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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4 호 2021 년 8 월 23 일 

 

최근 중국의 해군력 강화와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 및 

서해 내해화 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략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해군력 경쟁을 통해 국제질서의 주도권 및 해양패권 장

악을 위해 도전 중이다. 또한, 중국은 마한의 해양통제전략을 수용하고 ‘해양굴기’ 

전략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미국과 대등한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군력

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해군력 증강과 함께 동·남중국해와 서해의 내해화 

시도도 노골화하고 있어, 이에 본고는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

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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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해군력 경쟁을 통해 국제질서의 주도

권 및 해양패권 장악을 위해 도전 중이다. 또한, 중국은 마한의 

해양통제전략을 수용하고 ‘해양굴기’ 전략을 바탕으로 2050년까

지 미국과 대등한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

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해군력 증강과 함께 동·남중국해와 서해의 

내해화 시도도 노골화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중국의 해군력 증

강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서해 내해화가 한국에 주는 전략적 

함의와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남중국해 분쟁 등에서 승리하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해군함정이 질적으로 미국에 열세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양적 이점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국의 전투함(경비함, 호위함 등 포함) 숫자는 2015년 225척에서 2020년 360척으

로 늘어나 미국의 295척에 비해 약 60척이나 많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중국의 주요 전투함 

숫자가 2020년 239척에서 2030년에는 310척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둘째,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는 물론 유사시 대만 상륙작전 등 입체작전 수행에 

필요한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다목적 수송함 등의 전력도 강화 중이다. 현재 중국은 2척의 

항모를 보유 중이며, 3번 함은 약 8만 톤급으로 2021년 말 진수 예정이고, 4번 함은 핵추진 

항모로 건조 중이다. 특히 지난 6월 중국이 공개한 첫 강습상륙함(LHD)인 하이난(海南)함을 

비롯한 상륙함은 상륙정, 헬기, 해병대 병력을 탑재 또는 적재하여 남중국해 인공섬이나 동중

국해 센카쿠열도 등에 원정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은 잠수함이 미국보다 능력이 많이 떨어져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SLBM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 핵추진 공격 잠수함(SSN), 재래식 잠수함(SS) 

등 약 60척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핵전력 3대 축 중의 하나인 SSBN(JL-2 12발 탑재)은 현

재 6척 보유 중이며, 2030년 8척으로 증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시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 SSBN 등 대칭 전력

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칭 전력을 강화 중이다. 일례로 비대칭전력인 DF-21(사거리 

1,500km)과 DF-26(사거리 3,000km 이상)은 미군이 제2도련선 내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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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력 중 하나다. 

 

최근 중국은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는 물론 서해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해역을 내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 중이다. 첫째, 중국은 이어도는 물론 

제7광구가 포함된 대부분의 동중국해를 자국의 대륙붕 경계선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은 2012년 12월 14일 UN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안(案)에 이어도

를 포함하여 한국이 추가 규정한 대륙붕 대부분을 자국 대륙붕에 포함시켰다.  

 

둘째, 중국은 서해와 남해를 포함한 동중국해를 위한 해상부표 설치(2014-2018년) 

및 함정과 항공기의 감시·정찰 활동을 강화 중이다. 중국은 서해의 동경 124도선을 따라 남

북으로 해상초계기와 수중 탐사선을 이용한 해저지형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이어도가 포함되는 동중국해와 서해에 함정은 물론 초계기 등으로 한국방

공식별구역(KADIZ)을 무력화하기 위해 침범 중이다. 중국의 KADIZ 침범은 폭격기, 조기경

보기 시험을 물론, 주변 해역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중국의 해군력 강화와 함께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와 서해의 내해화 시도에 대응

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대

응 전략이다. 중국이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 대부분을 자국의 대륙붕이라는 주장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76조(대륙붕 정의)’를 근거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둘째,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이다. 중국 항공기의 우리 KADIZ 침범에 

대한 한·중 공군기 핫라인을 통해 위기상황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한‧중 간 

동·서·남해의 해상 및 공중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 해상에서는 2014년 서

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에서 합의한 ‘해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규칙

(CUES)’을, ② 공중에서는 2019년 10월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서 회원국 간 합의한 ‘공중 

군사적 조우 시 기본원칙’(GAME)을 따르도록 중국을 설득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사력 건설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동중국해는 

물론 서해에서의 해양분쟁을 관리·대응하기 위해 첨단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

러한 전력으로는 ①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해양 공중우세권을 확보를 위한 경항모와 F-3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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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확보, ②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의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해상교통로 보호

를 위한 핵추진잠수함 확보, ③ 최근 중국이 개발하여 함정에 배치하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

에 대응할 수 있는 탐지·요격 수단 확보, ④ 중국의 한반도 주변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비

하여 SLBM 등 한국형 반접근/거부(A2/AD)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래 위협이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 위협, 특히 중국의 서해 내

해화를 포함하여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안보 환경을 지정학적으로 이

해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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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 KIMS Periscope 는 매월 1 일, 11 일, 21 일에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KIMS Periscope 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웹페이지보기  

mailto:strongleg@naver.com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1/feb/11/china-rapidly-expanding-military-assets-in-south-c/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1/feb/11/china-rapidly-expanding-military-assets-in-south-c/
https://edition.cnn.com/2021/03/05/china/china-world-biggest-navy-intl-hnk-ml-dst/index.html
https://edition.cnn.com/2021/03/05/china/china-world-biggest-navy-intl-hnk-ml-dst/index.html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chinas-navy-growing-fast-just-how-powerful-has-it-become-125176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zz/chinas-navy-growing-fast-just-how-powerful-has-it-become-125176
https://kims.or.kr/issubrief/kims-periscope/peri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