특파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국방과 안보, 국제 정세 및 

정책, 환경 보존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글을 쓰고 강의하며, 

비정부 기구인 인간 지향 물 활용 포럼을 설립했다.  34페이지에 등장

존 F 브래드포드(JOHN F. BRADFORD) 전 중장은 싱가포르  

난양 기술 대학교 S 라자라트남 국제학 연구소 해양 안보 

프로그램의 선임 펠로우다. 미국 해군으로서 정책연구대학원 

외교 관계 위원회 히타치 국제 문제 펠로우로 활동했다.  

현재는 해양 안보와 협력 문제를 중심으로 아시아 안보를 

연구하고 있다.  38페이지에 등장

다니엘 R 러셀(DANIEL R. RUSSEL)은 아시아 사회 정책 연구소 

국제 안보 및 외교 부소장이다. 과거 미국 국무부의 선임 

외교관을 지냈으며 가장 최근에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다. 또한 백악관 대통령 특별 자문 및 아시아 

문제 국가 안보 위원회 선임 단장으로 활동하며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전 미국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블레이크 H 버거(BLAKE H. BERGER)는 아시아 사회 정책 

연구소의 선임 프로그램 담당자다. 아시아 사회 정책 연구소에 

합류하기 전에는 싱가포르대학교 리콴유 공공 정책 대학원 

아시아 및 세계화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다. 현재는 아세안,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그램, 미국 아세안 정책에 중점을 두고 연구와 집필 

활동을 펴고 있다. 이번 호에는 러셀과 함께 기사를 썼다.  20페이지에 등장

 타비사 그레이스 말로리(TABITHA GRACE MALLORY) 박사는 

컨설팅 회사 차이나 오션 인스티튜트의 설립자 겸 CEO며 

워싱턴대학교 헨리 M 잭슨 국제학대학원 소속 교수이다. 

중국 외교 및 환경 정책을 전문으로 중국 및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를 연구하고, 중국 수산업 및 해양 정책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안 랄비(IAN RALBY) 박사는 해양법 및 안보 전문가로 해양 

및 자원 완보를 전문으로 하고 국제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IR 컨실리움의 CEO다. 그는 에콰도르를 비롯한 남미 태평양 

연안의 80여 개국에서 해양 문제를 연구했다. 이번 호에서는 

말로리 박사와 함께 기사를 작성했다.  52페이지에 등장

토론에 
참여해주십시오
독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도 태평양 디펜스 포럼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및 안보 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발행하는 분기별 잡지로서 테러 
방지부터 국제 협력 및 자연 재해까지 
지역의 안보 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제에 
대한 고품질 심층 자료를 제공합니다.

인도 태평양 디펜스 포럼은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매일 
새로운 기사를 게시합니다.
www.ipdefenseforum.com
방문하면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  온라인 전용 콘텐츠 보기
n  이전 호 검색
n  피드백 보내기
n  무료 구독 신청
n  기사 제보 안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왓츠앱에서 
팔로우하십시오: @IPDEFENSEFORUM
뒤표지를 참조하십시오.

아이튠즈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FORUMNEWS"를 
검색하여 무료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앱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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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분석가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전초 

기지에 해군 전투 분대 본부를 배치할 

계획을 세우며, 이를 통해 중국과의 

끊임없는 해양 주권 분쟁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은 라디오 프리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카르타 

본부의 분대를 나투나제도로 이전하여 해군이 해상 사건에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분대는 나투나해 인근 인도네시아의 영유권을 

포함한 해양에서 해양 주권을 집행한다. 이 지역은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과 어선단이 정기적으로 통과하며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유도 마고노(Yudo Margono) 해군 참모총장은 분대장이  

"그곳의 전함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자카르타 연구 그룹의 선임 

연구원 에반 락스마나(Evan Laksmana)는 "일반적으로 

해군의 전투 활동과 계획을 활성화해야 하는 잠재적 지역 

분쟁이 있다면 남중국해 주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분대는 함정 4척과 CN-235 수송기 1대를 운용한다. 

락스마나는 분대 이전이 나투나제도를 비롯한 전략적 외곽 

섬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15년된 정부 계획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272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투나제도는 자카르타에서 

약 110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수년에 걸쳐 무기를 확보했으며 해안 

경비대는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함께 1만 

3000개의 섬 주변 바다를 샅샅이 수색하여 테러리스트, 

해적, 불법 이민자는 물론, 중국 선박과 베트남 선박까지 

찾아야 한다.

비군사 부대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선박은 나투나제도에서

370킬로미터 떨어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선박을 

몰아낸 적이 있다.

 나투나제도 북서쪽 나투나해 일부는 중국이 350만 

제곱킬로미터의 전체 면적 중 약 90퍼센트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속한다. 나투나제도부터 홍콩까지 

이어지는 어자원과 에너지가 풍부한 남중국해에 대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도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다.

중국은 세계 3위의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은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를 앞서고 있다. 이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해군과 해안 

경비대를 현대화했으며, 때로 미국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필리핀대학교 국제해사 교수 제이 바통바칼(Jay 

Batongbacal)은 "다른 나라들도 해군을 현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추세를 따르고 있는 것뿐"

이라고 말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뉴스

지역 뉴스IPDF

인도네시아

해군 분대, 
작은 섬으로 
이전 예정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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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의 발표에 따르면, 태평양  
섬 국가의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춘 센터가 
2021년 바누아투에 문을 열어 분석가들을 
유치하고 해양 위험부터 인신매매와 허위 
정보까지 다양한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오스트레일리아 
외교부 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지원하여 
바누아투의 수도 포트빌라에 세워질 태평양 
융합 센터가 불법 조업, 마약 밀매, 기후 변화 
같은 문제도 조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 오픈을 준비하며, 14개 태평양 섬 나라 
출신의 분석가 21명으로 구성된 팀이 2019년 
9월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캔버라에서 교육을 
시작했다.

페인 장관은 "이 팀은 태평양 정부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분석가들이 코로나19, 식량 및 국경 안보, 허위 
정보 단속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조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2018년 오스트레일리아가 
발표한 태평양 스텝 업 전략의 일환으로써, 
전통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최대 원조 
공여국이었던 지역에서 나날이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크 아티(Marc Ati) 바누아투 외교부 
장관은 "바누아투는 오스트레일리아와 
협력하여 태평양 융합 센터를 설립하고 기존 
안보 구조를 강화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이터

더 힌두 신문에 따르면 2021년 1월 스리랑카 
해군이 메타암페타임 100킬로그램을 
압수하면서 지역 내 국제 마약 조직의 
운영 방식의 변화가 드러났다.

인도 세관에 따르면 과거에는 헤로인이 
스리랑카와 인도 해안에서 가장 많이 압수된 
밀수품이었지만 지금은 메타암페타민이 더 수익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인도 세관 관계자는 더 힌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에는 해로를 통해 밀반입되던 대량의 
헤로인이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해안에서 압수됐다"며
"밀수품은 파키스탄 마크란 해안에서 출발했다. 
이번에는 압수품 중 메타암페타민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밀수업자들이 이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 힌두 신문은 2021년 1월 4일 스리랑카 해군이 
정보국과 경찰 마약 단속국과 함께 작전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작전에서 4명이 체포되고 메타암페타민 
100킬로그램과 대마초 80킬로그램이 압수되었으며, 
마약 밀수에 사용된 저인망 어선도 압수됐다. (사진: 
2020년 4월 스리랑카 해군이 스리랑카 콜롬보 인근 
무국적 화물선에서 메타암페타민 605킬로그램과 
케타민 579킬로그램을 압수했다.)

사법 당국은 파키스탄의 정교한 실험실에서 
고순도 메타암페타민이 대량 생산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더 힌두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실험실들은 아프가니스탄의 마황에서  
추출된 에페드린을 사용한다고 보도했다.  포럼 스태프

호주

바누아투,  
안보 센터 출범 예정

메타암페타민 
압수로 지역 내 마약 밀매
특징의 변화 드러나

스리랑카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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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20년 10월 26일 이른 아침, 벌크선 엘 
마타도르호는 인도네시아 바탐섬 농사 
포인트에서 약 3.2해리(6킬로미터) 떨어진 
싱가포르해협 동방 해로에 있었다. 키프로스 

국적의 엘 마타도르호는 오만 아라비아해의 살랄라 
항구에서 중국 보하이해의 차오페이뎬 항구까지 몇 
주가 걸리는 항해 중,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해협 
중 하나인 싱가포르해협을 통과하다가 육상으로부터 
경보를 받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박이 엘 
마타도르호의 옆에 있었던 것이다.

승조원들은 곧 엔진실에서 침입자를 발견했고 경보를 
울려 길이 200미터의 엘 마타도르호에서 4명이 침입자가 
도망치고 있다고 알렸다. 엘 마타도르호는 바탐 해상의 
정박지로 항로를 변경했고 여기서 인도네시아 해군이 
승선하여 수색했다. 이후 엘 마타도르호는 동쪽으로 
항해를 시작했고 승조원과 화물에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한편 싱가포르 해군 해양 안보 태스크 포스와 싱가포르 
경찰 해안 경비대를 포함한 다른 기관도 경보를 받았고, 

안전 항해 방송이 발령되어 
주변 선박에 경보를 보냈다.

엘 마타도르호 사건은 
수 시간 내에 처리되며 해양 
안보에 대한 주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보여줬다. 인도 
태평양은 해양 협력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지역이다.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 원 어스 퓨처의 
안정적인 바다(Stable Seas) 프로그램에서 발표한 2020년 
해양 안보 지수는 "선원들은 많은 지역에서 해적과 
해상 무장 강도가 가장 시급한 해양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며 "다행히 국가, 시민 사회 조직, 민간 기업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커뮤니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다"고 보고했다.

대응에 유리한 조건 확보 
인도 태평양이 해적 행위와 기타 해양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평판은 다국적 파트너십, 기관 간 협력, 

강력한

파트너십 
기반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해양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선박들이 싱가포르해협에 
정박 중이다. 폭 16킬로미터의 
싱가포르해협은 인도 태평양의 
상업 선박 대부분이 통과함에 
따라 해적과 무장 강도들이 
노리는 해운 요충지가 됐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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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해군 대위 셔윈 살루바 도밍고(Sherwin Saluba Domingo)가 
술루해에서 대해적 합동 순찰 중 미국 해군 연안 전투함 USS 코로나도호에 
탑재된 자이로 리피터를 보고 있다.  레이 엘리스(DEVEN LEIGH ELLIS) 상병/미국 해군

정보 공유에 기반한 오랜 접근법으로 거둔 성과다. 
전문가들은 지난 2020년 인도 태평양의 해양 범죄가 
증가했지만, 이 지역은 이러한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해양 범죄 증가는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파급 효과로 
경제가 악화된 데 그 부분적인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정보공유센터에 따르면, 엘 
마타도르호의 사례는 인도 태평양에서 선박을 대상으로 
발생한 두 건의 해적 행위 또는 무장 강도 시도를 
포함하여 97건의 사건 중 하나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정보공유센터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일어난 사건 중 4건이 해적 행위였으며 이는 모두 
남중국해에서 일어났다. (해적 행위와 선박을 대상으로 
한 무장 강도는 비슷한 범죄지만, 무장 강도는 국가 
영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해적 행위는 
종종 공해라 불리는 국제 해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전체 사건 중 74퍼센트는 비무장 가해자에 
의한 단순 절도로서 승조원 부상은 없었다.

인도 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해상 항로와 최대 규모의 항구를 포함하며, 전체 
상업 해운의 절반 이상이 인도 태평양을 통과한다. 
이들 상업 해운 대부분이 105킬로미터 길이의 
싱가포르해협을 통과하는데, 이 해협은 도시 국가 
싱가포르와 남쪽 인도네시아 라아우제도 사이에 
위치하는 좁은 수로다.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이며 벙커링,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리아우제도

싱가포르

바탐섬

테콩섬

세인트존
섬

농사 포인트

태국만

남중국해

인도양 자바해

6킬로미터싱가포르 해협

싱가포르 해협: 해적의 요충지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이며 벙커링,  
즉 선박급유항으로 세계 1위 항구다. 길이 105킬로미터의 
싱가포르해협은 매년 수천 척의 선박이 통과하면서 해적과 무장 
강도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농사 포인트에서 약 6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벌크선 엘 마타도르호의 강도 시도 사건은 2020년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한 34건의 해양 범죄 사건 중 하나였다.



즉 선박급유항으로 세계 1위 항구다. 분 단위로 선박이 
출입항하는 싱가포르에는 늘 최대 1000척의 선박이 
항구에 있다.

싱가포르해협 중 폭이 16킬로미터인 해운 요충지에서는 
소형 연안 보트가 엘 마타도르호 같은 화물선에 닿을 수 
있다. 실제로 2020년에 이곳에서 보고된 34건(전년 대비  
3건 증가)의 사건 중 대부분이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때로 
칼로 무장한 소수의 가해자가 어두운 밤을 틈타 동쪽으로 
향하는 벌크선에 승선했다. 단 1건에서만 승조원이 부상을 
당했으며 도난당한 물품으로는 선내 매장의 물품, 엔진 
부품, 고철, 건설 자재가 있었다.

정보공유센터 소장 쿠로키 마사후미(Kuroki 
Masafumi)는 2021년 1월 제12차 노티컬 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회주의적인 강도들이 처벌받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오늘날 선내 매장 절도는 
승조원과의 대결을 포함한 더욱 심각한 사건으로 쉽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으로 열린 항해 포럼에는 
군 및 사법 기관, 학술 연구소, 해운 회사, 산업 협회에서 
약 100명이 참석했다. 발표자로는 필리핀 해안 경비대와 
싱가포르 경찰 해안 경비대 등이 참여했다.

쿠로키 소장은 "경계, 선박의 적시 신고, 사법 기관의 
순찰 강화, 나아가 연안 국가들이 협력하고 범죄자를 
체포하여 사법 처리하는 것이 사건 증가를 억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
2006년 11월에 싱가포르에 설립된 센터는 "아시아에서 
해적 행위와 선박을 대상으로 한 무장 강도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최초의 정부 간 협정"
이라고 묘사된 계획의 일부였다.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정보공유센터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14개 창립 회원국에 더해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의 6개 나라가 새로 가입했다. 정보공유센터의 파트너 
조직에는 아시아선주협회, 국제해사기구, 인터폴이 있다.

센터는 3대 핵심 업무, 즉 주간 업데이트 및 특별 
보고서 등의 정보 공유, 워크숍, 집행 프로그램, 교육 
동영상을 포함한 역량 구축, 파트너 기구와의 협력, 포럼, 
해적 행위 및 해상 강도 콘퍼런스 등의 이벤트에 주력한다.

안정적인 바다(Stable Seas)는 전 세계에서 정부,  
군, 기타 조직과 협력하여 조직적인 정치 폭력을 촉진하고 
그에 자금을 조달하는 해양 활동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8년에는 연례 해양 안보 지수를 출범하여 
아프리카, 인도 태평양, 중동의 70여 개 연안 국가에서 
다양한 사안과 그에 대한 정부 및 비정부 대응을 조사하고 
측정했다. 인도 태평양의 안정적인 바다 프로젝트 매니저 
제이 벤슨(Jay Benson)은 2020년 2월 온라인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글에서 "해양 공간이 비전통적인 

싱가포르해협에서 인도네시아 해안경비대 함정 
KN 탄 중 다투호(왼쪽)가 미국 해안경비대 고속정 
스트라톤호와 나란히 항해 중이다.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해운 채널 중 하나인 싱가포르해협에서 
해적 및 무장 강도 사건이 증가했다.
리바이 리드(LEVI READ) 하사/미국 해안 경비대

인도 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해상 항로와 가장 큰 항구를 
포함하며 전체 상업 해운의 절반 이상이 인도 태평양을 통과한다.



11IPD FORUMFORUM

안보 과제의 무대로 인식되고 중요한 경제적 잠재력의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과제 범위와 해양 공간에서 진행 
상황을 실증적으로 측정해야 할 필요성도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연례 해양 안보 지수는 인도 태평양이 해적 
행위와 무장 강도 외에도 마약과 야생 동물의 불법 해상 
밀매로 인한 어려움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몸값을 노린 테러리스트들의 납치도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지만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술루해에서 시작한 3자 해양 감시를 비롯한 
협력을 통해 크게 감소했다.

더 디플로매트의 기사에서 벤슨은 "지역은 공조 순찰과 
아시아해적퇴치협정 같은 기구를 통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이러한 형태의 해양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전
인도 태평양의 해역처럼 지역의 해양 범죄 퇴치 
노력은 광범위하게 추진되어 군 및 사법 기관, 민간 
정부, 해운 회사, 데이터 과학자를 통합하고 있다.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정보공유센터 외에도 다양한 협력이 
진행 중이다.

• 국제해사기구 해적신고센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해로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국제상업회의소 산하 국제해사기구는 
1992년에 해적신고센터를 설립하고 해적 및 무장 강도 
사고를 현지 당국에 신고하고 문제 지역의 선장들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태평양 해양 안보 프로그램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는 태평양 섬 국가들이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 데 
30년 동안 미화 1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까지 13개국에 가디언급 순찰선 
21척과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에서 범죄를 억지하기 
위한 훈련, 해양 공조 전문성, 공중 감시 역량도 제공할 
것이다.

• 글로벌 해양 범죄 프로그램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산하 조직으로 해양 사법 기관 대화, 방문, 승선, 체포 
훈련, 불법 활동을 파악하고 추적하기 위한 해양 인식 
기술을 비롯한 인도 태평양의 안보 노력을 지원한다.

• 정보융합센터는 2009년 싱가포르 해군에 의해 
설립되어 정보 공유 및 협력과 센터에 파견된 국제 
연락 장교와 싱가포르 해군의 협력을 통해 지역 해양 
안보 강화를 추진한다. 2019년에 개발된 이 센터의 
웹 기반 포털인 IRIS는 해양 활동을 실시간 감시하며, 
바다에서 선박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 동남아시아 협력 및 훈련(SEACAT)은 2020년 중반 19

회를 맞이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가상 심포지엄으로 
진행됐다. 이 훈련에는 유럽, 인도 태평양, 북미에서 
군인들이 참가하여 다자간 공조를 통해 해양 안보를 
강화한다. SEACAT 2020은 해양 영역 인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 단장 그레고리 B 폴링
(Gregory B. Poling)은 기조 연설에서 "남중국해에서 
국가 간 직접 폭력을 우려하는 국가부터 남획, 해적 
행위, 테러 대응와 관련된 사람까지, 다양한 안보 
이해가 충돌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양 범죄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경제 및 
거버넌스 요소를 포함한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양 안보 지수는 "군사 및 해군 대응과 개발 
및 역량 구축 노력을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현재 연안 주민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마찬가지로 육지 
안정과 강력한 국가 법치를 결합해야 해적 행위와 무장 
강도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 해적 사건은 발달된 
경제와 강력한 정부가 있고 사법 기관이 효율적인 
나라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쿠로키 소장은 노티컬 포럼 참석자들에게 엄혹한 
전염병, 지속적인 봉쇄, 실직 등 2020년의 혼란이 해적 및 
무장 강도 사건이 증가한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연안 지역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해상 강도가 늘었을 수 있다"며 "승조원 
교체의 어려움으로 인해 선상에서 장기간 근무해야 하므로 
승조원들이 피로해지고 경계를 낮췄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도 태평양 국가가 코로나19 관련 여행 제한과 
격리로 인해 중단됐던 해양 훈련을 재개하면서 2020년 
하반기에 다소의 안도감이 일었다. 일례로 2020년 11월과 
12월 미국 해안 경비대 교관들은 마닐라에서 필리핀 해안 
경비대 대원들에게 소형 보트 조종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후 미국 해안 경비대가 필리핀에서 처음 
진행한 훈련이었다.

이러한 파트너 사이의 협력 및 정보 공유는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정보공유센터와 안정적인 바다 등 
조직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도 태평양이 세계적인 해양 
안보 노력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2020년 10월 
말, 엘 마타도르호에서 추가 사건을 막은 경보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싱가포르해협을 통과하는 수천 척의 
선박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의 선박 
교통 정보 시스템에서 보내졌다.

해양 안보 지수는 "해적 행위와 무장 강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해군, 해운 업계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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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초로 국내 건조한 항공모함 산둥호가 2018년 5월 해상 시험을 
시작했으나 예산 제약으로 대형 항공모함 함대를 구축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에 차질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상 
교역로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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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난 2013년 9월, 새롭게 선출된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하는 정치, 경제, 안보 동맹인 

상하이협력기구의 연례 정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앙아시아를 방문했다. 시 주석은 중앙아시아로 
가는 도중 카자흐스탄 권력자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yev)가 설립한 나자르바예프 
대학교에 들렸다. 여기서 시 주석은 탈냉전 시대에 
그런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친숙할 
것 같은 연설을 하여 청년이 미래이고, 사람 사이의 
유대가 세계 평화를 지킬 것이고, 현재 세계에 필요한 
것이 윈윈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 주석은 이 제
2세계를 향한 연설의 단골 요소이자 중앙아시아에서 
연설할 때 반드시 천명해야 할 원칙인 고대 
실크로드의 부활을 덧붙였다.

"실크로드"는 연설 제목에도 없었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 연설을 두고 여전히 "국민 사이의 
우호 증진 및 밝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고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실 실크로드를 새로 
언급한 최초의 사람이 시 주석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미국 국무부 
장관은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David Petraeus) 미국 
육군 대장과 미국 중앙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2011년 
7월 미국 신 실크로드 인프라 전략을 출범했다.

그러나 중국의 뉴 실크로드는 학계와 언론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시 주석과 외교부가 진부한 
이야기를 공약으로 발전시키게 만들었다. 2013년 
10월, 시 주석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연설을 했고, 이 연설을 
계기로 실크로드가 중심으로 부상했다. 이제 중국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실크로드, 즉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동남아시아, 
인도양, 중동, 동아프리카로 향하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갖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골자였다.

육지의 "벨트"는 세계인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지만, 
중국의 외교, 금융, 군사 자원을 훨씬 더 많이 
끌어들인 것은 바다의 "길"이었다. 사실, 유럽과 

중국을 잇는 육로는 매우 비경제적이지만 중국과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페르시아만, 수에즈운하, 
서유럽을 연결하는 해로는 중국이 무역국으로 
살아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라시아 하부 
루트가 폐쇄된다면, 미국 경제는 버틸 수 있겠지만 
중국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개혁 시대 중국이 대륙 제국에서 
무역국으로 변모함에 따라 수출입 물류가 이동하는 
해상을 장악하려 하는 것이 당연해졌다. 중국은 
미국의 간섭에 맞서 무역을 확보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고, 현명한 중국 이론가들은 이를 22세기의 
야망으로 이해한다. 한편 중국은 인도 봉쇄, 
호르무즈해협에서 충돌 또는 심지어 수에즈운하 폐쇄 
등 기타 수많은 잠재적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이 
남아시아와 동아프리카의 개발 프로젝트를 후원함에 
따라 지역 내 잠재적 군사 개입에 대비해야 할 이유가 
더 많아졌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전 세계에서 미국 
해군에 도전하기에는 아직 매우 부족하지만 특히 
잠수함전을 통해 미국의 작전에 간섭하려 할 수 있다.

중국은 해양 실크 로드를 군사화할 동기가 분명히 
있으며 지역 내 정부에 무조건적인 대규모 해외 원조를 
약속하여 기회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중국은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중국이 인도양과 
그 너머까지 전력을 투사하는 데 필요한 해군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그럴만한 경제적 여력이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야망 넘치는 중국,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자금력은 있는가?
살바토레 바본스(SALVATORE BABONES)  | 사진: AFP/GETTY IMAGES

2017년 5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일대일로 환영 연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건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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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야망과 이제까지의 발표를 바탕으로 두 질문에 
답한다면, 대답은 모두 '그렇다'가 될 것이다. 중국은 
항공모함 2척을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1척을 건조하고 
있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은 미국 해군의 첨단 
줌월트급 구축함에서 사용되는 전기 통합 파워 시스템 
추진을 탑재할 것이다. 네 번째 항공모함은 원자력으로 
추진되고, 전자기 사출 시스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레일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 항공모함은 
각각 구축함, 호위함, 공격용 잠수함, 지원선으로 구성된 
완벽한 전단으로 둘러싸일 것이다. 적어도 야망은 그렇다.

하지만 야망과는 달리 인민해방군 해군의 현실은 훨씬 
더 소박하다. 중국은 구 소련의 순양함을 개조한 사실상 
훈련함인 랴오닝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복제하여 
자체 제작한 산둥호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사이를 
오가며 연료와 무기를 버려야 항공모함 비행 갑판에서 
이륙할 수 있는 저출력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만성적인 공중급유 역량 부족으로 함상기(艦上機)
가 모함 내 좁은 반경 안에서만 작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차세대 항공모함과 항공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세 번째 전기 
추진 항공모함과 네 번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증기 
추진으로 바꾸어 규모를 축소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항공모함의 계획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군사적 야망은 여전하지만 중국의 재정 자원은 
점점 더 제약을 받고 있다. 의심스럽긴 하지만 정부 
예산에도 이 점이 드러날 수 있다.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고속 성장기에 통합 정부 예산(중앙 및 지방)은 
적자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세수 성장이 매우 빨라서 
매년 지출 적자는 다음해 세수로 충당됐다. 일례로 중국의 
2015년 지출은 15조 2000억 위안(미화  
2조 3400억 달러)으로 2015년 세수 14조 위안(미화 2조 
1500억 달러)을 넘었지만 2016년 세수 16조 위안(미화  
2조 4600억 달러)로 충당됐다. 두 자릿수 세수 성장 
덕분에 모든 예산에 제약이 거의 없었다. 중국 지도자들은 
오늘의 약속을 위해 지불할 돈은 당장은 아니어도 조만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2016년 이후 급변했다. 계속 지출은 
증가하는 가운데 세수가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공식 
수치를 믿을 수 있다면 평균 약 20퍼센트였던 연간 세수 
성장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이 모든 것은 코로나19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항공모함, 탑재기, 관련 전단에 
국방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정부가 이를 절약하려는 것도 당연하다. 중국이 원자력 
항공모함 개발을 위한 기술 과제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장비 장착은 물론이거니와 건조 비용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 
무역 화물을 적재한 중국 

트럭이 나란히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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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인도양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진주 목걸이"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해군, 공군, 전자전 기지로 인도양 
지역을 둘러싸겠다는 전략적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은 이미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항구, 활주로, 레이더를 설치하고 
군사화했다. 그러나 남중국해는 본토와 가깝고 기지용 
토지를 확보하는 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다(토지 조성 
비용은 전적으로 다른 문제다). 하지만 주권 국가의 해외 
기지는 잠재적으로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지부티에 있는 중국의 유일한 주요 해외 군사 기지를 
알아보자. 명목상, 토지 임대와 건설 비용을 합해 이 
동아프리카 기지에 연간 미화 약 200만 달러가 소요된다. 
미국이 훨씬 더 큰 기지를 임대하는 데 연간 미화 6300만 
달러를 지출하는 것에 비하면 좋은 조건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계약 조건은 전체 비용을 포괄한다. 
또한 지부티 같은 국가는 미국 기지가 암묵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준다고 여겨 가치 있게 여긴다. 반면,  
중국은 상대 국가를 설득하여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부티의 경우, 
중국은 항구에 미화 5억 9000만 달러, 철도에 미화  
4억 9000만 달러, 공항에 미화 4억 50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중국의 후원 아래 실질적인 상업적 가치가 없는 과다르 
항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다. 미화 
1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이 
과다르에 실제로 얼마나 지출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과다르 
항구는 완공되면 중국 해군 함정의 급유 거점이나 중국 
해병대 기지로 사용될 수 있다. 중국이 과다르 항구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결코 비용을 정당화하지는 못할 
것이다. 각각 규모가 미화 10억 달러 이상인 스리랑카의 
사용도 낮은 함반토타 항구와 버마에 계획된 차우크퓨 
항구도 마찬가지다. 인민해방군 해군 함정이 이들 인도양 
진주 3곳 항구를 사용하기도 전에, 중국은 여기에 미화 
30억 달러를 지출했다. 그러나 중국은 향후 개발 단계를 

단호하게 추진하는 대신, 세 항구의 호스트 국에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중국 지도부는 향후 성장을 
통해 과거 약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더 이상 
터무니없는 지출을 약속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팍팍한 예산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이 반도체 설계업체 칭화유니그룹과 자동차 제조업체 
브릴리언스 오토 같은 전략적 기업의 채무 상환 연체를 
허용하고 있는 현재, 국가 보조금이 더 이상 예전처럼 
제공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중국 정부는 다른 정부들이 
오래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지출 우선순위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하기 시작했으며 군 예산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은 거의 무제한으로 군사 예산을 투입하고 기술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추진했기 때문에 중국이 결국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될 것임은 늘 예견되어 왔다. 현재 인민해방군 
해군은 소형 함정을 주축으로 다수의 비교적 단순하고 
저렴한 구축함, 프리깃함, 코르벳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때 강력했던 1000척으로 구성된 소련의 해군처럼 저렴한 
함대다. 미국 해군에 도전하거나 미국 해안을 넘어 전력을 
투사하는 미국 해군의 역량을 모방하려면 인민해방군 해군은 
중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장기 재정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의 국방 예산 항목이 단지 이 하나라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수많은 기타 군사 및 외교 
계획 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항목은 아닐 것이다. 
중국은 전투기 개발, 대함 탄도 미사일, 인공 지능, 우주 
프로그램 같은 다른 예산 우선순위를 포기해야만 해상 
무역로를 장악할 수 있다. 동시에 미중 기술 전쟁으로 
중국은 자체 반도체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고, 아마 
여기에 국방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될 것이다. 중국의 
금융 부문에 다양한 금융 비상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쟁을 
고려하면 중국 군사 계획자들이 해양 실크로드의 군사화를 
바라더라도 기다려야 할 수 있다.  o

2017년 8월 동아프리카 지부티에서 열린 중국 군사 기지 개장식에 
인민해방군 병사들이 참석하고 있다. 

2019년 3월 중국과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엔지니어들이 아비장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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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보호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중국의 
해양 침략을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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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스태프

국이 남중국해에서 끈질기게 
공세를 펼치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해양 주권, 기타 
권리,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중국에 맞서려면 세심한 균형이 필요하지만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은 해양 방어를 
강화하고, 공세에 맞서고, 영해를 지키고 
있다.

2020년 아세안 의장국 베트남은 2020년 
12월, 회원국 국방부 장관을 한 자리에 
모으고, 지역에 "활동할 때 자제력을 
발휘하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강압 없이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10개 아세안 회원국은 물론 중국과 
미국도 이 선언에 동의했다. 선언에 
남중국해가 언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베트남은 "남중국해 분쟁을 포함하여 영토 
및 주권 분쟁과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평화로운 수단을 사용하고 국제법을 
준수하여 다양한 사안을 해결하기"로 
장관들이 합의했다는 보도 자료를 통해 
메시지를 한 단계 강화했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을 군사화하고, 
다른 나라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며 주변국의 천연 자원 활용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메시지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 대상은 분명했다. 
한 전문가는 베트남이 천연 자원과 영해를 
지키는 것은 생존을 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랜드사의 선임 방위 분석가 데릭 
그로스만(Derek Grossman)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는 베트남에 거의 
실존적 문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대한 중국에 반발하는 것은 
베트남에 어려운 일이다. 그로스만은  
"한편으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의 
적이 분명하다"며 "베트남은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과 메콩강의 댐 공사 및 댐이 
메콩강 하류 삼각주의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중국을 포괄적인 전략 
협력 파트너라 부르며 외국 중 가장 높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 중국은 베트남의 제1
의 무역 파트너이기도 하다. 그로스만은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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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중국이 지역을 떠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따라서 베트남은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뉴스 잡지 더 디플로매트의 2021년 1월 
기사에서 그로스만은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며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조용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몇 년 간은 지역에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값비싼 간섭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의 석유 탐사에 간섭하며 
이미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혔다. 2020년 7월, 더 
디플로매트는 베트남이 중국의 압력 때문에 남중국해 
프로젝트를 취소한 후 두 개의 국제 석유 회사에 미화  
10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관련하여 베트남 국영 에너지 회사 페트로베트남이 
스페인 렙솔과 아랍에미리트 무바달라에 위약금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됐다. 렙솔의 개발 예정지 두 곳은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 가장자리에 있었지만 중국이 법적 근거 없이 
주장하는 9단선 내에 있었다. 개발을 앞두고 석유 시추지에서 
이틀 거리에 있는 하이난섬 인근 해상에 중국 해군 함정  
40척이 집결하자 베트남은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석유를 
추출하겠다는 바람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베트남은 일본 
에너지 기업 인펙스와 연안 시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력 
중이다. 2021년 1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은 이 
조치에 중국이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페트로베트남의 한 
관계자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1년에 시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반응을 계산했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다. 배타적 
경제적 수역 내에서 시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례적인 반박
말레이시아도 해양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0년 8월 히샤무딘 후세인
(Hishammuddin Hussein)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기준선에서 200해리 너머 
대륙붕 나머지 부분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엔에 문서를 제출했다고 
의회에서 말했다.

히샤무딘 장관은  
"말레이시아는 중국이 해당 

해역에 대해 역사적인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반대한다"며 
"말레이시아 정부도 남중국해 해양 지형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 아래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해로가 무역을 위해 
열려 있어야 한다며 중국을 비판하는 것을 피해왔던 
말레이시아가 이례적으로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암초, 암반, 사주 위에 군사 기지와 전초 기지를 
건설하고 남중국해의 거의 80퍼센트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도 같은 지역의 일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16년 국제재판소는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 
대부분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 경제가 중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이해를 지키기 위해 방위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군은 미국으로부터 
남중국해 순찰 및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받은 인도 
태평양 4개 군대 중 하나다. 2020년 5월 말레이시아는 
스캔이글 6대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총 12대를 받게 될 
것이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각각 스캔이글 8대를 받을 
것이다. 베트남은 6대를 받을 예정이다. 수령국은 모두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남중국해의 해양 안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 프로그램에서 무인항공기당 미화 약 140만 
달러의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2022년말까지 나머지 
스캔이글 6대가 말레이시아에 인도될 예정이며 22대는 
다른 나라에 제공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대응
2021년 1월, 인도네시아 해양 안보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조사선을 막은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2020년 9월 남중국해의 긴장 고조를 다룬 아세안 회의에 참석 중인 외교부 장관들에게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가운데)가 연설 중이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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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박이 일으킨 일련의 분쟁 중 최신 사례에 불과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는 샹양훙 03호가 추적 시스템을 끄자 
인도네시아 정부 함정이 샹양훙 03호를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호위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해양 안보국 작전국장 수위토(Suwito) 
준장은 기자 회견에서 "중국 선박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 항해했다면 위반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항해 중 자동 식별 시스템이 꺼졌고 이것이 의심을 
일으켰다"며 "자동 식별 시스템이 꺼진 이유를 물었고 중국 
선박은 고장났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해안 경비대의 호위를 받은 중국 
어선이 인도네시아 나투나제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했다며 중국과 여러 차례 대립했다. 인도네시아 해안 
경비대는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에 따르면 2021년 1월 초 인도네시아는 
순찰선 10척에 장착할 기관총 20정을 확보했다. 
해안경비대는 12.7밀리미터 기관총 외에도 선상 방어용  
30밀리미터 기관총을 구매하기 위해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동남아시아 국가도 국제 방위 파트너와 협력하여 해양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2020년 4월, 오스트레일리아 
전함 HMAS 파라마타호는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미국 
해군과 훈련했다. 미국 해군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함 3척을 남중국해로 보냈다.

이러한 전개는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실시됐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 중국은 남중국해 섬에 행정 기구를 
설치했고, 한 달 전에는 필리핀과 다른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공 암초에 새로운 연구소 2곳을 설치했다.

그로스만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으로 논란이 일던 

가운데 2020년 7월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거세게 
비난하자 지역 내 국가들이 환영을 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서에서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해양 제국처럼 다루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로 취임한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2021년 1월 말 테오도로 
록신(Teodoro Locsin) 필리핀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 미국 국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압박에 맞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방위 분석가 그로스만은 중국과 해양 분쟁 중인 
남중국해 국가들이 미국의 지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로스만은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기사에서  
"미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 스프래틀리제도를 지키기 
위한 베트남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베트남은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미국은 2019년 중국과 
베트남이 분쟁을 빚은 뱅가드 뱅크도 논란의 여지 없이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로스만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은 미국이 
남중국해에 장기적으로 개입하길 바라고 베트남 
지도자들은 미국 지도자들의 성명서에 만족했다고 말했다. 
그로스만은 "베트남이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에 적극적으로 
기쁨을 표현할 수 없었더라도 비공개적으로 기뻐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 
동맹국과 파트너가 협력하여 국제 해로를 개방하고 영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미국의 희망이다.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희망을 담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에 맞서고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를 원한다. 협력은 거기서 시작된다."  o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중앙)이 나투나제도 셀랏람파항에서 
인도네시아 해군 KRI 우스만 하룬호 대원들을 사열하고 있다. 2020년 1월 위도도 
대통령의 방문은 중국과 조업권에 대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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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은 페르시아만 입구에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부대가 이곳에 주둔할 

가능성이 있으며, 과다르항은 상당수의 중국 해군 
함정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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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경제 개발 계획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일대일로 투자 계획은 사실상 중국의 부상을 
위해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라는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의 지시에 따라 "군사 
투쟁과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법적 노력 

사이에 긴밀한 공조"를 개발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구현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국방 정책 전략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민군 통합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평화 시 
국방 자원을, 분쟁 시 민간 인프라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 있다.

시 주석이 "전략적 역량을 갖춘 통일된 민군 시스템"
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항구-파크-도시 모델, 디지털 
실크로드, 우주 정보 회랑을 포함한 일대일로 인프라의 
주요 구성 요소가 다양한 잠재적 군사 및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민군 겸용 특징을 가진 것이 그리 놀랍지 않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평화롭고 긍정적인 특성이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의도적인 군사 
및 전략 기능은 일대일로 프로그램에 분명히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나 지역 이해에 대한 안보 
과제는 인민해방군이 전쟁을 수행하고 방어할 수 있는 
진주 목걸이형 해외 연안 요새화의 위험에 있지 않다.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 모델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해외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군사 개입 비용을 크게 높이고 일대일로 

호스트 정부가 미국에 접근성이나 지원을 제공할 의지를 
낮출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는 풍부하다.

민간 부문에 군사 부문을 통합하는 이러한 네트워크는 
전략 및 방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 기술, 무역, 개발 
도구를 활용한다. 일대일로의 경우, 일대일로 플랫폼을 
중심으로 작전, 물류, 정보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해 
인민해방군의 전력 투사를 직접 지원한다. 일대일로는 

중

버마 차우크퓨 인근 메이드섬의 중국 항구 터미널은 요충지 말라카해협을 
지키는 인민해방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도양에서 귀중한 물류 지원을 제공하는 
전략적 거점이다.  로이터

일대일로 계획의
무기화

중국이 명목상 상업 인프라 투자를 통해 해양 강국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다니엘 R 러셀(DANIEL R. RUSSEL) 및 블레이크 H 버거(BLAKE H. B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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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이해에 기여하고 미국에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가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주로 미국에 손해를 주는 
방법으로 자국의 이득을 도모하고 있다. 이것은 전 미국 
국방 담당자가 말한 것처럼 "미국의 전력 투사를 막기 위해 
명확히 의도된 역량의 집합"이다.

디지털 대응
디지털 실크로드에 따른 중국의 기술 수출과 베이더우 
위성 네트워크의 광범위한 채택은 이러한 역량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광섬유 케이블과 5G 네트워크 같은 중국 
기술이 일대일로 패키지에 통합되면 중국 기업에 대한 
호스트국의 실질적 의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중국적 특성을 가진 디지털 거버넌스를 장려하는 것 
외에도 감시 및 억압용 도구를 중심으로 한 중국 기술의 
확산은 비민주적인 행동을 두고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독재 정권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는 미국과 미국 기업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차세대 기술에 대한 
표준을 수립해 우위를 확보하고 공고화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2018년 발표된 미화 25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연결 및 사이버 보안 파트너십 같은 미국의 대응은 
매우 부적절하다.

일대일로의 초기 추세로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이 
지배하는 정치, 경제, 기술, 전략 생태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가 미국에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면, 인민해방군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핵심 
이해 주장에 기반하여 주권, 규칙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투사하는 중국 공산당의 능력이 강화되는 것에 있다. 
이러한 힘의 행사는 미국의 주도하는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도전할 것이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활용하여 인도 태평양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면 지역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미국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다. 지역 생태계가 중국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 지역 내 중국과 미국의 힘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 주석이 공개한  
"영향권" 전략은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를 촉구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의 필요를 반영하는 지역 안보 
협력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에 
함축되어 있다.

중국이 미국을 배제한 지역 다자간 포럼을 만든 것은 
더욱 중국 중심적인 지역 안보 및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국제 규칙 기반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일대일로가 뒷받침하는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가 궁극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정책과 지역에 대한 외교적 참여 
감소가 미국에 도움이 안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계획을 좌초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다른 나라도 기꺼이 수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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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글로벌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두 자릿수 
성장은 꾸준히 둔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 공산당이 감당할 수 있는 자원도 
줄어들고 있다.

경제 활력 저하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일대일로의 첫 5년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막대한 자금 동원 능력이 
얼마나 재정 및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는 불분명하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상업적 수익성은 거의 입증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로 악화된 세계 경제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민군 융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발자들이 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항구 건설을 축소함에 
따라 해양 자산이 인민해방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단되거나 폐기됐으며, 
호스트국이 재정을 긴축함에 따라 점차 계획에서 사라지는 
프로젝트도 나타날 것이다.

많은 일대일로 호스트 국가가 기존 채무를 중국에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값비싼 채무 면제 
옵션, 중국 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의 구조 조정, 상환 
압박 또는 또 다른 형태의 보상 중에 불편한 선택을 
하면서 "부채의 덫 외교"라는 비판을 받고 현지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중국은 대부분 아프리카에 있는 세계 최빈국에 대한 
G20 채무 서비스 상환 모라토리엄을 따랐지만 일대일로 
채무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분류에 따르면 이미 미화 300억 달러 
규모의 대출에 대해 구제를 요청한 파키스탄은 고위험 
채무국이다.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같은 다른 주요 일대일로 
호스트 국가도 마찬가지다. 중국 관계자들은 채무 구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화 1490억 달러 
상당의 1800여 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중국 수출입은행의 우대 대출에 대해 채무 
구제를 배제했다.

다른 관계자들은 "일대일로 대출은 해외 원조가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중국이 최소한 적절한 이자로 
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커지는 역풍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부패 및 토지 수탈부터 환경 
훼손, 근로자의 권리 및 안전 등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호스트 국가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또 중국 정부가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주변국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며 
지역 내 불신과 원망이 일어났다.

강경한 늑대 전사 외교는 자애롭고 평화로운 신흥 

강대국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훼손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 기업의 약탈은 분노를 일으켰고, 중국 노동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된 현 
상황에서, 현금이 부족한 국가에 강력히 채무 상환을 
추진하는 중국 공산당이 파트너국과 조화를 이룰 
가능성은 낮고, 그 결과 중국의 이미지와 전략이 
훼손될 수 있다.

일대일로에 대한 비판은 프로젝트 호스트 국가와 그에 
우려를 표하는 국가보다, 중국 국민들이 더 자주 표한다.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국민들의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느끼면서, 손해를 일으키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 토로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중국 학자, 경제전문가, 기업가들은 일대일로에 
투입되는 자원을 국내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무역, 기술, 금융, 전략적 거점으로 
구성된 중국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일대일로를 
효과적으로 "무기화"하고 미국의 영향력과 안보 보장 
능력을 훼손할 수 있는지는 중국의 선택은 물론 미국의 
선택에도 달린 문제다.

여러 부문과 지역에서 적극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역할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이 일대일로 대상 
국가들이 중국의 당근 채찍 전략에 저항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보인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하여 같은 생각을 가진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중국이 제안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o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으로 합법적인 치안 또는 억압에 사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사진: 홍콩), 센서, 위치 서비스로 구성된 스마트 도시와 스마트 
항구 프로그램을 수출하려 한다.  로이터

본 기사는 2020년 9월에 발행된 아시아 사회 정책 연구소의 보고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무기화》에서 
발췌해,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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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티외 레이(Jean-Mathieu Rey) 
 소장이 포럼과 지역적 관점을 공유했다

인도 태평양에서
프랑스의

해양 안보

태평양에서 프랑스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얼마나 큽니까?
프랑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다양한 배타적 경제수역 
중에서 태평양 배타적 경제수역은 680만 
제곱킬로미터로 그 규모가 가장 크며 오스트레일리아와 
멕시코 사이의 4개 허브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클리퍼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월리스푸투나제도 등이 포함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배타적 경제수역은 그 크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해상 
감시와 통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보호는 해양 안전(수색 및 구조, 선박 통행 모니터링), 

환경 보호(석유 유출 대응 및 준비), 해양 안보(법 
집행, 테러 대응), 불법 활동 억제(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인신매매, 마약 또는 무기 밀매) 등의 4대 임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랑스군은 어떤 자산을 사용합니까?
태평양에 주둔 중인 프랑스군은 감시용 프리깃함, 
순찰함, 원양 지원함, 해안 예인함 같은 다목적 자산을 
갖추고 있습니다. 팰콘 가디언, 카사, 돌핀 헬리콥터 
같은 항공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성 감시를 
통해 넓은 영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해안 경비 임무의 경우, 저는 세관, 해무부, 헌병대, 
국립 경찰, 해양 자원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폴리네시아 
정부 등 모든 해양 관련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프랑스는 사실상 태평양 국가로서 인도 태평양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프랑스 영토에 16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도 태평양 국가에는 프랑스 국민 2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ALPACI로 알려진 아시아 태평양 해양 지대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군의 프랑스 합동 사령관 장마티외 레이 
소장이 포럼과 인터뷰를 가졌다. 레이 소장은 주로 인도 태평양의 바다에서 25년 복무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고등지휘참모과정을 졸업한 그는 특공대 소대장, 순찰함 및 프리깃함 사령관, 샤를 드골 항공모함 전단 참모장, 
프로빈 대공 구축함 사령관 등의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외교부에 파견되어 아시아 및 남미 안보 및 방위 협력 자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함대 서비스 지원 부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상함, 원자력 잠수함, 
항공모함의 작전 준비를 감독했다.



있습니다. 2011년에는 해양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 
기관 간 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센터는 각각 정보 융합, 
조업 감시, 수색 및 구조를 담당하는 세 가지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만 
 활동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해양 안보 위협은 국가별 해양 경계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태평양 해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접근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7000 ~ 1만 명의 국방 인력을 영구 주둔 
중인 유일한 유럽 국가로, 이를 통해 지역에 헌신하고 
세계적 야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 조직은 두 지역 
사령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부다비에서 
인도양을 담당하고 있는 ALINDIEN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지휘하고 있는 파레이테의 ALPACI입니다. 
더불어 지부티, 레위니옹, 뉴칼레도니아의 현지 사령부 
3개가 전담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키면서 정기적으로 
자산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프랑스의 활동을 
프랑스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핵무기 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지역 해양 위협 대응과 위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영구 주둔 
중인 군사 자산은 프랑스 본토에서 함정이나 항공기를 
보내 쉽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샹그릴라 대화 중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 싱가포르를 
방문하며 프랑스 항공모함 전단이 지역에서 작전했고, 
코로나19 위기 중 프랑스 장거리 항공기가 태평양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외에도 상륙 태스크 
그룹, 구축함 또는 해양 순찰기를 비롯한 전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매년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해양 문제를 다루더라도 작전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이 기본입니다.

제가 지휘하고 있는 사령부도 북한의 핵확산,  
국제 공역에서 항행의 자유, 다자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요 과제는 무엇입니까?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 세계의 해양 안보는 항행의 자유를 보전하기 위한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역에서 
프랑스 해군의 활동은 이러한 국제 규칙 기반 질서를 
증진하고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오랫동안 150여 개국이 협상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1982년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에서 해양 자원 활용을 
위한 해안국의 권리를 타협하고, 영해 외부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항행의 자유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이러한 합의를 지키고 증진해야 합니다.

 해양 안보 과제는 해적,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기후 변화, 밀매, 난민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다룹니다.

캐나다, 칠레, 프랑스, 페루, 미국 
해군이 태평양에서 훈련 중이다. 
스티븐 로블스(STEVEN ROBLES) 하사/미국 해군



마약 밀매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프랑스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마약 밀매상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랑스는 프랑스가 담당하는 해역을 들어오고 
나가는 선박들, 특히 느리게 이동하는 보트나 
어선을 중점 감시합니다.

2. 또한 해양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약한 신호를 
탐지합니다.

3. 미국 서부 합동 기관 태스크 포스와 남부 합동 
기관 태스크 포스를 중심으로 국가 및 해외 
파트너와 해양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개입이 결정되면, 
해상에서 모든 관련 기관(헌병대, 세관, 검찰)을 
조정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이 전략 덕분에 프랑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미에서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로 향하는 선박에서 
5톤 이상의 코카인을 압수했습니다. 더불어 헌병대와 
세관은 수백 척의 선박을 검사했습니다.

많은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남획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프랑스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불법 조업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전략은 3대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 전자 센서를 통해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런 
행동을 모니터링합니다. 

2. 위성 사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3. 항공 및 해양 자산을 전개합니다.

따라서 외국 어선들은 배타적 경제수역 안팎에서 
파랑스의 감시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프랑스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지 않습니다.

2020년에는 외국 어선 1677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으며 가디언 항공기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주변 해상에서 어선 304척 위를 비행했습니다.

태평양 섬 국가들과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의 예로 매주 해양 정보 
공유, 다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프랑스 함정의 순찰, 
해군 선박에 연락 장교 배치, 현지 당국에 대한 법 집행 
교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다른 인도 태평양 국가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프랑스는 중요 외교 네트워크는 물론 정기 군사 협력을 

2020년 12월 프랑스 해군 공격 잠수함 FS 에메호드호가 일본 
해상자위대 헬리콥터 구축함 JS 휴가호와 함께 통합 해양 안보 작전을 
수행하며 항해 중이다.  마커스 카스타네다(MARKUS CASTANEDA)병장/미국 해군

이 치열한 지역에서 프랑스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2019년에 출판된 《인도 태평양 내 프랑스의 방어 
전략》에 정의되어 있다.

• 프랑스의 주권 무결성과 국민, 영토,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호하고 보장한다.

• 군사 및 안보 협력을 통해 지역 환경 
안보에 기여한다.

• 글로벌 전략 경쟁과 치열한 군사 환경에서 
파트너국과 협력하여 국제 공역에 대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접근을 유지한다.

• 포괄적인 다자간 행동을 통해 전략적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지원한다.

프랑스:
인도 태평양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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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지역 내 모든 국가와 양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태평양 

안보 공동 책임자 회의, 태평양 및 인도양 해운 실무 
그룹 같은 다국적 조직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는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플러스에 
참가했습니다.

프랑스는 2002년부터 4자 방위 협력 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자 방위 협력 기구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의 주도로 섬국가에 
지원을 제공하여 양자 군사 및 안보 협력을 위한 
구조적 협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1992년 창설됐습니다. 
4자 방위 협력 기구는 태평양 국가 간의 정치적 대화를 
강화하고 모든 안보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환태평양훈련 등 많은 지역의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환태평양 훈련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여 
미국 태평양 함대는 물론 인도 태평양 내 모든 
미국군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태평양훈련만이 중요한 훈련은 아닙니다. 
프랑스가 2년마다 폴리네시아와 뉴칼레도니아에서 
번갈아 실시하는 마라라와 남십자성 훈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 4월과 5월에 실시된 마라라 
훈련은 태평양 섬 국가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작전을 시뮬레이션했으며,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함께 훈련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프랑스는 이 넓은 공간에 해군 및/또는 항공 자산을 
정기적으로 전개하여 파트너국과 양자 및 다자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타히티와 누메아에 
각각 1척씩 배치된 프랑스 프리깃함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동태평양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2013년부터 거의 매년 
프랑스에서 태평양 지역으로 상륙 헬리콥터 모함과 
프리깃함, 나아가 항공모함 전단이나 구축함으로 
구성된 잔다르크 태스크 그룹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가 본토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단기적으로 항공 자산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8년 8월, 미션 
페가수스에 참가한 라팔 전투기 4대와 지원 항공기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피치 블랙 훈련에 참가한 후 
아시아의 여러 파트너국을 방문했습니다.  o

프랑스군 
(거주자)

프랑스군 
(비거주자)

프랑스 국민(거주자)

> 1만 3000 ~ 1만 1 ~ 3000 *아프리카의 뿔/오만만

HoA/GoO* 주둔 프랑스군

2100 811

160만
20만

6800

프랑스령에 거주하는 주민 

프랑스 국민 

프랑스 영구 주둔군

태평양 주둔 프랑스군

2800 6910

인도양 주둔 프랑스군

1900 225

인도 태평양 내 프랑스 주둔 현황

흩어진 섬

마요트

크로제제도

케르겔렌제도

클리퍼턴

암스테르담 및 세인트폴제도

월리스푸투나

뉴칼레도니아레위니옹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아부다비

파페에테

포
럼

 일
러

스
트

레
이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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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증
거대한 메콩강이 중국의 초대형

댐을 견뎌낼 수 있는가?

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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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스태프

그 
해는 치명적인 
전염병이바다를 건너기전 
대륙에서 퍼진 해였다. 또한 
유가가 폭락하고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세계가 다시 한 번 톈안먼 광장에서 학살된 
학생과 기타 시위대를 추모했던 해였다.

그 해, 즉 2014년은 에볼라 유행, 세계 
경제 침체, 무자비한 중국으로 공포의 한 해가 
되었지만,

이 가혹한 해에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과학자들은 동남아시아 메콩 
지역에서 139개의 새로운 종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그중에는 바퀴벌레에 독침을 쏘아 
좀비로 만든 후 산 채로 잡아먹는 "디멘터" 
말벌도 있었다.

메콩강을 따라 라오스에서는 사야불리댐 
건설이 2년차에 들어섰고, 여기서 수백 
킬로미터 하류에 있는 캄보디아와의 국경 
주변에서는 인부들이 또 다른 수력 발전댐인 
돈사홍댐의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베트남 호치민시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지도자들이 4
년마다 개최되는 메콩강 위원회 정상 회의를 

위해 모였다. 위원회 
회원국들은 메콩강의 
지속 가능성을 계획하는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정상 회의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패권에 
목이 마른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연이어 

건설한 초대형 댐과 
대부분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고 건설하기로 
계획된 수십 개의 수력 
발전 댐 프로젝트가 
메콩강, 지역, 주민을 
위협한 것이다.

온라인 잡지 더 디플로매트는 정상 회의에 
대한 기사에서 "극적인 계획 변경이 없다면 
2014년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 
비극적인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 분명하며 
지역 어업과 농업이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물의 어머니’ 
메콩강 위원회 정상 회의가 열린 지 7년, 
메콩강 위원회가 설립된지 4반세기가 지난 
후 메콩강의 미래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태국어로 "물의 어머니"로 알려진 메콩강이 
지역의 대체할 수 없는 영양 및 생명 
원천으로 유지될 것인가? 인공적인 장애물과 
자연적인 장애물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이 시작되면서 
수개월 내에 사야불리댐과 돈사홍댐이 각각 
가동을 시작했고 세계는 또 다시 전염병, 경제 
불황, 정치적 시위로 어려움을 겪었다. 메콩강 
위원회에 따르면 이외에도 메콩강 유역에  
11개 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댐들은 모두 
메콩강을 란창강이라 부르는 중국의 메콩강 
상류에 위치한다. 메콩강 위원회는 2020년 중반 
기준으로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 11개의 댐을 

최근 라오스의 
사야불리댐이  
완공되면서 메콩강 유역이  
말라버리자 2019년  
10월 환경보호주의자와 
마을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다. 메콩강은 지역의 
생명선으로 알려져 있다.  
AFP/GETTY IMAGES

태국 북동부의 라오스 
국경 인근에서 메콩강을 
따라 어부가 이동 
중이다. 상류의 초대형 
수력 발전 댐 때문에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메콩강의 수위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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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며 한 개는 이미 건설 중이라고 보고했다. 
사야불리댐과 돈사홍댐 외에도 메콩강 하류에는 9개의 
댐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네 개 댐에 대한 제안은 메콩강 
위원회의 공지, 사전 협의, 합의 절차에 따라 검토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은 "메콩강 본류의 환경, 물 흐름,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관개 및 수력 발전 개발"에 적용된다. 

약 30년 기간 동안 수집된 일일 강수위와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0년 4월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프로젝트들은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매콩강에 
이미 상당한 파급 효과를 끼치고 있다. 기후 컨설팅 조직 
아이즈 온 어스와 글로벌 환경 위성 애플리케이션의 
연구원들은 "메콩강 상류에 연이어 건설된 댐이 강의 
자연적인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미국 국무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보고서 《방해받지 
않은 자연 조건에서 메콩강 상류의 수량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 메콩강 상류의 자연적인 물 흐름은 
평균 이상이었지만 하류의 수위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메콩강 하류의 심각한 물 부족은 메콩강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이 제한된 영향이 컸다."

메콩강 상류에 건설된 11개 초대형 중국댐의 총 
저수량은 거의 480억 입방미터에 달한다. 연구원들은  
"댐으로 인해 강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이 
크게 확장되고 이에 상응하는 영향이 하류에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이즈 온 어스 보고서가 나날이 
커지는 우려를 재확인했다고 생각한다.

싱크 탱크 스팀슨 센터의 선임 펠로우 겸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단장 브라이언 에일러(Brian Eyler)는 2020년 
4월 포린 폴리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보고서는 하류 
국가가 전례 없는 가뭄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상류 댐이 얼마나 많은 물을 차단하고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메콩강의 마지막 날》을 집필한 에일러는 같은 달 
스팀슨 센터의 웹사이트에 올린 다른 글에서 "메콩강 
하류에 발생한 지난 10개의 주요 가뭄 중 8개가 중국이  
첫 번째 댐 공사를 시작한 후 발생했다"고 밝혔다.

스팀슨 센터 기사의 헤드라인에서 언급됐듯이, 중국은 
본질적으로 메콩강의 "물 흐름을 차단"하여 메콩강 하류 
국가로부터 가장 귀중한 자원을 빼앗고 이들 국가를 
심각한 물 부족 위험에 노출시켰다.

생명으로 가득한 강
메콩강은 지역의 생명선이다.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한 메콩강은 4300킬로미터 이상을 
흐르며 중국, 버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메콩강은 태국과 
라오스를 합친 것보다 넓은 지역을 흐르며, 수산물과 
농작물을 공급하여 지역 주민들이 수천 년 동안 삶을 
영유할 수 있게 해왔다.

메콩강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내륙 어장으로서 전 세계 
민물고기의 25퍼센트가 여기서 포획되며, 멸종 위기의 
이라와디 돌고래부터 무게가 회색곰과 같은 대형 메기까지 
1000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 세계야생동물기금에 따르면 
아시아의 "밥그릇"이라 불리는 메콩강 지역은 3억 명의 주민 
중 약 80퍼센트에게 생계와 식량을 제공한다. 메콩강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다.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원들은 매주 평균 세 가지 새로운 종을 발견했다.

하지만 세계야생동물기금은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비롯한 전례 없는 인프라 개발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장 
취약한 곳 중 하나"인 메콩강의 상당 부분이 위험에 
처했다고 보고했다.

국제환경관리센터가 메콩강 위원회에 제출한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본류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메콩강과 지류에 계획된 80여 개 댐으로 인해 지역 
수산업이 2030년까지 황폐해질 수 있다. 강 유역의 어류 
생산량이 2000년에 비해 40퍼센트 이상 급감하여 수백만 
명의 영양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식량 불안 위험을 높일  
수 있다.

1995년 4월 메콩강 위원회를 설립한 메콩 협정은  
4개 설립국에 "매콩강 유역 물과 관련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 사용, 보존, 관리에 대해 건설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메콩강 위원회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코끼리를 타고 
"길들여지지 않은" 메콩강을 탐험하던 40년 전부터 
메콩강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이 시작됐으며 "그때부터 
메콩강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하려는 징후가 나타났다." 
유엔이 지지하는 메콩강 위원회는 "수자원의 자금 조달, 
관리, 유지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고, 이후 
확대됐다.

메콩강 위원회는 2000년대 들어 첫 25년 동안, 가뭄 
모니터링, 홍수 예측부터 퇴적물 수집 및 어업 관리 
지침까지 메콩강의 상태를 측정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수립했다. 위원회는 수력 발전 프로젝트로 인한 
생태계 및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회원국과 지역 기관 
사이의 협업 및 계획 강화를 위한 협의 과정도 지정한다.

또한 메콩강 위원회 최고 경영자 안 피치 하다(An 
Pich Hatda)는 2019년 연례 보고서에서 위원회가 메콩강 
상류 대화 파트너인 중국, 버마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특히 아이즈 온 어스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스팀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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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에일러는 중국의 상류 댐에 의해 발생한 
메콩강 하류의 수자원 분포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메콩강 위원회를 중요한 요소로 보는 사람 중 
하나다.

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메콩강 
위원회를 통한 협력이 최선의 길이다"고 주장했다.

물의 무기화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이 물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차치하고 물 접근권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 것인가? 이 질문에 앞으로 메콩강 하류 
국가의 생사가 달려있을 수 있다. 어쨌든 중국의 
초대형 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수백년는 
아니더라도 수십 년 동안 메콩강에 그림자를 
드리울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에일러는 "중국의 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지만 중국은 댐을 운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으며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중국이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14억 국민에게 공급할 물을 저장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국익을 위해 지역 
영향력을 확대하는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고 말한다. 
중국은 사실상 물을 무기화했다.

유진 K. 차우(Eugene K. Chow)는 2017년  
8월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무시무시한 신무기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동안, 중국의 보유한 무기 중 강력한 
요소인 댐은 관심 밖으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매년 중국에서 유입되는 수량은 메콩강의 전체 
수량 중 약 16퍼센트를 차지하지만 가뭄 중에는  
70퍼센트까지 높아질 수 있다.

차우는 "중국은 지역의 생명선 흐름을 통제하여 
강력한 권력을 확보했고 이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물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전망에 
대해 메콩강 위원회가 항상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오히려 때때로, 위층에 
사는 변덕스러운 거인의 화를 돋우지 않기 위해 
까치발로 걷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일례로 위원회는 아이즈 온 어스 연구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2020년 4월 논평에서 위원회는 연구원이 "강우와 
지표수의 복잡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위원회의 지상 관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연구에 사용된 위성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자체 초기 분석에 따르면 

'물의 어머니'에 
댐 건설

2020년 댐 현황

운영 중

계획됨/검토 중

계획됨

건설 중

중국

인도

베트남버마

태국

라오스

통킨만

마르타반만

타이만

캄보디아

공궈차오
먀오웨이

다화차오

투오바

리디
우농롱

궈니엔

구쉬에

루메이
반다

위에롱

린창
처거

구슈이

황덩

다차오산

누오자두

간란바 멍송

루앙프라방

사야불리

팍촘

팍레이

사나캄

반코움

라트수아

돈사홍

스퉁트렝

삼보르

팍벵

징훙

샤오완 만완

출처: 메콩강 위원회

2020년 중반 기준으로 메콩강에 33개 수력 발전 프로젝트가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이며 이 중 22개가 중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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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메콩강 유역 가뭄의 주요 원인은 우기가 늦게 
시작하고 빨리 끝나면서 우기 중 강우량이 부족했고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온도가 높고 
증발량이 많은 데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중국의 댐이 메콩강 하류 유역으로 
유입되는 물의 흐름을 바꾼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기회와 도전이 모두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중국과 더 많은 협력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메콩강 위원회는 "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의를 
바탕으로 협력하기 위해 중국은 더 많은 데이터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중국은 메콩강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비난했다. 
2020년 2월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 부장은 "중국도 
강우량 부족으로 피해를 받았지만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메콩강의 방류량을 늘리고, 메콩강 국가가 
가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 성명에 따르면 왕 부장은 "중국은 일년 
내내 수문학적 정보를 메콩강 국가와 공유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발언을 중국의 또 다른 
공허한 약속이라고 본다.

미래의 과제
연구에 대해 메콩강 위원회가 조심스럽게 대응한 것은 
지역 관찰자들이 강조한 광범위한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즉, 중국이 돈과 힘으로 불만을 
잠재웠을 수 있다.

2020년 4월, 미국의 싱크 탱크인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에서 중국이 진행한 투자 및 건설 
프로젝트의 총 규모가 미화 75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보고했다.

스팀슨 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은 에너지 부문에서 메콩강 지역의 기존,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 중 18퍼센트를 개발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차우는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지리적으로 티베트 고원을 차지한 덕분에 
아시아의 수자원과 관련하여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라오스 메콩강 하류의 돈사홍댐은 2020년 초에 가동을 시작했다. 
이웃 캄보디아는 여기서 전기를 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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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 국가가 독재적인 중국의 변덕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하류 수량 차단 능력에 대응하는 노력을 
방해하는 다른 요인도 있다. 2018년 6월 영국의 
국방 및 안보 싱크 탱크인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중국은 메콩강 
위원회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며 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방콕에서 동남아시아 문제를 분석하는 논평가 
브리제시 케믈라니(Brijesh Khemlani)는 이와 더불어 
국경 분쟁과 민족 갈등이 "메콩강 하류 국가 사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면서, 종종 지역 분쟁으로 
확대되고, 메콩강에 대한 협력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메콩강 위원회와 미국이 주도하는 메콩강 하류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다자간 주체를 강화하여, 중국에 
맞서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케믈라니는 "메콩강에서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응해야 한다. 문제를 그대로 두면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미국 간의 
파트너십인 메콩강 하류 이니셔티브는 2019년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환경 및 물, 보건, 농업, 
연결, 교육, 에너지 안보 등의 6대 주제를 중심으로 
메콩강 파트너 5개국이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 일본, 
뉴질랜드, 한국,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을 포함하는 
컨소시엄인 메콩우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19년 8월, 메콩강 하류 이니셔티브의 10주년 
기념식에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은 파트너십의 성과를 언급하고  
"우려스러운 동향"도 강조했다.

그는 이니셔티브 회원국의 장관들에게 "상류에 
건설된 다수의 댐이 하류의 물 흐름을 더욱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며 "메콩강 수위가 10년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중국이 상류의 물 흐름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강바닥을 폭파하고 준설할 
계획도 갖고 있다. 중국이 메콩강을 통제하여 메콩강 
위원회를 약화하려는 시도다"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다음을 비롯한 메콩강과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미국이 미화 2950만 달러를 초기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전력망과 고품질 인프라를 
개발하는 일본 미국 메콩 전력 파트너십.

•버마, 라오스, 태국을 아우르는 골든 

트라이앵글의 메타암페타민 거래를 차단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제 범죄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메콩강 국가에 미화 1400만 달러 지원. 

•위성 이미지 활용을 개선하여 메콩강의 홍수와 
가뭄 패턴을 평가하는 한국 미국 프로젝트.  

•메콩강 하류 이니셔티브 물 데이터 공유 플랫폼 
및 공공 영향 프로그램.

•"투명하고 규칙에 기반한 메콩강 접근법"을 
포함하여 국경을 넘는 강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콘퍼런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앞으로도 주권과 안보를 
보호하고,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고, 풍부한 문화와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요 급증
번영은 발전을 낳고 이에 동반하여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는 수력 발전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원동력이 된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물을 
사용하여 동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에 따르면 현재 수력 발전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한다.

메콩강 하류 이니셔티브는 일본 미국 메콩 전력 
파트너십을 공개하며 메콩강 국가의 전력 수요가 매년 
6퍼센트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과 일본의 
노력은 "지역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할 것이다.

2020년 3월, 전 세계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는 동안 
메콩강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 캄보디아는 본류 댐 개발을 
10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하며 캄보디아의 첫 번째 
수력 발전 프로젝트 2개를 중단했다. 이보다 두 달 전에 
캄보디아 전력망은 이웃 라오스와의 30년 에너지 계약을 
통해 새로운 돈사홍댐에서 전기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메콩강 
본류와 지류에 370개 이상의 댐이 건설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댐 대부분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따라 중국 기업이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2020년 6월 메콩강 위원회는 연례 
보고서에서 개발의 위험을 경고하고 "메콩강 하류 
유역의 몇 차례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사람들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중국이 물을 차단하면 지역에 가뭄이 일어날 수 있다.
2022년 4월 메콩강 위원회의 4개 회원국 지도자들은 

라오스에 모여 또 다시 정상 회의를 가질 것이다. 그 
때도 지금처럼 다음의 질문이 중요할 것이다. 메콩강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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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버마,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에 
자금을 투입하고, 인도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부탄을 위협하여,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를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인도가 우수한 군대를 갖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를 
가르는 실제통제선의 서쪽에 있는 약 10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동부 라다크에서 인민해방군의 뻔뻔한 노력에 
맞서 엄청나게 자제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은 국경 침범 당시 약 6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는데, 이는 인도에 대한 공세를 상징한다. 또한 
이는 1962년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한 달 간의 전쟁 이후 
양국 사이에 일어난 가장 심각한 충돌이었다. 충돌 이후 
중국은 부탄과 거의 면적이 같은 3만8000제곱킬로미터의 
고지대 사막으로, 인도가 라다크 연방 직할령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악사이친을 점령했다. 중국은 또한 실제통제선 
동쪽에 위치한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  
8만3743제곱킬로미터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양국은 세 부분으로 나뉜 실제통제선의 길이와 
위치에 대해 오랫동안 분쟁 중이다. 이후 인민해방군의 
지원을 받는 중국 노동자들이 아루나찰에 들어와 어퍼 
수반시리구의 차리추강 강변에서 티베트주와 구분하는 

국경을 따라 마을을 건설했다. 인도 외무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인지하고, "실제통제선"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국경 분쟁 
지역에 민간인 거주지를 건설하여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전략으로 여겨진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모든 비난을 일축하며 아루나찰의 
상황을 "인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 침범이  
"비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부 라다크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중국은 부탄과 아루나찰을 가르는 인도 북부의 
작은 시킴주에서 다시 충돌했다. 2021년 1월 20, 
시킴주 나쿠라의 실제통제선에서 중국군이 인도군과 
충돌했으며 이에 대해 인도군은 "사소한 대결"이라고 
묘사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동일한 지역에서 2020년  
5월에 마지막으로 발생했다.

2020년 말미, 인도는 중국이 동부 라다칸에서 현상
(status quo)만이라도 유지하길 바랐다. 해발 고도가 
평균 3000m에 달하는 황량한 오지 국경 지역에는 
혹사당한 군인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혹독한 겨울에는 
온도가 섭씨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며 정신 및 신체적 
한계를 시험한다.

따라서 인도는 2021년 2월 9차 양국 군사 회담에서 
동부 라다칸 판공초의 남북 제방에서 철수하는 합의를 

중

중국의 탄압

극복
인도가 중국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방위 협정을 

체결할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다
사로시 바나(SAROSH B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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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게 될 거라고 안도했다. 2월 11일 라즈나스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
실제통제선 분쟁 지역에서 철수하기 위해, 현재 근접해 
있는 양국 군대는 2020년에 만든 전진 기지를 버리고 
수용된 영구 기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판공초에서는 철수가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데프상평원, 고그라고원, 핫스프링스 같은 다른 지역의 
대치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도 양국은 대화 및 협상 동력을 유지하고, 
최전선 부대를 억제하고, 중국 인도 국경 서부 
실제통제선의 상황을 통제하고, 공동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중국의 공세를 막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4자 안보 대화, 즉 쿼드 같은 새로운 관계를 강화하려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내 다른 국가와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인도의 안보 노력을 증진할  
수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하여 인도를 경제 
및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군대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있다. 한편 중국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으로 널리 
여겨지는 재앙적인 코로나19의 대응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경제 및 군사력을 이용하여 외교 정책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경 긴장
중국은 1950년 티베트를 침공하고 이듬해 병합하며 
인도와 국경을 접한 이래,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를 위협하고 있다. 실제통제선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1993년, 1996년, 2013년의 
세 차례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꾸준히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2020년 동부 
라다크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까지 라다크로 이어지는 
여러 개의 내륙 도로를 통해 640제곱킬로미터의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보했다.

중국의 가까운 동맹국인 파키스탄도 인도와 국경 
분쟁 중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분리 당시와 
1965년, 1971년, 1999년에 네 차례 전쟁을 치렀다. 
1971년 전쟁으로 동파키스탄에서 방글라데시가 
탄생했다.

인도는 방글라데시와 4097킬로미터, 파키스탄과 
3323킬로미터, 네팔과 1751킬로미터, 버마와  
1643킬로미터, 부탄과 699킬로미터, 아프가니스탄과 
106킬로미터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 버마, 몰디브, 파키스탄, 
스리랑카에 항구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인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 계획을 "진주목걸이" 전략이라 
부른다. 중국은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에 과다르항을 
건설하여 중국과 파키스탄이 "양국 우정의 위대한 

실제통제선에서 인도와 중국 사이의 국경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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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비"라 극찬한 미화 4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을 통해 중국 서부 신장  
카슈가르까지 연결했다.

약탈적 대출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은 70개국에 미화 1조 달러를 
투입하여 인프라를 건설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의 
핵심이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약탈적 대출을 제공하고, 
상환 불이행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차지한다.

중국은 일대일로가 상업적 계획이라고 주장하지만 
해군 기지 배치가 중국이 밝히지 않은 의제의 핵심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과다르항을 통해 인도 
서쪽의 아라비아해는 물론 인도양, 페르시아만, 오만만, 
아덴만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 회랑이 
길기트 발티스탄을 지나 인도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이 관리하고 있는 카슈미르를 통과하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은 계약에 따라 부채 상환과 배당을 
통해 20년 동안 미화 400억 달러를 중국에 지불해야 
한다.

중국은 군사 거래를 통해 일대일로 계획을 강화하고 
있다. 2017년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개량된 041형 
유안급 공격용 잠수함 4척을 구매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항구 도시 카라치에서 추가로 4척을 조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이 계약의 규모는 미화 50억 달러로 
추산된다. 첫 번째 잠수함 4척은 2023년까지, 나머지는 
2028년까지 인도되어 파키스탄의 핵심 역외 핵보복 
능력을 구성할 것이다. 방글라데시도 2017년에 미화 2억 
400만 달러 상당의 중국산 035G형 밍급 잠수함 2척을 
구매했다.

두 가지 용도
중국산 전차, 프리깃함, 전투기도 방글라데시군에 
보급되었으며, 방글라데시 군인들은 중국에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는다.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방글라데시는 2016년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의 다카 방문 시 공식적으로 일대일로에 합류했다.

이후 일대일로에 따라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27개 방글라데시 인프라 프로젝트 중에 미화 71
억 달러 상당의 9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산 수입품 중 97퍼센트에 대해 무관세 정책도 
선언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미화 약 30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며 인도의 개발 지원금 미화 100억 
달러를 앞질렀다.

방글라데시는 또한 인도에서 발원하여 방글라데시를 
가로지르는 방글라데시에서 네 번째로 긴 티스타강의 
물 공유 협약을 인도와 체결하는 데 실패한 후 중국과 
미화 10억 달러 상당의 물 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교역 규모는 미화 
180억 달러에 달한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교역 규모는 
미화 약 95억 달러다.

2014년 중국은 방글라데시 소나디아에 항구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지만, 대신 버마에 항구를 
건설하기로 결정하며 인도의 동쪽 벵갈만에서 존재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시 주석은 2020년 1월 버마를 
방문하며 미화 13억 달러가 투입될 차우크퓨 특별 경제 
지역 심해 항구 프로젝트의 1단계 계약을 마무리했다.

북쪽으로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부 
라킨주의 차우크퓨 항구는 벵갈만에 인접하게 된다. 
인도는 비사카파트남 동부 해군 사령부 근처에 원자력 
잠수함 기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바르샤를 개발 중이다. 
차우크퓨 항구는 분쟁 발생 시 군사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최초 비용은 미화 70억 달러였으나 
버마가 부채의 덫을 우려하자 삭감됐다. 이외에도 중국이 
지원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양곤 신도시와 중국 버마 
국경 경제 협력 지구가 있다. 중국은 인도 외곽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와 가까운 코코제도에 해군 정보 기지를 
유지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7년 스리랑카가 남부 함반토타항 개발 계약과 
관련하여 미화 11억 달러 이상의 대금을 중국에 
상환하지 못하자 중국은 함반토타항을 99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중국은 과다르항과 
함반토타항을 인민해방군 해군 기지로 사용하여 연안 
주둔을 강화할 수 있다.

중국은 또한 함반토타항부터 남아시아에서 가장 깊은 
컨테이너 터미널인 콜롬보항까지 확장을 진행 중이다. 
국영 중국교통건설의 계열사인 중국항만엔지니어링은 
스리랑카에 대한 단일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 

2020년 10월 도쿄에서 수브라마얌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모테기 도시미쓰(Motegi 
Toshimitsu) 일본 외무성 대신이 4자 안보 대화에 참석 중이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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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로, 660에이커 면적의 간척지에 미화 14억 달러 
규모의 콜롬보 국제 금융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도시 
속의 도시"를 표방하는 이 도시는 싱가포르, 두바이와 
경쟁하는 주요 금용 허브가 되어 스리랑카의 경제 및 
해양 무역을 촉진할 것이다. 중국은 여기에 60층 건물  
3개를 건설하는 데 미화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인도는 몰디브의 섬과 관련하여 중국이  
2016년 미화 400만 달러에 50년 임대권을 확보한 
페이도후 핀노루섬을 3만8000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한 후 원자력 잠수함용 군사 기지와 
청음 기지를 건설하여 인도양의 전략적 영역에서 
인도 해군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몰디브는 인도 최남단 카니아쿠마리에서 불과 
623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중국은 이와 유사하게 "
주권국의 자연적인 권리"라고 주장하며 남중국해에서 
스프래틀리제도의 7곳과 파라셀제도의 20곳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화했다. 중국은 연간 세수가 미화 약 17억 
달러이고 국내 총생산이 미화 40억 달러인 몰디브에도 
미화 15억 달러의 채무를 안겼다.

‘패키지 솔루션’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내륙 불교 왕국인 부탄에 
침투했다.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2020년 11월 
인민해방군이 부탄에 침입하여 도클람고원을 따라  
주거 단지를 건설했다. 도클람고원은 중국, 인도,  
부탄의 국경이 접하는 곳으로서 2017년 중국과 인도는 
이곳에서 73일 동안 대치했었다. 이후 공개된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새로운 정착지에 탄약고가 건설됐다.

중국은 침입 전에 부탄에 국경 분쟁에 대해 "패키지 
솔루션"을 제안했다. 1996년 중국은 부탄에 중국이 북부 
분쟁 지역을 부탄에 양도하는 대신 부탄은 도클람고원과 
사크텡 산림 보호 구역에 걸친 동부 국경 지역을 
포함하는 서부 지역을 중국에 넘길 것을 제안했다. 
부탄은 인도의 강력한 지역 동맹국이지만 1949년과 
2007년의 인도 부탄 우호 조약에는 방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도클람고원은 고원의 북쪽에 있는 티베트 춤비계곡과 
고원의 남쪽에 있는 인도 실리구리회랑 등의 전략적 
산악 체크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지역 내 중국의 주도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담하게 조치를 취하면 중국은 
"닭의 목"이라고도 알려진 길이 60킬로미터의 회랑을 
차단할 수 있다. 폭 22킬로미터의 이 회랑은 인도 본토와 
방글라데시, 부탄, 버마, 중국의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 북동부의 오지 8개 주를 연결한다.

중국의 대응
중국의 영향력 전략을 인정한 인도는 친선 방문을 

강화하고 2020년 11월 이웃 국가에 고위 담당자  
3명을 보냈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외무부 장관은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세이셸을 방문했다. 아지트 도발(Ajit Doval) 
국가안보보좌관은 스리랑카 지도부와 만남을 가졌고, 
하르시 시링글라(Harsh Shringla) 외교부 장관은 
방글라데시와 몰디브에 이어 네팔을 방문했다.

인도에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지만, 인도는 
중국이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에 계속 
대응해야 한다. 많은 분석가들은 인도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대응하여 이웃 국가에 경제 및 군사적 대안을 
제안하는 것 이외에도 쿼드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쿼드 국가는 협력하여 인도의 이웃 국가에게 채무 부담이 
큰 중국의 프로젝트에 비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는 인프라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더불어 쿼드는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를 공유하고 국방 기술을 개발하여 해양 영역 인식을 
강화하고 전력을 투사할 수 있다. 방위 협정을 체결하면 
쿼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례로 
2020년 10월 인도와 미국은 일반적으로 유도 미사일과 
드론에 사용되는 민감한 위성 데이터를 공유하는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와 미국이 체결한 일련의 
조약 중 최신 조약이다.

경제 및 군사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강력한 쿼드는 
최소한 중국이 인도양 지역에서 공세를 계속하고 인도와 
주변국 국경을 침범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할 
것이다.  o

인도가 라다크 지역에서 인더스강과 잔스카르강이 합류점을 통과하는 
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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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가 해양 안보 
파트너십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존 F 브래드포드(JOHN F. BRADFORD)/미국 해군

일본의

중심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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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해양 전략은 기본적으로 동맹국 
미국과 협력하여 자국 안보에 중요한 
인도 태평양 해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일본의 두 가지 해양 안보 
조직인 해상자위대와 해안 경비대의 활동 대부분은 
일본 근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잘 관리하면서 중국, 북한, 러시아의 
공세를 억지하는 것을 추구한다. 일본은 자국 
해운이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아덴만과 
호르무즈해협 같은 해로 주변에도 군대를 전개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를 통과하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여전히 취약한 해로에 대한 일본의 활동도 
전략에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남중국해, 
자바해, 벵골만 같은 폐쇄해는 물론 롬복, 

말라카, 싱가포르, 순다해협 같은 중요 
요충지가 포함된다.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은 일본의 경제력에 
기반하며 일본은 지역 연안 국가와 함께 50년 
이상 인프라 및 안전 역량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 해안 경비대는 연안 국가의 해양법 집행 
능력을 개발하는 데도 관여했다. 지난 10년 
동안 일본 방위성은 지역 해군과 함께 새로운 
역량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역 해역에서 군사 작전을 
늘리고 있다.

일본의 모든 국가 기관이 동남아시아 해양 
안보에 투자하면서 동남아시아는 일본 해양 전략의 

일

일본 해상자위대 헬리콥터 모함 JS 
이즈모호(오른쪽 두 번째), 구축함 JS 
아케보노호 및 JS 무라사메호, 필리핀 
해군 BRP 다바오 델 수르호가 필리핀 
술루해에서 훈련 중이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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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해양 안보 활동에 대한 범위, 전략적 의도, 향후 
발전 가능성은 면밀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일본의 해양 전략
일본의 잘 확립된 해양 안보 전략은 일본 영해와 인도 
태평양 해로의 두 가지 지리적 영역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근해의 경우 일본은 북, 서, 남쪽에서 강력한 
안보 압박을 받고 있다. 공격적인 현대 군사 태세, 
영토 분쟁, 전쟁 유산 때문에 일본과 이웃 러시아, 
중국, 한국 사이에 안보 우려가 일어나고 협력이 
제약받고 있다.

해양 영역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일본과 중국의 해안 경비대 및 해군은 같은 동심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주권을 경쟁하고, 반응을 조사하고, 
센카쿠제도 주변 해역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는 강력한 함대 자원이 필요하고, 나머지 
동중국해에는 장거리 순찰과 감시가 필요하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로 위협하고 그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일본이 
지원하면서 일본 함대는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일본 근해 
상공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행 작전에 대응하여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가 정기적으로 출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바다와 하늘에서 일본의 권리를 지키고 책임을 실행하는 
데 일본의 많은 안보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주요 해로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은 미국과 동맹 활용, 가장 중요한 위협 위치에 군대 
전개, 나날이 역량이 강화되는 해로 주변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라는 세 가지 요소에 기반한다.

최근 일본의 해양 전략은 해로를 따라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인도 태평양에 외교 정책 초점을 
맞추는 국가 캠페인에 기반하고 있다. 2006년 아베 신조
(Abe Shinzo) 전 총리가 처음 취임한 직후 아소 타로(Aso 
Taro) 당시 외무성 대신은 자유와 번영의 호를 발표했다. 
이 외교 정책은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일본의 기존 우선 순위를 보완하고, 
북유럽부터 중동, 인도 아대륙, 동남아시아까지 아우르는 
파트너국의 호에서 민주주의를 장려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 호는 일본의 주요 교역로와 
지리적으로 일치했으며 미일 동맹 덕분에 이미 안전한 
태평양 교역로는 제외됐다. 아베 총리는 2007년 
인도 의회에서 "두 대양의 합류"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글로벌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인도 태평양의 
지정학적 개념을 강조했다. 자유민주당 출신의 다음 두 
총리도 이러한 우선 순위를 이어갔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하토야마 
유키오(Hatoyama Yukio), 간 나오토(Kan Naoto), 

노다 요시히코(Noda Yoshihiko) 총리는 다른 브랜딩을 
사용했지만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연안 국가에 대해 
동일한 외교 정책을 유지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집권 
직후 《아시아의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 에세이를 
발표했다. 에세이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태평양의 
평화, 안정, 항행의 자유는 인도양의 평화, 안정, 항행의 
자유와 분리될 수 없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해양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서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미국과 함께 두 지역에서 공동선을 지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동남아시아는 확실히 다이아몬드의 중심에 있었으며 
현재는 2016년에 발표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비전의 중심이 됐다.

동남아시아 해양 안전 및 안보를 강화하는 일본 민간 활동
일본 영해부터 중동 주변의 위험한 해역까지 해로의 
길이는 5000해리(9260km) 이상이다. 이러한 해로의 
대부분은 자유로운 상업 흐름을 위한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거버넌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안 국가를 지나간다. 
하지만 연안 국가의 해양 역량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로는 안전하다고만 볼 수 없으며 일본 비즈니스 및 정부 
지도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빠르게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이 우려하는 것에는 교통량이 
많은 요충지의 항해 문제, 극한의 날씨와 석유 유출 같은 
환경 문제, 해적, 테러, 전쟁 위험이 있다. 지난 50년 동안 
일본은 해양 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서 연안 국가 역량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점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 통화 위기 시, 지역 해적 발생률이 
증가하자 일본은 역량 구축 노력을 확대하여 해양법 
집행을 포함시키는 계기가 됐다. 오부치 게이조(Obuchi 
Keizo) 총리는 1999년 12월 아세안+3 정상 회의에서 
이러한 확대 조치를 시작하며, 지역 해안 경비대 조직, 
해운사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지역 공조 개선을 제안하여 
해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은 장비와 교육을 제공하고 
합동 순찰을 추진했다. 일본은 연이어 진상 조사단을 
지역에 파견하고 여러 차례 대규모 콘퍼런스를 개최한 
후 계획을 축소했지만, 동남아시아 해양법 집행에 대한 
참여 확대는 빠르게 진행했다. 2000년에 일본 해안 
경비대는 신생 필리핀 해안 경비대부터 지역 해안 
경비대를 지원하기 위한 상근 해외 장교를 파견하기 
시작했고 2001년에는 필리핀과 태국부터 시작하여 
지역 해안 경비대와 훈련을 시작했다. 2006년에 일본의 
외교적 노력은 아시아해적퇴치협정을 창설하며 절정에 
도달했다.

동남아시아의 해양 안보를 위한 일본의 지원 중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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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순찰선을 지역 해양 사법 기관에 이전한 것이 있다. 
개조된 어선, 퇴역한 일본 순찰선, 새 순찰선이 이전됐다. 
이러한 순찰선은 정부 촉진 차관을 통해 일본 민간 재단과 
직접 원조로 제공됐다. 순찰선은 초기에는 인도네시아에, 
2000년대 중반에는 필리핀에 제공됐다. 순찰선은 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이전이 관리됐고 수령측은 해적 및 테러 대응을 포함한 
사법 활동에만 순찰선을 사용할 수 있었다. 2011년과 
2014년에 3원칙이 완화되면서 정책 절차가 간소화됐고 
최근 일본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순찰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팔라우,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의 해안 경비대와 
해양법 집행 기관이 일본으로부터 순찰선을 받았다.

동남아시아 내 일본 자위대 작전
활동 초기 일본 해상자위대는 다자간 노력과 프레임워크에 
따라 동남아시아 해양 안보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선을 배치했다. 2004년 12월, 일본 자위대 
함선과 항공기는 다국적 군대와 함께 인도양 쓰나미에 
대응했다. 2005년에는 싱가포르 해군이 주최한 해상 
훈련 중 제1회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 참가했고, 일본 
육상자위대 장교는 쓰나미 구호 워크숍과 태국과 미국이 

공동 주최하는 코브라 골드 훈련의 고위급 참모진에 
참여했다. 이후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아세안 지역 
포럼,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 플러스 같은 다자간 조직이 
후원하는 해양 훈련이 빈번해졌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종종 최대 규모의 파견단을 보내며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 해양 훈련은 국방 외교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종종 간단한 형식으로 진행되며 작전 
능력 강화보다 신뢰 구축에 더 중점을 둔다. 많은 훈련이 
전통적인 안보 우려보다 재해 대응에 집중한다.

일본은 2010년 국방 프로그램 지침에서 주요 
정책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가 외국 군대와 역량 
구축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에 따른 
첫 작전으로 2010년, 미국 태평양 파트너십 캠페인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역량 구축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배치됐다. 이후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일본 
국내 재해 대응을 지원했던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태평양 파트너십에 참가하고 있다. 2012년에 일본은 
베트남 해군과 함께 개최한 수중 의학 세미나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양자간 역량 구축 활동을 
실시했다. 2013년 2월에는 두 번째 양자간 이벤트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군 해양 작전 센터에서 해양학 

베트남 해안경비대 장교들이 다낭 인근 
베트남 해안에서 진행된 합동 훈련 중 일본 
해안경비대 에치고호에서 헬리콥터가 
이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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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세미나가 열렸다. 이후 일본은 다른 8개 파트너국과 
유사한 양자간 역량 구축 활동을 진행했다. 이들  
10개 파트너국 중 몽골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남중국해나 벵골만의 연안 국가다. 

2013년 12월 일본은 첫 국가 안보 전략에서 이러한 
활동의 전략적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본은 
해양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통신선 상의 
연안 국가와 기타 국가를 지원하고 일본과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해로 상의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일본 해상자위대는 남중국해에서도 
작전을 확대했다. 앞서 언급된 다자간 훈련 및 역량 
구축 활동과 달리, 해당 활동은 남중국해에서 고급 
해군 작전을 실시하기 위한 옵션을 개발하는 데 더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함선과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전개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불분명하다. 

전 일본 제독을 포함한 일부 분석가들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탄도 미사일 
잠수함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우려는 북부 영해가 중국 영해와 하이난섬에 
위치한 잠수함 기지와 접하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과의 
파트너십을 일본 해상자위대가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필리핀 해군과 동남아시아 
파트너십 중 가장 발전된 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들은 2012년 필리핀 미국 발리카탄 
연례 훈련을 참관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참여가 
증가했다. 2016년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훈련용 잠수함 
오야시오호는 구축함 2척과 함께 필리핀 수빅만을 
방문했고 승무원들은 필리핀 대원들과 함께 신뢰 
구축 활동에 참여했다. 이는 일본 잠수함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필리핀에 기항한 것이었다. 이후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은 수빅만을 자주 방문했다.

일본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서 
출항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JS 
다카나미호를 향해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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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현재까지 일본 방위 장비를 구입한 처음이자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일본은 2014년 정책 개혁을 
통해 파트너군에 방위 물자를 수출할 수 있게 되자, 
해상자위대의 중고 TC-90 훈련기 2대를 필리핀군에 
인도했으며 필리핀은 확보한 항공기를 C-90 해양 
초계기로 지정했다. 2018년에는 TC-90 3대가 
추가로 전달됐다. 

일본은 베트남과의 방위 관계 발전에도 우선 
순위를 부여했다. 2010년에 일본 해상자위대는 태평양 
파트너십에 따라 지역 내 첫 번째 역량 구축 활동으로 
베트남 퀴논에 상륙 수송선  
JS 쿠니사키호를 보냈다. 해당 활동은 치료와 문화 교류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 방문에는 베트남 해변에 상륙 차량의 
상륙도 포함되었다. 그 이듬해 베트남은 미국이나 다자간 
이벤트의 일환이 아닌, 동남아시아 최초의 일본 자위대 
역량 구축 활동을 주최했다. 이후 양국 관계는 양자간 
방어 훈련이나 작전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성장을 
계속했다. 

JS 이즈모호 같은 대형 헬리콥터 모함을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에 매년 수개월 간 전개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실시하는 활동의 다양한 성격을 반영한다. 
2016년 첫 전개 기간 중, JS 이세호는 인도네시아가 
주최한 다국적 훈련 코모도에 참가한 함선 중 가장 큰 
함선이었다. 이후 JS 이세호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의 
해군 장교 후보생을 태우고 남중국해로 이동하여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미국 해군과 함께 삼자간 통과 
훈련을 실시했다. JS 이세호는 마닐라를 친선 방문한 후, 
브루나이에서 시작되어 싱가포르에서 끝난 2016년 5
월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 플러스 해양 안보/테러 대응 
야전 훈련에 참가했으며, 여기서도 가장 큰 함선이었다. 
이듬해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최대 규모의 함선인 
JS 이즈모호는 동남아시아에 비슷하게 전개하여, 
남중국해에서 아세안 해군 장교를 대상으로 해양 안보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마닐라 방문 중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을 환영하고, 
스리랑카를 방문하고, 이틀 동안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함선과 함께 함선 교류와 실사격 이벤트를 포함한 
훈련을 마쳤다. 이와 비슷하게 2018년 전개(JS 카가호)
와 2019년 전개(JS 이즈모호)에서는 남중국해에서 단독 
작전, 미국 해군 및 기타 해군과 훈련, 다자간 해양 안보 
프로그램 및 지역 파트너와 양자간 관계 구축 지원이 
다양하게 실시됐다.

동남아시아 해양 안보를 위한 일본의 향후 계획
일본 해상자위대의 주요 함선이 동남아시아 해역에 
전개될 때 보이는 혼합된 특성은 지역의 다각적인 해양 

목표를 반영한다.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수십 년 동안 
역량 구축 계획을 확대했고, 여기에는 군사적 차원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일본의 인도 태평양 해로 
상에서 나날이 역량이 커지고 있는 연안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해군 활동은 
해양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일본의 오래된 정책이 단순히 
발전한 형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는 일본이 
국내 정책 제약을 완화했으며, 동남아시아 파트너국이 
일본 자위대를 더욱 편안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남중국해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가 크고 남중국해에서 
주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캠페인이 동중국해에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에 강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역량 강화와 공세적인 해양 행동은 이러한 궤도를 
재촉하고 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 주요 해로의 지속적인 안전과 
안보를 도모한다는 중요한 전략적 목표를 50년 이상 
근본적으로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이 직접 처리하는 지역 안보 문제의 범위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원하는 기관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여기에는 방위성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관여했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는 정기적으로 
남중국해로 전개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미국, 기타 지역 
해군과 고급 전쟁 훈련을 수행한 기록이 있다. 일본은 
지역 내 다자간 훈련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해군과 
양자간 역량 구축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한 활동은 
계속 확대될 것이며 함선과 기타 함대 자원의 가용성이 
주요 제한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동남아시아의 양자간 교류는 친선 활동과 
지역 파트너의 경찰 역량 구축에 중심을 둔 평범한 
프로젝트에 많이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 일본은 군사 
방위 역량을 이용하여 지역 국가를 지원하는 데 더 
많이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방공 레이더를 필리핀에 보내기로 한 거래는 선례가 
되고 있다. 중국의 지속적인 해양 공세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겠지만, 일본은 다른 해양 위협도 
우려하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을 넘어 점차 방위 
관계를 다각화할 것이다.

일본 방위성과 해상자위대가 다른 기관과 함께 
동남아시아 해양 안보에 직접 참여하면서 일본의 해양 
전략에서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중심이 됐다. 일본이 
자기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는 
그들이 일본과 구축하길 바라는 방위 관계의 
성격과 범위과 관련해 더 큰 결정에 직면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o

본 기사는 2020년 9월에 국제해양안보센터가 처음 발표됐으며, 이후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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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윤 박사, 이정삼 박사 외

암흑 선단 
조명

한국 해병대와 해군이 한국 강화도 주변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AP 통신

불
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이 
자원 지속 가능성과 공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한 
활동을 규제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어선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않고 공공 모니터링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네 가지 위성 기술을 조합하여 한국, 일본, 
러시아 해상에서 암흑 선단의 광범위한 불법 
조업을 밝혀냈다. 2017년에 중국 어선 900여 

척이, 2018년에는 700여 척이 북한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여 일본과 한국의 어획량을 
합한 것(16만 4000톤, 미화 4억 4000만 달러 
상당)에 근접하는 양의 살오징어를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북한의 소형 어선 
3000척도 주로 불법으로 러시아 해상에서 
조업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독립적인 감독 
기관에 월경 어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성 어업 감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성 이미지를 통한 불법 조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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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세계 지도자들은 세계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미화 100억 달러의 지원금을 약속했다.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줄이는 것으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일으키고, 어자원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합법적인 
어부와 지역 사회의 생계와 식량 안보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그러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공공 모니터링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는 "
암흑 선단"이 수행하므로 단속이 어렵다. 

많은 암흑 어선이 국가 지정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에 위치를 알리지만, 
이러한 위치 데이터는 종종 엄격하게 
보호되어 제3자 감독이나 월경 어업 
관리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암흑 어선의 
활동을 밝히면 그러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투명성과 책임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암흑 선단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단속의 어려움은 지정학적 긴장과 국경 분쟁으로 인해 
데이터 공유와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 북한, 한국, 일본, 
러시아 주변 해상에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들 해역에서 중국 원양 선단을 비롯한 여러 
선단이 살오징어를 노리고 있다. 중국 선단은 2004년부터 
북한 해상에서 조업 중이지만 조업 활동과 어획량을 
간헐적으로만 발표할 뿐이며 2016년부터는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해, 2003년 이후 각각 
어획량이 80퍼센트와 82퍼센트 감소된 것으로 보고된 
한국과 일본 해역의 어자원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어자원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중요한 
어자원인 오징어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다. 살오징어는 
생산 가치 기준으로 한국 1위의 해산물이고, 일본에서 
소비되는 5대 해산물 중 하나이며, 최근 제재가 있기 
전까지 북한에서 세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었다. 

2017년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시험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2017년 9
월 이후 북한의 해외 조업을 제한했다. 결의안에 따라 관련 
국가들은 북한산 해산물을 구매할 수 없고, 유엔의 승인 
없이 북한과 합작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북한은 
조업권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다.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제재는 국내법과 정책을  
통해 구속력이 발생하고 시행되기 때문에 2017년  
9월 이후 중국 어선의 제재 위반은 국제 공법과 중국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해안 
경비대는 수백 척의 어선이 북한 해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관측했으며 동해어업관리단이 무작위 검사한 결과 이들 
어선은 중국 어선으로 밝혀졌다. 중국 국내 문서에서도 

중국이 북한 해역에서 계속 조업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암흑 선단의 활동을 밝히기 위해 연구원들은 현지 
전문 지식과 네 가지 위성 기술을 결합했다. 각 기술은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결합되면 조업 활동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동 
식별 시스템은 상세 이동 및 식별 정보를 
제공하지만 일부 선박에서만 사용된다. 
위성 합성 개구면 레이더는 대형 금속 
선박을 모두 식별하고, 구름을 관통할 
수 있지만, 바다를 일정하고 종합적으로 
관측하지 못한다. 가시 적외선 이미지 
센서는 매일 전 세계를 감시하고 밝은 
등이 장착된 선박을 찾아낼 수 있지만 
구름을 뚫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고해상도 광학 이미지는 
선박 활동과 유형에 대해 최고의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지만, 구름을 뚫지 못하며, 최근까지 
해상도와 재방문 주기가 부족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선단을 모니터링할 수 없었다. 이들 네 가지 기술은 조업을 
추정하고 각 선박을 식별하는 데 각각 사용됐지만, 현재와 
같은 규모로 전체 선단의 활동과 추정 어획량을 공개하는 
데 통합 사용된 적은 없었다.

결과 
우리는 어선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지구 영상 회사인 
플래닛의 플래닛스코프 위성 배치가 2017년과 2018
년에 22일 동안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촬영한 3미터 
해상도의 광학 영상을 확보했다. 이후 이미지에서 쌍끌이 
어선을 식별하도록 콘볼루션 신경망을 학습시켰다. 쌍끌이 
어선은 조업 패턴이 독특하고 지역 내 외국 어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끌이 어선은 
그물을 끄는 한 쌍의 어선으로 구성된다) 신경망으로 
선단의 위치를 파악한 후 플래닛의 0.72미터 해상도 
스카이샛 위성을 이용하여 이들 어선을 촬영하고 쌍끌이 
어선인지 다시 확인했다. 또한 3개의 위성에서 촬영한 
합성 개구면 레이더 이미지를 사용하여 선단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북한 해상에서 2017년에 최소 796척의 쌍끌이 어선이, 
2018년에는 최소 588척의 쌍끌이 어선이 조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어선 중 일부는 자동 식별 시스템으로 
위치를 알렸지만, 이들이 보낸 신호에 따르면 해당 
어선들은 중국에서 출항하여 중국 해역에서 조업했다고 
나타난다. 

중국에서의 출항 여부를 추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140척 어선의 자동 식별 시스템 신호를 플래닛의 이미지와 

플래닛 스카이샛 위성이 중국 
집어등 어선의 이미지를 촬영했다.

사이언스 어드밴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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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중국

러시아

일본

2018년 6월 2일
자동 식별 시스템 위치
연구 지역
북한 배타적 경제수역

55~60미터 중국 집어등 어선이 북한 근해를 이동중이다.   
사이언스 어드밴스즈

대조했다. 이들 어선의 자동 식별 시스템 신호를 한국 해안 
경비대의 조사 결과와 비교한 결과, 어선들이 중국에서 
출항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 중 두 번째로 많은 중국 
어선은 길이 50~60미터의 대형 "집어등 어선"으로서 밝은 
집어등을 사용하여 대상 어족을 유인한다. 이들 어선은 가시 
적외선 이미지 센서가 야간에 촬영한 저해상도 고감도 광학 
이미지를 이용하여 확인했다. 이 지역에서는 여러 선단이 
집어등을 사용하지만 중국 어선이 가장 밝은 집어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대 700개의 집어등을 
사용하여 축구장 밝기와 같은 1000룩스 이상의 빛을 
생성한다. 이러한 밝기를 이용하여 중국 어선을 지역 내 다른 
선단과 구분할 수 있었고 플래닛의 고해상도 스카이샛으로 
밝은 어선들이 모인 곳을 촬영하여 어선을 확인했다. 

가시 적외선 이미지 센서를 통해 2017년 북한 
해역에서 최소 108척의 집어등 어선이, 2018년에 108척이 
활동했다고 추정할 수 있었고, 더불어 저강도 집어등 
어선은 북한의 소형 선단임을 밝혀냈다. 북한 선단은 
10~20미터의 소형 목조 어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어등은 5~20개에 불과했다. 우리는 합성 개구면 
레이더와 플래닛의 북한 청진항 이미지를 이용하여 선박을 
추가 확인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 어선 약 3000척이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이러한 위성 데이터를 통해 시간에 따른 어선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북한 소형 어선의 
경우 4년 동안 조업 일수가 2015년 3만 9000일에서 2018년
22만 2000일로 매년 증가했다. 중국 어선의 조업일은 
2017년 9만 1400일(쌍끌이 어선 8만 2600일, 집어등 
어선 8800일), 2018년 6만 7300일(쌍끌이 어선 6만 700일,
집어등 어선 6600일)로 추정됐다. 이러한 수치는 매달 
북한 해역을 오가는 중국 어선의 수를 한국 해안 경비대가 
집계한 것을 바탕으로 추정한 조업일과 비교했을 때  
2017년은 70퍼센트, 2018년은 91퍼센트에 해당한다. 

중국 쌍끌이 어선과 집어등 어선의 
단위노력당어획량이 인근 해역의 소형 어선과 비슷하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중국 어선의 살오징어 총 어획량은 
2017년 10만 1300톤(미화 2억 7500만 달러 상당),  
2018년 6만 2800톤(미화 1억 7100만 달러 상당)이다. 
이러한 어획량은 일본과 한국이 주변 해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모두 합친 것에 근접할 정도로 막대한 수준이다. 

논의 
과거에 많은 어선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한 것이 
어자원 관리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주로 주권 갈등과 
해양 국경 분쟁으로 인한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역 합동 
어장 관리를 막고 있고, 기존 국가 기반 노력은 공통 
선박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시스템, 종합 어자원 평가가 
부족하여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은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오징어의 총 어획량을 설정하고, 오징어 잡이선의 
조명을 제한하고, 쌍끌이 조업을 금지하고, 40척 미만의 
소형 저인망 어선만 허용한다. 

자동 식별 시스템이 
중국 산동성에서 
출항한 쌍끌이 
어선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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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일한 어자원을 노리는 중국 선단은 더 
밝은 조어등을 사용하고, 쌍끌이 조업을 사용하고, 
어선의 수가 훨씬 많다. 한국과 일본 오징어 잡이배의 
단위노력당어획량이 감소하고 2003년 이후 오징어 새끼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드러난 선단의 규모는 특히 우려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어업 거버넌스와 
지역 지정학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출항한 어선은 중국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 어선은 종종 적절한 
서류가 없으며 등록증, 국기, 운항 자격증 없이 중국의 공식 
권한 밖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3무 어선일 수 있다. 

이들 어선이 중국과 북한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불법 조업 중인 것이다. 중국 규제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해역에서 조업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안 
국가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자국 해역의 해양 생물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주권을 보유한다. 또 어선들이 양국 
정부 중 하나 또는 모두로부터 승인을 받고 활동 중이라면 
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후자의 시나리오를 거듭 반박하며 현재 
대북 제재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둘 중 어떠한 
경우라도 각 시나리오는 국제법과 국내법 중 하나나 
모두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분석한 결과, 제재가 시작된 후  
2017년에 900여 척이, 2018년에는 700여 척이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단일 원양 선단이 
저지른 불법 조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외국 선단이 북한 해역에서 활동함에 따라 북한의 
소규모 어부들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증거에 따르면 
대형 쌍끌이 어선과의 경쟁 때문에 소형 목재 어선들이 
북한 해역을 떠나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외국 선단에 대응한 이러한 유형의 변화는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어업 생태계와도 
일치한다. 

한해의 마지막 분기에 살오징어는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통해 남으로 이동하며 이에 따라 북한은 외국 
선단이 어자원을 싹쓸이하기 전에 조업할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 해역에서 북한 어선의 조업은 대부분 불법이다. 
2014년 이후 러시아 정부가 조업을 승인한 북한 어선의 
수는 100척도 안 되며 2017년에는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2018년 러시아 해역에서 실제 조업한 어선은 
약 3000척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수제 어선은 러시아 
어장까지 장거리 항해에 필요한 장비가 매우 부족하다. 
그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선박 505척이 
일본 해안으로 밀려왔다. 

이러한 사건은 굶주림과 사망을 자주 동반하기 때문에, 
현지 언론은 북한 동해안의 많은 어촌이 현재 "과부 마을"

로 불린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기록된 불법 조업 패턴은 
어자원과 어부 모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번 분석은 어업을 위성 감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정부 기관은 오래 전부터 여러 위성을 
사용하여 특정 대상을 감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데이터 
가용성, 접근성, 컴퓨팅 파워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서야 
소규모 독립적인 연구자들이 이러한 기법을 대규모 시공간에 
활용하여 투명하게 어업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본 연구의 
일부 측면은 쌍끌이 어선의 확산율처럼 지역에 특화된 것도 
있지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위성 이미지나 
레이더에서 감지된 선박에 자동 식별 시스템과 대조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기법은 다른 부문에도 활용할 수 있다. 

상업 위성 레이더나 고해상도 광학 이미지처럼 아직 
무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성 데이터원의 경우 이미지당 
비용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위성 기술을 
결합하여 암흑 선단의 활동을 밝히면 월경 어업 관리의 
큰 공백을 채울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기술에 현지 전문 지식이 동반될 때 
잠재적인 불법 조업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글로벌 어업은 
오랫동안 기밀 유지와 은폐 문화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하지만 바다의 어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고 협력적인 어업 관리를 위한 중요한 단계다.  o

한국 강화도 주변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항해하고 있다.  AP 통신

편집자 메모: 코로라19가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진입하는 북한 선박의 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해안 경비대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일본 해안으로 떠내려온 
북한에서 출항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90퍼센트 감소했다. 본 보고서의 연구는 
코로나19 이전에 실시됐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반영한다. 

본 보고서는 미국 워싱턴 DC 세계어업감시의 박재윤 박사, 한국 부산 한국해양연구소의 이정삼 박사, 
오스트레일리아 울런공대학교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해양 자원 및 안보 센터의 캐서린 세토(Katherine 
Seto) 박사, 켄틴 하니치(Quentin Hanich) 박사, 세계어업감시의 티모시 호치버그(Timothy Hochberg) 
박사, 브라이언 A 웡(Brian A. Wong) 박사, 네이선 A 밀러(Nathan A. Miller) 박사, 브라이언 설리반(Brian 
Sullivan) 박사, 폴 우즈(Paul Woods) 박사, 데이비드 A 크로드스마(David A. Kroodsma) 박사, 일본 
요코하마 일본 어업 연구 및 교육청 다카사키 켄지(Takasaki Kenji) 박사, 쿠보타 히로시(Kubota Hiroshi) 
박사, 오오제키 요시오키(Oozeki Yoshioki) 박사,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플래닛 랩스의 세잘 도시
(Sejal Doshi) 박사 및 마야 미드직(Maya Midzik) 박사가 작성했다. 

본 논문은 2020년 7월 사이언스 어드밴스즈 학술지에 발표되었으며, 이후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을 
거쳤다. 또 박재윤 박사 외로부터 Sci. Adv. 2020; 6: eabb1197에서 재인쇄됐다(또는 가용한  
경우 번역됐다). © 저자, 일부 권리 보유, 독점 사용권자 AAAS. CC BY-NC 4.0 라이선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에 따라 배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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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조업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이 
해양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벤 크로웰(BEN CROWELL) 사령관/서부합동기관태스크포스
및 와드 터볼드(WADE TURVOLD)/대니얼 K 이노우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49IPD FORUMFORUM

연
간 미화 2770억 달러 규모의 상업 어업은 
글로벌 산업으로써 많은 국가 경제의 
핵심 요소이자 해양 국가의 중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기능한다.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업 기술과 해산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 
증가와 함께 악천후 패턴의 영향은 합법 및 불법 조업의 
압박으로 악화되는 위험한 조합이다. 국제 어선단은 
불법적이고 약탈적인 활동을 통해 전 세계 해양 국가의 
환경 건전성, 경제 안보, 지정학적 안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불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과 
인신매매, 마약 밀수, 기타 다양한 해양 범죄 사이에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이 문제는 세계적이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략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위협에 대응하려면 국제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의 3요소
유엔에 따르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관할 해역에서 국가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법을 위반하고 조업이 이루어진다. 
둘째, 국내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 규제에 해당하는 
어획량을 허위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국적이 없거나 지역수산관리기구 당사국이 
아니면서 관할 해역에서 조업하며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선박, 어자원 관리와 관련한 국가 또는 국제 규정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조업을 포함한다.

개념과 용어가 특별히 위협적이진 않지만 이러한 
관행은 전 세계 바다에서 점차 많은 생태, 경제, 안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스팀슨 센터의 2018년 보고서  
 《광범위한 조업: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의 안보 함의》
에서 저자들은 환경 피해, 경제 영향, 식량 안보, 지정학적 
불안정, 국제 범죄, 해적을 비롯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과 관련된 6대 안보 위협을 명시했다.

이 모든 요소는 상호 독립적으로 피드백 루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둘러싼 문제와 과제를 
가속하고 있다.

세계 수산업 현황
전 세계적으로 어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원양 어선단과 
영세 어부들이 어자원에 끼치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유엔은 2018년 보고서 《세계 수산업 및 양식 현황》 
에서 글로벌 어자원 중 33퍼센트가 남획되고 59.9
퍼센트가 최대 수준으로 수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압력이 커지면서 어자원이 희소해지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불법 조업과 약탈적인 행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 남획과 특정 수확 방법으로 인한 환경 압박이 
증가하면서 남중국해와 아프리카 동해안 및 서해안에서 
어장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천연 자원의 고갈로, 많은 
국가는 과거 재생 가능했던 경제 자원의 손실과 바다에서 
수확한 식량의 손실이라는 이중 영향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게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유엔에 
따르면 몇몇 개발도상국은 해산물에서 얻는 단백질이 
최대 50퍼센트에 이른다. 어자원이 고갈되면서 개인, 
가족, 지역 사회의 기본 생존에 가해지는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굶주릴 것인가 아니면 가족이나 마을을 
부양하기 위해 불법 활동을 할 것인가 사이에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역 
사회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 서식지와 천연 자원의 손실은 인간에게 경제 
및 식량 안보 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해양 범죄와 해적 
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

해적 행위로 이어지는 남획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소말리아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 
위기는 어부들이 범죄자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다. 1991년
독재자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Mohamed Siad Barre)가 
축출되자 소말리아는 혼란에 빠졌고 중앙 권력의 상실로 
아프리카의 뿔 주변에 관리되지 않는 큰 공간이 생겼다. 
국가 관리의 부족을 인식한 중국과 기타 국가의 원양 
어선들은 소말리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이동했고 
어자원을 파괴했다. 이러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으로 
현지 어부들은 빠르게 일자리를 잃었다. 생계를 유지할 
다른 방법은 거의 없는 데다가 군용 무기는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프리카의 뿔 
주변 해역에서 해적 행위가 호황을 누리게 됐다. 

다국적 해군의 강력한 노력과 무장 보안 요원의 
확산으로 현재 소말리아의 해적 문제는 대부분 

인도네시아 대원들이 인도네시아 나투나제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한 어부들을 
억류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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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되었다. 미국 해군 정보국에 따르면 2007년  
237건이던 공격 건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불과  
11건으로 감소했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은 
해적 행위로 확대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지정학적 
문제를 악화시켰다. 이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의 
위험을 경고하는 사례로 봐야 할 것이다.

해군 정보국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와 기니만에서 해적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16년부터 각각 417건과  
544건이 발생했다. 소형 보트가 저속 대형 선박을 
공격하여 무장 강도 행위를 저지르거나 승무원을  
납치하여 몸값을 노리는 전통적인 패턴을 여전히 
볼 수 있다. 최근 일어난 공격을 행한 이들이 실직한 
어부들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종종 먼 바다에서 
선택된 표적을 상대로 선박을 조정하는 등 소형 보트를 
작동하는 기술에서 전문 선원의 역량이 나타난다.

공해상의 기타 범죄 요인
무장 강도와 해적 행위는 여전히 중요한 안보 문제지만, 
글로벌 해양 커뮤니티 맥락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사안은 노예나 마약 밀매 
같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선과 관련된 일반적인 범죄일 
수 있다. 2016년 AP 통신은 인도 태평양 상업 어선에서 
이루어지는 노역에 대한 시리즈 기사를 발표했다. 일례로 

AP는 보수도 받지 못하고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22년 
동안 바다에서 노예처럼 부려진 후 버마로 돌아간 한 
남자의 비극을 상세히 소개했다. 어선은 강제 노동 외에도 
전 세계의 인신매매에 사용되고 있다. 유엔 보고서 《2020년
국제 이주 하이라이트》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상을 통해 유럽에 도착한 "부정" 이주자는 65만  
3000명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정 이주는  
"법, 규제 또는 출발국, 경유국 또는 도착국 출입을 
관리하는 국제 합의를 벗어나 이루어지는 사람의 이동"을 
의미한다.) 보고서에는 사용된 선박의 유형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어선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사람을 옮기는 
역할을 했다.

또 다른 중요한 안보 문제로 마약 밀매 조직과 상업 
어선 사이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동태평양 전역에서 
사법기관이 단속한 선박의 대부분은 마약을 밀매하거나 
연료 재보급이 필요한 "고속" 밀수선을 지원하는 어선이다. 
2011년 유엔 보고서 《수산업계의 초국가적 조직 범죄》
는 "어선은 바다를 통해 멕시코와 미국으로 코카인을 불법 
운송하는 데 필수 수단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서 
어선을 통한 해양 내 마약 운반을 참조하면서도 입증됐다. 
마약조직은 어선을 사용하여 마약 거래를 합법적인 
상거래로 위장하고 불법 활동을 숨긴다.

세력 투사
다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중요한 국제 사회의 안보 과제 
중 하나로 국가가 권력을 투사하기 위해 어선을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전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과거 15세기, 중국은 이미 위대한 해양 국가였으며 
인도 태평양 지역을 이동하는 대형 상선을 보유하고 국제 

인도네시아 대원들이 파나마 국적 MV 니카호를 2019년 7월 바탐에서 
나포한 후 불법 어획물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인도 태평양의 7개 첨단 감시 센터 
중 하나인 방콕 센터에서 어선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감시 센터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막기 위한 
항만국조치협정을 시행한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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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탐험을 실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도중이었던 
1947년,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주권을 주장하는 첫 
번째 공식 지도를 발표했으나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는 
이러한 해양 활동을 중지했다. 2000년대 후반, 중국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련의 간척 및 인공섬 공사를 
통해 해양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2012년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스카버러사주를 사실상 장악하자 필리핀 정부는 이 문제를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재판소는 중국이 광범위한 
불법 조업 활동과 해양 서식지를 파괴한 건설 프로젝트에 
관여했으며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과 
관련하여 필리핀의 주권을 적절히 존중하지 않았다"
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국은 상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일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길 거부했다.

재판소는 중국이 지역 전반에 사용한 많은 방법을 
요약했다. 중국은 국제해양법을 위반한 데 그치지 않고, 
해안 경비대가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어선을 호위하게 
하여 공세를 강화했다. 또한 중국은 국가가 관리하는 
해양 민병대의 강화 어선을 사용하여 지역 곳곳에서 다른 
선박에 충돌하고, 공격하고, 괴롭혔다.

몇몇 사건에서 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고, 선원들은 
위급한 상황에 빠진 선원을 버리지 않는다는 시대를 
초월한 뱃사람의 원칙을 위반하고 배를 버리고 표류했다. 
가장 최근에는 중국이 공해상에서 연례 조업 활동의 
일환으로 340척의 어선으로 구성된 대규모 어선단을 
에콰도르와 갈라파고스제도 인근 해역으로 보내자,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일어났다.

위협에 대처
대부분의 해양 안보 담당자는 인력, 보트, 비행기, 총기, 
훈련을 비롯한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고 선진국도 해양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구를 필요로 하므로, 이는 성공을 위한 중요 
요소임에 분명하다. 추가 자원 없이 국제 사회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으로 인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어선에 승선하는 것이다. 군이든 경찰이든 
관계없이 해양 안보 조직은 항구나 해상에서 어선에 
승선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다양한 국내 및 국제법적 
권한과 관할권을 사용하여 어선, 선원 서류 및 식량, 
화물, 보고된 어획량, 조업 장비를 조사하고, 선원을 
인터뷰하여 안전과 건강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당국은 어선의 조업 지역 및 대상과 입항 일정을 
파악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어부와 
교류하고 전 세계의 공해와 근해를 이동하는 어선의 
활동을 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 사법기관의 공조 노력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에 대한 국제법집행의 효과를 높일 것이다. 

해양 안보 전문가를 연결해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기관은 국가 간 협력을 
조율하여 범죄 네트워크 내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많은 연안 국가들은 다양한 해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역량을 구축하는 네트워크인 미국 해양 안보 
계획으로부터 종종 지원을 받아 국가 해양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 융합 센터가 개발됨에 
따 글로벌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이들을 
연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더불어 선진국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감시할 자원이 없는 개방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일부 불법 활동은 쉬운 어획을 위해 개별 어선들이 
소규모로 침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종종 무장 
민병대나 정부 선박의 지원을 받고 국가가 자금을 
제공하고 지시하는 형태로도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침범이 일어난다. 따라서 모든 해양 국가는 전략, 작전, 
전술 대응을 준비하여 원양 어업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에 대응해야 한다.  

미래에는 범죄 조직 확장 및 국가 확장의 수단으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이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행동 
주체들은 유사한 행동을 하고 그들의 행동은 종종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 간단히 말해 이들은 합법적으로 취할 수 
없는 이익과 자원을 얻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에 대한 법집행은 서류상으로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사법기관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다양한 우선순위가 상충하기 때문에 어업에 
대한 법집행은 종종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밀리게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단순한 환경 
범죄가 아니다. 이는 글로벌 전략적 과제로써 국제 사회가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재 기업, 어선, 
소유자 및 운영자, 때때로 국가 후원을 받는 주체들은 
기능적으로 국제 범죄 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바다의 생태적 건전성, 경제 안보, 식량 안보, 전반적인 
해양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항구에서든 공해에서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에 참여하는 선박과 국가는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의 
보상보다 비용이 커지지 않으면 불법 조업 어선의 국가, 
소유자, 운영자는 전 세계 공해에서 범죄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o

수행했으며 벤 크로웰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서부합동기관태스크포스 작전 부참모다. 와드 
터볼드는 미국 해군에서 30년 복무 후 대령으로 전역했으며 대니얼 K 이노우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전문 분야는 해양 안보, 전략, 국가 안보, 군사 작전이다. 본 
기사는 저자의 견해일 뿐, 대니얼 K 이노우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 미국 국방부, 미국 해안 
경비대 또는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

본 기사의 일부 내용은 알렉산더 L. 부빙(Alexander L. Vuving)이 편집하고 2020년 9월 대니얼  
K 이노우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가 발행한 《과거, 현재, 미래: 인도 태평양의 안보에 대한 
생각》에 처음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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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의 진화 
갈라파고스 해상의 중국 어선 밀접 감시
타비사 그레이스 말로리(TABITHA GRACE MALLORY) 박사 및 이안 랄비(IAN RALBY) 박사 | 사진: 로이터

2020년 7월 말, 에콰도르 갈라파고스제도 인근 해상에서 
거대 중국 어선단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알려졌다. 최대 

350척으로 구성된 어선단은 10월 중순 더 남쪽에서 조업하기 
위해 떠났다. 그러나 이 지역 내 중국 원양 선단의 규모는 
수년 동안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8월 갈라파고스 
해상에서 나포된 중국 국적 냉동선 푸위안유릉 999호에서 
상어 600마리를 포함하여 약 3000톤의 희귀 어종 및 거의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어종이 발견되면서 중국 
선단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예측 해양 정보 플랫폼인 윈드워드의 데이터와 
통계를 활용하여 이러한 조업 활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점차 강력해지는 이러한 조업 
활동의 배후는 누구인지 조사했다. 이러한 조업 활동은 
수산업에 제공되는 넉넉한 보조금을 포함하여 중국이 
추진하는 글로법 수산업 전략의 결과다. 중국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에 관여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중국 정부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활동을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는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어선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예외도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기존 
법과 규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일부 조업 
활동은 비보고 비규제 활동에 속한다. 그러한 활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새롭지만 새롭지 않은 관심
윈드워드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중국 선단의 

활동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난 수년 동안 
갈라파고스제도의 370킬로미터 배타적 경제수역 주변 
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출현이 크게 증가했다. 2015년만 해도, 
갈라파고스제도와 배타적 경제수역 외부 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활동이 사실상 없었다. 그러나 상황은 2016년부터 
크게 달라졌다. 일례로 2016년 8월에 갈라파고스 해역에서 
191척의 중국 국적 어선이 조업했으며, 이는 2015년에 같은 
해상에서 중국 어선 1척이 발견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후 수치는 조업 계절에 따라 변동하긴 했지만, 계속된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 3개월 동안에는 해당 지역에서  
2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했으며 7월에 263척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8년에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해당 
지역에서 200척이 넘는 중국 어선이 조업했으며 12월에는 
193척이 조업했다. 2018년 6월에는 286척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5개월 동안 200척이 넘는 어선이 
발견됐으며, 6월과 7월에는 각각 197척과 130척이 기록됐다. 
2019년 최고치는 9월의 298척이었다(그림 1).

최근 이러한 현상은 더욱 극심해져, 2020년 4개월 간 
200척 이상의 중국 어선이 출현했으며 이 중 두 달은  
300척이 넘는 어선이 포착되었다. 2020년 7월 342척, 8월 
344척, 9월 295척의 중국 어선이 해당 지역에서 조업했다.

이러한 조업 활동의 증가를 더 잘 이해하려면 중국 
수산업을 움직이는 중국 정책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의 글로벌 수산업 전략 이해 
윈드워드의 데이터 집계 능력 덕분에 이 거대한 선단의 배후를 

2020년 8월 7일, 태평양 
갈라파고스제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접한 
국제 해로에서 주로 중국 국적 어선으로 
구성된 선단이 발견된 후 에콰도르 해군 
항공기에서 한 어선이 포착되었다.



그림 1: 2015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갈라파고스 
인근의 중국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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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히 조사할 수 있었다.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중국 어선 364척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식별되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300톤 이상 선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 따라 자동식별장치를 장착하고 
항상 켜두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있던 일부 선박이 
장치의 전원을 꺼두었다면 자동식별장치에 탐지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실제로는 364척보다 많은 어선이 있었을 수 있다. 
이들 364척을 조사하면 소유권과 출처 국가에 대해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소유권이 알려지지 않은 선박도 몇 척이 
있었지만, 서류에 따르면 55개 회사가 어선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중 몇몇 회사의 주소가 동일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어선을 소유하는 회사는 55개보다 적을 수 있다.

갈라파고스 주변 해상에 출현한 어선은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해상, 즉 유엔해양법협약에 정의된 "공해"와 양자 
어업 접근 협정에 따라 호스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활동하는 중국 원양 선단 소속이었다. 중국은 2019년 
중국에는 원양 어선 2701척이 있다고 공식 보고했으며, 
2017년에는 원양 어업사가 159개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갈라파고스 주변에 출현한 선단은 중국 어업 정책이 
분명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이 원양 어업을 
시작한 1985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전략은 선단을 
확대하여 어획량을 늘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최신 제
13차 수산업 5개년 계획 아래, 전략의 초점이 선단 확대에서 
어업 업그레이드 및 통합으로 바뀌었다. 중국은 수확부터 운송 
및 육상 이동, 가공 및 유통, 궁극적으로 소매 시장까지 모든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중국은 선박 기술을 업그레이드하여 
어획물 가공 및 저장을 개선하고 원양 어획물을 중국 국내 
시장에서 더 많이 판매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해산물 

유통을 위해 국내 항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2018년, 
중국은 어획량 중 65퍼센트를 중국 국내로 운송했으며, 이는 
2009년 49퍼센트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다른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조업에서 공해에서의 조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호스트국이 자국 해상에서 외국 선단이 벌이는 지속 
불가능한 조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부 공해는 지역수산관리기구가 관리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 차원에서 공해 조업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규제 기관은 없다. 여러 지역수산관리기구가 
공해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조업했던 
이력이 있는 선단에 조업 할당량이 분배될 수 있다. 
중국 정부, 산업, 학계 태스크 포스는 2010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당 바다를 이용한 역사가 긴 국가가 자원 
배분 방법에 대해 더 큰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더 많은 
자원을 받는다며 "점유하면 권리와 이해를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14년 중국 
원양 선단의 전체 어획량 중 43퍼센트를 차지했던 공해 
어획량은 2017년에 66퍼센트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전략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이들 선박의 
등록지에 반영되어 있다. 2020년 7월과 8월 갈라파고스 
외곽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 중국 어선 364척 중  
92척은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나머지 272척 중  
188척은 저장성에 등록된 어선이었다. 동일한 회사가 
소유한 중국 선박은 이름이 같고 번호로 구분되기 때문에, 
회사 이름은 없지만 선박 이름이 유사한 50척도 저장성에 
등록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어선 3분의  
2(238척)가 저장성에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선박 중 65척, 즉 18퍼센트는 산둥성에 등록되어 
있었다(산둥성에 등록된 선박 46척, 산둥성에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선박 19척)(그림 2).

선박의 85퍼센트가 저장성과 산둥성에 등록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 지역은 최소 1개의 원양 어업 보조금 
프로그램의 최대 수령지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정부로부터 각각 미화 약 3억 2460만 달러를 
수령했다. 이들 다음으로 어선이 많이 등록된 푸젠성은  
세 번째 보조금 수령지로, 같은 기간 동안 정부 보조금으로 
미화 1억 8250만 달러를 받았다. 이들 3대 성은 2018년 
225만 7000톤에 달했던 중국 공식 총 원양 어획량의  
상위 생산지이기도 했다(그림 2 및 3).

중국이 국내로 가져오는 해외 어획량을 늘림에 따라 
원양 어획물 하역을 전담하는 신규 항구 및 건설을 계획 
중인 3개 항구가 이들 3대 성에 위치한다. 저장성은 
중국의 원양 어획량을 가장 많이 하역하는 지역이다(2018
년 24퍼센트). 이에 따라 2015년, 중국 최초의 원양 어업 
항구를 저장성 저우산에 건설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중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저우산 국립 원양 어업 기지는 



출처: 타비사 그레이스 말로리 박사 및 이안 랄비 박사

그림 3: 선박 등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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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갈라파고스 인근 어선의 중국 지역별 비중

저장성
65%

산둥성
18%

푸젠성
6%

장쑤성
2%

베이징
1%

랴오닝성
1%

허베이성
1%

상하이
1%

알 수 없음
5%

54 IPD FORUMFORUM

어선 1300척을 수용할 수 있는 항구 인프라, 가공 및 저장 
시설, 100만 톤에 이르는 연간 어획물 처리량, 조선소를 
갖추고 국내 시장에 원양 해산물 유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항구에서 주로 하역되는 어종은 오징어로, 중국 원양 
어업 오징어 트레이드 센터가 이 작업을 지원한다.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원양 어획물 생산지(2018년  
20퍼센트)인 산둥성에는 두 번째 항구인 사워다오 국립 
원양 어업 기지가 있으며 이 기지는 2016년 룽청시에 
건설 허가를 받았다. 비슷한 지원 시설을 갖춘 사워다오는 
어선 1000척을 수용하고 오징어와 참치를 비롯한 60만 
톤의 어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최초 
원양 어선 그룹이 소속되어 있고 중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원양 어획물(2018년 21퍼센트)을 생산하는 푸젠성에는 
2019년 건설 허가를 받은 세 번째 항구, 푸저우(롄장) 
국립 원양 어업 기지가 건설될 예정이다.

중국의 원양 어업 정책 변화는 무역 및 어획량 
데이터에도 반영되어 있다. 중국이 아르헨티나와 
페루에서 들여온 오징어 수입량은 감소한 반면(그림 
4) 자체 어획량은 증가했다. 이는 중국이 원양 선단을 
통해 오징어를 포획해 자체 수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일 
수 있다. 중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저장성의 오징어 
어획량은 2009년 6만 9000톤에서 2018년 35만  
6000톤으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산둥성의 오징어 
어획량은 2만 1000톤에서 10만 2000톤으로 증가했다.

갈라파고스 배타적 경제수역 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2020년 7월과 8월 조업 활동의 일부만 시각화해도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다. 윈드워드의 자동식별시스템 데이터 



아르헨티나 페루

2012 10,322 95,513

2013 24,600 71,598

2014 23,262 82,210

2015 7,095 52,839

2016 2,321 9,721

출처: 타비사 그레이스 말로리 박사 및 이안 랄비 박사

그림 4: 중국의 아르헨티나와 페루 오징어 수입량, 
2012년 ~ 2016년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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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분석에 따르면, 아래 이미지의 각 점은 해당  
기간 동안 조업한 중국 선박을 의미한다(그림 5).

갈라파고스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는 점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장자리는 점이 거의 완벽한 선을 
만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에콰도르 대통령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트위터에 게시한 글에 부합하는 것이다.

중국 어선은 에콰도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할 
수 없으며 자동식별시스템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어선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공해에만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의 행동과 명백한 대조를 이룬다. 예를 들어, 

중국 선박이 갈라파고스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했던 
2017년 7월과 8월의 시각화 자료를 살펴보자(그림 6). 

중국의 불법 조업 활동은 2017년 8월 12일 푸위안위렁 
999호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착하던 당시 절정에 
이르렀다. 푸위안위렁 999호는 도착 3일 후 나포됐고, 
선장과 선원은 4년 징역형과 미화 61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운영자들은 냉동화물선이라면 어선과 달리 
발견될 가능성이 적고 불법 조업과 관련되어 나포될 
가능성은 더욱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보도된 바와 같이 이 화물선은 해상에서 자동식별장치의 
전원을 꺼둔 어선에서 불법 어획물을 환적했다. 해당 
어선의 선원들은 불법 활동과 관련해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았지만 말이다(그림 7).

자동식별시스템의 활동 내역과 중국의 정책 대응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이 사건으로 중국 선단은 더욱 주의해 
활동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7년 말까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관련된 선박의 보조금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처벌하고, 원양 어업 교육 및 준법 센터를 만들고, 선단을 
3000척으로 제한했다. 2020년 2월, 중국 농무부는 원양 
어업 규제를 개정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금지를 
공식화하고, 접근 급지 지역에 충분한 완충 지대를 두고 
접근하지 않도록 선박에 요청했다. 해당 규정은 완충 

그림 5:2020년 7 ~ 8월 중국 선단의 
조업 활동

그림 6: 2017년 7 ~ 8월 중국 선단의 
조업 활동

중국의 조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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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의 크기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후 원양 어업 안전 
공지에 1.85 킬로미터로 공지되었다.

공해 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중국 선단이 갈라파고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선박은 공해 
조업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 지역의 참치 조업은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인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가 
관리한다. 전미열대참치위원회는 연간 참치 할당량을 정하고 
등록 조업 및 수송 선박은 물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중 발견된 선박의 목록을 기록한다.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목록에는 415척의 중국 참치 주낙어선이 등록되어 있다. 
2020년 7월과 8월 갈라파고스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조업 
중인 364척 중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목록에 등록된 선박은 
1척에 불과했다.

선단 대부분은 전갱이와 오징어 등 참치 이외의 공해 
어종을 규제하는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의 관할 
아래에 있다.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에 등록되지 않은 
채 갈라파고스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조업 중인 363
척 선박 중에서는 16척만이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에 
등록되어 있었다. 지역수산관리기구로 2012년에 새롭게 
설립된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과 2002년에 탐사 어획 임무를 
수행한 후 2003년 15척의 선박으로 전갱이 조업을 시작했다. 
중국의 전갱이 어획량은 2005년의 1만 4000톤에서 2018년의 
6만1229톤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산둥성이 65퍼센트를, 
다음으로 저장성이 24퍼센트를 차지했다.

공해 오징어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규제는 2020년에 
나왔다.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는 대왕오징어 조업 
규제를 발표하고 2021년부터 해당 규제를 시행했다. 
규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중국의 오징어 조업은 불법이 
아니라 그저 보고되지 않은 조업일 뿐이었다. 아마 해당 
기간 동안 중국은 가능한 선단 규모를 확장하고 규제의 

부재를 이용했을 것이다. 2020년, 중국 정부는 갈라파고스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공해 내 오징어 조업에 대한 첫 번째 
모라토리엄을 시작했다. 이는 중국이 자국 선단의 조업 
수준이 지속 불가능하여 장기적으로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쨌든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에 등록된  
1135척의 선박 중 700척, 즉 62퍼센트가 중국 국적이다.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은 각각 127척과 99척으로 
이루어진 파나마와 페루 선단이다.

남은 과제
중국 선단이 갈라파고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피한 듯 보이고, 대부분 선박이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에 
등록됐지만 여전히 우려할 만한 요인은 남아있다. 그중 
하나로 선박들이 자동식별시스템 송신기를 끄고 은밀히 
조업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중국 선박이 국적을 
속이고 어획물을 환적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비슷한 
선박 이름과 보고된 선박 측정치의 변경 때문에 법을 
집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업 
활동이 합법적이더라도 꼭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다.

중국 선단은 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했을 수 있다.

1. 배타적 경제수역 바로 밖에 정박했다.
2. 송신기를 끈 선박만 배타적 경제수역에 보냈다.
3. 타국적 선박을 이용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공해에서 환적했다.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자동 식별 시스템을 켠 많은 

선박을 집중 정박시켜 놓으면, 송신기를 끄고 갈라파고스 
해역에 침범한 선박이 주의를 피할 수 있고, 다른 선박에서 
환적하는 장면을 숨길 수 있다. 중국 선박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의 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2020년 7월과 8월의 사진을 
보면 총 554척이 지역 내 조업 중이며 대부분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8).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하면 이들 중 363척이 실제 

그림 7:에콰도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착한 2017년 8월 12일부터 3일 뒤 
선원들이 체포될 때까지 푸위안위렁 
999호의 이동 경로.

푸위안위렁 999호

푸위안위렁 999호 나포

푸에르토 아요라푸에르토 아요라



조업을 하고 다른 선박과 조우한 것으로 
드러나며, 이는 환적이나 다른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bunkering)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선박 조우는 
중국 선박 대 중국 선박, 혹은 에콰도르 선박  
대 에콰도르 선박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박 조우와 여객선을 제외하면 20척이 
남는다. 이들 중 압도적인 수가 중국이  
소유한 파나마 국적선이며 대부분은 어획물을 
수송하는 데 사용되는 냉동화물선이다.

리퍼(REEFERS)
냉동 화물선, 즉 "리퍼"의 활동은 선단이 
푸위안위렁 999호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허타이호는 
푸위안유릉 999호를 운영하는 중국 회사와 
주소가 같은 중국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해당 
주소는 선단의 중국 국적선 일부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다른 회사와 같은 지역에 위치한다. 
허타이호는 파나마 국적선으로, 갈라파고스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입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조업 중이던 364척의 중국 
선박 중 25척과 조우했고 그들 중 2척과는 두 번 
조우했다(그림 9). 이러한 활동이 반드시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선적 변경은 일반적으로 
조업 기준의 빈 틈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중국은 공해 상에서 환적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지만 해당 조치가 다른 
국적선으로의 환적도 포함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또 다른 문제로 자동식별 송신기를 끈 선박과 
선박 측정치 변경이 있다. 2020년 7월과 8월,  
중국 선단과 42회 조우한 홍콩 국적 리퍼 밍항  
5호를 예로 알아보자. 밍항 5호는 의심스러운 활동 
패턴을 보였다. 7월 13일 밍항 5호는 중국 어선  
6척과 조우했고 흘수(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깊이)를 0.0에서  
6.8로 변경했다가 0.0으로 되돌린 후 다시 6.8로 
변경하는 과정을 세 차례나 반복했다. 이는 선박의 
실제 흘수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흘수 변경은 
조업이나 환적으로 인해 발생한다. 더불어 밍항 
5호는 중국 어선과 여섯 차례 조우한 후 항로를 
변경했다. 이들 조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강타이  
8호는 밍항 5호와 조우하기 전에 4일 동안 송신기를
끄고 있었고 밍조우 622호는 그 전날 10시간 동안 
송신기를 끄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7월 30일, 밍항 
5호는 흘수를 0.0과 6.8 사이에 번갈아가며 다섯 
차례 변경했고 전날 13시간 동안 송신기를 끄고 

그림 8:2020년 7 ~8월 
조업 활동

그림 9:2020년 7월과 8월, 
갈라파고스 배타적 경제수역 
외곽에서 수많은 중국 어선과 
조우한 파나마 국적 리퍼 
헤타이호의 이동 경로

그림 10:2020년 7월과 8월, 홍콩 국적 리퍼 밍항 5호와 중국 국적 푸위안위 
7875호의 이동 경로다. 이들은 7월 30일 14시간 동안 조우했으며, 밍항 5호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갈라파고스 배타적 경제수역을 통과했다.

푸위안위렁 999호

푸위안위렁 999호 나포

조업 활동

갈라파고스 제도 주변 에콰도르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밍항 5호

푸위안위 7875호

허타이호

푸에르토 아요라푸에르토 아요라

푸에르토 아요라푸에르토 아요라

에콰도르에콰도르

에콰도르에콰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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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푸위안유 7875호와 14시간 조우했다(그림 10). 푸위안위  
7875호는 푸위안위 7862호와 소유자가 같으며, 푸위안위 
7862호는 푸위안위렁 999호가 2017년 8월 나포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우했던 선박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이 밍항 5호는 7월 10일부터  
11일 사이에 갈라파고스 배타적 경제수역을 통과했다. 

그리고 7월 10일 오전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가기 직전에 
등록 길이를 175미터에서 150미터로 변경했다. 또한 같은 날 
저녁 흘수를 N/A에서 6.8로 바꾸고 길이를 다시 172미터로 
되돌렸다. 그리고 2시간 후에는 흘수를 6.8에서 0.0으로, 
길이를 150미터로 다시 변경했고, 그로부터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자정 직후에는 흘수를 6.8로, 길이를 172미터로 
변경했다. 이러한 변경은 밍항 5호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떠날 때까지 몇 차례나 더 계속됐다. 밍항 5호가 흘수를 

자주 변경하고 혼란스럽게 행동한 것은 그 활동과 의도를 
숨기려고 했음을 보여준다. 동일 소유주의 자매 선박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다. 밍항 7호는 중국 선단과 
54회 조우한 후 수송 용량의 119퍼센트를 적재하고 중국으로 
떠났다. 다시 말해 어떤 항구에도 기항하지 않았음에도 
화물을 과적했다는 것은 어획물을 환적했다는 강력한 증거다.

다른 리퍼도 이러한 역학을 보여준다. 용항 3호는 흘수를 
6.5와 0.0으로 반복적으로 변경하여, 중국 선단과의 19 차례 
조우가 실제 흘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없게 
했다. 셴주호는 2020년 4월부터 지역에 있었는데 흘수를  
7.8과 0.0 으로 지속적으로 변경하여 선단과의 55 차례 
조우가 센주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게 했다. 
슌제렁 6호는 2020년 3월 29일 소유권 변경 후에도  
기존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후 그 어떤 항구에도 
기항하지 않고 중국 선단과 50차례 조우한 뒤 흘수를  
0.5미터 추가하고, 수송 용량의 83퍼센트를 채운 채 중국으로 

돌아갔다. 용샹 9호는 2020년 4월부터 기항하지 않고, 지역에 
머무르며 선단과 18차례 조우한 후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 모든 것이 공해 상에서 어획물을 환적한 후 
중국으로 보내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다. 이러한 난독화 
전술은 국가 평판이 훼손될까 하는 우려와 관련 법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혼합되어 나온 것일 수 있다.

유조선
리퍼 20척 중 6척은 유조선이다. 그중, 식별이 불가능한 한 
척은 루롱위안위 939호와 두 차례밖에 조우하지 않았지만, 
식별이 불가능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불법 조업이 의심된다. 
기니만에서 벙커링으로 유명한 B 아틀란틱의 자매 유조선, 
B 퍼시픽과는 단 한 번 조우했다. 흥미롭게도 조우한 선박은 
푸위안위 7875 및 7862호의 자매 선박인 푸위안위 7876호였다.

하이순 26호는 8차례 조우했지만 2020년 
8월 말에 지역에 진입해 9월 초에 나온 
것으로 보아, 밀집된 선박을 이용해 
벙커링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하이싱호(39차례 조우), 하이공유  
303호(69차례 조우), 오션 스플렌디드
(89차례 조우) 등의 나머지 세 유조선은 
중국 선단뿐 아니라 슌제렁 6호 등 어선과 
환적한 것으로 보이는 리퍼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벙커링은 불법은 아니지만 
중국 선단을 해상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조선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선박이 
필요하므로, 해상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범위를 보여준다.

쌍둥이
또 다른 의문스러운 관행으로 서로 다른 선박에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여, 정확한 선박의 파악을 어렵게 하고 
차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을 들 수 있다. 그 흥미로운 
예로, 영국 국적의 저우위 921호와 중국 선단 소속인 중국 
국적 저우위 921호를 들 수 있다. 두 선박은 이름은 같지만 
혼동해서는 안 되는, 엄연히 다른 선박이다. 영국 선박의 
길이는 33미터지만 중국 선박의 길이는 51미터다. 영국 
선박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해당 영국 선박과 
중국 선박이 2020년 7월과 8월에 19번 조우한 것으로 
보아, 중국 선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

서로 다른 선박이 같은 이름과 같은 국제해사기구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례는 세 개가 더 있다. 창안 168호와 창타이 
812호의 경우, 이들 선박과 같은 이름과 제해사기구  
번호를 공유하는 다른 선박이 존재한다. 단 창타이  
812호는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가 달랐다. 진하이 779호라는 
이름은 지역에서 조업 중이던 선박 3척이 사용했으며 각 

2020년 8월 7일, 갈라파고스 제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근처에서 주로 중국 선박으로 이루어진 
선단이 발견된 후 에콰도르 해군 장교가 어선의 이미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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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국제해사기구번호와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도 
동일했다. 이렇게 여러 선박이 동일한 이름과 식별 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비슷한 이름의 지아더 
12호와 지아다 12호도 있는데, 그중 지아더 12호만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에 등록되어 있었다.

결론 및 정책 제안
본 분석에서 우리는 갈라파고스 주변의 중국 선단을 
조사하여 시간에 따른 선단의 거시 행동의 변화, 산업 동인, 
선단의 최근 일부 전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대부분의 
경우 확인 가능한 것은 불법이 아닐 확률이 높다. 이것만 
봐도 중국 선단은 국가 및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최근 중국의 정책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준수의 
일부는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국제 평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지식도 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국내 우선 순위가 충돌하면서, 
불법 조업일 가능성이 크고 보고와 규제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증거에 따르면 자동식별 송신기를 끄고 
활동하는 선박과 선박 국적을 바꿔 헷갈리게 만드는 
등 협잡 행위가 갈라파고스 주변 에콰도르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불법 조업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다. 
에콰도르가 선단뿐 아니라 선단을 소유한 회사와 선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의 활동을 더 자세히 감시할 수 
있다면 상황을 더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갈라파고스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의 공해 상 조업 
활동은 규제되지 않고 있으며, 환경 관점에서 조업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무책임한 것으로 
보인다. 선단은 중국 정부가 매년 제공하는 막대한 보조금이 
없다면 활동하지 못할 것이다. 2018년 중국은 전 세계 수산 

보조금 중 21퍼센트, 그리고 유해수산 보조금의 27퍼센트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의 넉넉한 자금력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어선단을 탄생시켰다.

본 분석은 갈라파고스 주변의 조업 성수기인 2020년 
7월과 8월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이 현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이들 선박 대부분은 남으로 이동해 2020년 
10월 중순을 기준으로 페루 배타적 경제수역 중앙 및 남부 
바깥의 공해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그림 11).

공해 조업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공해 
어업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연안 어업에 비해 미약하므로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다. 지속 불가능한 어업은 장기 식량 
안보와 산업의 경제적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미 기후 
변화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해양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미국 해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확대해 선단이 주로 노리는 오징어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적으로는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의 
집단 어업 이해와 관리를 대표하는 코미시온 페르마넨테 델 
파시피코 수르 같은 조직이 공해 관리와 보호에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차원에서는 국가 관할권을 넘어서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수립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어업 보조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결과도 중요하다. 중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라 
주장하며 보조금 근절의 면제를 받으려 하고 있다.

개발로 전 지구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지만,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 불가능한 어업 관행은 
전 세계 어자원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해양 건전성을 크게 
손상시켰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은 인간의 생명에 
필요한 자원을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 문제가 법적, 
정치적 그리고 환경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이는 
전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관심사다.  o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9일 국제해양안보센터 웹사이트에 처음 게시됐다. 윈드워드는 그림 1 및 5~11의 
데이터와 시각화 자료를 제공했으며, 이 내용은 포포 형식에 맞게 편집됐다. 

그림 11: 2020년 10월 페루 
배타적 경제수역 외곽에서 중국 
선단의 조업 활동

중국의 조업 활동

페루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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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63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방대한 
바다를 아우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은 
언어, 문화, 지리적으로 매우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남중국해에서만 미화  

3조 달러가 넘는 상품이 이동하는 이  
지역은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경쟁이 반드시  
갈등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지역 내 모든 국가와 전 세계의 국가들은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하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과 보장된 물류 흐름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항상 인도 태평양 지역과 강력한 경제 
및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역 전반에 
걸쳐 끈끈한 관계와 해양 주둔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인도 태평양 국가들의 빠른 성장과 
번영을 촉진한 공통 가치와 국제 규범 및 법 
준수를 통해 안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이 전진 배치 주둔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해군 역량을 이용하는 
것이다. 

미국 해군은 지난 75년 넘게 지역 파트너, 
동맹국과 함께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대응, 
훈련, 국제법 및 항행의 자유 보호, 해양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미 
해군은 지역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양 
역량 및 해양 영역 인식을 강력히 구축하고,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처한다. 

오늘날 경쟁 환경 속에서 남중국해의 제한된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적인 
해양 침범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 확장되는 전투 영역, 새로운 기술 역량이 
등장하며 현상(status quo)을 바꾸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확립된 협력 
관계와 공유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과 지역 파트너의 
입장은 간단하다. 크기, 힘 또는 군사 역량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규칙 기반 
질서에 근거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지지하여 모든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국가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불법 영유권 대응
중국은 이러한 비전과 협력적 접근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거버넌스, 무역, 인권, 주권, 지식 
재산 보호 면에서 완전히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현 21세기, 중국 공산당은 인도 태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큰 장기적 위협이 되고 
있다. 인도 태평양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중국과 인도 태평양에 위치한 국가와의 관계로, 

평화
평온을 지키는 군대

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비전의 중심에 

있는 미국 해군
존 게이(JOHN GAY) 대령/미국 태평양 함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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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에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국가가 
포함된다. 

남중국해는 대규모 석유 및 가스 매장지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개발 자원에 대해 
불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의 목표에 따라 중국의 국가 
권력이 새롭게 지시한 규범과 행동으로 기존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3년부터 국영 기업을 통해 다른 
영유권 주장 국가의 면적을 모두 합친 것보다 
약 19배 넓은 1295헥타르의 면적을 준설한 뒤 
영유권을 주장하고, 천혜의 암초를 파괴하여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개발했다. 중국이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스프래틀리 및 파라셀제도의 많은 
전초 기지는 비행장, 항구,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레이다 돔, 기타 시설 및 역량으로 
요새화되고 군사화됐다. 

2016년 헤이그 국제재판소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독단적으로 설치한 "9단선" 내 자원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제재판소는 중국이 스프래틀리 
및 파라셀제도에서 실시한 대규모 간척 공사와 
인공섬 건설로 인한 해양 환경과 산호초에 대한 
피해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의 노골적인 환경 
무시는 취약한 생태계와 고갈되거나, 위협받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중국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환경 관행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하면서, 전략적 암초와 
환초에 대한 영유권을 통해 남중국해의 분쟁 
해역에 대해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은 불법 조업을 지원하고, 
인민해방군을 지원하기 위해 어선으로 위장한 
선박으로 구성된 해양 민병대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분쟁 해역을 공격적으로 순찰하며 
불법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서필리핀해의 
필리핀 영해 근처와 남중국해 곳곳에서는 배회 
중인 수백 척의 중국 민병대 선박이 발견됐다. 
민병대는 중국 해안 경비대와 협력하여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어선, 군함, 석유 
및 가스 시추선을 괴롭히고 있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아세안 국가의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공격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다른 나라의 
해군 함정과도 대립하고 있다. 2016년부터 미국 
해군은 인도 태평양 공중 및 해상에서 인민해방군과 
20차례 이상 안전하지 않거나 비전문적인 조우를 
가졌다. 한 번은 중국 구축함이 미국 전함에 40미터 
이내로 접근하자 미국 전함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회피 기동을 해야 했다. 

2020년 말라바 훈련 중 미국 해군 
유도 미사일 구축함 USS 스테렛호,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프리깃함 HMAS 
밸러랫호, 인도 해군 항공모함 INS 
비크라마디티야호가 북아라비아해에서 
대형을 이루어 기동 중이다.  드레이크 윌슨

(DRACE WILSON) 일병/미국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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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군함은 파라셀제도 해상에서 
베트남 어선에 충돌하여 해당 어선을 침몰시켰다. 
이 사건은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두 번째 발생한 
것이었다. 2020년 4월에는 중국 해군 함정이 분쟁 
해역을 순찰 중이던 필리핀 해군 함정에 함포 
통제 지시기를 겨냥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군사 
관행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역에서 점차 
커지는 중국의 공세로부터 안전한 아세안 국가는 
없으며 중국 공산당의 불법적인 법집행으로 
합법적인 선박에게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글로벌 무역 보장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직접 위협은 호전적인  
"전랑(wolf warrior)" 외교, 남중국해에 대한 
협상 거부, 인도양 및 남태평양에서 독단적 
행동과 결합되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에 역행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강압, 영향력, 경제, 군사, 외교 위협 등 수단을 
사용하여 중국 공산당의 이해를 수용하게 하면서, 
다른 나라의 주권을 훼손하고,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중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 해군은 
외교 정책의 필수적인 도구이며 세계 자유 
무역을 보장한다. 미국 해군은 전진 배치 주둔과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협력하고 합동 작전 및 훈련을 

늘리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기회에는 
협력적 해양 전개, 인도주의적 구호 및 재해 
대응, 정보 공유, 지속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 
등이 포함된다. 미국 해군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해양 안보와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대응을 
향상시키고, 강력한 억지와 더욱 안전한 환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 비전의 중심에는 미일 안보 동맹이 있다. 
약 5만 5000명의 주일미군과 가장 역량 있는 선진 
미국 군사 자산을 일본으로 전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일본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국의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훈련에 참가하여 양국 해군 사이의 
준비 태세와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있다. 2020년 
해상자위대는 지속적인 지역 안정에 중요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유지하도록 마련된 특별한 훈련 
기회였던 말라바와 환태평양 훈련에 참가했다.

한편, 주한미해군사령부는 한국과 해군 문제에 
협력하여, 작전 효과를 강화하고, 한국과 지역 내 
공동 안보 노력을 증진한다. 주한미해군사령부는 
다른 나라의 해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여러 
주요 합동 및 연합 훈련에 미국 해군의 참가를 
조율한다. 

미국과 함께 일본, 한국, 아세안,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인도, 
뉴질랜드, 영국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과 비슷한 비전을 제시했다. 

10개국의 5300여 명이 참가한 
2020년 환태평양 훈련 중 FS 
부건빌호에서 프랑스 해군 대원이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다.  프랑스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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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으로 구성된 전략적 그룹인 쿼드가 
재결성됐다. 이들 4개국은 공통 이해와 가치에 
기반한 비전을 공유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한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이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다. 말레이시아의 안보 및 국방 협력은 
인신매매, 테러, 해적 행위와 같은 부문에서 중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정비 및 재보급 
거점을 미국 해군에 지원하고, 1500여 개 미국 
기업에 지역 기반을 제공하며, 기후 변화, 테러 
대응, 핵확산 방지, 지역 해양 안보,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우선순위에서 
꾸준히 강력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 2020년  
11월 제8차 아세안 미국 정상 회의에서 리셴룽
(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싱가포르는 
미국이 지역 내 주둔을 넓히고 심화하길 바라며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주둔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
미국 해군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은 물론 
북국해, 지중해, 아라비아만, 아프리카 뿔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렇게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해군은 미국 해군이 유일하다. 
특히 미국 해군은 항공모함 10척, 상륙함 31척,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54척, 오하이오급 탄도 
미사일 잠수함 14척, 오하이오급 유도 미사일 
잠수함 4척을 보유해 더욱 독보적이다. 미국 
해군이 보유한 다수의 순양함과 구축함은 매우 
다재다능한 해상 전투 요소로서 항공모함 전단과 
상륙 부대를 지원하고, 독립적으로 작전하고, 
공중, 해상, 수중전 및 해군 해상 화력 지원을 
비롯한 복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강력한 해군은 지구 표면의 거의 4분의 3
을 차지하는 바다를 사용하여 지상군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이해 지역에 
대한 뛰어난 접근성을 제공하여, 중요 수로를 
순찰하고, 멀리 떨어진 해안과 인구 중심지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해군은 전투 능력과 안보 
임무 외에도 독특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대응을 제공할 수 있다. 

1991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인도 태평양에서 27차례의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대응 임무를 수행했다. 
2004년 인도양에서 발생한 수마트라 안다만 
해저 대지진과 쓰나미로 14개국에서 2만 7000여 
명이 사망하자 다국적 종합 대응을 통해 신속히 

지원을 제공했으며 향후 협력 대응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러한 작전으로 생겨난 선의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나, 미국 해군은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대응에 기반한 연례 다국적 다기관 
전개인 태평양 파트너십을 창설했다. 

미국 태평양함대가 공동 주도하는 태평양 
파트너십은 재해 구호 작전 중 군, 정부 기관, 
인도주의 조직의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역에 인도주의, 의료, 치과, 엔지니어링 
지원을 제공하도록 마련됐다. 2006년부터 태평양 
파트너십은 참가국 간의 관계와 안보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복원력을 증진하는 데 귀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해군은 인도 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항행의 
자유를 지키며, 방해받지 않는 상업 흐름을 
유지하고, 강압이나 무력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모든 국가의 시도를 반대한다. 
하지만 미국 해군 혼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상호운용성과 정보 공유, 종합 역량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조율을 강화하여 모든 국가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 해군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중국의 
지속적인 개발 및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막기 
위해 남중국해 전역에서 안보 작전을 늘렸지만 
중국은 주변국과 협력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미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실, 합동참모본부, 인민해방군 
남부전역사령부와 가상 회의를 갖고 이틀 동안 
위기 커뮤니케이션 실무 그룹을 소집했다. 목표는 
잠재 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고, 군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양국 사이의 상호 운영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번 회의는 분쟁 예방을 위한 좋은 첫 
걸음이었지만, 여기서 나아가 중국은 남중국해 
정책을 재평가하고, 국제법을 인정하고, 주변국과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인도 태평양의 자유 및 
개방성과 모두를 위한 평화 및 번영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o

존 게이 대령은 미국 태평양함대 공보 장교다. 그는 1988년에 미국 해군에 입대하여 1998
년에 장교로 임관했으며, 이후 태평양과 중동에서 다양한 육상 및 해상 업무를 담당했다. 
대령은 공군대학교에서 비즈니스와 전략학으로 고급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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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IPDF

필리핀의 
해양 안보 
노력 강화

스코트 에드워즈(SCOTT EDWARDS) 박사

필리핀은 테러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납치, 미화 
400억 달러 이상의 화물이 
이동하는 지역의 해적 행위, 

마약, 무기, 인신 매매, 담배와 주류 및 
연료의 밀수, 해양 서식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는 불법 조업 
등 다양한 안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 정책 차원에서 필리핀 정부와 
해군은 중국이 남중국해 내 필리핀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생긴 분쟁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지정학적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필리핀 해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 조직 범죄에는 충분한 관심을 두지 
못할 수 있다.

포항급 콜베트함 BRP 콘라도 얍호가 마닐라에 입항하자 필리핀 
해군 대원들의 친척들이 국기를 흔들고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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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위협의 다양성 때문에 법집행이 복잡하다. 해군, 
해안 경비대, 국립해양경찰, 국립해안감시센터는 해양 
안보의 다양한 측면에 기여하는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핵심이다. 이들은 주로 물리적 자산으로 
이해되는 역랑 부족이라는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단결한다. 
자원 확보를 위한 로비는 어렵고, 해양 안보 예산은 
여전히 해군이 장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안 경비대와 
해군은 해양 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이 활동은 
국립해안감시위원회가 주관하는 해양 및 군도 국가 인식의 
달 캠페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모든 관련 기관은 협력을 개선함으로써 자원을 모아 
역량 간극을 완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중첩된 
역할에 대한 조정 문제와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군과 
해안 경비대는 1998년에 분리됐지만 종종 자원을 두고 
경쟁한다. 이는 투명성 부족과 종종 두 조직 간의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정과 관련하여 
전도유망한 움직임이 있었고, 기관들 사이에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낙관주의가 일어나고 있다. 두 
가지 전개가 눈길을 끈다.

첫째, 해양 안보 공조를 위한 접점으로 
국립해안감시센터가 2015년에 설립됐다. 태국의 
해양사법조정센터와 비교했을 때 국립해안감시센터는 
지휘 잠재력이 부족하지만 필리핀 영해와 관련된 중심지와 
지식원 역할을 하여 기관 간 조율을 강화할 수 있다. 
국립해안감시센터는 필리핀 해양 영역 인식의 핵심을 
이루는 확대 해안 감시 시스템을 운영한다.

둘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간 프로토콜 초안이 

작성됐다. 이 프로토콜은 필리핀의 해양 안보 정책에 있어 
각 기관의 책임을 정의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필리핀의 전체 국가 해양 전략은 담지 못한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필리핀은 해양 안보를 둘러싼 국제 협력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해안 경비대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글로벌 해양 
범죄 프로그램이 공동 주관하는 술루해와 셀레베스해의 
해양 범죄에 대한 연락 그룹을 포함한 계획을 주도하여 지역 
내 해양 안보 주체를 한데 모으고, 인도네시아 해양안보국과 
양해 각서도 체결했다. 술루해와 셀레베스해의 공조 순찰과 
정보 공유를 통합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이의 3자 협력 협정은 지속적인 주권 분쟁에도 불구하고 
성숙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자산 면에서 역량 간극이 
예상되지만 필리핀이 국내 및 국제 공조를 계속 강화하면 
해양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국립경찰해양그룹, 국립해안감시센터, 해군, 해안 
경비대는 필리핀 해양 안보의 문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해양 기관의 역할을 명시한 전략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략은 
지정학을 넘어 더 광범위한 해양 안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공통 관심에 대한 접점을 
보여주고, 책임 영역을 수립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더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장애물을 완화할 
수도 있다.

스코드 에드워즈 박사는 해양 안보, 해양 거버넌스, 해상 범죄를 조사하는 연구원 네트워크인 

세이프시즈의 연구원이다. 그는 필리핀을 연구 방문해 안보 전문가를 집중 조사한 뒤 본 기사를 

작성했다. 본 기사는 2019년 10월에 세이프시즈에 처음 게재됐으며, 이후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됐다.

남중국해 스카버러 사주 인근에서 
필리핀과 미국 해안 경비대의 수색 
및 구조 훈련 중 필리핀 해안 경비대 
함정이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을 
지나가고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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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이상의 
소행성 샘플 
일본 연구원 발표

일
본 연구원이 지구에서 3억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에서 토양을 채집하고 돌아온 일본 

탐사선의 캡슐을 열었을 때, 말문이 막힐 정도로 

샘플이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류구 소행성에서 샘플을 채취한 탐사선 

하야부사 2호는 6년의 우주 여행을 마치고 2020년 12월 초에 

일본으로 귀환했지만 연구원들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샘플을 볼  

수 있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사와다 히로타카(Sawada 

Hirotaka)는 "100밀리그램 정도의 샘플을 예상했고 기대에 부응하는 

샘플을 얻었다"며 샘플을 처음 보고 말문이 막혔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 회견에서 "샘플을 확인하고 아마도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잘 기억 나지 않는다"며 “기대했던 것과 정말 달랐다. 양이 아주 

충분했다”고 말했다.

소행성은 태양계가 시작될 무렵에 형성되었다고 여겨지며, 

과학자들은 지구 생명체에 기여했을 수 있는 유기물이 샘플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골매에서 이름을 가져온 하야부사 

2호는 몇 개월 동안 류구 소행성의 궤도를 돈 후 착륙했고, 이후 작은 

폭발물을 이용하여 크레이터를 

폭발시키고 그 결과로 생긴 파편을 

채취했다. 하야부사 2호는 캡슐을 

떨어뜨린 후, 다시 우주로 향했다.

캡슐은 12월 6일 오스트레일리아 

아웃백에 떨어졌고 일본으로 

보내졌다.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캡슐은 트럭에 태워져 도쿄 외곽에 

있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로 

향했으며, 여기서 상기된 연구원들을 

만났다.

확보한 토양의 양을 결정하기 

위한 무게 측정을 비롯한 샘플 

분리와 준비에 시간을 들인 후, 

연구원들은 심층 분석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나고야대학교의 와타나베 

세이이치로(Watanabe Sei-ichiro) 

교수는 "완전히 흥분했다"며  

“샘플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이터

2020년 12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프로젝트 매니저 츠다 유이치(Tsuda 
Yuichi)가 소행성 탐사선 뉴스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2020년 12월 오스트레일리아 
우메라 시험장에서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직원이 탐사선이 보낸 캡슐을 
수거하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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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장대

2021년 12월 서울에서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이 주최한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 환영식에 한국 의장대가 참석하고 있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에서 

앞으로도 한미 방위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파팅샷IPDF

사진: 리사 퍼디난도(LISA FERDINANDO)/미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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