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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계화시 의 진행과더불어 국가 간경제적 상호의존이심화됨에따라연

안국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해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에게 있.

어 해상교통로는 심장과 연결된 동맥이다 심장이 몸을 보존하기 위하여 맑.

은 피를 동맥을 통해 쉼 없이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해상교통로는 국가의 생

존을 위한 동맥이라 할 수 있으며 생존을 위해서는 재난 환경 해적 등 해, , ,

상교통로를 마비시키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해상교통로를 강하고 튼튼하게

지켜내야 한다.

해양전략가인 제프리 틸 이 해양운송은 무역의 확장과 촉(Geoffrey Till)‘ ’ “

진은 물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며 해양이야말로 국가를 번 으

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는 것처.” 럼,1) 오늘날 세계 무역의

뿐만 아니라에너지 부분을 해상운송에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80%

해상교통로는 국가의 존립과 생존에 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수.

출입 물동량의 원유의 가 해상교통로를 통해 도입되고 있어 해상99.7%, 100%

교통로는 생명선이나 다름없다.2)

해상교통로에서의 안보는 해상테러리즘 해양환경 오염사고 쓰나미, ,

등과 같은 해양 자연재해 해적행위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Tsunami) , .3) 이에

따라 최근 부각된 소말리아 해적퇴치작전 참가 경험을 중심으로 작전적 응

방안에 해 연구하 으며 주로 소말리아 해적 퇴치작전 방안을 중심으로 논,

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1) Geoffery Till, Seapower: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Frank Cass,

2004), p.10.

2) 박창권 해양안보위협확산에 따른 한국 해군의역할확 방안 제 권 제 호, , STRATEGY 21 , 16 1“ ”   

(2013), p.222.

3) 이서항 동아시아 해로안보와 해군의 역할, ,“ ”  제 권 제 호STRATEGY 21 , 13 1 (2010),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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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통 해상 통 과 한 해상 통 안보.Ⅱ

비 통 해상 통1.

전통적 안보는 국가 중심적인 사고 하에서 국가라는 단일적 행위자의 군사

적 행동을 통한 국가 이익의 보호로 특징지을 수 있다 주권 국가는 특정한 지.

리적 역에서 절 적이고 배타적이며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되

었고 전통적 의미에서의 안보는 바로 이러한 국가의 핵심적 이익을 보장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되었다 즉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 국가의 주권이. ,

보호되면 그 보호된 주권은 개인의 안전으로 연결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

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함께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국제관계의 특징은 이념.

중심의 갈등 구조를 강조하는 논리가 퇴조하고 국가 이익과 관련된 논리가,

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냉전시 의 이념 립에 의한 양 진 간 전면전의.

가능성은 낮아진 반면 국가간 소규모의 국지분쟁이나 저강도 분쟁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 국제정세는 과거에 비해 다양한 위협.

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비전통적안보란 첫째 과거의전통적인안보가 주로 다루었던군사,

적 위협뿐 아니라 경제 사이버 환경 등 비군사적 위협으로 위협이 확장되며, ,

둘째 과거 안보주체가 주로 국가로 한정되었던 것이 국가는 물론 단체 기업, , ,

개인 등으로 확 되고 셋째 국적과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위협에 응할,

수 있어야 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

비전통적안보위협중하나인해적이반드시국가의생존과발전에즉각적이

고 중 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발전에 장기적이고 중 한 충격

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통상 비전통적 위협은 위협의 근원이 명확하지 않고.

행방을 종잡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공격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해양.

을매개로하는이러한비전통적 위협에효과적으로 응하기위해서는지역 국

가 또는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된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4)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해사국(ICC: International Chamber Council)

4) 최형민 최근 인도양 해적활동과 해적작전 변화에 따른 한국청해부 역할 연구, , STRATEGY“ ”  

제 권 제 호21 , 16 2 (2013),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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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고서에 의하면 해적사건 발생동향은 아래의 표와 같다(IMB) .5)

표 지역 연도별 해적사고 발생현황< 1> ㆍ

지역별 연도별 해적사건을 살펴보면 말라카 해협이 위치한 동남아시아는ㆍ

년 초부터 매년 여 건 정도의 해적사건이 발생하 고 년에는1990 100 , 2000

최 여 건 이상의 해적사건이 발생하 다 이후 년까지 지속적으로250 . 2010

감소하다 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년까지 지속적인 감소를 보2011 . 2010

인 것은 년부터 말라카 해협 연안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2005 , ,

가 해적작전을 위해 합동초계 등을 실시하며 강력하게 응을 한 결과이며,

여 건 이하로 해적사건 발생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년부터 연안국들의100 . 2010

해양 유권 분쟁과 최근 태국의 쿠데타 등의 정국불안 등으로 해적사건이 증

가되어 다시 연간 여 건 이상의 해적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말라카 해협 해100 .

적특징은 선박과 선원의 피랍 없이 선박 내 화물과 현금에 한 강도행위를 주

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해적사건은 총 개의 국가와 개의 국제해협에서 발29 1

생하 다 년 이래 아프리카 지역에서 해적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 1991

는 소말리아로 건이며 다음은 나이지리아로 건이다 특히 소말리아에1,026 , 366 .

서의 해적 발생은 해적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기2007

5) 국제해사국 년 해적사건 발생동향을 참고하여 재작성ICC-IMB( ), 2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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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오늘날까지 가장 많은 해적사건이 발생하 다 나이지리아는 심각하.

게 부패한 정부로 인해 이슬람 반군과 해적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박을

공격하고 몸값을 받기 위해 협상하는 등 소말리아 해적과 유사하며 부패관료와

해적과의 연계 등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해적사건이 증가하고 있다.6)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과 프랑스의 주도로 년 월 일2008 6 2 ,

월 일 월 일에회의를갖고소말리아해적행위에 한조치에 해만장10 8 , 12 2

일치로 결의를 했다 월 일 결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소말리아 정부의. 6 2

사전승인을받지않고서도해적퇴치목적으로소말리아 해내에진입이가능하

다고결의했다 이결의에서는미국과프랑스가안보문제화행위자로서소말리아.

해적이 국제사회에 한 위협이라는 내용의 안보연설 행위를 했고 참가 국가들,

이 이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해적은 국제사회에서 안보문제화가 되었다.7)

한 해상 통 안보2.

국가 해양력은 고 아테네를 시작으로 중세 포르투갈 및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강 국의 해양력 경쟁과 근 국의 해양 전성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

로 발전되어 온 국가 전략의 일부이다 국가 해양력은 해상교통로에 한 안.

전 확보가 핵심으로 국가생존 차원에서의 해상교통로의 안전문제는 오늘날에

도 전시 병참선은 물론 평시 국가번 을 위한 해상 수송로로서의 중요성도 더

욱 높아지고 있다.8)

특히 우리나라는 많은 물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원의 경우 거

의 전부를 수입하고 있다 해외로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전무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해양수송 및 해상교통로의 중요성은 더욱 증 된다.

이처럼 한국에게 있어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발전을 위한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는 국가안보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해외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는 국.

6) Peter Eichstaedt, Pirate State: Inside Somalia s Terrorism at Sea,’ 강혜정 역 해적국가( ),   

서울 미지북스( : , 2011), p.150.

7) Barry Buzan, Ole Waver and Jaap de Wilde,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국

방 안보문제연구소편 안전보장 서울 국방 학원( ), ( : , 1998), p.55.  

8) Duk-ki Kim,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Counter-Piracy Efforts:“

Focusing on Counter-Piracy Operations off the Coast of Somalia,” STRATEGY 21, Vol. 16,

No. 1 (2013),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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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해외 에너지 공

급을 위한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는 향후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현안

이 될 것이다.9)

년 이후냉전구도 속에서 미국과소련은 정치 경제 군사적 패권유지1945 ㆍ ㆍ

및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해양통제권을 확 하 으며 이를 통해 해양에서,

의 안보환경이 안정화 된 바 있다.10)

년 초반 탈냉전기가 시작된 후 자유주의적 경제 가치와 자본주의가1990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갔다 이로 인하여 해양을 통한 세계무역은 증가되었고.

해양을 매개로 국가 간의 긴 한 연계가 확 되는 등 경제발전이 활발하게 진

행되었다 그러나 냉전 당시 미 소 양국의 세력균형으로 잠재되어 있던 해양. ㆍ

테러리즘 해양환경 오염사고 자연재해 해적행위 등이 해상교통로로 분출되, , ,

면서 냉전시보다 혼란이 가중되었다 특히 해적행위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표적 사례로서 해상교역 및 선박의 항해에 직접적 향을 주고 있다.

표 에서 보는바와 같이해상교통로의 안보환경은냉전시 와 탈냉전 시< 2>

로 구분하여 변화하고 있다 해양안보 패러다임이 냉전 시 에는 패권체제.

다면 탈냉전시 에는 협력체제로 변화되고 있으며 작전구역이 개별국의 연안,

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냉전시 의 즉각적 군사력 투사 등 고위험 수준에서 경.

제를위한협력적수준으로변화되었다 그러나과거냉전시 에는상황전개방.

식이 정형화되지만 탈쟁전 시 에는 해적 등 예측 불가한 요소가 등장하 다.

구 분 냉전 시대 탈냉전 시대

해양안보 패러다임 패권 협력

작전 구역 공해 연안

위험 요소
집중

군사력

확산

경제력

전개 방식 보통 예측 불가

표 냉전 및 탈냉전 시대 해상교통로 안보환경 특징< 2>

출처: James Kraska, Grasping: The Influence of Law on Sea Power, Naval＊ “ ”

War College Review, Vol. 62, No. 3 (2009), p.119.

9) 윤석준 세기 한국 에너지 해상교통로 안보와 한국 해군력 발전 전 해군전투발전단, 21 ( : ,  

2008), p.415.

10) 해양통제권 은 자국의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해역에서 특정(Sea Control)

기간 동안 해양을 사용할 수 있거나 필요시 적에게 해양사용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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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패권국들은 전 세계 해양에서 자국의 이익과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

를 조성하기 위해 아직도 노력하고 있으나 자국의 경제사정 등으로 냉전 시와,

같은 해양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는 실정으로 동

맹국의 군사력과 함께 협력을 통한 해양에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과 같이 한국의 해상교통로를 수출입 물동량을 운송하는 방향에< 1>

따라 구분해 보면 서해를 통해 중국에 이르는 한중항로 남해에서 남중,① ②

국해와 말라카 해협을 거쳐 동남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서남항, , ,

로 일본열도를 우회하거나 해협을 통과하여 북미주 중남미와 양주를 향, ,③

하는 동남항로 한국과 일본 사이를 오가는 한일항로 동해에서 러시아, ,④ ⑤

와 홋카이도를 가로질러 태평양으로 나가는 북방항로로 나눌 수 있다.

그림 한국의 주요 항로< 1>

출저 배형수 국가 해양력 발전과 해상교통로 보호 제 회 해양정책 심포지엄: , , 3 (＊ “ ”

한민국 해양연맹, 2006), p.30.

한국의 해상교통로 중 서남항로는 해적위협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항로이다 서남항로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은 소말리아.

해역으로 한국 국적 선박 및 어선 그리고 한국 선원에 한 해적 피해는 2006

년 동원수산호 피랍 이후 회에 이른다 한국을 포함한 소말리아 해적의 전체8 .

공격사례는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으로2008 111 , 2009 218 , 2010 219 , 2011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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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소말리아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보험료도 기존의.

달러에서 배인 만 달러 이상으로 급등했다500 40 2 .11) 해운업계는 우회항로 이

용 해적 승선방지 설비 설치 무장보안요원의 승선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

있으나 해적공격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동 유럽 간 항로를 희망봉으로 우, -

회할 경우 일 정도 추가 항해일수가 발생하고 만약 모든 원유와 화물이14 15 ,～

희망봉으로 우회한다면 현재보다 약 배의 유조선 수요가 발생한다2 .

한국의 해상교통로를 미국에게 의존하던 시 는 지났으며 한국은 스스로

방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해양강 국 틈바구니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강한 해양력에 의한 해상교통로 보호를 해군전략을 넘어 군사 경제 외교를ㆍ ㆍ

포괄하는 국가전략으로 정립시켜야 한다.

말리아 해 과 한계. ,Ⅲ

말리아 해1.

해적은 과거에 이른바 저위정치 의 역에 속하는 위협으로(Low Politics)‘ ’

서 발생지역이 비교적 제한되어 피해 관련국 이외에는 주요 해양국가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소말리아 해적사례는 전 세계 무역에 직접.

적인 향을 미치고 추가보험금에 한 부담과 자유항행에 피해를 주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정치 및 군사 문제와 같은 전통적 안보의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12) 특히 해적행위로 인한 국제무역에의 악 향 분,

쟁지역의 안정화 작업 저해 국제 테러리즘과의 연계 가능성 규모 해양환경, ,

재난 유발 가능성 등의 위협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국제사회로 하여금 해적문

제를 낮은 수준의 위협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렇듯 해적행위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고조되고 있지

만 국가 간 해양 역 관할 문제 국가별 해적 응 자원의 차이 등의 요소로, ㆍ

11) 손경호 청해부 해적 작전의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국방연구 제 권 제 호, , , 55 1“ ”   (2012),

p.86.

12) Sam Bateman, Sea Piracy: Issue in the Indo-Pacific Region,“ ” Australian Maritime

Affairs, No. 31 (2011),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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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해적 응을 위한 국제법 등 공동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13)

해적행위에 한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의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제정치이론에서는 국가 간의 협력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해적행위의.

발생에 한이론적 논의는 가능하나 해적행위 근절에관한 현실지향적인 방,‘ ’

법 차원에서의 논의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즉 해적행위로부터 해상교통로의. ,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해적 활동 기구 간 정보공유 및 국제법과 같은 차원

에서 현실적인 협력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14)

말라카 해협의 해적 응 사례는 모범적인 응사례로서 유사 해적문제 해

결을 위한 교훈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말라카 해협에.

서의 해적문제 해결은 첫째 관련 연안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해적,

처벌강화 입법추진 및해양경찰력강화 둘째 관련연안국 간정보공유및지, ,

역 순찰강화 셋째 해적퇴치 아시아 지역협력협정 과 같은 국제 및, , (ReCAAP)

지역 협력 강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15)

이와 같이 해상교통로를 항해하는 선박에 한 해적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는 해적 활동 관련 기구 간의 해적관련 정보공유 해상 감시 및 순찰 등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소말리아 해적이 활동하고 있는 아프리카에는.

부분의 국가들이 적절한 해양치안력을 보유하지 않은데다 일부 국가는 공,

동 해상 감시 및 순찰과 해적에 한 체포를 이슬람 형제국에 한 간섭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 해적 응 관련 지역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16) 해적발생국가들은 정치 및경제 붕괴 등으로자체적으로 해적을 통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제 및 지역 차원의 해적 활동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13) EuroCrime, Old and New Threats: Piracy and Maritime Terrorism," EuroCrime“

International Research Project (2006), p.2.

14) Georgios Drossinos, Dangerous Wate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 to

the of Maritime Piracy,”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for the Degree of Bachelor of

Arts (2009), p.7.

15) James Kraska, Coalition Strategy and the Pirates of the Gulf of Aden and the Red Sea,“ ”

Comparative Strategy, 28 (2009), p.204.

16) Peter Chalk, Sunken Treasures: The Economic Impetus Behind Modern Piracy,“ ” Rand

Review, Vol. 33, No. 2 (Summer, 2009),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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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2.

가 국제적 차원.

유엔은 년부터 소말리아 해적을 국제사회의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2008

유엔 차원의 응을 하고 있으며 해적 관련 국제기구와 중동 및 아프리카 지,

역 국가들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해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유엔 은 년부터 소말리아 해적을 국제해상교통로의 위협으, (UN) 2008

로 인식하고 소말리아 해적위협에 응하고 있으며 안보리 결의 제 호1816 ,

호에 따라 회원국에서 파견된 함정 및 항공기가 년부터 소말리아 해1838 2008

역과 인도양에서 해적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년 월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소말리아를 방문한 이후 유엔은2011 12 2012

년 월 일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 유엔사무소를 재설치하고 소말리아1 24 ,

중앙정부 재건 지원을 위해 관련 기구와 협력하는 등 정부재건을 통한 소말리

아 해적통제를 시도하고 있다.17) 또한 유엔은 소말리아 해적발생을 소말리아

의 경제 붕괴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소말

리아 경제 복구 기금을 국제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소말리아 해적단속을 위

해 재창설된 소말리아 해군에 한 지원도 하고 있다.18)

둘째 국제해사기구 는 년 월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IMO) 2009 1

협의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연락그룹 을(CGPCS)

설치하여 효과적인 해적작전 수행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국제해사국 은 국제상공회의소 의 산하기관으로서 해적에, (IMB) (ICC)

게 납치된 선박 위치 추적 및 강탈당한 화물 손해산정 해운 관련 기업의 재산,

손실에 한 조사 서비스 해양산업과 관련된 사기 및 납치 등의 사건처리를,

하고 있다.

넷째 지부티 실행협정 은 년 월, (DCoC: Djibouti Code of Conduct) 2009 1‘ ’

지부티에서 아프리카 및 중동 개 국가가 참여하여 만든 협의체로서20 19) 이 협

의체의 임무는 해적의 조사 및 체포 해적의심 선박의 나포 해적에게 피랍된, ,

17) 기존 유엔상설사무소는 년 소말리아 바례 정권 붕괴 이후인 년 내전심화와 국내 치안 불1991 1995

안정으로 폐쇄되었다.

18) James Kraska, Coalition Strategy and the Pirates of the Gulf of Aden and the Red Sea,“ ”

Comparative Strategy, 28 (2009), p.205.

19) 위의 글,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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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선원 및 화물의 구조와 해적작전 공조이다 또한 소말리아 정부 및 지, .

역 국가에게 해적 활동의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0)

이렇듯다양한 분야에서 해적관련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분,

야에서 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나 군사적 차원.

유엔의요청에 의해 파견된각 함 와개별국가및 범아랍권 함정들은 초기

에 각자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하여 한계를 보 으나 지난 년간 이뤄진 상호, 5

방문 연합훈련 및 회의를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 및 작전 차원에서 아래,

와 같은 긴 한 협력을 하고 있다.

첫째 연합해군사령부 예하 은 년 월에 창설되어 그해, (CMF) CTF-151 2009 1

월 국제해사기구 와의 협조 하에 국제권고항로 를 설정하고 이동2 (IMO) (IRTC)

선박에 한 보호업무를 하여 권고항로상에서 항해하는 선박의 납치 사건을

감소시켰다.

둘째 유럽연합 함 는 세계식량프로그램 및 아프리카 소, (CTF-465) (WFP)

말리아 임무군 수송선박 호송목(AMISON: Africa Union Misson to Somalia)

적으로 년 월에 창설되어 소말리아 동북부 해적근거지 및 해안을 봉쇄2008 11

하여 해적활동을 차단시키고 있다.

셋째 나토함 는 년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선박보호 및 지역협력을 위, 2008

해 창설하 다 나토함 는 해적작전 기간을 년 월 말까지 연장하여. 2016 12

선박에 한 안전호송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넷째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응을 위해 현재 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 , , ,

시아 러시아 등이 노력하고 있다, .

다섯째 범아랍권 해군활동으로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는 소말리아 해적소탕을 위해 년 월 소말리아 지역 개 연안국Council) 2009 1 8

과 에티오피아가 지부티에서 만나 해적 활동을 결의하 는데 이는 국제해,

사기구 의 지원 하에 이뤄진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 간 최초 협력이라는(IMO)

데 의의가 있다.21)

20) 검색일 년 월 일http://www.imo.org/OurWork/Security/PIU/Pages/DCoC.aspx( : 2014 6 2 ).

21) James Kraska, “Grasping: The Influence of Law on Sea Power,”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2, No. 3 (Summer, 2009),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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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한계3.

현재 소말리아 해적위협 응을 위해 유엔과 관련 기구들의 활발한 국제협

력과 유엔회원국의 군함 여 척이 해적작전을 수행하여 해적위협을 많이20

감소시켰으나 완벽한 해적근절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소말리아 해적위협

응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소말리아 경제회복을 위한 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유엔 차원, .

에서 기금조성을 통한 소말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패한 국가인 소말

리아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역부족이다.22)

둘째 참가국의 상이한 참가목적으로 원활한 군사협력이 제한된다, .23) 소말

리아에 해군함정을 파견하고 있는 국가들은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발생되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인 해적을 퇴치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해군함정을 파

견하 으나 초기에 독자적인 활동을 하여 해적작전 참가국 간의 긴 한 협,

력이 이뤄지지 않았다.24)

셋째 자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해적작전에 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 .

특히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가 경제위기를 맞고 있고 일부 국

가의 불안정한 정치사정으로 인해 소말리아 함정 및 항공기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넷째 체포해적에 한 사법처리가 미비하다 이른바 잡았다 놓아주기 관, . ‘ ’

행이 소말리아 해적에 한 주된 처리 방법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8

년 이후 체포된 해적 중 거의 가 단순히 방면되었으며 기소된 해적의60% 18%

만이 형이 선고받았음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25)

다섯째 해적에 한 교전규칙 을 마련하지 못한 상, (Rules of Engagement)

태이다 해적에 한 응과 처리가 국가마다 다른데 일부 전문가는 일부 국. ,

가에서 비군사 세력인 해적에 해 군사적 조직과 동일하게 교전하는 것은 적

22) 김판규 소말리아 근해 해적행위에 한 효율적인 응방안 연구 해양전략, , ,“ ”   제 호148

(2011), pp.24-25.

23) Peter Chalk, Piracy Off the Horn of Africa: Scope, Dimensions, Causes and Responses,“ ”

The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Vol. XVI, Issue II (Spring/ Summer, 2010),

p.98.

24) James Kraska and Brian Wilson, The Co-operative Strategy and the Pirates ofʻ the Gulf

of Aden,ʼ̓ The RUSI Journal, Vol. 154, No. 2 (April, 2009), pp.74-81.

25) 이병구 소말리아 해적 사법처리 관련 문제점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국방연구 제 권 제, , , 54 3“ ”   

호 년 월(2011 12 ),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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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치 않다는 점을 이유로 해적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기본원칙을 정립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26)

이와 같이 소말리아 해적위협 응을위해유엔과 같이 다양한기구들의활

발한 국제협력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해적근절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해적.

응의 한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증진 안과 결 건.Ⅳ

증진 안1.

가 정치사회적 측면.

첫째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응하기 위해서는 소말리아 정치안정을 위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정치사회적 붕.

괴에서 비롯된 치안부재 등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다국적 해군 활동만

으로는 근본적인 해적퇴치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소말리.

아 국가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책이 필요하다.

둘째 소말리아 해적위협 응과관련한 유엔안보리의 활동 강화이다 유엔, .

의 요청에 의해 함정을 파견하고 있는 국가들은 초기보다 상호협력이 원활해

졌으나 파견 함 및 국가별 참가목적이 상이하고 독자적인 지휘구조를 유지,

하고 있어 개별적으로 해적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해적작전,

에 참가하고 있는 함정 및 항공기의 전력이 감소되고 있어 효과적인 소말리아

해적위협의 근절을 위해서는 참가전력 간 지속적인 협력증진이 요구된다.

셋째 소말리아 해역 연안국의 협력강화가 필요하다, .27) 말라카 해협에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개 연안국이 및 공중감시, , 3 MALSINDO

계획 라는 연합작전을 통해 해상 및 항공 초계작전으로 해적사건 감소에(EIS)

크게 기여한 사례도 있어 이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26) 임덕규 전통 전쟁법 원칙과 현 전에 따른 제변화 서울국제법연구 제 권 제 호, , , 6 2 (1999),“ ”   

p.292.

27) Timothy A. Martin, Drawing Lines in the Sea,“ ” Proceedings (December, 2008),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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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소말리아 해적행위 응을 위한 해상치안력 확보지원이다 국제사회, .

는 해적이 발생하는 국가들의 해상치안력 확보를 위한 재정 및 장비의 지원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나 경제적 측면.

첫째 소말리아 경제재건을 위한 국제지원 강화이다 말라카 해협의 해적, .

발생원인과 마찬가지로 소말리아 해적의 발생원인 역시 국가경제의 붕괴로 해

석된다 해적이 발생하는 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가들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에 한 경제적 지원을 확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말리아 연안어업 보호이다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 . (CGPCS)

은 소말리아 해적에게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는 소말리아 연안에서 외국 트롤

어선의 불법어로 행위 및 오염물질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는 국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28)

다 법적 측면.

첫째 해적에 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국제해사기구 는 년, . (IMO) 2001

해적 행위 등의 조사에 관한 실무지침을 결의하며 선박에 한 무장 강도,‘ ’ ‘

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고 한 국가의 관(Armed Robbery against Ships)’ “

할권 내에서 선박과 선박 내 사람 재물에 한 불법적인 폭력 억류 약탈 및,ㆍ ㆍ

협박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 다. .”

이 지침에 따르면 선박에 한 불법행위를 공해 상에서의 해적행위와 해

내에서의 선박에 한 무장 강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해석.

에도 불구하고 각종 통계나 매스컴에서는 해적을 공해와 해의 구분 없이 선

박에 한 불법행위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해적처벌 강화이다 한국에서 삼호주얼리호 피랍 해적 명을 국내로, . 5

송환 후 재판해 두목에게는 무기 징역 다른 해적에게는 년 등 법정 최고형, 15

을 선고하 다 그러나 해적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의 함정들은 현장.

28) Christian Bueger, Jan Stockbruegger and Sascha Werthes, Pirates, Fishermen and“

Peacebuilding: Options for a Sustainable Counter-Piracy Strategy in Somalia,” Forthcoming

in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32, No. 2 (2011),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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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체포한 해적을 포함한 체포해적들을 상당기간 해군함정에 구금하 다가

석방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29)

셋째 해적작전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해 상에서 체포한 해, .

적은 해적의 국적이나 피해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해적을 체포한 국가가 자국

내 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소말리아 해적이 전투.

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불법한 행위를 한 해적

을 체포 구금 및 인도하는 데 있어 법적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

결 건 사2. :

군사협력 차원의 선결조건은 해적작전에 참가하고 있는 다국적군 및 개

별국가와 소말리아 해역 연안국 측면에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해적작전을 수행 중인 다국적군 및 개별국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해적위협 응을위한 해적작전을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최근, .

해적위협 응에 참가한 국가들이 자국의 정치 경제적 불안정 및 소말리아 해,

적위협 감소 등을 이유로 자국함정의 파견을 중지하는 사례가 있는데 해적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참가국들의 지속적인 해적 활동이 요구된다.

둘째 최근 소말리아 해적작전참가함정수는 척 정도로축소되어넓은, 15

구역을 경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국적군 및 개별국가 함정들의

연합작전 능력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해적근거지에 한 봉쇄가요구된다 소말리아해적근거지에 한봉, .

쇄 즉 무기 및 생필품의 금수조치는 해적의 작전지속 능력이나 기초적인 생활,

을 위협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해적근거지작전의 필요성검토이다 일부전문가들은 해적의근원을, .

뿌리 뽑는 차원에서 무력을 사용해 소말리아 해적근거지를 타격할 것을 권하

고 있다.30)

다섯째 다국적군 및 개별국가의 해적작전 수행전력에 한 상시부 체,

29) Matthew M. Frick, Feral Cities: Pirate Havens,“ ” Proceeding, Vol. 134, No. 12 (December,

2008), p.45.

30) Milan Vego, Counter-Piracy: An Operational Perspective,“ ” Tidskrift i Sjöväsendet,
Issue 3 (2009),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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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운용이다.31) 일부 전문가들은현재소말리아 인접 해역에집중된 다국적

해적작전 전력을 서부 아프리카 해역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해적활동이 서부 아프리카로 지속 확산됨에 따라 아프리카 전 해역으로

확 되는 상황에 한 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32)

마지막으로 소말리아 해역 연안국의 군사협력 방안으로 연안국 연합 초계

작전 수행이 필요하다 말라카 해협에서와 같이 소말리아 해역 연안국이 주도.

적으로 해적작전 수행 시 다국적 해군함정이 수행하는 것보다 해역지형에

익숙하여 유리한 환경에서 작전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언어소통에 장애가,

없어 정 검색에도 어려움이 적을 것이다.

다 말리아 해 퇴 과 안.Ⅴ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작전적 발전방안에는 국제권고항로의 효과적인

운용 방안과 해적근거지에 한 작전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국제권. ,

고항로의 효과적인 전력운용을 위해서는 현재 축소되고 있는 해적작전 수상

함 전력에 한 효과적 운용과 작전헬기 및 군수지원함에 한 통합적인 운

등이 있다 또한 소말리아 해적에 한 완전근절을 위해서는 해적근거지에.

한 작전이 요구됨에 따라 이에 한 방안도 검토해 보았다.

고항 효과 운용1.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 북동쪽 소말리아 북부해역은 홍해< 2>

를 통해 유럽과 인도 및 아시아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해역이다.

31) 정삼만 미국 해양전략 변화와 해군력 발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편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 , ,“ ”  

와 전망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 2014), p.97. 

32) 최양선 해군 청해부 해적작전 성과와 발전방향 손원일포럼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 : ,“ ”   

2014),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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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소말리아 북부 해역< 2>

밥 엘 만데브- -
해협

출처 인터넷 자료 참조: ; https://maps.google.co.kr.＊

이 해역의 총 길이는 약 마일이며 소말리아 북쪽으로는 예멘과 오만800 ,

서쪽으로 지부티가 홍해 입구에 위치해 있고 소말리아 동쪽으로는 인도양이

인접해 있으며 홍해와 연결된 해협을 밥 엘 만데브 해협이- - (Bab-el-Mandeb)

라 부른다.

이 해협에서부터 인도양까지의 해역에서 주로 해적사건이 발생됨에 따라

년 월 국제해사기구 는 해적작전을 수행하는 연합해군사 예하2009 2 (IMO)

과 협조하여 소말리아를 항해하는 선박의 근접호송을 위해 아덴만 근CTF-151

해 호송구간에 설정한 마일 거리의 국제권고항로 및 함정별 경비구490 (IRTC)

역을 지정하 다.33)

연합해군사 예하 을 중심으로 유럽연합 및 나토 함 해양안보작CTF-151 ,

전 에 참가하는 한국과 같은 개별국가들은 국제권고항로 에서(MSO) (IRTC)

해적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나 함정 척으로 국제권고항로에서 작전을 수행하, 3

고 있어 안전한 선박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국제권고항로의 효과적인,

운용방안 도출이 요구된다 효과적인 운용방안 도출에 있어 일부국가에서 연.

구된 해상교통로에서의 해군작전술 차원에서 접근해보면 이를 위해서는 지리,

33) Michal Jakob, Agents vs. Pirates: Multi-Agent Simulation and Optimization to Fight

Maritime Piracy (Prague: Czech Technical University, 2010),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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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 위협의 정도 선박통행량 및 작전의 형태 등이 주요 고려요소가 될, ,

것이다.34)

효과적인 운용방안으로 첫째 국제권고항로에서의 경비함정의 증강이 필요,

하다 년 월 이후 를 중심으로 해군함정들이 국제권고항로. 2009 8 CTF-151

에 배치되어 책임구역 마일을 할당받아 경비 및 호송작전을 실(IRTC) (20 60 )×

시하고 있으며 할당된 구역으로 상선이 진입 시 구역 호송 후 다음 구역 함정,

에게 인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국가 함정은 자국 호송선단에 해서만 기.

동호송을 하고 있어 평소 국제권고항로에 경비함정이 부족한 실정이다.35)

현재 이 타 부 와 협조하여 경비함 척을 활용하여 총 개 경비CTF-151 3 8

구역 중 개 구역에 배치하여 경비 및 호송을 실시하고 있어 국제권고항로3

전체의 정도만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적의 활동반(IRTC) 40% .

경이증가하는것을고려하여연합해군사는국제권고항로상 척 이상 함정 배6

치 시 효과적인 해적공격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36)

국제권고항로 에서 경비 중인 경비함은 일반적으로 경비구역에서 경(IRTC)

제속력인 노트시속 의 속력으로 경비를 하고 있다 경비구역 크기15 ( 30km) . 60

마일 을 고려했을 때 회 경비시간은 시간이 소요된다 해적은 구역(120km) , 1 4 .

경비를 하고 있는 경비함의 경비패턴을 평시에 관찰하여 잘 알고 있고 상선검,

색망을 이용한 통신내용을 청취하기 때문에 경비함정이 경비구역 반 편에 있

을 때 선박피랍을 감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 피랍상황 발생 이후 경비함은.

최고속력인 노트시속 속력으로 해적 발생위치로 이동하는 데 시간30 ( 60km) 2

이상이 소요되는 데 반해 해적자선은 목표선박에게 접근하여 시간 이내 선박1

진입 등 피랍을 시도하고 있어 경비함이 피랍을 저지하는 데 시간적 제한이 예

상된다.37)

34) Milan Vego, Major Naval Operations (Rhode Island, Newport: Naval War College, 2008), p.4.

35) James Kraska, The Report on the U.S. Naval War College Workshop on Somali Piracy,“ ”

The RUSI Journal, 74-81 (April, 2009), p.10.

36) Ramzi Mirshak, Ship Response Capability Models for Counter-Piracy Patrols in the Gulf“

of Aden,” Defence R&D Canada-CORA (September, 2011), p.5.

37) Jennifer S. Martin, Fighting Piracy with Private Security Measures: When Contract Law“

Should Tell Parties to Walk The Plank,”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Vol. 59 (2010),

p.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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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비속력(kts) 해적속력(kts) 상대속력(kts) 대응 확률(%)

A 15

30

34 56

B 20 36 60

C 25 39 65

D 30 43 71

경비함 속력 해적선 속력 경비구역 크기마일A : ( ) +( ) / ( )√ ² ²

= (15) +(30) / 60 = 34 / 60 = 56%√ ² ²

B : (20) +(30) / 60 = 36 / 60 = 60%√ ² ²

C : (25) +(30) / 60 = 39 / 60 = 65%√ ² ²

D : (30) +(30) / 60 = 43 / 60 = 71%√ ² ²

표 해적 대응가능 확률< 3>

출처 연구자 작성: .＊

이를 정리해 보면 국제권고항로 내 구역길이 마일 경비(IRTC) 60 (120km),

함정 경비속력 노트시속 해적자선 접근속력 노트시속 를15 ( 30km), 30 ( 60km)

고려했을 때 해적 피랍소요시간 시간 이내에 해적 응 가능확률은 이다, 1 56% .

표 에서보는바와 같이 경비속력을 노트시속 로 증속 시 응 가< 3> 30 ( 60km)

능확률을 까지 높일 수 있다71% .

둘째 탑재헬기의 효과적인 운용이 요구된다 평시 은 국제권고항, . CTF-151

로 에 해 해상초계기를 활용하여 취약시간 박명 여명 초계 및 정(IRTC) ( )～

찰을 일일 회 실시하며 해적 감시 및 첩보 수집 경비함정과 협동으로 의2 3 ,～

심선박에 해 검색 및 식별 중이다 일반적으로 청해부 를 포함한 참가국들.

은 경비함정에 헬기를 탑재하여 원거리에서 상황발생시 탑재헬기를 현장으로

보내 신속하게 해적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통상 헬기 탑재함정은 분 기. 30

태세를 유지하여 노트시속 의 속력으로 모함 반경 마일150 ( 300km) 50 (100km)

권에서 작전을 하고 있으며 해적작전을 위해 출격 시에는 헬기에 저격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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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거나 특수부 원을 탑승시켜 피랍선박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해적에.

의한 선박 피랍현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상초계만으로는 해적활동

을 근절시킬 수 없다.

표 연합해군사 훈련 내용< 4> Rat-Trap

시 간 훈련 내용

분H+01 상선으로부터 구조요청 접수

분H+07 상황평가 및 헬기 긴급출격

분H+15 헬기현장도착 자선인 정선 조치, Skiff

분H+38 검문검색팀 자선인 승선검색Skiff

분H+60 검색팀 증거물 확보

출처 김명성 해적전술 변화와 청해부 해적작전 합참지 제 호: , , , 44 (2010),＊ “ ”   

p.76.

필자가 청해부 장으로 해적작전 임무를 수행하 던 년에는 해적위2010

협이 매우 심각하여 국제권고항로 에서 경비 시 탑재헬기에 한 사전(IRTC)

출격확인 및 헬기갑판 상 출격 기를 등으로 탑재헬기의 출격 소요시간을 최

한 단축하여 운용하 다 또한 연합해군사의 해적활동 정 첩보를 활용하여. ㆍ

표 와 같이 평시 분 이내 긴급출격이 가능토록 준비하 다< 4> 10 .

이와 같이 탑재헬기 기태세를 평시 분에서 반복된 팀워크 훈련으로30 15

분 이내로 출격 시 그림 과 같이 해적의 피랍을 비하고 해적위협의 응< 3>

확률을 성공적 수준인 이상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다 즉 헬기 비행속력을90% .

고려해 출격시간을 분 이내 단축한다면 해적자선의 상선 공격시간 이전에15 ,

현장도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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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탑재헬기 긴급출격을 통한 해적대응< 3>

상선을 기준으로 경계권 마일 감시권 마일 격퇴권 마일 설정(12 ), (6 ), (3 )•

판단기준 상선의 레이다감시권 상선 해적선 탑재헬기 속력을 고려한 응거리: ,• ㆍ ㆍ

상선의 톤급 소형선박에 한 레이다 감시거리 고려- 1

속력 상선 노트 해적자선 노트 탑재헬기 노트- : (15 ), (30 ), (150 )

예 해적자선 노트 상선속력 노트 상 속력 노트) (30 ) - (15 ) = (15 )•

해적자선 경계권에서 격퇴권까지 분 소요 상선까지 분 소요, 34 , 45→

상선과 마일 이격된 탑재헬기 현장까지 분 소요출격시간 포함로60 , 30 ( )

해적자선이 격퇴권 진입 이전 격퇴가능

출처 김명성 해적전술 변화와 청해부 해적작전 참고 후 재작성: , , p.80 .＊ “ ”

셋째 해적작전수행을 위한 군수지원함의 증강투입이필요하다 현재국, .

제권고항로 상 미국 중국 러시아 및 유럽연합 등의 군수지원함이 파병되어, ,

유류 등 군수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나 통합된 군수지원이 제한되고 있다 이, .

로 인해 국제권고항로에서 경비 중인 일부국가의 함정은 오만 등 인근 국가의

항구에서 군수적재를 하고 있어 항구에 정박하여 군수적재를 하는 동안 국제,

권로항로에 전력공백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부분의 해적작전 참가국들은 매번 군수적재를 위해 항구 보안이

취약한 국가의 항구에 입항해야 하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해적작전.

에 참가하는 다른 나라 해군도 중국 해군과 러시아 해군과 같이 경비함과 군수

지원함으로 기동부 를 구성하여 작전 지속성을 증 시키고 아프리카 항구에

서 군수적재에 따른 취약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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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근거지 안2

유럽연합은 년 월 일에 열린 유럽연합 외교장관 회의에서 소말리2012 3 23

아 해적에 해 해상에서의 응만으로는 근절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소말,

리아에서 해적작전 중인 유럽연합 함 의 함정 및 항공기를 이용하여 육상

에 있는 해적근거지내 건물 선박 트럭등 시설물에 한 작전을승인하 다, , .

이에 따라 유럽연합 함 는 해적근거지에 한 작전계획 수립 및 예행연습

이후 그림 와 같이 같은 해 월 일 유럽연합 함 소속 헬기를 동원하여< 4> 5 15

소말리아 수도인 모가디슈 동북방 에 위치한 푼트랜드의 하라데라 해350km ‘ ’

적근거지의 해적모선 척과 해적자선 척을 파괴하 다5 3 .

그림 유럽연합 함대 해적근거지 작전결과< 4>

출처 홈페이지 자료 참고 후 작성: Fleet Europe ; www.fleeteurope.com.＊

유럽연합 함 의 해적모기지 공격작전은 소말리아에 파견되어 해적작전

을 수행 중인 다국적군에 의한 최초의 해적근거지 작전이었으며 해적의 중심,

을 흔들어 해적활동을 중단하게 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럽연합 함 의 해적근거지에 한 작전 이후 소말리아 정부는 해적근거

지에 한 작전을 지지하면서 더욱 강도 높은 해적근거지 공격작전을 주문했

다 이러한 주문과 더불어 해적근거지 작전 시 무고한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하 다.

유럽연합 해군사령부는 해적근거지에 한 작전 결과 소말리아인에 한

피해는 없었으며 유럽연합의 공격참가 항공기 및 병력의 소말리아 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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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착륙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년 바레 정권 몰락 이후 내전으로 치. 1991

안이 무너진 소말리아 정부에 한 배려 차원인 동시에 유럽연합 함 병력에

의한 토진입은 주권침해 등 외교적 잡음이 발생할 소지를 염두에 두고 소말

리아 주권을 존중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당시 해적근거지작전 책임자는 발표를통해 여러 차례의예행연습을 실시“

하여 가장 최적의 작전 시간 및 장소를 선택하 으며 향후 유사한 작전을 지,

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고 언급하 다 유럽연합 함 의 해적근거지 공격에. .”

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육상에 있는 해적근거지에 한 작전 없이 해상에서의

함정활동만으로는 근본적 해적근절에 제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해상에. ,

서의 해적 활동구역 확장과 해적작전시 참가전력이 감소됨에 따라 제한된

함정에 의한 효과적인 해적 작전 그리고 해적근거지에 한 작전이 더욱 요,

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림 와 같이 연합해군사에 의한 해적근거지에 한 봉쇄와< 5>

해적 시설물과 해적 모선 및 자선에 한 공격 작전수행이 해적 활동제한 및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38)

그림 해적근거지 작전안< 5> ( )

출처 김명성 해적전술 변화와 청해부 해적작전 참고 후 재작성: , , p.80 .＊ “ ”

38) Sam Bateman, Sea Piracy: Some Inconvenient Truths,“ ” Disarmament Forum Maritime

Security, Vol. 2 (2010),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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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은 다국적군의 해적근거지 작전 시 피랍된 선원을 방패막이

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작전계획 수립과 소말리아 정.

부 및군과의 사전협조 위성 및항공기 등 다국적자산에 의한 정찰감시 제공, ,

내륙의 해적도주 차단을 위한 병력투입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과정 및 다국적

공조가 요구된다.

이와같은해적근거지에 한작전을통해해적근거지에억류되어있는인질

과 해적근거지 해안에 투묘중인 피랍선박을 구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결.Ⅵ

오늘날 국제사회는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무역을 위

해 해양에 절 의존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에너지 부분을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해상교통로는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생명선과 같은 역할을 수

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생존에 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해.

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안보는 물론 국가번 을 위한 필수조

건이 되었다.

소말리아 해적의 발생원인은 정치 사회적 혼란과 경제 붕괴로 인한 해ㆍ

상치안력 공백으로 최초에는 연안어로 보호를 위해 불법어선을 단속하고 돈

을 받아내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조직화 사업화 되어 자유롭게 항, ㆍ

해하는 선박을 납치하여 선원을 인질로 잡고 상해와 살인을 일삼는 등 심각

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게 되었다.

선박의 자유항행을 방해하며 해상교통로에 한 심 한 위협을 가하면서

세계무역을 혼란시키는 해적에 해 국제사회는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안

보 문제적 차원에서 지역 국제적 협력을 추구하게 되었고 해적퇴치를 위한ㆍ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소말리아에서의 해적행위에 응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함정과 항공

기를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해적을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 년까지 여 척의 함정이 해적작전에 참가하 으나 현. 2013 20 ,

재는 척의 함정만이 해적작전에 참가하는 등 소말리아 해적에 한 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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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소말리아 해적사.

건은 다시 예전과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응이 요구

된다.

해적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증 에 효과적으로 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및 지역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해상교통로 안보는 어느 특.

정 국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해적행위도 특정 국가의 선박을 상으,

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 간 공동협력과 국제해사기구 등 관련기관의 공

조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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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a Lines of Communication Security and Piracy

Kim Meoung - Sung*39)

This thesis analyzes Somali piracy as a non-traditional threat to the 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 and international countermeasures to the

piracy. In an era of globally interdependent economies, the protection of sea

lines and freedom of navigation are prerequisites for the development of states.

Since the post-Cold War began in the early 1990s, ocean piracy has emerged

as a significant threat to international trade.

For instance, in the Malacca Strait which carries 30 percent of the world's

trade volume, losses from failed shipping, insurance, plus other subsequent

damages were enormous. Until the mid-2000s, navies and coast guards from

Malaysia, Indonesia, Singapore,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conducted anti-piracy operations in the Strait of Malacca.

The combined efforts of these three maritime states, through information

sharing and with reinforced assets including warships and patrol aircrafts, have

successfully made a dent to lower incidents of piracy. Likewise, the United

Nations' authorization of multinational forces to operate in Somali waters has

pushed interdiction efforts including patrol and escort flotilla support. This

along with self-reinforced security measures has successfully helped lower

piracy from 75 incidents in 2012 to 15 in 2013.

As illustrated, Somali piracy is a direct security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SLOC which calls for global peacekeeping as a

countermeasure. Reconstructing the economy and society to support public

* Captain, ROK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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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nd stability should be the priority solution.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restoring public peace and jurisdiction for control of piracy as a primary

countermeasure.

Key Words: Somali piracy, Sea line of communication, Non-tradi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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