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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 목1.

북한은 분단 이후 지속적인 해상도발을 감행하여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

다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감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

이 필요할까 필자는 북한의 해양분쟁 위협에 비하여 사전 예측이 매우 중?

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 목적도 한반도 해양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

고 이에 비토록 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세부적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해양을 통한 위협에 한 인지 측면이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

변화되면서 기존과 같은 전면전 위협보다는 국지적인 저강도 분쟁 수행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다 흔히 세 전쟁이라 일컫는 이러한 양상은 약소국이 강. 4

한 상 에 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것이다 지상군.

에서 주로 쓰는 개념으로 인식되나 해양을 이용할 경우 오히려 도발의 주체,

를 더 불분명하게 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안함 피격사건에.

서 잠수정을 은 침투시켜 기습 어뢰공격을 수행한 사례만 봐도 효과를 알

수 있다 당시 도발의 주체를 파악하는 것만도 장기간이 소요되어 즉각 응.

이 어려웠으나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현재도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 칭 전력을 다.

수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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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북한의 해상 비대칭 위협< 1> 1)

표 과 같이 북한은 수상함이 여척 잠수함정 여척 특수전요원< 1> 700 , ( ) 70 ,

여만 명 등 엄청난 숫자의 비 칭 전력으로 무력 도발을 자행할 것으로 판20

단한다 도발의 장소는 인근 및 서해 도는 물론 한반도 어느 해역이든. NLL 5

지 은 공격을 감행하여 군사 비태세 확인 및 정 첩보 수집 활동 해상,我 ㆍ

교통로에 한 공격이 예상된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 비 칭 전력에. ,

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해상을 이용한 도발이 선호되어 바다에서의 분쟁 수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해양분쟁 가능성 예측의 중요성 인지 측면이다 년 월에 발생, . 1973 10

한 욤 키푸르 전쟁 이 있기 한 달 전 이스라엘 해군 정보당(Yom Kippur War)

국은 년의 차 중동전쟁에서 패한 이집트가 보복공격을 해 올 것이라고1967 3

합참에 보고하 다 그러나 이스라엘 합참에서 정보 재판단 결과 이집트의 공.

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여 해군의 보고를 무시하 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스라엘 해군은 이집트 해군의 기습 공격을 예측하고 자체적으로 전투

준비태세를 갖춤으로써 전쟁을 준비하 다 결국 이스라엘 해군 정보당국의. ,

예측 로 아랍연합군이 공격하 고 미리 알고 비한 이스라엘 해군은 적은,

1)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반길주 국제현실정치의 바다전략 서울, 2012 ( : , 2012) pp.26-28; , (    

해양전략연구소 홈페이지: , 2012), pp.278-323; Global Fire Power www.globalfirepower.com 참

고 재구성, .

구 분 수 량 양 상 비 고

수상함

전투함정( ) 여척420 인근 함포 어뢰공격NLL ,∙

군사 비태세我

확인,

정 첩보 수집,ㆍ

해상교통로 공격

등

상륙함정( ) 여척260 특수작전요원 규모 상륙 지원∙

기뢰전함정 여척30 공격 보호기뢰 부설/∙

잠수함정( ) 여척70

∙ 어뢰공격 및 기뢰 부설

해상교통로 공격기뢰( )∙

해안 침투 및 감시 정찰∙ ㆍ

특수전부 여만 명20
특수전요원 침투∙

서북도서 무력 강점∙

무인정ㆍ

무인기
- 감시 정찰 무인 기습공격,∙ ㆍ

사이버 부 명15,000 사이버전 전자전 교란 등(GPS )∙ ㆍ

기타 공작 모 자선 무장 어 상선 등 해안침투 및 정보수집 활동 예상: ,※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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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함정으로도 다수의 시리아 및 이집트 경비정을 침몰시키는 등 압승을 거

두었다 본 사례를 통해 전쟁의 예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

다 이지스함 등 최신예 함정을 보유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북한의 기습도발로.

인해 역내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스라엘처

럼 해양분쟁 발발에 한 예측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해양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만 있다면 효과적인 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한반도 해양분쟁 관련 연구는 다분히 해양전략 수립과 전력건설에 한 개념

적 주장이 부분이고 해양분쟁 예측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

셋째 해양분쟁 발발 가능성 예측 방법의 타당성 검증 측면이다 국제정치, .

이론 가운데 전쟁의 발생을 예측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많은 연구들이 과

거의 사례를 통해서 향후 전쟁 가능성을 유추한다 이는 상당히 일반적인 방.

식이며 전례에 한 고찰이 수반되므로 비교적 널리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러.

나 몇 가지 사례만을 가지고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다 설.

명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화 가능한 과학적 기법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서

합리적인 논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질적인 방법론과 양.

적인 방법론을 병행하는 것은 이러한 논리를 더욱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해양분쟁 관련 양적 방법의 연구는 많지 않고 국내 문헌으로는 드물게 김현일

최 찬(2002), (2005)2) 등이 계량적 방법으로 동아시아 해양분쟁 발발 가능

성을 연구하 다 본고에서도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이.

용하고자 한다 한반도 해양분쟁 발발 가능성에 관해서 오르간스키 의. (1968)

세력전이 이론과(Power Transition) 3) 분쟁당사국의 힘에 동맹국의 힘까지 고

려한 김우상 및 김우상과 모로우 의 동맹전이(1991, 2002) (1992) (Alliance

이론Transition) 4)을 활용할 것이다 이는 전쟁의 수행에서 동맹국이 했던 역.

할을 매우 크기 때문에 전쟁의 발발에 있어서도 동맹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

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힘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일반적 의미의 국력과.

2) 김현일 해양력과 동북아시아의 전쟁발생 연세 학교 학원 박사 학위논문, : 1860-1993,“ ”   

최 찬 동아시아 해양분쟁 발발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동맹전(2002); , (“

이 이론과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해양전략 참조), (2005) .”   

3) Organski, A.F.K., World Politics 참조(New York : Knopf, 1968) .

4) Kim Woosang, Alliance Transitions and Great Power War ,“ ”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1991), pp.833-850; Kim Woosang, Power Parity, Alliance,“

Dissatisfaction, and Wars in East Asia, 1860-1993 ,”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6(2002), pp.654-671; Kim Woosang and James D. Morrow, When Do Power Shifts“

Lead to War? ,”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참조36(1992), pp.89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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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해양력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 해양국력 개념 가운데 어느,

것이 해양분쟁 예측에 더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국력은.

전쟁요인 프로그램COW(Correlates of War; ) 5)의 국가의 물적 능력(National

Material Capability)6) 개 요소군사 경제 인구 분야 통계자료를 이용한3 ( , , )

다 해양력은 해군력과 해운력으로 측정한 것이며 일반국력과 해양력을 동시. ,

에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 해양국력이다 필자는 한반도에서의 해양분쟁은 계.

량적인 방법으로 동맹의 힘과 해양국력을 통해 측정하여 이에 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연2.

분석 상은 도발의 주체인 북한과 상 국인 한국 그리고 동맹을 포함한,

연구 수행을 위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여 개의 체계국가 를4 (System State)

선정하 다.7) 냉전기 러시아도 북한에 많은 향을 미쳤으나 냉전 이후 미ㆍ

소 양 진 의 세력균형이 무너지면서 북한은 중국과 실질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미 중 간의 립구도가 꾸준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연ㆍ

구 상에서 제외시켰다 지리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으로 범위를 제한.

하고 시기적으로는 전쟁 종료 후 전후복구가 이루어지고 해양전략의, 6 25ㆍ

기틀이 잡혀가던 시기인 년 이후부터를 상으로 하 다 다만 자료수1960 . ,

집의 제한으로 인해 년부터 년까지 약 년의 기간을 설정하 다1968 2007 40 .

연구수행은 질적인 측면에서 문헌연구를 통해 전쟁의 발생 원인과 관계된

국제관계이론을 검토하고 년부터 년까지 실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1968 2007

해양분쟁 현황을 정리하 다 양적인 측면에서 연구 상 국가한국 미국 북. ( ,ㆍ

5) 프로그램에 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COW www.correlatesofwar.org

있다 탑재된 자료의 종류는 국제군사분쟁 동맹.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 Alliance( ),

국가의 물적 능력 세계종교 국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 World Religion( ), State System(

가체계 무역 국가간 전쟁 초국가 전쟁), Trade( ), Inter-State War( ), Extra-State War( ),

비국가 전쟁 정부간 기구 등 다양한 분야Non-State War( ),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

의 광범위한 자료를 수록하여 국제관계 현상을 계량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6) 자료는 가장 최근 버전인 이용가능하며 년부터 년까지 자료가 있다NMC NMC v4.0 , 1816 2007 .  

7) 연구 기간 내 체계국가 는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총 개 국가이며 북한도 이(System State) COW 155

에 포함된다 체계국가의 세부 분류기준에 한 설명은 해당 홈페이지. www.correlatesofwar.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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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의 국력 해양력 해양국력 지수 분석 동맹의 힘을 산출하기 위한) ,ㆍ ㆍ ㆍ

김우상 의 방정식 활용 갈등평화지수 분석을 수행하 다 수치화된 자(2002) , .

료는 그래프로 나타내어 실제 한반도에서 발생한 해양분쟁 현황과의 비교분석

을 수행하 다.

본 논문 구성은 우선 분쟁 관련 이론 및 가설을 도출하고 다음으로 해양,

분쟁 예측의 제 요소를 산출하여 한반도 해양분쟁 예측 결과를 제시할 것이

다 끝으로 해양분쟁 가능성 예측에 한 본 연구의 성과와 교훈 정책적 함의. ,

를 제시하고 결론에서 연구의 제한점을 언급할 것이다, .

쟁 가 도출.Ⅱ

쟁1.

가 세력균형이론과 세력전이이론.

국제관계이론 가운데 전쟁 발발에 관해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세력균형 이론과 세력전이(Balance of Power) (Power

이론이다 월츠 에 의하면 세력균형이론은 국제체계 내에Transition) . (1979) , “

서 개 이상의 주권국가가 세력균형을 유지하면 평화가 유지되는 반면 균형이2

깨지면 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는 이론이다.” 8) 흔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양 진 이 립한 냉전기 미국과 소련의 관계를 설명

하는 이론으로서 양극체제 하 전쟁보다 협상을 추구하고 규모 전쟁보다는,

소규모 전쟁을 선호하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9) 반면 오르간스키 의(1968)

세력전이이론은 국력의 위계질서가 형성된 가운데 상 적으로 국력이 낮은“

국가가 체제에 불만을 갖고 힘을 키워 현 주도국가와 세력이 전이되는 시기에

전쟁이 발생 한다는 이론이다.” 10) 세력균형이론이 세력의 등가 는 전쟁(parity)

8) Waltz, Kenneth,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참조(Reading, MA : Addison-Wesley, 1979) .

9) Mingst, Karen A. and Ivan M. Arreguin-Toft, Essentials of International Relations, 6th

International Student Edition(New York : W.W.Norton & Company, Inc., 2014), p.110.

10) Organski, A.F.K., World Politic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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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막는다고 보았으나 세력전이이론에서는 힘이 같아지면 오히려 전쟁이 발,

생한다고 본다 시 상을 반 하는 국제관계이론의 특성상 두 이론 모두 타당.

성이 검증되고 여러 문헌에서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체제에 불만을 가진 도.

전국의 힘이 커져 패권국에 도전하는 경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보

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원리로 인해 세력전이이론을 분석의 틀로 이용

할 것이다 그러나 고전적 개념의 세력전이이론은 세력이 전이되는 현상 수반.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반도 분쟁을 설명함에 있어 이론의 조작적 재정의가

필요하다.

그림 고전적 세력전이이론과 재정의된 세력전이이론< 1>

고전적 세력전이이론【 】 재정의된 세력전이이론【 】

고전적 세력전이의 개념은 그림 그림과 같이 세력이 완전히 전이되는< 1>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최 찬 의 연구에서처럼 기존의 개념과. (2005)

병행하여 도전국의 세력이 점차 증가하여 양국 간 세력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현상도 세력전이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왜냐하면 지난 여년 간의 세력 추. , 60

이와 앞으로의 전망을 고려해볼 때 남북한 간 세력의 완전한 전이 현상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력전이이론은 국력. “

의 위계질서가 형성된 가운데 상 적으로 국력이 낮은 국가가 체제에 불만을

갖고 힘을 키워 현재의 주도국가와 세력이 전이되거나 세력의 격차가 가장 좁

혀지는 시기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로 재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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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맹전이이론.

오르간스키는 세력전이이론을 통해 강 국 간 헤게모니 경쟁에 해서 설

명하고자 했으며 중견국 또는 약소국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해서는 처음,

부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김우상. (1991, 2002)

의 동맹전이이론이다.11) 동맹전이이론은 도전국과 패권국 간의 국력을 설명“

할 때 반드시 해당 동맹국의 힘도 포함해야 한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분. ,”

쟁 당사국 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힘을 고려한 세력이 전이되는 구간에서 분,

쟁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 김우상은 국가 간 동맹관계를 년 단위로 나타. 1

내주는 프로그램의 국가 간 공식 동맹자료COW (Formal Interstate Alliance 

를 분석하여 년부터 년까지 동아시아 국가들의 분쟁을 예Dataset) 1860 1993 

측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한 바 있다.12) 세력전이이론의 유용성을 인정하

면서도 동맹의 역할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여 학계에서 인정받는 이론으로 발

전하 다.

본고에서는 동맹을 고려한 동맹전이이론과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세력전이

이론을 동시에 확인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국가 간 전쟁 수행 시 분쟁당사국. ,

간 전쟁 수행 동맹국의 참전 또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1:1 ,

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남침은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중국 및 소. , 6 25ㆍ

련의 협의와 지지를 얻어 치 한 계획 하 도발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이든

동맹국이 전쟁의 발발에 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쟁의 시작. 6 25ㆍ

은 분쟁당사국인 북한의 기습 무력남침으로 시작되었으나 미국을 위시한 유,

엔군의 참전으로 서울수복 및 북진이 이루어지고 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한

반도는 현재와 같은 상태를 형성하게 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

로 전쟁이 이미 시작되어 수행 단계에서는 동맹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쟁의 발발은 동맹의 유무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착안하 다.

왜냐하면 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수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 .

11) 표적 논문인 다음을 참조. Kim Woosang, Alliance Transitions and Great Power War ;“ ”

Kim Woosang, Power Parity, Alliance, Dissatisfaction, and Wars in East Asia,“

1860-1993 .”

12) Gibler, Douglas M. and Meredith Reid Sarkees, Measuring Alliances: The Correlates of“

War Formal Interstate Alliance Dataset, 1816-2000 ,” Journal of Peace Research 41(2004),

pp.211-222; Singer, J. David and Melvin Small, Formal Alliances, 1815-1939 : A“

Quantitative Description ,” Journal of Peace Research 참조3(1966), pp.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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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동맹전이가 전쟁의 발발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이론의 유용성을 확인할 것이다.

쟁2.

가 국력의 제 요소 일반국력 해양력 및 해양국력. : (NMC),

최 찬 은 해양분쟁 발발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2005) NMC

지수로 측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국력만으로는 설명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가정하 다 일반 국력을 나타내는 싱어 교수의 지수는 군. (1987) NMC

사 분야총 병력 군비지출 경제 분야철강 생산량 원유에너지 소비량 인( , ), ( , ),

구 분야전체 인구 도시 인구 등 총 개 분야 개 요소를 고려했다( , ) 3 6 .13) 그러

나 최 찬은 해양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양력을 포함하여 연구할 것을

제시하여 해양력 분야해군력 해운력를 추가하 다 그는 해양력을 자국의( , ) . “

목적에 부합되도록 바다를 통해 상 의 행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으”

로 정의하면서 개념적 수준에서 해양력은 일반국력보다 하위개념이지만 국력

의 범주에 포함시켰다.14) 그러면서 일반국력과 해양력을 별도로 분석하는 것

보다 이 둘을 동시에 고려한 해양국력 개념을 제시하 다 그는 동맹의 힘까.

지 포함한 해양국력을 통해 동아시아조어도 남사군도 해양분쟁 발발 가능성( , )

을 예측하여 분석을 위한 유용한 도구임을 증명하 다 해양분쟁을 예측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론이라 판단되어 본 연구방법을 수용하여 한반도 해양분쟁

예측에 적용할 것이다.

나 갈등 및 평화의 사건 목록화 지수화. (COPDAB) /

국력 지수를 산출하여 세력전이 동맹전이이론에 적용하고 실제 일어난,ㆍ

사건과 비교분석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를 수행하여.

13) Singer, J. David, Reconstructing the Correlates of War Dataset on Material Capabilities“

of States, 1816-1985 ,” International Interactions 참조14(1987), pp.115-132 .

14) 최 찬 동아시아 해양분쟁 발발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동맹전이 이론, (“

과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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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기간 중 한반도 해양분쟁으로 비화된 사건을 조사하고 수치화하고자 하

다 지수 산출을 위한 도구로는 아자르 교수에 의해 처음 개발된. (1980)

프로젝트를 이용하 다 프로젝트는 갈등전쟁 불안정COPDAB . COPDAB ( , ,

국제적 긴장을 유도하는 사건 등 및 평화상호의존 통합 평화 등 양상을) ( , , )

보인 사건에 해 평화부터 전쟁까지 단계화하여 수치로 나타낸 것이1( ) 15( )

다.15) 남북한 간의 지수 산출을 위해서 한반도 해양에서 발발한 갈COPDAB

등 행위를 조사하고 지수화하여 이론 검증에 이용하고자 한다.

수립 가3.

가 동맹과 해양국력을 고려한 해양분쟁 예측 이론.

이론의 필요성을 논하는 이유는 국제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이론 없이는 일

반화된 설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6) 물론 사회과학의 이론이 물,

리학에서처럼 정확한 수치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해도 단순한 법칙과 달리

이들을 잘 설명해준다 한반도 해양분쟁 예측도 일반화된 설명을 위해서는 이.

론이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이론적 선행연구를 통해 필자가 수립한 이론은.

한반도 해양분쟁 가능성은 동맹을 고려한 해양국력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가설 설정.

이론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해야 한다.17) 종

속변수인 해양분쟁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독립변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

째 범주의 독립변수는 동맹을 고려한 분석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1) , 2)

이고 두 번째 범주의 독립변수는 국가의 힘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반 국, 1)

력 지수 해양력해양력 지수 해양국력해양국력 지수 이다 두(NMC ), 2) ( ), 3) ( ) .

15) Azar, Edward E., Conflict and Peace Data Bank(COPDAB), 1948-1978 ,“ ”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참조24(1980), pp.379-403 .

16) Keohane, Robert O., Neorealism and World Politics , In“ ” Neorealism and Its Critics edited

by Keohane, Robert O.(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p.4.

17) Waltz, Kenneth N., Laws and Theories , pp.4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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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제 독립변수는 세 개의 제 독립변수와 조합되어 총 개의 가설 수립이1 2 6

가능하다 각 독립변수를 이론에 적용하여 가설을 검증하면 이론의 적합성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가설 동맹 고려 지수의 세력전이발생시 해양분쟁 발발 가능성 예1 : NMC

측이 가능하다.

가설 동맹 미고려 지수의 세력전이 발생시 해양분쟁 발발 가능성2 : NMC

예측이 가능하다.

가설 동맹 고려 해양력 지수의 세력전이 발생시 해양분쟁 발발 가능성3 :

예측이 가능하다.

가설 동맹 미고려 해양력 지수의 세력전이 발생시 해양분쟁 발발 가능4 :

성 예측이 가능하다.

가설 동맹 고려 해양국력 지수의 세력전이 발생시 해양분쟁 발발 가능5 :

성 예측이 가능하다.

가설 동맹 미고려 해양국력 지수의 세력전이 발생시 해양분쟁 발발 가6 :

능성 예측이 가능하다.

그림 분석의 틀< 2>

제 독립변수1 제 독립변수2 이 론 종속변수

①동 맹

②비동맹

①국력

②해양력

③해양 국력

세력전이이론

동맹전이이론
해양분쟁

지금까지 문헌연구를 통해서 해양분쟁에 있어 세력전이 동맹전이이론을ㆍ

고찰하고 분쟁의 설명 요소로서 국력 해양력 해양국력에 해 살펴보았다, , , .

이에 그림 와 같이 분석의 틀을 제시하여 이론의 검증을 위한 각 독립변수< 2>

의 조합이 종속변수인 해양분쟁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실제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음 장에서 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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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쟁 결과.Ⅲ

이번 장에서는 최 찬 이 동아시아 해양분쟁에서 최초 제기한 방법론(2005)

을 고찰하여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겠다 먼저 해양분쟁 예측의 제 요소인 일. ,

반국력 해양력 해양국력 지수 및 동맹을 고려한 국력 지수 산출 해양분쟁, , ,

지수화 등을 설명하고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를 분석하여 성과를 도COPDAB ,

출하겠다.

해양 쟁 산출1.

가 일반국력 해양력 및 해양국력 지수. (NMC),

먼저 일반국력을 산출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자료 이용 한국COW NMC ,

북한 미국 및 중국 등 개 체계국가의 지수를 년부터 년까지, 4 NMC 1968 2007

설정하여 산출하 다 표 은 년의 예를 들어 군사 분야 경제 분야 및. < 2> 1992 ,

인구 분야의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옮겨놓은 것으로서 의미하는NMC

바는 다음과 같다 군사 분야의 총 병력은 명 단위로 제시되어 한국군. 1,000

병력은 만 명 군비지출은 미화 단위로 한국은 억불약 조75 , $1,000 114 ( 120 )

규모임을 의미한다 경제 분야인 에너지소비량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을.

단위로 나타내 억 수준의 에너지 소비량을 의미하고 철생산량은1,000 4 , 1,000

톤 단위로 약 천만 톤의 생산량을 의미한다 도시인구수는 만 명 이상 인3 . 10

구 집된 곳을 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명 단위 인구를 나타내 당시 약1,000

천만 명의 도시인구가 있었고 총인구수는 한국 국민 전체 인구인 약 천3 , 4 3

백만 명을 의미한다 자료를 이용한 지수 산출은 국가별 개 항목의 산. NMC 6

술 합계값소계 을 구하고 이를 개국 의 합계로 나누면 구할 수 있( ) , 4 NMC①

다 이 지수는 개국의 상 적인 크기를 나타낸다. NMC 4 NM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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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 해양력 및 해양국력 지수 예시< 2> 1992 NMC,

구 분 한국 미국 북한 중국 계

군사분야
총 병력 750 1920 1200 3160 7,030

군비지출 11400000 286892000 5500000 24300000 328,092,000

경제분야
에너지소비량 403779 4154138 94921 1500474 6,153,312

철생산량 29557 84322 8100 80940 202,919

인구분야
도시인구수 31659 65413 7518 175824 280,414

총인구수 43748 255391 21025 1183568 1,503,732

소 계( )① 11,909,493 291,453,184 5,632,764 27,243,966 336,239,407

지수NMC 0.0354196 0.8668025 0.0167522 0.0810254 1

해양력

분야

군함톤수 186109 10475729 92347 1281185 12,035,370

상선톤수 6527038 18583989 511249 14298912 39,921,188

소 계( )② 6,713,147 29,059,718 603,596 15,580,097 51,956,558

해양력 지수 0.1292069 0.5593047 0.0116173 0.2998677 1

총 계( + )① ② 18622640 320512902 6236360 42824063 388,195,965

해양국력 지수 0.0479722 0.8256471 0.0160649 0.1103155 1

해양력 측정을 위해 군사적 측면의 해군력과 비군사적 측면의 해운력으로

나누었다 해군력은. Jane s Fighting Ships’ 자료를 참고하여 상국가의 해군

함정 보유 톤수를 조사하 고 해운력은, Lloyd s Register of Shipping’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상국가의 상선 보유 톤수를 측정하 다 표 해양력 분. < 2>

야에서 년 한국은 군함이 약 만 톤 상선이 약 만 톤이었음을 나타1992 18 , 650

낸다 해양력 지수 산출은 해양력 분야 개 항목의 산술 합계값소계 을 구. 2 ( )②

하고 이를 개국 해양력 합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해양국력 지수 산출은, 4 .

일반국력을 나타내는 개 항목 합계값소계 과 해양력을 나타내는 개NMC 6 ( ) 2①

항목의 합계값소계 을 더하여소계 이를 개국 해양국력의 합으로( ) ( + ), 4② ① ②

나누면 구할 수 있다 상기간 전체의 해양력 및 해양국력 지수 산출. NMC,

결과는 표 와 같다<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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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해양력 및 해양국력 지수 산출 결과< 3> NMC,

구 분 한국 미국 북한 중국 계

년1968

지수NMC 0.0027863 0.8070269 0.0062971 0.1838895 1

해양력지수 0.0165181 0.9551832 0.0008296 0.0274689 1

해양국력지수 0.0063249 0.8452059 0.0048882 0.1435808 1

년1972

지수NMC 0.0037666 0.7631304 0.0054698 0.2276330 1

해양력지수 0.0325576 0.9310239 0.0019289 0.0344894 1

해양국력지수 0.0105473 0.8026716 0.0046359 0.1821450 1

년1976

지수NMC 0.0075925 0.7260162 0.0082664 0.2581247 1

해양력지수 0.0619669 0.8680100 0.0044290 0.0655939 1

해양국력지수 0.0173444 0.7514823 0.0075782 0.2235949 1

년1980

지수NMC 0.0188962 0.8058521 0.0081835 0.1670679 1

해양력지수 0.0899613 0.7407499 0.0040608 0.1652277 1

해양국력지수 0.0301803 0.7955148 0.0075289 0.1667757 1

년1984

지수NMC 0.0171575 0.8693085 0.0191149 0.0944189 1

해양력지수 0.1248451 0.6493696 0.0113627 0.2144225 1

해양국력지수 0.0323426 0.8382946 0.0180218 0.1113407 1

년1988

지수NMC 0.0286897 0.9282561 0.0153846 0.0276694 1

해양력지수 0.1209360 0.6075735 0.0094694 0.2620209 1

해양국력지수 0.0418602 0.8824707 0.0145400 0.0611289 1

년1992

지수NMC 0.0354196 0.8668025 0.0167522 0.0810254 1

해양력지수 0.1292069 0.5593047 0.0116173 0.2998677 1

해양국력지수 0.0479722 0.8256471 0.0160649 0.1103155 1

년1996

지수NMC 0.0490007 0.8190773 0.0164895 0.1154323 1

해양력지수 0.1495881 0.4592891 0.0169092 0.3742133 1

해양국력지수 0.0613080 0.7750556 0.0165409 0.1470953 1

년2000

지수NMC 0.0368041 0.8332031 0.0058153 0.1241773 1

해양력지수 0.1309910 0.4692346 0.0166864 0.3830878 1

해양국력지수 0.0470715 0.7935266 0.0070004 0.1524014 1

년2004

지수NMC 0.0318914 0.7985268 0.0096221 0.1599595 1

해양력지수 0.1551174 0.4227171 0.0175371 0.4046282 1

해양국력지수 0.0403063 0.7728636 0.0101626 0.1766674 1

년2007

지수NMC 0.0319080 0.8230684 0.0081973 0.1368262 1

해양력지수 0.1546715 0.4227278 0.0165938 0.4060067 1

해양국력지수 0.0393203 0.7988943 0.0087043 0.1530803 1

이에 우리는 해양력 및 해양국력 지수의 단순 비교 시 국가 간 상NMC,

적 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에서 년 한국은 북한보다 지. < 3> 1992 NMC

수가 약 배 이상이고 해양력 지수는 동소이한 반면 지수와 해양력2 , , N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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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함께 고려한 해양국력 지수는 배 가량 높다 이를 통해서 해양국력3 .

지수는 기존의 일반적 국력의 의미에 해양력이 더해져 새로운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설 검증을 위해 동맹을 미 고려한 각국의 해양력. NMC,

및 해양국력 지수를 그 로 적용하여 단순비교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나 동맹,

고려 시 별도의 산출방법으로 국력지수를 측정하 다.

나 동맹을 고려한 국력 지수.

김우상 은 동맹전이이론 적용을 위해 최초로 아래와 같은 방정식을(2002)

제시하여 지수를 산출하 고,18) 최 찬 은 이를 이용해 동맹을 고려한(2005)

일반국력 지수 해양력 및 해양국력 지수를 측정하 다(NMC ), .

예를 들어 국가와 국가가 있다고 가정하면 의 국력은 의 국력은, i j , i NCi, j

라고 했을 때 각 국 내 외 국력의 합이 일반적인 전체 국력이라고 볼 수NCj ㆍ

있다 즉. ,

공식1) NCi = ICi + ECi and NCj = ICj + ECj

단,

공식 그리고2) ECi = k i,j ICk (Ski - Skj)/2 if Ski Skj Ski 0∑ ≠ × ≥ 〉

공식 그리고3) ECj = k i,j ICk (Skj - Ski)/2 if Skj Ski Skj 0∑ ≠ × ≥ 〉

여기서 와 는 경쟁하는 국가이고 는 제 국을 나타낸다 또는i j k 3 . NCi( NCj)

는 국가의또는 국가의 조정된 국력을 나타내며 또는 는 국가의또i ( j ) , ICi( ICj) i (

는 국가의 내부국력이고 또는 는 국가의또는 국가의 외부국력이j ) ECi( ECj) i ( j )

며 는 국가의 내부국력을 나타낸다 또는 는 국가와 국가또, ICk k . Ski( Skj) k i (

는 국가 간의 지수로서 계산된 것임을 나타낸다j ) S .

예를 들어 가 한국 가 북한 가 미국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는, i , j , k . NCi

조정된 한국의 국력 는 한국의 내부국력 는 한국의 외부국력 는, ICi , ECi , ICk

미국의 내부국력을 나타낸다 는 미국과 한국 간 지수를 나타낸다 위 공. Ski S .

식을 이용하여 표 의 자료를 통해 년 한국 지수를 계산하면 다< 4> 1992 NMC

음과 같다 먼저 공식 의거 한국의 내부국력은 한국. , 1) NCi = ICi + ECi NMC

18) Kim Woosang, Power Parity, Alliance, Dissatisfaction, and Wars in East Asia,“

1860-1993 , pp.66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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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인 이다 외부국력은 공식0.0354196 . 2) ECi = k i,j ICk (Ski -∑ ≠ ×

의거 미한 지수에서 미북 지수를 빼고 로 나누어 미국 지수Skj)/2 S S 2 NMC

와 곱하면 가 산출되므로 내부국력과 합하면 동맹을 고려한 한국의0.155594

지수 값이 산출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동맹을 고려한NMC 0.191014 .

지수도 동일한 방법의 계산이 가능하며 부록 동맹 고려 남북한 국력NMC < 2>

지수 비교 종합에 수록하 다 위 방정식을 동일하게 이용하면 동맹을 고려한.

해양력 해양국력 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

국가 간 동맹의 관계는 프로그램 국가 간 공식 동맹 자료COW (Formal

를 통해 파악할 수 있고 그 분류는Interstate Alliance Dataset) , Defense Pact

방위동맹 중립 불가침 동맹( )=1, Neutrality( ) or Non-agreession Pact( )=2,

협상 으로 구분하여 동맹 기간 중 매년 단위로 구분하여 자료화되어Entente( )=3

있다.19) 는 유사성을 나타내고 양국의 동맹정책이 가까울수록 정S Similarity( ) ,

책이 유사하여 그만큼 동맹의 힘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수는. S

이하EUGene(Expected Utility Generation and Data Management Program,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 다 동맹 고려 지수를 통해EUGene) . S

조정된 한국의 지수는 표 의 예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NMC < 3-3> .

표 동맹 고려 한국 산출 결과< 4> NMC

년도

한미 지수S 북미 지수S 동맹 고려

한국 NMC

지수
한

지수NMC

미

지수NMC
한미 지수S

북

지수NMC

미

지수NMC
북미 지수S

년1968 0.0027863 0.8070269 0.486251 0.0062971 0.8070269 0.041656 0.182186

년1972 0.0037666 0.7631304 0.507354 0.0054698 0.7631304 0.157615 0.137214

년1976 0.0075925 0.7260162 0.536186 0.0082664 0.7260162 0.216143 0.123770

년1980 0.0188962 0.8058521 0.546855 0.0081835 0.8058521 0.234810 0.144627

년1984 0.0171575 0.8693085 0.596513 0.0191149 0.8693085 0.270565 0.158830

년1988 0.0286897 0.9282561 0.641056 0.0153846 0.9282561 0.280625 0.195975

년1992 0.0354196 0.8668025 0.676804 0.0167522 0.8668025 0.317796 0.191014

년1996 0.0490007 0.8190773 0.694863 0.0164895 0.8190773 0.343625 0.192845

년2000 0.0368041 0.8332031 0.717005 0.0058153 0.8332031 0.376360 0.178713

년2004 0.0318914 0.7985268 0.738130 0.0096221 0.7985268 0.398409 0.167528

년2007 0.0319080 0.8230684 0.743515 0.0081973 0.8230684 0.414654 0.167245

19)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참고EUGene www.eugenesoftware.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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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지수를 살펴보면 한미 간 지수가 북미 간 지수보다 높은 수< 4> S , S S

치를나타내고있다 이는한미관계가북미관계보다동맹정책의유사성이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수치가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과 북한의 각 동맹을 고.

려한 해양력 해양국력 지수는 위와 동일한 공식으로 산출되었다NMC, , .

다 지수. COPDAB

년부터 년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갈등과 평화의 사건을 분석하1968 2007

여 앞서 산출한 해양력 해양국력 지수와 비교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NMC, , .

본적인 전제가 남북한 간의 갈등을 다루기 때문에 평화와 관련된 사건은 포함

시키지 않았다 한반도 갈등의 사건을 목록화하여 평화부터 전쟁까지. 1( ) 15( )

단계화하여 수치로 나타낸 결과는 표 와 같다 기간 중 크게 이슈화 가능< 5> .

한 해양분쟁을 선별하여 총 건을 확인하 고 양상별 잠수함정에 의한 침24 , ( )

투 회 경비함정 간 교전행위 회 해군전략 지침과 관련된 강경발언 회5 , 8 , / 3 ,

그리고 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에 걸친 중 장거리 미사일 로켓 및 해안포3 ,ㆍ

발사 시험을 포함시켰다 핵실험의 경우 육해공을 막론하고 한반도 전역 어느.

곳에나 위협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함시켰고 년 월 시험 발사한, 2014 2

지 함미사일 추정과 같이 해상에서 실험을 강행한 중 장거리 미사KN-09( ) ㆍ

일의 경우 언제든지 해상에 위협이 된다.20) 년 북한의 미국 정보함 푸에1968

블로호 나포 사건의 경우 본 사건으로 인해 미 해군 함 및 공군력이 동해상,

에 배치하여 북한 전 지역이 전시태세에 돌입함으로서 한반도 해양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가능하므로 갈등 사건으로 포함시켰다.

다음은 해양분쟁을 지수화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COPDAB . ,

년에 강원도 울진 삼척지역에 간첩선을 빈번히 침투시켜 해상을 통해 들1968 ,

어온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지수를 부여하는 방식에 따. COPDAB

라 중립지수 보다 훨씬 높은 갈등의 단계인 지수 를 부여하 다 높은 갈( 8) 12 .

등상태를 나타내는 이러한 수치는 북한의 해상도발로 인한 분쟁의 강도가 매

우 높았음을 의미한다 년 김일성이 전략강화지침 을 발표한 사건은 실제. 1969   

도발행위는 아니지만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사항이므로 포함,

하 다 지침의 내용이 유도탄정에 의한 선제공격 잠수함정에 의한 기뢰 사. ,“

용과 해상병참선 파괴를 위한 해상전력 발전방향 등 해군력 운용과 직결되므”

20) 동아일보 블로그 일자 참고http://blog.donga.com/milhoon/archives/3515 2014.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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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립지수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치인 지수 를 부여하 다( 8) 9 .

표 지수 산출 결과< 5> COPDAB

일 시 내 용 COPDAB

67. 1
동해상 휴전선 부근 어로보호 작전 중이던 한국의 함을 육상포로PCE-56

여분간 여발 포격하여 침몰20 200
13

68. 1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미 존슨 통령 미해군 함 및 공군력 동해상 배치로 북한 전 지역* ,

전시태세 돌입

12

68 해상을 통한 강원도 울진 삼척 지역 간첩 침투, 12

69. 1

북한 제 기 전원회의 김일성 전력강화지침 발표4

유도탄정에 의한 선제기습공격 잠수함정에 의한 주요항만 기뢰봉쇄* ,

와 해상병참선파괴 잠수함과고속상륙정에의한비정규전부 의후,

방투입 가능토록 전력발전방향 발표

9

76.10 서해 개 도서 부근해역 해양경계선 부인 해권 주장5 , 9

77 해리 경제수역 및 군사수역 설정 발표200 9

95 북한 경비정의 한국 어선에 한 발포선원 명 사망( 3 ) 11

96 서해상 북한해군 경비함 척 남하5 11

96 동해안 북 잠수함정 침투( ) 12

97 북 경비정 척 남하 한국 경비정에 한 발사3 , 12

98 북 유고급잠수정 동해상 침투 시 탈취 12

98 서해상 북한 소형쾌속정 침투 시도 한측에 의해 발각되어 복귀, 10

98 남해상 북한 반잠수정 침투 시도 시 침몰 12

98. 8 북한 포동 호 로켓 발사실패1 ( ) 10

99. 6 제 연평해전 북한 경비정의 침범1 , NLL 12

02. 6 제 연평해전 북한 경비정의 침범2 , NLL 12

06. 7
북한 중 장거리미사일 발 해상 발사7ㆍ

계열 단거리미사일 여회 발사* KN 10 (2003~06)
11

06.10 북한 차 핵실험 성공1 13

09. 4 북한 장거리 로켓 발 발사1 12

09. 5 북한 차 핵실험 및 동해상 단거리미사일 발사2 13

09.11 청해전 북한 경비정의 침범, NLL 12

10. 3 천안함 피격사건 북한 잠수함정에 의한 어뢰공격, ( ) 13

10.11 연평도 포격도발 13

13. 2 북한 차 핵실험3 13

14. 7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 해안포 여발 동해 인근 해상 발사2 , 100 NLL 11

출처 윤 식 북한의 해군력 증강현황과 전망 통권 호: , , STRATEGY 21 27 (2011),＊ “ ”   

p.165; Jung Kwang-Hang, Provocation from the North : Deterrence“

통권 호 박현민Strategy for the ROKN , STRATEGY 21 28 (2011), p.380; ,”   

북한 해군전략 전 해군 학 인터넷 자료 등( : , 2014), pp.152, 161-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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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결과2.

가 일반국력 지수. (NMC)

일반국력은 가설 동맹 고려 지수 분석과 가설 동맹 미고려1( NMC ) 2( NMC

지수 분석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표 과 같이 동맹을 고려치 않은 남북) < 6>

한 지수 차이와 동맹을 고려한 지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NMC NMC . <

은 동맹을 고려한 지수와 고려치 않은 지수 실제 발생한 해양분3> NMC NMC ,

쟁 사건의 지수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COPDAB .

표 남북한 지수 비교< 6> NMC

년도
한국

지수NMC

북한

지수NMC

NMC

지수 차이

동맹 고려 한국

지수NMC

동맹 고려 북한

지수NMC

동맹 고려 NMC

지수 차이

년1968 0.0027863 0.0062971 -0.0035108 0.182186 0.052565 0.129621

년1972 0.0037666 0.0054698 -0.0017032 0.137214 0.067032 0.070182

년1976 0.0075925 0.0082664 -0.0006739 0.123770 0.072097 0.051673

년1980 0.0188962 0.0081835 0.0107127 0.144627 0.047931 0.096696

년1984 0.0171575 0.0191149 -0.0019574 0.158830 0.043281 0.115549

년1988 0.0286897 0.0153846 0.0133051 0.195975 0.021969 0.174006

년1992 0.0354196 0.0167522 0.0186674 0.191014 0.034689 0.156325

년1996 0.0490007 0.0164895 0.0325112 0.192845 0.035403 0.157442

년2000 0.0368041 0.0058153 0.0309888 0.178713 0.024804 0.153909

년2004 0.0318914 0.0096221 0.0222693 0.167528 0.031221 0.136307

년2007 0.0319080 0.0081973 0.0237107 0.167245 0.022774 0.13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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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남북한 지수 비교 그래프< 3> NMC-COPDAB

먼저 그림 동맹 고려 또는 미고려 지수 그래프에서 세력전이의, < 3> NMC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력전이는 조작적 정의에.

서처럼 세력이 전이되거나 세력의 차이가 좁아지는 구간에서 세력전이가 진행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프의 음 부분을 세력전이 구간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위주로 지수 그래프와 비교하여 지수와 실제 갈등COPDAB NMC

행위가 서로 얼마만큼 일치하는지 분석이 가능하다 만약 특정 기간에. ,

지수가 중립을 넘어섰다는 것은 그 시기에 중립 이상의 강도를COPDAB 8( )

가진 해양분쟁이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첫째 동맹을 고려한 지수 그래프에서 차 세력전이가 일어난 기간은, NMC 1

년부터 년까지이고 차 세력전이 기간은 년부터 년까지이1968 1976 , 2 1988 2004

다 반면 년 이후로는 세력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차 세력전이 구. , 2004 . 1

간은 설명력이 있다 왜냐하면 차 기간 중 실제 발생한 해양분쟁과 비교 시. , 1

북한은 년 동해상 어로보호작전을 수행중이던 당포함 에 해안포1967 (PCE-56)

를 이용하여 침몰시킨 사건과 그 이듬해인 년부터 강원도 울진 삼척 지1968 ,

역에 수차례의 간첩선을 침투시킨 사건 그리고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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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함 전력이 인근에 배치하여 북한 전시태세 돌입 사건 등 일련의 갈등행위

들이 세력전이 현상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같은 그래프에서 차 세력전이 부. 2

분은 설명력이 다소 떨어진다 지수 격차가 가장 심했던 년을 기점. NMC 1988

으로 세력전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년부터 현재까지 세력전, 2004

이가 다시 일어나지 않고 있다 년 는 실제 갈등행위가 증가하고 있으. 2000

나 지수의 차이는 오히려 좁아지지 않고 있어 해양분쟁 행위를 설명할, NMC

수 없다 실제 발생한 해양분쟁과 비교해보면 북한은 년부터 시시때때로. 2006

중 장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에 수차례 발사하 고 무실화 목적으로 의, NLLㆍ

도적으로 경비정을 침범시켜 국지적 도발을 수행하는 등 현재까지도 해상도발

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 이후로 세력전이가 발생하고 있. 2004

지 않기 때문에 가설 에서 제시한 동맹을 고려한 지수 로는 해양분쟁1 NMC‘ ’

발발에 한 제한적인 설명만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동맹을 미 고려한 지수 분석 결과 년부터 년까지 세, NMC , 1976 1986

차례에 걸쳐 세력전이가 발생하 고 년부터 년까지 차 세력전이가, 1996 2004 2

발생하 다 첫 번째 구간에서 세 차례의 세력전이 가운데 년 년의. 1980 , 1984

세력전이 기간에 실제 갈등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

차 세력전이 기간은 세력전이 현상과 실제 갈등행위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2

지만 년부터 세력전이를 나타내지 않아 가설 에서 제시한 동맹을 미고, 2004 2 ‘

려한 지수로도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년 후반의 실제 해양분쟁NMC 2000’

양상과 미일치로 설명력이 떨어진다.

일반국력을 이용한 지수 분석 결과 동맹을 고려한 가설 과 동맹을NMC , 1

고려하지 않은 가설 모두 제한적인 설명만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2 .

반도 해양분쟁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현 실정 속에서 년 이2004

후로 세력전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두 가설이 이론을 효과적으로 검증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일반국력 만을 이용해서는 향후 한반도 해. ,

양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나 해양력 지수.

다음은 해양력 지수를 이용한 가설 검증 결과로서 가설 동맹 고려 해양3(

력 지수 분석과 가설 동맹 미고려 해양력 지수 분석를 검증하 다 해양력) 4( ) .

지수 분석은 자료와 통Jane s Fighting Ships Lloyd s Register of Shipp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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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료를 활용하여 군함 및 상선의 톤수 산출로 지수를 산출하 다 이들 지.

수의 차이는 표 과 같이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고 그림 그래프로 표< 7> , < 4>

현할 수 있다 그래프는 일반국력 지수와 동일한 방법의 해석을 통해 해양분.

쟁 예측 방법론으로서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남북한 해양력 지수 비교< 7>

년도
한국

해양력 지수

북한

해양력 지수

해양력

지수 차이

동맹 고려 한국

해양력 지수

동맹 고려 북한

해양력 지수

동맹 고려 해양력

지수 차이

년1968 0.0165181 0.0008296 0.0156885 0.228852 0.007741 0.221111

년1972 0.0325576 0.0019289 0.0306287 0.195364 0.011256 0.184108

년1976 0.0619669 0.0044290 0.0575379 0.200866 0.020649 0.180217

년1980 0.0899613 0.0040608 0.0859005 0.205534 0.043371 0.162163

년1984 0.1248451 0.0113627 0.1134824 0.230675 0.066244 0.164431

년1988 0.1209360 0.0094694 0.1114666 0.230430 0.071868 0.158562

년1992 0.1292069 0.0116173 0.1175896 0.229603 0.078121 0.151482

년1996 0.1495881 0.0169092 0.1326789 0.230247 0.078225 0.152022

년2000 0.1309910 0.0166864 0.1143046 0.210912 0.075270 0.135642

년2004 0.1551174 0.0175371 0.1375803 0.226920 0.072173 0.164747

년2007 0.1546715 0.0165938 0.1380777 0.224180 0.059849 0.164331

그림 남북한 해양력 지수 비교 그래프< 4> -COPD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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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동맹을 고려한 해양력 지수 그래프에서 남북한 간에는 년 부터, 1960

세력전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다가 년부터는 더 이상 세력전이가 일어나2000

지 않고 있다 이는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세력전이 현. . ,

상을 지수 그래프와 비교할 경우 먼저 년부터 년까지 실COPDAB , 1980 1992

제로 발생한 갈등행위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력전이는 계속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갈등보다는 평화적인 측면의 사건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년 들어 남북한이 에 동시 가입하게 되고 년. , 1991 UN , 1991

월부터 년 월까지는 남북 상호 불가침 협약 을 체결하는 등 잠시나마12 1993 3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된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년 이후로는. , 2000

한국의 해양력 지수가 높아지고 북한의 해양력 지수가 낮아져 세력전이가 일

어나고 있지 않다 년 의 각종 해양분쟁 발생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결. 2000

과는 타당성이 떨어짐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설 에서 제시한 동맹을 고려한. 3 ‘

해양력 지수로도 해양분쟁 발발에 한 설명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둘째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해양력 지수 분석 결과 년부터 년까, , 1984 1988

지 실제 갈등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세력전이가 일어난 것으로 그래프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설명력이 떨어진다 물론 년부터 년까지의 세력. 1996 2000

전이 구간은 그렇다 쳐도 년 이후로 세력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2000

에 년 의 각종 해양분쟁 발생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결과는 타당성이 떨2000

어진다 따라서 가설 에서 제시한 동맹을 미고려한 해양력 지수로도 해양분. 4 ‘ ’

쟁 발발에 한 설명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해양력 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동맹을 고려한 가설 과 동맹을 고려하, 3

지 않은 가설 모두 제한적인 설명만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국력4 .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해양분쟁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가는 가운

데 년 이후로 세력전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두 가설이 이론을 효2000

과적으로 검증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해양력만을 이용하는 것도. ,

향후 해양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다 해양국력 지수.

다음은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국력과 해양력을 동시에 고려한 해양국력에

한 지수 분석 결과이다 해양국력 지수 분석은 국력이나 해양력을 단독으로.

고려하는 것이 해양분쟁을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음을 가정한 것이다 이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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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동맹 고려 해양국력 지수 분석와 가설 동맹 미고려 해양국력 지수 분5( ) 6(

석 을 검증한 결과로서 표 과 같이 남북한 해양국력 지수의 차이를 확인할) < 8>

수 있고 그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 5> .

첫째 동맹을 고려한 해양국력 지수 그래프에서 한국과 북한 간 차 세력전, 1

이가 일어나는 부분은 년부터 년까지이고 차 세력전이 기간은1968 1976 , 2 1988

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구간이다 동맹을 고려한 해양국력 지수 분석은 설.

명력을 지닌다 왜냐하면 차 세력전이의 경우 앞서 지수 비교에서도 타. , 1 NMC

당성이 검증된 구간으로서 년 부터 년 까지 다양한 종류의 실제 해1960 1970

양분쟁 행위와 세력전이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론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같은 그래프에서 차로 세력전이가 발생한 부분의 경우도 설명. 2

력을 갖추고 있다 해양국력의 차이가 가장 심했던 년을 기점으로 남북한. 1988

간 해양국력의 차이가 좁아지고 있어 세력전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해양분

쟁은 년부터 많은 갈등행위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았을 때 향후한반도에서1996

의 해양분쟁은 더욱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서 가설 에. 5

서 제시한 동맹을 고려한 해양국력 지수 분석은 한반도 해양분쟁 발발에 해‘ ’

가장 좋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남북한 해양국력 지수 비교< 8>

년도

한국

해양국력

지수

북한

해양국력

지수

해양국력

지수 차이

동맹고려 한국

해양국력 지수

동맹 고려 북한

해양국력 지수

동맹 고려

해양국력

지수 차이

년1968 0.0063249 0.0048882 0.0014367 0.194057 0.040992 0.153065

년1972 0.0105473 0.0046359 0.0059114 0.150887 0.053855 0.097032

년1976 0.0173444 0.0075782 0.0097662 0.137504 0.062861 0.074643

년1980 0.0301803 0.0075289 0.0226514 0.154198 0.047181 0.107017

년1984 0.0323426 0.0180218 0.0143208 0.168926 0.046517 0.122409

년1988 0.0418602 0.0145400 0.0273202 0.200868 0.029097 0.171771

년1992 0.0479722 0.0160649 0.0319073 0.196136 0.040407 0.155729

년1996 0.0613080 0.0165409 0.0447671 0.197390 0.040626 0.156764

년2000 0.0470715 0.0070004 0.0400711 0.182148 0.030305 0.151843

년2004 0.0403063 0.0101626 0.0301437 0.171755 0.034016 0.137739

년2007 0.0393203 0.0087043 0.030616 0.170682 0.025013 0.14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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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남북한 해양국력 지수 비교 그래프< 5> -COPDAB

둘째 동맹을 미고려한 해양국력 지수 분석 결과 년부터 년까지, , 1996 2004

세력전이가 발생하고 년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았다 세력전이 기간 동안2004 .

은 물론이거니와 년 이후로도 많은 해양분쟁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2004

부분에 해서 설명력이 떨어진다 즉 년 이후로 세력전이가 발생하고. , 2004

있지 않으므로 가설 에서 제시한 동맹을 미고려한 해양국력 지수 로는 해양6 ‘ ’

분쟁에 한 제한적인 설명만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해양국력 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동맹을 고려한 가설 와 동맹을 고려, 5

하지 않은 가설 가운데 가설 만이 설명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6 5 .

다면 동맹의 힘을 고려하고 해양국력을 이용한 분석이 왜 설명력이 있는 것,

일까 이는 실제 분쟁을 수행할 경우 한 국가는 총력을 다하여 분쟁에 비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력은 물론이거니와 해양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주

체인 해양력까지 모두 고려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기 때문

일 것이다 한편으로 당연한 결과라 판단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순히. ,

국력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세력전이이론을 적용하고 양국이 보유한 군함의,

척수만을 가지고 세력전이를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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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론.

지금까지 이론적 분석을 토 로 계량적인 방법론을 통해 국가의 힘을 나타

내는 지표로서 일반국력 해양력 및 해양국력 지수를 산출하 고 이러(NMC), ,

한 수치를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남북한 간의 직접비교와 동맹을 고려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위해 이론을 수립하고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 절차를.

거침으로써 필자가 주장한 이론인 동맹을 고려한 해양국력을 통해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결국 가설 를 제외하고는 이론에 한 설명이. , 5

불가하거나 제한적인 설명만이 가능하 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해양분쟁 발.

생 가능성 예측은 반드시 동맹의 힘을 고려해야 하고 일반국력에 해양력을,

가미한 해양국력의 개념을 통해 세력전이를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

고 계량적인 방법론을 최초로 개발하여 적용한 최 찬 의 동아시아 연, (2005)

구가 한반도 전장환경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도 해양 쟁 양상3.

다음으로 향후 한반도 해양분쟁의 발발 가능성을 예측하 다 년 이. 2008

후에도 해상을 통한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이 예상되는바 북한의 도발 양상,

을 고려하여 이에 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은. < 3-4>

핵실험 및 중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한 한반도 안보불안 조장과 경비함정ㆍ

을 이용한 침범 잠수함정 이용 어뢰 기습공격 및 특수작전요원 침투 등NLL ,

각종 비 칭 수단을 이용하여 은 한 방법으로 도발을 수행하 다.

동맹을 고려한 해양국력 지수 비교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제 북한은 기존보

다 더 과감하고 치명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격렬한 형태의 도발을 자행

할 것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도발의 장소로 전쟁의 안개 를. , (fog of war)‘ ’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해상을 선택하여 도발수행의 주체를 불명확하

게 하면서도 소기의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년 들어 김. 2014ㆍ

정은은 잠수함 부 인 동해함 소속 군부 시찰과 로미오급 톤급167 (1,800 )

잠수함 시험항해21)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에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SLBM(

21) 언론매체에 따르면 김정은은 동해함 사령부 예하 잠수함 부 를 방문하며 당 중앙은 잠수함, , “

연합부 를 단히중시한다 중략 모든 해병을 만능 해병으로 준비시켜 적 함선의 등허리를 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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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 22)을 보유했을 것이라는 보도는 북한 소행의

해양분쟁 가능성이 임박하 으며 그 파괴력과 치명성을 알게 해주는 일종의,

단서라 생각하고 이에 맞서 준비해야 한다.

해양 쟁 가능 함.Ⅳ

연 과 훈1.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한반도 해양분쟁 발발 가능성 예측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적합한 이론을 제시하고 검증을 위한 방법론의 타당성이 확

인되었다는 것이다 결과에서 보여주듯 세력전이 동맹전이이론을 통해서 한. ㆍ

반도 해양분쟁 예측이 가능하고 세력전이의 경사가 급격해질수록 좀 더 빠른,

시일 내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 있었다 이제 방법론의 적합성.

은 검증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예측하고 비하여 해전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사례에서처럼 한국은 북한과의 해양분쟁에 한 충분한 비가 가능해야 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나 군인에게 다음과 같.

은 교훈을 줄 수 있다.

첫째 전쟁의 발발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세력전이이론을 재평가하고 적,

합성을 검증하 다는 점이다 세력전이이론을 측정하기 위한 설명 요소로서.

국가의 물적 능력으로 측정되는 일반적 국력과 해군력 및 해운력으로 측정되

자비하게 분질러 놓으라 중략 해병들이 조국땅을 멀리 떠나 망망 해 작전수역에 가서도 당과. ( )

혁명을 목숨바쳐 사수하는 바다의 결사 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한 정치사항 교양사업을 강화하

라 라고 강경 발언을 하 다고 한다 연합뉴스 북 김정은 잠수함 망루 올라 직접 해상훈련 지. , ,” “

휘 일자 조선뉴스 북 김정은 잠수함 승선 의도는 일자 허핑턴포2014. 6.16. ; TV , , ? 2014. 6.16. ;” “ ”

스트 공화국의 최신무기 북한 김정은의 잠수함 사진 열전 일자, : , 2014. 6.16. .“ ”

22) 연합뉴스는 미국 정치 군사 웹진 워싱턴 프리 비컨이 밝힌 정보를 보도하며 북한은 핵탄두 탑ㆍ ‘ ’ “

재가 가능한 사거리 2,400~ 의 구 소련제 을 보유하고 있으며4,000km SS-N-6 SLBM , Jane s’

년 월호에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골프급과 로미오급을 포함해 여개의Fighting Ships 1994 5 40‘

퇴역 잠수함을 사들 다고 밝힌 바 있고 골프급 잠수함 중 한 척에 을 발사할 수 있는 튜SLBM’

브가 장착되어 있다 중국은 로 불리는 골프급 잠수함을 기 개발하 으며 따라서 개. TYPE-031 ,

발 기술은 중국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도하 다 연합뉴스 북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 , ,” “

개발 일자, 2014. 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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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양력을 동시에 고려한 해양국력 개념을 적용할 경우 분쟁을 예측함에 있

어 여전히 유용한 이론이라는 점을 재평가할 수 있었다 이는 코헤인.

길핀 의 패권안정론의 기본 전제에서처럼 국제체제를 주도(Keohane), (Gilpin)

하는 강 국의 분쟁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이지만 남북한과 같은 중견수준의,

국가나 여타 국가에도 충분히 확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23)

둘째 시 가 변화함에 따라 고전적 세력전이 개념에 한 조작적 재정의,

가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세력전이 개념은 세력의 전이.

현상을 의미하 지만 본고에서는 도전국의 세력이 점차 증가하여 양국 간 세

력 격차가 좁혀지는 현상도 세력전이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주변국의 도전이.

있을 경우 안보는 불안해지며 특히 한반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전을 막아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규모 군사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는 냉전시 와 같은 군사적 긴장이 감돌고 세력의 팽팽한 치 구도를

보이고 있어 남북한 간 세력의 완전한 전이 현상보다는 세력차이가 점차 커지

거나 작아지는 등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전적 세력전이.

개념을 현 적으로 재해석하여 정의되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세력전이이론에 동맹의 힘까지 고려한 동맹전이이론의 유용성을 재,

확인한 것이다 정전 이후 년 이상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에서 북한의 도발. 60

에 해 미국의 억제력이 없었다면 한반도 안보태세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의

문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도 김일성이 중국. 6 25ㆍ

과 구 소련의 도움 없이는 실행에 옮기기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한국도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의 도움 없이는 자력으로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 다 최소한의.

방어도 어려울 정도로 군사력이 약했던 한국의 상황을 인식해보면 동맹국의

힘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다 향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한

미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ㆍ

넷째 해양분쟁 설명 시 유용한 개념으로서 해양국력의 의미를 재검증한,

것이다 어떤 형태의 분쟁이든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가.

는 총력을 다하여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해양분쟁은 일반국력과 해양력 요소.

모두를 고려하여 분쟁에 비해야 한다고 본 최 찬 의 연구에서처럼 해(2005)

양국력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해양분쟁을 설명할 때에도 타당성을

23) 김태준 세력전이 관점에서 본 러 일전쟁 원인에 관한 연구 해양전략, , (2005), p.64.“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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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따라서 향후 해양분쟁을 예측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연구방법론의 의.

미는 퇴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책 함2.

년 이후로 기존보다 격렬한 형태의 한반도 해양분쟁 발생이 예측되었2008

다 따라서 한반도 해양분쟁 발생을 억제하고 분쟁 발생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정책적 발전이 필요하다.

첫째 동맹국과의 긴 한 협력관계 형성이다 동맹의 힘은 전쟁의 수행 단, .

계에서만이 아니라 전쟁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국가 간 공식 동맹 자료 에 의거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분단 이후 꾸준,  

히 협약 수준으로서 방위조약 수준의 일본이나Entente( ) Defense Pact( )“ ” “ ”

만보다 동맹 결속력이 다소 떨어진다.24) 이에 따라 어떠한 분쟁행위에 해

서는 한국과 미국 간 입장 차이가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반. ,

도 내 어느 해역을 경제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사활

적인 이익이 달려있는 사안일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

로 인지되면 한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발생해도 미국은 제 자 입장에서 수수3

방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기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상황을 이해하. ,

고 처리하는 입장과 의도가 다를 경우에는 사태가 심각하게 변질될 수 있다.

국가 수준의 위기상황 처리 시 한국은 과거 북한의 침범사례 등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능동적이고 공세적인 의사결정 가능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미국,

은 제 의 효과를 고려하여 그보다 약한 수준으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2, 3 .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 측면에서 양국 간 차이가‘ ’

발생하고 한반도 안보에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본 연구에서.

동맹전이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한 만큼 막강한 해양국력을 보유한 미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협력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24) 프로그램의 국가 간 공식 동맹 자료 에 따르면 두 국가의 동맹정책 가지COW , 4 Defense Pact  

방위조약 중립협정 협약 비동맹 중에서 한( ), Neutrality Agreement( ), Entente( ), No Alliance( )

국과 미국은 분단 이후 지속적으로 협약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방위조약은 한 국가가Entente( ) .

공격받을 시 자동 군사개입 중립협정은 공격받은 국가에 한 중립유지 의무 협약은 위기 또는, ,

무력공격을 받을시 협력 또는 협의 자문을 구하는 수준의 동맹을 말한다 방위조약이 결속력이/ .

가장 강하고 협약이 다음 수준 중립협정이 그 다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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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정치적 수준에서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군사적 수준에서 매년 실시하,

는 독수리연습 을지훈련 등 연습 훈련을 실질적으로 수행(Foal Eagle), (UFG) /

하여 전쟁수행 절차를 연마함으로써 한 미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해ㆍ

양분쟁 억제 달성 및 전쟁이 발생할 경우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해양력의 구성 요소인 해군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해군력이 강화, .

되어야 해양력이 증 되고 해양국력도 증가할 수 있다 전투력의 무형적 요소.

또한 유형적 요소가 뒷받침되어야만 극 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한. ,

국 해군은 북한과 북방한계선 을 사이에 두고 치된 상황에서 전방시위(NLL)

및 억제를 위한 해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한국 해군의 전력으로도 일.

부 억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도발에 한 정찰 감시는 아, ㆍ

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한국이 동맹국의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주한미군 전력이 한국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기습적.

인 북한의 해상도발에 해서는 억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규모 도발을 상정한 미 증원전력의 지원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기습

국지도발에 해서는 적시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 푸에블로.

호 납치 사건 시 미 존슨 통령은 개의 항모전투단을 보내 응하고자 했지4

만 실질적으로 단 시간 내 도착할 수 있는 전력이 없어 즉각적으로 응하지,

못한 전례를 통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군의 정찰 감시 자산을 지속적으로 운용하여 적의. ㆍ

도발 징후를 철저히 감시하는 가운데 자체 억제 전력으로서 해군력 증강과 현

존전력의 극 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25)

결.Ⅴ

이와 같이 우리는 년부터 년까지 동맹을 고려한 남북한 간의 해1968 2007

양력 변화와 해양분쟁 발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다 해양분쟁 설명을 위해.

25) 한국 해군의 센서체계는 반드시 보강되어야 한다 에 장착된 소나체계의 경우 잠수함 접. FF/PCC ,

촉 가능성이 매우 낮고 어뢰음향 항체계도 시험 결과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됨에TACM( )

따라 동 서해역을 담당하는 주요 전력으로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현존전력을 극 화하는 방ㆍ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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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과 해양국력을 통한 계량적 방법론을 최초로 제기한 최 찬 의 동아(2005)

시아 해양분쟁 연구가 한반도에도 공히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

도 마련하 다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세력전이 동맹. , ㆍ

전이이론을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여 적합성을 검증했다는 것과 고전적 세력전

이이론에 한 조작적 재정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또한 여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연구 상기간도 확 하여 보다 광범위한, 10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양적 방법론의 질을 향상시켜 한반도 해양분쟁 가능성을

예측했다는 점이다 이는 년 이후로 한반도 해양분쟁의 가능성이 계속. 2000

높아지고 더욱 격렬해 질 것이라는 예측을 함으로써 이에 한 철저한 비가

요구됨을 정책적으로 제언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다 첫째 국력산출을 위한 프로그. , COW

램의 자료는 가장 최신 버전에서도 년까지만 자료를 제공하여 연구NMC 2007

상기간을 년까지 설정한 것이다 년 이후 상당한 횟수의 강도 높2007 . 2008

은 해양분쟁에 한 논리적인 설명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자료 수집 시 년 주기보다 매년 단위로 분석할 경우 보다 세. , 4

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연구의 신뢰성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해. ,

양분쟁 가능성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선행연구를 뛰어넘는 새로운 이론적 근

거 제시가 있었다면 더욱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나 기존 방법론을 한반도,

상황에 적용해보는 수준으로 범위를 한정하 다 넷째 한반도 해양분쟁 현황. ,

에 한 폭넓은 문헌조사가 필요하며 일부 생략되거나 결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해양분쟁 행위가 누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다 심도있는 연.

구를 위해서는 전례에 한 폭넓은 연구로 누락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로마제국 시 의 전략가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

을 준비하라 는 금언을 통해서 검의 양날로도 표(Si vis Pacem para Bellum)”

현할 수 있는 평화를 위한 전쟁 비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한반도 분단 이.

후 년 이상 고착된 남북관계과 북한 김정은의 해상도발 자행으로 한반도 해60

양안보가 불안하기 때문에 평상시 해양분쟁을 예측하고 완벽한 비태세를 갖

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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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Changing of

Sea Power and Maritime Conflicts of

the Korean Peninsula

Kim Young - Sik*26)

The Republic of Korea navy challenged from the unexpected surprise

attacks by the North Korea navy, albeit, the developments of up-to-date naval

forces’ technology, and the ceaseless efforts for war preparedness. My stud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Qualitative methods used for literature review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lated to the war onset and for investigating

events occurred on the Peninsula and its surrounding seas from 1968 to 2007.

Quantitative method used such as the analyses of national power index of the

two Kore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uses of equation model to

calculate power index of alliance, COPDAB(Conflict and Peace Data Bank)

index analysis. Like Choi’s study on East Asia maritime conflict, as a

conclusion, considering both AT theory and maritime national power as a tool

for predicting maritime conflict in the Peninsula proved significant. Based on

the study, ROK navy need to prepare for the maritime conflict because the

results showed North Korea would initiate maritime disputes sooner or later

using fatal asymmetric forces and methods. As a policy suggestion, we are

required to maintain a concrete ROK-US alliance ties and to construct naval

forces due to the deterring functions of maritime national power.

Key Words: Prediction of Maritime Conflict, Power Transition, Alliance

Transition, National Material Capability, Maritime (National)

Power, COPD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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