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세력전이와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
회색지대갈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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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
한 회색지대분쟁의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고,
미국이 최근 제시한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갖는 함의를 살펴본다. 특히 회색지대분쟁이
가져온 서태평양 지역 내 세력전이 현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과
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중국의 군사적 굴기
는 지속될 것이며, 미중 간 안보딜레마와 이
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
성이 농후하다. 특히 전면전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의 회색지대갈등은 좀 더 빈번
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회색지대갈
등의 증가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역량의

강화, 역내 영향력과 해양주권의 확장 및 정
당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해양전략은
연안지역 방위에서 대양에서의 해양통제로
점차 후퇴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변화가 과연 서태평양 지역
의 패권전이에 효과적인 대응일 것인가의 여
부는 미국의 긴축국방예산 상황과 서태평양
역내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지속성에 달려있다. 특히 국방예산상황은 미
군의 운용방향과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
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군의 역할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동시에 동맹국들의 해군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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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것이 향후 미국의 인도-태평
양 전략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함의를 논의한다. 특히 본 연구는 미국 해양전략
변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아시아·서태평양 지역 내 회색지대갈등(grey-zone
conflict)이 증가하는 현황에 주목한다. 그 중에서도 중국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일련의 해양 회색지대갈등이 어떻게 역내 세력전이의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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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논란과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분석한다.
지난 2017년 미국 수상전력사령부는 <수상함대의 전략: 해양통제로의 귀환(Surface
Force Strategy: Return to Sea Control)>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US
Surface Force Command, 2017). 본 전략의 핵심은 냉전 종식 이래로 유지되어왔
던 미 해군력 운용목표인 “바다로부터 육지로(from the sea)”와 “해양으로부터의
전진배치(forward...from the sea)”로부터 냉전기 해군력 운용목표였던 해양통제
(sea control)로의 회귀가 좀 더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해양통제란 해군활동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enabler)로서, 특히 해전
수행의 핵심적 요소이다. 해양통제 작전이란 육군력과 공군력 지원을 통해 주요
해양지역에 있어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군력 운용을 말하며, 적의 해군
력 및 해상무역 압박, 특정 지역 해군작전의 군사적 우위 형성 등을 포함한다 (US
Naval Doctrine, 2010). 이와 같이 해양통제 개념이 강조되는 배경에는 사실상
서태평양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중국의 현대화된 해군력이 존재한다.
2006년 중국 해군사령관으로 임명된 우성리(吳勝利) 제독이 ‘강력하고 전투준비가
된 해군’을 주창하며 중국해군의 대외활동 확대를 주장한 이후, 중국은 해상전력의
원해작전 및 합동작전 능력 제고를 위한 해군력 건설과 미국 해군에 대한 역내
반접근(anti-access)·지역거부(area denial)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러시아와의
연합해상훈련을 강화하는 추세 속에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반접근이란 일반적으로 적이 작전지역에 진입하는 속도를 늦추
거나 예방하기 위한 장거리 역량 혹은 행위로, 주로 전구(theatre) 차원에서 구축되
는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체계, 위성요격 체계, 잠수함,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
한다. 지역거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거리에서 적의 활동반경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단거리 대함미사일, 잠수함, 공군력과 방공체계 등 지역단위 공군력과
해군력 우위를 상쇄하기 위한 행위 및 역량을 포함한다. 중국은 이러한 반접근·지
역거부 역량제고를 통해 점진적으로 도련선을 확장하는 추세 속에 있으며, 일본과
사이판, 괌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제 2도련선 너머 대양진출을 2050년까지 달성한다
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반접근·지역거부역량 제고는 사실상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 유지해온 연안 중심 해양전략을 대양에서의 해양통제로 후퇴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물리적인 반접근·지역거부 역량제고가
살라미(salami) 전술과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술, 그리고 대리전(proxy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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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로 특징지어지는 해양 회색지대갈등과 결합되어 역내 현상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중국의 현상변경이 되돌릴 수 없는
(irreversible)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양이라는 공간이야말로
지정학의 귀환, 그리고 미국의 쇠퇴 논란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미중 간 해양세력전이의 특징을 논의한다.
특히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지역에서 일어난 회색지대갈등의 특징을 논의하며,
이러한 갈등을 세력전이의 형태의 하나로 규정한다. 둘째, 이러한 세력전이에 대응
하기 위한 미국의 해양전략변화에 대해 논의하며,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어떠한 함의를 갖게 될 것인지 예측해본다.

Ⅱ. 해양에서의 세력전이: 형태와 쟁점
1. 세력전이의 형태와 쟁점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유지해온 단극적 질서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단극적 순간(unipolar moment)은 단지 주어진(given) 것이
기 때문에 일시적일 것이며 불가피하게 도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등장한 바 있다
(Ikenberry, 2000; Kapstein and Mastanduno, 1999). 특히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국은 ‘제국’으로 평가될 만큼 그 위상이 높아졌으나, 사담 후세인 축출
이후 장기화된 미국의 이라크 대반란작전과 과도한 군사적 확장이 미국의 쇠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Cox 2004). 이와 같이 미국의 역량 소진 차원
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현상변경 시도 행위 및 군사력 증강,
특히 서태평양 지역 내 반접근·지역거부 역량 강화로 인해 미국의 쇠퇴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1)
1)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이 직면한 도전은 급진적 이슬람 세력과 권위주의적 강대국의 부
상으로 요약되어왔다. 급진적 이슬람 세력은 사실상 미국 주도 자유국제주의 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국제질서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의 도전은 미국의 단극적 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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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시아·서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자유국제주의질서 약화와 미중 세력전이
논란은 미중 양국이 ‘투키디데스’의 덫을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진
바 있다(Allison, 2017).2) 세력전이의 논쟁은 사실상 두 가지 차원에서 발전해왔는
데, 우선 미국과 중국 간의 세력전이가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세력전이가 무력
사용을 동반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세력전이의 상황이란
국가 간 국력이 동등한 수준(parity)에 도달하는 순간을 의미하며 이때 도전국과
패권국간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Organski, 1958; Organski and
Kugler, 1980; Kugler, 2000).
세력전이에 관한 초기 연구는 도전국과 패권국 양국 간 국력수준만을 고려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도전국의 현상변경 의지를 포함한 연구들
도 등장하였다. 예컨대 현상변경을 세력균형의 변화라고 가정하며 패권국과 도전국
의 동맹 유사도를 정량적 분석에 포함시키거나(Kim, 1991), 도전국의 군사력 증강
행위를 체제 현상변경의 의지로 해석한 연구도 등장하였다(Lemke and Werner
1996). 한편 전망이론의 측면에서 쇠퇴하는 패권국이 세력전이를 막기 위해 예방전
쟁을 개진할 가능성을 지적한 연구도 있는데, 오히려 도전국은 지속적으로 국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현상변경을 시도할 의지가 낮기 때문이다(Chan, 2008). 결과적으
로 도전국은 패권국에 대한 경성 균형(hard balancing) 보다는 연성 균형(soft
balancing)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Ikenberry, Mastanduno, and Wohlforth 2009).
자유제도주의적 관점의 논의들 역시 도전국과 패권국의 국력이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패권전쟁이 반드시 발발하지는 않으며, 세력전이가 무력 사용을 동반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Ikenberry, 200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력전이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에는 국력수준뿐만이 아니라 도전국의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
족과 현상변경의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패권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불만이 있는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자유제
도주의적 관점은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질서를 물리적 세력균형을 넘어서 좀 더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이들을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관리의 필요
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적 강대국의 부상과 이들의 현상변경
행위로 인해 ‘지정학의 귀환’ 논란이 제기 되었는데, 이는 이들 국가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다극적 질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투키디데스의 덫’이란, 부상하는 도전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세력전이의 과
정은 종종 양국 간 무력사용이 동반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표현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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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금의 자유국제주의 질서란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지정학적 시장공간의 개방, 열린 세계경제와 다자주의적 제도, 민주
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라는 요소로 구성되어왔다. 즉 자유국제주의 질서란 단순히
구소련 및 공산권 국가들에 대항하기 위한 잠정적인 방어적 동맹이라기보다는 자유
민주주의가 확산된 정치적 공간을 지탱하기 위한, 혹은 그러한 운명을 공유한 정치
적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난 70 여 년간 유지된 자유국제주의
질서는 미국의 국력에 연동되어 있었으나 단순히 미국의 국력 만에 의한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세력전이는 미국의 쇠퇴만을 의미는 것이 아니라 자유국제주의
질서가 보호주의, 민족주의, 지역별 강대국의 등장과 이들의 영향권(spheres of
influence) 분할 시도 등이 용인되는 체제로 대체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기존 질서 속에서 패권국은 자신의 이익 추구와 패권질서 유지를 동시에 정당화
하기 위한 규범과 제도를 유지해왔기에, 도전국은 이 질서 내부의 규칙과 제도를
이용해 패권국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연성균형의 접근법을 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고 덧붙인다(Finnemore, 2009). 이러한 권위의 약화는 궁극적으로 미국 주도 질서
자체의 정당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세력전이가 반드시 국가 간 전면전의 형태를 띄기 보다
는 미국이 유지해온 자유국제주의 질서의 정치, 경제, 제도 및 군사적 요소 등이
와해되어 미국 주도 질서의 정당성이 약화되는 과정일 것이다. 또한 정당성의 측면
에서 세력전이의 무력 사용 동반 가능성을 예측해본다면, 도전국이 개진한 패권전
쟁에 패권국이 무력을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 역시 불확실하다. 패권국이 유지해온
국제질서의 제도와 가치의 정당성을 도전국도 인정하고 공유한다면, 오히려 평화적
세력전이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Kupchan et al, 2001).
요컨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적 관점 모두 세력전이가 필연적으로 무력 사용을
동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평화적 세력전이와 전쟁에 의한 세력전이
사이에 다양한 세력전이의 형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전면전에서부터
국지전, 소규모 충돌, 군사력 현시, 경제제재, 무역전쟁 등 그 형태가 다양할 수
있으며, 또한 패권국과 도전국이 처한 환경과 세력전이가 일어나는 전략공간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현상변경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경우는 패권
국에 대한 전면전 개진보다 전쟁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정책수단을 빈번하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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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Mazarr, 2015). 보다 구체적으로, 패권국의 군사력 사용 정당성을 약화시키
는 전술을 통해 패권국의 대외적 억지 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credibility)를
낮추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현상변경을 위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기 보다는 회색
지대전술(grey-zone tactics)을 통해 미중 간의 세력균형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회
색지대전술이란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국가에게 무력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확전의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현상변경행위를 시도하는 전술을 일컫는다
(Harold, 2017). 이러한 전술은 최근 사이버, 해양 및 우주 공간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사이버 공간의 경우 접근 작전(access operation), 사이버
교란(cyber disruption),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작전 스펙트럼을 보이는데,
문제는 사이버 공격의 경우 공격이 국가주도인지 민간주도인지 공격 직후 신속하게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며, 사이버 공격의 대상에 따라 법적, 정책적 대응 프로토콜
이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점 때문에 처벌하기도, 동시에 억지력을 갖추기도 어렵다
는 점이다(McKenzie, 2017). 예컨대 미국은 전략적 사이버 공격과 경제적 사이버
공격을 구분하며 후자의 경우만을 범죄로 규정하여 경제제재를 부과하곤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으며, 포괄적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해외
지적재산권 위반의 사례라도 자국의 경쟁력에 기여한 모든 불법적 행위도 정당화하
고 있다(Roy, 2015). 더욱이 사이버 공격은 공격대상에 따라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력을 사용하기는 어렵다.
즉, 중국의 사이버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미국이 재래식 공격을 감행할
수는 없으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갖기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회색지대전술은 그럴듯한 부인가능성(plausible deniability)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 공간 내부에서 패권국에게 감행하는 공격이며, 결과적으로 도전국에
게 전략적 이득을 안겨준다.
물론 이러한 회색지대전술의 사용은 패권전쟁 승리만큼의 이익을 가져다주진
않지만, 사이버공격을 통해 도전국은 패권국의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패권국의 취약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패권국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만약 패권국이 도전국의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억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패권국은 도전국의 공격에
점진적으로 취약하게 되는 반면 도전국은 점차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시
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미국 케네디(John F. Kennedy) 행정부가 전략핵무기

미중 세력전이와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 93

를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수준의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량보복전략에서 유연반응
전략으로 핵전략을 전환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다양한 형태의 현상변경
시도에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억지 방안을 마련해놓지 않는다면 도전국은 낮은 수준
의 현상변경시도를 지속함으로써 패권국의 억지역량과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패권국이 과연 현상유지에 대한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회색지대갈등의 확산은 국가 간 경쟁(rivalry)과 세력전이에 관한
전통적 이론들이 노정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회색지대갈등은 물리적 국력의
수준을 넘어서 패권국의 신뢰도를 약화시켜 미국주도의 국제질서와 세력균형을
점진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색지대전술이 사용되는 영역과 적용방식,
그리고 그 함의에 대해 분석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2. 해양 세력전이 형태로서의 회색지대갈등
‘회색지대갈등(gray-zone conflict)’이라는 용어는 지난 2010년 미국의 4년주기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에 등장함으로써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회색지대(grey-zone)란 국가 간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갈등을 의미하며, 전쟁이 발발하지는 않았으나 현상변경을 위한 군사적 강압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Roberts, 2016). 즉, 회색지대갈등은 상대국의 무력 대응
을 이끌어 내거나 혹은 전면전 개진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의 도발을 의미
한다(Hoffman, 2015).
물론 이러한 회색지대갈등이 최근에 등장한 현상은 아니다. 과거에도 국가들은
회색지대전술을 사용해왔는데, 예컨대 냉전기 미소 양 진영의 민병대와 대리전에
대한 지원, 혹은 정보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최근 미중 양국 사이의 회색지대
갈등을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현상변경국가인 중국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중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이라는 점, 또한 과학기술발전으로 인해 사이버전과 같이 가상공간에서의 회색
지대갈등으로 그 전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Mazzar, 2015). 이러한 점은
향후 유사한 환경에 놓인 강대국들 사이의 회색지대분쟁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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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양에서의 미중 간 회색지대갈등은 최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분쟁을
통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색지대갈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전략적 점진주의(strategic gradualism) 전술을 관찰할 수 있다.
전략적 점진주의는 세 개의 요소를 포함한다. 살라미 전술(salami-slicing)과 기정
사실화 전술(fait accompli), 대리전(proxy warfare)이 이에 해당되며, 이를 통해
단기간에 승리를 거두기보다는 장기간의 작전수행을 통해 승리를 거두고자 한다.
우선 살라미 전술의 특징은 잠식의 전술(tactics of erosion)이라는 점인데, 도전국
은 자신의 공격이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패권국이 이 공격을 얼마
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시험한다. 만약 패권국이 공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도전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공격 성공 사례를 구축하게하며 살라미 전술의 다음 단계를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즉 현상유지의 상태가 점진적으로 잠식당하게 되는 것이며, 더욱이
도전국의 살라미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무력사용의 법적·정치적 정당성이 패권국
에게 결여되어있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회색지대분쟁은 미국이 북대서양조
약기구 집단안보의 공약 실천을 요청할 수 있는 임계점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 결의안을 도출할 수준의 무력사용을 동반하지 않는다. 미국을 포함한 서구 강대
국들은 특정 행위가 국제법 위반 차원으로 검토되지 않는 이상 군사적 수단 사용을
꺼려왔다. 예컨대 중국은 해양 회색지대분쟁을 통해 있어 비정규군대 혹은 민병대
등을 이용해 국가차원의 현상변경시도에 대한 그럴듯한 부인가능성(plausible
deniability)을 형성해왔으며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Echevarria II, 2016). 반면
미국의 경우 항행의 자유 작전 수행과 연합 군사훈련 등을 통해 대응해왔으나,
이러한 조치들이 중국의 현상변경행위를 중단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았다. 요컨대
살라미 전술은 도전국에 대한 패권국의 억지력 혹은 패권국의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지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전략적 목표라고 볼 수 있다(Schelling,
2008).
두 번째 기정사실화 전술은 패권국이 대응하기 전에 제한적 이익을 차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의 제한적 이익은 패권국으로 하여금 도전국의 도발을 묵인
할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고조시킬 것인지 결정해야하는 딜레마를 갖게 한다.
(Snyder and Diesing, 2015). 기정사실화 전술의 수행이 점진적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패권국이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수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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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건은 제한적 이익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의 여부일 것이다. 예컨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같은 행위로부터 얻는 이익의 규모는 상당하지만
중국의 점진주의적인 접근의 연속선상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대리전의 경우, 현상변경을 위해 도전국이 정규군을 투입하기보다 국내
민간단체를 이용하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민간인들에 의한 현상변경행위에 대해
패권국은 자국의 정규군을 투입하여 대응할 수 없다. 또한 도전국 민간인들의 현상
변경에 관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사적 억지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특히 미국의 군사교리는 전시 민간부문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전쟁 시
군사작전의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기에, 중국의 대리전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어렵다(Wilson III and Smitson, 2017)
요컨대 전략적 점진주의의 특징을 갖는 회색지대갈등은 작은 현상변경행위를
장기간 축적시킴으로써 전략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야기하고자 한다. 이러
한 측면에서 일련의 소규모 현상변경행위는 개전명분(casus belli)를 성립하진 않지
만 각각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은 회색지대 강압이 고조될 수 있는 구조
속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미중 간 군사력 경쟁은 소위 ‘안정-불안정 패러독스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하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안정-불안정 패러독스란
상호확증 파괴에 대한 인식이 핵보유국 간 공유될 때 이들 간의 핵전쟁 혹은 전면전
의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오히려 국지전이나 대리전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이론이다(Jervis, 1997; Rauchaus, 2009). 이러한 주장은 핵보유국의 합리성, 즉
핵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대규모 살상을 회피하고자 한다는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3)
즉 상대방이 핵무기 사용 결정의 임계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하는
한, 핵보유국 간에는 단지 제한적인 강압행위가 나타날 가능성만이 존재한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회색지대갈등은 상당히 유용한데, 중국은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현상변경을 시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중국은 비위
협적국가 혹은 평화적 국가라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Harold, 2017). 특히
3) 물론 특정 종교집단이나 테러리스트와 같은 경우 대량살상무기 사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둔감하거나 이러한 결과에 대해 오히려 전략적 선호가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본 이
론의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핵보유국간의 전략
적 안정성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는 제한적 강압행위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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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련의 해양 회색지대갈등을 통해 아시아·서태평양 지역 내 세력균형을
변화시키려고 하며,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서태평양 확장억지 공약을 약화시켜
역내 세력전이를 달성하려 한다.
<표 1> 중국의 해양회색지대분쟁 현황: 강압 수단별 갈등 사례 비교
강압 수단
사례(연도)/관련국
미국 군함 임페커블호 (The
USNS Impeccable) 운항
방해 사건(2009)

중국

센카쿠 열도 어선 충돌
사건(2010)

중국

스카보로섬 (Scarborough
Shoal) 대치 사건(2012)

중국

센카쿠열도 국유화 위기
(2012)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침범 사건 (2013)

세컨드 토머스 사주(Second
Thomas Shoal) 사건(2014)
중국-베트남 석유굴착장치
대치 사건(2014)
“탑건(Top Gun)” 사건
(2014)

어선

비무장
순시선

해군함정

항공모함

O

O

O

O

미국

O
O

일본

O
O

O

필리핀
중국

O

일본

O

O

O

O

O

O

중국

O

일본

O

한국

O

미국

O

중국

O

필리핀

O

O

O

미국

O

중국
베트남

O
O

O

O

O

중국

O

미국

O

*강압수단으로 표기된 어선, 비무장순시선, 해군함정, 항공모함은 그 순서대로 강압도가 점점
증가한다고 가정함.
*출처: Michael Green et al, Countering Coercion in Maritime Asia (Washington D.C.:
CSIS, 2017)을 기반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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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알 수 있듯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갈등의 주요 행위자는 중국의 정규
군이라기보다는 해상민병대(maritime militia) 혹은 어선이며 중국은 이러한 비군사
역량과 군사역량을 분리해서 운용하지 않는다(McDevitt, 2014). 더욱이 중국의
대양(blue water) 진출 전략은 위와 같은 비군사역량을 이용한 살라미전술로 집약
된다. 즉 행위자 차원에서는 점진적으로 해군의 존재감을 확대해가며, 지리적 차원
에서는 중국 연안에 국한된 군사적 세력 균형을 외부, 즉 대양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먼저 작전을 수행하는 행위자는 어부와 해상 민병대, 그리고
이차적으로 중국 해양경비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군이다. 결과적으로 중국 해군
과 미 해군간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점진적으로 해양지역에서의 균형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며 역내 현상변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중국의
저강도 강압(low-level coercion) 및 비군사 역량(non-military capability)이 아시
아 태평양 지역내 현상변경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최근 아시아 태평양 해양안보차원에서 관찰되는 회색지대 갈등은 점차 복합
전(hybrid warfare)의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계속되는 해양영토분
쟁에 대해 중국이 최근 무인기와 무인수상정뿐만 아니라 소형 지대공 미사일까지
갖추고 있다고 관찰되었다(Stavridis, 2016). 이러한 중국의 해양강압의 증가는 근
본적으로 중국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며 해양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시켜준다. 즉, 해상전력의 원해작전 및 합동작전 능력을 제고하
는 한편 미 해군에 대한 반접근·지역거부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의 연합해상훈련 강화를 통해 서태평양지역 내 미국의 해상주도권을 견제
하고 있다.
과거 마오쩌둥은 인민전쟁전략을 기반으로 연안방어임무에 집중한 해상인민전
쟁론을 발전시키고자 한 반면, 덩샤오핑(鄧小平)은 기존의 연안방어전략을 1985년
적극방어전략으로 전환하며 공세적인 해양전략을 수립했다. 즉 해군력 열세를 만회
하기 위한 해양기피 방어전략으로부터 세력투사, 현시, 전략적 억제와 같은 공세적
요소를 포함한 해양전략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1985년 류화칭(劉華淸) 제독은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 개념을 통해 단계별 해양전략 및 해군력 증강계획을 제시하
였는데, 이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이후 해상교통로의 경제적· 전략적 중
요성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리적 취약성을 인식한 결과이다(오순근, 2015). 중국의
지리적 위치는 세 가지 차원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중국의 본토는 서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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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의 미국 해상배치공습에 노출되어있다. 둘째, 중국은 세계 시장과 자원
접근을 위해 공해로 진입하려면 미국의 영향력 하에 존재하는 역내 수많은 초크
포인트(choke point)와 해협, 그리고 많은 역내 국가들의 영해에 진입할 수밖에
없으며, 남중국해, 동중국해, 서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이 지역 내에는 미국
의 적지 않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중국의 해양굴기를 위협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미 해군과 동맹국들이 역내 운용하는
해상배치 순항미사일, 순양함, 항공모함 등 최첨단 전력을 고려할 때, 중국의 본토
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 1도련선 내 해양통제 강화, 그리고 인도네시아, 괌과 마리아
나 제도, 그리고 일본까지를 잇는 제 2도련선까지 중국의 방어선을 확장해야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되었다. 최종적으로 중국은 2020년 이후 대륙국가를 탈피하여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대칭전력
강화에 집중할 것이다. 최근 중국이 개발 중인 지상·해상·공중발사용 핵미사일,
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31 자체개발, 항공모함 공격용 대함탄도탄미사일
(DF-21D), 해상전자전 능력 확대 차원의 무인체계개발, 미사일 방어체계와 대위성
요격체계 구축을 통해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역량을 제해권차원뿐만이 아니라
제공권 차원에서도 확보하여 원양에서의 작전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할 것이다(오순
근, 2015). 더욱이 랴오닝함을 필두로 한 항모 건조 및 항모전투단, 전략핵잠수함
개발 등은 중국의 해군력강화와 공세적 해양전략이 유지될 것임을 보여준다.
요컨대 중국의 회색지대분쟁은 중국의 해양주권을 정당화 및 확대하고 이를 방어
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 조치 역시 정당화한다. 다시 말해 회색지대분쟁은 중국으로
하여금 서태평양 해양통제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정당하게 행동하는 것 사이에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 전략적 선택지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세력전이에 기여한다.
오히려 미국이 회색지대분쟁과 세력전이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해양전략을 채택하거나, 혹은 이러한 점진적인 현상변경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미국은 중국과의 세력전이
를 피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유지해온 해상무역로와 글로벌 공유재
(global commons)에 대한 접근성을 잃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해양전
략 변화, 즉 해양통제를 위한 대양에서의 결전(decisive battle)을 언급하게 된 맥락
을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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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함의
1.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
미국에게 있어 해양은 국가안보전략의 주요 요소이다. 해양은 미국 본토를 위협
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공간임과 동시에, 미국이 해외로부터의 위협에 전략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통로이며, 또한 도전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를 예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Yung and Dong, 2016).
미국의 해양전략은 해양력(sea power) 개념 변화에 따라 진화해왔다. 해양력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제시한 미국 해군전략가 마한(Alfred Thayer Mahan)은 해양력
을 “해양에서 국민이 위대해지는 모든 경향”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Mahan, 1890).
강대국이 보유한 해양력의 핵심은 그 국가의 해군력(naval power)이며, 해군력을
통해 해양우세(maritime supremacy)를, 해양우세를 통해 해상무역의 주도권을 장
악하며, 이를 통한 국력 증대는 다시 해군력의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Till,
2004). 특히 마한에게 있어 제해권이란 곧 해군력과 비례하며, 해양통제를 통해
적국의 해군을 무력화시키고, 힘의 투사를 통해 적국 본토기지를 공격하거나, 혹은
적국의 해상무역로를 차단하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결항로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한다. (Modelski and Thompson, 1988). 특히 해양에
서의 결전(decisive battle)을 통해 적을 패배시킴으로써 제해권과 지역패권을 차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마한은 미국의 무역과 해양통제를 위해
더 많은 식민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스페인 전쟁과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필리핀 식민지화를 주장한 바 있다(Moran and Russell, 2016).
마한 이후의 학자들은 광의의 해양력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들은 해군뿐만이
아니라 해양경비대, 해병대, 민간 해양영역, 그리고 지상과 항공지원부대 역량까지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Till, 1982; Tangredi, 2002). 최근에는 해양력이란 경제
적 필요와 정치제도, 과학기술 수준과 지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도 등장
하는 등(Gompert, 2012), 해양력의 개념은 점차 확장되고 있다.
아시아 및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패권은 사실상 위와 같은 해양력에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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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왔다. 북대서양과 태평양 두 대양 사이에 위치한 미 대륙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만 집중하여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측할
수도 있으나, 핵추진항공모함 및 잠수함 등의 개발은 이를 가능케 만들었으며, 동시
에 서태평양지역의 동맹국들, 즉 일본과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등과의 협력을
통해 태평양이라는 지리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북대서양과 태평양 사이
의 지리적 위치는 오히려 미국의 본토방어를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점 역시 미국에
게 유리한 조건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있어 태평양이란 아시아 지역과 미국
을 연결해주는 공간이 되었다. 과거에는 태평양으로 인해 오히려 아시아는 이차적
전구(secondary theater) 혹은 잊혀진 전구(forgotten theater)로 간주되기도 하였
으나,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익, 즉 상업적 이익과 자유주의 가치의 확산,
그리고 필리핀, 괌, 하와이와 같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 영토에 대한 보호
의 필요성에 의해 그 전략적 중요도는 점진적으로 높아졌다(Campbell, 2016). 또한
이러한 이익과 발맞추어 미국의 해양전략 역시 변화를 거듭해왔다.
<표 2> 냉전 종식 이후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
연도

대통령

해양전략 보고서 및 주요 개념

1986

로널드 레이건

The Maritime Strategy

1992

조지 H. W. 부시

...From the Sea

1994

빌 클린턴

Forward....From the Sea

2002

조지 W. 부시

Seapower 21

2005

조지 W. 부시

Thousand-Ship Navy

2007

조지 W. 부시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2015

버락 오바마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Forward, Engaged, Ready

출처: 저자 정리

냉전기 미국의 해양전략은 1986년 공개된 <The Maritime Strategy>가 대표적이
며, 냉전기 구소련 대양해군의 팽창 억지 및 봉쇄를 목적으로 한다. 미 해군의
역할은 미군과 동맹국의 역량이 유럽대륙 전장에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었다(Cole, 2013). 특히 소련 해군을 대양에서 물리치고 소련 본토 종심을
공격한다는 냉전기 미국 군사전략을 해군이 수행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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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위해 600척 해군함정 건조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Lasater, 1990).
냉전종식 이후 걸프전을 경험한 미국의 해양전략은 <...From the Sea>와 <Forward...
From the Sea>로 집약되었다. 이 두 전략은 미래 미 해군의 역할이 지상에서의
전투수행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해군원정군과 합동작전 수행 등이
그 주요 임무로 명시했다. (US Department of Navy, 1992). 이는 다시 말해 미국이
냉전종식 이후 마주할 주요 전장은 해양이 아닌 육지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며, 해양전략의 목표는 냉전기 해양통제가 아닌 군사력의 연안지역 및 대륙 투사를
지원하는 것이 되었다(US Department of Navy 1994). 즉 해양통제와 군사력 투사
(power projection) 가운데 후자에 좀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양전략은 사실상 영국의 전략가 콜벳(Julian Corbett)의 사상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콜벳은 세계 연안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하여 해당 해양지역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이 해양전략의 목표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Speller, 2014). 즉 콜벳은 대양에서의 결전(decisive battle)을 통해 제해권을 확보
하는 것 보다 해상교통로의 확보를 통해 도전국을 강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해양전략은 대륙전략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며, 결전은 해양이
아닌 인간들이 거주하는 육지에서 개진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새로운 비전인 <Seapower 21: Projecting Decisive Joint
Capability>을 발표하는데, 이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필수적인 합동작전 및 동맹
국과의 연합작전 수행에 있어 해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함을 강조했다 (Clark
2002). 바다로부터의 공격(sea strike), 바다 기지(sea basing). 바다 방위(sea
shield) 등의 개념을 제시하며 미국 단독의 공격적 힘의 투사를 위한 해상타격,
글로벌 방위 보장(assurance), 합동작전 군수지원을 위한 해상기지구축 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데, 이는 해양전략의 목적이 특정 국가, 혹은 현상변경 도전국이 아닌
테러리스트 집단과 같이 비국가적 행위자로부터의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 및 억지하
는데 있음을 보여준다.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 Power>의
경우도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미 해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의 협력을 주장하였고,
마이클 멀러(Michael Muller) 해군작전사령관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A
Thousand Ship Navy>, 즉 글로벌 해양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해적, 해상범죄, 테러리즘과 같은 글로벌 해상교통로(SLOC)에 대한 비전통안
보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 미국 단독의 역량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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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행정부 재균형 정책과 맞물려 제시된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 Power: Forward, Engaged, Ready>의 경우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의심을 드러내며 미 해군의 전방현시(forward presence)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 역시 언급하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
부의 이와 같은 접근법은 여전히 콜벳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기된 공해전(air-sea battle) 전투개념은 호르무즈해협이나
대만해협과 같이 미국의 접근이 제한적인 해양 지역을 목표로 하였고 공해전 개념
을 확대한 합동작전접근개념(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도 단지 이를 육
지, 해양, 공중,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한 것이기 때문이다(Xie and Zhao
2018). 그러나 본 보고서는 미 해군의 제해권 확보를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로
명시하며 다시 마한(Alfred Thayer Mahan)의 해양전략이 부상했다는 분석도 존재
한다.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정책은 안보공약의 지역별 재배분 차원뿐만이
아니라 고도의 국방자산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했다는 점에
서 그러하다(Davidson, 2014). 그러나 공해전의 개념은 이를 통해 미국이 상정하고
있는 도전국, 즉 중국을 쉽게 추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확전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미중간의 세력전이의 가능
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시도하는
해양 회색지대분쟁이 미중관계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를 바랬다(Glaser, 2014).
즉 미국은 외교적 해법을 통해 중국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수상전력사령부가 발표한 <수상함대의 전략: 해양통제로의
귀환(US Surface Force Strategy: Return to Sea Control)> 보고서는 이러한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를 더욱 명확히 보여주며, 군사력투사보다 해양통제에 좀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양통제로의 회귀는 미국이
통제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군사력투사가 어려워졌으며, 도전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 해양에서 자유로운 무역과 교통을 보장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적 판단에 근거
한다 (Rowden et al, 2015). 그러므로 미국이 언급한 해양통제란 전세계 해양에서
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는 해양에서의 지역적 통제
를 의미한다. 특히 본 보고서는 ‘분산된 치명성(distributed lethality)’의 개념을 해
양통제를 위한 수단적 개념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순양함, 구축함, 연안전투함,
상륙함, 보급함 등 수상함대 구성요소의 공격성을 배가시키며 동시에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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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er-killer SAG”의 공격형태로 분산시켜 배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항모타격단과 상륙준비단을 분리시켜 수상함대와 결합시킴으로써 적국 초계함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이들의 장거리 대잠 및 대함무기체계를 강화시켜 치명
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마한의 해군력 운용 방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양에서의 결전(decisive battle)을 통해 제해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도전국 연안지역에서의 해양거부(sea denial)를 약화시
키는 콜벳의 전략을 넘어서 제해권을 확보하는 마한의 전략에 좀더 무게를 둘 수밖
에 없게 된 것이다(최정현, 2017).
물론 이러한 해양전략의 변화가 기존의 공해전 전투 개념을 대체한 ‘국제공역에
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Jam-GC)’과 함께 얼마나 정합성을 가질지는 미지수이다.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과 함께 미국이 제시한 개념은 다중영
역 전투(multi-domain battle)인데, 이는 다시 말해 육·해·공군이 각각의 영역에
서의 전투만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도전국을 상대해야한다는
개념이며, 이는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 정보기술을 결합해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물론 제3세대 상쇄전략(The third offsetting
strategy)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도전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역량을 상쇄하여 서태평양 접근의 자유를 높이고자 할 것이나,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방예산의 유연성과 서태평양 역내 동맹국과의 협력의 지속가능성일 것이다.
요컨대 적국연안에 대한 접근성 차원에서 제시되었던 기존의 해양전략은 국제공
역, 즉 대양에서의 결전을 준비하는 해양전략으로 탈바꿈하며 동시에 그 공세성을
높여가고 있다. 분산된 치명성의 개념으로 대표되는 미국 수상함대의 전략이 이러
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미국이 서태평양 연안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회색지대분쟁으
로 점철되어있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역량 강화는 회색지
대분쟁과 함께 현상변경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해양전략
변화는 공세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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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질서로서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지전략 공간으로서의 인도-태평양
미국의 해양전략 변화와 맞물려 고려해야할 사항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자
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4)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2006년 8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제시했던
개념으로, 본 개념은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전략공간으로 상정하고 있으
며, 동류국가(like-minded states), 특히 호주, 인도, 일본과 미국의 4자안보대화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즉 쿼드(Quad)협력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선
호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지역을 이끌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규칙기반
질서, 보편적 가치, 중국의 부상에 대항하는 해양 및 글로벌 공유재(global
commons)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성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과거 부시(G.W. Bush)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지는 않았으며,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하는 대신
재균형정책을 제시하였다. 물론 재균형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두 행정부 모두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우려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재보장(reassurance)을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 내 자유무역을 가능케 하며, 이를
포함한 지역 질서 전반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재균형 정책의 경우
중국에 대한 미국의 협상력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고,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체제 정당성에 대해서도 재보
장을 제공하였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정책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
이 중첩되는 영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경쟁이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왔다. 이를 위해 중국에 대한 관여
(engagement)를 통해 규칙기반 질서로의 편입을 시도했고, 균형(balancing)을 혼
합하여 중국에 대응해 왔다(Glaser, 2016). 이때의 관여란 수단이며, 관여 자체가
대중정책의 목표는 아니다. 관여를 통해 미국은 미국의 중국의 정책적 선택에 영향
을 미치려했으며, 궁극적으로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국제주의 질서 속으로
편입시키고자 했다. 실제로 미국 주도의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중국의 이익이
질서 속에서 대변되도록 하는 미국의 시도는 여러 사례를 통해 관찰되었다. 아시아
4) 간단히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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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ck, AIIB) 설립, 중국 위안화
를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의 구성통화로 편입된 사례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물론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현존하는 국제질서를 얼마나 변경해야하는가에
대해 논쟁이 미국 내부에서 등장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의 국제질서 속에
중국을 편입시키기 위해 미국과 동류국가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
다. 한편 균형의 경우, 아시아 지역에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동맹체제를 구축하
여 중국에 대한 균형을 시도하기 보다는 중국의 강압적 현상변경행위를 억지할
수 있는 전략 환경을 구축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봉쇄와는 다른데, 봉쇄는 우선
미국 단독의 역량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봉쇄전략을 이행함으로써 중국
과 미국은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오바마 행정부는 미중관계가 필연적으로 ‘투키디데스의 덫’이라는 공세적
현실주의의 예측처럼 전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 서있다. 물론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의도가 점차 명백해지고 있었지만, 재균형
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지켜내고, 중국
의 공세적 행위를 억제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국이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Carter, 2015).
반면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우, 중국을 지역 질서와 번영, 그리고 서구국가들의
전략적 이익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상정하며, 제로섬 차원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경쟁자나 협력적 파트너로 상정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최근 발표된
미국의 <2017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와 <2018 국가국
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보고서에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공간에 대한 전략적 인식은 앞서 언급한 일본
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과 같이 한다. 이 공간의 지리적 구획은 동쪽의
일본에서부터 서쪽의 인도까지 이어지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는 두 부류의 국가군
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데, 민주적이고 시장경제체제를 갖춘 동류국가들과, 적대적
인 현상변경국가들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인도-태평양 공간을 서태평양과 인도양
사이 국가들 간의 경제 및 안보협력을 가속화시켜 단일 전략체계로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즉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역 질서를 의미하며, 이 전략은
미국과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이 지역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가치와 원칙,
그리고 규범을 포함한다. 인도-태평양전략이 제시하는 규칙기반 질서란 항행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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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법치, 강압이 부재한 자유, 주권존중, 모든 국가들의 자유와 독립을 말한다.
미국을 비롯한 쿼드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원칙들을 오랜 시간 지지해왔으며,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레토릭을 통해 쿼드국가들은 중국이라는 현상변경국가에 대응하
고자 한다.
단적으로 틸러슨 전 미국 국무장관의 경우 중국을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약화시
키는’ 국가로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력과 영향력, 그리고
이익에 대한 도전이라고 <2017 국가안보전략보고서> 역시 명시하고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도 중국은 주변국의 주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약탈적 국가로 묘사한 바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은 대체금융체제를 지
역에 제공해야한다고 까지 제안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17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미국의 대중정책 우선순위를 대항
(countering)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재균형정책에서와 같은 협력 공간 창출과
경쟁, 선별적 억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궁극적으로 ‘국제질서의 억압적 비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 쿼드 참여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질서의 ‘자유로운 비전’을 창출할
것이라 다짐하고 있다.
<2018 국가국방보고서>는 이러한 비전 창출을 위한 군사적 대응방안을 논의한
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현상변경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전력 삼축체계
현대화,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역량제고 필요성을 개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미국의 대응방안은 특히 미중양국의 군사적 관계를 투명하고 불가침의 관계로 발전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미중관계를 적대적이
고 제로섬 차원의 관계로 설정하며 양국이 지향하는 국제질서가 갈등적임을 공개적
으로 천명하고는 있지만,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이 지역 내 번영과 안보를
제고할 수 있는 포용적 비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서태평양에서의 세력전이 추세 인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앞서 논의한 <수상함대의 전략: 해양통제로의 귀환(US Surface Force
Strategy: Return to Sea Control)> 보고서에서와 같이 해양 세력전이를 주도하는
중국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공간은 향후
중국과의 결전을 준비할 정도로 세력전이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 역량제고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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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중 간에 존재하는 ‘안정-불안정 패러독스’와 더불어
경제적 상호의존은 과거 냉전기 봉쇄정책을 불가능한 선택지로 만들었다. 즉 미국
의 새로운 해양전략은 해양통제를 좀 더 강조하고는 있으나, 이것이 봉쇄로까지
이어지긴 어려운 것이며, 미중관계를 제로섬적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제 미중
양국은 해적 퇴치, 환경문제 대응 등 해양에서 공유하는 이익도 존재한다. 또한
미국이 해양통제를 강조하는 해양전략을 실천하고 이에 대한 역내 파트너국가들의
협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미중 사이에 헤징을 취해온 인도-태평양 국가들
에게 있어 공세적 대중정책보다 자유와 번영, 투명성과 법치를 강조하는 긍정적인
정책프레임을 강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맥락에서 본다면, 미국 해양전략의 공세성이 높아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다. 향후 미국의 변화된 해양전략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군사적 관계의 공세성과 비군사적 관계 안정지향성간의 정합성이 어떻게
유지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한 회색지대분쟁의 추이와 특징을 살펴
보고, 이것이 미국이 최근 제시한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았다. 특히
회색지대분쟁이 가져온 서태평양 지역 내 세력전이의 현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보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의 군사적 굴기는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또한 미중 간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은 농후하며, 특히 전면전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의 회색지대갈등은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회색지대갈등의 증가는 결국 중국의 반접
근·지역거부역량의 강화 및 역내 영향력과 주권의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미국의
해양전략은 연안지역 방위에서 대양에서의 해양통제로 점차 후퇴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변화가 과연 서태평양 지역의 세력전이에 효과적인 대응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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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부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국의 긴축국방예산 상황과 서태평양 역내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지속성에 달려있다. 특히 국방예산상황은 미군의
운용방향과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군의 역할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동시에 동맹국들의 해군의 역할도 중요해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모든 안보우선순위가 집중되어있으나, 서태평양지
역의 질서와 세력전이의 상황 역시 북핵문제 분리되어있지 않음을 고려해야할 것이
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한국이 과연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역질서와 이를 구성하
는 요소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혹은 얼마나 한국의 국가이익에 내재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이러한 인식은 북핵문제 해결 이후 서태평양 질서 구축의 과정
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는데 필수적일 것이며, 향후 한미동맹의 새로운
목표와 역할 정립, 그리고 국방력 강화를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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