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 학 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춘근/ 5

STRATEGY 21

통 36 Vol.18, No.1, Spring 2015

지 학 부 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춘 근 *1)

서 론.Ⅰ

제 차 세계 전과 지정학. 2Ⅱ

독일과 추축국 의 지정학1. ( )樞軸國

국의 지정학2.

미국의 지정학3.

세기의 지정학적 전쟁터 아시아의 바다. 21 :Ⅲ

지정학적 갈등이 재연된 아시아1.

해양 지정학적 요인의 두2.

중국의 부상과 지전략. ( : Geostrategy)Ⅳ 地戰略

패권국의 전형적 군사력 해군1. :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해양지정학2.

미국의 응.Ⅴ

세기 미국 동아시아 정책의 지정학적 본질1. 21

미국의 아시아 세기2. (America s Pacific Century)’

미국의 신 국방전략보고서 보다 분명한 중국 견제 정책3. : ( )對

중국 주변국들의 전략.Ⅵ

결 론.Ⅶ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6 STRATEGY 21, 통권 호36 년(Spring 2015 Vol. 18, No. 1)

.Ⅰ

년 독일 사회를 풍미한 학문이 있었다 독일인들이 라고1930 . Geopolitik

칭하 고 어권에서는 라고 일컬어졌던 지정학 이라는 학Geopolitics ( )地政學

문이었다 당 유럽 국가들 곳곳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지.

만 칼 마르크스 의 조국인 독일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지정학에(Karl Marx)

려 맥을 추지 못할 정도 다 지정학은 문자 그 로 지리 즉 인간이 거주하는. ,

공간에 한 정치적 의미를 탐구하는 학문을 의미하지만 독일의 지정학은 단

순한 학문을 넘어 독일 제국의 오도된 팽창 열정을 이론적 사상적으로 지지ㆍ

하는 광기가 되어 버렸다.

당시지정학은 나치 정권의 어용학자들이 만든 게르만의 인종적 우월주의와

합쳐져 독일이 제 차 세계 전을 일으키는 명분을 만들고 제공하는 데 기여하2

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 창조 민족인 게르만 인들이 거주하기에 독일.

은 너무 협소하며 당연히 게르만 인들은 충분한 생활공간 을 확, (Lebensraum)

보해야하며 그러기위해서는열등민족인슬라브족과유태인들을제거하고그,

들의 땅을장악해야 한다는학설을 만들어내었다 이같은 광기는게르만 독일.

국민들을 열광케 하 다 히틀러 의 나치 독일이 벌인 제 차세계. (Adolf Hitler) 2

전의 배후에는 지정학이라는 학문이 배경으로 존재하 었던 것이다.

독일 패망 이후 지정학이라는 학문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못된 사이비 학문이라는 누명이 씌워졌고 많은 서양 민주주의 국

가들은 지정학 이라는 이름조차 없애 버렸다 지정학이라는 용어(Geopolitics) .

신 정치지리학 이라는 이름 아래 지정학은 그 학문의(Political Geography)

명목이 유지될 수 있을 뿐이었다.

물론지리적요인을빼놓고국제정치를설명할수없는일이었고그래서 국

과 미국에도 지정학이 존재하 었다 미국의 해양 전략가 알프레드 마한. (Alfred

제독의 해양 세력론은 본질적으로 지정학이론이었고 니콜라스스피T. Mahan)

크맨 스트라우스휴페 등의저(Nicholas J. Spykman), (Robert Strauss-Hupe)

작들은1) 국 할포드 매킨더(Halford MacKinder)경 의 지정학 이론( )卿 2)과 더

1)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power upon History 1660-1783 (Boston: Little

Brown and Co., 1890); Nicholas J. Spykman, America s Strategy in World Politics: The’
United States and the Balance of Power (New York: Transaction, reprint, 2008) ; Ro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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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앵글로 색슨 지정학파를 형성했던 것이었다 미 지정학은 유럽 륙이.

어느 한 국가에 의해 장악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세력균형을 지지하는 이론

으로서 미국이 제 차 세계 전에 참전해야 하는 논리를 제시한 학문이었다2 .

제 차 세계 전 이후 독일의 학계에서 지정학은 퇴출되었지만 미국의2 ,

학교를 중심으로 맥을 이어오던 지정학은 보다 가치중립적이며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이 동원된 지리학의 한 분야로 발전할 수 있었고 학문적인 생명을 유지

하는 데 성공하 다 지정학이라는 이름이 주는 혐오감 때문에 미국 학자들은.

정치지리학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 지만 년 이래(Political Geography) 1990

지정학이라는 고전적인 이름을 붙인 책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 으며 지

금은 아무런 저항감 없이 다시 널리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이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 지정학이 다시 회귀 하고 있는 현상을 반( )回歸

한 것이다 냉전 시 의 국제정치를 규정하던 큰 변수는 이데올로기 다 그. .

러나 냉전의 종식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붕괴를 통해 가능해졌고 프란시스

후쿠야마 의 주장처럼 더이상 이데올로기의 정반합 현상(Francis Fukuyama)

으로 설명되는 역사는 끝난 것으로 보여졌던 것이다.3) 그러나 냉전의 종식은

이데올로기의 갈등에는 종지부를 찍게 하 는지 모르지만 국가 간의 갈등 그

자체를 종식시키지는 못하 다 탈 냉전시 를 평화의 시 가 될 것이라고 주.

장한 소수의 학자들이 있기는 하 지만 국제정치를 현실적 관점에서 보는 학

자들은 세기에도 국가 간의 전쟁과 갈등은 종식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거21

세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 다.

미국 하버드 학교의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 은(Samuel P. Huntington)

지구 문명권은 개로 나눈 후 과거와 같은 국가 단위가 아니라 문명 단위의7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 는데4) 그가 구분한 문명들은 지도 위에 분

명한 선을 그어 나눌 수 있는 즉 지리적 기반에 근거한 것이었다 국의 전, .

략이론가 콜린 그레이(Colin S. Gray)도 세기는 세기 못지않은 피비린내21 20 ‘

나는 세기 가 될 것이라 예측하 다(Bloody Century) .’ 5)

Strausz-Hupe, Geopolitics (New York: G.P. Putnams Sons, 1942).’

2) Halford J. Mackinder, Democratic Ideals and Reality (New York: Norton, 1962, Original

Printed in 1942).

3)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reissue

edition, 2006).

4)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6).

5) Colin S. Gray, Another Bloody Century: Future Warfare (London: Weidenfeld and Nicho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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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시 가평화의시 이기보다는 세기못지않은전쟁과분쟁의 시기20

로 판명되면서 학계에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지정학의 회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 미국및프랑스등에서국제정치를다시지정학적인관점에서해석해.

야 한다는 저서들이 봇물을 이룬 듯 출간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각종 지도책.

과 지정학 시리즈물들이 간행되었으며 특히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

i)6)와카플란(Robert D. Kaplan)7)의저서들은탈냉전시 의국제정치현상이

지정학적 관점에서 탁월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시작하 다.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간된 지정학 교과서의 역사 서문에서 보이듯 탈냉“

전 이후 지정학에 한 관심이 급증”8)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

었다. 년 미국 지정학의 요람이었던 해군 학 은 지2001 (Naval War College) ‘

정학의 부활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주최하여’ 9) 지정학의 시 의 도래를 알

렸고 그 후 불과 수개월 만에 발발한 테러 사건은 지정학 시 의 회기를9.11

실제로 증명해 보인 사건이었다.

사실 국제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결코 지정학적 관점을 포기한 적이 없

었다 다만 지정학이란 학문이 나치 독일에 의해 악용되었다는 역사적 과오.

때문에 지정학적 관점을 택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부담스러웠을 뿐이다.

이제 다시 국제정치의 분석에 지정학적 관심이 본격적으로 채용되기 시작하

으며 최근 일부 국가들의 전략에 보다 노골적인 형태의 지정학적 개념들이,

사용되기 시작하 다.

본 논문은 특히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더욱 현저하게 야기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천명한 지정학에 기반을 둔 국가 전략과 이들이 상호 충

돌하며 야기되는 국제관계를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우선 과거 지정학이 국제정치학을 압도하던 시 의 세계정치를

간단히 서술한 후 특히 아시아의 경우 세계 어떤 다른 지역들보다도 지정학적

충돌이 보다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아울러 세기 국제. 21

2005).

6) Zbigniew Brzezinski,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New York:Basic Books, 1998).

7) Robert D. Kaplan, The Revenge of Graphy: What the Map tells us about the coming

Conflict and the Battle against Fate (New York: Random House, 2012).

8) 이성형 세기 새로운 학문 패러다임 지정학21 , Colin Flint,“ ” Introduction to Geopolitics 한국지,

정학 연구회 역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길( : , 2007), p.5.｢ ｣

9) Arthur Jay Klinghoffer, The Power of Projection 이용(New York: Greenwood Press, 2006);

주 역 지도와 권력 서울 알마( ), ( : , 2007), p.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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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geostrategy)

을 소개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에 응하는 미국 일본,

그리고 인도 등 관련국들의 지정학적 응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차 계 과 지 학. 2Ⅱ

인간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었던 제 차 세계 전은 전쟁의 두 진 이 각각2

지정학 이론을 배경으로 삼아 벌인 전쟁이라고 말해도 될 수 있는 전쟁이었

다 전쟁을 일으킨 주축국의 주역인 독일과 일본은 모두 팽창의 야욕을 정당.

화시키는 지정학적 이론을 배경으로 전쟁을 도발하 다 이에 맞서 싸운 국.

과 미국 역시 독일 일본을 제압해야만 한다는 지정학적 사명을 가지고 독일,

일본의 도전에 응한 것이다.

독 과 지 학1. ( )樞軸國

독일 지정학의 기초를 세운 인물은 세기 말 활약했던 생물학자 출신 프19

리드리히 라첼 이었다 생물학자인 라첼은 지정학을 자연과(Friedrich Ratzel) .

학의 한 분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적자생존 을 강조하는. ( )適者生存

다위니즘을 국가 기능에 적용하 고 국가들 간에는 생활공간의 확보를 위해,

경쟁하도록 만드는 유기적 진화 과정이 있다고 주장하 다 그는 강한 국가는.

약한 이웃 국가를 희생시키며 자국의 인구 증가에 필요한 추가적 토를 확보

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강한 유기체라고 인식하 다.

과거 독일이 약소국이던 시절 독일의 국경은 잦은 전쟁을 통해 수시로 변

경되었다 이 같은 약한 독일의 역사적 경험을 가진 라첼은 년 비스마르. 1871

크에 의해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져 강력한 독일제국이 탄생하는 것을 희망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라첼은 년 년 미국과 멕시코를 여행한 적이 있. 1874 -75

었는데 당시 미국에 팽배했던 명백한 운명 에 입각한 팽창(Manifest Destiny)‘ ’

주의의 힘을 인식하 다 그 후 라첼의 지정학 이론은 나치즘 과 연계. (Nazism)

되어 독일 팽창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학술적 이론이 되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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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지정학자 셀렌 은 라첼과 한 지정학 이(Johan Rudolf Kjellen) 恰似

론을 전개하여 경쟁적인 진화 과정에서 지정학과 우생학은 공생 관계를 갖는

다고 주장하 다 친 독일계로 러시아를 자신의 조국 스웨덴에 한 최 의.

위협으로 본 셸렌은 러시아에 항하는 북유럽 게르만 연 를 옹호하 다 셸.

렌의 주장은 독일에 넓게 전파되었고 제 차 세계 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후1

더욱 강력한 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11)

독일의 지정학은 육군소장이며 박사이자 교수 던 칼 하우스호퍼(Major

에 이르러 정점에 도달하 다General, Professor, Doktor Karl Haushofer) .

하우스호퍼는 사실은 국의 지정학자 매킨더에 매료되었던 사람이다 뮌헨.

학교에서 자신으로부터 지정학을 배웠던 제자인 히틀러의 보좌관 나치 제국,

의 인자가 된 루돌프 헤스 에 의해 히틀러에 소개된 하우스호퍼2 (Rudlof Hess)

는 히틀러에게 지 한 향을 미쳤다 하우스호퍼는 히틀러가 지속적으로 주.

장한 생활 공간론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우스호퍼는 어린 시절 지리교사 던 부친이 라첼과 교류하고 화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큰 향을 받았다 팽창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사이의 경계선은 변할 수 있다는 라첼의 발상에 향을 받은 하우스호퍼는

작은 나라들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국제정치 침체의 명확한 증후다 병합.“

은 생명과 발전을 나타낸다 고 말하 다 그는 국경을 생명 없는 선에 생명. .” ‘

을 불어넣은 ···박동하는 국가 생명체’12)라고 말하 다.

하우스호퍼는 생활공간과 제 차 세계 전 이후 독일의 역사적 상황을 연계1

시켰다 그는 년의 베르사이유 조약의 불공정을 교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1919

지정학을 이용하고자 하 다 그는 독일은 인구가 식량 생산을 초과하기 때문.

에 보다 넓은 독일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고 생활공간은 피할 수 없, ‘

는 자연적 요구임을 선전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는 일본의 한국 병합을 독.’

일에 적절한 본보기라고 주장하 다.13) 실제로 하우스호퍼는 일본을 방문해서

년간 거주하며 일본의 팽창정책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 다1 . 이

탈리아의 무솔리니 도 하우스호퍼 지정학의 향을 받아 로(Benito Mussolini)

마제국의 광을 재현시키자 하 고 당시 이탈리아의 지오폴리티카 라는 지  

10) Saul Cohen, Geography and Politics in a Divided World, 2nd.ed.(New York: Oxford

에서 인용University Press, 1973), p.40. .

11) Klinghoffer, Op.Cit., 이용주 역( ) p.151.

12) 이용주역 위의 책 에서 재인용Klinghoffer, ( ), , p.159 .

13) 이용주역 위의 책Klinghoffer, ( ), , p.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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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 잡지는 이탈리아가 독일편에서 침략전쟁을 벌이는 정당성과 논리를 제공

하 다 일본에서도 년 에 지정학이 크게 발전되었으며 일본의 지정학. 1920

이론은 년 의 만주 침략과 동아 공 권을 옹호하는 도구로 활용되었1930

다 독일 지정학에 향을 받은 일본인들도 생존권을 외쳤으며 이는 천연 자. ‘ ’

원 확보를 위한 팽창 특히 만주로의 팽창을 의미하 다 제 차 세계 전 이, . 2

후 일본의 전범 재판에는 지정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14)

지 학2.

국의 지리학자 매킨더 도 생물학 자연과학을 공부(Halford Mackinder) ,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리학에 심취한 그는 년 옥스퍼드 학교의. 1887 ,

국 최초 지리학 전임교수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지리학적 지식을 사용 국. ,

정부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자문역할을 하 다 매킨더는 당시 세계를 제패하.

고 있었던 해양제국의 시민이었지만 해군보다는 육군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 다 콜럼버스 시 의 해양력 우위 시 가 육군 우위 시 로.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한 그는 세기도 육군 위주의 시 가 될 것이라고 예측20

하 다 이 같은 그의 인식은 당시 국이 당면하 던 괴로움 혹은 자신감의. ‘

위기를 반 하는 것이었다.’ 15) 지리적 발견의 시 는 쇠퇴하기 시작하 고 철

도의 발달에 수반된 륙국가들의 육군의 확 강화는 국 해군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해양을 기초로 삼는 자유무역의 시 는 끝날 것이고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지리적 경제에 몰입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매킨더는 국의 국제적 위상이 공격당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아시아 유라시-

아로부터 위협이 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 다 세기 말 국과 러시아는 이. 19

미 세계의 패권을 놓고 거 한 게임을 벌이고 있던 중이었다 년 시베리. 1902

아 횡단 철도가 완성되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기 시작하 는데 매킨더는 러

시아 사람들의 이동성이 증가되어 러시아의 힘이 급속하게 팽창될 것으로 보

14) Keiichi Takeuchi, The Japanese Imperial Tradition, Western Imperialism and Modern“

Japanese Geography, in Anne Godlewska and Neil Smith,” Geography and Empire

및(Oxford: Blackwell, 1994), pp.195 198.

15) 이용주역 앞의 책Klinghoffer, ( ), ,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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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아시아로 힘을 팽창하게 된 러시아는 일본과 전쟁을 벌일 것이고 태평.

양으로 진출할 것이 분명하 다.

이 같은 사실에 긴장한 국의 지리학자들은 긴장하 고 국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 다 즉 이.

들은 국이 륙과 관련된 지상의 위협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리라고 생각

하 다 매킨더는 독일과 러시아의 연합을 국에 한 최악의 위협이 될 종.

말론적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 다 년 매킨더는 이 같은 생. 1904

각을 정리한 논문을 국 왕립 지리 학회에 제출하 다.16)

매킨더는 이 논문에서 세계를 중앙아시아의 중심축 지역 유라시아 북아, ,

프리카의 내부 초승달 지역 국을 포함한 나머지 륙과(Inner Crescent),

섬들로 이루어진 외부 초생달 지역 으로 나누었다 제 차 세(Outer Crescent) . 1

계 전 이후 매킨더는 중심축 지역의 이름을 심장지역 으로 바꾸었(Heartland)

고 그곳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17) 매킨더는 심

장지역의 축을 중앙아시아로부터 독일 쪽으로 훨씬 이동시켜 서유럽 및 동유,

럽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보았고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을 상 적으로 축소

시켰다.

매킨더는 당시 미국 해군의 막강함을 인식하기보다는 러시아 육군의 막강

함을 강조하는 실수를 범하기는 하 지만18) 그의 심장지역 이론은 국으로

하여금 독일이 심장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결코 막아야 한다는 전략이

론을 도출케 하 고 국이 제 차 세계 전에 당당하게 독일과 맞붙어서 전쟁2

을 해야만 하는 근거를 제공하 다.

미 지 학3.

미국 지정학의 비조 는 알프레드 마한 제독이지만 마한과 더불어 제( ) , 2鼻祖

차 세계 전 당시 미국의 전략 특히 제 차 세계 전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에, 2

16) Mackinder,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in“ ”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23.

No. 4. (April, 1904); pp.434-436.

17) 매킨더는 단 논법을 전개하 다 예를 들면 심장지역을 지배하는 자는 유라시아를 지배할 것이3 . “

고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는 세계도서 유라시아 륙과 아프리카를 지배할 것; (World Island, )

이고 세계도서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 다; . .”

18) 물론 매킨더는 차후 미국 해군력의 중요성을 인정 자신의 육군 중시 지정학을 수정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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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한 향을 미친 학자는 네덜란드 출신 국제정치학 교수 니콜라스 스피크

맨 이었다 그는 심장지역보다 주변지역 이(Nicholas J. Spykman) . (Rimland)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매킨더의 이론을 정면에서 공격하 다 주변지역.

이란 매킨더의 내부 초승달 지역과 같은 곳으로서 유라시아 륙의 주변 지역

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스피크맨은매킨더의논법을 거꾸로적용 주변지역을. , ‘ ’

장악하는 자가 유라시아 륙을 장악할 수 있고 유라시아 륙을 장악하는 자

가 궁극적으로 세계를 장악 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control) .19)

림랜드 에 포함되는 국가들은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버(rimland) , , , ,

마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이란 이스라엘 터키 그리고 남서유럽의, , , , , ,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이다 스피크맨은 국과 일본은 주변지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근해의 섬으로 분류하 다, .‘ ’

냉전 시 미국이 참전하 던 모든 전쟁 미국이 체결했던 거의 모든 동맹,

조약 등이 주변지역에 존재하는 국가들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의 경우에서처럼 성공한 경우도 있고 베트남의 경.

우에서처럼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 림랜드 지역에 미국의 교두보를 확보하,

기 위해 전쟁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제 차 세계 전과 직결되는 미국의 지정학은 미국의 해군 학에서 개발2

된 이론들이다 미국의 해군 학은 년 이래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설정. 1930

하고 수많은 전쟁 시나리오를 만들어 연습하 는데 실제로 일본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경우 미국 해군은 단 하나의 예외 즉 일본군의 가미가제, ( )神風

특공 의 자살 공격을 제외하면 모든 것을 이미 다 연습해 본 것이라고 할 정

도 다.20)

19) Nicholas J. Spykman, Op. Cit., p.8.

20) Bernard D. Cole, Asian Maritime Strategies: Navigating Troubled Waters, 이춘근 역 격( ) ｢

랑의 바다를 헤쳐 나가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해양 전략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

제 장 미국의 해양전략2014),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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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학 쟁 아시아 다. 21 :Ⅲ

지 학 갈등 재연 아시아1.

어느 시 어느 곳에서라도국제정치현상의 완전한이해를 위해 지리적관

점은 필수적인 요인이었다 비록 미국은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경멸했고 제 차. 2

세계 전 이후의 국제정치가 이데올로기적 요인에 의해 크게 향을 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미국의 냉전 정책은 본질적으로 지정학적 정책이었다 우선 미국, .

은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가장 큰 공산국가인 중국이 위치하고 있는 유라

시아 륙을 봉쇄함으로써 국제공산주의 세력이 해양으로 뻗어 나감을 방지

하고자 하 다 미국의 냉전 정책의 명사인 봉쇄정책. (containment policy)

은 본질적으로 지정학적 정책이었다 국제공산주의를 봉쇄함을 넘어 궁극적. ,

으로 공산주의 세력을 축소 와해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유라시아 륙의 거점

들을 확보하고자 하 다.

냉전 시 는 이데올로기적 고려가 국제정치에 큰 비중을 차지했었지만 지

정학적 고려가 완전히 소멸된 시 는 아니었다 미국의 전략은 앞에서 이미 소.

개했던 니콜라스 스피크맨의 림랜드 이론에 크게 향을 받은 것이(Rimland)‘ ’

었다.

냉전이 끝났다는 사실은 지정학적인 의미에서 유럽에는 평화를 초래하

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역사적인 라이벌들인 국 프랑스 및 독일이 아무리. ,

상호 갈등이 심각해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쟁을 벌일 것 같다고 예측할 수는

없는 시 가 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유럽과 더불어 또 하나의 세계적 힘의.

중심 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에도 평화의 시 가 시작된 것(power center)

은 아니었다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정권들이 모두 몰락한 것과는 달리 아.

시아의 공산주의는 몰락한 것이 아니라 변신하 을 뿐이다.

중국 베트남 북한 및 라오스 등은 명목적으로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있, ,

는 나라들이며 특히 러시아에 신해서 중국이 부상했다는 사실은 냉전 시

형성된 미국의 아시아정책이 내포했던 지전략적 특성과 더( )地戰略的

불어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특성조차도 지속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아시아.

국가들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탈냉전 시 를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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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시아 국가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오히려 냉전 시 보다도 더욱 첨예한

것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중국 일본은 물론 호주. , ,

태국 인도 만 그리고 한국 등 거의 모든 나라들은 급속히 군사비를 증가, ,

시켰다.

여기에 세기 아시아의 갈등에 지정학적 요인이 더 추가되었다 카플란21 .

이 극적인 용어로 묘사했듯이21) 바다가 아시아의 지정학적 갈등 요인에 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갈등요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다 소련의 경우 냉전 후반기에 막강한 해군력을 건설 미국의 해양패권을 위. ,

협하기는 하 지만 소련은 지리는 물론 경제적으로 본질적인 륙 국가 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의 갈등은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결인 동시

에 륙국가와 해양국가의 결이었다 결국 미국과 소련의 냉전적 결은.

바다보다는 육지에 지역적으로는 아시아보다는 유럽 륙에 초점이 맞추어,

졌었다.

해양 지 학2.

그러나 중국의 등장은 자본주의 국의 등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자본주.

의 국은 당연히 무역하는 국가이며 무역 국가는 바다를 주요 활동 무 로 삼

는 나라다 중국은 년 개혁개방을단행한 이후지정학적인 변화를경험. 1978

하 다 우선 중국의 경제 발전은 중국의 동부 해안 지역 즉 북쪽의 요녕성으. ,

로부터 베이징 산동 반도 상하이 만과 마주보고 있는 복건성 그리고 중국, , ,

개혁개방의 상징인 홍콩과 광조우에 이르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사회에 경제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정도로 중국의 해양지역이 집중,

적으로 개발되었던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이룩한 후 바다로부터 위협에.

더욱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국가로 국가성격이 바뀐 것이다 즉 중국은 본.

질적으로 륙 국가이지만 지켜야 할 심각한 재산이 해안가에 불균형적으로

21) 로버트 카플란은 유럽은 륙지향적 이지만 동아시아는 해양지향적 이라고(Landscape) (Seascape)

단언한다 다시 말하자면 유럽의 전쟁이 육군과 전차들의 싸움이었다면 아시아에서 발발할 전쟁.

은 해군과 군함들의 충돌로 특징지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Robert D. Kaplan, Asia s Cauldro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nd of A Stable Pacific (New York: Random House,

2014),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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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된 나라가 되었다 동시에 중국은 해안가 공업지역으로 수입해 오는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수입 해로의 안보 그리고 중국의 상품을 해외로 내다 팔기

위한 수출해로의 안보에 국가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나라로 바꾸게 되었다.

상과 지 략. ( : Geostrategy)地戰略Ⅳ

사 해1. :

중국의 부상은 국제정치사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

다 지구를 하나의 단위로 파악할 수 있게 된 년 이후 국제정치사적으. 1500

로 패권국은 언제라도 해양국가 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이어 국이 패권.

국의 를 이었고 제 차 세계 전 이후 국의 뒤를 이어 패권국이 된 나라도2

역시 해양국가인 미국이었다 역사적으로 륙국가들이 해양국가의 패권에 도.

전을 감행했던 사례가 적지 않지만 그리고 그 결과 세계적인 전쟁들이 발,

생하곤 하 지만 모든 패권전쟁들의 궁극적인 승자는 예외 없이 해양국가들,

이었다 이처럼 해양국가가 궁극적인 승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해양국.

가가 륙국가에 해 가지는 지정학적이며 전략적 이점 때문이었다 프랑스.

와 독일 등 실로 막강한 륙 국가들이 지구의 패권에 도전하 지만 어떤

륙 국가들도 패권국의 지위를 차지할 수는 없었다.22)

어떤 전쟁일 경우라도 자원 동원 능력에서 앞서는 나라가 궁극적인 승자가

되기 마련인데 이 측면에서 세계의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는 해양국가가 륙

국가들에 비해 유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보아도 바다를 지.

배하는 나라라야 세계의 무역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고 자원의 극적인 동원,

을 필요로 하는 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같은 관점.

에서 패권국인 해양국가에 도전장을 내 었던 나라들은 그 나라들의 국가속성

과 관계없이 우선 해군력 확장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폴레옹의프랑스 제차세계 전과제 차세계 전이전빌헬름 세, 1 2 1 (Wilhelm

22) Colin Gray, The Leverage of Sea Power: The Strategic Advantages of Navies in War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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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Ⅰ 히틀러의 독일 해군 증강 정책 냉전 시 소련의 해군력 증강 정책은 이,

들 륙적 국가들이 당 의 패권국인 해양국가 국과 미국에 항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 수 없었다 오늘날의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이 진정 미국에. .

뒤이어 차세 의 세계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패권국의 자연스런 국력인 해

양세력 측면에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져야만(Sea Power)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듯 중국이다 중.

국은 냉전 종식 이후 단히 빠른 속도로 군비 증강을 이룩하고 있는데 중국,

군 증강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양적인 측면에서의 육군 감축 질적인,

측면에서의 해군 증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륙 국가이기는 하지만 마일에 이르는9,000

해안선으로 바다와 접해 있는 나라로서 매킨더와 같은 고전적인 지정학자들에

의해 러시아보다는 훨씬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을 가진 나라라고 인식된 나라

다 매킨더는 이처럼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중국은 러시아를 정복할 수도 있다.

며 우려하기도 하 다.23)

해 증강과 해양지 학2.

년 등소평에 의해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 지난 여 년 동안 연평균1978 30

에 육박하는 경제 발전을 이룩한 중국은 년에는 총량에서 일본10% 2010 GDP

을 추월 세계 위의 경제 국으로 등극하 다 년 당시만 해도 중국의, 2 . 2002

경제는 세계 위 지만 그 후 년 동안 중국의 경제력은 국 프랑스 독일7 8 , , ,

그리고 일본을 모두 앞질렀다 중국은 오랫동안 평화적으로 굴기. ( )｢ 和平崛起 ｣

하겠다고 말하여 왔지만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통계 자료들은 중국의 국방비

증강 속도는 경제력 증강 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중국의 군사비는 지난 년 동안 경제성장 속도의 거의 두 배에 이를 정도20

로 급속하게 증액되고 있었다 냉전이 끝난 후 세계 부분의 국가들이 군비. ,

를 축소시키고 있던 시점에서 중국의 국방비는 더욱 급속하게 증강되었다는

23) Robert Kaplan, The Revenge of Geography: What the Map Tells Us about Coming Conflicts

and The Battle against Fate (New York: Random House, 2012),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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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놀랍다 년부터 년에 이르는 년 동안 중국의 국방비는 연. 1994 2003 10

평균 의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었고 년 냉전 종식 이후 년까지17% 1989 2012

년 동안 연평균 정도씩 군사비가 증액되었고 종합적으로 중국의 군사23 16%

비는 년 이래 년까지 약 배 정도 증액된 상황이다1989 2012 15 .24)

양적인 측면에서는 냉전 이후 무려 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40%

의 국방비가 배에 이를 정도로 증액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15

까 미국의 분석가들은 중국의 군사력이 양적으로 축소되었지만 질적으로는? ,

능력이 증가되었다고 말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육군 위주의 구식 군사력으.

로부터 해군 및 공군 위주의 과학적이며 현 적 군사력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중국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동 결과라고 비방

할 수는 없다 중국은 그동안 연평균 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 으. 10%

며 경제성장의결과 중국은지켜야 할것이 많아지게 된것이다 지켜야할것, .

이 많아진 나라가 국방비와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미.

국의 경우도 년 남북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의 경이적인 경제 발전은1864

년의 미국 스페인미 서 전쟁으로귀결된 바있었다 미서전쟁은미국의1898 - ( - ) .

외 팽창정책의 기원이 된 사건이었다.

년 이래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을 지속한 결과 이제 세계 우수의 무역1978

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산업 중심지는 중국의 동쪽 태평양 연안 지역에 집

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북으로는 요녕성으로부터 남으로는 광동성에 이.

르기까지 중국의 주요 산업 지 부분이 바닷가에 집결되어 있는 것이다.

군사력이란 언제라도 국가의 핵심적인 산업 시설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오늘날 중국은 당연히 해군력을 증가시켜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산업 중심지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 방위전략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

다.25)

특히 그 동안 중국은 무역국가로 성장하여 세계 각국과 무역로를 통해 연

결되고 있으며 중국의 미래는 국제무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중국은 사회주의 륙국가로부터 자본주의 해양 국가로 지정학적 속성이

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전략문화도 륙적인 것에서 해양적인 것으.

로 바뀌고 있다 중국은 이미 년 전국인민 표회의 의. 1992 ( )全國人民代表 議

의결을 통해 남지나해 동지나해의 모든 도서가 중국 토임을 선언 바다에, ,

24) , 26 (2014), p.35.防衛 ｢防衛白書｣ 平成 年

25) , ( : , 1995), pp.50-55.松井 武 ｢世界 紛爭地圖｣ 東京 新潮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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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깊은 관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 다.

중국은 물론 아직 이 지역에서의 중국 토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해군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의 군사력은 항공모함과 잠수함

을 포함하는 해군력 강화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해군이 강화되는 첫 번째 이.

유가 바로 중국의 국가성격 변화와 냉전 종식으로 인한 지정학적 귀결이다.

소련과 륙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동시에 미국의 해군력을 우려,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중국은 장기적인 계획 하에 해양력 증가에 박차를 가하

고 시작한 것이다.

중국이 국가전략의 중심을 해양 전략에 두는 또 다른 이유는 역사로부터

유래한 경험이다 중국은 세기 초반까지는 그 누구의 추종도 불허하는 세계. 15

최강의 해군국이었다 년 초반 명나라 제독 정화 의 원양함 는. 1400 ( )鄭和

아프리카까지 원정 를 파견할 수 있는 규모 지만 중국 황실의 해금 정( )海禁

책은 중국의 해양력을 사멸시켰을 뿐 아니라 중국이 서구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되는 결과마저 초래하 었다.

전 중국해군 총사령원 장연충 제독의 언급처럼 해군이 약화된 중( )張連忠

국은 서구 열강의 침략 상이 되었고 그 침략은 모두 바다를 통해 이루어졌

다 장연충 제독은 우리는 과거 중국이 제국주의 침략자들로부터 회에 걸쳐. 7“

바다를 통해 침략당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군력이 약해서 국가가.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 마음에 뚜렷하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되.

어서는 안 될 것이다.”26)라고 말하 다.

중국은 이미 년 국방백서를 통해 중국해군은 작전 역을 확 하고2004 “

연안 방위작전의 종심을 확 한다고 언급한 바 있었고 또한 년 방위백서2006”

에서도 해군은 연안 방위작전을 위한 전략적 종심을 점진적으로 확 하겠다“ ”

고 말하 으며 년의 방위백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전략적 목표는2010

연안 방어 전략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 27) 있다 연안방어의.

개념은 제 도련 및 제 도련으로 표시되는 중국의 해양 전략에 잘 나타나는데1 2 ,

제 도련 및 제 도련 개념은 중국은 이미 태평양 수역에서 미국과 경쟁하겠다1 2

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26) Tai Ming Cheung, Growth of Chinese Naval Power: Priorities, Golas, Missions and Regional“

Implications,” Pacific Strategic Papers (No. 1. 1990)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p.3.

27) 이춘근역 앞의 책Bernard D, Cole, ( ), , p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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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또한 분쟁중인 토의 확보를 위해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분쟁중.

인도서가많이있는 남지나해역은특히천연자원이풍부한지역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장래에 단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간주되고 있는 곳이다.28)

이 같은 중국의 부상과 해군력 증강은 당연히 이웃 국가들 특히 미국의 적극적,

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중국의 부상이 초래한 지정학적 변화는 미국.

과 중국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지정학적 응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Ⅴ

중국 부상에 한 미국 사람들의 관점은 단일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의 부.

상을 미국과의 경제 통합의 결과로 보아 환 하는 견해도 있고 중국도 결국,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

다는 견해도 있다 중국이 부상하더라도 중국은 점잖은 판다곰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견해 등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미국

인들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다.29)

그러나 다른 한편 중국의 부상을 경계해야 하며 중국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미국과의 패권 갈등을 야기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은 중국과 군사적 경쟁,

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실제로 미국 정부와 군은 중국의.

부상이 미국과의 결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비하기

시작하 다 미국의 중국 견제정책이 시작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만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이 사실상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은 년 가을힐2011

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세기는 미국의 태평양 세기21 (America s Pacific‘ ’ ’

라는 선언과 이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년 월 일 발표 된 미Century) 2012 1 5

국 국방부의 신 국방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28) 탈 냉전 시 동아시아의 긴장원인과 군비증상 현상을 연구한 저서에서 칼더 교수는 동아시아 긴

장의 근본원인을 동아시아 제국의 맹렬한 경제발전과 이로 인한 에너지 확보노력에서 찾고 있다.

중국조차 년 이후 석유 수입국이 되었으며 에너지 궁핍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2004 ,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남중국해의 모든 섬들에 한 유권

을 주장하는 것이다. Kent Calder, Asia s Deadly Triangle : How Arms, Energy and Growth’
Threaten to Destabilize Asia Pacific (London: Nicholas Brealey Publishing Co. 1996).

29) 이춘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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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동아시아 책 지 학 본질1. 21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본질은 애초에는 상업적인 것이었지만 냉전 당시,

소련과의 경쟁 범위가 전 세계적 차원으로 넓어짐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

정책도 군사적 전략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냉전 후반기인 년 이래, . 1980

일본 한국을 비록한 아시아의 마리 용들의 눈부신 경제발전 년 이후, 4 , 1980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미국 외 정책의 비중이 유럽으로부터 서서히 아

시아로 옮겨지는 계기를 제공하 다 아시아는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비.

중이 더 커지게 되었고 특히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에 한 미국의 정책이 더,

욱더 전략적 군사적인 모습을 띠게 하 다, .

미국은 과거 아시아에서 냉전 속의 열전 인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熱戰

을 치렀는데 이 전쟁들은 미소 냉전의 핵심지역이라기보다는 주변지역이라‘ ’ ‘ ’

고 볼 수 있는 지역에서의 전쟁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전쟁들에서 비기기.

도 했고 지기도 했던 것이다 이 전쟁들이 냉전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 ’

전쟁이었다면 미국은 결코 이 전쟁들을 비기거나 지는 수준에서 종료시킬 수

없었을 것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아시아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

의 핵심지역이 되었다 냉전의 주전장이 유럽과 서양이었던 것과는 달리. 21

세기 미중 패권경쟁의 주전장은 태평양과 아시아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아.

시아에서 미국이 중국의 세력에 의해 려날 경우 미국은 패권 그 자체를 잃

을 수 있는 결정적인 손실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본격적으로 아시.

아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미국은 아시아에 한 개입을 미국은, ‘

태평양 국가라는 지리적 논리로 정당화시켰다.’

미 아시아2. (America’s Pacific Century)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년 월호2011 11 Foreign Policy에 기고한 미국의 태평

양 세기(America’ 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미래의 세계정치는s Pacific Century) “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가 아니다 미국은 결. .

정이이루어지는바로 그곳에있을 것이다.”30)라고 선언하 다 이에 따라 소련.

30) 본문을 소개한다. The future of geopolitics will be decided in Asia, not Afghanista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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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이후 유일 초강 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의 힘은 패권 혹(hegemon)“ ”

은 제국 등 부정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들로 묘사되었다(empire) .“ ”

미국은패권혹은제국이라는용어보다는세계의지도국가(global leadership)

라는 용어를 선호하지만 미국이 세계 제 위의 강 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1

것은 미국 전략의 본질적인 목표다 미국은 항상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겠다.

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현하여 왔으며 이는 중국의 도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세기에도 패권국으로 남을 것이라는 의지를. 21

표명한 배경은 미국의 경제가 기 이상의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

테러전쟁이 미국의 승리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데서 연유한다 년. 2011

연말 무렵 미국의 경제는 미약하지만 회복되고 있다는 추세가 분명하게 나타

났다 이코노미스트지. (The Economist 를 비롯한 각종 권위 있는 언론들이 미)

국 경제의 회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 다.31)

힐러리 클린턴 국무 장관이 세기 세계정치는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21“ ”

라고 말한 후 특별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

말을 다른 말로 풀어본다면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라고 말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미 신 략보고 보다 한 견 책3. : ( )對

년 월 일 미국 국방성은 신 국방전략보고서라는 짧은 문건을 간행2012 1 5

했다 미국은 정기적으로 국방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현 상황을 진단.

하고 책을 마련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냉전 당시 미국은 매년 소.

Iraq, and the United States will be right at the center of the action.

31) 년 월 미국의 지 인터넷 판은 미국이 한국 터키 및 독일과 더불어 전혀 국2012 5 Foreign Policy ,

력이 쇄락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논문을 게제하고 있는데 미국

힘이 부상하는 주요 이유를 미국이 아시아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 힘을 현시하고 있다는 데 서 찾

고 있다. Bruce Jones and Thomas Wright, Go With the G.U.T.S: The West isn t Declining.’

최근 미국 셰일 석유 개발로 인한 미국의 에너지 자급 가능성은http://www.foreignpolicy.com

미국의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 한 개입 그 자체가 무의미 한 상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외정책에 큰 변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의 에너지 자급이 미국의 국제개입을.

줄이고 그 결과 국제사회가 혼동스럽게 될 것이라는 분석은 Peter Zeihan, Accidental
Superpower: The Next Generation of American Preeminence and the Coming Global

Disorder 참조(New York: Twelve,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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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군사력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어 소련 군사력을 정 하게 측정하고자 노

력하 고 결국 소련을 굴복시키는 데 성공하 다, .

미국은 년 소련이 몰락한 후 가상 적국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작업을1990

중지하 다 그러던 미국이 년부터 미국 의회는 미국 국방부에게 매년 중. 2002

국의 군사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라는 의무를 지웠다 미국이 중.

국의 군사력을 매년 평가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미국은 이미 중국을 패권 도‘

전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년 월 일 간행된 보고서는 그 제목이 미국의 세계 리더십 유지2012 1 5 “

로 되어 있으며 부제 는 세기 국(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 ) 21” 副題 “

방의 우선순위 로 되어 있다(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

보고서의 제목에서 보이듯 신 국방전략보고서는 미국의 몰락에 관한 세간

의 주장을 정면 거부하고 있으며 미국은 몰락하는 강 국이 아니라 세기에, 21

도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강 국이 될 것이라는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

다 오바마 통령은 우리는 지금 오늘의 전쟁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끝내. ( , )“

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 을 포함하는 더, - -

욱 광범한 도전과 기회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32)라고 언급하 다 즉 미국.

의 국방정책의 초점을 중동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즉 중국을 견제하는 것,

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년의 신 국방전략보고서는 미국의 군사력이 신속하고 탄력적2012 (agile),

이며 온갖 종류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flexible) .

신 국방지침은 미국 군사력의 주요 표적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한

다 오바마는 미국 군사력은 접근이 거부된 상황. (anti-access environments)‘ ’

에서도 성공적인 작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바마는 중국의 제1

도련 및 제 도련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2 .

앞에서설명했던 로 중국은 년 중반 이후 미국 해군이 중국근해에1980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반 접근 지역적 거부 전/ (Anti-Access/Area Denial)‘ ’

략을 선언하 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전략을 약칭으로. A2/AD

전략이라고 부른다 미국은 중국이 고심 끝에 내놓은 전략인 반 접근 전략을.

신 국방전략 지침의 서문에서 그 로 되받아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사이버.

역을 포함하는 국방의 모든 역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하겠다고 천(cyber)

32) 본문은 ‘as we end today s wars, we will focus on broader range of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cluding the security of the Asia Pacifi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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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있다 사이버 전쟁 역시 중국을 염두에. 둔 언급이다 미국 국방성은 자.

신의 컴퓨터 시스템이 하루에 약 건 이상 해킹을 당하고 있다고 보며 그1,000

부분이 중국에 의한 것임을 이미 공개한 바 있었다.

신국방전략보고서가특히강조하는것은 지구의공유지(Global Commons)｢ ｣

를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구의 공유지란 다름 아닌.

바다를의미한다 지금 중국은일본오키나와및 필리핀을 거쳐인도네시아에.‘ ’

이르는 선을 그어놓고 이를 제 도련이라 말하며 제 도련 내에서 미국 해군이1 1

작전하는 것을 거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중국 국가(Anti-Access)

방위 전략의 핵심적 목표로 삼고 있다 최근 중국은 동지나 해의 환초 또는 사.

구 등에 중국이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의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신 국방전략은 중국의 거부전략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 ’ ‘ ’

의 새로운 국방전략 보고서는 미국 해군은 동중국해는 물론 황해와 동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신 국방 전략 보고서는 미국 군사력의 사명을 개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는10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어느 한 지역에서 규모 전쟁을 치르는 도중: (1)

에 다른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이를 억지하거나 격파하겠다는 것즉(

두 개의 전쟁을 치른다는 것과 어느 국가가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전략) ; (2)

을 사용한다해도미국의이지역에군사력을투사할것(Project Power Despite

등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Anti-Access/Area Denial Challenges) .

미국은 향후 미국 해군의 를 아시아 지역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다 이60% .

같은 미국의 전략 변화는 경제적인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보다 큰 요인은 역

사적 정치적 즉 지정학적인 것이다 미국은 비전통적인 도전인 테러와의 전, .

쟁을 약 년 만에 종결하고 보다 전통적인 국제정치적 도전인 급부상하는10 , ,

신흥 강 국 중국의 도전에 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

게 말하는 것은 미국이 앞으로 테러와의 싸움을 완전히 그만둔다는 것도 아니

며 미국이 중국과 당장 본격적인 전쟁을 벌일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

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도련 전략에 군사적으로도 응하기 위해. 공해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 중이다(Air-Sea Bat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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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들 략.Ⅵ

아시아가 지정학이 지배하는 역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

의 주변국들의 외 전략에서도 현격하게 나타나 보이고 있다 지정학적 철칙.

이 아시아 국가들의 외교 안보 정책에 본격적인 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

다 예로서 냉전 시 동안 베트남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 등은 이념을 공.

유한다는 의미에서 우호국으로 지냈다 그러나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경을 맞 고 있는 이웃 국가들이 진정한 우호국으로 지낸다는 것은 불‘ ’

가능한 일이다 원교근공 즉 먼 나라와 동맹을 맺고교류하고 가. ( ), ( )遠交近攻

까운 나라와 싸운다는 중국 고 사로부터 얻어진 교훈은 국제정치의 철칙이

며 국제정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지정학 이론이 아닐 수 없다 역사상, .

발발한 전쟁의 거의 정도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사이에서 발생한90%

것33)이라는 통계는 오늘날 아시아의 지정학적 국제정치를 규정하고 있다.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부분이

중국을 두려워하며 그 결과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거나 혹은 미국에 자신들

의 안보를 의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자신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중.

국과 균형관계를 이룩할 수 있는 일본은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인 미국과

의 동맹을 극적으로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 ( )安倍晋三

본 총리의 정책은 미국에 자신의 안보를 더욱 의존하는 편승전략(Band-

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부상에 공동 응하기를 원하는 미국은wagoning) .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및 군사 역할 확 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인도의 전략 역시 중국의 부상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다 인도는 소.

위 동쪽만 쳐다보는 정책 으로 중국의 부상에 균형을 유(Look East Policy)｢ ｣

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군사 협력 관계도 적극 추진하고 있

다 인도는 그 자체의 힘만으로도 중국과 균형을 이룩할 수 있는 국이며 오. ,

랫동안 비동맹 정책을 고수하 던 나라이지만 안보에 관한 한 일본 미국 및,

호주 등 서방측과 적극 협력 중국의 부상에 응하고 있다, .34)

33) John A. Vasquez, The War Puzz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34) 이춘근역 앞의 책 제 장 인도의 해양 전략 참조Bernard D, Cole, (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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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미국의 주적으로서 무려 년에 걸친 전쟁을 전개한 후 결국 최종30 ,

승리한 베트남 역시 중국의 부상에 비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

고 있다 베트남은 주요 항구인 다낭 항에 미국 해군이 머무를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며 고위급 미국 군인을 초청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에 강력히 응하고,

있는 중이다 필리핀 만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중국 주변국들도 체적으. , ,

로 중국의 부상하는 힘에 처하기 위해 미국의 힘을 빌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결.Ⅶ

지정학이 오늘처럼 다시 부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 다 냉전시 가.

끝난 후 국가들은 더 이상 갈등을 자제하고 협력과 화 국제법 등을 통해 평,

화로운 국제정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하 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은 평화로운 세계를 가져다주지 못하 다 냉전 시 의 이념적 갈등은 탈.

냉전 시 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체되었다 나치 독일의 경우처럼 노골적인.

지리적 팽창 정책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탈냉전 시 국가들의 외교 및 안

보 정책을 설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계지도라고 말할 수 있는‘ ’

시 가 다시 도래하 다 중국은 더욱 뻗어나가기 위하여 동남아시아 각국들.

을 잇는 마치 진주목걸이 형상의 지정학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반면 미국,

은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중국 주변 국가들을 동맹 및 안보 협력 관계로 엮음

으로써 중국본토를 포위하겠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아시아 지역은 특히 바다의 지정학이 특히 강조되는 지역이 되었다 로버.

트 카플란의 지적 로 유럽은 륙지향적(Landscape)이지만 아시아는 해양

지향적(Seascape)이라고 말해야 되는 지역이다 유럽에서 강 국들의 전쟁.

모습이 전차와 보병이 상호 충돌할 지상 전쟁인데 반해 앞으로 만약 아시아,

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군함과 해군들의 충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말했듯 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첫 번째 포성

은 바다에서 들려올 것임이 확실하다.

지정학적으로 바다가 주요하게 된 아시아 국가들은 저마다 해군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차 전 이전 독일의 해군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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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을 방불케 한다 물론 자본주의 무역국가의 발전 경로를 택한 중국이 해.

군을 중시하고 증강시킨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일이다 다만 국제정치.

에서 한 나라가 자신의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경우 이는 반드시

다른 나라의 응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소위 안보의 딜레마(security‘ ’

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아시아 지역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dilemma)

다는 점이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일본 해군력 증강 미국 해군력의 아시아에로의 이,

동 인도 해군의 동쪽 지향 필리핀 베트남의 해군협력 강화 등을 불러일으키, , -

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아시아 바다의 안보를 더욱 나쁜 상황.

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필자는 본 논문에서 규범적 논의를 배제하( , normative)規範的

다 지금 아시아 각국이 취하는 행동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를 논하지 않았.

다 다만 그런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 해서도 논하지 않았다 한국의 입장을 분석하지. .

않은 것은 한국이 지정학적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은 아니

다 오히려 그와는 정 반 다. .

한국이야말로 국가안보론 외교정책론에서 지정학적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나라다 냉혹한 지정학적 국제정치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에 입.

각한 전략이 수립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

험한 상황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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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turn of Geopolitics and the East Asian

Maritime Security

Lee Choon - Kun*35)

Geopolitics or Political Geography is an essential academic field that

should be studied carefully for a more comprehens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security relations. However, because of its tarnished image as an ideology

that supported the NAZI German expansion and aggression, geopolitics has

not been regarded as a pure academic field and was rejected and expelled

from the academic communities starting from the Cold War years in 1945.

During the Cold War, ideology, rather than geography, was considered

more important in conducting and analyzing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nd with the beginning of a new era in which

territorial and religious confrontations are taking place among nations -

including sub national tribal political organizations such as the Al Quaeda and

other terrorist organizations - geopolitical analysis again is in vogue among the

scholars and analysts on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Most of the conflic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is occurring now in the post-Cold War years can

be explained more effectively with geopolitical concepts.

The post - Cold War international relations among East Asian countries are

especially better explained with geopolitical concepts. Unlike Europe, where

peaceful development took place after the Cold War, China, Japan, Korea,

the United States, Taiwan and Vietnam are feeling more insecure in the

post-Cold War years. Most of the East Asian nations’ economies have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der for Maritime Strategy(KIMS)



32 STRATEGY 21, 통권 호36 년(Spring 2015 Vol. 18, No. 1)

burgeoned during the Cold War year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ructure provided by the two superpowers. However,

after the Cold War years,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ructure has not been

stable in East Asia and thus most of the East Asian nations began to build up

stronger military forces of their own.

Because most of the East Asian nations’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depend on the oceans, these nations desire to obtain more powerful navies

and try to occupy islands, islets, or even rocks that may seem like a strategic

asset for their economy and security. In this regard, the western Pacific

Ocean is becoming a place of confrontation among the East Asian nations. As

Robert Kaplan, an eminent international analyst, mentioned, East Asia is a

Seascape while Europe is a Landscape.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conflict

on the waters of East Asia is higher than in any other period in East Asia’s

international history.

Key Words: Geopolitics’ Regional security, Maritime power, National strategy,

Region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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