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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해상민병’의 법적 지위와 미국의 대응 검토
육군사관학교 법학부교수 김회동

군사활동(military activities)은 정보수집, 연습, 

시험, 훈련 및 무기실습을 포함한 군사적 목적의 선박, 

항공기 및 장치의 운용을 의미한다.1) 이 개념은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군함의 항행, 군용항공기의 상공비

행, 정찰 및 감시활동, 해상작전, 무기시험, 잠수항행, 

기동훈련, 수중음파탐지, 군사측량, 정보수집, 인도적 

지원, 해상법집행, 재난구조 등 EEZ 해상과 그 상공에

서의  군사관련 활동을 말한다.  오늘날 이러한 연안

국 EEZ 내 외국의 군사활동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해

양선진국과 연안국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된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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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의 EEZ 내 외국의 군사활동 허용여부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은 불명확 

해양선진국들과 연안국들은 자국의 이익확보에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한국도 국익확보 관점에서 외국의 군사활동 유형을 세분화하여 허용여부 판단 필요 

유엔해양법협약 상 EEZ 내 
군사활동 허용 여부 논쟁

1) EEZ Group 21, “Guidelines for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PRF, 26 September 2005), 1.a.6. 참조.

*  이 글은 전적으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필자의 소속기관 또는 정부의 입장과는 관련

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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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도 있지만, 수중무인잠수정, 글라이더나 드론과 같

이 첨단과학기술들이 해양에 적용되고 이들의 군사적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안국의 EEZ 내에서 외국 군함과 군용항공기가 위

와 같은 활동들을 연안국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지

가 논쟁의 핵심이다. 앞서 언급한 군사활동의 예들이 

공해상에서 허용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들은 오래 전부터 공

해의 자유로서 인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1982

년 유엔해양법협약이 EEZ라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

면서 발생하였다.

EEZ는 연안국이 최대 200해리까지 주권적 권리 또

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말한다. 유엔해양

법협약 제56조는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와 그 하층토

의 생물 및 무생물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등과 해

양과학조사‧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관할권

을 연안국에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연안국은 EEZ에 

있는 어족자원, 광물자원, 석유와 가스 자원 등을 개

발할 수 있고,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 해양보호구

역 설정과 같은 해양환경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시에 유엔해양법협약은 제58조에서 연안국의 

EEZ에서 모든 국가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등 공해

상에서 적용되는 해양이용의 자유를 모든 국가에게 

인정하고 있다. 요컨대 유엔해양법협약은 EEZ에서 경

제적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안국에게 배타

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반면,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해와 같이 취급하여 다른 국가들의 자유로운 이용

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해와 공해의 특성을 모

두 가진 독특한 성격의 EEZ 제도는 1945년 미국 트루

만 대통령이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선언하고, 이어서 

많은 연안국들이 최대 200해리 어업전관수역을 선포

하고, 심지어 200해리 영해를 선포하는 등 관할권을 

확대하는 경향 가운데 연안국들과 해양선진국 사이

의 타협의 결과 도입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 채택을 위해 1973년부터 1982년까

지 개최된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EEZ 내 외국의 군사

활동 문제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가장 심한 사안 중 하

나였다. 특히 중국과 남미 국가들, 그리고 77그룹은 

새로 도입하는 EEZ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에 안보 이

익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해

양선진국들은 기존의 공해상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

유는 EEZ에서도 계속해서 향유하며 군사활동도 이러

한 자유에 포함된다며 강하게 맞섰다. 결국, 중국 등이 

주장한 안보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채 유엔해양법협약

이 채택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해양선

진국들은 군사활동은 연안국의 동의 없이 허용된다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의장

직을 수행하면서 협약채택을 위한 일괄타결을 이끌어 

냈던 토미 코는 EEZ 내 군사활동이 허용된다는 것이 

협약 채택 당시 일반적인 이해였다고 하였다.2) 종합하

면 유엔해양법협약 채택과정에서 견해의 대립이 심했

지만 다수 국가들은 EEZ 내 군사활동이 허용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협약이 EEZ 내 군사활동의 허

용여부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지 않음으로 인해 해석

상 논란의 여지를 남겼으며, 국가들의 이견들이 협약

의 서명단계에서부터 나타났다.

유엔해양법협약 상 연안국의 EEZ에 관한 권리에 안

보이익을 포함시키는 것이 실패하자 여러 국가들이 유

엔해양법협약을 서명하면서 EEZ 내 외국의 군사활동

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였다. 예컨대 브라질

은 EEZ에서 연안국의 동의 없이 무기나 폭발물을 다

른 국가가 사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으며, 이어서 인

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우루과이 등이 유사한 선

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영국, 이태리, 독일, 네덜란드 

등의 해양선진국들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연안국들의 실행

2)

3)

Jon M. Van Dyke, “Military ships and planes operat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another country”, Marine Policy, Vol.28(2004), p.31.
Raul (Pete) Pedrozo,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ast Asia 
Focus”, International Law Studies, Vol.90(2014), pp.521-522.

(표1) EEZ 내 군사활동을 규제하는 국가3)

규제 유형 국가

일반적 규제

방글라데시, 브라질, 미얀마, 카보베르데,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케냐, 말레이시아, 몰디브, 

오리셔스, 북한, 파키스탄, 필리핀, 포르투갈, 태국, 

우루과이

영해 폭 확장을 

통한 규제

베냉, 콩고, 에콰도르, 라이베리아, 페루, 소말리아 

(이상 200해리), 토고(300해리)

접속수역 

규제대상에 

안보 포함

캄보디아, 중국, 수단, 시리아, 베트남



3

EEZ 내 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실행에 

옮기는 국가로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협약 채

택과정에서 군사활동은 전통적으로 합법적인 해

양이용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는 새로 도입되는 

EEZ에서도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중국

의 EEZ와 그 상공에서 조사선, 정찰기 등을 이용해

서 해양을 조사하고 정보수집활동을 펼쳤는데, 중

국이 항의할 때마다 국제법상 적법한 활동이라고 

맞섰다. 또한 197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도 미국이 주장하는 합

법적인 군사활동의 하나이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직선기

선 설정 등 연안국들의 과도한 관할권 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중국뿐만 아

니라 한국, 일본 등 미국의 관점에서 과도한 관할권 

행사로 보이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채택과정에서의 반

대와 자국 EEZ에서 미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강한 

항의를 볼 때 대표적인 EEZ 내 군사활동 반대국가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또한 다른 연안국들의 

EEZ에서 연안국의 동의 없는 군사활동을 펼치는 

등 이 사안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

컨대 2021년 10월 중국 해군함정 5척이 러시아 해

군 함정 5척과 함께 일본 열도를 한바퀴 도는 작전

을 펼쳤으며 2022년 6월에는 중국 군함 3척이 유

사한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작전은 일본의 쓰가루 

해협 등 일본해협과 일본의 EEZ를 통과하는 등 단

순 항행으로 보기 어려웠다. 심지어 중국 해군의 측

량선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일

본 영해를 침범하기도 하였다.4) 

군사활동의 하나인 군사측량(조사)이 해양과학조

사 및 수로측량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또한 EEZ에서 수행할 때 연안국의 동의

를 필요로 하는지가 핵심적 사항이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군사측량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는 반면, 

해양과학조사에 대해서는 협약의 곳곳에서 기술하

고 있으며 특히 제13부는 해양과학조사를 대상으

로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세 개념에 대해 정의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의미에 대한 의견들이 나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들은 해양과학조사

와 수로측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해양과학조사: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ㆍ하층토ㆍ상부수역 및 인

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

위”5). 나. 수로측량: (a) 해양 등 수역의 심ㆍ지구자

기ㆍ중력ㆍ지형ㆍ지질의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

린 토지의 측량, (b)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실

시하는 항해목표물, 장애물, 항만시설, 선박편의시

설, 항로 특이사항 및 유빙(流氷)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항로조사, (c) 연안의 자연환경 실태

와 그 변화에 대한 조사. 

해양과학조사는 해양에 대한 지식 증진을, 수로측

량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지만, 오늘날 이들 활동들의 구분은 갈수록 옅어지

고 있다. 군사측량은 군사적 목적으로 행하는 측량

활동으로서 내용면에서는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

량의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EEZ 내 해양과학조사에 대해

서는 연안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수로

측량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중

국 등 일부 연안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

로측량을 전통적인 공해의 자유의 하나로 보고 연

안국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사측량

에 대해서는 공해의 자유로서 인정된다는 해양선

진국의 입장과 대립하여 안보적 이유와 별개로 군

사활동을 군사적 목적 외에는 해양과학조사와 구

분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안국의 동의 사항이

라는 견해가 있다.6)

무인수중로봇이나 글라이더, 또는 수중드론을 이용

한 군사측량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까? 오늘날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본선은 자국의 항구, 영해, 

EEZ 또는 공해상에 머물면서 무인수중로봇이나 글라

군사측량과 구별 개념

4) 뉴시스, “중국 군함, 가고시마 주변 일본 영해 침입...‘4월 이래 6번째”(2022.7.21.).

5)
6)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 1호.
Robin Churchill, Vaughan Lowe and Amy Sander, The law of the sea. Fourth edit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22), p.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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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 등을 이용해서 조사와 측량활동을 수행하며 실

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이때 이러한 로봇이

나 글라이더가 연안국의 동의 없이 연안국의 EEZ에서 

활동을 수행할 경우 법적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의문

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것들은 선박이 아닌 선박에 

부속되거나 선박의 기능을 지원하는 장비 또는 장치로 

볼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과학조사에 동원되

는 이러한 장비 및 장치를 운용할 때에도 연안국의 동

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적 목적으로 글라이더나 수중무인드론과 

같은 장비를 타국의 EEZ에 보내서 정보를 수집하는 행

위도 연안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선박이 

직접 수행하는 것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 여컨대, 선박

을 활용한 군사측량의 허용여부에 관한 입장이 글라이

더 등의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연안국의 EEZ에서 군사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의 국가는 수중무인드론 등을 통해서 각종 조사와 

정보수집 활동을 취하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안국이 

반대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장비를 발견하기 어

려운 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과학조사법을 통해 EEZ 내 외국인

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해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

고 있다. 반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은 ‘군사 활동을 위한 해양조사’를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7)이에 대해 다른 곳에서 특별히 규정

을 하고 있지도 않다. 즉, 우리나라 법률은 EEZ 내 외국

인의 군사활동을 직접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

다. 그리고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도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EEZ 내 외

국의 군사활동 허용여부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첫째, ‘안보적 이익’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과정에서 많은 

연안국들이 ‘안보적 이익’을 연안국의 권리로서 인정하

고자 했지만 해양선진국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성문화

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후 많은 국가들이 안

보를 이유로 타국의 자국 EEZ 내 군사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해양에서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를 이

유로 타국의 군사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집합적 개념의 군사활동을 개별 활동별로 판단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사활동은 정

보수집과 해양조사에서부터 무기를 수반한 군사훈련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활동들이 연안국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이하다. 그러

므로 국익에 비추어 일괄적으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개별 행위별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개별 군사활동들이 우리나라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상호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외국의 군사활동 

허용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그러한 활동에 대해 취하는 입장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관련 국가 상호 간에 허용요

건에 대해 사전에 합의함으로써 갈등을 상당부분 해소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과 대응방향

7)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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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국지적인 분쟁이 전

면적인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예시를 제공했

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대만본

토 침공설과 그 가능성이 매우 빠르게 국제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동아시아 지

역에서 중국과 분쟁의 씨앗을 가진 국가가 비단 대

만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은 해양에서 독자적인 

해양경계를 주장하며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의 국

가와 지속해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1)

중국의 해양관할권 확대시도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해경 또는 중국해군과 같은 국가기관에 의한 

활동 이외에도 어선을 활용한 시도가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특히 미국을 중

심으로 이들을 ‘중국해상민병’2) (PRCMM: Peoples 

Republic of China Maritime Militia)이라고 명

명하고 이들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해양안보에 있어서 증대되는 위협으로서3) 그

에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기존의 ‘중국해상민병’에 관한 논의는  해상민병의 

활용에 관한 중국의 이른바 회색지대(Grey Zone)4) 

에 대한 논쟁과 해양민병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state responsibility)에 관한 논의로 요약될 수 있다.

회색지대 논쟁은 사

실상 국가가 위임을 

받거나 국가의 지시

로 이루어지나 외부

적으로는 국가와 관

계없는 단체 또는 개

인이 국제법 위반행

위를 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른바 lawfare(

법률전) 이라고 하여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전쟁법)

등이 잘 교육되거나 이행되고 있는 적대상대방이 도발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국제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내심의 문제를 일으켜 적절한 대응을 주저하게 

하는 것도 회색지대 전략의 전형적인 일부이다. 예를 

육군사관학교 법학부교수  김회동

‘중국해상민병’의 법적 지위와 
미국의 대응 검토

중국 해양관할권 확장의 일환으로 이른바 ‘중국해상민병’을 적극 활용할 것이 예상

미·일 학자를 중심으로 ‘중국해상민병’을 중국군의 일부로 규정하여 대응하려는 움직임 출현

‘중국해상민병’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확정과 그에 따른 대응은 신중해야 함

‘중국해상민병’에 대한 기존의 논의

1)

2)

3)

중국남사군도 권원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남중국해 분쟁”, 「세계분쟁정보」, KIDA, 
2020.10.
필자는 문제의 어부들을 해상민병이라고 표기할 경우, 국제인도법상의 정규군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으로 법적 지위를 확정하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해상민병’ 
이라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캐나다군도 남중국해에서의 중국민병이 A2AD(반접근 지역거부)의 주요위협으로 규정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Major Aaron Zakarison, "CANADIAN SPECIAL 
OPERATIONS FORCES IN THE SPACE BELOW CONFLICT", JSCP 48 Service Paper, 
Canadian Forces College, 2021-2022, p.3.

4) 이상헌, “중국의 해양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일본의 대응-법적 기반정비와 해상안보·보안체
제 강화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집」, 제52호, 현대일본학회, 2020, pp. 97-99; 회색지대
전략(gray zone strategy)에 대해 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무력
사용을 피하면서 자신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로,  RAND연구소는 평
화와 전쟁 사이에 존재하는 작전공간(operational space)으로 군사적 대응을 야기할 수 있
는 임계점 아래에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강압적 행위로, 군사와 비군사의 경계와 책임소
재가 불분명하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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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미군 Impeccable 호 사건과 같이 외형적으로 

중국어선과 그 승무원(어부)이 미군의 즉각적인 퇴각

을 요구하며 Impeccable 호에 접근 해양탐사장비의 

케이블을 절단하려는 행위와 동시에 위험한 선박운행

으로 군함과 충돌위기를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다. 미

군은 공해상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수행하는 합법적 

행위에 대해 외양상 민간 어선이 강경 시위하는 것으

로 보이는 까닭에 군함에 대한 적대행위에 해당할 여

지가 충분함에도 이른바 ‘부대 자위권’5) 행사를 적극

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채 함선에 있는 소방호스를 이

용하여 중국어선의 행위를 소극적으로 저지하는 방법

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소화기(小火器) 등 직접적

인 무기에 의한 공격이 아닌 점, 외양상 어부인 점, 실

제 소형 어선을 이용하여 공격한 점 등으로 인해 당시 

미군 함정의 지휘관 또는 그 상급 지휘관이 이들에 대

한 적극적인 자위권 행사가 오히려 비례의 원칙에 위

반되거나 무력충돌에 관한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우

려를 야기하였고, 적절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내심의 

갈등을 촉발한 것이다. 

한편, 국가책임논쟁과 관련 기존 논의는 이들이 최

소한 중국 정부의 위임 또는 지시를 받아 행동하고 있

음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선을 이

용하고 어부의 모습을 한 ‘해상민병’을 적전투원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물리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점

에서 국가책임법을 근거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책임

을 추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해상민병’의 물리적인 

위협 또는 공격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6) 그 일련의 논의로 ‘중국해상민병’을 

중국 정규군(국제인도법상 전투원)의 일부7)로 보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 무력대응과 같은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중국 헌법과 국가방위

법을 들고 있다.8)

중국 헌법은 “법률에 따라 군복무(military sevice)

와 민병에 입대하는 것이 인민의 영광스러운 의무”

임을 규정하고 있으며9) 국가방위법은 “중국군이 현

역과 예비역, 무장경찰과 민병으로 구성된다.”라고10)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 미국 USNC 소속원이 주축이 

된 연구자들은 2013년 중국이 해양법 집행시스템을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이전 민간당국이 지휘했던 해

상민병대에 대해 중국군의 일부인 중국인민무력경찰

(PAP)이 통제하도록 변경된 것이, 해상민병대가 중국

군의 일부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11) 

대한민국 헌법 역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2) 아울러 병역법 규정에 따르면 현역복무를 마

친 인원들이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동원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으로서 일정 기간 동원되어 소집 훈련을 

받는다.13) 동원 소집되어 정식으로 동원부대원 또는 

직장예비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을 예비역이라는 이유로 전투원 또는 교전자로서 지

위를 부여하는 것 또는 이들의 행위를 전투원의 행위

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른바 ‘중국해상민병’의 경우에도 중국의 헌법과 국가

방위법에 규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는 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실제로 부대에 동

원되어 정규군의 일부로서 복무하거나 공연히 무기

를 휴대하여 군사작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까지 중

국군의 구성원으로 전투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

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상당수의 중국 어부와 어선

은 중국 정부에 의해 동원되어 분쟁지역에서 활동하

고 있는데,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면세유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어로활동에 있어 불이익을 감수

하여야 하므로14) 불가피하게 동원에 응할 수밖에 없

‘중국해상민병’에 대한 최근의 논의

5)

6)

7)

자위권은 유엔헌장 제51조에 규정된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가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
다. 그런데 모든 무력행사(use of force)가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무력공격
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력행사가 분명한 경우 예를 들어 중국해상민명의 미군 함정에 대
한 무력행사에 대해서 유엔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해당 군함이 이
에 대한 자위 차원에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대자위권’으로 최근 논
의되고 있다. ‘부대자위권’이 국가관행 상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 명백한 반대가 없는 
점을 근거로 바탕으로 부대자위권이 관습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 자세
한 내용은 안준형, “UN헌장 제51조상의‘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
한 무력대응 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한계 -‘부대자위권’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국제법
논총」, 제64권 제4호, 대한국제법학회, 2019, pp. 128- 167.을 참조
관련 보도로  「SBS 뉴스」, “인도네시아 군함 발포로 中어민 피격…中정부 ‘강력 항의’”, 
2022.10.1. : 「한국경제신문」, “'공공의 적' 된 중국어선…세계 각국, 발포·격침 등 강경
대응”, 2016.10.10.
Cornor M. Kennedy and Andrew S. Ericson, "China's Third Sea Force, The People's 
Armed Forces Maritime Militia; Tethered to the PLA", China Report No. 1, U.S. Naval 
War College, March 2017; Kevin McCauley, “China’s Logistic Support to Expeditionary 
Operations,” Testimony before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February 20, 2020, ; Conor M. Kennedy, “Civil Transport in PLA Power 
Projection,” China Maritime Report No. 4, U.S. Naval War College, December 2019,

8)

9)
10)
11)

12)
13)
14)

15)

Koki Sato, Maritime militia in East and South China Sees - Legal status of Maritime 
Militia under Jus ad bellum and Jus in bello-, 「THE MARITIME ISSUES」, 2020, pp. 2-3.
중국 헌법 제55조
중국 국가방위법 제22조
Lyle J. Morris, "새로운 중국 해안경비대의 권리보호 능력 평가“, 「중국의 해양 그레이존 
작전」, 곽대훈 옮김, 박영사, 2021. pp. 85-100.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
예비군법 제3조 내지 제5조
이상희, 장유락, 이윤철, “중국 해상민병대의 국제법적 지위와 효과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
구”,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2호, 2021.5.31., pp. 330-331: “예를 들어 2013년 
산둥성 타이산시는 3,650척의 어선에 194만 위안(한화 약 3억원)을을 연료보조금으로 지
급하였고, 2015년 하이난성은 어선 8척에게 ‘특별 디젤 보조금’으로 각각 168,000위안(한
화 약 3,057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어선동원에 불응하면 보조금, 연료지원을 제한한
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산업 회사들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정규군의 일부
로서 민병대로서의 준군사조직이라면 이러한 불만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잠조. 김예슬, "남중국해 해양분쟁과 회색지대전략: 중국해상민병대 사례연구", 박
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20, , pp. 76-77.
하이난 산샤지방군사국의 2005년 설문에 의하면 40%의 어부들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해상민병활동을 그만두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보더라도 중국해상민병의 
상당수가 중국정부의 유인책에 동원된 어부들임을 짐작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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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이다.15) 따라서 동원된 어선이나 동원된 어부

들을 해상민병 즉, 준군사조직의 일원으로 규정하기

는 쉽지 않다.16) 

그렇다면 중국과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서는 이들을 중국군의 일부인 준군사조직으로서의 해

상민병으로 규율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며, 이들

을 준군사조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입증자

료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17) 

미국은 ‘중국해상민병’을 중국해군으로 간주하여 

대응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을 천명한 바 있

다.18) 또한, 미국 해안경비대가 미 7함대를 지원하

여 남중국해에 투입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

다.19) 민간인들로 구성된 민병대를 활용해 분쟁 당

사국들과 맞서 온 중국에 대해 미 해안경비대가 이

들을 상대로 직접 작전에 나서는 것으로 이와 관련

해 대만 단장(淡江)대학 황제정(黃介正) 교수는 “미 

해군이 직접 나서지 않는 차원의 저강도 대응 전략

으로, 중국의 해상민병 조직과 무장한 중국어선 등

을 상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였다.20) 

그런데, 미국의 발표와 같이 미군함에 의도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중국어선(중국해양민병)에 대해 미

해안경비대가 법집행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사

실 이와 유사한 선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공

해상 또는 EEZ에서의 법집행작용과 관련된 사례

가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예로 M/V “Norstar”호 

사건21) 이 있다. M/V Norstar 호는 노르웨이 회

사가 소유하고 있는 파나마 선적의 해상 주유선인

데,  1994 년부터 1998 년까지 이탈리아에서 면세

유를 구매 후 지중해 및 대서양 인근해역에서 이탈

리아에 입항이 예상되는 대형 요트에게 연료를 판

매하였다. 이탈리아 검찰은 면세유를 판매한 것이 

이탈리아 국내법상 탈세와 면세유 판매 요건을 위

반한 것으로 판단, 관련 개인들에 대한 형사소추 

및 1998년 8월 11일 나포명령을 내렸다.22) 이에 

2015년 11월 16일부로 선적국인 파나마가 해양법

재판소(ITLOS)에 이탈리아를 제소하였다.23) 해양

법재판소는 ‘공해에서 외국선박이 범죄행위를 행

하더라도 기국(旗國, flag state) 이외의 국가가 관

할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해양법협약 또는 다른 국

제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기국 만이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판결하였다.24) 이에 비춰본다면 미국 

해안경비대가 美해군에 대해 범죄행위를 행하는  

‘중국해상민병’의 어선에 대해 美해안경비대가 법

집행 또는 입법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해양법협

약 위반이 될 것이다.

중국 EEZ 또는 공해상에서 타국 군함, 관용선 또

는 어선에 대해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중국의 어

선과 그 승무원은 분명 해상안전에 있어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타국의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면서 연안국의 단속에 불응하는 것을 넘어서 단

속어선을 선체로 들이받거나 단속하는 관원에 대

해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는 연안국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력행위임을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다. 중국의 헌법 및 국가방위법의 규정에 

의할 경우 중국해상민병은 중국의 준군사조직으로 

규정되어 있다. 중국해상민병 구성원들 중에 중국

해군이나 중국해경 소속의 인원들이 있으며, 이들

이 실질적으로 중국해상민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상민병이 법적(de jure) 또는 사실상

(de facto) 중국의 준군사조직으로 규정하여 대응

해야 한다는 논의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해상민병은 어부들로 이들

이 중국 군대의 일부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

‘중국해상민병’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검토

16)

17)

18)

19)

20)

21)

이른바 ‘중국해상민병’은 일정 기간 동원되어 훈련을 받기도 하고, 이들 중 일부는 중국군
에서 복무하거나 중국 해경 등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인원들도 있다. 모든 분쟁 해양지
역에 동원된 어부와 어선들을 민간인, 민간어선으로 보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모두를 
준군사조직의 일원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James Kraska, "China's Maritime Militia Upends Rules On Naval Warfare -The use of 
fishing vessels as a maritime militia has profound legal implication-", 「THE DIPOMAT」, 
2015. ; Koki Sato, "China's Maritime Militia Upends Rules On Naval Warfare -The 
use of fishing vessels as a maritime militia has profound legal implication-", 「THE 
DIPOMAT」, 2015, p.3.
김예슬, "남중국해 해양분쟁과 회색지대전략: 중국해상민병대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20, p.95.
2019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해안경비대 태평양지역 사령관의 이를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조. 중앙일보, “미 해안경비대 태평양 건너 남
중국해로…중국 주권 도전”, 2019.6.14.
Ibid. 미국도 중국해상민병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부적으로 확립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평시 법집행기관인 해양경비대를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M/V “Norstar” (Panama v. Italy), Judgment, ITLOS Reports 2018–2019, pp. 10-127.

22)
23)

24)

이탈리아 법원 역시 Norstar호의 면세유 판매행위를 무죄로 판결하였다.
당시에 Norstar호가 스페인 항구에 정박 중이여서 이탈리아 검찰은 사법공조를 통해 스
페인 당국으로 하여금 Norstar호가 나포되도록 하였다. 이후 1999년 3월 이탈리아 검찰
은 보석금을 조건으로 Norstar호가 석방될 수 있다고 선박 소유회사에 통보하였으나 보석
금 납부를 거부하여 계속 억류상태가 유지되었다. 이후 이탈리아 국내재판에서 관련 협
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M/V “Norstar” (Panama v. Italy), para. 225; “ On the contrary, if a State applies its 
criminal and customs laws to the high seas and criminalizes activities carried out by 
foreign ships thereon, it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article 87 of the Convention, 
unless justified by the Convention or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This would be so, 
even if the State refrained from enforcing those laws on the high seas”

‘중국해상민병’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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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해상민병훈련 

또는 동원자원으로서 등록하지 않으면 어업 활동

과 유류 보조금 등에서 피해를 받을 우려로 인해 비

자발적으로 활동한다는 점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이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에

서 위협행위를 하는 것을 근거로 준군사조직으로

서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국제인도법 또는 전쟁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대 상대방의 군대 일부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들이 공연

히 무기를 휴대하고 위협행위 또는 공격행위를 수

행한다면 또는 군용항공기에 실명무기용 레이저를 

발사하는 경우25) 와 같이 직접적인 적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적 지위 여부를 불문하고 합법적인 공

격대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26) 그러나 최근

의 ‘중국해상민병’이 영유권 분쟁지역 또는 해양경

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주변국의 군

함 또는 관용선에 물리적인 폭력행위나 위협을 가

한 경우까지 무력의 행사(use of force)로 규정하

여 이들을 중국군 일부로 간주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27) 중국과의 무력충돌 상황이 아닌 평시에 ‘중

국해상민병’의 법적 지위를 판단할 때에는 오히려 

보수적인 접근을 통해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민간

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회색지대전

략(Grey Zone Strategy)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중국 정부에 있어 공식적 또는 사실상 무력충돌 상

황이 아님에도 자국 어선을 공격하는 상대국가를 

국제법 위반으로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좋은 핑

곗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안국의 EEZ에서 불법어로행위를 하면서 

이를 단속하는 국가기관에 대해 거대 선단을 통해 

법집행을 거부하는 중국어선을 ‘중국해상민병’ 또

는 ‘해적’(hostis humani genreis)으로 단정하고 

대응하는 것 또한 적법한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명백히 연안국의 관할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

으로 연안국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

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일 뿐이다.

중국해상민병’ 활용에 대한 대응으로 최근 미국 

정부가 해안경비대를 군함의 작전 지역에 파견하

여 중국어선(중국해상민병)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

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현행 해양법협약은 공해에서 불법행위를 행한 선

박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박의 기국

만이 사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

과28) 이를 지지하는 판례들로29) 인해 오히려 국제법 

위반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중국해상민병으로 추정되

는 중국어선의 중국 EEZ 또는 공해상의 물리적 폭

력행위에 대해서 상대국은 물리적 위협이 현존하

고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대자

위권의 행사 또는 정당방위로서의 물리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자국의 어선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인근에서 목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중국 관용선이 있는 경

우 이를 근거로 국가책임법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

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해상민병’으로 추정되는 중국어선들의 활

동에 대해 관련국들이 이성적인 대처가 아닌 감정

적 대응을 하는 순간, 중국이 그동안 수행해오고 

있는 그리고 그토록 염원했던 회색지대전략(Grey 

Zone Strategy)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25)

26)

27)

해럴드경제, “호주 해군헬기에 레이저 쏜 中 어선…中 정부는 부인” 2019.05.29. ; 뉴시스, 
“호주 군헬기, 남중국해에서 中어선에 레이저 조준당해”, 2019.05.29.  ; 연합뉴스, “호주 
해군 헬기, 남중국해에서 中 어선이 쏜 레이저 맞아”, 2019.05.29.
중국 정부는 항공기에 대한 레이저 조사와 관련하여 공격의 의도로 레이저를 쏜 것이 아
니며, 해상에서도 안전을 위해 접근하는 배에 레이저를 조사해서 경고를 한다고 항변하
였다. 그러나 통상적인 훈련 비행중인 군용기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행위가 안전을 위한 
행위라는 중국정부의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 다만, 조종사가 사건 현장 및 이후 치료 관
찰 기간 동안 실명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실제 공격이나 대응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조종사의 실명 등의 부상이 발생하거나 이후에 레이저 조사로 
실명이나 시력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이 초래된 경우에는 차후 레이저를 조사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 공격행위로 간주 무력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명확히 정규군의 일부라면 총기가 아니라도 어떠한 무기로 적대상대방을 공격하더라도 
무력의 행사 또는 공격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무력충돌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외형상 
민간인이 흉기 등으로 공격을 한다고 할 때 이들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음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이들을 정규군의 일부 또는 적 전투원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8)
29)

해양법협약 제92조
공해상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관할권 기국이외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
로 앞서 언급한 M/V “Norstar” case 이외에도 M /V Saiga Case (MIV "SAIGA" (No. 2)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Guinea), Judgment, ITLOS Reports 1999, p.I0, 
paras. 128-131.)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