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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산물은 랜드연구소의 기술 보고서 시리즈의 한 부분이다. 보고서에는

한정된 범위내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포함하거나, 연구에 활용된

방법론에 대한 토의를 제공하거나, 문헌 검토/조사기기/모델링/실무자와

연구 전문가를 위한 지침/ 고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예비 조사결과를 발

표할 수 있다. 모든 RAND 보고서는 질 높은 연구결과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해 엄격한 동료평가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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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평양에서의 지상배치 대함미사일 운용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월의 전략 방위 지침에서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

은 “서태평양에서 동아시아를 거쳐 인도양 및 남아시아에 이르는 확장된 권역(arc)

에서 일어나는 정세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1)고 선언하면서 미국의 전략중점을

인도양 및 태평양으로 전환하고 미래 합동군의 향후 운용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하였다.2)

이러한 동아시아로의 전략적 우선순위의 전환은 그곳에서 미국이 전력을 투사하

고 유지하는 능력에 대한 위협을 주장하는 연구보고가 증가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지난 수년간, 일부 전략가들은 중국이 주요관심 지역에 접근(access)하는 미국 및 동

맹국의 능력을 위협할 수 있는 반접근(anti-access)무기의 배치에 크게 힘입어 서태

평양에서 힘의 균형을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3) 또 다른 이들

은 지역 내 국가들의 기술적 혁신이 반접근 능력확보의 비용을 낮추어 그들로 하여

금 “세계적인 이익에 대한 미국의 60여년에 걸친 우위와 그들의 개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관련되어 미국과 경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왔다.4)

이에 따라, “서태평양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재래식 군사력 균형을 유지

하기 위한 작전적 수준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해 전투(AirSea Battle)”와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개발되고 있다.5)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해전투는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완화시키고,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과 중국군(People's Liberation

Army)간 타격능력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고, 수중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주 기

반의 지휘통제(C2)와 정보, 감시 및 정찰(ISR)체계의 취약점을 상쇄하고, 상호운용성

을 증진시키며, 전자 및 사이버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군과 해군의 통합된 작

전개념을 추구하는 것이다.6) 이는 또한 “고도의 반접근/지역거부(Anti Access Area

Denial)능력을 구사하는 적을 억제하거나 필요시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전투지휘관

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중, 지상, 해상, 우주, 그리고 사이버 전력의 통합”을 향상시킴

1) 미 국방성, Sustaining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Washington, D.C., 2012

년 1월, p.2.

2) 오바마 대통령은 “비록 미군이 범세계적인 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지속하겠지만, 필요에 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미 국방성, 2012년, p. 2)

3) Andrew F. Krepinevich, Why AirSea Battle? Washington, D.C.: 전략예산평가센터, 2010년, pp.vii-viii, 

13. Krepinevich는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주된 목적은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군사

력을 유지하는 것을 거부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p. 3).  

4) Abraham M. Denmark, James Mulvenon, Contested Commons: The Future of American Power in a 
Multipolar World, Washington, D.C.: 신미국안보센터, 2010년 1월, p. 6.  

5) Jan van Tol, Mark Gunzinger, Andrew F. Krepinevich, Jim Thomas, AirSea Battle: A 
Point-of-Departure Operational Concept, Washington, D.C.: 전략예산평가센터, 2010년 5월 18일, p. xi.

6) 상게서, p.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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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실행되는 것이다.7)

그러나 미국이 중국 인근에 있는 외부로부터 군사력 투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중

국이 발전된 반접근 및 기타체계에 투자하고 전략을 보완할 경우 기술적, 군수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감내해야 할 어려움은 상당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데 있

어서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8) 이러한 개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반면, 중국

군(PLA)이 운용하는 것과 유사한 저렴한 반접근 기술들을 활용하여 중국의 분쟁비

용을 상승시키고, 억제 실패시 아시아 본토 밖에서 중국의 공격능력을 상당한 수준

으로 제한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접근방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공해전투 접근방법과 연계하여 또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보

고서는 중국의 해양 군사력투사 능력에 대응하고 해양에서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

기 위해 지상배치 대함미사일(Anti-Ship Missile)을 활용하는 미국의 반접근/지역거

부 전략을 구축하는 접근방법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분석의 주

목적은 이러한 체계를 획득, 운송, 그리고 운용하는 것에 대한 전술적, 작전적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

본 보고서가 작전적, 전술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작전의 역내 정

치, 경제, 군사적 차원에서 포괄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는 본 보고서의 범위 및 목적을 벗어나는 것임을 밝혀둔다. 만일 중국과

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후 2차, 그 이후로 이어지는 후속영향은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질 것이며 예측하기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의 해양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전

시(戰時) 전략적인 배경을 기본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방책의 사용여

부 및 시기에 대한 판단은 국가급 차원의 결심권자에게 맡겨두고 여기서는 “원거리

봉쇄”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지상배치 대함미사일 전력의 잠재능력을 보여줄 것이

다. 또 다른 가정사항은 확장된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이러한 접근방법을 시

7) 미 국방성,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초판, Washington, D.C., 2012년 1월 17일.

8) 공해전투 작전개념에 운용될 몇몇 체계에 대한 회계연도 2012년 기준의 단위가격은 다음과 같다(가격은 의

회조사국, 미 회계감사원, 미 국방성 감독관 자료 참조): 최신 Arleigh Burke급 구축함 (20.3억 달러); 

Zumwalt급 구축함 예상가격 (30.9억 달러); 연안전투함 (5.734억 달러); Los-Angeles급 공격잠수함(15.8억 

달러); Virginia급 공격잠수함(27.9억 달러); Seawolf급 공격잠수함(24억 달러); B-2 Spirit 폭격기 (16.3억 

달러); B-1B Lancer 폭격기 (3.981억 달러); EA-18G Growler 전자전기 (8.65천만 달러); FA-18 Super 

Hornet 전투기 (8.01천만 달러); F-22 Raptor 전투기 (1.797억 달러); 그리고 F-35 합동 타격 전투기 예상

가격 (1.97억 달러). 미래 체계는 가격이 더 상승될 수 있다. 다음을 참조. Amy Butler, "Can USAF Buy a 

$550 Million Bomber?" Aviation Week and Space Technology, 2012년 4월 2일.   

   위 획득 가격은 개별체계만 산정한 것이며 수명주기 비용에는 정비, 연료, 인원, 훈련 등이 포함되고 전개 및 

운용비용(예를 들면 지원체계)만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도 고려해야한다. 이에 반해, Richard Betts, 

Cruise Missiles: Technology, Strategy, Politics, Washington, D.C.: Brooking Institution Press, 1981, 

p.104.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BGM-109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의 이동, 직립, 발사대(TEL)의 가격은 4.19백만 

달러로 추산된다. 지상체계에 더하여 대함미사일은 위의 다양한 공중 및 해상 발사대에서 발사가 가능하다. 

대함 순항미사일의 단위 가격은 31.3만 달러(영국제 Sea Skua)에서 미국의 Harpoon이나 프랑스의 최신 

Exocet의 1.2백만 달러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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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데에 역내 국가들이 우호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전략적인

함의도 살펴보겠지만 보다 작전적, 전술적인 사안에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전략적 수준에서 한 가지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제시된 접근방법

이 특별히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중국 및 역내 안보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1도련선 안에 대규모 전력투사 및 배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긴장상황이 매우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종류의 전력의 지역 내 배

치를 원치 않을 것이다. 지역 내 국가들이 배치를 용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우리

가 제시하는 적합한 규모의 전력은 중국의 적대행위에 따라 신속하게 적절한 위치

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이다.9) 나아가 중국은 앞으로 몇 십 년간 경제적, 기술적 발전

에 따라 본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군사력 균형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1도련선 안으로 미국의 전력투사 및 기반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 중국의 확인되지 않은 기술 및 발전상황

을 논외로 한다면, 대규모 또는 고정 표적을 제공하지 않는 미국전력의 전개능력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후 본 보고서에서는 이 접근방법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왜 미국과 지역 내

우방국들이 우리의 “반접근”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 이유에 대해 논의

될 것이다.10) 또한 지상배치 대함미사일 접근방법이 어떻게 합동성 차원(독자적인

능력이 아님)에서 중국에 대한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에 포함되고 이러한 능력들이

역내에서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융합되어야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군수 및 획득 측면

에서의 고려사항을 간단히 설명하고 최종적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두 개의 부록이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부록 A는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선별된

대함미사일 체계 목록을 포함하고 있고, 부록 B는 대함미사일의 지역 내 전략적 항

로에 대한 영향에 대한 자세한 지리 공간적 데이터 분석을 첨부하였다.

접근방법

지상배치 대함미사일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이것이 어떻게 중국에 대한 “원거리

봉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는 미군이 이런 능력을 가

지고 있다면 역내 우방국 및 동맹국을 지원하는 안보협력조치로부터 그들 자체적인

9) 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인 기동성은 최초 배치된 전력 패키지에 좌우될 것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지상 

보안부대와 군수지원시설이 따라와야 한다면 기동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 체계를 작게 유지하는 것은 본 보

고서에서 분석하지 않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중요할 것이다.  

10) 여기서 쓰인 ‘반접근’이라는 용어는 중국이 제1도련선 인근 및 그 외곽의 해양 구역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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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접근 능력 구축을 지워하여 함정을 차단하거나 (추가 전력으로 보완이 된다면) 전

시 전방위 봉쇄를 실시하게 하는 범위까지, 여러 방면으로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

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미 해군과 공군이 이러한 봉쇄를 실행할 수 능

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봉쇄를 실행할 수 있는 추

가적인 수단이 가용하다는 것은 미군 지휘관이 더 많은 융통성을 가질 수 있게 하

고, 해군과 공군의 자산을 다른 임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공중-해상만의 접근방법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11)

무엇이 가능한지를 식별하고 잠재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현행 45개의 대함 순항미사일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12) 이 미사일들은 지역 내 육

군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브루나이 등은 모두 다양한 종류의 지상발사 대함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일부 국가는 다른 플랫폼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몇몇 미사일에 대한 설명은 부록 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해양활동의 자유에 도전할 수 있는 미국의 반접근 전략의

기술적 잠재력 및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지상배치 대함미사일의 효과성을 평가하였

다. 본 연구의 접근법에서는 미국이 제1도련선 밖에서 중국의 해상접근 능력을 차단

하는 것은 상당한 억제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분쟁이 발생할 시 중국이 해외 주변국

을 공격하는 것과 장기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더 나아가 이 능력은 평시 서태평양에서 미 전력의 고정배치를 요구하

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으로 비쳐질 가능성도 적어진다. 오히려

이는 중국이 분쟁을 촉발하였을 때 비로소 사용될 능력으로 비춰져야한다. 마지막으

로, 태평양에서 미군 전략을 발전시키고 실행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국방성, 합동참

모본부, 태평양사령부, 그리고 해군에 있지만, 본 보고서는 미국의 지상전력도 태평

양사령부의 노력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잠재력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다.

우리는 지상배치 접근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지상배치 대함미

사일의 잠재력을 설명하기 위해 오직 지상배치 대함미사일만 가지고 중국의 해상항

로를 차단하는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합동성 측면에서의 소요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시하였다. 중국이 주변국 또는 미국 우방국들과의 분쟁을 촉

발시킬 경우 위 접근법은 중국의 군사력 투사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

국군이 해결해야할 군사적 난제들을 크게 확장시킬 것이다. 특히, 이 미사일 체계들

이 운용하기 쉽고 작전적, 전술적으로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고정표적이 아님)

11) 체계 비용 비교는 p.2의 각주 8을 참조, 전체적인 비용은 산출하지 않았다.

12) 본 보고서는 트럭이나 해안포대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함미사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록 A는 

세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몇몇 대함미사일의 목록과 각각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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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군은 수많은 지역을 탐색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이스라엘이

2006년 레바논과의 전쟁에서 경험한 것처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찾아서 파괴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정보자산을 집중시키고 핵심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요구 한다.13) 수천 마일에 걸친 군도(群島)의 여러 지점에 설치된 미사일 체

계는 중국군의 미사일 및 공군전력의 효과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목적은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지, 전력구조나 교리에 대

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데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도가 미군의 능력개발

제안처럼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고찰을 전략가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그 중 하나의 접근방법일 뿐이며 다른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상배치 대함미사일 접근방법의 동맹국 노력에 대한 기여

중국은 광범위한 지역적, 국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강력한 국가이다. 중국은 무역,

그리고 점증하는 영토와 기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상에서의 행동의 자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나아가 먼 곳에서 발생하는 안보상황이 증가하고 해군이 지속

적으로 현대화됨에 따라, 비전투원 후송작전(2011년 리비아에서 실시), 대해적작전

(현재 아덴만에서 실시중), 그리고 군사력 투사 등과 같은 목적으로 해상자산을 운

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 미국 및 우방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시, 중국의 해군전력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군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

하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서 중국은 거의 확실히 제1도련선

외곽에서 해군 자산을 운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미국 주도의 동맹국 전략에 포

함되는 중요한 요소는 중국해군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상배치 대함미사일의 잠재능력에 대한 분석은 이후에 논의될 것이다. 여기서는

지상배치 대함미사일이 효과적일 경우, 그들은 두 가지 면에서 중국 해군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제1도련선에 초점을 맞춘 “원

거리 봉쇄”에 기여하는 것이고 둘째는 동맹국 연안 사정거리 내에서 작전하는 중국

해군의 위험인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해군의 수상전력 투사를 제한하

는 것만으로는 중국군의 모든 군사적 투사능력(특히, 중국군의 미사일, 항공, 그리고

수중 위협은 대함미사일로 대응할 수 없다)에 대응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합동

및 연합전력의 한 구성 요소로서 지상에 배치된 대함미사일은 중국군 자산에 대한

13) 사례는 다음을 참조, David E. Johnson, Hard Fighting: Israel in Lebanon and Gaza, Santa Monica, 

Calif.: RAND 연구소, MG-1085-A/AF, 2011년, pp.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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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인 대응노력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지상배치 대함미사일이

중국을 제1도련선 안으로 봉쇄하는 노력의 하나로 사용된다면 이는 미국의 해상 및

공중 자산이 세 가지 중요한 면에서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첫째, 해상 및 공중 플랫폼이 봉쇄 임무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미 태평양사령부가 이

러한 전력을 공중 및 수중 영역에 대응하는 전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는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군 전력이 의존하는 장거리 해상교

통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 해군의 자산을 중국군 잠

수함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더 많은 해상 및 공중 자산

들이 미 합동전력의 확대된 지리적 영향력 행사에 사용되거나 핵심지역에 대해 전

력을 집중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이다. 셋째, 대함미사일 자산은 중국

해군이 수상전투단의 운용을 복잡하게 하고, 식별하기 어려운 다방면의 영역 및 축

선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도록 강요해 확실한 “비대칭”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본 보고서 후반부에 더 자세히 다뤄지겠지만, 지상발사 대함미사일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고정된 위치에서 작전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중국군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 표적지정, 타격, 그리고 지휘통제 자산의 일부를 할당하여 임무

범위를 확장해야만 되고 이는 지휘결심 절차를 복잡하게 할 것이며 다른 표적에 대

한 영향력 감소를 감수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미국 및 우방국의 군사

자산과 전략의 확장은 중국 해군으로 하여금 합동 항공, 수상, 그리고 수중 자산에

더 취약한 심해로 즉, 연안에서 더 멀리 떨어진 분쟁지역으로 항해 및 초계분야를

전환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

합동성 측면에서의 접근

미군 내에서 지상배치 대함미사일 능력을 구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이

는 합동전력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전대상의

잠재적인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타군(혹은 타국)의 센서체계, 상선 및 전투함을 구

분할 수 있는 정보,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휘통제체계, 그

리고 이러한 지휘통제구조에 통합되고 중국을 에워싼 해상 출구로 사용되는 모든

해협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이후에 좀 더 자세히 논의됨) 발사위치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필요로 한다. 또, 미군이 민간상선에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

에14) 완전봉쇄 상황에서는 봉쇄를 뚫고 도주를 시도하는 민간선박을 검문하고 필요

14) 여러 정치적, 외교적, 법적,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작전적 이유에서 국가통수기구는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중

립국 선박에 대한 대함미사일 발사를 허가할 것이라고 본다. 봉쇄에 관한 법이 다소 불확실하고 논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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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승선까지 할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할 것이다.15) 여기서는 이러한 접근방법의 잠재

력을 논의하는 것에 앞서 미군이 유의해야 할 운용상의 고려사항 뿐만 아니라 이러

한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할 것이다. 비록 이 접근방법에 대한

분석결과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자산들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나 완벽한 작전적 접근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대함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한 작전개념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잠재적인 표적

을 식별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특수기능과 탐지

거리, 그리고 통신능력을 보유한 항공우주, 지상, 수상, 그리고 수중 자산을 포함하는

많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어떤 것들은 지상에서의 발사요소와 독립(위성, 항공기,

잠수함 등)된 반면, 어떤 것들은 이 체계의 핵심요소(미사일 자체의 센서 등)이거나

이 체계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무인항공기 등)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센서들이

기술 발전에 따라 소형화, 첨단화되어 전개하고 운용하는데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간단히 말해 이 체계는 표적을 일정거리에서 식별하는 센서를 갖춰야하고

발사플랫폼에 지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후부터는 체계 자체의 센서들이

미사일을 표적으로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절차는 정보능력이 뒷받침된 지휘

통제체계에 의해 조율될 것이다.

일단 잠재적 표적이 식별되면 정보자산들은 이들이 실제 표적인지 아닌지를 식

별해야 될 것이다. 이때 고려되어야할 사항들에는 선박이 군함인지 상선인지, 국적

이 어딘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 통제되는지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

한 정확한 정보는 이 표적들에 대한 공격여부를 결정해야할 지휘통제실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봉쇄를 뚫고 도주하는 중립 또는 아측의 선박에

있는 면이 있지만 중립상선(예를 들면 화물선, 유조선)에 발포하는 것이 합법화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된다

해도 엄청난 정치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신 상선들은 소유, 국적, 화물, 보험, 간부 및 선원이 다수의 

다른 국가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 정치적 파급효과가 더욱 더 복잡해 질 것이다. 환경적 고려요소 또한 중요할 

것이다. 최신 유조선들이 Exxon Valdez호(역자 주: 1989년 알래스카에서 역대 최악의 기름유출사고를 낸 유

조선, 21만톤)의 약 10배에 달하는 원유를 실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주둔국 정부가 당면한 위협이 아닌 이

상 자국의 해안에서 이런 환경적 재앙이 일어나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국에 해

당지역으로의 접근을 허가하거나 작전통제를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대함미사일 위협이 상선의 통항을 

억제하고 중국군 계획입안자들에게 새로운 위험을 야기해도 중립국 민간선박을 침몰시키는 행위는 분쟁에서 미

국, 주둔국, 그리고 국제 여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봉쇄에는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해양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동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62년 10월의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국은 

몇몇 법적 및 정치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쿠바에 대해 “검역”을 실시했다. 봉쇄의 법적 정치적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문헌들을 참조. Lance Davis, Stanley Engerman, Naval Blockades in Peace and 
War: An Economic History Since 175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년; 국제적십자사, 

San Remo 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Armed Conflicts at Sea, Geneva, Switzerland, 

1994년; Matthew L. Tucker, “Mitigating Collateral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in Naval 

Warfare: An Examination of the Israeli Naval Blockade of 2006,” Naval Law Review, Vol. 57, 2009년.

15) 이러한 봉쇄에 의한 경제적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 말해 둔다. 본 보고서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

해서 다루지는 않는다. 단지 대함미사일이 적절한 지휘통제 네트워크와 충분한 탐지 체계와 연동이 되어있다 하

더라도 추가적인 지원없이 대함미사일 하나만으로는 실행에 옮기기에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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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다국적군이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효과적인 지휘통제체계는 이러한 체계를 활용하는데(그리고 오인을 방지하는데)

매우 긴요하다. 이러한 체계는 교리나 작전상황에 따른 교전규칙에 의거하여 중앙집

권식 혹은 분권식으로 운용될 수 있다. 어떠한 선박과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교전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정치적, 군사적으로부터, 환경적 범위의 고려사항에 이르기까

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서로 다른 수준의 지휘부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 미국 대통령이 적절한 결심권자가 될 수 있는

반면, 다른 경우에는 현장 사격 지휘관에게 결정 권한이 주어질 수 있다. 센서-결심

권자-발사대의 유기적인 연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신과 네트워크 능력이 구축되

어 있어야 한다. 적절한 표적 획득 및 결심 규정과 이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교리도 필요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체계를 배치, 운용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 후반부에는 이러한 체계를 공중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략적인 판단은 어떤 체계가 전개되

고, 그 체계의 기본 탄약탑재 능력과 재보급 소요, 그리고 보안요원 및 기타 지원 장

비처럼 함께 배치되어야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 추정치들은 오직 발사대만의 공중수송 요구능력에 대한 대략적

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표준 지원 및 보안 패키지가 포함된 요구능력은 이미 알려

져 있거나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일단 전구(戰區)내에 도착했다면 고속 해상수송 또

한 대함미사일 체계를 수송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군수지원의 측면에서 수

송능력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주둔국의 체계 또한 우리가

구상하는 접근방법에 한 요소로 참가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경우 오히려 미군 부

대를 운용하는 것보다 선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런 부대들은

보급지원이 다소 필요하더라도 이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

인 수송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적으로 보안 및 보급지

원을 해결할 수도 있어 미군의 군수 및 수송지원 소요를 경감시켜 줄 수도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체계가 가장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이동식이어야 하며 방호가 가능한

은폐시설을 보유해야한다. 광활한 제1도련선 상에서 수많은 잠재적 사격지점을 가진

다는 것은 발사대의 생존율을 높일 뿐 아니라 중국군의 표적획득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다. 2006년 레바논과의 전쟁 중 헤즈볼라의 로켓을 찾고 차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의 사례가 이러한 도전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체

계가 다수의 은폐지역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는 지형, 기반시설, 그리고 전개될 지역

주민의 협력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남부 레바논에서 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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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로 로켓을 발사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함미사일은 바다와 가깝

게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남부레바논에서 발사한 ‘카투사’ (또는 그 이상)와 같은 로

켓처럼 다양한 발사지점을 갖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발사팀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추가적인 미사일을 저장할 수 있는 탄약고가 있어야 하며 이

또한 적절한 지형, 기반시설, 그리고 지역 조건을 갖춰야할 것이다.

미군 지휘관이 완전한 봉쇄를 달성하기 위한 한 부분으로서 이러한 자산을 활용

하려 한다면 상선을 임검하는 능력은 헬기, 단정(표적거리가 멀지 않을 경우), 또는

우방국 해군과 해경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은

다루지 않고 특정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발사대가 소

속되어 있는 군 또는 합동ㆍ동맹군들이 이 능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후반부에는 이러한 조건이 이미 갖춰졌거나 갖춰질 여건이 되는 것

으로 가정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미사일 체계 자체의 능력과 제1도련선 인근의 지형

내에서 이 미사일이 어떻게 운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지상발사 대함미사일을 활용한 봉쇄의 가능성

지상발사 대함미사일로 핵심 해양관문(chokepoint)을 봉쇄하는 것이 중국의 해양

에서의 행동의 자유를 거부할 수 있을까?16) 이러한 접근법의 이점은 명백하다. 이미

국제시장에 우수한 성능의 미사일들이 가용하며 이들은 고가의 대체하기 어려운 해

군함정과 같은 고가치 자산을 장거리에서 위험권 안에 묶어둘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안을 제공한다.

지상발사 대함미사일을 활용해서 무엇이 가능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태지역

에서 원거리 해양관문봉쇄가 단계별로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았다.17)

말라카 해협

첫 단계는 말라카 해협을 대함미사일 사정권 안에 두어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이미 상당한 양의 중거리 대함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미군은 이지역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 만약 양국이 해당 해협을 차단하

16) 본 보고서는 서태평양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으나 똑같은 방법으로 세계의 다른 위협에 대한 분석을 진

행할 수도 있다.

17) 사정거리, 탄두중량, 그리고 유도체계와 같은 미사일의 능력은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으며 몇몇 

밝혀지지 않은 자료도 있음을 밝혀둔다. 자세한 자료 출처는 본 보고서 후반부에 첨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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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자신들의 미사일 자산을 제공하거나 다른 동맹군 자산의 전개를 승인할 경

우, 이 체계들은 약 730km 범위의 말라카 해협(그림 1 참조)에 있는 표적들을 효과

적으로 교전할 수 있을 것이다.18)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빠른 해군함정이라도 이 해

협을 통과할 때는 한나절 동안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19) 나아

가 이러한 미사일 체계는 이동식이므로 상대국의 미사일 또는 공군에게 고정표적이

될 수 없어 중국군에게는 지상군을 투입하여 이를 찾아내지 않는 이상 격퇴하기 어

려울 것이다.

그림 1. 현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배치되어있는 지상발사 대함미사일

출처 : 구글어스, 필자의 지리공간적 분석을 오버레이로 포함

보다 더 사정거리가 긴 대함미사일의 경우 통항 함정들을 더 오래 사정거리에

머물게 할 것이다. 이러한 무기체계들은 역내 몇몇 국가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YJ-2의 파생형인 인도네시아의 C-802 대함미사일은 120km의 사정

거리를 가져 지역 내에서 가장 사정거리가 긴 지상발사 대함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대만의 슝펑(雄風)-III 대함미사일은 150km의 사정거리로 대함미사일 도달구역을 북

서쪽으로 약 150km 정도 확장20)할 수 있으며 노르웨이의 해군타격미사일(Naval

18) 대함미사일이 어떻게 중국으로 이어지는 모든 선박항로를 차단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지리공간적 설명은 부

록 B에 수록되어있다.  

19) 해군함정 속력 30kts와 상선 속력 15-20kts를 가정한 자료이다. 

20) 슝펑-III는 램제트 모터를 사용하여 속력을 마하 2.0까지 낼 수 있어 가장 빠른 대함미사일 중 하나로, 수상

함의 반응 및 대응공격시간을 최소화 한다.  

약 73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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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ke Missile)이나 스웨덴의 RBS-15 Mk III(두 미사일 모두 200km의 유효사거리

보유)의 경우에는 말라카해협을 약1,200km에 걸쳐 효과적으로 사정권 안에 둘 수

있을 것이다(그림2 참조).21) 마지막으로 인도와 러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한 브라모스

(BrahMos) PJ-10은 지상플랫폼에서 발사했을 때 약 300km의 사정거리를 가진다.

이 사정거리로는 해협을 약 1,500km에 걸쳐 커버할 수 있으나22) 브라모스는 해군타

격미사일과 비교하여 전장이 2배 길고 중량은 6배에 달해 전략/전술적인 이동능력이

다른 체계에 비해 열세에 있다.

그림 2.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에 배치된 지상발사 해군타격미사일, RBS-15

출처 : 구글어스, 필자의 지리공간적 분석을 오버레이로 포함

몇몇 선정된 대함미사일에 대한 분석을 보면 각각의 능력이 지상기반의 해상봉

쇄를 실행하기 위한 요구조건을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대함미사일

은 현존하고 있으며 쉽게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무기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신속하게 적용 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대함미사일들은 표적인 해군체계들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

21) 해군타격미사일의 육상 및 해상 위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에 더해 확장된 사정거리는 미사일 체계의 지상 

배치 장소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게 하여 위치를 식별하는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해군타격미사일

은 현재 유일하게 생산되고 있는 5세대 대함미사일이다. 해군타격미사일은 다른 대함미사일보다 생존성(낮은 

레이더 단면적, 초저고도 해면비행 모드 등) 및 치명성(고 관통력, 최신 유도체계, 쉬운 임무계획 소프트웨어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수의 최신 기술을 적용하였다.  

22) 브라모스 PJ-10은 몇 안 되는 초음속 순항미사일 중 하나이다. 인도와 러시아가 공동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두 번째 개량형은 초기형보다도 속도가 빠를 것으로 판단된다.  

약 1,230km

해 군 타 격 미 사 일 : 
200km, 노르웨이
RBS-15 Mk3: 200km,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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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용대 효과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증명된다.

그러나 말라카 해협을 봉쇄하는 것만으로는 중국의 해양에서의 행동의 자유를

거부할 수 없다. 이 해협이 봉쇄되었다면 인도양으로 항해중이거나 나오는 선박은

순다와 롬복 해협과 같이 다음 최단거리 해로를 사용하거나 중국으로 가기 위해 더

먼 우회항로를 사용하여 봉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도양에서 상

하이로 가는 선박은 순다 해협(다음 최단항로)을 사용 시 수마트라 섬을 우회하여

550해리를 더 항해하면 된다.23) 초대형선박은 1,600해리(14~16노트로 항해 시 3.5일

정도 소요)를 더 항해해야 하는 롬복 해협을 더 선호한다.24)

다음에서는 어떻게 지상배치 대함미사일이 중국으로 향하는 모든 해상교통로를

차단하여 실질적으로 중국을 바다와 단절된 국가로 만드는지 설명할 것이다.

순다, 롬복 해협과 자바해로(海路)

지형적으로 좁은 순다와 롬복 해협은 보다 용이하게 단거리 미사일로 차단이 가

능하다. 이 해협들은 말라카 해협보다 훨씬 짧다. 그러나 이는 양쪽 끝으로 미사일

체계를 분산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여 적에게 탐지될 수 있는 취약성이 상대적

으로 높다. 이 해협들을 피하기 위해 롬복을 동쪽으로 우회하거나 남중국해로 다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바해와 남중국해를 분리하기 위해 대함미사일을 운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도 단지 사거리 100km 미만의 대함 순항미사일만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25) 그림 3은 말라카, 순다, 롬복 해협이 봉쇄되어 중국의 해양에서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2단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선박들은 호주 남쪽으로 돌아나가거

나 동남아시아 인근의 봉쇄되지 않은 수로를 찾아 나서야 태평양, 궁극적으로 중국

에 접근하기 전에 항해가 가능할 것이다. 어떤 항로를 택하던 간에 선박들은 필리핀

과 대만 또는 대만과 일본사이를 항해해야할 것이다.

23) 구글어스를 활용한 필자의 계산결과이다. 순다 해협은 좁고, 동쪽 입구의 수심이 얕으며, 빠른 조류가 흐르

고 있고 굴착 플랫폼, 화산, 그리고 작은 섬들이 분포해 있어 항해에 어려움이 많다.   

24) Lehman 형제, Global Oil Chokepoints, 2008년 1월 18일. 

25) 이 모든 해협과 항로가 인도네시아의 영향력 안에 놓여있다는 것을 볼 때, 이 작전을 실하기 위해서는 인도

네시아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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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단계 이후 가용한 해상항로

출처 : 구글어스, 필자의 지리공간적 분석을 오버레이로 포함

주 : 붉은색은 대함미사일로 봉쇄되어 접근이 불가한 지역을 나타낸다.

대만, 일본, 그리고 필리핀

대만과 일본이 이후의 시나리오에 동참한다면, 이들 지역에서 제공하는 대함미사

일 위협은 중국 해군의 작전을 복잡하게 만들 또 하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예를 들

어 대만에 배치된 100km 내외의 사정거리를 가진 지상발사 대함미사일과 오키나와

에 배치된 유효사거리 200km의 대함미사일은 오키나와 남쪽의 모든 해상항로를 차

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200km의 사정거리를 갖는 미사일을 류

큐섬에만 배치해도 오키나와 남쪽으로의 접근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사이의 구역은 100km 사거리를 갖는 대함미사일을 일본 내에 배치하는 것

만으로도 차단이 가능할 것이다.

이 작전적 개념의 추정된 과업의 하나는 중국전력들이 이 전략적인 도서들을 점

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합동/연합 작전의 한 부분으로서 해상봉쇄에 사용되었

던 지상배치 지역거부(Area Denial) 체계들은 이 작전을 실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

을 수행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중국이 이 도서들을 점령하려고 시도한다면 미국이

제1도련선 내에 어떻게 군사력을 투사할 것인가를 검토할 때 직면하는 것과 유사한

주항로,

교통량 많음

보조항로,

교통량 적음

북극항로

호주남쪽

호주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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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적인 도전과제들과 비용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이 도서들을

점령하는 것으로 항로가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항로를 봉쇄하는 지상발사 대

함미사일 수단을 잃게 되는 것일 뿐이다. 이들 항로의 폐쇄를 위한 공중 및 해상전

력은 지속적으로 가용할 것이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 다른 지상발사 대함미사일 체

계들이 이를 보완해 줄 것이다.

유사하게, 필리핀과 대만 사이의 구역인 루존 해협과 필리핀과 보르네오 사이의

구역은 필리핀, 대만,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100km의 사거리를 가지는 미사일을 배치

함으로써, 아니면 200km(대만의 경우) 혹은 그 이하(보르네오의 경우)의 사거리를

갖는 미사일을 필리핀섬에 배치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 구역의 봉쇄는 모

든 해상활동을 상당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호주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항로

도 봉쇄한다면 더욱 전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사

항은 아니지만 배치를 추진한다면 호주와 인도네시아 지역 양쪽에 사거리 약300km

(브라모스 PJ-10과 같은)의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그림 4는 이 3단계 작전이 적용되었을 때 해양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림 4. 3단계 지역거부 이후 해상항로

출처 : 구글 어스, 필자의 지공간적 분석을 오버레이로 포함

주 : 붉은색은 대함미사일로 봉쇄되어 접근이 불가한 지역을 나타낸다.

주항로,

교통량 많음

보조항로,

교통량 적음

북극항로

호주남쪽

호주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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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대한민국

위와 같이 항로들이 닫혔을 때 중국은 대한 해협을 통해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를

빠져나가는 북극항로에 의존할 수도 있다. 이 항로들이 동중국해로 출입하는 것을 막

기 위해서는 200km의 사정거리를 갖는 대함미사일을 대한민국 또는 일본 지역에 배

치(아니면 양국 또는 대마도에 사정거리 100km의 대함미사일을 배치) 하면 된다.

한편 말라카 해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해상관문의 양쪽을 활용함으로써 작

전적 융통성과 무기체계의 생존성이 향상될 것이다. 이 체계가 배치되어 동중국해로

부터의 접근 거부가 이루어진다면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함미사일만을 이용

한 중국에 대한 해상봉쇄를 완성하게 된다.26)

그림 5. 우방국에 배치된 지상발사 대함미사일에 의해 접근이 거부된 지역

출처 : 구글어스, 필자의 지리공간적 분석을 오버레이로 포함

주 : 붉은색은 대함미사일로 접근이 불가한 지역을 나타낸다.

26) 완벽한 봉쇄망을 구축하는데 대한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많은 문헌에서 언급되었다. Gabriel B. Collins, 

William S. Murray, “No Oil for the Lamps in China?”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1, No. 2, 

2008년 봄; 그리고 Bruce Blair, Chen Yali, Eric Hagt, “The Oil Weapons: Myth of China’s 

Vulnerability,” China Security, 2006년 여름 No. 3. 해군전력이 실패할 때 대함미사일 하나만으로 위와 같

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봉쇄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해군 및 항공 전력이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융통성을 부여하여 미 태평양사령부 

및 다국적군의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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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마지막 합계행을 보면 이 접근거부전략에 필요한 요구조건이 식별되어있

다. 비록 지역 내 대부분의 해상항로가 사거리 100km 이내의 미사일을 이용해 차단

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3단계의 두 가지 방안은 200km의 사거리를 갖는 미

사일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합계 행은 이 200km 미사일의 최소 기술적

능력을 고려시 해당국가의 최소지원소요를 식별하고 있다. 작전적 융통성 확보에 있

어서 상기 언급된 모든 국가의 지원이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최신 미사

일 체계가 포함된다면 기술적 우위 또한 점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인도네

시아, 일본, 필리핀에만 배치된 사거리 200km 미만의 지상발사 대함미사일만으로도

중국의 해양접근 거부를 달성할 수 있다.

표 1. 중국의 지역내 해상항로 접근을 거부하기 위한 단계별 요구사항

지  역
최소 미사일 사거리 

요구사항(대략)

최소 외국 지원 

요구사항
최적 외국 지원

말라카 해협 100km (RBS-15 Mk2, ASM-2 96식)
인도네시아 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순다해협, 롬복해협, 

자바해
100km (RBS-15 Mk2, ASM-2 96식)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류큐군도(2개 방안)

200km (해군타격미사일, RBS-15 Mk3) 일본 대만, 일본

100km 대만 (RBS-15 Mk2, ASM-2 96식)

200km 일본 (해군타격미사일, RBS-15 Mk3)
대만, 일본 대만, 일본

루존해협(2개 방안)
200km (해군타격미사일, RBS-15 Mk3) 필리핀 필리핀, 대만

100km (RBS-15 Mk2, ASM-2 96식) 필리핀, 대만 필리핀, 대만

대한해협(2개 방안)
100km (RBS-15 Mk2, ASM-2 96식) 일본 일본, 대한민국

200km (해군타격미사일, RBS-15 Mk3) 대한민국 일본, 대한민국

합계 (전 단계) 200km (해군타격미사일, RBS-15 Mk3)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일본, 

필리핀, 대한민국

출처 : 다수의 공개자료 정리

군수지원, 획득 및 기타 고려사항

지금까지 논의된 접근방법은 현재 가용한 무기체계와 핵심지역에 대한 접근만

승인된다면 실행이 가능하다.27) 다음은 지상발사 대함미사일들이 중국이 보기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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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적일 수 있는 지역에 고정적으로 배치될 필요 없이 억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의 배치 및 운용이 상당히 융통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군수지원 고려사항

대함미사일 봉쇄를 시행함에 있어 주둔국에 대한 접근은 매우 긴요하다. 그러나

이 체계들을 핵심지역에 사전배치하는 것은 중국관리들로 하여금 이를 위협 또는

적대의도의 현시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나아

가 미국이 이러한 체계들을 사전배치하려고 결정하여도 위기가 아닌 이상 주둔국으

로부터 해당지역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국이 이

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대함미사일을 미국 영토 또는 기타 사전배치 지역으로

부터 신속하게 운용지역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28)

표 2. 대함미사일 크기 및 무게 특성 비교

제식명 제조국 전장(m) 전폭(m) 발사중량(kg)

표준 패트리어트 미사일 미국 5.30 0.41 914

ASM-2 (93식, 96식) 일본 4.10 0.35 520

RBS-15 스웨덴 4.35 0.50 790-805

슝펑 III 대만 5.10 0.38 660

해군타격미사일 노르웨이 3.96 0.70 407

브라모스 PJ-10 인도/러시아 8.20 0.67 3,000

출처 : 다수의 공개자료 정리

대다수의 대함미사일들은 복수의 플랫폼에서 발사될 수 있어 기존의 장비와 전

술적 요구사항에 통합되어 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RBS-15 MkIII는 핀란드 해

군이 시수(Sisu) SK242 트럭에 탑재하여 운용중이나 크로아티아 육군은 같은 미사

일을 체코에서 제작한 타트라(Tatra) 트럭에서 발사할 수 있다. 유사하게, 폴란드는

해군타격미사일을 폴란드 해군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젤츠(Jelcz) 트럭에서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29)

27) 이는 미국이 필요에 맞는 무기체계를 새로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28) 현재 미 육군은 동남아시아에 사전배치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해병대는 괌과 디에고 가르시아에 사전배치 

전대가 배치되어 있다. 

29) “Purchase of New Anti-Ship Missiles in Poland to Build Sea Bases to Deal with the Ru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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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사일들을 다양한 플랫폼에 이동시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수의 차량

에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은 활용에 있어 융통성을 배가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다양성은 수송 및 운용 요구능력을 특별히 규정하기 힘들게 할 것이다. 이 전

반적인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러한 요구능력들을 일반화하는 한 방법은 유사한

체계들과 현재 미군의 동원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있다. 표 2는 본 보고서에서 고려

되고 있는 대함미사일들과 미군의 패트리어트(Patriot) 미사일의 크기와 무게에 대한

대략적인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30) 표 2를 보면 비교대상인 대함미사일 대부분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더 길고, 폭이 더 넓으며,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브라모스 PJ-10을 제외하면 이러한 순항미사일들을 수송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

력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수송요구능력보다 크지 않다

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육군은 패트리어트의 최소 운용패키지를 정하고 C-5와 C-17 수송기에 탑재를

위한 표준탑재계획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계획수립을 위한 예측의 시작점으로 활

용될 수 있다.31) 부여된 임무수행을 위한 실제 탑재계획은 각 임무별 특성에 의존하

게 되므로 당연히 다를 수 있다. 미 육군은 4개의 미사일 캐니스터를 장착한 2개의

발사대, 총 8개의 재보급 캐니스터, 그리고 체계를 완벽하게 운용하는데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패트리어트의 최소 운용패키지로 설정하고 이를 수송하기 위해서 5대의

C-5 또는 7대의 C-17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브라모스 PJ-10은 패트리어트

보다 더 크고 무거운 미사일이며 이동 및 지상발사를 위해 타트라(Tatra) 816 12x12

차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만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태국

에서 발사되는 브라모스 PJ-10의 지상 플랫폼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종류의 차량이

사용된다면 미군을 위해 선정되어야 하는 수송요구를 더 증가시킬 것이다.

획득 고려사항

대함 순항미사일을 구매 및 획득할 수 있는 세계시장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

다. 구매 시장에는 수십 종류의 미사일과 다수의 제조사 및 제조국가들이 있어 이를

획득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 주목받는 미사일들은 능력 및

가용성(예를 들면 중국이나 이란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때문에 선택되었다. 그러나

각 체계의 자세한 획득 가격은 어떠한 패키지를 구입할 것인가와 특수한 요구사항

외 여러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컨설팅 업체인 포캐스트 인터내셔널(Forecast

Fleet,” Military of China, Force Comment Blog, 2011년 8월 31일.

30) 비록 패트리어트 체계가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유사한 크기 및 배치능력에 대한 분석결과가 가용한 

점은 본 보고서의 비교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1) 미 육군본부, Patriot Battalion and Battery Operations, Washington, D.C., 야전교범 3-01.85, 2010년 7월.

32) “Brahmos (PJ-10)", Jane's Strategic Weapon Systems, 2012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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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은 대함미사일과 관련하여 향후 10년간 세부적인 생산전망, 주요 생산

동기 및 제한요인에 대한 개관, 그리고 수량 및 가격에 따른 제조사 예상 시장점유

율 추정치를 포함하는 자세한 시장분석을 실시하였다.33) 그러나 본 보고서의 목적상

이러한 종류의 미사일들은 광범위하게 가용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획득이 가능

하다는 점을 밝혀둔다.34)

기타 고려사항

미국이 대함미사일을 전력구조에 포함시켜 운용할 것인지 여부는 숙고하여 결정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타 고려사항들 또한 중요하다. 여기서는 간단히 세 가지를 살

펴보도록 한다.

동맹국의 역량 신장

미국이 대함미사일에 의한 봉쇄를 명문화하기 위해 전력구조를 개편한다면 전투

지휘관에게 우수한 능력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역내 아시아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통한 교류가 가능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안보

협력은 동맹국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상 지역으로의 접근에 성공하며, 타국의 행동

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미국 노력의 핵심이다. 제1도련선에서 대함미사일의 중

요성을 고려할 때 이미 지역 내 해당 국가들이 이러한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새

삼 놀랄 일도 아니다. 그 체계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가, 그리고 다국적 노력의

한 부분으로서 이를 운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미군이 아직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그 운용에 대해 동맹국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계획 및 노력에 따라 동맹 및 우방국들이 그들을

전개하고 운용하게 하는데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

함미사일 체계를 보유해야하는 작전측면에서의 배경에 주변국들과 안보협력 방안의

확장이라는 이유도 더해질 수 있는 것이다.

충돌 위험경고 시설 제거 및 기뢰부설

대함미사일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또는 역내 동맹국들은 해협을 물

리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항해 경고시설을 폐쇄하거나, 제거 또

는 파괴할 수도 있고, 선박을 침몰시키거나 다른 장애물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는

협소한 천해지역(물론 이도 중국군이 제거 또는 파괴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33) Forecast International, The Market for Anti-Ship Missiles, 2011–2020, 보고서 및 자료 패키지, 

Newtown, Conn., 2011년 8월. 해당 보고서 및 자료 패키지는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34)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대함 순항미사일의 단위가격은 영국산 Sea-Skua의 31.3만 달러에서부터 미국의 

Harpoon 또는 프랑스의 최신 Exocet의 1.2백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여기에는 발사대, 레이더, 그

리고 기타 장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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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효과적인 장애물은 특정 크기의 선박만 통항하지 못하게 제

한할 수도 있다. 어느 동맹국은 선박들이 대함미사일의 사정권 내에 있도록 항로를

“운하化(canalize)”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전술을 자체적으로 또는 더 큰

조직의 일부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뢰는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부

설이 저렴하여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기뢰는 우군 선박이 안내를 받아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의도하지 않은 표적에 대한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전술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다수의 기뢰가 필요하며 그 기뢰들이 적에 의해 소

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도 필요하다.

무인기

상황파악, 표적지정, 그리고 대함미사일 타격을 위한 정보, 감시 및 정찰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을 수행하는데 있어 무인 수중 또는 항

공 체계가 활용될 수도 있다. 무인기는 사람이 휴대할 수 있을 만큼 작을 수도 있고

한 지점에서 장시간 체류가 가능한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이 체계는 미군의 탐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대함미사일이 가시선 밖

(Beyond Line of Sight)에서 운용되어야할 때 필요한 장거리 정보, 감시 및 정찰 능

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무인기 체계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본 보고서가 대함미사

일 운용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는 많은 임무를 무인기가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방 협력

미국의 아태 지역에 대한 현행 전략은 아시아(중국 포함)와 미국의 국익간의 명

백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 내 기존의 동맹국과 우방국 관계를 심화하

고 확대(특히, 일본, 대한민국, 호주, 태국, 그리고 필리핀)함과 동시에 중국, 인도, 싱

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뉴질랜드와 같은 새로운 우방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5)

2011년 11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紙에 기고한

“미국의 태평양 시대”에서 미국은 지역 내 강력한 동맹국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타

국 영토 점령에 대한 야심이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긴 역사를 지닌 유일

한 국가라는 점에서 역내 국가들과 경제적, 전략적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맺을 좋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36) 그러므로 미 태평양사령부의 전략에서 대함미사일 분야

35) Kurt M.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U.S.-Philippines Alliance: Deepening the Security 
and Trade Partnership, 하원 외무위원회 부속 테러리즘, 비확산 및 무역 위원회 청문회 증언, 미 하원, 

Washington, D.C., 2012년 2월 7일.

36)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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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이를 배치하는 것이 위에 설명한 국가관계에 미치

는 영향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비록 대함미사일 체계를 고정

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요구되지는 않지만 해양거부작전을 수행하기 위

한 최소 및 최적 외국국가 지원을 감당할 수 있는 몇몇 아시아 국가의 참여를 필요

로 하고 있다.

미국이 접근 허가를 받아야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가까운 우방국이거나 동맹국이

다. 그러나 이 전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는 전

통적으로 미국의 우방국이 아니었다(말레이시아 또한 전통적으로 미 우방국이 아니

며 마찬가지로 전략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게다가 비록 인도네시아가 현재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평화유지작전, 해양안보, 그리고 전문화 및 개혁 지원 등37)의

형태로 미국의 안보지원을 받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시키

고 있다.38) 최근 중국과 인도네시아군은 국방자문, 교류방문, 교육훈련, 장비, 합동훈

련, 해양안보, 그리고 다자안보의 형태로 교류를 진행해 왔다. 작년에는 중국과 인도

네시아 특수전 전력간 최초의 연합훈련인 “샤프 나이프(Sharp Knife) 2011”를 실시

하여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켰다.39) 2012년 1월 16일에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인도네시아는 집중적인 군사 확장의 시기에 들어섰다”고 선언했으며, 중국의 국방

장관은 주중 인도네시아 대사와 만나 두 국가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

였다.40) 2012년 2월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

에서 중국은 국방과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 관계를 강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발표하였다.41)

이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략을 이행하기위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와 같은 국가와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42) 하

지만, 이들 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구축은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작전적 목적 이상으

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37) 2008년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

너쉽 프로그램을 2010년 11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장기 공약은 1년 뒤 오바마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

통령에 의해 다시 확인되었으며 3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진다: 정치 및 안보, 경제 및 개발, 그리고 사회문

화적 문제, 교육, 과학, 그리고 기술에서의 협력 등 이다. 미 국제개발처 웹페이지의 인도네시아, 

“Comprehensive Partnership," 2012년 9월 26일; 백악관 대변인실 자료표, “United States–Indonesia 

Comprehensive Partnership,” Washington, D.C., 2011년 11월 19일; “The Happening Place,” The 
Economist, 2011년 11월 12일;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관, “American and Indonesian Defense Officials 

Participate in Defense Cooperation Seminar,” 2012년 2월 15일.

38) 신화통신, “China, Indonesia Eye for Closer Military Links," China.org.cn, 2012년 1월 16일.

39) “The Happening Place,” The Economist, 2011년 11월 12일; 신화통신, “China-Indonesia Joint 

Training for Special Forces Ends,” China.org.cn, 2011년 6월 17일. 미국은 또한 과거 인권유린으로 비난

받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도네시아의 특수전 부대를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40) Ashley Woermann, “Indonesian Military Expansion Strengthens China Partnership,” 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l, 2012년 1월 25일.

41) 신화통신, “Chinese Vice Premier Stresses Strategic Partnership with Indonesia,” People’s Daily 
Online, 2012년 2월 22일.  

42) 이와 관련하여 지역 내에서 미국과 협력하기로 한 국가들에 대한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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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空)-해(海)-지(地) 개념

현재 미 해군과 공군은 아시아에서 지상군 없이 중국의 해양 활동의 자유를 제

한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중국군에 의해 성공적으

로 표적화 되었을 때 대체가 어려운 고가의 장비를 운용하게 될 것이다. 필리핀 정

글 어딘가에 위치한 값싼 트럭 위에 탑재된 미사일 발사대라면 말라카 해협 입구를

경비중인 고가의 해군함정 보다 식별하거나 공격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봉쇄 목

표 달성에는 똑같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서태평양의 미군 기지로의 해상

교통로를 지키는 것과 분쟁 시 수행해야 되는 다른 임무에 투입될 해군자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지상배치 대함미사일은 이런 해군과 공군에 대한 높은 수요

를 분산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제1도련선 전반에 대함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군의 표적식별 소요를 증가시켜 지휘통제에 부담을 주고 정보, 표적식

별, 그리고 타격 자산을 지역 내 위치가 확실한 몇 개의 대규모 미군기지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몇 천 마일에 걸친 군도(群島) 어딘가에 숨어있는 발사가능지

점에 분산시켜야할 것이다. 이는 틀림없이 중국군 반접근 자산의 상대적 효과성을

감소시키고 미국 및 다국적군 노력의 상대적 효과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현행 공해전투개념은 외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위협에 대응하는 해군과 공군의

능력에 상당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 지상군에 대함미사일 능력을

구축하는 것은 반접근 지역거부 위협을 상당수준 감소시킬 것이며 이 능력은 해상

으로 군사력을 투사하려는 상대국(중국)에 대해 미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능력을 제

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간단히 말해, 육군이나 해병대의 전력구조에

대함미사일 능력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전략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지상배치 대함미사일은 미래 미국의 대통령에게 분쟁을 고조(예를

들어 중국을 공격하는 것)시킴 없이 현상유지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

다. 여기서 얻어진 시간으로 정치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분쟁을 해소하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소개된 능력은 점차적으로 다른 국가들 또는 비국가 단체까

지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장한 무인기(공중 또는 수중)는 대함미사일과 유사

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불량집단이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

한 임무(중국과 미국 모두 비확산 체제의 유지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 임

무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이용될 수도 있다)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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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상배치 대함미사일은 세계 무기시장에서 쉽게 확보가 가능하고 저렴하며, 이것

이 육군 또는 해병대의 전력구조에 통합된다면 미국에게 중요한 추가능력을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연합 및 합동 개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센서, 정보, 그리고 지휘체계와 같은 합동 자산의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체계

가 동맹군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해군과 공군이 육상관문 인근의 해상교통(군

또는 민간)을 통제하는 것 이외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또한 이러

한 능력은 중국군의 지휘통제, 정보, 그리고 표적지정 요구사항을 복잡하게 하여 분

쟁 시 중국(또는 해양활동의 자유에 의존하는 다른 나라)의 비용 소모를 증가시킬

것이다. 비록 이러한 체계의 야전운용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를 보유함으로써 우방국들에게 안보협력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노력을

발전시키고, 분쟁을 억제하며, 융통성을 향상시키고 미 지휘관들이 계획을 입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확장시켜줌으로써 미래 분쟁에서 승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대함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이 다른 억제수단보다 상당히

저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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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지상 플랫폼에서 발사가 가능한 선정된 대함미사일

본 부록은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몇몇 지상발사가 가능한 대함미사일 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표 A.1은 이러한 체계의 사정거리, 유도체계, 제조국

및 수출국 등에 대한 목록표이다. 이 표에는 각 체계의 발사가능 플랫폼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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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

지상 플랫폼에서 발사가 가능한 대함미사일(선별된 체계만 포함)

제식명칭 제조국
사정

거리
유도방식 수출국

발사 

플랫폼

MM-38 

Exocet

프랑스 40 관성, 

능동레이더

카메룬, 칠레, 콜롬비아, 사이프러스, 

에콰도르, 독일, 그리스, 인도네시아, 

이라크, 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페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태국, 

튀니지

함정 및 

지상

MM-40 

Exocet

프랑스 70 관성, 

능동레이더

벨기에, 브라질, 브루나이, 카메룬, 

칠레, 콜롬비아, 사이프러스, 에콰도르, 

독일, 그리스, 인도네시아, 이라크, 

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페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함정 및 

지상

BrahMos 

PJ-10

인도/

러시아

300 

또는 

500

관성, GPS, 

능동 및 

수동레이더 

남아공, 칠레, 브라질, 그리고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 판매되었을 것으로 

예상

함정, 

항공기, 

지상 및 

잠수함

Otomat/

Teseo

이탈

리아

60-

180

관성, 

데이터링크, 

능동레이더

방글라데시, 이집트, 이라크, 케냐, 

리비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함정 및 

지상

ASM-2 

(93식, 96식)

일본 100 관성, 

데이터링크, 

영상적외선

항공기 

및 지상

YJ-2/Eagle 

Strike/CSS-N-8 

Saccade/C-8

02

중국 120 관성, 

능동레이더

이란, 파키스탄 함정, 

함공기, 

지상, 

잠수함

SSC-3 Styx 러시아 80 자동항법, 

전파고도계, 

능동레이더/

영상적외선

크로아티아, 쿠바, 이집트, 에티오피아, 

핀란드, 조지아,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북한, 

리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튀니지, 우크라이나, 

베트남, 예멘

지상

RBS-15 스웨덴 100-

200

관성, 

전파고도계, 

능동레이더

크로아티아, 핀란드, 독일, 몬테네그로, 

폴란드, 세르비아

함정, 

항공기 

및 지상

슝펑-III/HF-3

/Male Bee 3

대만 130 관성, 

능동레이더 

및 적외선

함정 및 

지상

해군

타격미사일

노르

웨이

3-

200

폴란드 함정 및 

지상

주: INS = 관성항법체계, IIR = 영상 적외선, GPS = 위성 항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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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아시아의 전략적 해로에서 대함미사일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리공간적 분석

본 부록은 어떻게 대함미사일이 중국으로 통하는 모든 해상교통로를 차단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지리공간적 분석을 제공한다. 그림 B.1부터 그림 B.11은 구글 어스의

위성 사진에 필자의 지리공간적 분석을 오버레이로 포함시킨 결과이다.

그림 B.1

순다 해협 봉쇄를 위해 지상발사 RBS-15 Mk2와 ASM-2 (96식)체계를 인도네

시아에 전개한 결과

RBS-15 Mk2: 100km, 스웨덴
ASM-2 (96식): 100km,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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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2 롬복 해협과 인근 해로를 봉쇄하기위해 지상발사 RBS-15 Mk2와

ASM-2 (96식)체계를 인도네시아에 전개한 결과

그림 B.3 자바해와 남중국해를 분리시키기 위해 지상발사 RBS-15 Mk2와

ASM-2 (96식)체계를 인도네시아에 전개한 결과

RBS-15 Mk2: 100km, 스웨덴
ASM-2 (96식): 100km, 일본

RBS-15 Mk2: 100km, 스웨덴
ASM-2 (96식): 100km,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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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4 일본과 대만(오키나와 남쪽)에 전개한 지상발사 RBS-15 Mk2, ASM-2 (96식),

해군타격미사일, 그리고 RBS-15 Mk3 체계

그림 B.5 일본(오키나와 남쪽)에 전개된 지상발사 해군타격미사일과 RBS-15 Mk3 체계

RBS-15 Mk2: 100km, 스웨덴
ASM-2 (96식): 100km, 일본

해군타격미사일: 200km, 노르웨이
RBS-15 Mk3: 200km, 스웨덴

해군타격미사일: 200km, 노르웨이
RBS-15 Mk3: 200km,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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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6 일본(오키나와 북쪽)에 전개된 지상발사 RBS-15 Mk2와 ASM-2 (96식)체계

그림 B.7 필리핀과 대만에 전개된 지상발사 RBS-15 Mk2와 ASM-2 (96식) 체계

RBS-15 Mk2: 100km, 스웨덴
ASM-2 (96식): 100km, 일본

RBS-15 Mk2: 100km, 스웨덴
ASM-2 (96식): 100km,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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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8 필리핀에 전개된 지상발사 해군타격미사일과 RBS-15 Mk3 체계

그림 B.9 사우해와 티모르해를 차단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호주에 전개된

지상발사 브라모스 PJ-10 체계

해군타격미사일: 200km, 노르웨이
RBS-15 Mk3: 200km, 스웨덴

브라모스 PJ-10: 300km,
인도(러시아와 공동개발)



- 34 -

그림 B.10 일본에 전개된 지상발사 RBS-15 Mk2와 ASM-2 (96식) 체계

그림 B.11 대한민국에 전개된 지상발사 해군타격미사일 및 RBS-15 Mk3 체계

RBS-15 Mk2: 100km, 스웨덴
ASM-2 (96식): 100km, 일본

해군타격미사일: 200km, 노르웨이
RBS-15 Mk3: 200km,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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