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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군사기술이다. 러시아, 중국,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다른 나라 역시 경쟁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을 모두 혼합한 미사일로 기존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 해군은 기술군으로 과학기술 발전은 해양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해

양전략의 핵심은 해양통제다. 이는 점령보다 해양의 사용권리에 대한 문제이며 확보는 

수단이고 행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해양통제의 확보 면에서 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빠른 속력과 강력한 파괴력은 요격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단 한발에도 손상통제가 의미없는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해양

거부능력이 지리적, 질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해양통제 달성이 어려워 질 것이다. 극초

음속 미사일은 해양력투사/방어, 해상교통로 공격/방어라는 해양통제 행사면에서는 각

각 기회요인과 제한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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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콘(Zircon) 극초음속(Hypersonic) 순항미사일이 발사되었다. 바렌츠해에서 발사

된 이 미사일은 마하 8 ~ 9라는 그동안 순항미사일에서 볼 수 없었던 속도로 500km

를 비행하여 우랄 지역에 있는 육상표적에 명중했다. 러시아 국영소식통인 TASS 통

신은 이 사실을 전하며 이 미사일은 러시아 군함뿐만 아니라 핵잠수함에도 배치될 수 

있으며 핵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핵탄두를 싣고 5분 이내 미국을 타격할 수 있

다고 보도했다.1) 러시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르콘(Zircon)을 야센급 핵잠수함

(SSN)에서도 올해 말 시험 발사할 계획이다.2) 또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918년 

12월 새로운 극초음속 글라이더형 미사일인 아방가르드(Avangard)를 성공적으로 시

험 발사하였다고 공개했다. 이 미사일은 마하 20의 속도로 비행하며 최소 3,500마일

(5,632km) 떨어진 표적에 명중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3월 연설에서 새로운 미

사일이 “매우 빠르고 민첩하다”면서 "앞으로 수년간 미사일 방어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3) 러시아는 미국의 MD에 의해 핵전력의 균형이 흔들리게 되자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 고민했고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해답이 되

고 있다. 반면 미국은 새로운 전략적 고민거리가 생겼다. 

현재 전 세계 주요 군사강국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쏟는 군사기술은 단연 극초음

속 미사일이다. 러시아와 중국처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은 핵전력 현대화

와 더불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이들 나라보다 극초음

속 미사일 개발에 상대적으로 뒤처졌으나 미국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많은 예

산을 투자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같은 유럽 주요국들이나 일본과 인도 역시 극초음

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음속(Supersonic) 대함미사일 개발을 거의 끝냈고 개발 중인 

KFX에도 항공무장으로 탑재하기 위한 발전계획도 있다고 보도되었다.4) 또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2020년 8월 5일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서 극초음속 미사

일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5) 공

교롭게도 동북아 주요 국가들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모양새

다. 이는 마치 1차 세계대전 발발 전 드레드노트(Dreadnought)로 대표되는 새로운 

1) Alexander Marrow, “Russia conducts first ship-based hypersonic missile test,” Reuters, 2020. 

2.28.

2) Franz-Stefan Gady, “Russian Navy to Speed up Test Launches of Tsirkon Hypersonic Missile,” 

The Diplomat, 2020. 4. 1.

3) Anton Troianovski, “Russia is poised to add a new hypersonic nuclear-capable glider to its 

arsenal,” The Washington Post, 2018.12.27.

4) Kim Dae-Young, “South Korea to complete development of supersonic ship-launched anti- 

ship missile in ‘near future’,” Jane’s Defence Weekly, 2020. 4.14.

5) 연합뉴스, “정경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공개 천명…스텔스 무인기도,” 『연합뉴스』,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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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함 건조 경쟁의 데자뷔처럼 보인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2가지 종류다. 첫째는 기술적 특징

이나 각국의 개발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다. 둘째는 전략적 수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의 등장이 핵 억제나 강대국의 전략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다.6) 하

지만 전술적 수준이나 해전, 또는 해양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연구가 부족했

다. 이 논문의 근본적인 질문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해양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가’이다.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 전략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

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단일 무기체계가 과연 미래 해

양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준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해양전략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분명히 속단하기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전략은 그 전략을 수행할 미래 전력 건설

에 영향을 끼친다. 군사전략 그 자체는 군사적 행동방안과 지침(How to Fight)을 제

공하는 것이지만 미래 군사력 건설(How to Prepare)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

다.7) 전력 건설, 특히 해군전력은 개념연구에서부터-설계-건조-운용평가에 이르기까

지 최소 10 ~ 15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미래전 양상을 분석ㆍ예측하

고 이를 통해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제한된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미래

전에 걸맞는 전력 건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다 하위단계인 전술적 수준에서 고찰하며 해

양전략8)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 2장에서는 극초

음속 미사일의 기술적 특성과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들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동향

과 개발 의도를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기술과 해양전략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이

후 해양통제를 중심으로 한 해양전략이론을 해양통제의 확보와 행사와 중심으로 정

리할 것이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내용을 조합하여 극초음속 미사일이 향후 해양

6) 관련 연구로는 Richard H. Speier et al. Hypersonic Missile Nonproliferation(Santa Monica: 

RAND, 2017), Sander Ruben Aarten, “The impact of hypersonic missiles on strategic stability,” 

militairespectator(2020. 4.21.), Kelley M. Sayler, Hypersonic Weapon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CRS Report R45811, 2020. 3.17.), 형혁규,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안

보적 함의,” 『NARS 현안분석』 제14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참조.

7) 오순근ㆍ공형준, “한국군 군사전략의 역할과 전략구상에 대한 담론,” 『국방정책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국

방연구원, 2018, pp.10-11.

8) 해양전략(Maritime Strategy)이란 ‘평시 및 전시에 국가의 해양력을 운용하고, 해양을 사용하는 술(Art)과 

과학(Science)’으로 정의(출처 : 해군기본교리)하며 해양전략의 목표는 전평시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자국

의 해양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해군전략(Naval Strategy)이란 ‘국가전략에 의해 결정된 목표 또는 해양전

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군력을 운용하는 술(Art)과 과학(Science)’으로 정의(출처 : 해군기본교리)

하며 해군전략의 목표는 특정 해역에서 해양통제를 달성하여 아측의 해양사용을 보장하고 적의 사용은 거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히 구분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해양전략은 해군전략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양전략으로 통칭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전략연구 측면에서 해양통제에 대해 논할 때는 해군전략이라

는 용어 대신 해양전략을 주로 사용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해양전략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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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할 것인데 3장에서 정리한 해양통제의 확보와 행사 

측면에서 분석한다. 5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해군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가 어

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Ⅱ.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술적 특성과 개발 동향

1. 극초음속(Hypersonic) 미사일의 기술적 특성

극초음속 미사일이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필요하다. 미사일은 속도에 따라 아음속(Subsonic), 초음속(Supersonic), 

극초음속(Hypersonic) 미사일로 분류할 수 있다. 마하 1(시속 1,235km/h)의 속도

를 기준으로 아음속과 초음속을 구분한다. 극초음속은 기술적으로 마하 5(시속 

6,175km/h) 이상의 속도를 뜻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단지 마하 5를 이상의 속

도를 낼 수 있는 미사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 극초음속 비행은 새로운 것이 아니

다. 최초의 현대 로켓인 독일의 V-2부터 탄도미사일 대부분은 낙하할 때 극초음속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며 최대 마하 25의 속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의 비

행궤적은 상승 탄도와 하강 탄도가 유사하며 중간에 궤도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한

편 순항미사일은 경로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지만, 속도가 아음속으로 느려서 요격

이 상대적으로 쉽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모두 받아들인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비행경로를 

그리기 때문에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이를 이용하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

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빠른 속도로 날면서 비행경로와 궤적을 변화시킬 수 있어서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요격하기 어렵다.9) 따라서 현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극초음

속 미사일을 속도가 빠른 미사일이라고만 정의를 내리면 충분하지 않다. 마하 5 이상

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고 비행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춰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이라고 정의해야 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극초음속 글라이드(HGV : Hypersonic Glide Vehicle)

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HCM : Hypersonic Cruise Missile)로 나뉜다. HGV는 탄

도미사일과 유사하게 로켓 부스터에 의해 수직으로 상승, 대기권 바깥 근처의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 부스터에서 분리 된 후 대기권으로 재진입한다. 이후 비행체의 공기

역학적 형태를 이용해 약 30 ~ 70km의 고도에서 마하 5이상의 속도로 활공 비행한

9) Aarten, “The impact of hypersonic missiles on strategic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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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 비행체가 음속 돌파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로 인해 비행체 하부의 압력이 양력

으로 작용하는 원리를 활용하여 성층권 내를 마치 글라이더처럼 미끄러지듯이 비행

하며 특히 뾰족한 모서리 형상이 비행체 상하부의 압력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11) 

<그림 1>에서 HGV의 전반적인 비행궤적을 알 수 있다.

<그림 1> HGV의 비행궤적12)

HCM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순항미사일이다.13) <그림 

2>는 공기흡입 방식의 순항미사일에 사용되는 (a)터보제트, (b)램제트, (C)스크램제

10) 황기영ㆍ허환일,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의 연구개발 동향,” 『한국항공우주학회지』, 48(9), 한국항공

우주학회, 2020, p.732.

11) 정민기, “새로운 위협-극초음속 미사일 시대의 개막,” 『전투발전연구』, 25호, 전력분석시험평가단, 2018, 

pp.247-248.

12) Keith Cowing, “DARPA HTV-2 Second Test Flight Report Released,” SPACEREF, 2012. 4.12.

13) 현존하는 미사일에 사용되는 추진기관은 크게 로켓엔진과 공기흡입 추진엔진으로 나눌 수 있다. 공기흡입식 

엔진에는 그동안 터보젯 방식의 엔진을 많이 사용하였고 높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장점이었다. 터보제트 엔

진은 터빈으로 공기를 압축해 연소에 사용하는데 초음속 이상의 속도에서는 유입되는 공기의 압력이 증가해 

압축기에 부담이 되었다. 초음속 이상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엔진 기술이 필요한데 초음속 미사일

에는 램제트 엔진이,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스크램제트 엔진이 사용된다. 최현호, “극초음속 무기 개발경쟁-

방어를 무력화시키려는 극한의 속도경쟁,” 『국방과 기술』, 제463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7, p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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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엔진의 구조를 간략히 도식화한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 로켓이나 다른 엔진을 이

용하여 초음속까지 가속한 후 발생하는 충격파를 이용하며 ‘램제트(Ram Jet)’엔진과 

‘스크램제트(Scram jet)’ 엔진을 사용하여 극초음속으로 비행한다. 램제트나 스크램

제트 엔진이 아음속 순항미사일에 사용되는 터보제트 엔진과 다른 것은 별도의 압축

기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터보제트 엔진보다 효율이 좋고 구조가 간단하며 빠

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기술 구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14)

<그림 2> 터보제트, 램제트, 스크램제트 엔진 구조15)

램제트 엔진은 공기 흡입구에서 초음속으로 흡입된 공기를 아음속으로 속도를 낮

춰 연소실로 보낸다. 늦춰진 공기 속도로 인해 램제트 엔진의 최고 속도는 마하 6으

로 제한되고 실제 운용속도는 마하 5 이하의 초음속 영역에 한정된다. 램제트 엔진은 

현존하는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유럽의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Meteor) 중거리 공대

공 미사일 등에 채용되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빠른 속도, 즉 극초음속을 위해서는 연

소실에 들어간 초음속의 공기를 그대로 연소시켜야 한다. 이것을 ‘초음속 연소

(Supersonic Combustion)’라 하며 이것이 적용된 램제트 엔진을 ‘초음속 연소 램제

트(Supersonic Combustion Ram jet)’, 줄여서 ‘스크램제트(Scram jet)’엔진이라 

부른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공기흡입구 앞에 V자 형상의 충격파가 생겨 공기가 압축

14) 이 어려움은 마치 태풍 속에서 성냥불로 불을 붙이는 것에 비유한다. 

15) https://en.wikipedia.org/wiki/Scram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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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온도가 상승한다. 연소실에 들어가는 공기는 1,700℃까지 온도가 상승하고 이 

공기에 탄화수소나 수소 같은 연료를 분사하여 연소시킴으로써 강력한 추진력을 발

생시킨다.16) HCM 형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아음속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빠

르므로 상대방이 탐지해도 방어할 시간이 극히 짧으며 다양한 플랫폼에서 대함, 대지 

공격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그림 3>에서 탄도미사일과 HGV, HCM의 비행궤도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림 3> 탄도미사일, HGV, HCM의 비행궤도 차이17)

2. 주요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동향과 개발 의도

현재 전 세계 주요국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가장 앞

선 것은 러시아다.18) 러시아는 아방가르드(HGV), 지르콘(HCM), 킨잘(로켓)이라는 

각기 다른 형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모두 전력화하였거나 전력화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19) 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러시아는 미국 레이건 정부의 전략방위

16) 최현호, “극초음속 무기 개발경쟁-방어를 무력화시키려는 극한의 속도경쟁,” pp.31-32.

17) Sydney J. Freedberg JR., “Hypersonics: DoD Wants ‘Hundreds of Weapons’ ASAP,” Breaking 

Defence, 2020. 4.24.

18) Xavier Vavasseur, “Russian Navy Test-Launched Tsirkon Hypersonic Missile For The 1st 

Time,” Naval News, 2020. 2.27.

19) 2019년 2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언급했으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르콘 

미사일에 기초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Joseph Trevithick, “Russian Navy’s Top Officer 



248   해양안보   창간호 (Winter 2020, Vol. 1, No. 1)

구상(SDI)에 대한 반발로 극초음속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기술적 문제로 1990년대

에 소강상태에 있다가 2000년대 초 부시 행정부가 탄도탄 요격 미사일(ABM) 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동유럽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건설하기로 한 후 연구 프로그램을 

부활시켰다.20)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집중 개발하는 주요 동인은 NATO의 안

보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것이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무기를 유럽에 배치하고 사용하

는 것은 단지 전투에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러시아는 NATO에 보내는 정치

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의 존재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과거 

구소련연방이었다가 NATO에 가입한 국가들에 대해 NATO가 그들을 보호할 수 없

다는 것을 강조하여 공포심을 부추기고 NATO의 결속력을 약화하려는 것이다. 러시

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통해 NATO의 안보 능력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이를 통해 다시 과거의 영향력을 회복하기를 원한다.21)

<표 1>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Avangard(Yu-74)22) Zircon(3M22)23) Kinzal(Kh-47M2)24)

•사 거 리 : 6,000km 이상

•최대속도 : Mach 20

•탄두중량 : 2톤

•비행방식 : HGV

•사 거 리 : 1,000km

•최대속도 : mach 8 ~ 9

•탄두중량 : 300 ~ 400kg

•비행방식 : HCM(스크램제트)

•사 거 리 : 2,000km

•최대속도 : Mach 10

•탄두중량 : 500kg

•비행방식 : 로켓

러시아에 이어 중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국가다. 2018년 마이클 

그리핀(Michael Griffin) 미 연구/공학 국방차관(USD R&E)은 중국이 과거 10년 동안 

미국이 했던 것보다 약 20배나 많은 극초음속 시험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9

Says Shadowy Zircon Hypersonic Missile Has Childhood Diseases,” The War Zone, 2020. 1.21.

20) Aarten, “The impact of hypersonic missiles on strategic stability,”

21) Alan Cummings, “Hypersonic weapons: Tactical Uses and Strategic Goals,” War on the Rocks, 

2019.11.12.

22) Missile Threat, “avangard,” Missile Threat, 2020. 6.23.

23) Vladimir Karnozov, “Putin Reveals Zircon Mach 9 Missile Specification,” Ainonline, 2019. 

2.22.

24) Alexey Leonkov, “Hypersonic Dagger Throw: competitors are still in diapers,” Zvezdaweekly.ru, 

2018.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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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 1일 국경일 군사퍼레이드에서 처음으로 HGV형 극초음속 미사일인 DF-17을 

공개했다. 미국은 이 미사일을 2014년 처음으로 인지했고 WU-14로 명명했다. DF-17

의 사거리는 1,800 ~ 2,500km, 속도는 마하 5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25) 미국 분석 결과로는 미사일의 명중 오차가 수미터 이내로 상

당한 수준의 정밀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 미사일을 재래식 타격 용도로

만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26) 그 사실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힘들다. 중국은 이 

미사일의 실전배치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군사 퍼레이드에 공개된 것으로 봐선 배

치 완료되었거나 임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중국 환구시보(Global Times)

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과학원 산하 한 기계연구소에서 지상 시험으로 HCM에 사용

되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약 600초간 작동했다고 보도했다.27)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

일의 능력은 모호하지만 그 의도는 명확하다.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의 주 목표는 미국

과 중국 근해를 위협할 수 있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이다. 중국은 기존의 ASBM(Anti 

Ship Ballistic Missile)에 더해 능력이 향상된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A2/AD능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중국은 짧은 시간 안에 제1ㆍ2도련선에 전개된 

미국의 해상전력이나 주요 군사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미국의 접

근을 막고 해양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려 한다. 또한 재래식 탄두뿐만 아니라 핵

탄두를 탑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국의 핵억제 능력을 강화하려 한다.28)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의 시초는 2000년대 초 재래식 신속 글로벌 타격(CPGS: 

Conventional Prompt Global Strike) 능력을 추구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제한되었고 그 결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 러시아와 

중국보다 뒤처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미국 내 관

심이 높아졌으나 최소한 2023년 이전에 개발이 완료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러시

아와 중국과 달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기보다는 재래식 타격전력으로 사

용하려 한다. 따라서 핵탄두를 탑재하려는 러시아나 중국보다 더 큰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개발하기가 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현재 해군의 CPS (Conven-

tional Prompt Strike), 육군의 LRHW(Long-Range Hypersonic Weapon), 공군의 

ARRW(Air-Launched Rapid Response Weapon),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의 

TBG(Tactical Boost Glide), Operational Fires, HAWC (Hypersonic Air-breathing 

25) Missile Threat, “DF-17,” Missile Threat, 2020. 6.23.

26) Ankit Panda, “Hypersonic Hype : Just Hoe Big of a Deal is China's DF-17 Missile?”, The 

Diplomat, 2019.10. 7.

27) Liu Xuanzun, “China’s Hypersonic Cruise Missile Sees Technological Breakthrough,” Global 

Times, 2020. 6. 8.

28) Cummings, “Hypersonic weapons: Tactical Uses and Strategic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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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pon Concept) 이라는 극초음속 개발 프로그램을 각 군, 기관별로 진행 중이

다.29) 미국이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는 정치적 의도는 미국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적대국(러시아, 중국)을 억제하거나 이들에 맞서는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안심시키는 것

이다.30) 또한 3차 상쇄전략31) 모색의 하나로 미국의 세계적 전력 투사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32) 미국의 3차 상쇄전략은 러시아, 중국 등 잠재

적 도전 국가에 대해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써 특히 급격한 군사

력 현대화를 이루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33) 이를 위해 첨단 재래식 전력에서의 

우위와 A2/AD 극복능력이 요구되는데 그 핵심수단 중 하나가 극초음속 무기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국한되지 않으며 세계 주요국

들은 경쟁적으로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호주는 2007년부터 미국과 협력하여 극초음

속 기술을 발전시켜왔고 지난 2017년 7월 마하 8의 항공역학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

행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풍동시험 시설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데 마하 30까지 

시험할 수 있다. 인도는 러시아와 협력하여 브라모스-Ⅱ HCM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 미사일은 2017년 배치 예정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로 2025년 이후 

배치될 것으로 예측된다.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극초음속 기술 개발을 시작했으며 최

근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존의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인 

ASN4G 미사일을 2022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로 개량할 계획이다. 독일은 2012년 

HGV 비행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럽연합의 ATLAS Ⅱ 극초

음속 개발 프로그램의 하나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34) 일본 방위장비청(Acquisition, 

Technology and Logistics Agency)은 2030년 초반까지 HGV와 HCM 형식의 극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이한 것은 일본은 항모와 같은 해

상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도 육상의 목표를 타격하는 것에도 극초음속 미사일

을 사용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각각 별도의 탄두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35) 일본의 

29) Sayler, Hypersonic Weapon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pp.4-8.

30) Cummings, “Hypersonic weapons: Tactical Uses and Strategic Goals,”

31) 미국의 1차 상쇄전략은 1950년 초반 막대한 수량으로 미국을 압도하는 소련의 재래식 전력을 상쇄하기 위

해 핵 우위에 기초하여 ‘대량보복 전략(Massive Retaliation)을 추구한 것이다. 미국의 2차 상쇄전략은 소

련의 핵전력 증강으로 1970년대 미국ㆍ소련간 핵전력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자 정밀유도무기, 첨단 정보감

시정찰 자산,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기술적 우위를 통한 재래식 우위 확보전략을 추구한 것이다. 미국의 1

ㆍ2ㆍ3차 상쇄전략에 관해서는 박준혁,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 추진동향, 한반도 영향전망과 적용방안,” 

『국가전략』, 제23권 2호, 세종연구소, 2017 참조.

32) Aarten, “The impact of hypersonic missiles on strategic stability,”

33) 박준혁,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 추진동향, 한반도 영향전망과 적용방안,” pp.40-42.

34) Sayler, Hypersonic Weapon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p.16.

35) Mike Yeo, “Japan unveils its hypersonic weapons plans,” Defense News, 2020.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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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방위 원칙에 반하는 계획이 공식문서화된 것이다.

Ⅲ. 해양전략과 기술

1. 해양전략의 핵심: 해양통제의 확보와 행사

해양전략은 지상전략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상전투와 해상전투는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 지상전투와 해상전투는 모

두 공세적 행동, 주도권 장악, 기습효과가 중요하다. 반면 해상전투는 지상전투와는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함정과 항공기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벌어지는 해전에서 방어태세로 일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며 공격이 방어보다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특히 현대해전에서 첨단기술이 적용된 함정의 무장, 전투체계, 

센서, 기관장비는 적의 일격에도 전투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고 방어적 태도는 전

투 주도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 누적으로 전력비가 열세에 

놓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지상작전이 산, 강과 같은 지형지물에 영향을 받는 

것과는 달리 바다는 은폐/엄폐가 불가하며 무장 사거리가 장거리(함포 10km 내외, 

미사일 100km 이상)이므로 지리적인 포위공격이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대등한 전

력 간 교전할 때에는 선제공격을 통한 적의 세력을 줄이는 측이 유리하다. 피해를 받

은 적 플랫폼은 피해 규모에 따라 미사일 공격과 같은 공세적 행동이 제한되고 이는 

우군 전력의 방어부담-요격 미사일 발사나 손상통제-을 줄이게 된다. 이 과정의 결과

는 이후 교전에 다시 영향을 미쳐 우군에 유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표 2> 지상전투와 해상전투의 공통/차이점 비교36)

구 분 지상전투 해상전투

공통점 공세적 행동의 유용성, 주도권 장악의 중요성, 기습효과의 중요성

차이점

방어의 우위

성공적 공격 불가시 방어태세 필요

측후면 공격이 성공 가능성이 높음

성공적인 방어를 위한 예비대의 중요성

우세한 전투력 보유자가 승리

공격의 우위

방어태세는 본질적으로 위험

포위개념은 지상전술과 다름

예비대의 불필요, 전력의 집중 필요

대등한 세력간 교전시 선제공격자 유리

전투에서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해양전략은 지상전략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36) 최정현, “첨단기술시대의 해양전략,” 『해양전략』, 제182호, 해군대학, 2019,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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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벳(Corbett)은 해전의 목적이 지상전의 영토점령과는 달리 바다를 이용하는 통항

의 통제이며 이 점이 해상전투와 지상전투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였다.37) 바다는 지

상과는 다르게 점령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며 지상의 영토점령과 동등한 개념

이 적의 해양 이용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를 개념화 한 것이 해양통제(Sea Control)이

며 해양전략의 핵심이다. 해양통제는 잘못 이해되거나 아예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때도 

있다. 종종 특정 해역에 해군전력이 배치되고 그 존재가 현시되며 바다를 점유해야 해

양통제가 달성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많다.38) 해양통제는 “아군이 필요로 하는 특

정 시기 및 해역에서 적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

고, 적의 해양사용을 거부하기 위하여 적의 해군력을 효과적으로 제압 또는 통제하는 

상태”로 정의된다.39) 해양통제는 바다를 물리적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얼

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다. 해군

함정이나 항공기가 근접 배치되더라도 능력이 부족하면 해양통제의 범위가 줄어들 것

이고 능력이 뛰어나다면 원거리에 배치되더라도 해양통제의 범위는 늘어날 수 있다. 해

양통제는 주로 제해권이라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는 Command of the Sea의 

일본 또는 중국의 번역어로 현재 해군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40) 해군에서는 해양

통제의 수준에 따라 절대적 통제인 해양지배(Command of the Sea)와 상대적 통제인 

해양통제(Sea Control)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양지배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하

여 아군은 해양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적의 해양사용은 거부하는 것”이며41) 해양지배

의 개념에 시간적, 공간적 상대성을 적용한 것이 해양통제다. 특정 국가가 전 세계 바

다 전체를 상시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정해역’, ‘특정시기’만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해양통제’가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해양통제는 특정 

해역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해역에서 우군 전력은 바다

를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적대 세력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바다 사용의 권

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물리적 점령과는 다르며 해당 해역을 얼마만큼 잘 통제하

여 적의 사용을 거부하고, 우군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있다.

해양통제는 해양전략의 핵심이며 해군이 가장 우선하여 달성해야 할 임무라고 할 

수 있지만 해양통제 그 자체를 목적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 해군의 해양통제는 국가목

37) 줄리안 코르벳, 김종민ㆍ정호섭(옮김), 『해양전략론』(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pp.129-130.

38) Milan Vego, Maritime Strategy and Sea Control(New york: Routledge, 2016) p.13. 해양에 일정 구역을 

할당하여 함정이나 항공기를 배치하면 해당구역 전반에 걸친 해양통제를 달성한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

된 개념이다. 또한 함정이 특정한 경계선을 경비하는 것은 해양전략이 아닌 육군작전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39) 해군본부, 『해군 기본교리』, (계룡: 해군본부, 2017), p.36.

40) 윤석준, 『해양전략과 국가발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0), p.143.

41) 해군본부, 『해군 기본교리』,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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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이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42) 해양통제가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해양통제를 ‘확보’한 이후 ‘행사’할 때다. 해군은 해양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통제를 행사함으로써 전시 유리한 조건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하며 평시에는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해양통제

를 행사하는 것이고 해양통제 달성은 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해양통제를 행사하는 

것은 해양전략의 목적이며 해양통제 달성은 해양전략의 수단이다. 하지만 해군 내에

서도 해양통제 확보에만 몰두하여 해양통제 행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

를 들어 한국해군의 경우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는 전쟁연습시 북한 해군 주력을 궤멸

시킨 이후 ‘이제 해군이 할 건 다했다’라고 하거나 해상교통로나 항만보호 임무의 가

치를 낮게 보는 이들이 있다. 이는 현존하는 적 함대를 격멸하는 데에만 몰두하여 해

군의 본래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해군의 진정한 가치는 해양통제권을 확보한 이후 행

사하면서부터 빛을 발한다. 해양통제를 행사하는 방법은 해양력을 투사하여 지상작전

에 영향을 미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여 군의 보급로를 유지하고 국가의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반대로 적의 해양력 투사는 방어하며 적

의 해상교통로를 공격하여 적의 군사작전과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

록 해야 한다. 해양통제를 행사할 때 비로소 해군은 합동작전뿐만 아니라 국가목표 달

성과 국가이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해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

사함으로써 나는 이익을 얻고 적은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이 핵심이며 단지 해양통제권

을 확보하는 것 그 자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영국의 해양전략가 

죠프리 틸은 해양통제를 확보하고 행사하는 방법을 <표 3>과 같이 정리했다.

<표 3> 해양통제의 확보(수단)와 행사(목적) 방법43)

구 분 해양통제 확보(수단) 해양통제 행사(목적)

세부방법

결정적전투(Decisive Battle)

현존함대(Fleet-in-Being)

함대봉쇄(Blockade)

해양력 투사

해양력 투사에 대한 방어

해상교통로 공격

해상교통로 방어

42) 미국 코놀리(R. L. Colnolly) 제독은 “우리는 ‘해양통제’ 자체를 목표로 가정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중

요한 것은 해양통제를 이용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죠프리 틸, 배형수(옮김), 『21세기 해양력』(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294-295.

43) 결정적 전투(Decisive Battle)는 적 함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규모와 관계없이 위협이 되므로 가용 전력을 

집중하여 적 해군세력을 격멸한다는 개념으로 마한은 결정적전투를 해양통제를 달성하는 최상의 방안이라 

하였다. 현존함대(Fleet-in-Being)은 상대적으로 열세한 함대(때에 따라 강한 해군도 사용)가 결전을 회피

하고 세력을 보존하되 적 함대를 견제함으로써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함대봉쇄(Blockade)는 적의 

통제하에 있는 특정해역이나 해안에 대해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출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현존함대를 구사하

는 적 세력을 막는 유용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죠프리 틸, 배형수(옮김), 『21세기 해양력』, p. 303-424.



254   해양안보   창간호 (Winter 2020, Vol. 1, No. 1)

해양통제만큼 오해를 사고 있는 개념은 해양거부(Sea Denial)다. 해양거부는 해군

력이 열세한 국가가 해양통제 노력을 최소한으로 하고 적의 해양사용을 거부하는 것, 

즉 해양통제의 대안으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해군력이 열세한 국가가 해양통제

를 포기하고 적이 해양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양

거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해양거부는 해양통제 달성에 기여하거나 해양통제를 보

완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해양통제의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해양통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해양거부를 달성해야 한다. 영국의 해양전략가 죠프리 틸 역시 해양거부에 

대해 2가지 방법으로 수행된다고 설명한다. 첫째, 해양거부는 해양통제의 대안으로서 

적이 해양을 아군에게 해롭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

으로서 많은 소규모 해군들이 우세한 세력들에 대해 방어적 자세를 취하기 위해 사용

한다. 둘째, 해양거부는 해양통제를 보완하거나 해양통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역

할을 한다. 때로는 강력한 해군들조차도 어떤 구역에서는 해양통제를 고수하면서 또 

다른 곳에서는 해양거부를 수행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모든 해양에 있어 완전한 해양

통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해양통제와 해양거부의 균형은 주로 상대적

인 힘의 차이와 관심구역의 지ㆍ전략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44) 해양거부

를 해양통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약소국이 수행하는 대안적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은 

해양거부의 진정한 의미를 절반만 이해한 것이다. 해양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

양거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양거부는 해양통제의 대안적 방법과 해양통제를 달성하

기 위한 과정이라는 2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개념이다.

2. 해양전략과 과학기술

전쟁은 인류 문명발전의 집약체다. 국가의 존망과 인간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전쟁

에서 인류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했고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쟁

은 그 형태를 변화시켜왔다.45) 전략과 과학기술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왔고 현대 과

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상호연관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46) 물론 과학기술이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되지만 반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1차세계대전

시 기관총을 과소평가한 결과 수십만명의 병력을 무의미하게 잃었으며 잠수함을 비신

44) 죠프리 틸, 배형수(옮김), 『21세기 해양력』, p.295-298.

45) 맥스 부트(Max. A. Boot)는 지난 500년의 전쟁사에서 기술발전에 따라 전쟁 양상을 크게 바꾸어놓은 사

례로 화약혁명, 1차산업혁명, 2차산업혁명, 정보혁명 등 4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맥스 부트, 송대범ㆍ

한태영 역, 『전쟁이 만든 신세계』(서울: 플래닛 미디어, 2007).

46) 군사전략과 과학기술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오순근, “군사전략과 과학기술의 상호작용으로 본 해군 전

략과 기술력 발전방향,” 『해양연구논총』, Vol. 52,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9. 참조.



극초음속 미사일이 해양전략에 미치는 영향 / 조성진  255

사적인 수단으로 치부한 영국 해군은 독일 유보트(U-Boat)에 의해 그 대가를 치루었

다. 과학기술 발전이 군사력 건설과 운용에 ‘추동요인(Push Factor)’이 되면서 국가 

차원의 군사전략 발전과 군 차원의 전술적 운용과 고려에 있어 투입(Input) 요소로 작

용하게 되었다. 특히 근대 이후 해전은 그 시대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함정이나 항공기

와 같은 플랫폼과 무기체계의 능력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47) 해군은 함정이나 항공기

와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투하는 군이기에 기술변화에 특히 더 민감한 군이다. 장

군(General)은 사람을 지휘하지만, 제독(Admiral)은 함정을 지휘한다는 옛말이 있다. 

해군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중요성은 기술적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48)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은 해전과 해양전략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중세 범선의 시대

가 열리면서 해양전략의 지리적 범위가 확장되고 시간이 단축되었다. 과거 인간의 노

동력으로 움직이는 갤리선 시대와 달리 식량만 있다면 무한정으로 항해가 가능했고 

그 결과 서구문명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해상무역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화약무기

가 함정에 탑재되면서 기존의 충각전술이나 등선육박 전술위주의 해전은 원거리 함

포전으로 그 양상이 바뀌었다. 증기추진기관과 스크류가 개발되자 함정은 바람이라는 

자연적 한계를 벗어나게 되었고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더 크고 단단한 장갑을 

갖춘 대형함정을 건조하게 되었다. 잠수함과 항공기의 등장은 해전과 해양전략의 차

원을 수중과 공중까지 확대시켰다. 원거리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보

편화는 해전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시키고 반응시간을 단축시켰다. 우주공간과 사이

버 공간의 활용은 해양전략의 공간을 다차원으로 확대시켰다. 과학기술이 해군의 수

준과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

라오지 못한 해군력은 도태되었다는 것이다. 해군력은 동시대 과학기술의 결정체며 

해군은 과학기술군으로서 무기체계의 질적 차이가 전투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잠수함 등 특정 전력을 제외하면, 다수의 노후화된 전력과 소수 최첨단 전력 

간 전투에서 최첨단 전력이 패할 가능성은 낮다.49) 또한 미래에는 과학기술의 발전

이 한층 더 무기발전과 직결되고, 국방과학기술 발달(Super Technology)에 따라 

함정과학기술 분야 역시 혁신적 변화(Paradigm Change)를 겪을 것이다.50) 과거의 

사례처럼 앞으로도 과학기술 발전에 도태된 해군은 미래 전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것이다. 

47) 최정현, “첨단기술시대의 해양전략,” p.45.

48) 죠프리 틸, 배형수(옮김), 『21세기 해양력』, p.233.

49) 오순근, “전환기 전략사고와 해군력,” 『전투발전연구』, 25호, 전력분석시험평가단, 2018, p.379.

50) 하태용ㆍ김용환, “최근 주변국 해군력 증강과 한국의 대응방향,” 『전략연구』, 22(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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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극초음속 미사일이 해양전략에 미치는 영향

1. 해양통제 확보(수단)에 미치는 영향: 제한요인으로 작용

극초음속 미사일의 등장이 해양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해양통제 달성이 어려워진다

는 것인데 이는 해양거부능력의 지리적 확장과 질적 향상 때문이다. 해양거부능력의 

범위와 치명성은 해전에 사용되는 무기체계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 기뢰, 미사일 고

속정, 잠수함, 대함 유도탄과 같은 기술발전으로 해군력이 약한 국가도 강력한 해군

력을 가진 국가에 비대칭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51) 무기체계의 치명성과 

운용범위가 곧 해양거부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지리적 한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기뢰와 잠수함에서 운용하는 어뢰는 치명적이지만 그 운용범위가 짧다. 아음속 대함 

미사일은 운용범위가 상대적으로 길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공능력 또한 향상되

었기 때문에 해양거부능력은 그 한계가 뚜렷했다. 반면 실전에 배치되고 있는 초음속 

미사일과 더 발전된 극초음속 미사일의 해양거부능력의 지리적 범위와 치명성은 기

존의 무기체계와는 혁신적으로 다르게 발전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해양거부능력의 지리적 범위를 월등히 신장시킨다. 유일하게 실전 

배치된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중 하나인 러시아의 지르콘(Zircon)은 최대 1,000km의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중·일 3국이 지르콘과 같은 사거리의 대함 

미사일을 지상에 배치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 <그림 4>는 한국, 중국, 일본 육

상에서 사거리 1,000km의 극초음속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경우 도달 가능한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제주도와 오키나와처럼 지대함 미사일 배치가 가능한 섬은 범

위에 포함했다. 특히 중국은 분쟁지역인 파라셀군도(시사군도), 스프래틀리 군도(난사

군도)에 대공미사일(HQ-9)과 대함미사일(YJ-12B)을 이미 배치해서 운용 중인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52) 이 지역을 포함할 경우 남중국해 전체가 중국 대함 미사일 사거

리에 들어간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서해, 동중국해 전체와 동해의 절반 이상이 

한ㆍ중ㆍ일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사거리에 포함된다.

51) 죠프리 틸, 배형수(옮김), 『21세기 해양력』, pp.295-296.

52) 김성걸, “비행장 세우고 미사일도 배치...주변국 우려감 증폭.” 『국방일보』, 2018.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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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ㆍ중ㆍ일 3국의 지상기반 대함 미사일(1,000km) 사거리 범위

<그림 4>는 지상기반 지대함 미사일 공격능력을 가늠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운용

능력은 이를 월등히 뛰어넘는다. 실제로 중국은 DF-21D과 DF-26B라는 대함 탄도

미사일(ASBM : Anti Ship Ballistic Missile)을 이미 실전배치했는데 각각 사거리는 

1,500km, 4,500km 이상이다.53) 또한 지상발사 대함 미사일 외에도 항공기에서 발

사되는 대함 미사일은 항공기의 항속거리만큼 사거리가 늘어나며 수상함이나 잠수함

에서 운용되는 대함 미사일까지 고려하면 그 거리는 더욱 늘어난다. 다만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해군력과 항공력을 배제하더라도 지상발사 대함미사일만

으로도 이미 상당한 거리를 아우르는 해양거부능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하고 있는 인공섬의 군사적 가치는 치명적이다. 여기에 배치

된 대함미사일은 남중국해 전체 해양거부능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해양통제권 확

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적대국들의 군사적 접근능력을 저하시킨다. 

둘째, 해양전략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취약성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지리적으로 동북아 구석에 있으며 우리의 해양거부능력은 지

리적 한계로 인해 일본이나 중국보다 그 영역이 상대적으로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해상교통로 상당 부분이 중국과 일본의 대함 

53) Kris Osborn, "How would US Navy Stop Chines 'Carrier Killer' Anti-Ship Missiles?," FOX 

News,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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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사정거리, 즉 해양거부능력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5> TNT로 환산한 극초음속 돌입체의 무게-속력별 파괴력54)

해양거부능력의 질적 향상은 무기체계의 파괴력과 적 방어체계의 돌파능력과 관련

이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파괴력은 기존 아음속 미사일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물

리적으로 빠른 속도는 강한 파괴력으로 이어진다. 미사일과 같은 추진체의 무게와 속

도에 따른 물리적 충격량을 TNT 폭발력으로 환산해보면 <그림-5>와 같다. 무게 

500kg의 추진체가 마하 8의 속도로 충돌할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는 TNT 3.3톤의 

폭발력과 동등하다. 극초음속 미사일 무게가 러시아의 지르콘(Zircon) 대함미사일의 

무게로 추정되는 1.5톤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미사일은 운동에너지만으로도 TNT 

9.9톤의 폭발력과 맞먹는 위력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순수 

운동에너지만으로도 뛰어난 관통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55) 고고도에서 비행하다 수

직 하강하는 탄도 특성으로 인해 적함의 갑판을 공중에서 수직으로 관통하므로 1발 

명중할 때에도 함형을 불문하고 격침하거나 최소한 임무 수행이 불가할 정도의 치명

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56) 결국 함선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피격되면 선체

는 궤멸적인 피해가 발생하므로 함선의 손상을 복구하여 전투를 지속하거나 모항으

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손상통제(Damage Control) 능력은 의미를 잃는다. 극

초음속 미사일의 파괴력은 해양거부능력의 치명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54) Speier et al. Hypersonic Missile Nonproliferation p.13.

55) Kris Osborn, “Hypersonic anti-ship missiles-incoming,” ASPI, 2014. 1.28.

56) Elliot Gardner, “Hypersonicweapons : can anyone stop them?,” Airforce Technology, 20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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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존 대공방어체계로는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하다. 현

존하는 대공미사일 중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능력을 가진 것은 러시아의 최신 방공시

스템인 S-500이 우주공간에서 일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57) 그 외에 서방 

무기체계는 완전한 대응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3월 미 전략사령부 사령

관인 존 하이텐(John Hyten)은 미 의회 군사위원회에서 미국은 극초음속 무기를 요

격할 수 있는 어떠한 방어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58) 현존하

는 대공미사일은 초음속 대함미사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어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는 방어가 제한된다. 먼저 육상 기반의 요격 미사일은 GBI 

(Ground-Based Interceptor)와 THAAD 미사일이 있다. GBI는 중간단계 요격용으

로 우주공간에서 적 탄도미사일에 직격하는 방식으로 요격한다. HGV나 HCM과 같

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GBI의 요격이 이루어지는 고도보다 낮은 고도에서 기동하기 

때문에 이 미사일로는 요격할 수 없다. THAAD 미사일은 종말 단계 탄도미사일 요

격용이므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문제는 극초음속 미사일

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는 다르게 다양한 방향으로 기동하며 접근하기 때문에 

THAAD의 대응 범위와 요격확률이 매우 줄어든다는 것이다. 해상 기반 요격미사일

은 SM-3와 SM-6가 있다. SM-3 미사일은 작동방식이 GBI와 같으므로 같은 이유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없다.59) SM-6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속도가 마하 3.5에 불과하므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접

근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완전히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개

량이 진행중이다.60) 또한 미 해군은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에 배치할 RGPWS 

(Regional Glide Phase Weapon System)의 개발을 진행 중61)인데 이는 기존의 

MK41 수직발사관을 활용한 새로운 무기통제 시스템이다. 추후 개발될 극초음속 미

사일 요격 미사일과 통합되어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57) 러시아의 S-500 방공시스템은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하여 탄도미사일, 저궤도 위성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러시아의 세르게이 스루비킨(Sergei Surovikin) 우주군 사령관이 러시아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 보도에서는 우주공간에서의 요격만을 언급했으며 대기권 내에서 가능한지

는 밝혀지지 않았다. : The Moscow Times, “Russia Touts S-500’s Ability to Destroy Hypersonic 

Weapons in Space,” The Moscow Times, 2020. 7. 3.

58) 형혁규,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 p.9. 

59) Kyle Mizokami, “How Do You Stop a Hypersonic Weapon? DARPA is Looking for the 

Answer,” Popular Mechanics, 2020. 1.28.

60) 미 해군은 SM-6 블록 1B를 개발 중인데 미사일의 직경을 확대하고 속도를 극초음속으로 높이는 것이 포함

된다. 표면적인 이유는 SM-6의 대함 공격력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SM-6 미사일이 대공미사일임을 고려하

면 개조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Steve Trimble, “Document 

likely shows SM-6 hypersonic speed, anti surface role,” Aviation Week, 2020 3.12.

61) Jen Judson, “MDA pauses defensive hypersonic missile design to refocus plan,” Defense 

News,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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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어려운 것은 너무나 빨리 이동하기 때문에 요격(탐

지-식별-평가 및 결심-표적 및 무장할당-교전-평가 및 재교전)에 허용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만약 러시아의 지르콘(Zircon)과 같이 마하 8(시속 9,880km/h, 초속 

2,744m/s)의 속도로 접근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100km에서 탐지하였을 때 실제 도

달하기까지는 불과 36초에 불과하다. 36초 안에 탐지와 더불어 판단, 결심, 요격이 이

루어져야한다. 만약 아음속 미사일을 대응하는 것이라면 여러차례 재교전할 기회가 있

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는 단 1회의 교전기회밖에 허락되지 않는다. 따라서 극

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하였을 때 이를 요격하는 권한의 분권화가 요구될 것이다. 상위

지휘관에게 보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개별 함정에서 판단해야 한다. 개별 

함정 조직 내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함장에게 보고할 틈도 없으므로 발사권한을 무장

통제 요원에게 위임해야할 수도 있다. 필요시 무장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대응하거나 

AI를 탑재하여 자동발사 권한을 부여해야 할지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함대 방공 시스템은 다층화된 방어를 통해 적 대함미사일에 대항하고 

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현재는 함대방공구역 최외곽에

서부터 항모함재기에 의한 방어, 구역방공함에 의한 광역방어, 개별함정에 의한 점방

어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개별함정 역시 SM-2/6와 같은 장거리 대공미사일, 

RAM과 같은 단거리 미사일, 함포, CIWS처럼 단거리 무장을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교전하여 요격확률을 높인다.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빠르고 대응할 수 있

는 무장이 비슷한 속도를 지닌 미사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요격 기회가 줄어든다. 

특히 RAM이나 CIWS와 같은 유효사거리가 짧은 단거리 무장은 돌입하는(inbound) 

극초음속 무기에 손상을 주더라도 극초음속 미사일이 손상과 관계없이 그대로 함정

에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

해양거부능력의 지리적 확장과 질적 향상은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되던 요새함대

(Fortress Fleet)의 개념을 부활시킬 수 있다. 요새함대란 ‘함대가 결전을 회피하고 

해안기지의 보호 아래 있다가 유리한 시기, 즉 적 함대가 접근해 오면 해안포와 협동

으로 격파한다는 개념’이다.62) 이 개념은 20세기 초 러시아 해군이 적용했던 개념으

로 해양통제권 획득과는 거리가 먼 수세적인 개념이다. 마한(Alfred T. Mahan)은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함대의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요새함대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러시아가 해안포의 보호 아래 함대를 묶어놓고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을 개탄했다. 미 

해군대학 제임스 홈즈(James R. Holmes) 교수는 중국 해군과 중국의 신형 대함미

사일을 설명하며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 덕분에 요새함대의 시대가 돌아왔다고 주

62)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해양전략용어해설집』(대전: 전력분석시험평가단, 2017),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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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사거리와 화력의 발전은 현대식 요새의 화력 범위에서 운용되는 함대가 상당

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63) 홈즈는 중국 지상군이 근해(도련선 내)까지 방

어망을 쳐준다면, 중국 해군은 근해 내에서 자유로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

했다.64) 해군은 공격과 방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육상기반 무기체계에 의한 

해양거부능력은 해양통제를 위한 공격능력과 같다. 지상에서 운용되는 대함미사일 사

거리 내에서는 적 함대의 접근과 자유로운 행동이 제한되므로 아군 함대는 더 주도적

이며 공세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대함미사일의 

존재로 인한 해양거부능력의 변화는 기존의 요새함대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2. 해양통제 행사(목적)에 미치는 영향: 제한/기회요인으로 작용

극초음속 미사일이 해양통제 행사에 미치는 영향에는 기회와 제한요인이 모두 존

재하는데 해양력 투사, 해양력 투사에 대한 방어, 해상교통로 공격, 해상교통로 방어

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해양력 투사 측면에서는 기회요인이 된다. 해

양력 투사(Maritime Power Projection)란 지상의 국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해양에 있는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륙작전과 같은 해병대 전력의 투

사와 유도탄이나 항공기에 의한 지상공격을 포함한다.65)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함 공

격뿐만 아니라 지상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핵탄두도 탑재가능한 전략적 용도로

도 사용할 수 있다. 핵탄두 대신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전술핵급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66)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빠른 속도는 원거리 표적에 대

해 신속한 타격이 가능하므로 아음속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빠르게 타격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 핵 능력에 대응하는 핵ㆍWMD 대응체계의 일환인 ‘전략표적 타격’ 능력의 

하나로서 신속한 타격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선제타격할 필요가 있을 때 

적의 공격무기가 발사되기 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 

미사일 대비 월등한 사거리로 인해 북한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도 군사적 

억제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

둘째, 해양력 투사에 대한 방어 측면에서는 제한이자 기회요인이 된다. 해양력 투

사에 대한 방어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력인 해양력을 투사할 때 이를 방어하는 것이

며 특히 유도탄을 이용한 공격에 대한 방어와 관계있다.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63) Richard Dunley, “How useful is classical maritime strategy in an age of long-range anti- 

ship missiles?,” ASPISTRATEGIST, 2020. 6.30.

64) 토시 요시하라ㆍ제임스 홈즈, 윤석준(옮김), 『태평양의 붉은 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p.103.

65) 죠프리 틸, 배형수(옮김), 『21세기 해양력』, pp.359-394.

66) 양낙규, “괴물 미사일 현무-4 내년부터 양산하나,” 『아시아경제』, 2020.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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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처럼 적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한요인이 된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적 해양력 투사에 대한 방어에 있어 기회요인이 될 수

도 있는데 특히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시 상승단계의 적 미사일 요격에 유용하게 사용

될 수도 있다.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가장 좋은 기회 중 하나는 상승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적 미사일 발사대에 근접하거나 미리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실현이 어려운 방법이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특히 

HCM 추진 기술을 요격 미사일에 활용하면 이를 극복할 수도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

은 속도, 고고도 비행과 같은 강력한 비행성능을 갖추고 있고 함정이나 항공기와 같

은 기동성이 높은 플랫폼에도 탑재가 가능하므로 특별히 더 유용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는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첩보가 입수

되면 충분히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67)

셋째, 해상교통로 공격에서는 기회요인이 된다. 해상교통로를 공격하는 목적은 크

게 3가지가 있는데 군 선단(Military Shipping)과 같은 군사력에 대한 공격, 적의 통

상을 공격하는 적의 전시경제 잠식, 해상제재와 같이 정치적 조치를 받아들이도록 압

박하는 전략적 강압(Coercion) 등이 있다.68) 극초음속 미사일의 광범위한 해상 공격

능력은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억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강력한 해상 공격능력은 위협세력의 해상도발 의지를 무디게 만들 수 있다.

넷째, 해상교통로 방어에서는 제한이자 기회요인이 된다. 해상교통로의 방어는 해

양전략의 핵심이며 해군의 필요성은 선박 통항의 존재로 인해 두드러지고 이들과 함

께 사라지는 것이다. 해상교통로를 방어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인데 해양통제를 장

악하여 적이 해양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방어하는 것, 방어되고 안전한 특정 해상

통로를 설정하고 이 구역만을 항해하는 것, 적 해상기지를 선제공격하여 공격받을 위

험을 없애는 것, 선단을 호송하여 선박을 직접 보호하는 것 등이다.69) 극초음속 미사

일의 광범위한 공격 범위와 기동성은 이를 방어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특정 

해상통로를 설정하고 이를 방어하는 방법은 유용하지 못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해양의 범위를 안전해역으로 선포하고 적이 이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하는

데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성상 다양한 루트로 원거리에서도 공격할 수 있으므로 과연 

안전한 해역이 존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반면 보호 대상인 선단을 직접 호송하

며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해 직접적인 대공방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

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용하여 해상교통로에 위협을 가하는 적 

67) Cummings, “Hypersonic weapons: Tactical Uses and Strategic Goals,”

68) 죠프리 틸, 배형수(옮김), 『21세기 해양력』, pp.406-415.

69) 죠프리 틸, 배형수(옮김), 『21세기 해양력』, pp.4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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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대와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으므로 기회요인이 되기도 한다.

3. 극초음속 미사일의 한계와 그 외의 논쟁

극초음속 미사일은 만능이 아니다. 최근 미사일 능력의 발전으로 대형함정, 그중에

서도 항공모함의 존재 가치에 대한 논쟁이 자주 벌어진다.70) 항공모함에 소요되는 비

용으로 수천발 이상의 고성능 미사일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이다. 무기

체계의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항공모함의 생존성 논란과 더불어 이런 논쟁은 점차 심

화하고 있다. 좋은 무기는 해군함정을 불필요하게 하는 것인가? 현대의 함정들은 점

점 더 크기가 커지고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함정의 대형화와 질적 향

상과 더불어 재정압박으로 함정 척수 감소도 동시에 나타난다. 새로운 무기체계는 상

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효과적으로 함정을 공격할 수 있으므로 대형함정의 무용

론은 해양전략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스페인 무적함대를 공격한 화공선에

서부터 19세기에 등장한 잠수함과 어뢰정, 기뢰는 대형함정들에 큰 위협이 되었다. 

20세기에는 항공력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함으로써 위협은 배가되었다. 그런데도 

수상함정들은 계속 그 명맥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왜냐하면 

연안부터 대양까지 활동할 수 있는 함정은 전면전에서 저강도 분쟁, 초국가적 위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협 스펙트럼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71) 반면 무기체계, 특

히 공격용 무기체계는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그 가치를 발휘하며 때로는 상황을 악화

시켜 군사력 본연의 목표인 ‘억제’ 달성에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략적 안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기존의 

ICBM은 보유하되 사용하지 않는 무기였다. 장거리를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ICBM에 사용되는 탄두는 핵탄두였으며 ICBM의 발사는 곧 핵무기의 발사를 뜻했다. 

사용할 수 없는 ICBM 대신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무기는 새로운 전략적 타

격수단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공격받는 측에서는 전략적 딜레마를 초래한다. 극초음

속 미사일에는 핵과 재래식탄두 모두를 사용할 수 있어서 자국의 영토나 함정에 날아

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핵무기가 아니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래식 탄

두를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이 적의 핵반격으로 이어질 위험 역시 존재한다.72)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빠른 속도는 신속한 결심과 대응을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70) David B. Larter, “Will ground-based hypersonic missiles replace aircraft carriers in the defense 

budget?,” Defence News(2019.10.13.)

71) 죠프리 틸, 배형수(옮김), 『21세기 해양력』, pp.234-236.

72) Jacob Parakilas, “Hype or Hypersonic?,” The Diplomat, 2020.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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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의도를 과대평가하거나 오판을 일으켜 전략적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추후 전장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아음속 대함

미사일이 주 위협인 현재의 미사일 요격체계는 이미 인간이 대응 가능한 시간의 한계

에 도달했고 이지스체계와 같은 첨단요격체계는 인간의 결심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

이 이미 자동화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초음속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이 사용된다면 인

간이 스스로 위협을 평가하고 판단할 시간이 더욱 줄어들 것이며 인공지능의 개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73) 하지만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결심에서 인간의 판단을 

배제했을 때 책임과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Ⅴ. 결론: 한국 해군에의 함의

지금까지 알아봤듯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과거 

군비경쟁의 재현처럼 보인다. 이 논문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해양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이를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이 어떤 기술적 특

징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각국의 개발 동향과 전략적 의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

았다. 또한 해군은 기술발전에 민감하며 해양전략은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기존의 해양전략 이론을 해양통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위 

논의를 바탕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이 해양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해양통

제의 확보와 행사를 중심으로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극초음속 미사일은 해양통제 확

보 면에서는 제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빠른 

속력과 강력한 파괴력은 요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 한발에도 손상통제가 의미없

는 수준의 함정 피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해양거부능력이 지리적, 질적으로 향상

됨에 따라 해양통제 달성이 그만큼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과거에는 수

동적 전략으로 비판받던 요새함대(Fortress Fleet)의 개념이 현대적 의미로 재탄생될 

가능성도 엿보았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해양통제 행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요인과 

기회요인이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해양력 투사/방어, 해상교통로 공격

/방어에는 각각 기회요인이 되기도 하고 제한요인과 기회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도식화하면 <표 4>와 같다.

73) Parakilas, “Hype or Hypers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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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극초음속 미사일이 해양전략에 미치는 영향

해양통제 확보에 미치는 영향 해양통제 행사에 미치는 영향

해양거부능력의 지리적ㆍ질적 향상으로

‘제한’ 요인으로 작용

*요새함대 개념의 현대적 재탄생 가능성 존재

해양력 투사 ‘제한’ 요인

해양력 투사에 대한 방어 ‘제한/기회’ 요인

해상교통로 공격 ‘제한’ 요인

해상교통로 방어 ‘제한/기회’ 요인

대한민국은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초음속 미사일을 곧 실전 배치할 것이고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각국이 참여 중인 극

초음속 미사일 경쟁에 대한민국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인 것은 무척 고무적이

다. 하지만 주변국과 대등하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

민국은 주변국과 비교해 지리적으로 불리하다. 최소한 해양거부능력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보다 더 뛰어난 미사일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해양통제 행사 면에서 대한민국의 부족한 면을 보충해 줄 수 있

다. 대한민국은 여건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단기간 내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지만74) 국제관계를 고려하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들여오기 힘든 

상황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언젠가 

핵무장이 가능하거나 할 수밖에 없을 때 투발 능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적의 대공방

어망을 손쉽게 돌파할 수 있는 극초음속 타격 기술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에 맞춰 교리 역시 유연해져야 한다. 해양통제를 확보하고 행

사하는데 있어 공군과 육군이 더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해군이 합동성에 기여하는 것

만 생각하지 말고 합동성을 해상작전에 이용해야 한다. 미 육군은 다영역작전(Multi- 

Domain Operations)의 하나로 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 단거리 

대지미사일을 해상용으로 개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75) PrSM(Precision Strike 

Missile)이라는 새로운 미사일을 2023년까지 배치하기 위해 개발 중이다. 이 미사일

은 해상 이동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500km 이상이다. 미 육군은 PrSM

의 개발목적을 태평양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밝

혔다.76) 따라서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한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해상용

74) 정용수, “한국 6개월내 비밀리 수소폭탄 핵실험 가능···외통위 증언,” 『중앙일보』, 2017.10.31.

75) Aaron Mehta, “Anti-Naval ATACMS, 'Big' Swarming Breakthroughs from Strategic Capabilities 

Office,” Defense News, 2016.10.28.

76) Sydney J. Freedberg JR., “Direct Hit: Army Test-Fires Lockheed Precision Strike Missile 

EXCLUSIVE,” Breaking Defense,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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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조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공군의 해상작전 기여도를 더 높여야 한다. 해군의 

입지가 줄어든다고 받아들이기보다 육군 미사일을 통해 해군의 연안방어 부담을 경

감시키고 공군과의 합동작전으로 해상작전의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 또한 교리의 

혁신이 필요하다. 미사일이 해전을 지배한지 오래지만 아직도 우리 해군은 전근대적

인 함포사격을 중요시한다. 매년 10월경 벌어지는 함포 사격대회는 아직도 해군의 가

장 큰 행사처럼 벌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 해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함포 사

격능력을 갖추고 있다. 무기체계는 21세기인데 교리와 전술은 아직 20세기를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77) 함포사격에 쏟아붓는 노력과 열정을 미사일 전술 개발과 

숙달에 돌릴 필요가 있다. 새로운 무기체계에는 그에 맞는 교리와 전술의 혁신도 뒤

따라야 한다. 해군은 신기술을 잘 받아들이지만 교리의 변화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

는 타군도 같다. 신기술은 때론 조직 구조의 변화와 교리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나 

전통적인 조직문화와 관습에 길들여진 기존 구성원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78) 

교리와 전술의 혁신이 동반되지 않으면 1차 세계대전시 기관총 진지에 대한 돌격이

나 잠수함과 어뢰를 비신사적인 무기라고 무시했던 것과 같은 만용을 되풀이 할 수밖

에 없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만능이 아니다. 극단적인 공격무기로서 그 한계 역시 존재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여 강력한 해양거부능력을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즉 해양통제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중요하다. 만약 대한민국의 해양력이 한반도 근해를 벗어날 필요가 없다면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방어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는 대

외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79) 무역 대부분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

서 제한적이나마 해양통제를 확보할 수 있는, 유사시 우리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는 현재 정답이 없지만 미해군에

서는 다음의 5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준비 중이다. CEC(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로 대표되는 데이터링크 능력, 우주 범위를 포함한 감시범위의 확대, 장

거리 요격미사일과 공중플랫폼을 결합한 교전범위의 확대(NIFC-CA), 요격미사일 기

술 발전, 적 발사 플랫폼에 대한 타격능력 강화 등이다. 특정 무기체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요격체계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있는 것이다. 우

77) 일례로 대잠전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전까지도 2차 세계 대전식의 수상함이 직접 잠수함을 탐색-접촉-공

격하는 전술이 사용되었다.

78) Haico te Kulve, Wim A. Smit, “Novel naval technologies: Sustaining or disrupting naval 

doctrine,”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77(7), September 2010, pp. 999-1002.

79) 2018년 기준 GDP 대비 수출ㆍ입 의존도는 66.25%에 달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 “무역의존도(수출입

의 대 GDP 비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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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역시 극초음속 요격능력 확보에 나서야 하며 우리의 해상교통로를 지킬 수 있

는-비록 제한적일지라도-해양통제 확보능력을 갖춰야 한다. 혹자는 국력의 한계 때문

에 원해의 해상교통로를 지키기 어렵다고는 하나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버리자는 

말과 같다. 원해 해상교통로에서 분쟁 발생시 최소한의 해양통제능력을 현시함으로써 

외교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필요하다.

우리나라처럼 대외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가 평화와 가까워지기란 힘들다. 미국,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고대 아테네 모두 먼 지역까지 무역하며 이익을 얻었고 이를 위해 

강력한 해군력을 육성했다. 그리고 무역으로 얻은 부(富)는 다시 해군력 건설에 사용

했다.80) 우리 민족은 장보고 시대를 제외하고 대외무역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제국주

의 시대에도 식민지배를 받는 아픔을 겪었다. 20세기 중반에서야 해상무역을 통해 대

한민국의 부를 일구어냈으나 해상교통로에 대한 중요성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우

리나라 사람들에게 해상교통로가 막혀 고통을 받아본 기억은 없다. 2차 세계대전 이

후 미 해군이 지켜온 평화로운 해상교통로에 사실상 무임승차하였기 때문에 해상교통

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을 먼 바다로 내보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를 통틀어 바다의 교역길은 항상 다툼이 동반되었다. 대항해시대 이후 상선과 군

함의 구분은 무의미할 정도로 해상무역에는 해군력이 동반되어야 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 세계 바닷길은 미 해군에 의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고 민주진영과 독재진영간의 경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81) 미국의 로버트 

카플란(Robert D. Kaplan)은 20세기 초 유럽 대륙에서 보였던 경쟁이 21세기에 동

아시아 바다로 옮겨져 오고 있다고 했다.82) 국제사회는 정글로 다시 돌아가고 있으며 

그 변화는 동아시아 바다에서 시작되고 있다.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80) 로버트 케이건, 황성돈 역, 『돌아온 역사와 깨진 꿈』(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5), p.37.

81) 로버트 케이건, 황성돈 역, 『돌아온 역사와 깨진 꿈』, pp.67-93.

82) Robert D. Kaplan, Asia's Cauldron :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nd of a Stable Pacific 

(New York: Random House, 2014),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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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Hypersonic Missiles on Maritime Strategy:

Focus on Securing and Exploiting Sea Control

Cho, Seongjin

(KOREA Naval Academy Instructor of Military History & Strategy)

 The military technology currently receiving the most attention is the 

hypersonic missile. hypersonic is faster than the speed of sound or Mach 5+. 

The vast majority of the ballistic missiles that it inspired achieved hypersonic 

speeds as they fell from the sky. Rather than speed, today’s renewed attention 

to hypersonic weapons owes to developments that enable controlled flight. 

These new systems have two sub-varieties: hypersonic glide vehicles and 

hypersonic cruise missiles. Hypersonic weapons could challenge detection and 

defense due to their speed, maneuverability, and low altitude of flight.

 The fundamental question of this study is: 'What effect will the hypersonic 

missile have on the maritime strategy?' It is quite prudent to analyze and 

predict the impact of technology in the development stage on strategy in 

advance. However, strategy is essential because it affect future force 

construction. hypersonic missiles act as a limiting factor in securing sea 

control. The high speed and powerful destructive power of the hypersonic 

missile are not only difficult to intercept, but it also causes massive ship 

damage at a single shot. As a result, it is analyzed that the Securing sea control 

will be as difficult as the capacity of sea denial will be improved geographically 

and qualitatively. In addition, the concept of Fortress Fleet, which was 

criticized for its passive strategy in the past, could be reborn in a modern era. 

There are maritime power projection/defence, SLOC attack/defence in 

exploiting sea control. The effects of hypersonic missiles on exploiting sea 

control could be seen as both limiting and opportunity factors. 

Key Words: hypersonic missile, hypersonic missile on maritime strategy, securing sea 

control, exploiting sea control, securing and exploiting sea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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