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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에 대한 대응을 심도 깊게
다룬 인도 태평양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중국은 지역 내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강압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여
군사화하는 형태로 강압적인 행동을
취했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기존의 영토 및 해양 분쟁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필리핀은 중국 선박이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 정박 중이던
필리핀 어선에 돌진하여 침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보다 수 주 전에는 다수의
중국 어선이 분쟁 지역에서 조개를 채취하고 지역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모습이
위성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7월 초 중국 지리 탐사선과 호위함이
허가를 받지 않고 뱅가드 뱅크 인근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중국은 베트남 중앙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탐사 활동을 확대하며 중국 정부에
비안정화 행동을 중단하라는 베트남의 촉구를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러한 유형의
강압적인 행동을 막아야 합니다.
포럼은 이번 호에서 인도 태평양을 넘어 강압적인 행동을 확대하는 지역 주체들을
살펴봅니다. 미국 공군 대령 조셉 A 무사치아 주니어(Joseph A. Mussachia, Jr)는
중국이 북극에 군사를 주둔시키기 위해 종종 강압적인 경제 영향력을 사용하여
어떻게 북극 내 전략적 관계를 야심차게 구축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중국은
북극 국가가 아니지만 자원과 해로를 통제하기 위해 북극이사회에 가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도 북극에 군사 주둔을 늘렸습니다.
포럼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비롯하여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살펴봅니다. 코네티컷 대학교의 로버트 S 포메로이
(Robert S. Pomeroy)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미국 국제개발처 해양 및 수산업
파트너십이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과 해산물 사기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해양 및 수산업 파트너십은 국가 및
지역 정부, 수산업, 민간 부문 주체, 지역 조직, 수산업 이해당사자와 협력하고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 영역 인식을 강화하고 방위 및 안보 우선 순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호에서는 미국 해안경비대 소령 워렌 N 라이트(Warren N Wright)
가 양자 간 해양법 집행 십라이더 협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호스트국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인신 매매, 마약 밀수와 관련된 법과 규제를 집행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호스트국의 주권을 증진하는지 소개합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동태평양과
서아프리카 국가와 함께 16개 양자 간 십라이더 협정을 정기적으로 실행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가 강압 대응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게 되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의견을 포럼스태프 이메일 ipdf@ipdefenseforum.com으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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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줄카르나인 조셉 A 무사치아 주니어(JOSEPH
A. MUSACCHIA JR.) 대령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대테러 및 중요 인프라
부문, 즉 J34의 최고 책임자다. J34는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전역에서 대테러 및
중요 인프라 보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 국방부 활동이
모든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대원과 자원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게 한다. 무사치아 대령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합류하기 전에 미국 공군 전쟁 대학교의
학생이었다. 26페이지에 등장

미미 윈 버드(MIEMIE WINN BYRD) 로버트
S 포메로이(ROBERT S. POMEROY)(사진)
코네티컷주 그로턴 코네티컷 대학교 농업
및 자원 경제부 교수, 존 E 파크스(JOHN
E. PARKS) 방콕 미국 국제개발처 해양
및 수산업 파트너십 최고 담당자, 지나
그린(GINA GREEN) 버지니아주 알링턴
테트라 테크 선임 어소시에이트는 기술
솔루션이 어떻게 해양 영역 인식을 강화하여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인도 태평양에서 불법 조업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다. 32페이지에 등장

중령 삐뇨 룽루앵(PINYO RUNGRUENG)
워렌 N 라이트(WARREN N. WRIGHT)

소령은 제14 해안경비대 지구 외무
담당자다. 그는 MH-65D 헬리콥터로
1800시간 이상 비행한 알래스카주
공인 항공기 사령관으로서 코디액에
배치되어 있으며 여기서 해양 자원 보호
작전을 지원하여 수차례 베링해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하와이 바버스 포인트의 엔지니어링
시설 책임자로 일했으며, 알래스카주 리사 머코스키
(Lisa Murkowski) 상원 의원실에서 군사 펠로우로도
활동했다. 40페이지에 등장

미미 윈 버드(MIEMIE WINN BYRD)
남라타 고스와미(NAMRATA GOSWAMI)

박사는 대반군, 대테러, 대안 미래, 권력
정치 분야의 독립적인 전략 분석가
겸 컨설턴트다. 국제 관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거의 10년 동안 인도
국방부로부터 후원을 받는 싱크 탱크인
뉴델리 소재 국방학 및 분석 연구소에서
인도 북동부 민족 분쟁과 중국 인도 국경 분쟁을 연구했다.
《인도 국가 안보 및 반군 대응》과 《아시아 2030: 새로운
미래》 등의 여러 저서를 집필했다. 54페이지에 등장

토론에 참여해주십시오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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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은 사려 깊은 토론을 유발하고
건전한 아이디어 교환을 장려합니다.
기사, 사진, 토론 주제, 기타 의견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Program Manager
Indo-Pacific Defense FORUM
HQ USINDOPACOM, Box 64013
Camp H.M. Smith, HI
96861-4013 USA

인도 태평양 디펜스 포럼은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매일
새로운 기사가

www.ipdefenseforum.com에
게시됩니다
방문하시면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 온라인 전용 콘텐츠 액세스
n 이전 호 검색
n 피드백 보내기
n 구독 신청
n 기사 제보 안내

많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 탐구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저희와
만나보십시오.
IPD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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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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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통령, 중국과 해양 긴장 속에
자제 촉구

국

영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0월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대통령 겸 공산당 사무총장이 중국
선박과 베트남 선박 사이에 심각한 긴장이 수 개월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남중국해에서 자제를 요청했다.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 거의 전부에 대해 영유권을

타이완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

2019년 5월 차이잉원(Tsai Ing-wen) 타이완 총통은 중국이
타이완에 침투하여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며

주장하고 있지만 이웃국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19년 7월 초 중국이 베트남이 관리하는 수역에 탐사선을 보내
에너지를 조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2019년 10월 국영 보이스 오브 베트남은 웹사이트에서 "동해
문제를 비롯한 외교 정책에 대해 사무총장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베트남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을 위해 단호히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동중국해는 베트남에서 동해로 불린다.
보이스 오브 베트남은 쫑 사무총장이 베트남이 중국과 좋은

국가안보국에 이러한 캠페인에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관계를 맺고 있지만 "주권과 영토 보전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고

국가 안보 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차이 총통은 중국의 영향력

말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남중국해를 순찰하던 베트남 해안 경비대

활동에는 선거 개입 시도와 가짜 뉴스 캠페인이 포함된다고

함정이 하노이에 정박 중이다.)

말했다. 타이완은 2020년 1월 총통 선거를 실시한다. 그는

AP 통신

특정 사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타이완 국가안보국이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 총통은 또한 타이완이 타이완
해협에서 일어나는 군사 공격을 저지할 것이며, 군사 장비
업그레이드와 최근 출범한 잠수함 제작 프로그램을 비롯해
국방 역량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차이 총통은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 해협에서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하며 타이완
해협의 현재 상황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차이 총통의 발언은 2019년 4월 중국군이 타이완
주변에서 전함, 폭격기, 정찰기를 동원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하며 타이완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된 후 발표되었다.
타이완은 전투기를 출동시켜 훈련을 감시했고 당시 미국의
한 고위 담당자는 이를 "강압"이자 지역 안정에 대한

척의 호위를 받으며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사를 계속했다.

위협이라고 묘사했다.

베트남 외교부는 조사선과 호위함이 베트남 주권을 위반한다고

중국은 차이 총통이 타이완의 공식 독립을 추진한다고

거듭 규탄하고 해당 지역에서 선박을 옮기라고 중국에 요구했지만

의심하며 꾸준히 정치 및 군사 압박을 강화해왔다. 타이완을

선박들은 3개월 이상 떠나지 않았다. 2019년 8월 주 하노이 중국

신성한 영토라고 간주하는 중국은 공식 독립 움직임을 경고로

대사관 밖에서 조사선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으나 곧 경찰에 의해

여긴다. 차이 총통(사진)은 중국과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해산됐다. 마린 트래픽 웹사이트에 따르면 10월 24일 조사선과

싶지만 타이완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회 의원들은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상원이 중국과 관계에 있어 더욱 날카로운
접근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2019년 5월 미국 하원은
만장일치로 타이완 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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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위함은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떠나 중국으로 향했다.
한편 쫑 사무총장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부패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횡령부터 경제 실책까지 다양한 혐의로 정치국 소속
1명을 포함한 여러 고위 장관과 정치인을 투옥시켰다.

로이터

테러 '허점'
막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글로벌
컨퍼런스에 지역 및 전 세계의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재선 승리 후 첫 해외 방문 중 몰디브 말레의
의회에서 "테러는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라 전 문명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모디 총리는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 위협에
대해 글로벌 협정과 수많은 컨퍼런스를 적극적으로
마련했다. 왜 테러 문제는 외면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테러리스트와
지지자들이 악용하는 허점을 막기 위한 의미 있고 결과
지향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는 남아시아 동맹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우선"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모디 총리의 몰디브 방문은 최근 인도양에
전략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선언으로
여겨지고 있다.
모디 총리는 "주변 지역에서 몰디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인도 뉴델리 취임식에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국제

서방
중국에 앞서기 위한
서방의 방위비 지출

중국

2

인도
라지가트 마하트마 간디 기념관에 장미 꽃잎을 뿌리고 있다.)
2019년 6월 방문 중 모디 총리는 페리 서비스, 항구 터미널,
새로운 국립 크리켓 경기장을 포함하는 다양한 협정을 몰디브와
체결했다.
이후 그는 안보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른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를 방문했다. 최근 스리랑카에서는 부활절 일요일에 발생한
일련의 폭탄 테러로 전국에서 250여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로이터

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첨단 군사 기술을 추진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앞서기 위해 노력하면서
2018년 서방 방위비 지출이 증가했다.
국제안보연구소는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요구를 맞추기 위해 유럽이
전체적으로미화 1020억 달러를 추가
증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뮌헨 안보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군사
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무기 및 방위 지출은 1.8퍼센트 증가하여
미화 1조 67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거의 절반은 미국의 국방비 증액으로
인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차지한 크림 반도에
공군 기지와 대공 체계를 업그레이드한
것을 서방 강대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이곳에 S-400
대공 체계를 배치하여 흑해에서 활동

범위를 넓혔으며 러시아는 2018년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선박 세 척을
나포한 바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첨단 군사 체계를
도입하고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군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035년까지 인민해방군을
현대화하려는 중국의 계획은 "부단한
국방비 증액이 뒷받침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크루즈함을 진수하고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항공모함에 대한
해상 시험을 시작하면서 "중국 해군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공군을 개선하고 고속 순항
미사일과 인공 지능을 비롯한 신기술도
추진하고 있다.
"서방 국가는 아직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 현재 변화
속도에 따르면 미래에 그러한 우위가
존재하더라도 조만간 사라지고 곧 라이벌
세력에 따라잡힐 것이다." 로이터
IPD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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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 업데이트

테러
단체
리더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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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DNA 검사를 사용하여
친이슬람 국가 반군의 신원을 확인한다

2

019년 4월 필리핀 담당자는 3월 군사 충돌 중

정부와 라나오델수르주 주민의 중요한 업적이다. 주민들은

사망한 네 명의 반군 중 한 명이 이슬람 국가

고향에서 테러리스트를 없애기 위해 협력했다"고 말했다.

추종 단체의 리더라고 확인했다.

다울라 이슬라미야는 2017년에 5개월 동안 남부

델핀 로렌자나 (Delfin Lorenzana) 국방부

마라위시를 점령했으나 군의 공습과 시가전으로 리더들을

장관은 DNA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부 다르(Abu Dar)의

잃었으며 여기에는 이슬람 국가가 동남아시아의 에미르로

사망을 확인했다. 그는 "확인 결과 틀림 없는 아부 다르의

임명한 이스닐론 하필론(Isnilon Hapilon)도 있었다. 현지

유해다"고 말했다.

언론에 따르면 압수된 동영상 속에서 하필론 옆에 앉아

보안군은 아부 다르가 필리핀 남부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이슬람 국가 추종 단체인 다울라 이슬라미야를

있는 모습이 포착된 아부 다르는 정부군이 마라위시를
탈환하기 전에 탈출했다.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반군 네 명은 3월에 일어난
라나오델수르주 충돌 중 사살됐다.
육군 제1 보병 사단 사령관 로베르토 안칸(Roberto
Ancan) 소장도 다르의 사망을 확인했다. 그는 "이는

필리핀 남부 마라위시는 2017년 5월 반군에 의해 점령당한 후 폐허가 됐다.

로렌자나 장관은 "현재 그의 단체는 리더가 부재한
상태다"라며 "누가 다르를 대신할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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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문제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중국이 사회 신용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시민 및 외부인의 행동을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10

포럼 스태프

IPD FORUM

중

알리바바의 모바일 결제 앱 알리페이를
국에서 개를 목줄에
이용할 수 있다. 텐센트는 유효 사용자가 8
매지 않거나 주차
억 5000만 명 이상인 메시징 앱 위챗을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개발했다.
오랫동안 그 후유증에
시범 시스템에 따라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시달려야 할 수 있다. AP
통신은 중국에서 2018년 이미 보상이나 처벌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배포할지
한 해에만 "사회 신용"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중국 정부가 2300만 명이 중국 내 항공기나
시스템에 대해 국제 사회는 중국이 국민은
기차 티켓을 구매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물론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에 "오웰리안"
보도했다.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오웰리안은
중국 공산당은 사회 신용 점수 시스템이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그의 소설
사회 질서를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금
미납부터 목줄 법 위반이나 소셜 미디어에
《1984》에서 묘사한 디스토피아적인 사회를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게재까지
의미한다. 2018년 10월 마이크 펜스(Mike
디지털로 추적 가능한 행동을 바탕으로
Pence) 미국 부통령은 중국의 시스템을 "
모든 국민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공산당의
사실상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캠페인은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오웰리안 시스템"이라고 비난했다.
공산당은 점수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에
대해 거의 투명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작은 범죄, 큰 처벌
공산당은 사회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주차 위반 벌금이나 대출 상환 연체 같은
해외 여행 자유, 고급 숙박 시설, 낮은 대출
작은 잘못도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자, 더 나은 일자리로 보상한다는 것을
처벌은 가혹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인정한다. 점수가 낮은 국민들은 관리직
중국 국가공공신용정보센터의 보고서에
임용 금지, 기차, 항공 여행 또는 고급 호텔
따르면 2018년에 사회 신용 점수가 낮아
숙박의 이용이 금지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항공권 구매가 차단된 사례가 1750만 회
처벌을 받는다.
있었다. 같은 이유로 550만 장의 기차 티켓이
공산당은 2020년까지 전국 사회 신용
거부됐다. 더불어 세금 미납 때문에 128명이
시스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중국을 떠나지 못했다.
운영 중인 것은 여섯 개의 지방 당국과 기술
사회 신용 시스템은 일상의 많은 측면으로
회사가 시작한 허술한 시범 프로젝트뿐이다.
확대된다. 일례로 산둥성 지난에서 반려견을
타임 잡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회사 중
올바로 돌보지 못하면 정부가 반려견을 압수할
하나는 잭 마(Jack Ma)의 온라인 쇼핑 대기업
수 있다. 지난의 사회 신용 시스템에 따라 모든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세서미 크레딧이다. 이
반려견 소유자는 경찰에 등록해야 한다. 영국
회사는 다양한 금융 및 사회 행동을 고려하여 신문 더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반려견
사회 신용 점수를 결정한다.
소유자는 등록하면 12점부터 시작하며 반려견
중국은 세서미의 모기업인 앤트
목걸이의 QR 코드로 기록된다.
파이낸셜과 소셜 네트워킹 대기업 텐센트의
정부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반려견을
파트너인 차이나 래피드 파이낸스를 비롯한
산책하는 것부터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것까지
여섯 개의 기업과 신용 시스템을 시범
다양한 위반 사항에 대해 점수를 차감한다.
운영 중이다. 공산당의 지침에 따르면 전국
반려견은 대중 교통과 호텔을 비롯한 공공
시스템이 마련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숙박 시설의 출입이 금지되며 도시의 공공
하늘 아래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분수에서 뛰어다닐 수 없다. 반려견 소유자가
있으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한 걸음도
12점을 모두 잃으면 정부는 반려견을
떼기 힘들 것이다."
압수하고 소유자는 책임감 있는 반려견
참여 기업들은 엄청난 양의 개인 데이터에 소유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국영
액세스할 수 있다. 일례로 세서미는 전
언론은 반려견을 잃은 사람들 대부분이 시험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통과하고 반려견을 되찾았다고 보도했다.
IPD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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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서 열린
시큐리티 차이나 2018
전시회에서 한 남자가
교통 감시 소프트웨어를
시연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전국에 4
억 5000만 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될 수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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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에너지 요금 할인부터 은행 이자
우대,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
대여까지 다양하다. BBC 뉴스에 따르면
중국 최대 데이트 사이트 바이허는
사회 신용 점수가 우수한 시민들의
프로필을 홍보한다. 주안 이롱(Zhuan
Yirong) 바이허 부사장은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활력이다. 파트너의 재산이 편안한
삶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인
데이트 생활을 즐길 수 있지만 신용
스펙트럼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
고생한다. 47세의 전 출판인 데이비드
공(David Kong)은 사우스 차이니
모팅 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건
감옥살이보다 더 심하다. 최소한 징역형은

끝이 있다"고 말했다. 알리바바가 소유한
신문에서 공은 "신용불량자"로 지정된
삶을 끔찍하게 묘사한다.
중국이 "신용불량자" 명단을 공개하고
현지 정부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
명단을 널리 알리기 때문이다. 국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한 지방 정부는 "
신용불량자"와 통화하려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벨소리를 추가했다.
"안녕하십니까. 푸안 인민 법원에서
알립니다. 귀하가 통화할 사람은
신용불량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계에 조심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전송된다.
이 외에도 2019년 1월 허베이 상급
인민 법원은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
위챗에 추가 기능으로 "신용불량자 지도"
를 출시했다. 비평가들은 이 앱으로
사용자들이 반경 500미터 내 사람들의

채무 상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한다.
정부 관료도 조사에서 예외되지
않는다. 2019년 3월 동남부 도시
취안저우는 공무원의 개인 행동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업 중심지 원저우는 이미 공무원
행동을 평가하여 승진과 보상에 사용하고
있으며 해안 도시 저우산도 정부 직원의
사회 신용에 대한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

주권 질문
이 정부 통제 캠페인은 이미 중국을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전략 정책 연구소
국제 사이버 정책 센터의 비상임
펠로우 겸 베를린 메르카토르 중국학
연구소의 방문 학술 펠로우인 사만다
호프만(Samantha Hoffman) 박사는

중국이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국민의
행동을 감시, 형성, 평가하면서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려는 국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보고서에서 "사회 신용
규제는 기업이 언어를 변경하여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게
압박하는 데 이미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 신용: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술 강화 독제 컨트롤》
보고서에서 "국제 비즈니스와 해외 중국
사회에 영향을 주고 다른 나라의 주권에
직접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 중국민용항공국은
타이완, 홍콩, 마카오를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중국법을 위반한 국제
항공사를 발표했다.
2018년 4월 25일 중국민용항공국은
유나이티드 항공, 콴타스, 기타 항공사

중국 공산당은 감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사람과 차량의 세부
정보를 확인한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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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 항저우 기차역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다.
2018년 중국 정부는 약
550만 명을 신용불량자로
분류한 후 기차 여행을
금지시켰다.
AFP/GETTY IMAGES

수십 개가 타이완, 홍콩, 마카오를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심각한 부정"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호프만 박사는 중국 당국이 해당
영역을 중국 영토로 표시하지 않은 항공사가
"신용 점수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며 사이버
보안법 등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호프만 박사는 이런 방식으로 사회 신용
실험이 "국제 항공사가 중국 공산당 버전의
진실을 인정하고 채택하게 강요하고
타이완에 대한 다른 시각을 억압한다"고
밝혔다.
호프만 박사는 중국 공산당이 이들
지역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며 항공사가
위반했다고 비난한 규칙은 사회 신용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한 2대 핵심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많은
항공사는 웹사이트의 기항지를 중국 요구에
따라 수정했다.
호프만 박사는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의
요청에 따르면서 중국 공산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동적인 결정이 되고 나아가
일반적인 표준이 되면서 다른 나라의 주권을
방해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타이완을 국가로 표시하는
것이 "국가 존엄성이나 국익"을 보호하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상하이 산업상업부는 일본 소매 업체
무지의 상하이 지점에 타이완을 국가로
명시한 포장을 만든 혐의로 20만 위안, 즉
미화 4만1381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 1일 발효되어 중국
내 사업 허가를 가진 모든 기업이 18자리
사회 신용 코드를 보유해야 한다는 규제와
일치한다.

감시 국가
이러한 데이터 모니터링은 중국의 행동 통제
접근법 중 한 면에 불과하다. 또 다른 요소로
시민의 이동을 감시하는 대규모 카메라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2015년 중국 공안부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완벽히 연결되고, 항상 작동하고,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동영상 감시 네트워크
구축을 촉구했다. 런던의 글로벌 정보 제공자
IHS 마킷은 중국이 2020년까지 전국에
카메라 4억 5000만 대를 설치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2018년 8
월까지 거리 구석구석을 감시하기에 충분한
감시 카메라 4만 6000여 개를 설치했다.
이 영상 모니터링은 경찰관 4300여 명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 감시는 인권에 영향을
끼친다. 2019년 2월 네덜란드 비영리재단
GDI 의 인터넷 전문가 빅터 게버스(Victor
Gevers)는 신장 지구에 대규모 동영상 감시
시스템이 설치됐다고 폭로했다. 이곳은
위그루족 무슬림의 본거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 공산당의 대규모 임의 구금
및 정치 재교육 수용소가 있다. 로이터는
중국 감시 기업 센스넷츠 테크놀로지사가
신장 지구에서 250여 만 명의 움직임을
추적한다고 보도했다.

빅브라더에 대한 도전
호프만 박사는 중국이 감시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인도 태평양 국가와 서방
민주주의 국가에 저항의 도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
확대에 민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민주 정부는 기업에
중국의 요구를 따르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만든
위험을 기업이 단독으로 완화하게 놔두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 신용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잠재적 기술의 이용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그는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에 이미 사용 중이고 잠재적으로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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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기술 및 연구의 수출"을 더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프만 박사는 사회 신용 시스템의 영향을
줄이려는 국가들이 신기술을 검토하고 대학
및 연구 협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시드니공과대학교
글로벌 빅데이터 기술 센터가 국영 방산 기업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로부터 미화 2000만
달러를 받는 것 같은 상황을 방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는 중국의 동영상 감시
장치의 배후에 있는 국영 기업이다. 이 기업은
시드니공과대학교의 최근 프로젝트 중 공공 보안
온라인 동영상 검색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했다.
데이터가 수출되어 중국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특히 대학 차원에서
데이터 보호를 강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호프만
박사는 전 세계 대학 캠퍼스 내 공자 연구소가
대학이 소유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데이터를 저장한 뒤 해당 데이터를 중국으로 보낼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를 지키지 못한다면 표현의 자유
같은 중국 주민의 기본 권리를 이미 부인하고
있는 시스템의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중국 기자 린후(Lin Hu)는 더 글로브 앤 메일
캐나다 신문과 인터뷰에서 검열과 정부 부패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체포되어, 벌금을
부과받고, 블랙리스트에 등록됐다고 말했다.
뤼(Lue)는 "대법원의 신용불량자 목록"
에 등록됐다. 그는 항공권을 구매할 수 없고,
일부 기차 노선을 이용할 수 없고,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는 신문에 "파일, 경찰 영장, 공식 사전
통보도 없다"며 "나는 한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들로부터 차단 당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신고할 수도 없다. 존재하지 않는 곳에 갇힌
것이다."라고 말했다 o

구이저우성 구이양에서
열린 중국 국제 빅데이터
산업 엑스포에서 한
남자가 걷고 있다. 중국
정부는 빅데이터 기업과
협력하여 시민의 온라인
습관을 감시하고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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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염된 식품과 건강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못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
포럼 스태프

새

해 2019년 구정 연휴 시작 직후,
중국은 HIV에 오염된 혈액 제품이
국민에게 유통됐다고 발표했다. 국영
모회사의 감독 아래 있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의료 혈액 제품 생산자
상하이 신싱은 손상된 면역 체계를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인간 면역
글루불린 정맥 주사제를 장시성에서 오염된 상태로
판매하고 유통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은 "오염된 물량은 유효
기간이 2021년 6월까지인 50밀리리터 주사제 병 1만 2229
개다"고 보도했다. 처음 발표한 국립의약품국이 AIDS를
일으키는 HIV와 다양한 유형의 간염에 대한 시험 결과가
음성이라고 후속 발표했지만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조사관들은 생산을 중단시키고 혈액 제품의 리콜을
지시했다.
엇갈리는 발표로 국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중국 환자와 소비자의 우려만 커졌다. 더 뉴욕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중국 텔레비전 진행자 겸
제작자 추이용위안(Cui Yongyuan)은 조사관의 예비
결과에 대한 보도에 대해 마이크로블로깅 사이트 시나
웨이보에 "수습은 늘 빠르다. 그들은 조만간 이 제품을
주사해도 건강에 좋다고 발표할 것이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오염된 분유도 문제 없다. 오염된 백신도 문제
없다. 오염된 주사제도 문제 없다"며 지난 약 10년
동안 중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보건 문제를 언급했다. "
한마디로 사람들이 몇몇 죽는다 해도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다."

성난 국민
최근 중국 공산당이 거듭 개혁을 공약했지만
중국에서는 제품 안전 및 제조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염된 주사제 공포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 최근 수많은 백신 스캔들로

어린이와 그 가족은 물론 전 국민이 질병에 전염될
위험에 빠졌다.
2019년 1월 정부가 어린이 145명이 장쑤성의
한 보건소에서 유통 기한이 지난 소아마비 백신을
맞았다고 발표하자 수천 명의 성난 부모들이 현지
보건소와 정부 사무실 밖에서 시위를 일으켰다. 이보다
불과 6개월 전인 2018년 7월에는 중국 최대 백신 제조사
국영 창성 바이오테크놀러지의 자회사 장춘 창성
생명과학이 25만 개 이상의 불량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DPT) 백신을 생산하고 유통한 대형 스캔들이
터진 바 있다. 해당 백신은 국가 프로그램에 따라 2017
년 산둥성에서 수천 명의 아기에게 투여됐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조사관은 장춘 창성
생명과학이 10만 여 개 광견병 백신에 대한 생산 기록을
조작하고 4년 이상 백신 데이터를 허위 보고했다는 것도
밝혀냈다.
20대 후반의 모리(Mo Li)는 불량 DPT 백신을
맞았을 수도 있는 어린이의 부모다. "백신 회사부터
규제 당국까지 모든 사람이 관련됐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다. 지옥의 악마다”라고 모는
더 가디언 신문과 스캔들 발생 후 2018년 7월 말
인터뷰에서 말했다.
2018년 7월 모처럼 성난 부모들은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 앞에서 시위하며 제약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조사관들은 2017
년에 불량 백신을 발견했지만 2018년 7월이 되어야
정보를 공개했다.
7월 시위 후, 2살 자녀를 둔 어머니인 허팡메이(He
Fangmei)는 더 뉴욕 타임스에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집권 공산당에 속하는 소규모 특권층에 포함되지
않는 중국의 일반 국민들은 중국의 부실한 국민 보건에
대해 더욱 실망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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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백신 사태로 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촉발된 후 2018년 7월 안후이성 화이베이의 한 병원에서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시스템을 수립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기관은 백신과
기타 약품의 연구, 생산, 유통, 관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해 중국 부모의 불만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창성 스캔들 직후 규제 당국은 국영
우한생물제품연구소도 불량 백신을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Bloomberg.com에 따르면 2018년 5월 해당 기업은 약
40만 개의 백신을 리콜하기 시작했고 벌금 지불 명령을
받았으나 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스캔들 전인
2016년, 중국은 전국에서 미화 9000만 달러 상당의 불량
백신이 어린이들에게 접종됐다고 밝혔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에 따르면 2015년 허난성에서는 유효 기간이 지난
백신 때문에 두 명이 사망하고 약 400명의 어린이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가 일어났다. 차이나 이코노믹 타임스
신문은 2010년 산시성에서 냉장 보관되지 않은 백신
때문에 어린이 네 명이 사망하고 70명이 아팠다고
보도했다. 약 50만 명을 담당하는 중국질병통제센터
소장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백신
품질 문제가 오랫동안 존재했으며 "이는 내부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실패한 개혁
2013년 3월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식약청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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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했지만 스캔들은 계속되고 있다. 백신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규제 당국은 국민에게 적시에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사건 초기 기업이나 관계자를 처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매 스캔들 직후 중국은 식품
및 의약품 안전을 개선할 조치를 실행했지만 스캔들은
2019년에도 일어났다. 최근 개혁 시도에서 중국은 2018
년 4월 중국식약청을 중국약품국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국가시장감독국의 감독 아래 두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식품 규제 책임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2018년 10월 중국은 시위와
국민 분노에 대응하여 미화 13억 달러의 벌금을 창성
생명과학에 부과하고 회장을 비롯한 임원 15명이
약품 산업에서 일하지 못하게 차단했다. 또한 창성
바이오테크놀로지에도 미화 약 8만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로이터는 창성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백신
피해 부모에게 미화 2만9000 ~ 9만6000달러를 보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불량 백신으로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제약 회사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지만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구제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더 뉴욕 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살펴봤을 때, 공개 사과하거나 평균 미화 140만 달러의

부패한 식약품 시스템 개혁 능력에
대한 신뢰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많은 분석가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으로 국민에게
통합된 독재 정권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노력했지만 연이은 보건 스캔들로 그의
신뢰성과 정당성이 훼손됐다.
국제앰네스티의 중국 연구원 패트릭
푼(Patrick Poon)은 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과거 유사한 여러 건의
스캔들이 보도되고 수 년이 흐른 뒤, 또
다시 백신 스캔들이 일어난 것은 중국
정부가 법 집행과 보건 산업 감시에
다시 한 번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오염된 분유를 먹고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들이 "아이를 살려내라. 정의를 요구한다"
라는 구호를 들고 2009년 1월 화이베이성 법원 밖에 서있다. 중국의 분유 사태 피해
과거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때문에
가족은 아동 사망에 책임이 있는 회사 임원들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며 처벌, 보상, 답변을
대부분의 중국 가족은 자녀를 한 명밖에
요구했다. 로이터
낳을 수 없었다.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
싱크 탱크 로위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메리든 바랄(Merriden Varrall)에
비교적 적은 벌금을 지불한 후 생산활동을 지속한
따르면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부 실책은 특히
가해 임원과 기업에 비해 백신 제조 업체에 항의한
끔찍하게 여겨진다.
부모는 더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 더 가이언에 따르면
2018년 7월 더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그는 "개선
불량 백신으로 인해 창성에 처음 부과된 벌금은 소셜
중이라는 중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네트워크에 이에 대한 불만을 상세히 공개한 포스트가
있는가?"며 "이런 스캔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것으로
게시되었다가 하룻만에 삭제되기 전까지, 고작 미화 50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만 달러에 불과했다. 신문은 또한 중국이 항의하는 부모를
침묵시키거나 억류한다고 보도했다. 다양한 언론 보도에
과거 비극
따르면 중국은 작년 한 해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셜
중국은 위험한 제품의 시장 유통을 방관한 오랜 역사를
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에서 일어난 정부의 보건
가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분유 스캔들이
활동에 대한 시위를 잠재울 수 없었으며, 업계 관계자와
일어나고 1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부모들은
보건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문제가 여전하다고 말한다.
중국에서 제조된 분유를 자녀에게 먹이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국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에서
2008년 플라스틱과 비료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생산된 약품은 다른 나라에도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멜라민에 오염된 분유로 중국에서 유아 6명이 죽고 30
중국의 실패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CNN
여 만 명의 유아 환자가 발생했다. 멜라민은 어린이에게
드물게 발생하며 매우 고통스럽다고 알려진 신장 결석을
에 따르면 2018년 7월 말, 중국의 고혈압 약품 발사르탄
제조업체 제지앙 화하이 제약은 생산 약품의 유효
일으킨다. 신장 결석은 결국 신부전과 사망으로 이어진다.
이후 중국에서 적어도 1200명의 유아에 심각한 신장
성분이 발암 물질로 오염된 것이 발견된 후 국제 리콜을
발표해야 했다. 이 중국 기업은 미국 내 공급 물량의
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됐다. 로이터는 조사에서 국영
절반 이상을 담당했고 해당 약품은 유럽에서도 널리
기업을 포함한 22개 중국 기업이 분유 오염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처방됐다. WebMD.com 웹사이트에서 켄터키대학교
주범 기업 중 하나인 싼루는 2008년 8월 초에 이미
의료센터 심혈관 임상 약품 코디네이터 크레이그 비버스
현지 농부들이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우유에
(Craig Beavers)는 "리콜된 약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아직 제품이 충분히 리콜되지 않은 2차 멜라민을 섞은 것을 알았다. 세계보건기구 지침에 따르면
이들 농장에서 생산된 분유는 허용치보다 4000배 이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높은 멜라민을 포함하고 있었다. 종합 뉴스 사이트
신뢰 훼손
쿼츠의 2018년 7월 보도에 따르면 싼루는 최소한 9개월
이러한 잠재적 재앙이 계속됨에 따라 중국이라는
전에 제품에 대한 불만을 접수했다. 당시 중국은 베이징
국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시진핑(Xi Jinping) 주석의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유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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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20퍼센트 점유하고 있던 싼루는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쿼츠에 따르면 싼루는 국영 기업으로
출발하여 이후 뉴질랜드 기업에 지분 43퍼센트를
매각하여 합작 법인으로 확장했다.
더 뉴욕 타임스는 중국 공산당 당원이기도 한 싼루의
회장 톈원화(Tian Wenhua)가 오염된 분유가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안 후에도 생산과 판매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기타 임원들은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 더 가디언은 2009년 오염된 분유를
유통했던 농부와 공급 업자가 사형당했다고 보도했다.
china.org.cn 웹사이트에 따르면 싼루는 같은 해에
파산을 신청했다.
맥킨지 앤 컴퍼니가 2017년 44개 중국 도시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분유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부실한
위기 관리로 인해 53퍼센트 이상의
소비자가 아직도 해외 분유
브랜드를 선호한다. 쿼츠의
보도에 따르면 해외 분유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중국
본토와 가까운 홍콩에서는
분유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더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소비자 간 채널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분유
소매 물량의 절반을 구매했다. 더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은 2015
년 중국의 분유 수요가 매출 기준으로
미화 2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보도했다.

여전한 HIV 공포
중국은 과거 전 사회에 영향을 끼친 HIV 스캔들로도
충격을 받았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수천 명의 중국
국민이 혈액을 판매한 뒤 혹은 불법 헌혈 센터라 불리는
곳에서 수집된 오염된 혈액으로 만든 혈액제제를
이용하거나 수혈을 받은 후 HIV에 감염됐다. 미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 뉴스 기관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에
따르면 혈액 오염은 헌혈 센터에 혈액을 수집하고
혈액제제를 수혈하기 위한 안전한 절차가 부족하여
발생했다. 중국 보건부는 해당 센터에서 헌혈한 사람 중
43퍼센트 이상이 HIV에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스캔들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AIDS 마을을 생생히 묘사한 중국
미디어 스타트업 식스 톤에 따르면 혈액이 수집된 지역의
주민들은 여전히 AIDS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허난성에서 AIDS 발병 원인을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준
가오야오지에(Gao Yaojie)는 2016년 더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AIDS의 근원은 혈액 시장에 있었다"
며 "인재였다. 하지만 책임자들은 전혀 처벌을 받지도
않았고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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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캔들로 중국은 혈액제제에 대한 선별 절차를
강화했으나 중국 당국의 질병 관리 및 보건 교육 캠페인
진행은 여전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일례로 식스
톤에 따르면 피해 마을에 대한 광범위한 노력은 2004년이
되어야 시작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HIV 확산은 둔화됐지만 중국 내
HIV와 AIDS에 감염된 인구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더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따르면 2018년 11월
중국질병관리본부는 중국의 HIV 양성 반응자 수가 85
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12퍼센트,
2010년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이다. 한편, 국제 HIV 및
AIDS 자선기관 어버트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HIV 신규 감염자수는 2010년 220만 명에서 2017년
180만 명으로 18퍼센트 감소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2018년 2분기에만
중국에서 약 4만 건의 신규 사례가
보고됐다. 더 란셋 의학 학술지 2018
년 7월호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5~24세 연령대의 사례가 2011
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분의
1 이상 증가했다.
더 란셋은 일반적으로
신규 사례 중 81퍼센트 이상이
헌혈이 아니라 성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수치 증가의 원인
중 하나는 부분적으로 검사 증가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
보건 담당자들은 과거 당국이 AIDS 확산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식품 공포
분유 사태 이외에도 중국에는 멜라민 오염 달걀부터
포름알데히드 코팅 배추, 40년 냉동 고기, 쓰레기통에서
재활용된 식용유까지 식품 스캔들이 있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다른 식품도 오염되었을 수
있다고 매일같이 우려한다. 중국 농업 정책 연구소가
중국 농업 과학 학회에 2001년 발표한 《중국의 농약,
쌀 생산, 국민 보건》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식품 안전의 주요 원인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농작물과 가축 생산을 위해 농약과 비료가 광범위하게
과사용되어 농지가 오염된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감독받지 않은 산업 공정도 농지를 오염시켰다.
외교관계위원회 국제 보건 시니어 펠로우 얀종황
(Yanzhong Huang)은 2018년 7월 쿼츠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지금에서야 오염된 농지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반적인

2015년 7월 홍콩 뒷골목에서 중국 본토로 밀반입될 브라질 수입 냉동 소고기 조각 일부가 처리되고 있다. 전달 중국 당국은 밀수된 냉동 고기 10만 톤을
본토에서 압수했다. 국영 차이나 데일리 신문에 따르면 이 중 일부는 40년이 지났고 녹기 시작했다. 로이터

식량 안전 공포를 달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의 34개 성
중 25개 성에서 100건 이상 발병했다고 보고했다. 2019년
2월 초 CNN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중국의
돼지 3억4천만 마리 중 거의 1백만 마리가 살처분됐다고
보도했다. 유엔 보건 관계자에 따르면 돼지 열병
바이러스는 아직 사람에게 전염되는 병은 아니지만, 돼지
피부와 장기에 병변을 일으키고 가장 치명적인 형태의
경우 거의 모든 돼지를 죽이는데, 이를 치료하는 약이나
방법은 아직 없다.
2019년 2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돼지열병은 전 세계
중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영 신화통신의
보도처럼 중국 담당자들은 발병이 진행되면서 "중국
본토의 돼지열병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통제하고 있다"
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매달 더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투명성 부족 때문에 발병
속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당국은 돼지열병
발병을 마지막까지 부정했지만, 그 이후에도 발병은
계속됐다. 2019년 2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중국 남부
후난성과 북서부 간쑤성 담당자들이 냉동 만두를 비롯한
돼지고기 제품에서 바이러스 흔적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체계적 문제
많은 분석가들은 중국의 생물의료 및 식품 생산 문제의
근본 원인이 체계적 결점에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중국의 하향식 규제 절차는 절차에서 국민과 많은
주요 당사자를 배제한다. 황은 2014년 외교관계위원회
블로그 게시물에서 "식품 안전 규정이 여러 상호
강화 활동(생산, 마케팅, 소비)을 통합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예: 제조 업체, 거래 업체, 소비자, 정부)를
포함하기 때문에 순수한 하향식 국가 중심 규제와 법률
프레임워크만으로는 중국의 식품 안전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통찰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시스템 전반에 개혁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중국 국민과 특히 중국의 무역 상대국 국민들은
중국에서 제조된 식품과 건강 제품의 품질에 대해 계속
우려할 것이다. 아마도 시 주석이 2013년 취임식에서
발표한 취임사가 이 문제를 가장 잘 요약했을 것이다.
더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하면서 식품 안전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공산당의 업무 수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고 말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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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운

장기 적출
분석가들이 중국의 장기 이식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포럼 스태프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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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기, 중국은 의료 관광국으로서 명성을
떨치며 그 장기 이식 산업이 큰 비즈니스임을
증명해 보였다. 기록된 장기 기증 사례는 거의
없지만 이식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 목록은 여전히
풍부하며 적절한 일치 장기를 찾는 데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두 달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러한
유형의 장기 가용성과 속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마타스(David
Matas), 데이비드 킬구르(David Kilgour),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 같은 연구자들은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 인권 변호사 마타스,
전 캐나다 국회의원 킬구르, 중국 분석가 겸 인권
조사관 구트만은 10년 전에 발표한 조사 및 보고서를
업데이트한 700여 페이지의 보고서를 2016년 6월

중국의 장기 이식 센터 톈진 제일 중앙 병원을
조사한 2017년 다큐멘터리 킬링 투 리브(Killing to
Live): 중국 장기 이식 관광의 이면(The Dark Side
of Transplant Tourism in China)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선임 간호사는 "중국에서는 장기를 구하기
쉽다"며 "신선한 장기를 가져오는 데 두 시간이면
된다"고 말했으며 중국계 미국인 파룬궁 수련자가

발표했다.
최신 보고서 《피의 장기 적출/도축(Bloody
Harvest/The Slaughter)》은 중국 내 수백 개
병원의 장기 이식 프로그램, 언론 보도, 공식
정치 선전, 의학 저널, 기타 자료를 검토한다.
이 보고서는 중국 담당자가 연간 6만에서
10만 건의 장기 이식을 실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는

설립한 더 에폭 타임스 신문는 간의 가격은 미화
13만 달러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장기 이식 비즈니스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
커지자 중국 공산당은 2013년 국가 장기 분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식
장기가 풍부한 것은 정치범에게서 장기를 적출했기
때문이라고 오랫동안 의심해왔다. 금지된 종교 운동인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 무슬림, 티베트 불교인, 지하
기독교인, 기타 반체제 인사들은 투옥된 상태에서
의학 시험을 당하고 장기를 강제 적출당했다.
중국의 양심수 장기 강제 적출 조사 독립 재판소는
중국에서 양심수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강제 장기 적출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런던에 소재한 이 재판소는 중국
담당자에게 재판소에 출석하여 중국의 장기 기증
시스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중국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중국 공산당은 당국이 강제로 장기를 적출했다는
주장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2019년 4월에는 이러한
혐의와 관련하여 런던 재판소의 출석 요청을 또 다시
무시했다.

단 1만 건의 장기 이식이 이루어진다는
정부의 공식 주장과 모순된다며 중국의
개선된 장기 분배 센터가 끔찍한 관행을
둔화시켰다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
《피의 장기 적출》은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기 이식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 이식 횟수와 중국 정부가 밝힌 장기 출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처음 예측한 것보다
파룬궁 수련자로부터 강제 장기 적출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과거에 주장한 장기 이식 횟수에서도
장기 이식 횟수와 중국 정부가 밝힌 장기 출처, 즉
사형수와 자발적인 기증자 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여러 이유와 더불어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장기가 상기 집단에서 나왔다고 결론 내렸다."
마타스, 킬구르, 구트만은 특히 "장기 적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는 생사에 관계없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으로부터 장기를 불법적으로 적출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IPD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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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인권을 가진 전 세계인의 일이다".

인권 증진 활동은 정부 단독 업무나 정부의 주 업무가 아니다.

—《피의 장기 적출/도축》의 저자 데이비드 마타스, 데이비드 킬구르, 에단 구트만

하지만 이에 대한 국제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는 장기 이식을 위한 국제 표준을
규정한 "인간 세포, 조직, 장기 이식에 대한 원칙"
을 발표했다. 2010년 5월 승인된 이 원칙은 1991년
버전의 핵심을 유지하면서 생존 기증자 보호와 인간
세포 및 조직 사용 증가를 중심으로 이식 분야의 현재
동향에 대응하는 새로운 조항을 통합한다.
세계보건기구 원칙 1에 따라 이식용으로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서는 기증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칙 10은 장기 이식의 추적성을 명시하고 있다. 원칙
11에 따라 기증 활동은 투명하게 진행되고 조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타스, 킬구르, 구트만은 "인권 증진 활동은
정부 단독 업무나 정부의 주 업무가 아니다. 이것은
인권을 가진 전 세계인의 일이다. 중국에서 무고한
사람을 죽여 장기를 얻는 잔인한 행동은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장기 수혜자들은
적출 과정 중 기증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장기 적출의 잔인함에 대한 충격을 표명했다. "장기를
어떻게 구했는지 알고 깜짝 놀랐다. 그런 일에 참여했다는
것이 매우 슬프다"고 타이완 거주자 루루주앙(Rourou
Zhunang)은 인간 장기 적출 다큐멘터리에서 말했다고
더 에폭 타임스는 전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일본 환자 호카무라 켄이치로(Hokamura
Kenichiro)는 새 신장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중국에 있는 일본인 브로커와
상담한 지 열흘 뒤 상하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그를 집도한 의사는 오전에 그를 검사했을 뿐이었다.
더 에폭 타임스에 따르면 그는 "너무 빨랐다.
무서웠다"고 말했다.
그의 신장 가격은 미화 8만 달러였다.
때로 사람들은 장기 이식을 위해 중국으로
단체 여행을 간다. 일례로 2001년 한 브로커는
동남아시아 출신 환자 아홉 명을 타이핑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주선했다. 《피의 장기 적출/도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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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장기 적출에 대한 보고서를 공동 집필한 데이비드 마타스가 홍콩
회의에서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따르면 의사들은 환자 아홉 명의 장기 이식을 이틀
만에 끝냈다.
또 다른 사례의 경우 홍콩에서 환자 일곱 명이
중국으로 가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보고서는
환자 전원이 같은 날 수술을 받았으며 일주일 뒤
집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마타스, 킬구르, 구트만은 "중국에서 병원별,
의사별 장기 이식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장기 의식에 관련된 병원이 900여 군데나
되고 의료진은 9000명에서 1만 명에 달한다. 더불어
중국에서 은폐는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현상이
아니다. 의사와 병원 차원에서도 은폐는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이식 현황과 그 관련 수치는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국가에서 중국 공산당의 장기 적출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스페인, 이탈리아, 이스라엘은
국민들이 장기 이식을 위해 해외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의 공식 답변이나 반대하는 증거가 없는
가운데 중국의 양심수 장기 강제 적출 조사 독립
재판소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일부 판결을 내리고,

파룬궁 수련자가 중국 공산당의 장기 적출에 대해 항의하며 적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AP 통신

검토한 진술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불법
장기 적출을 규탄했다.
2018년 12월 재판소는 일부 판결을 발표하고
"재판소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중국이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 적출하여
장기간 수많은 희생자를 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최종 판결은 2019년 6월 내려질 것이다.
일부 판결은 "이 관행에서 국제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그랬다면 주체는 누구인지, 기간과
희생자에 대해 증거를 바탕으로 상세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다. 최종 판결은 기존 자료와 앞으로
제공될 기타 자료를 추가 분석하고 앞으로 접수할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도출할 것이다"며 “거듭
밝히지만 현재 접수된 증거에 따르면 강제 장기
적출은 국가가 지원하거나 승인한 조직과 개인에
의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결론이 증거에 의해 도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소는 앞으로 의사, 학계 또는 중국
정부 담당자로부터 증거가 제출되면 다른 증거와
함께 정기 청문회 과정 중 제출된 것처럼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소는 "심지어 범죄 의혹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한 보고서에서
거듭된 내용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중국 내
투명한 관행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며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해 밝혀낸
의심의 여지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자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현재 국제 범죄 혐의 발견 단계에서
중국이나 중국과 상호작용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들이 재판소의 판결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해 알게
된다면, 중국과 교류를 통해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숨겨졌던 중국의 관행을 규명하기
위해 꾸준히 진행되는 또 다른 시도에서 《피의
장기 적출/도축》의 저자들은 중국의 장기 적출
기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익명으로 ChinaOrganHarvest.org에 중국어나
영어로 접촉하거나, 강제 장기 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이나 EndOrganPillaging.org에 영어로
연락하여 해당 정보를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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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야
북극

2018년 9월 상하이의 한 조선소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자체 건조한
극지 쇄빙선 주룽 2호의 진수식을 열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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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극지방에
대해 무자비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COL. 조셉 A 무사치아 주니어(JOSEPH A. MUSACCHIA
JR.) 대령/미국 공군

북극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중요한 지역이 됐다. 수세기
동안 해양 강국들은 대서양에서
아시아로 가는 더 짧은 노선을
찾는 꿈을 쫓았다. 그러던 중 북극
빙산이 녹으면서 주요 무역 블록
사이의 항해 기간이 며칠이나
단축됐고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
줄어들었다. 빙산이 물러서면서
북극 내 해양 교통량이 증가하고
북극해 항로와 북서 항로의 두
북극 항로도 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해운 증가로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북서 항로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상업 선박은 적도 위 북위
66.5도로 정의되는 북극권을
통과하는 데 북서 항로를 사용할
수 없었다. 북극권은 북극해
분지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캐나다, 그린란드, 미국
알래스카주 북부로 이루어진다.
북극해 항로는 북서 항로보다
얼음이 없는 지역이 더 넓기
때문에 러시아는 1930년대부터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북극해 항로는 러시아 해안을
따라 이루어져 있어 러시아가
북극해 항로의 일부를 영해로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를 "역사적 수역",
즉 역사적으로 주권을 행사한
IPD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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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정의했다. 2012년 미국 공군 전쟁 대학교 분석에

관계를 공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이

따르면 미국은 1964년과 1986년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가장 성공을 거둔 국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의

해양법에 따라 북극해 항로에 연구선을 보냈으나 소련

회원국인 아이슬란드다. 중국은 아이슬란드와 강력한

해군 함정이 차단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외교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도 레이캬비크에 해외

이른바 세계 공유지에 대한 이러한 위협은 북극
국가뿐만 아니라 강압 없이 국제 해역에서 항해 및
활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6년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합동
작전 환경 2035 문서에서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세계 공유지가 현재 국제 경제의 기둥이며 국가는 이를
사용하여 무역, 운송, 과학 연구 또는 군사 정찰 및
주둔을 실시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 문서는 2035
년이 되면 일부 세계 공유지에서 도전이 일어나고 일부
비국가 활동 세력들이 세계 공유지에 자체 규칙과 규범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은 전략적
해양 요충지 근처를 중심으로 공중 및 해양 공유지에서
허용 가능한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예상된다.
이 문서는 이들 국가들이 나날이 발전하는 수많은 적대적
해양 자산과 전쟁 역량을 활용하여, 대륙붕 지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통과하는 상업 활동에 대한 관리 통제를
확대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경제적 이해
베링해협은 8대 세계 해양 요충지 중 하나다. 북서 항로나
북극해 항로를 통과하든 모든 선박은 이 전략적 요충지를
통과해야 한다. (참조: "빙산이 녹으면 세계가 바뀐다.")
항행의 자유는 상업 해운의 핵심이다. 가까운 미래에
북극해 항로를 중심으로 북극 이용이 증가하면 해운이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우려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 기존 항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상품 배송이 40퍼센트 더
빨라진다 따라서 연료비가 대폭 감소하고 상품이 기존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시장에 도착할 수 있다.
이에 아시아의 대형 수출국들도 북극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중 최고의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단연
중국이다. 인터내셔널 어페어스 저널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 해운에 크게

최대의 대사관을 보유하고 있다. 동료 검토를 받은 폴라

레코드 저널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외교 관계
덕분에 중국은 유럽 국가와는 처음으로 아이슬란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북극 연구를 시작했다. 2004년
중국은 노르웨이 스발바르제도 니알레슨에 상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중국은 중국인 부호를 통해 스발바르제도의 땅
218제곱킬로미터의 판매 경매에 참여해 이곳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 2016년 10월 온라인 신문 더 바렌츠
옵서버는 노르웨이 정부가 이 시도를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고 이 핵심 전략 지역의 개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대지를 구매하여 중국의
시도를 막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은 자신을 "근북극 국가"라고 주장하며
북극이사회의 상임 회원국이 되려 했다. 중국은 대략
1993년에 쇄빙선 주룽호를 구입했다. 이로써 중국은
고위도 북극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고 2016년에는
헬리콥터도 탑재할 수 있는 두 번째 쇄빙선 하이빙
722호도 건조했다. 2018년 9월 상하이의 한 조선소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자체 건조한 극지 쇄빙선 주룽 2호를
진수했다. 한편 폴라 메카닉스 잡지에 따르면 중국은
하이빙 722호를 중국 해군 북부 함대에 배치했다. 이는
중국이 2008년 국방 백서에서 밝힌 연안 방어에서 원해
방어로 전환한다는 전략과 부합한다. 해군 전쟁 대학교
리뷰의 2013년 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한
해군 소장이 "국가 경제 이해가 확대됨에 따라 해군이
국가 수송로와 주요 해로의 안전을 더 잘 보호해야 한다"
고 말했다. 중국의 북극 전략은 대결 대신 협력을 통해
북극 해안 국가의 대응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2010년 3월 중국 해군 소장 인줘(Yin Zhuo)는 "북극은 전
세계인의 것이며 어떤 나라도 북극에 대한 주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북극 해로를 봉쇄하지 말라는 북극 해안
국가에 보내는 암시였다.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GDP) 중 46퍼센트가
해운에 의존한다. 많은 미국 정부 담당자들과 학자들은

중국의 야심

중국이 북극 국가와 파트너십과 지역 내 주둔을 통해

2015년 중국군은 북극 진출을 실현했다. 버락 오바마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Barack Obama) 당시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주를

의심한다. 여기에는 경제적 이해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도

방문하던 중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함정 5척은

관련되어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베링해를 항해했다. 이들 함정은

국제 안보 자문 위원회가 2016년 《북극 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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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주 해안에서 12해리 내의 미국 영해에

에서 상세히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은 경제 이해를 증진하고

들어갔다. CNN에 따르면 이들 함정은 무해통항을 위한

지역에 주둔하기 위한 상업적 노력을 통해 지역 내 전략적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 순찰을 실시했으며

IPD FORUM

중국은 북극 주둔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카홀에
연구 시설(2016년 공사 중인
사진)을 건설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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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안경비대 더글라스 먼로호가 알래스카주 글래시어 베이 국립공원의 빙하를 통과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인민해방군 해군은 해안 국가에 통보할

세력 투사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중국은 러시아에서 30여 만 명이 참가한 러시아

이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북극 해안 국가에 중국이

보스토크 2018에 처음 참가했다. 중국은 파견대 3200명,

북극 해로와 경제적 이해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군용 차량 및 장비 1000대,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 30

동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를 보냈다. 여기에는 러시아 해군 함정이 베링해협을

분명한 신호였다. 중국 함정은 중국과 기타 모든 아시아

통과하는 훈련이 포함되었으며 러시아의 동부 영토와

국가의 북극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는 베링해협에

북극해 항로 방어를 연습하는 훈련도 있었다. 중국은

있었다. 이 해양 요충지는 북극해 항로와 북서 항로가

지상전 능력을 시연하길 바랐으며 특히 북극 같은 낯선

모두 끝나는 지점이며 북극을 통과하는 모든 에너지와

영토에서 중국군이 어렵지 않게 작전할 수 있다는

물류는 이곳을 통과해야 한다. 중국은 이 진출을 통해

메시지를 라이벌 국가와 지역에 분명히 보냈다.

무력으로 해당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자국의 해양 활동
범위와 능력을 보여줬다.
미국은 베링해협 내부나 주변에 특별히 군대를

Rear Adm.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작전 담당
스티브 "웹" 쾰러(Steve "Web" Koehler)는 영항력을
행사하려면 주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극 지역에서

주둔시키지 않고 있다. 더불어 미국 해안경비대

미국에게 부족한 핵심 요소는 주둔이다. 앞서 설명한

사령관 폴 F 주쿤프트(Paul F. Zukunft) 대장은

바와 같이 다른 북극 해안 국가와 심지어 비북극

대륙붕 한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 미국의 200해리

국가인 중국도 안정적인 주둔을 확립했다.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중국이 연구선을 배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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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톤 허치(TRENTON HIRSCHI) 상병/미국 해안경비대

미국은 북극권 윗 지역에 영구 배치한 자산이

밝혔다. 알래스카 항행의 자유 순찰에서 입증한

없지만 알래스카 주둔 미국 공군과 육군 부대는

바와 같이 중국은 대결 상황 시 미국을 압박할 수

북극 작전 역량을 높였다. 더불어 미국 해병대도

있는 전략적 우위를 갖고 있다. 중국은 현재 "베링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트라이던트 정처 같은 종합

게이트"라고도 불리는 베링해협에서 전략적으로

훈련을 통해 북극 역량을 꾸준히 연마하고 있다.

움직일 수 있다.

북극해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해안경비대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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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던트 정처 2018 훈련 중 미국 해군 상륙정 에어 쿠션이 노르웨이 알분드 해변에 상륙하고 있다.

연합군 합동사령부 나폴리

알래스카주 코디액에 있다. 미국 국방부는 2013년 북극

충족하고, 주둔을 확립하고, 인도 태평양 동맹군과

전략에서 "북극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협력하여 글로벌 핵심 해양 요충지에 주둔하는 데 사용될

저비용 소규모 접근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다. 미국 육군

미국 해군은 2014년 북극 로드맵을 작성하고 북극

공병대는 이러한 심해 항구 건설 개념을 연구했다. 미국

역량에 집중 투자하여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장기 국익을

해안경비대 고속정과 쇄빙선은 10~12미터 드래프트를,

보호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2013년

국립해양대기국 연구선은 4.5~9.5미터 드래프트를

북극 전략에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함정은 북극 밖에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베링해협의 중요성

위치하게 된다. 공병대 연구에서 알래스카주 놈은 두

증가, 지역 내 미국의 해양 영역 인식 부족, 미국 영토및

개의 유력한 항구 후보지 중 하나로 선정됐다.

자원과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지상 주둔의 필요성을

공병대 연구는 이 유형의 항구가 작전 기지 역할을

강조했다. 북극 전략은 해안과 해상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베링해협과 가까워 가장 적합하다고

주둔하여 해양 영역 인식을 높여 지역 내 가장 높은

결론지었다. 또한 이곳은 전진 작전 기지로서 미국

위험과 위협에 미국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군과 동맹이 필요할 때 자산을 배치할 수 있다. 항구는

현재 가장 가까운 심해 항구와 미국 해안경비대 기지는

미국 해안경비대 쇄빙선의 영구 기지가 될 수 있다.

약 1600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주둔이 부족한 상태다.

놈에는 미국 공군과 동맹 항공기의 전진 배치 작전을

한편 북극 전략은 효율을 창출하고 중복을 제거하기

지원하도록 개조할 있는 적절한 비행장도 있다.

위해 기관 간 협력과 정부 차원의 솔루션을 강조한다.

따라서 중국이 움직일 경우 미국과 인도 태평양 내
미국의 동맹은 중국의 야심과 주둔에 합동 대응할 수

미국 항구 제안

있다. 이러한 핵심 인프라를 개발한다면 미국과 동맹

북극에서 중국의 야심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및 파트너는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필립 S

북극에 심해 항구를 건설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대장의 말처럼 "싸우지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한 모든 북극 전략의 의도를

않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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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파트너십
해양 안보와 환경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불법 조업과 싸움
로버트 S 포메로이(ROBERT S. POMEROY) 박사, 존 E 파크스(JOHN E. PARKS), 지나 그린(GINA GREEN)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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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야생 동물 포획 활동이다.
수산물은 개발도상국의 주력 상품으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는 식품이다. 조업 및 수산물
기반 상업은 귀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금 소득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를 창출 및 성장시키고, 외환을
발생시킨다. 동남아시아에서만 약 2억 5000만 명이 동물성
단백질 평균 섭취량 중 최소 20퍼센트를 어류에 의존해
섭취하고 있다. 일례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류가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 중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동남아시아 주민 2억 여 명은 생계와
소득을 수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수산업이 많은 국가의 경제, 생계, 식량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누적되는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해양 및 해안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생산성, 복원력, 미래에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잠재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최근 평가의 증거에 따르면 포획된 어류의 크기
및 가치가 광범위하게 감소하고 상어와 참치 같은 대형
포식어를 중심으로 주요 고가치 어류종이 파괴됐다. 대형
포식어 어획량의 감소로 작고 가치가 떨어지는 어종으로
조업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먹이 그물 하향
조업"이라 알려져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어류들이 원 자연 개체군
레벨의 5~15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의 남획과 어류 개체군 감소로, 남아있는
어자원에 대한 어부 간 경쟁과 충돌이 증가하고 이는 경제
및 식품 안보 감소, 환경 지속가능성 감소, 평화 및 질서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남획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남획 원인 중 하나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자국 또는 외국 어부 및 선박이
관련 국가 조업법 또는 국제 조약 의무를 위반할 때
발생한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의 유형에는 비인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동남아시아의
사법 당국과 수산업 관리자 사이에 반란,
테러와 해적, 납치 및 마약, 인신, 소형
무기 밀매를 중심으로 한 해양 조직
범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업 방법 및 장비 사용, 금지 지역 내 또는 금지 기간 중
조업, 비인가 어획물 환적, 어획물 신고 변경 또는 정보
조작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남획과 어자원 부족으로 어부들이 어획량 요건을 맞추기
위해 전통적인 어장을 벗어나 조업 허가가 없는 이웃국가
해역을 비롯하여 다른 어장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난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기후 변화와 해양 개체군 및
해안 서식지 파괴로 인한 다른 부정적인 영향과 결합되어
다양한 어자원과 이들의 터전인 해양 서식지를 비롯하여
국가 해양 개체군 및 생물학적 다양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연구는 미국에 수입되는 해산물 중 상당
부분이 불법 포획되거나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환경 영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더해 일반적으로 노예 노동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 유린과 연계되어 있으며,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해양 안보가 직면한 비전통적인 위협을
나타낸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은 동남아시아의 사법
당국과 수산업 관리자 사이에 반란, 테러와 해적, 납치
및 마약, 인신, 소형 무기 밀매를 중심으로 한 해양 조직
범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 안보 위협은
복잡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해상에서 발생하더라도
육지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해상 관리가 부실하고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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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감시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러한 위협이
확산되면 해양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획물 추적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국제 사회, 정부,
비정부기구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이 복잡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특정 수역 내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과 싸우기 위해 정보 교류를 늘리고 협력 접근법을
증진하는 다국적 프로그램과 지역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늘리고 있다. 더불어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을
비롯한 대형 해산물 소비국은 새로운 해산물 수입 규제를
수립하여 수출국의 정부 및/또는 민간 기업이 수입
해산물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되지 않았고, 정확한
라벨이 부착됐고, 공급망 내에 강제 노동이 관련되지
않았다는 확인 가능한 문서를 제공하게 하고 있다.
더욱 최근인 2018년에 미국은 해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출범하여 유럽연합과 함께 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수입 문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출국은 전자 어획물 문서화
및 추적성(eCDT) 시스템의 이용을 늘려 어획물 포획
시점부터 육지 반입, 가공, 운송, 수출까지 해산물

태국 쁘라쭈압키리칸에서
노동자들이 어선 위로
그물을 당기고 있다.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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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의 모든 지점에서
태국 사뭇사콘 인근 수역에서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검증
태국 해군이 어선을 검사하고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있다. 태국 해군은 불법 조업과
강제 노동을 단속하기 위해
수입국은 이러한 eCDT
신기술로 어선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이 공급망에서
있다. AP 통신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끼부터 식탁까지" 해산물에
대해 검증 가능한 정보를 추적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제품을 감지하고 억지할 수 있다. 이러한 eCDT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어선, 지상, 항구, 가공 시설, 운송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eCDT 시스템으로 운영자는 해산물에
대한 관련 정보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위성, 모바일 또는
무선 통신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데이터 교환
서비스에 보낼 수 있다. eCDT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빅데이터는 문서화되지 않은 어획물의 수입과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항만 국가 통제 조치와 결합되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획물이 공급망에 진입하는 것을
강력히 제한하여 불법 사업자의 수입을 줄이면서
합법적이고 추적 가능하게 활동하는 생산자의 시장 접근을
강화할 수 있다.

해양 영역 인식의 목표는 다양한 소스와 시스템이 제공한 정보를 수집하고, 삼각 측정하고,
융합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적, 밀수 또는 기타 형태의 국제 범죄
활동 같은 다양한 위협을 탐지하고, 방지하고, 완화하는 것이다.
미국 국제개발처 해양 및 수산업 파트너십은
eCDT 시스템의 체택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
정부, 수산업계, 기타 민간 분야 주체, 지역 기구, 기타
수산업 이해당사자와 협력하여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과 해산물 사기와 싸우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프로젝트 파트너는 정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eCDT 시스템을 소형
및 대형 참치 어선뿐만 아니라 정박지, 참치 가공
시설, 운송 시스템 전반에 배치하여 시험하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처 해양 및 수산업 파트너십은 2019년
한 해 동안 eCDT 시스템의 분석 및 의사 결정 사용을
지원하여 지역 수산업 관리자와 정부 기관이 지속
가능한 어획량을 관리하고, 어자원 상태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고, 인간 복지와 국제 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비롯하여 해상 조업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통제,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

해양 인식 강화

미국 국토안보부와 국제해사기구 정의에 따르면 해양
영역 인식은 관련 책임 영역에 안보, 안전, 경제 및/또는
환경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해양 영역 내 이벤트,
거동, 역학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강력한 해양
영역 인식 역량에는 유관 기관, 지역 정부, 민간 분야에서
삼각 측량된 활동 가능한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 정보가
필요하다. 해양 영역 인식의 목표는 다양한 소스와
시스템이 제공한 정보를 수집하고, 삼각 측정하고,
융합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적, 밀수
또는 기타 형태의 국제 범죄 활동 같은 다양한 위협을
탐지하고, 방지하고, 완화하는 것이다.
해양 영역 인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동남아시아와
세계의 경제, 사회, 정치적 안보와 안정성을 증진할 수
있다. 우리의 바다 컨퍼런스 2018을 비롯한 최근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대형 투자가 합동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39페이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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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의 바다
인도 태평양에는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고 생물이 다양한 생태계가 있어 지역 내 2억 명 이상의 주민에게 식량과 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 불가능한 조업 관행이 지역의 생물다양성, 식량 안보,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수산업 종사자들의 복지 악화로 수산업
분야에 관심이 모아졌으며 이러한 상황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어자원 제한, 통일된 기준 부족으로 호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비규제 조업

불법 조업

비보고 조업

• 노동자 학대/인신 매매
• 지속가능한 조업을 위한 조치

• 제한된 지역 협력
• 부적절한 국가 및 해양 관리
• 지속 가능성 낮은 정부

• 저가 생선에 대한

부족

• 일관성 없는 규정 집행

우선순위

기후 변화, 파괴적인
개발, 해양 및 육상 오염

수요 증가

• 제한된 대안 생계 수단
• 저렴한 기술 부족

해양 생물과 서식지를 위협하는 불법 조업
암초 및 암초 관련 종

근해 및 원양 종

연성 기저 해안 종

고통받는 지속 가능성과 생물 다양성
다양성/규모 감소

출처: 미국 국제개발처 해양 및 수산업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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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 파괴

온도 및 pH 레벨 변화

생식 능력 감소

어획물 문서화 및 추적성

eCDT은 정부와 수산업에 조업을 더 잘 규제하고, 남획을 방지하고, 해양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요인인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eCDT 데이터로 정부는 법을 강화하고 해양 생태계 관리를 개선할 수 있다.

기술
2 정보는 위성이나 모바일 연결을 통해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된다.

1 해상에서 소형 및 대형 어부들이 데이터 입력
대시보드가 장착된 맞춤형 선박 모니터링 장치를 통해
어획 데이터를 입력한다.

3 선박과 어획물이 항구나 현지 정박지에
도착한다. 맞춤형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자/중개자가
데이터를 파악한다.

중앙 데이터베이스

5 해산물은 그 포획 시점부터 기록된 데이터와 함께 가공
업체로 이동되고 이후 소비용으로 통조림, 저밈 또는 기타
형태로 가공된다. 해산물이 생산라인을 통과하는 동안 가공
업체가 제품 데이터를 파악한다.

4 해산물이 현장에서 즉시 구매되고,
수출되거나 가공 업체로 보내진다.
이와 함께 데이터도 전송된다.

6 완전히 추적 가능한 최종 해산물이 현지 또는 국제
수출 시장으로 보내지며 이동 중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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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의 디지털 모니터링을 향해 발전
중인 필리핀 프로그램
본부를 둔 SFFAII는 비정부 비영리
기관으로 1999년에 설립되어 조업,
통조림 제조, 생선 가공, 수경 재배
생산 및 가공, 기타 관련 산업의
100여 개 회사를 포함하는 일곱 개
협회를 통합한다.
eCDT 시스템은 일곱 개 조업
및 가공 회사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시스템은 이들 회사의 참치
25톤을 추적했으며 여기에는 튜나
익스플로러스, 마르쉘 시 벤처스, 렐
앤 렌 피싱, 덱스 시 트레이딩, 제너럴
튜나 캐닝, 필리핀 신믹 인더스트리얼,
RR 시푸드 스피어가 포함된다.
필리핀 팔라완 웻 마켓에서 판매
중인 생선

현재 이들 회사는 기존 종이
문서 시스템과 병행하여 eCDT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미국 국제개발처

필

완전히 가동되면 모두 전자 문서화할
계획이다.
리핀은 제너럴산토스시에서 디지털 해산물 추적성
시스템의 실행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가공 업체와 일련의 라이브 데이터 테스트를 진행하여 기술 효율성을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다.

검증했다. 마닐라의 수산 자원국 프로그래머와 기술자들은 시스템

필리핀 정부는 수산 자원국을 통해 생선이 포획되는 순간부터

수출되는 순간까지 완벽한 공급망 추적성을 확보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문제를 해결하는 전자 어획물 문서화 및 추적성(eCDT)

유지 및 개선 과정을 지휘하고 적응형 시스템 설계 및 관리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 단계에서 배운 점에 따르면 이해당사자 사이의

시스템을 개발했다. 필리핀은 제19차 국립 참치 회의 기간 중인

효율적이고 일관된 소통은 반복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중단 없이

2017년 9월 eCDT 시범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하고, 적시에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생선의 포획 순간, 수산 자원국 eCDT 시스템이 대형 어선에

미국 국제개발처 해양 및 수산업 파트너십은 수산 자원국과

설치된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주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SFFAII 사이를 조율하여 정기 회의와 시스템 개발 워크숍을 통해,

허용된 지역에서 생선이 잡혔는지 확인한다. 육지에 도착하면 선박

발생한 기술 문제와 관련된 피드백과 솔루션의 교류를 촉진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수집한 데이터가 수산 자원국에 전자 전송되며

있다. 워크숍을 통해 모든 파트너는 테스트 중 발생한 문제를

여기서 담당자들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선 하역를 승인하고 가공을

처리한 것은 물론 eCDT 시스템의 추가 실행을 위한 실행 계획을

위한 배송을 확인한다.

시작할 수 있었다.

수산 자원국은 미국 국제개발처 해양 및 수산업 파트너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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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개발처와 SFFAII는 조업 회사, 통조림 공장, 신선 동결

미국 국제개발처 해양 및 수산업 파트너십은 앞으로도

사우스코타바토, 코타바토, 술탄쿠다라트, 사랑가니, 제너럴산토스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역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지역(SOCSKSARGEN) 조업 연합 및 관련 산업 회사(SFFAII)와

추적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지도와 지원을 제공하고 필리핀의 시범

협력하여 시스템을 모두 연결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산토스시에

프로그램에서 확보한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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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페이지에서 계속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운데 해양 안보에 대한 민간 및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몰수한 외국 불법 조업
공공 분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어선을 폐선시키는
있다. 컨퍼런스에서는 활동 분야
앞에서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로이터
중 하나로 해양 안보의 국가 경제
성장에 대한 영향과 정교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양 안보를 논의했다.
미국 국제개발처 해양 및
수산업 파트너십 프로젝트 아래
동남아시아 국가는 해양 영역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 및 지역
해양 안보를 강화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단속용 eCDT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 대형 및 소형 시설을 비롯한
공급망의 모든 지점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는 국가 및 지역 안보
파트너가 사용하여 해상 위치, 조업
활동, 선박 거동은 물론 합법적으로
문서화되고 검증된 어부에 대한
정보의 철저한 분석을 포함한 기존
시범 프로그램(사이드바 참조)을 시작하여 거의 완료
해양 영역 인식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의 수용과
역량은 또한 대형 및 소형 공급망 주체가 책임 있고
사용이 점차 증가하면 허가받은 조업 회사를 비롯하여
합법적인 조업 관행에 대한 다짐을 증명하는 데도
수천 개의 운영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실시간
사용할 수 있다.
eCDT 데이터를 수집하여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게
eCDT 데이터를 해양 영역 인식에 가장 효과적으로
될 것이다. 실시간 지리공간 시각화 도구를 갖춘 능동
사용하기 위해 항구 입출입 문서, 어획물 인증, 조업
머신 러닝으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분석하고,
허가 및 선박 등록, 선원 증명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해양 영역 인식을 강화하고 방위 및 안보
비롯한 정부 정보 시스템과 사법 기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상호 운용하고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순위를 실현하기 위해 정확한 실시간 위험 분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eCDT 시스템은 불안정, 극단주의, 범죄, 폭력
eCDT 빅데이터의 머신 러닝과 위험 분석은 안보
요인을 처리하기 위한 해양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중요
분석가와 수산업 관리자에게 귀중한 도구가 될 것이다.
업무 부문으로 확대된다. 2018년에 미국 국제개발처 해양
이러한 eCDT 시스템은 해상에서 어선과 선원의 위치와
및 수산업 파트너십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태평양
행동뿐만 아니라 위협받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
환경 안보 포럼과 협력하고 국가 차원 안보 및 방위
파트너와 함께 지역 해양 영역 인식을 강화하는 데 그러한 생물과 귀중한 어자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수산업 관리자는
eCDT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비
능동적으로 조업을 제한하고, 부수어획을 통제하고, 지정
논의를 시작했다.
수역 내에서 금지된 유형의 장비 사용을 단속할 수 있을
것이다. (부수어획은 대상 크기와 대상 종의 어류를 잡는
기술 솔루션
중 의도치 않게 잡힌 어류와 기타 해양 생물을 의미한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과 싸우기 위해 동남아시아의
이러한 eCDT 시스템이 생성한 빅데이터는 아세안 회원국
eCDT 시스템은 어선 거동, 활동, 해상 위치에 대해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생성하여 기존 내에서 해양 영역 인식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o
모니터링, 통제, 감시 방법을 강화하면서 해양 영역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일례로 필리핀은 2017년 9월에 eCDT

본 기사는 계약 번호 AID-486-C-15-00001을 통해 미국 국제개발처 아시아 지역 개발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본 기사는 미국 국제개발처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다.
IPD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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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라이더
프로그램

미국 해안경비대 대원들이 캘리포니아주 포트
와이니미 근처에서 퍼시픽 블리츠 2019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매튜 마사스치(MATTHEW MASASCHI) 하사/미국 해안경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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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위해 전역안보협력을 증진하는 미국 해안경비대
LT. CMDR. 워렌 N 라이트(WARREN N. WRIGHT) 소령/미국 해안경비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지역 국가팀과 파트너 국가,
동맹의 전역안보협력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수십 년 동안
하나로 묶고 있다. 전역안보협력은 일종의 군사 외교 역할을
하여 지역 정치 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유해한 외부
영향에 대응하고, 안정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전역안보협력을 통해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예하
부대는 군사 준비 태세와 재해 구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훈련하고 상호 이익을 제공하는 활동에 지역 정부를
한데 모으고 있다. 전역안보협력은 또한 "국가와 경제가
의존하는 바다와 공중 항로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필립 S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대장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비전을 지원한다.
양자 합의
미국 해안경비대의 주력 해양 안보 협력 프로그램은
십라이더(shiprider) 프로그램으로,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내에서 매년 발전하고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전역안보협력을 통해 정기적으로 태평양 섬 지역 곳곳의
국가와 11개 양자 간 수산업 사법 협정을 집행한다. 이러한
협정을 통해 미국 해안경비대 및 해군 함정과 해안경비대

대원들은 호스트 국가와 협력하여 중요 지역 자원을
지킬 수 있다. 미국 국방부가 지휘하는 전역안보협력과
마찬가지로 해안경비대의 십라이더 프로젝트는 태평양
섬 파트너가 법과 규제를 집행하면서 자원을 지킬 수 있게
하여 호스트 국가의 주권을 증진한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전역안보협력 프로그램은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부터 피지, 필리핀, 베트남같은 과도기 국가,
미크로네시아 연방, 키리바시, 마셜제도 같이 자원
제약으로 역량을 개발하지 못한 국가까지 지역 군대의
다양한 전문 역량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활동과 훈련을
통해 지역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 파트너와
미국의 관계는 다양한 역량을 고려하고 여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축됐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전역안보협력 프로그램은
여전히 태평양 섬 파트너와 지속적인 공동 교류의
초석이다. 프로그램은 작전 및 기관 역량을 구축하고
파트너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지역
파트너가 기관 간 활동에 참여하는 프레임워크도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은 국무부와 내무부의 프로그램과
같은 기타 미국 정부 기관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강화한다.

미 해군 소장 나탈리 스프리처(Natalie Spritzer) 미국 해군 소장이 미크로네시아 연방 추크에서 퍼시픽 파트너십 2019 중 의료 활동 중이다.
이 훈련은 인도 태평양에서 진행되는 최대 규모의 연례 다국적 지원 및 재해 구호 준비 임무다. | 존 가마라(John Gamara) 페루 해군 대위가
퍼시픽 파트너십 2019 중 의료 활동 중이다.
타이렐 모리스(TYRELL MORRIS) 하사/미국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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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호
보호 활동을 수행한다. 많은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태평양
미국 파트너는 앞으로도 절대로
항로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무역용
중국의 병력을 이용하거나
해양 고속도로를 언제나 중요하게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여겨왔다. 태평양 섬 지역은 인도
태평양의 넓은 부분을 차지하며
안보 협력
이 지역 국가들은 영해가 지닌
미국 해안경비대 전역안보협력
공동의 경제 가치를 누리고 있다.
프로젝트는 해양 인식, 대응
이 지역 경제는 여전히 역동적이며
역량, 방지법, 관리 인프라를
일부 국가는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늘려 해양 안전 및 안보를
이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반면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
다른 국가는 독자적으로 성공할
미국 해안경비대와 기관 간
역량이 부족하다. 마찬가지로 이들
파트너는 전역안보협력을 통해
국가는 각기 다른 안보 문제를
태평양 섬 파트너와 정부/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고도로
비정부 기구와 참여 활동을
활발한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 같은
실시하여 파트너 자체 유지
새로운 강대국이 무역과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내륙 수로,
미국 해안경비대와 오스트레일리아 수산 관리국
대원들이 서태평양에서 의심스러운 어선에 탑승하기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
위해 접근 중이다. 사라 뮤어(SARA MUIR) 중사/미국 해안경비대
지역 국가들은 이들과의 무역을
안보를 유지한다.
위해서는 안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 해안경비대는
깨닫고 있다. 지역 내 이 문제에
이동형 훈련팀과 기관 간
대한 국가별 접근법도 다르다. 일부 국가는 자원 및 영토
및 국제 교관을 이용하고, 제14 해안경비대 지구,
관리를 바탕으로 한 협정을 선호하지만 일부 국가는
해안경비대 국제 문제 및 외교 정책부, 미국 해군
이들에게 접근권을 주고 미래 파트너십을 다지려는
태평양 함대, 네바다주 방위군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참여를 제공한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러한 미국
태평양 섬 지역에서 중국은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해안경비대 역량 구축 활동은 국무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보다 큰 규모의 해군,
보완하고 미국 대사관 국가팀과 파트너와 함께
해안경비대, 상업 어선으로 구성된 해양 세력을 구축하고
계획한다. 목표는 훈련 받고, 역량이 있고, 민간 당국에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삽입한 후 여기서 분화된 상업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와 국민의 안녕에 헌신하는
동맥을 만들어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중국과 태평양
전문적인 담당자를 개발하는 데 있다.
섬국가를 연결하는 것이 그것이다.
관계는 지역 내 공세와 강압에 대응하는 데 핵심이다.
중국의 프로그램은 미국이 양자 간 협정, 세 미국령
미국 해안경비대 십라이더 프로그램 같은 전역안보협력
영토의 위치, 미국의 지역 내 전략적 주둔을 용이하게 하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파트너가 독립적인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제도, 팔라우와 맺은 자유연합협정의 작전을 통해 주권을 유지하는 활동에 협력한다. 이러한
조합으로 누리는 지리 전략적 장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양자 간 해양법 집행을 골자로 하는 십라이더 협정은
중국의 활동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피지 같은
2010년부터 미국 함정과 항공기 플랫폼은 물론 해양법
동맹 및 파트너와 미국의 관계를 훼손하고 태평양 섬
집행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태평양 섬국가 담당자의
파트너에 표적 및 약탈적 개발 지원을 제공하여 지리
사법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전략적 균형을 바꾸려 한다.
이러한 협정은 지역 해양법 집행 간극을 좁히고,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 지역 파트너와
협력, 조율,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고, 해양법 집행
협력하여 지역을 안정시키고 피지와 팔라우 같은 작은
역량을 구축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불법 비보고 비규제
파트너와 협력하여 회복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조업과 기타 불법 활동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정부 간 안보 협력과
파트너 사법 담당자는 협정을 통해 미국 해안경비대 및
전역안보협력을 통해 국가를 넘어 인적 상호 작용과
해군 함정과 항공기에 탑승하고 이와 동일한 플랫폼이
사회의 문화 융합을 증진하는 것이다.
호스트국 사법 담당자의 해양 감시 및 승선 활동을
해양 영역에서 미국 해안경비대는 태평양 섬국가의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많은 조직이 선택하는 파트너 기관이다. 미국 해군은
일반적으로 미국 해안경비대 함정, 선박, 해양법
강력한 병력으로 태평양 전역에 미국의 주권과 항행의
집행팀이 십라이더 프로그램을 실행하지만 오세아니아
자유를 투사한다. 또한 미국 군대는 해양 사법 및 환경
해양 안보 이니셔티브를 통한 미국 태평양 함대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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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안경비대 십라이더(SHIPRIDER) 협정
미국 국제개발처

미국 해안경비대는 동태평양과 서아프리카

포함된다. 2018년 미국 해안경비대 보고서에

팔라우, 나우루, 사모아, 통가, 투발루,

국가와 함께 16개 양자 간 수산 사법 십라이더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미국 해안경비대

바누아투를 포함한 태평양 섬국가와 영구 양자

협정을 정기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가장

및 해군 함정은 호스트국이 103개 선박에

간 십라이더 협정 11개를 체결했다.

최근에는 피지가 2018년 11월에 십라이더

승선하여 33건의 위반 사례를 파악하는 데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을 통해 참가국 국방

도움을 주었다.

및 사법 담당자들은 미국 해안경비대 및 해군

미국 해안경비대는 지난 23년 동안 중국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국제 수산 사법 십라이더

양자 간 해양법 집행 십라이더 협정은

작전을 진행했으며 서아프리카 및 태평양

함정에 승선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원해에서

호스트국이 법과 규제를 집행하는 데 도움을

법이나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주어 호스트국의 주권을 증진한다. 다른

관찰하고, 보호하고, 승선하고, 수색할 수 있다.

국가 사이와 다른 지역에서 십라이더 협정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체결하면 글로벌 해양법 집행 노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십라이더 협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필요한 국가는 미국 해안경비대나 현지 미국

십라이더 협정은 지역 해양법 집행
간극을 좁히고, 협력, 조율,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고, 해양법 집행 역량을 구축하여 더욱

미국은 중국과 원해 유망 단속 양자 간

효과적으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과 기타

십라이더 협정,

불법 활동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카보베르데, 감비아,

협정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같은

가나, 시에라리온,

파트너와 체결한 협정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세네갈을 포함한

위한 것이다.

서아프리카

일례로 이제 피지의 사법 담당자는 미국

섬국가와는 9년 동안 진행했다.
십라이더 협정은 세계 바다를 더욱

대사관에 문의하면 된다.

국가와 양자 간

해안경비대 및 해군 함정에서 "십라이더"로

십라이더 협정 5

활동할 수 있다. 임무에는 불법 조업과 불법

개, 쿡제도, 피지,

약물 매매를 비롯한 밀수 등 불법 활동에

키리바시, 마샬제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차단하는 것이

미크로네시아,

합동 승선팀이 양자 간 십라이더 협정에 따라 팔라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선(사진에 없음)에 승선하기 위한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사라 뮤어(SARA MUIR) 중사/미국 해안경비대

십라이더 작전 지원처럼 미국 해군 및 호스트국 함정과
항공기도 참여한다.
미국 해안경비대 십라이더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지역에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태평양
파트너와 새로운 양자 간 십라이더 협정을 채택할 때마다
지역 안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더 깊은 헌신
미국과 동맹은 태평양 섬 지역에서 커지고 있는 중국의
주둔에 대응하기 위해 태평양 섬 파트너와 참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미국 해안경비대 십라이더 프로그램은
다른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전역안보협력

프로젝트와 함께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는 데 탁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과 다양한 태평양 섬국가 사이의 11개 개별 양자 간
협정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상 지역 파트너십의 토대, 공통
환경 및 해양 자원에 대한 투자, 해양 안전과 안보에 공통
이해를 가진 국가 사이의 투명한 협정이자, 중앙태평양과
남태평양 전역에서 공정한 상호 무역에 대한 결의다.
미국은 파트너와 함께 모든 국가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굳건히 협력하고 있다.
십라이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짐에 따라
미국 해안경비대는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임무의 직접
지원 아래, 미국 파트너의 안정과 안보 강화를 촉진하는
독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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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과
혁신
미래 군사 작전의 열쇠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2018년 12월 야마 사쿠라 훈련 중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 로버트 B
브라운(Robert B. Brown) 대장이
포럼과 별도로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이러한 훈련과 다중 영역 작전, 퍼시픽
패스웨이스 2.0, 나날이 커지는
인도의 지역 영향력, 중국의 초경쟁
(hypercompetition)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포럼 스태프

포

포럼: 올해의 야마 사쿠라 훈련은 과거 훈련과
어떻게 다릅니까?
브라운: 야마 사쿠라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인 일본과 실시하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미일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중요한
초석입니다. 야마 사쿠라에서 우리는 최고의
수준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훈련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다중 영역
작전을 도입한 것이지요. 지상, 공중, 해상뿐만
아니라 사이버와 우주를 비롯한 모든 영역을
포함시켰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비해야 하며 이 때문에 동맹이
필요합니다. 동맹은 가장 가까운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야마 사쿠라는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포럼: 다중 영역 작전의 개념과 이것이 육군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브라운: 세계가 변화하면서 꽤 오래 전에
아주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다중 영역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혁신적인
프로세스로써 혁명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지전이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영역이나

임의의 영역에서 장기간 우위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기술이 발전에 따라,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자들이 어떠한 점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중 영역 작전은
적에게 여러 딜레마를 안기고 우리에게 옵션을
줍니다. 우리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기동해야 합니다. 기동은 상대적 이점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번 훈련에서도
다중 영역 작전을 활용하여 적을 성공적으로
기습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의 경우 시나리오는
일본의 방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의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우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리고, 적에게 여러 딜레마를 주고,
적을 극한 딜레마에 밀어넣고, 결정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적이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포럼: 퍼시픽 페스웨이스는 군의 순환 횟수를
줄이는 대신 주둔 기간을 늘려 협력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파트너가
얻게 될 이점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브라운: 퍼시픽 패스웨이스는 약 5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태평양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참여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사실상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성,
맞춤성, 확장성, 분쟁 또는 상황 투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모두
한낱 말에 불과합니다. 퍼시픽 패스웨이스에서
우리는 실제 배치 방법을 훈련합니다. 처음 5년
동안은 3~4개국에 파견하는 데 집중하고 원칙을
연습했습니다. 앞으로 퍼시픽 패스웨이스 2.0
에서는 패스웨이스를 조정하여 주요 국가에서의
주둔 기간을 늘려 파트너십과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6개월까지 주둔할
것입니다. 이로써 해당 국가에서 협력하며 그곳에
필요한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에게서 배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도 다른 나라가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맹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에 주둔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은 옵션이 필요합니다.
여단 이하급 페스웨이스 부대가 배치되어 있으면
국제 날짜 변경선 서쪽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든 가까운 곳에 옵션을
갖게 됩니다. 이는 정말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써
지금도 혁신을 거듭하고 있으며, 우리 국방 전략의
핵심인 주요 파트너, 동맹을 구축할 것입니다.
IPD FORUM

45

"미래의 협력 방식을 꼽으라면 단연 다자간 협력을
들 수 있습니다."
– 로버트 B 브라운 대장

2018년 12월 야마
사쿠라 75 중 일본
홋카이도 캠프 히가시
치토세에서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 로버트 B
브라운 대장(중앙)과 일본
북부 방면대 사령관 마사토
타우라(Masato Taura)
중장이 만나고 있다.
레베카 L 플로토(REBECCA L. FLOTO)
병장 에리카 얼(ERICA EARL)
병장/미국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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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미국은 미래 파트너십에 인도를
포함시키기 위해 더욱 의도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지역 내 인도의 역할 변화와
미국과 인도의 파트너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라운: 미국은 전 세계에 일곱 개 동맹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다섯은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오스트레일리아로 태평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맹이 중요하지만
파트너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도
그렇습니다. 미국과 인도의 관계는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꾼 이유 중 하나는 이 지역에
인도의 영향력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은 종종 인도양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5개년
계획을 활용하여 훈련 복잡성을 높이고
인도와의 협력을 늘렸습니다. 인도는 앞으로
오랫동안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주역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협력 방식을 꼽으라면
단연 다자간 협력을 들 수 있습니다. 동맹과

파트너가 있어 좋은 점 중 하나는 대여섯
나라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나라가 하나일 때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모든 나라에 이익이
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포럼: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과
초경쟁을 벌이면서 미국이 다자간 관계를
확대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브라운: 저는 하급 장교부터 현재 위치에
오르기까지, 모든 직급을 거치고 다양한
임무를 담당하며 30년 이상 태평양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0단계라고
부르던 것이 오래 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많은 영역에서 끊임없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경쟁은 물론이고,
안보에도 경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초경쟁이라 부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핵심은 동맹과 파트너입니다.
미국의 일곱 개 동맹 중 다섯 개는 태평양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미국은 파트너와
우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참여하는 나라가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이는 이미 재해 대응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그랬지요, 전 세계와 유엔이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말했으니까요. 미래는 다자 및
다국적 활동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도움을 주는
파트너와 우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세계 최대의 경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규칙 기반 질서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에 바탕을 두고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지역의 이러한 성공은
소수의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o

2019년 3월 파트너
상호운용성, 역량, 관계를
구축하는 연례 훈련인
살라크닙 훈련 중 필리핀군
대원(왼쪽)과 론 맥비(Ron
McVey) 중사가 통신
장비를 작동 중이다.
데이빗 N 벡스트롬(DAVID N. BECKSTROM)
하사 코디 존스(COD JONES) 하사/미국 육군
미국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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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일러스트레이션

48

IPD FORUM

우주

쓰레기

궤도 파편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협력
더 워치 스태프

2

007년 중국은 지상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고장난 기상 위성을
의도적으로 파괴함으로써 대위성 역량을
시험했다. 이 시험으로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파편이
3300개 이상 생성됐다. 유럽우주국에
따르면 이 파편 중 하나와 충돌하더라도 지구 궤도를 도는
평균 위성은 물론 국제우주정거장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다.
미사일 시험으로 1센티미터 크기의 파편도 20만 개
이상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파편은 우주선을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거나 국제우주정거장 보호막을 관통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페인트 조각 같은 1밀리미터 크기의
입자와 충돌하더라도 위성 서브시스템이 파괴될 수 있다.
궤도를 시간당 2만 470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1979년 텍사스주 휴스턴 존슨 우주 센터에 설립된
미국항공우주국 궤도 파편 프로그램의 최고 과학자
니콜라스 존슨(Nicholas Johnson)은 "이런 잔해는 약
400 ~ 2000킬로미터의 저궤도에서 활동하는 우주선의
임무를 심각하게 교란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시험 후 그는 space.com과 인터뷰에서
"이번 위성 파괴는 50년의 우주 활동 역사 중 파편이 가장
많이 그리고 심각하게 발생한 사례다"고 말했다.

2년 후 코스모스 2251호로 알려진 작동 불능 상태의
950킬로그램 러시아 위성이 작동 중인 미국의 이리듐
상업 위성과 충돌하고 파괴시키며 또 다시 2000개의
대형 파편과 10만 개 이상의 소형 파편을 만들었다. 이 두
사건으로 지구 저궤도의 파편량이 60퍼센트 증가했으며
추가 발생한 파편의 3분의 1 이상이 20년 이상 궤도에 남아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궤도 파편으로 인한 위성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계속 커졌고 지금도 커지고 있다.
유럽우주국은 지구 궤도에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우주
쓰레기가 3만 4000개, 1~10센티미터 쓰레기가 90만 개,
1밀리미터 ~ 1센티미터 쓰레기가 1억 2800만 개 있다고
추정한다. 이들의 총 무게는 8400톤 이상으로서 이는
에펠탑의 금속 구조물 질량보다 큰 수치다. 여기에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지만 궤도를 돌고 있는 2900개 이상의
위성도 포함되어 있다.
이 위협을 줄이기 위해 미국 전략 사령부가 이끄는 미국
우주 감시 네트워크(SSN)는 파트너로 이루어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우주 물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추적하고, 공유한다. SSN을 위해 우주 쓰레기를 추적하는
미국 공군 제18 우주 통제 편대의 우주 지휘관 다이애나
맥키속(Diana McKissock)에 따르면 SSN은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위성, 센서, 광학 망원경, 레이더 시스템,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궤도 상에서 대략 소프트볼 이상
크기의 인공 물체 2만 5000개 이상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잠재적 충돌을 전 세계 운영자에게 경고한다.
맥키속은 더 워치와 인터뷰에서 일례로 2018년 미국
공군이 작동 중인 위성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94만
2143건과 잠재적인 비상 상황 6469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운영자들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매주 약 두 차례
위성을 재배치한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대표적인 우주
위험에는 작동을 멈춘 중국의 텐궁 1호 우주 정거장이
2018년 4월 2일 통제 불능 상태로 지구에 충돌하며 지상
주민을 위협하다 불에 타 소멸한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파편은
하와이 남쪽 약 4000킬로미터 지점의 태평양에 떨어졌다.
혼잡한 궤도
특히 우주 접근이 쉬워지고 우주 야심이 커짐에 따라 우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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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주정거장
비행 통제사는
정기적으로
회피 기동을
실시하여 우주
쓰레기를 피한다.
이 이미지에서
우주 정거장 아래
지구 도시 야경과
대기 가장 자리의
녹색으로 빛나는
오로라가 보인다.
NASA

혼잡해지면서 우주 임무에서 유발되고 발생된 인공 파편
관리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비영리
과학 협회로서 수치를 집계하는 '걱정하는 과학자 모임'에
따르면 현재 60개 정부가 2060개 이상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12개 국가와 1개 관리 기관이 발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년 평균적으로 50킬로그램 이상의 위성
300개가 발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궤도 상의 위성 수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항공우주공사가 발표한 2018
년 정책서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내에, 궤도를 도는 위성의
수가 10배 증가하여 1만 6000개에 도달할 것이며 이에 따라
경고 횟수도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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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기반 시스템은 우주 역량을 보유한 국가에 군사
및 상업 부문의 기술, 전술, 경제적 이점을 부여한다.
위성은 전장과 그 너머 지역에 대한 항법, 정밀 조준, 드론
운영, 통신, 실시간 상황 인식을 강화한다. 스페이스엑스와
원웹 같은 일부 민간 기업은 소형 위성 수천 개를 발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위성에 대한 세계의 의존도가 늘어감에
따라 협력 강화와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2018년 4월 미국 전략 사령부 계획 및 정책
단장 니나 M 아르마그노(Nina M. Armagno) 미국 공군
소장은 "전 세계의 우주 역량이 증가하고 이런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우주 안보, 안전, 지속

"우주 영역은
함께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세계
자원이다"
니나 M 아르마그노 미국 공군 소장

위협 관리

여

러 국가들은 궤도에서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개
발하기 위해 협력하며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다양한 시스템
을 시험하고 있다. 서리대학교 서리우주센터 소장 굴리엘모

아글리에티(Guglielmo Aglietti)가 이끄는 연구 컨소시엄은 우주 쓰레
기를 묶거나, 작살로 맞추거나, 그물로 잡아서 지상 약 200킬로미터 상공
으로 가져가,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시켜 소각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2018년 6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일본 실험 모듈의 로봇 팔이 이러한 실
험을 주도하는 리무브디브리 위성을 배치하여 일련의 시험을 시작했다.
리무브디브리 위성에 탑재된 3대 핵심 기술을 개발한 에어버스

스페이스 시스템스 사장 니콜라스 차무시(Nicholas Charmussy)는
"수년 동안 혁신적인 능동 파편 제거 시스템을 개발하여 나날이 커지는
우주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
의 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
이다"고 말했다.
다양한 우주 탐사 국가의 우주 과학자들도 모든 크기의 우주 쓰레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주 영역은 함께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세계 자원이다"
국제 협력
전 세계 국가들은 모니터링 역량은 물론 우주
쓰레기 관리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협력 중이다. 미국 전략 사령부는 우주에서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14개 국가와
2개 정부 간 기관을 비롯한 89개 조직과
데이터 공유를 위한 우주상황인식 협정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한국,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영국은 물론 유럽우주국,
유럽기상위성개발기구가 포함된다.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1957년부터 우주
쓰레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미국 전략
사령부도 65개 이상의 상업 위성 회사와

기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일본 연구원들이 처음으로 작은 레이저를 집중하여 빔으로 만들
고 국제우주정거장의 일본 모듈이나 위성에 탑재하여 파편에 발사하자고
제안했다. 중국 산시성 시안 공군공과대학교 연구원들은 위성 장착 레이
저를 사용하여 폭 10센티미터 이하의 조각을 포함한 궤도 파편을 파괴하
자고 제안했다. 중국은 국제 광학 및 전자 광학 학술지 옵틱의 2018년
2월호 기사에 이 방법을 발표했다.
한편 라이브 사이언스 웹사이트는 2018년 6월, 러시아 우주국의 연
구 개발 부서인 정밀 기기 시스템이 궤도 내 우주 쓰레기를 추적하여 깨
끗이 파괴할 수 있는 3미터 광학 망원경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래 위험 완화
앞으로 우주가 더욱 혼잡해지면서 케슬러 효과로 인해 우주 쓰레기는 더
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1978년 제기된 케슬러 효과는 우주 내
물체의 밀도가 증가하면서 이들 사이의 충돌 가능성도 증가한다고 주장
한다. 혼잡한 궤도에서 케슬러 증후군이 일어나면 하나의 충돌이 연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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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을 일으켜 우주 쓰레기의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지구의 위성 궤도가 완전히 폐쇄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주 과학자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숫자로 보는
우주 쓰레기

생각하고,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수십 년 후에야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
한다. 미국 공군 첨단 우주 작전 학교에서 가르치는 궤도 기계 엔지니어

1957년 우주 시대 시작 후 로켓

제스 고스너(Jesse Gossner)는 비즈니스 인사이더 웹사이트와 인터뷰

발사 횟수:

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다. 또 똑똑하게 문제

약 5450회 (실패 제외)

를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지 조만간 감당할 수 없
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고스너와 다른 전문가들은 잠재적 충돌을 발견하고, 추적하고, 관
련 당사자에게 경고하는 것이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파편 관리법이
라고 생각한다. 고스너는 "경계하고 가동 중인 위성을 제어하여 충돌을
피하는 것이다"라며 "단지 위성뿐만 아니라 충돌 시 위성에서 발생하는
파편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다"라고 말했다. 일부 우주 과학자

지구 궤도에 배치된
인공 위성 개수:
약 8950개
현재 우주의 인공 위성
개수:
약 5000개

들은 현재로서는 추적할 수 없는 작은 입자가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

현재 가동 중인 인공 위성 개수:

다고 주장한다.

2060개 이상

우주 야망과 의존성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우주 쓰레기가 국제 사회
에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2016년 1월 당시 신미국안보센터

우주 감시 네트워크가 추적한

의 선임 펠러우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는 더 워싱턴 포스트 신

파편 개수:

문과 인터뷰에서 "우주는 취약한 영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위험과 위협을
완화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콜비는 현재 미국 국방부 방
위 전략 및 군 개발 담당 차관보다.
도널드 J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창설을 발표한 새로운 미국 우주군이 이 문제를 담당할 것이다. 트럼프

약 2만

5000개

연간 추정
파손, 폭발, 충돌 또는 이상
건수:

500건 이상

대통령은 또한 우주상황인식 책임의 일부를 미국 상무부에 맡겼다. 현재
미국 전략 사령부를 이끌고 있는 존 하이텐(John Hyten) 대장은 2018
년 6월 22일 하원 군사 위원회에서 새로운 우주 사령부가 어떻게 구성되
든 국방부 내 우주상황인식은 앞으로도 국가 안보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지구 궤도 내
우주 물체의 총 질량:

8400톤 이상

말했다. "이러한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보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우샘프턴대학교
우주 항행학 연구소 소장 휴 루이스(Hugh Lewis) 박사는 2017년 4월

UK 와이어드와 인터뷰에서 "매일 우리는 인공 위성이 제공하는 서비스
를 사용하고 그에 의지하고 있지만 위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는 모른다"며
"단지 오늘이나 내일 우주 쓰레기가 위성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다
는 것이 아니다. 현세대의 행동이 우주에서 활동하고 살아갈 미래 세대의
꿈과 야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유럽 우주국,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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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리무브디브리 위성이
발사됐다.

에어버스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맥키속은 더 워치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 누구나
우리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전략 사령부의 우주상황인식 공유 프로그램은
위성 수명 기간 동안 충돌 경고 정보를 제공한다.
종합 우주 운영 센터는 외국 및 민간 운영자에게 발사
전 정보를 제공하여 우주 물체와 발사체 및 저궤도
페이로드의 충돌을 방지한다. 프로그램은 위성 재진입
평가도 실시하며 2013년 2월 지구와 정지 위성 사이에
폭 45미터 소행성 2012DA14가 통과했을 때처럼 소행성
위협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SSN은 지구 위 628킬로미터 궤도를 이동하는
우주 기반 우주 감시 위성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이 운영하는 센서는 물론 미국
국방고등연구기획국이 개발한 우주 감시 망원경을
포함한다. 최대 고도 3만 5400킬로미터까지 정지
궤도에서 희미한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우주 감시
망원경은 남반구의 발사 감시 및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뉴멕시코로 이동 중이다. 더불어
미국은 C대역 레이더를 업그레이드하고 최근에는
이 레이더를 카리브해 안티구아 에어 스테이션에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엑스머스의 해군 통신
스테이션 해롤드 E 홀트로 옮겼다. 레이더는 2019년
가동 예정이다.
SSN은 스페이스 펜스 시스템 레이더도 포함하며 이
레이더는 2세대 우주 감시 시스템으로서 지구 저궤도의
인공 위성과 우주 쓰레기를 추적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마셜제도 콰잘라인 환초에는
처음으로 대형 S대역 레이더 및 시설이 건설 중이다. 이
시설은 2019년 가동 예정이며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또 다른 레이더가 설치될 수도 있다. 강화된 역량으로
잠재적 우주 쓰레기 충돌을 더 빨리 경고하고 최소 지름
4센티미터까지 물체를 포함한 최대 20만 개의 물체를
추적하고 분류할 수 있게 된다.
1993년 국제 우주 사회도 국제우주잔해물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우주 내 인공 및 자연 파편 문제와 관련된
전 세계 활동을 조율할 국제 정부 포럼 역할을 맡겼다.
국제우주잔해물조정위원회는 우주 쓰레기 전문가와 캐나다
우주국, 중국 국립우주국, 유럽 우주국, 인도 우주국,
일본 항공우주탐사국, 한국 항공우주연구소, NASA를
비롯한 13개 우주 기관의 기타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 전략 사령부도 국제우주잔해물조정위원회의 노력과
유엔우주업무사무국 및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평화로운 우주 사용 위원회가 조직한 노력을
지원한다.
여러 국가들이 우주 쓰레기 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은 2019년까지 자위대 내에
우주 모니터링 부대를 추가할 것이다. 더 저팬 타임스
신문은 "우주 모니터링 부대는 처음에는 지구 궤도에
떠다니는 위험한 파편을 모니터링하고 우주 쓰레기와
위성의 충돌을 방지하는 임무를 담당할 것이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새로운 부대가 확보한
정보를 미국군과 공유하여 우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o
더 워치는 미국 북부 사령부가 발행하는 잡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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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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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국가
남라타 고스와미(NAMRATA GOSWAMI) 박사

테러 단체의 숨겨진
진실과 그들이
노리는 취약 지역
공개

테

러, 반란, 정보전에 대한 문헌에
따르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테러리스트와
반군은 일반적으로 대중 지원,
정당성, 이념, 현지 불만에 활동의 기반을
둔다.
이것은 무슬림의 불만을 강조하여 폭력
사용을 정당화한 알 카에다와 이슬람 국가
같은 테러 단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소외
집단을 대표하고 소외 집단의 구원과 존엄을
위해 싸운다고 주장한다.
무슬림 대부분은 무슬림을 대표한다는
이러한 종말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단체를
거부하지만 여기에 취약한 것으로 증명된
대상이 있다. 핵심은 이러한 유형의 폭력을
지지하는 소수 집단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조용하고 "일반적으로 중립적인" 다수와

그러한 소수 집단을 연결하여 테러 단체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특히 테러 단체가 기반을
확보한 곳에서 가시적으로 테러 단체와 그들의
활동에 반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를 위해 대테러군의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 분쟁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동기가 있고 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이슬람
국가 같은 테러 단체의 주요 목표는 국가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무질서를 조장하고,
단기적으로 대상에 대한 통제를 확립하여
자신만의 국가 구조를 수립한다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슬람 국가는 대상을
강압하고, 설득하고, 위협하는 전략으로
정치적 목적을 추진한다. 이슬람 국가는
유사 정부를 운영하고, 존재감을 가시적으로
방송하고, 지지하지 않을 경우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대상을 무력으로 위협하여
운영된다.
이슬람 국가는 종말을 표현한 유명 이슬람
문헌으로 활동을 구성하고 메시아나 마흐디가
재림할 공간으로서 칼리페이트 이념을
묘사했다. 이를 위해 이슬람 국가는 시리아의
다비크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마을을
점령했으며, 종말론적 문헌에 따라 여기서
"서방 십자군"이 패배할 것이라고 선전했다.
2014년 이슬람 국가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영토를 재빨리 차지하고, 비밀스러운 조직
IPD FORUM

55

구조를 유지하고, 샤리아 기반의 국가 및 칼리페이트를
수립하겠다는 목표를 표방한 것은 영토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테러 단체, 즉 전술과 외국인 참수 영상을 비롯한
가시적인 폭력 시연 면에서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Abu
Musab al-Zarqawi)가 이끄는 이라크의 알 카에다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은 테러 단체의 출발을 의미했다. 이슬람
국가는 수백만 명에게 동영상과 연설을 스트리밍하는 정치
선전 전략을 개발했다.
장기적으로 서방을 노렸던 알 카에다와 달리 이슬람
국가는 단기적으로 시아파와 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해석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노렸다. 더불어 알자지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설과 동영상을 방송했던 알 카에다와
달리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영상, 단편 다큐멘터리, 오디오를 자체 제작한 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동영상과 이미지를 전파했다.
이슬람 국가는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무슬림에게
접근했다. 특히 서방 무슬림을 "먼 나라에서 선택된 소수"
라고 부르고 영국이나 캐나다 무슬림을 영리하게 사용하여
칼리페이트에서 삶을 정상적이고, 풍요로우며, 종교적인
천국으로 묘사했다. 한 동영상에서 캐나다 이슬람 국가
회원은 캐나다에서 정상적인 삶을 즐기고,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삶을 즐기고 있던 중에 노트북을 통해 참된 무슬림의
종교적 의무인 칼리페이트의 부름을 받았음을 설명한다.
캐나다 또는 영국 영어를 사용하는 이러한 동영상은
서방의 취약한 무슬림 청년을 노린다. 주로 16~35세
연령대의 여러 청년이 영향을 받고 칼리페이트로 향했다.
이슬람 국가는 종파주의, 종말론적 내러티브, 칼리프, 즉
최고 통치자에 대한 갈망, 아랍어 사용자를 넘어서 정치
선전을 전파하기 위한 관심을 통합하여 담론을 구축한다.
이슬람 국가 잡지, 동영상, 오디오 방송은 여러 언어로
제작되어 접근성이 높다.
세련된 디자인은 인터넷에 익숙한 밀레니엄 세대의
감각을 충족시킨다. 이슬람 국가 지도부 대부분은 수니파
불만의 중심지인 이라크 출신이며 사담 후세인 시대의
장교들을 대령 이상의 간부로 두고 있다. 이는 이 장교들이
수년 간 사담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면서 확보한 군사
훈련, 생존 전술, 현지 네트워크 경험을 이슬람 국가가
활용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도취적인 종교성에 예언자,
소셜 미디어 캠페인, 쿠란 암송, 혈통, 민족, 군사 문화가
융합된 이슬람 국가는 시리아와 이라크에 진출하자마자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이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처럼 중동에서 또 다른 정권
교체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데 집중하면서 시리아 내전은
이슬람 국가에 도움만 주었다.
더불어 알 카에다는 다양한 영토에 하위 단체를
수립했지만 칼리페이트(이슬람 정치 종교 지도자 칼리프가
통치하는 체제)를 세우지 않았다. 반면 이슬람 국가는
칼리페이트를 세운 후 영토가 표시된 지도를 배포했으며
여기에는 주둔과 영역을 확대할 지역으로 방글라데시,
버마, 인도, 인도네시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
이슬람 국가는 역사적으로 이슬람의 황금기로 여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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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산 이념을 사용했다. 이 믿음은 수난 아티르미디의
하디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호라산에서
검은 깃발이 일어나 이슬람에서 깊은 종교적 의미를
가진 메카와 예루살렘으로 퍼진다. 이슬람 국가는 진정한
신도와 불신자 사이에 최종 전투(가자와에힌드)가
인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한다
BBC 보도에 따르면 2019년 3월 중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전사들은 이슬람 국가가 시리아에서 관리하던
마지막 영토를 잃으며 "이들이 2014년 선포한 '칼리페이트'
가 공식적으로 폐망했다"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 이슬람 국가 시위에서 한 무슬림 여성이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풀어주고 있다. 배너에는 플래카드 내용: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기자 살해를 중단하라." AP 통신

하지만 이슬람 국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확장한 후
호라산 지방을 통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침투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것은 "유지 및 확장" 목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명시된 목표
이슬람 국가는 물리적으로 방글라데시, 버마, 인도,
인도네시아로 확산하려 한다. 최근 세속적인 블로거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이슬람국가의 폭력적인 공격이
보고됐으며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한 공격의 배후로
이슬람 국가가 지명됐다. 이슬람 국가는 "벵갈에서 지하드
부활" 선언에 방글라데시를 명시하고 방글라데시를
거점으로 버마와 인도로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와미 연맹 정부의 제마 이슬라미야에 대한 형사 조사를
두고 아와미 연맹과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사이에 정치적
분열이 증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방글라데시에서 불관용이
커지면서 분열과 증오의 위험한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샤리아를 수립하려는 이슬라미 차트라
시브르 같은 조직은 세속적인 블로거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글라데시 헌법 원칙에
세속주의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교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방글라데시
인도 아대륙의 이슬람 국가와 알 카에다는 모두

2018년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대테러 부대 제88 특수 파견대 대원들이 급진적인 성직자이자
이슬람 국가 모집책인 아만 압두라만(Aman Abdurrahman)을 법원으로 호송하고 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섯
차례 치명적인 공격을 선동한 혐의로 2018년 6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AP 통신

방글라데시로 진출하여 방글라데시의 분열을 이용하려
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영토 내 이슬람 국가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며 폭력 사태의 증가는 현지의 테러 단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은 국가
지배력이 약해 이슬람 국가가 발원할 기반이 될 수 있다.
취약 지역으로는 로힝야족 난민 캠프와 콕스 바자르가
있으며 이 지역은 버마, 라오스, 태국 국경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과 가까워 불법 소형 무기 공장은 물론 불법
소형 무기의 유통 통로로 악명이 높다.
미국과 방글라데시는 2016년 합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슬람 국가와 알 카에다에 의한 공통 위협을 확인했다.
방글라데시는 미국 대테러 파트너십 펀드에도 참여하고
있다. 미국 특수전 사령부와 방글라데시는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협력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슬람 국가가
이념을 공유하고 대원을 모집하는 데 바이버, 위챗,
왓츠앱 같은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관련성이 있다.
방글라데시에는 이러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숙련된 규제 시스템이 부족하다. 하지만 국제
파트너십이 이러한 역량을 확대할 수 있다.
버마
버마에서는 대다수 불교 인구에 비해 소수인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다. 로힝야족 무슬림은 버마에서 수
세대가 살았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폭력

사태로 대부분은 이웃국가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민족동맹이
로힝야족에 대표성을 주지 못하자 로힝야족은 발언권을
잃고 말았다. 무슬림이 민주주의민족동맹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난하는 가운데 아신 위라투(Asin
Wirathu) 같은 불교 승려에 의해 반무슬림 정서가
커지고 있다. 이슬람 국가와 알 카에다는 모두 로힝야족
사태를 목격하고 이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로힝야족 무슬림에는 로힝야족을 위해 싸운다는
하라카 알야킨과 로힝야 연대 기구 같은 무장 단체가
있다. 하라카 알야킨이 타트마다우와 국경경비경찰를
공격하자 반군 소탕 작전이 일어났으며 여기서 대규모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
로힝야족 무슬림이 이슬람 국가의 정치 선전과 대원
모집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아라칸 로힝야
연합의 사무 총장 와카르 우딘(Wakar Udin)은 이러한
견해를 강력히 부인하며 로힝야족 사태를 이슬람 국가와
연결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인도주의적 위기에서
국제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적인 시도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로힝야족 무슬림은 온건한 수니파를 따르며
수피즘을 실천한다. 이슬람 국가의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슬람은 거의 매력을 갖지 못한다. 더불어 이슬람
국가가 진출하려는 버마 지역은 와스와 카친스 같은
강력한 무장 반군이 있다. 이들은 이슬람 국가 존재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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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2016년 12월 말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방글라데시 경찰들이 반군 용의자가 숨어 있는 건물을 차단한 후 경계하고 있다. 오른쪽:2018년 5월 수라바야
교회에 이슬람 국가에서 영감을 받은 테러 공격이 일어난 후 인도네시아의 제88 특수 파견대 대원이 폐허 옆을 지나고 있다.

인도
이슬람 국가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먼저 기지를
세운 후 인도에 대해 소모 전략을 채택하여 이들 국가를
통해 인도 영토를 차지하려 한다. 또한 이슬람 국가는 인도
무자히딘, 안사르 우트타우히드 피 빌라드 알힌드, 주누드
알 칼리파에힌드 같은 인도 테러 단체와 협력하길 바란다.
이슬람 국가는 2002년 구자라트 폭동, 카슈미르 문제, 힌두가
다수인 인도에서 무슬림 처우를 이유로 들어 인도로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슬람 국가는 인도 무슬림이 힌두교도
(쿠파)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을 조롱하고 인도에 테러
공격을 일으키라고 부추기려 한다. 2016년 5월 동영상에서
이슬람 국가는 아삼, 카슈미르, 구자라트의 무슬림을 위해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이슬람 국가는 극단적인 전술에 맞서는
인도 무슬림 성직자들을 조롱하고 불신자로 지정했다. 2017년
3월 이슬람 국가는 열차에 폭탄을 터트리며 인도에 첫 테러
공격을 감행하여 승객 10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인도에는
이슬람 국가의 어필을 제한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즉
인도에는 대의 정치 구조가 있고, 사회 조직의 다양성이 여러
문화를 통합하고 사회적 화합을 이루고, 영향력 있는 무슬림
울레마(학자)가 이슬람 국가에 반대하는 파트와(법령)를
발행하고, 대테러 기관과 특수 부대 조직이 협력하여 테러를
제한하고 있다. 인도의 2대 취약 영역은 국가 지배력이 약한
지역과 힌두 민족주의가 부상하는 지역이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와의 전투를 이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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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본다. 즉 그들 사이의 대립은 온건파 이슬람과
급진적인 이슬람 사이의 전투로 온건한 수니파 이슬람이
이슬람 국가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국가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 한다.
바크룸시아 멘너 우스만(Bachrumsyah Mennor Usman),
바룬 나임(Bahrun Naim), 지지 데와(Gigih Dewa)
같은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했다. 바크룸시아는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Abu Bakr al-Baghdadi)가 카티바 누산타라라
불리는 이슬람 국가 동남아시아 대대의 지도자로
임명했다. 하지만 제마 이슬라미야를 비롯한 주요
인도네시아 테러 단체는 이슬람 국가를 라이벌로 본다.
더욱이 나흐들라툴 울라마와 인도네시아 종교 학자
협의회 같은 인도네시아 시민 사회 단체들은 이슬람
국가 이념을 거부하고, 대신 다원주의, 관용, 사회경제적
개발에 기반하여 이슬람을 전파한다. 인도네시아 정치
제도는 민주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무슬림도
잘 대표되고 있다. 압두라만 와히드(Abdurrahman Wahid)
같은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평화로운 공존의 판차실라
원칙에 따라 국가 다양성을 수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88 특수 파견대 같은 대테러 특수 부대는 이슬람
국가로부터 영감을 받은 계획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 부대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지원 아래 훈련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이슬람 국가가 사이버 전장에서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가장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로이터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이버 영역에서 이슬람 국가의
메시지에 끈질기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이슬람 국가가 칼리페이트를 선포한 곳에서
패배한다면 수천 명의 외국인 대원들을 이슬람 국가로
이끈 무적의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중동 내 미국의 지역 파트너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역 언어로 대상 집단에 보내야 한다. 강경한 이슬람
국가 전사에 대한 직접 작전을 지능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누가 강경파이며 누가 기회주의적인 애국자인지
구분해야 한다.
이슬람 국가 동조자의 계정을 해킹하면 효과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의
역할은 대부분 이슬람의 성별 역할에 따라 묘사되고
개인적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는 등 매우
과장되어 있다. 많은 경우 여성들은 남성과 같은 이유,
즉 이슬람 국가의 이념적 교리에 동의하고, 정체성을
공유하고, 인지되거나 실제하는 동료 이슬람에 대한
차별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에 가입한다.
대응 전략 추천
현재 이슬람 국가는 사이버라는 공간을 통해 알
카에다처럼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의
위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이슬람 국가 기지를 제거하여 지역 거부 전략을
활성화는 지상군 노력이 필요하다. 이슬람 국가의
핵심 어필은 영토와 칼리페이트이기 때문에 이들을
거부하면 이슬람 국가의 어필이 상당히 감소한다.
이러한 지역 거부 전략은 동시 군사 대응과 민간 통치
강화로 구성되어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이 모두

적절히 대표된다고 믿는 국가 구조를 수립해야 한다.
최근 이슬람 국가가 국제 연합군에 영토를 잃은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측면은 특히 중요하다.
약해진 테러 단체는 활동을 중단하고, 민간인 사이에
스며들고, 나중에 재집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국
특수전 사령부는 파트너국과 함께 파트너국이 통치 역량을
강화하게 도와야 한다.
둘째, 이슬람 국가의 쿠란을 이용한 이슬람 해석을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와 인도 무슬림
장로들은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며 특히
이슬람 국가 소셜 미디어 전략에 대응하는 데 사회적인
영향을 발휘했다. 이것은 미국 특수전 사령부와 파트너
국가 협력의 일환으로 양자 또는 다자간 포럼을 통해 "
메신저 대응" 전략에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이슬람 국가의 내부 분열을 널리 알리고 이슬람
국가가 통치할 때 어떠한 열악한 상황이 도래하는지를
알려야 한다. 이른바 낙원에 대한 현실을 공개해야 한다.
여기서 이슬람 국가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의 이야기가 미국 특수전 사령부가 진행하는
캠페인보다 더 신뢰성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슬람 국가에 대한 대테러 노력을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한다. 이슬람 국가를 물리치기 위한
전투는 복잡한 목적과 이에 대응하는 세력의 균열로 인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일례로 터키군과 쿠르드족
페시메르가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러시아는 이슬람
국가와 싸운 시리아 반군을 공격했고, 반군 캠프 내에
분열과 허위 정보가 많았다. 전장은 복잡하다. 그러므로
협력 강화가 앞으로 대테러 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이슬람 국가가 미래 작전 지역으로 명시한 국가와
함께 진행하는 합동 훈련, 정보 평가, 전략 계획을 포함한
대테러 협력이 이슬람 국가가 기존 테러 네트워크에
개발한 역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특수전 사령부는 전 세계에 테러를 확산시키려는
이슬람 국가의 시도를 분석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테러 및 대반군 영역에서 이라크 및 시리아
칼리페이트 외부의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의 비슷한 노력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구축하는 데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슬람 국가도 서방에서 동일한 전략을 사용한다. 여기서
이슬람 국가는 인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서방 국민들을
칼리페이트에 가입하게 만든 후 이슬람 국가의 이름으로
그들의 출신국에서 테러를 저지르게 만든다. 이슬람
국가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영토를 잃을수록 이러한
유형의 비국가 전략을 신속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조만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 o
본 기사는 포럼이 《이슬람 국가 2.0: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기회 및 취약성》에서 발췌했다. 이 저서는
남라타 고스와미가 로버트 A 노턴(Robert A. Norton)과 그렉 S 위버(Greg S. Weaver)의 도움을 받아
집필했으며, 본 기사는 합동특전대학교 출판부가 2018년 보고서 18-6에 처음 발표한 것을 FORUM이 본
문서의 양식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자세한 정보: https://jsou.libguides.com/jsou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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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눈

다토 림 족 호이(DATO LIM JOCK HOI)

적십자가 재해 취약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

세안 지역 내 과제와 인도주의적 활동을

2018년 한 해에는 총 424건의 재해가 보고됐습니다.

논하는 아세안 국제적십자위원회

이 중에서 아세안은 23건에 대응했으며 이는 아세안

플랫폼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도주의적 지원 조율 센터(AHA 센터)가 출범한 후

이 이벤트는 아세안이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가장 많은 재해 대응 건수입니다. 더불어 아세안 인구

기여와 이 지역에서 위원회가 맡고 있는 독특한

구조가 변하면서 재해에 따른 경제 손실과 사망자

역할을 더 자세히 알아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쓰나미와 태풍 같은 자연 재해,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아세안 지역에서 자연 및
인공 재해 후 주민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제공된 지원을
기념하고 지역 내 실무자, 정책 결정자, 싱크 탱크
사이에 생산적인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첫 번째
이벤트를 국제적십자위원회와 협력하여 주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본 이벤트의 주제 "아세안 내 과제 및 인도주의적
활동"에 따라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고 지역 내 재해
대응을 위해 아세안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갖게
되어 다행입니다.
아세안은 최근 인도주의 분야에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첫째, 아세안 지역은 세계에서 재해가
가장 발생하기 쉬운 지역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기상
이변의 빈도와 강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아세안의 총 재해 건수는 118건이었지만 이에 비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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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의 다토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이 브뤼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2017년 8월 버마 적십자
대원들이 분쟁을 피해
도망친 노인을 라킨주
시트웨에 비행기로 이송
후 옮기고 있다.
AFP/GETTY IMAGES

“

아세안은 영향을 받은 회원국에 가장 먼저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아세안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피해국이 신속히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먼 곳의 파트너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피해국과 서로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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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브루나이의
다토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이 과제와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아세안 국제적십자위원회
플랫폼의 참가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댐 붕괴나 폐기장 화재 등의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아세안은

2차 영향, 늦은 가뭄과 홍수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피해국이 신속히 지원을

비롯한 기후 변화 영향으로

제공할 수 없는 먼 곳의 파트너에게 도움을 청하기

인해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할

전에 피해국과 서로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사람 중심이라는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ASEAN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 대응과

복지, 안전, 안보, 사회 및 경제적 건전성 등 아세안

인도주의적 지원은 여전히

국민의 필요를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아세안의 기본 과제 중
하나입니다.
둘째, 2018년 아세안 지도자들은 아세안

재해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현지 맥락을
고려하고, 각 필요에 맞춰 노력을 현지화하고,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AHA 센터에 버마 라킨주의

영향을 받은 국가의 바람을 존중해 다양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비상 상황에 대응하도록 지시하여

인도주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도주의적 대응 분야에서 아세안의 활동 범위를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이번 대화의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아세안 비상 대응 평가팀이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에 낙관적으로 대처할

배치되어 버마 정부에 대한 아세안의 지원 분야를

것을 촉구합니다. 아세안은 재해 관리에 대한

파악하고 송환 절차를 촉진했습니다.

아세안 장관 회의, 오늘 일부 회원이 참석한아세안

이러한 최근 상황에 따라 아세안은 앞으로

재해 관리 위원회, 재해 관리 및 비상 대응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응 전략을 신속히 성숙시켜, 특히

아세안 협정(AADMER), 재해 관리에 대한 아세안

분쟁과 보안이 관련된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

비전 2025, 원 아세안 원 대응 메커니즘 같은 재해

영향받은 회원국의 필요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응 기구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아세안은 영향을 받은 회원국에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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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활동에 여러 부문이 교차하는 특성이

있으며 효과적인 재해 대응 전략을 위해 특히

경우 유엔도 접근할 수 없는 재해 지역에 접근할

전략적 차원에서 다른 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수 있는 전략적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2017년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의장 아래 아세안은 적십자 및 적신월사와

여기에는 조율, 모니터링, 정책 개발은 물론

참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해 시 최초

정신 건강 같은 새로운 문제 해결이 포함될 수

대응 단체로서 이들의 활동과 기여, 현지 당국

있습니다. 따라서 아세안은 인도주의적 지원 및

및 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인정했습니다. 2018

재해 구호에 대한 합동 태스크 포스와 민군 협력을

년 말 유엔총회에서 별도로 저와 만남을 가진

위한 기술 실무 그룹 같은 부문 간 협력을 위한

피터 마우러(Peter Maurer) 국제적십자위원회

메커니즘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

총재는 아세안과 관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협력 기관이자 AADMER의 엔진으로서 AHA

재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아세안 지역에 대한

센터는 지역 내 모든 대형 재해에 대응할 준비를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협력,

갖추고 있습니다.

기여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메커니즘은 지역 내 재해에

아세안 인도주의적 지원 조정자로서 저는

대한 아세안의 협력 및 종합 대응을 위한

아세안의 관점을 공유하고 아세안의 전반적인

기반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재해 대응 인식이 개선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어

실질적이고 유연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쁩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및 현지 대응에 대한

인정하고 이미 마련된 기존 메커니즘의 극대화에

국제 대응의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이제 지역

더욱 주력해야 합니다.

조직은 교육, 인식, 국가재해관리기구의 역량

“

그러나 조기 경보, 준비, 대응 또는 복구

구축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와 적신월사는 아세안의 독특한
파트너로서 다른 비정부 기구나 일부 경우
유엔도 접근할 수 없는 재해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중 어떠한 단계에 있든, 정부는 재해 관리 및

”

또한 저는 파트너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인도주의적 지원 사이클에서 단독으로 활동할 수

아세안의 대응 메커니즘을 더욱 개선할 수 있기를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 결정자, 산업 주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계, 시민 사회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개회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아세안

강력한 조정 메커니즘을 향해 "아세안 방식"

사회문화공동체 사무총장 쿵 포악(Kung Phoak)과

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부 기구

국제적십자위원회 인도네시아 및 동티모르 지부장

컨소시엄인 AADMER 파트너십 그룹은 자원과

알렉산더 페이트(Alexandre Faite)에게 아세안

지식을 동원하여 AAMDER 실무 계획의 실행을

국제적십자위원회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지원할 수 있었던 뛰어난 예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세안과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하지만 아세안은 전략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협력을 치하하며 앞으로도 협력이 계속되길

국제적십자위원회 같은 국제 기구를 비롯하여

바랍니다. 오늘 대화 세션에서 저명한 손님들이

지역 내 다른 주체와 협력 관계를 꾸준히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토론을 하길 바랍니다.

o

육성해야 합니다. 적십자와 적신월사는 아세안의
독특한 파트너로서 다른 비정부 기구나 일부

이는 2018년 4월 브루나이의 다토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이 발표한 연설이다.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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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정푸징과 얀이 수백
패키지의 합성 마약을 미국으로 들여와
"온라인 광고와 판매를 통해 고객을
타겟팅하고 상업용 우편업체를 사용하여
마약을 밀매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 해외재산관리국은
이들 세 명이 디지털 통화 비트코인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해외재산관리국은 "이들의 금융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들과 관련된
비트코인 주소를 확인하고 있다.
2018년 미국 연방 지방 검찰청은

중국 마약

불법 마약을 제조해 최소한 37개
미국 주와 해외 25개국에 발송하려 한
정푸징과 정광화를 기소하는 데 포함된
로이터

밀수범 단속

43개 혐의를 공개했다. 얀샤오빙도
비슷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더

뉴욕 타임스 신문은 피의자들이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관계자들이 미국에서 최종 판매될 합성 마약을 제조하는 데

2019년 4월 중국은 펜타닐 변종

사용되는 화학 물질을 중국 기업이 제조하고 판매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물질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펜타닐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강화하고 있다.

화학 물질은 금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 제조업자들은 해당 화학

미국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는 정푸징(Zheng Fujing), 그의

물질을 자유롭게 제조하여 마약이 제조되는 멕시코 등의 나라에 배송할

아버지 정광화(Zheng Guanghua), 얀샤오빙(Yan Xiaobing) 등의

수 있다. (사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트럭에서 압류된

중국 국적자 3명을 "중요 해외 마약 밀매범"으로 파악하고 마약 "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 패킷)

킹핀(kingpin)"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들 세 명이 "미국 내

펜타닐은 비교적 합성하기 쉬운 저렴한 마약성 진통제다. 펜타닐은

마약 중독, 과용, 사망 위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치명적인 마약을

헤로인보다 50배 더 강한 화학물질로, 미국에 발생한 마약 위기에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포럼 스태프

살인 사건 감소, 총기 압수 증가

2

019년 5월 코스타리카는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실행한 뒤 살인
사건이 감소하고 불법 무기 압수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5월 23일 수도 산호세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미차엘
소토(Michael Soto) 안보 장관은 "현재까지 201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높은 수치인 것 같지만 작년에 비해 47건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큰 발전이다"라며 살인 사건 중 67퍼센트가 총기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표 당시 안보부는 총기 863개를 압수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개 더 증가한 수치다. 소토 장관은 "무기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으며 재산을 강탈하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타리카 경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살인 사건 발생률이
급증하여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인구수는 인구 10만 명당 12.1명에
도달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18년에 11.7명으로
떨어졌지만 2015년 세계 평균인 5.3명에 비해 여전히 두 배 이상 높다.
하지만 2018년 미주개발은행 연구에 따르면, 이는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지역인 남미 및 카리브해의 2017년 평균 22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소토 장관은 불법 무기 구매와 총기 도난이나 분실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새로운 총기 규제법 발효
기념식에서 연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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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AFP/GETTY IMAGES

카를로스 알바라도(Carlos Alvarado)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총기
규제와 관련된 모든 규제 또는 교육 활동은 우리 사회의 승리다"고
말했다.AFP 통신

혁신

IPDF

전

군사 작전과 공급망을

혁신시킬

분해성
플라스틱

임

무 완수 후 사실상 사라져
활동 증거와 적의 손에
장비가 들어갈 기회를
남기지 않는 작은 비행기나
드론을 상상해보자. 아니면 환경 또는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고 분해되는 스텔스 센서를
생각해보자.
미국 국방고등연구기획국(DARPA)
은 이러한 사라지는 장비를 현실화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조지아공과대학교의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잡지는
엔지니어링팀이 유연한 시트와 단단한
기계 부품으로 성형 후 자외선이나 섭씨
80도 이상 온도에 노출되면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증발할 수 있는 새로운
플라스틱 물질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DARPA는 이미 낙하산과
글라이더에서 새로운 등급의 플라스틱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 2019년 8월
조지아공과대학교 교수 겸 엔지니어링팀
팀원인 폴 콜(Paul Kohl) 박사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사이언티픽

후

아메리칸과 가진 인터뷰에서 "바로
사라지게 만들고 싶은 것에 사용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고 말했다.
많은 연구팀이 재활용이나 기타
목적을 위한 분해성 플라스틱을 연구한
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지만 연구
결과물은 종종 실온에서 파괴됐다. 하지만
미국화학회 컨퍼런스에서 콜 박사는
신소재를 태양으로부터 보호하면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엔지니어링팀은 명령에 따라 분해를
시작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DARPA는 인바운드, 제어, 공중
발사, 회복 불가 시스템(ICARUS)으로
알려진 공중 투하 비행체용 분해성
소재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조지아공과대학교의 연구를 지원한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밀랍으로
만들어진 이카루스의 날개는 태양에 너무
가까워지자 녹아버렸다.) NBC.com의
보도에 따르면 DARPA는 "프로그램이
이카루스의 파멸로 이어진 소재의 특성을
모방하지만 해당 특성을 이용하여
더욱 유용한 결말을 가져올 것이다"고
발표했다.

군 쓰레기 재형성

DARPA는 전장 내 물질의 재활용을
혁신하기 위한 다른 작업에도 투자하고
있다. DARPA의 새로운 리소스
프로그램은 무기 및 기계용 화학 윤할제
같이 배치 중 발생한 군 쓰레기를 중요
물자나 식품 및 물로 전환하여 미국군의
전설적인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휴대용 자족 시스템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쓰레기를 현장에서 바로

전

후

DARPA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원들이 비밀
임무 후 사라지는 플라스틱을 개발했다. 이 소재는
글라이더 날개 소재(왼쪽)과 미니 낙하산 같은
비행체로 만들 수 있다. 미국화학회

재활용하여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작전은 물론 특수 부대의 원정 작전을
지원할 것이다.
DARPA 프로그램 매니저 블레이크
벡스틴(Blake Bextine)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것조차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오지나 가혹한 환경에서 '일회용'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DARPA는 시스템이 기계, 생물, 화학
촉매 접근법을 융합하고 부분적으로
생물분자와 미생물의 조합에서 연료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예를 들어,
병사는 전투 식량에서 버려진 포장재를
시스템에 투입하고 즉각적인 필요에
따라 어떤 재활용 결과물로 변환이나
재형성할지 선택할 수 있다.
벡스틴은 "부대의 야전 활동 시간을
연장하거나, 작전 유연성을 확대하거나,
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위험에 처한 인구를 안정시킬 능력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황량할 수도 있는 곳에서 쓰레기를
분해하여 긴급 식량이나 기타 중요 물자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리소스 프로그램은 소각, 매립, 수송
관행에서 사용 물질을 현장에서 전략적
자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쓰레기 관리
방식을 바꿀 것이며 이러한 역량은 환경
지속성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포럼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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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의

합동 수술

미국 육군

최상의 능력 발휘를 위한

수분 섭취 교육

군

보건 전문가에 따르면 무더운 여름에 갈증을
해소할 때 일부 음료는 몸에 이롭기보다 해를
끼친다.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군인들은
안전한 수분 섭취법을 배워야 한다.
군 보건 시스템 웹사이트(health.mil)에 따르면 공인 영양사인
미국 육군 대위 에리카 자머(Erica Jarmer)는 "육군 전반적으로
25세 미만의 대원들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열손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머 대위는 병원 직원과 포트 캠벨 대원들을
대상으로 군인과 운동 선수들을 위한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을
교육했다. 영영사와 의무병은 전술 수분 섭취를 비롯하여 건강
관련 군 기술을 교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머 대위는 군인들이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자주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소다, 에너지
음료, 커피, 맥주 및 주류, 과일 주스, 감차, 레모네이드를 비롯한
카페인 또는 당분 함유 음료보다 물이 낫다. 상기 음료는 체내
수분을 흡수하여 탈수를 촉진시킬 수 있다.
블랜치필드 육군 커뮤니티 병원의 1차 진료부를 담당하는
의무 부사관 제니퍼 앨비(Jennifer Alvey) 상사는 "많은 대원들이
자신을 돌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대원들은 신체적으로 많은 부담을 이겨내야 하지만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자머 대위는 "내일 필요한 수분은 오늘 섭취해야 한다. 오늘
필요한 수분은 어제 섭취한 것이다"라며 "때로 우리는 따라잡기
놀이를 한다. 군인과 운동 선수들이 기본 수분 섭취 필요를 알고
수분 섭취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반응형 수분 섭취 필요가
감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본 필요는 체중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1일 몸무게 1파운드
(0.45킬로그램)당 0.5액량 온스(약 30밀리리터)를 섭취하면 된다.
즉 남자의 경우 하루 3리터, 여자의 경우 하루 2리터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다.
기본 수분을 섭취한 뒤, 환경 요소와 신체 활동에 따라
수분을 추가 섭취하면 된다. 덥고 습한 환경, 고지대, 신체
활동이 있다면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한다.
포럼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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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일본과 미국의 군 의료진은 총상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합동 수술을 시뮬레이션하여 전장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 해군 요코스카 병원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미국 해군 요코스카 병원의 수술부는 일본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병원의 수술진을 맞이하여 탈장 치료와 흉터
수정이 필요한 모의 수술을 진행했다.
미국 해군 요코스카 병원에서 수술 서비스
디렉터로 근무하는 미국 해군 중령 글렌 브래드포드
(Glenn Bradford) 수술 간호사는 "이번 훈련의 핵심
목표는 소규모 팀 개념에 집중하여 수술실에서
합동으로 일반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었다"며 "소규모
팀은 두 팀 사이의 언어와 수술 준비 변수와 관련된
조기 훈련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모의 수술은 양국 수술팀의 10개월 동안 진행된
파트너십의 결과였다.
브래드포드 중령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는 데 목표가 있다"며 "협력의
장점과 한계는 물론, 함께 잘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도구를 파악하고 모의 시나리오에서 발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 합동 훈련의 성공은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각 의료팀의 독특한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다.
브래드포드 중령은 "이러한 변화는 소규모 팀
개념을 중심으로 더 새롭고 효율적인 구조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국의 수술팀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일대일로 독특한 어려움에 부딪혀보며 전우애를 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포럼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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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기술

2019년 5월 30일 대한민국 군인들이 무술 실력을 뽐내고 있다. 을지태극연습 마지막 날 한국 고양에서
시범이 열렸다. 4일 동안 진행된 을지태극연습에는 국가 위기 및 재난 처리를 위한 대규모 민간 대피
훈련과 군 준비 태세를 증진하기 위한 합동 민군 훈련이 포함됐다.
사진: 이진만 |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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