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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중국의 공세적인 비엔 동(남중국해) 정책에 대한 베트남의 군사

적 대응, 그중에서도 해군력 증강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0년

대 중반 이후, 중국은 비엔 동 해역의 주요 군도와 암초에 대해 구단선으로 대표

되는 영유권을 주장하며 자신들이 점유 중인 암초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기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항하여 베트남은 호위함과 잠수함 등 해군력

을 대대적으로 증강시키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본 논문은 베트남의 해군력 변화에 주목, 베트남이 중국에 대항하여 어떠한 

해양전략 아래 자신들의 능력을 신장시켜 나가는지 줄리안 콜벳의 해양전략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베트남 해군력 변천은 하노이가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해군을 더 먼 해

역으로 전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안함대에 머물렀던 베트남 해군은 현

존함대 전략 아래 지역함대로 성장하여 근해에서 활동 가능한 해군으로 발전

하고 있다.

또한, 하노이는 잠수함 도입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억제력을 현시하고 있으

며 동시에 중국 해군에 대한 자신들의 열세함을 잘 알기 때문에 미국 등 서방과 

지역 국가와의 연합구축을 시도하여 이를 만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주제어 : 베트남 해군력 증강, 베트남의 해양전략, 남중국해



142  동남아시아연구 30권 3호

Ⅰ. 서론

1. 연구배경  선행연구 검토

본 논문은 비엔 동(Biển Đông, 남중국해)1) 분쟁에 대한 베트남의 

대응을 군사적 활동, 그 중에서도 해군력 증강활동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비엔 동 해역의 주요 군도와 

암초에 대해 구단선(nine-dash line)으로 대표되는 영유권을 주장하

며 자신들이 점유 중인 암초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를 진

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조치들은 비엔 동 일대 분쟁 당사국(베

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들의 반발을 초래

하며 이 지역에서의 해군력 군비증강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중국 군사력보고서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에 의

하면 중국의 공세적 활동들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중국이 호앙사 군도에 전략폭격기의 이착륙 훈련을 진행하고 쯔엉

사 군도의 전초기지에 지상 배치 대함 및 대공미사일을 배치함으로

서 이 지역의 군사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여기에, 중국은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의 영유권 판

결에도 불복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 질서를 따를 의지가 없음

을 분명히 하고 있다(U.S DoD 2019: 73-74; VOA 2016). 

위와 같이 중국은 외교적 방법이 아닌 군사적 방법으로 비엔 동 

1) 통상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의 등재된 명칭에 
따라 ‘남중국해’로 부르나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입장에서 남중국해를 ‘비엔 동
(Biển Đông, 동해)’로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를 호앙사 군도(Quần đảo Hoàng 
Sa, 황사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를 쯔엉사 군도(Quần Đảo Trường 
Sa, 장사 군도)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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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에 공세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리적으로 인

접한 베트남과 필리핀과의 분쟁을 주로 촉발시키고 있는데, 가장 적

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이라고 할 수 있다.2) 그 이유

는 역사적 경험과 안전보장의 목적이 있는데, 베트남은 중국에 의해 

제2차-제3차 인도차이나 전쟁 간 호앙사 군도 전체와 쯔엉사 군도의 

암초를 빼앗긴 경험이 있으며3), 현재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쯔엉사 

군도의 영유권이 중국에 넘어갈 경우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안보

는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중국은 비엔 동 해역에서 베트

남의 경제적 활동을 준군사력(해양경비, 해상민병대)을 통해 훼방하

고 있다. 2017년 7월, 중국은 스페인 에너지 기업을 압박하여 베트남

의 EEZ에서 진행되던 2억 달러의 석유 및 가스개발프로젝트를 폐지

시켰으며, 2019년 10월에는 중국은 해양조사선과 호위함을 동원하

여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을 침

범하는 등 경제적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Vietnam MOFA 2019; 

HUTT 2019).4)

위의 상황은 비엔 동 문제가 실질적으로 베트남과 중국, 양자 간의 

대결구도 아래 군사적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

이 실효지배 중인 지역들이 중국에게 장악될 시 하이난부터 말라카 

해협까지의 해양수송로는 중국의 통제 아래에 들게 된다. 이 때문에, 

2) 필리핀의 경우 아키노 정권 시기까지 베트남과 연합하여 중국에 저항하고자 하였으
나, 아키노의 뒤를 이은 두테르테 정권은 중국에 도전하기 보다는 협력하여 자신들
의 이권을 챙기는 것을 선택하였다(Chang 2019).  

3)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당시 호앙사 군도는 베트남 공화국(남베트남)이 실효지배하
고 있었으나, 1974년 1월 19-20일 중국군이 무력으로 침공, 점령하였다(CIA [n.d.]; 
WIkipedia [n.d.]). 쯔엉사 군도에서도 중국은 해군을 이용하여 베트남(사회주의 베
트남)을 공격하여 암초(Đá Gạc Ma, Johnson Reef)를 무력으로 점령하였다(Kelly 
1999).

4)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의 그렉 폴링(Gregory B. Poling)은 중국은 비엔 동 해역에서 해양경비함과 
해상민병대 선박을 증가시켜, 호앙사 군도와 쯔엉사 군도 일대에서 베트남의 경제
적 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민영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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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 동 문제에서 베트남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미

국과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등이 앞 다투어 베트

남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남동아시아 지역 내 에서 중국을 견제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지점)’라는 전략적 이해가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5)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아래 중국의 공세적 압박이 지속되는 비엔 

동 해역에서 주권과 이권을 지키기 위한 베트남의 노력을 군사적 대

응, 그 중에서도 해군력 증강에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비엔 동 분쟁에 대한 연구들은 정치외교, 군사 등 다방면에서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정치외교적인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시각에서 비엔 동 분쟁을 보거나 당사국들인 베트남과 중국, 베트남

과 필리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미중관계에서 

본 변창구(2013)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대양해군전략(도련선 전

략)은 기본적으로 현상타파 전략이기 때문에 미국에 추구하는 제해

권 고수 전략과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분석하였고, 김석수(2014)의 

경우 세력전전이론을 통해 비엔 동 해역에서 미중 간 세력전이가 진

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김택연(2016)은 비엔 동 분

쟁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단순한 군사적 긴장감 조성이 아닌 

역내 주도권 경쟁에 비롯한 세계패권전략의 충돌로 보고 있다.

분쟁 당사국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부분에서 김석수(2016)와 김성

철(2018)은 베트남이 헤징전략(이중보험전략)을 통해 중국의 비엔 

동 영유권 주장에 대응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전상현과 이정우

(2018)는 비엔 동 분쟁에 있어 베트남과 필리핀의 전략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5) 이러한 시각은 베트남 국방부의 기사 내 언급된 프랑스 국방장관의 발언에서 잘 
나타난다. 당시 프랑스 국방장관은 ‘베트남이 아세안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결
지점’으로서의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Nguye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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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부분에서는 주로 해군력 증강 중 장비도입을 중심으로 연

구가 진행되는 추세이다. 칼라일 다이어(Thayer 2018)는 중국의 군

사력 증강에 대항하는 베트남의 군 현대화를 총체적으로 다뤘고, 쯔

엉 민 부와 응우옌 더 푸엉(Vu and Nguyen 2017)는 베트남의 해군력 

증강을 도입장비의 성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우상수(Wu, 

2017)는 베트남의 해양거부전략을 해․공군력의 증강(장비도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엔 동 해역 분쟁과 베트남의 대응에 관한 연구는 위와 같이 다양

성을 가지고 진척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진척된 군사분야 연구를 

좀 더 확대하여 장비도입 뿐만 이것들이 배치되고 뒷받침하는 시설

(해군기지, 방어시설 등)의 건설과 확장까지 아울러 다루기로 한다. 

장비도입은 힘의 축적과 대략적인 전략을 나타내줄 수 있지만, 힘의 

투사방향은 나타내지 못한다. 즉, 육상에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주

둔이 가능한 육군과 달리 해양에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는, 소모성

을 가진 해군력의 특성상 해군은 장비의 배치와 이를 알맞게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시설의 존재가 필수적이다.6) 따라서 본 논문은 장비와 

시설이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아 비엔 동 분쟁에 대처하는 베트남

의 힘의 투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졌는지 분석하고 그 함의(해양

전략)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6) 세르게이 고르시코프(Gorshkov 2017: 434)는 해양우세권(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평화 시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여기에는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전력의 준비,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전역 내에서의 군사력 집결과 전개가 
있다고 하여 전역 내에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력의 집결과 전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줄리안 콜벳(Corbett 2009: 188)은 해군의 집결은 전략적 집중으로 융통
성 있는 분산에 의해 이뤄지며, 두 개의 세력이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하고 모든 세력이 집중 해역 부근의 어떠한 지점에서도 신속하게 집결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여 장비의 전개가 해양전략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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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   방법

비엔 동 분쟁에 대항한 ‘베트남의 해군력 증강활동’을 살피기 위

해서는 그 대상과 시간적 범위를 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연구대

상은 베트남 해군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사령부와 해안방어미사일부

대, 해군항공부대, 해군보병여단에 소속된 장비의 도입·배치, 시설의 

확장과 건설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로 하는데, 그 이유는 중국

의 비엔 동 정책 변화에 따른 베트남의 대응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1970-199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던 중국의 공세적인 정책(주로 군사

적 활동)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5년까지 당사국간 협의를 통한 

외교적인 해결정책으로 이어지다가, 2006년부터는 다시 공세적 대

외정책으로 회귀되었다. 중국은 법적으로 비엔 동 일대에 대한 관할

권을 하이난섬에 귀속시켰고 2006년 12월 27일,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국익보호를 위한 해군력 강화를 주창하는 등 공

세적인 정책으로 회귀하였다는 변환점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다(왕서성 2013: 46-51; LAGUE 2006).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해군력 증강활동이라는 

한 국가의 군사적 활동을 수집 및 분석해야 하는데, 베트남 및 각국

의 안보기관이 공개한 자료 외에는 접근·수집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

다. 앞의 제한점을 타파하고 연구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정보학

(Intelligence Studies)의 정보수집 및 분석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

였다. 정보학에 기반한 연구가 일반적인 사회과학연구와의 차이점은 

연구자료 자체의 특징과 분석방법에 있다. 먼저 연구자료의 경우 정

보학의 정보수집분류에 따라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와 영상정보(Imagery Intelligence, IMINT)를 수

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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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출처정보의 경우 공개된 출처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

을 말하며 여기에는 정부당국의 백서(White Paper), 학술자료, 언론

보도 등을 포괄한다. 이 연구에서 공개출처정보는 주로 베트남 인민

군 또는 베트남 인민해군의 공보와 장비도입 활동, 언론 및 해외 외

교안보전문사이트(Website) 및 웹블로그(Weblog)들의 자료들을 주

로 수집하였다. 영상정보의 경우 위성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획득

한 위성영상 또는 항공사진 등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개인이 그러한 

것들을 획득할 수 없기에 구글어스(GoogleEarth)에서 수집할 수 있

는 ‘공개된 위성영상’들을 저자가 수집 및 판독하여 분석에 적극 사

용하였다.7)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 분석이론을 고찰한다.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확실히 열세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역량과 

산업능력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역전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약세

한 해군이 강대한 해군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제시한 줄리안 콜

벳(Julian S. Corbett)의 해양전략을 주로 살펴보고, 콜벳의 이론이 20

세기 초의 이론이기 때문에 현대에 맞게 세르게이 고르시코프

(Sergey Georgiyevich Gorshkov)와 제프리 틸(Geoffrey Till) 등의 견

해를 더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였다.  

Ⅲ장에서는 21세기 들어 베트남 해군의 변화를 고찰한다. 2000년

대 초반 중국의 비엔 동 정책 유화기와 중반부터 전환된 공세적 정책

의 기간 동안 베트남의 해군은 어떠한 변화가 이뤄졌는지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베트남 해군의 변화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베

트남의 해양전략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Ⅱ장의 분석이론을 중

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러한 베트남의 해군력 

7) ‘Ⅲ. 21세기 베트남 해군의 변화’에서 근거로 사용된 위성영상들을 본문에 모두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정보(위치, 일자)는 참고문헌에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며, 판독
에 사용된 참고자료(사진)의 출처는 별도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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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과 해양전략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점을 논한 다음 앞으로 베트

남의 해군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

였다.

Ⅱ. 해양 략에 한 이론  고찰

1. 제해권에 한 개념

콜벳(Corbett 2009: 129-130)은 제해권이 영토처럼 점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통항의 통제 문제로 보았다. 기본적으로 해양은 점유될 

수 없고 제해권이란 해양을 우리 자신을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해양통제)와 적의 그러한 기도를 거부할 수 있는 지(해

양거부)의 문제제기로 보면서, 해전의 목적을 통항의 통제로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해양이라는 특성 상 강력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국가도 지상전에서는 회피할 수도 있는 방어의 필요시기를 피할 수 

없어 필연적으로 공세적 행동을 제한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전쟁에 있어 초기 단계에 제해권은 경쟁 중인 상황에 놓여있

으며, 우세한 해군측은 결전을 통해 전투상황을 종식시키거나, 특정 

전투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지적 혹은 일시적 제해권 확보를 위

해 노력할 것이며 열세한 해군측은 그 틈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에 

국지적 작전을 펼쳐 분쟁 상태의 제해권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는데 

만족해야함을 강조하였다(Corbett 2009: 198-199, 358).

제해권의 상태에 관해서는 전반적 혹은 국지적인 상태일 수 있다

고 규정하며, 전반적인 제해권이란 적이 더 이상 아군의 통항 및 해

양수송로에 적대적인 행위를 취하거나 자신의 통항 및 해양수송로

를 방어할 수 없는 경우 확보되었다고 하며, 국지적 제해권이란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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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역작전에서 통항이나 병참지원에 있어 적

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

다. 또한, 전반적 및 국지적 제해권 모두 일시적 또는 영구적일 수 

있음 제시하고 있다(Corbett 2009: 382).

고르시코프(Gorshkov 2017: 432-434)는 해양우세권(해양통제)을 

특정의 해양 전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적의 준비된 방해 공작에 대항

하면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작전과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달성

해야할 작전이나 바람직한 전술적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

는 함대의 세력과 자원이 급격히 발전하고 해공 항공력이 광범위하

게 사용되기 때문에 해양에서 획득한 우세권의 유지기간이 짧아지

고 있음 지적했다.

 

2. 분쟁상태의 제해권 확보방법 - 방어  함 작 : 존함

콜벳(Corbett 2009: 242)은 이론과 전사에서 모두 공세적 작전으로 

제해권을 획득하기에 약한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는 전반적인 방어 

태세를 취함으로서 분쟁상태의 제해권을 유지하는데 성공하였음을 

상기시키며, 방어적 태세 자체로는 해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친 방어적 태세는 적 

함대의 긍정적 결과(함대 결전을 통한 완전한 제해권 확보)를 방지

하며, 지상에서 전쟁목적 달성을 위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해양에서의 방어의 주개념이 육전과 달리 현재의 함대세력

으로 유리하게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전략적 기동이나 전술적 행동

을 통하여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위협적인 작전에 의

한 제해권을 위한 투쟁, 기회가 도래했을 때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 

제해권의 행사, 적 함대 세력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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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대의 관심을 집중시켜 적의 제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

다고 설명하고 있다(Corbett 2009: 243).

고르시코프(Gorshkov 2017: 427)는 해군의 손실은 회복하기가 매

우 어렵기 때문에 적을 패배시키는 것은 각각의 전투 시 주어진 목적

을 달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음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 

유지되는 바람직한 조건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때로는 

적이 매우 오랫동안 조직화된 공격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을 빼앗아

버리는 매우 특별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현존함대

의 유용성을 언급하였다.

한편, 콜벳(Corbett 2009: 199)은 열세한 측은 현존함대 작전을 수

행하는 동안 함대는 소규모 대응 공격을 수행하여, 적 함대 세력의 

일부분에 피해를 가하여 상대적 열세를 감소시켜야 함을 강조하였

다. 현대전에 소규모 대응거부는 해상거부로 대변되고 있다. 터너

(Stansfield Turner) 제독은 해양거부란 해상에서의 게릴라 전투로 간

주될 수 있음을 말하였다. 거부하는 측의 해군 지휘관은 최고의 기습

을 달성하기 위해 그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강습을 실시

하고 적과 정체된 조우를 피하고 히트앤런(Hits and Runs) 작전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아주 열세한 전력도 우세한 전력을 

성공적으로 격퇴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Till 2011, 296) 

제프리 틸(Geoffrey Till 2011: 345)은 소규모 해군뿐만 아니라 대

규모 해군도 종종 이러한 방어적 방안에 의존해왔음을 말하고 그 사

례로 1942년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 해군의 어니스트 킹(Ernest 

King) 제독이 체스터 니미츠 제독(Chester William Nimitz)에게 한 

지침과 니미츠 제독이 전략적 방어 하에 일본 측의 균형을 깨기 위한 

공세적 히트앤런(Hits and Runs) 전술을 들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현존함대 전략이 수적으로 우세한 함대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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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군외교: 억제와 연합구축

(1) 억제

틸은 재래식 수단들에 의한 억제란 예상되는 대가(비용)가 기대하

는 이익을 훨씬 능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적을 설득하기 

위해 해군력을 사용하는 데 있다고 정의하며, 해군억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요건이 있다고 하였는데, 첫 번째 원칙은 정치적 

의지가 확고·명쾌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확한 상황판단이 전제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원칙은 전략적 기동력과 신축성을 보유한 해군전력을 보

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군은 항공․미사일 공격과 상륙강습을 통

하여 지상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갖춘 전력

이 억제에 특별히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8) 그는 일반적으로 크고 강

력한 함정들이 더 큰 억제효과를 가져오며, 특히 지상공격 유도무기

를 탑재하고 있는 잠수함들이 더 큰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강조

하였다(Till 2011, 527-528). 

(2) 연합구축

틸(Till 2011: 530-538)은 연합구축이 잠재적인 적을 위협하지 않

고, 우방국과 우호 가능성이 있는 중립국의 행동에 영향력을 발휘하

여 해외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

의하였고, 그 유형과 목적을 <표 1>과 같이 구분 및 제시하였다. 

8) 이 점은 고르시코프도 강조한 부분으로, 그는 해군이 국가 군사력의 한 구성 분야로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실질적인 전투력을 생생하게 과시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보통 잠재적 적국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외교적
으로 사용되는 현시 수단으로서 무기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Gorshkov 
2017,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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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합구축의 유형과 목

유  형 방  식 목 

 의사의 전달 함정방문 실시/취소 외교관계 변화의 상징

 의도하지 않은 분쟁위험 

감소

해양무기통제와

신뢰구축
같은 해역 내 우발적 사건방지

 해군의 신뢰보증 함정방문 및 훈련
타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보증

 미래협력의 실효적 발전 쌍무/다국적연합훈련 상호작전운용능력 강화

 공동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연합작전 세계적․지역적 문제 대응

 무기판매의 보장

 (미국 및 유럽 위주)
전투함 및 정교한

체계 과시
무기 판매

출처: Geoffrey Till 2011: 530-538 내용을 저자가 재정리

Ⅲ. 21세기 베트남 해군의 변화

1. 연안함  유지와 변화를 한 비: 2000-2009년

(1) 연안함대의 유지

21세기 초 10년 동안의 베트남 해군력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베트남 해군은 소형 미사일 고속정과 어뢰정, 그리고 구형 대잠초계

함으로 구성된 5개의 지역사령부와 해군보병여단, 특수전부대, 그리

고 2개의 해안방어미사일 부대 등으로 구성된 연안함대(Brown- 

water navy)로 존재하였다(Vietnam MND 2009: 73-74; Zachary and 

Nguyen 2016). 이 시기 동안 베트남 해군은 러시아에서 2001년에 

BPS-500급 경비정 1척을, 2008년에는 몰니야급 미사일 초계정 2척

을 도입하는데 그치는 등 전력의 변화는 미비하였고, 해군의 활동 

범위는 연안해역을 벗어나지 못하였다(SIPRI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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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당시 베트남 해군은 총 28척을 보유하였으며, 이 함정들은 

<그림 1>과 같이 5개의 지역사령부와 특수전부대에 배치되어 각 해

역의 방위를 담당하였다(Globalsecurity [n.d.]). 이 당시 베트남 해군

은 3지역사령부에 전투함정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척을 배치하고 나

머지 1․4․2지역사령부에 4-5척의 소규모․소형 전투함정들을 분

산 배치하는 등 중부에 치중한 전력 배치형태를 보여준다. 1지역사

령부는 하이퐁의 해안방어미사일부대와 연계하여 수도 하노이의 방

어를 담당하고, 3지역사령부는 호앙사 군도와 진먼․하이난의 중국 

남부전구해군를 견제하기 위해 주력이 배치되었다. 또한, 전력의 보

호를 위해 다낭의 참섬(Cham Islands)에 해안방어미사일부대를 배치

하였다.

<그림 1> 2009년 당시 베트남 해군 투함정 배치

1지역사령부 (총 4척)
하이퐁
하  투

투랴급 어뢰정 4척

3지역사령부 (총 12척)

다  낭
오사급 미사일 고속정 4척
투랴급 어뢰정 8척

4지역사령부 (총 5척)

깜라인
타란툴급 미사일초계함 2척
몰니야급 미사일초계함 2척
BPS-500급 경비정 1척

2지역사령부 (총 5척)

붕따우 페타급 대잠초계함 5척

5지역사령부 특수전부대(총 2척)

전투함정
배치 없음

유고급 잠수정

  

그리고 4지역사령부에 미사일 초계함 4척과 경비정 1척을 배치하

고, 특수전부대를 배치하여 4․2지역사령부의 지원을 수행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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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마지막으로 2지역사령부는 주요 무역항인 호치민의 방어를 위

해 대잠초계함을 배치하여 안정적인 해양수송로 확보를 꾀한 것으

로 보인다.

(2) 변화를 위한 준비

변화의 흐름은 2004년을 계기로 시작되었는데, <표 2>과 같이 베

트남은 러시아 등과 대대적인 장비도입계약을 체결하여, 해군력을 

증강하기 위한 계획에 박차를 가한다. 계약된 장비를 보면 호위함과 

잠수함, 그리고 미사일초계함 등 대잠․비대칭 전력 위주의 도입이 

있었고, 이들 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순항미사일(함대함, 잠대지, 지

대함)과 어뢰의 도입이 있었다.

<표 2> 2004년-2009년 간 베트남 해군의 도입계약

구    분 계약수량 계약년도 계약국

수상함정

호위함  게파드급(Gepard) 2척 2006

러시아

초계함  몰니야급(Molniya) 8척 2004

경비정  스베틀리야급(Svetlyak) 6척 2007

수중함정 잠수함  킬로급(Kilo) 6척 2009

순항미사일

수상함용  Kh-35 Uran/SS-N-25 30기 2006

잠수함용  3M-54 Klub/SS-N-27 50기 2009

해안방어  Yakhont/SS-N-26 40기 2007

어뢰 잠수함용  53-65(AS torpedo) 80기 2009

출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무기거래 데이터에 근거하여 작성

장비도입 뿐만 아니라 해양을 담당하는 조직부문 또한 변화가 있

었는데, 해군에 소속되었던 해안경비대를 2008년에 분리․독립시켜 

조직을 재정비하였다(VUVI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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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해군으로 성장하기 한 노력: 2010-2019년

2000년대 중반부터 쌓아올린 변화의 준비 덕분에 베트남 해군은 

이전과 다른 양적․질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표 3>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수상․수중 및 해안방어, 해상항공 등 각 부문에서 장

비를 도입하였으며, 전투함정의 경우 양적 증가와 함께 더 먼 해역에

서 활동할 수 있는 호위함과 초계함을 도입하고, 수중으로 작전할 

수 있는 공격잠수함을 도입하는 등 질적 성장을 이뤘다.  

<표 3> 2010년-2019년 간 베트남 해군의 도입장비

구    분 척수 / 수 도입년도

수상함정

호위함  게파드급(Gepard) 4척 2011 / 2018

초계함
 몰니야급(Molniya) 6척 2014-2017

 포항급(Pohang) 2척 2018 / 2019

경비정
 스베틀리야급(Svetlyak) 6척 2011-2012

 TT-400TP급 6척 2012-2017

수중함정 잠수함  킬로급(Kilo) 6척 2014-2017

총계 30척 -

해안방어

대함미사일  K-300P Bastion-P(Yakhont) 2세트(40기) 2009-2011

유도로켓
 ACCULAR 100기

2014-2016
 EXTRA 100기

해상항공
수송기  DHC-6 Series 400 

 Twin Otter MPA

3대 2012-2013

해상초계기 3대 2014

출처: Thanh Nien News 2014, ВПК 2015, Malyasov 2016; MaxDefense Philippines 
2017; DEFENCE WORLD 2017; bmpd 2017; VNA 2017; Thayer 2018, 433; Navy 
Recognition 2019; Sputnik 2019; SIPRI [n.d.]. 

장비의 도입뿐만 아니라 조직의 재배치도 있었는데, 베트남 군 총

참모부는 공군에 배속되어 있던 954항공여단을 해군에 이관․배속

시킴으로서 해군이 독자적인 항공세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Wikipedia [n.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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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령부의 시설확충과 함정 재배치

2010-2019년 간 베트남 해군은 배 이상의 전투함정을 도입하였는

데, 이를 수용하기 위한 기존기지의 확장과 새로운 기지의 건설을 

진행하고, 함대(지역사령부)간 함정 재배치를 진행하였다. 

1지역사령부의 하이퐁 기지는 2014-2016년간 주둔지 재건축이, 

하투기지는 2010년 이후 매립지역에 주둔지 및 유류시설의 확장이 

식별되었다. 장비의 경우 어뢰정 4척과 지원함선으로 구성되었으나, 

스베틀리야급 경비정 2척이 2013년에 하이퐁-하투기지 간 순환근무 

형태로 배치되었고, 2013-2016년에는 3지역사령부의 오사급 미사일 

고속정 4척이 배속되어, <그림 2>와 같이 총 10척의 전투함정을 운

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1지역사령부의 시설확장과 배치함정

3지역사령부는 오사급 미사일 고속정 8척과 어뢰정 4척 등 12척의 

전투함정이 배치되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척의 오사급 미

사일고속정이 1지역사령부로 재배치되고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포항급 초계함 1척과 TT-400TP급 고속정 4척이 배치되어 총 

13척의 전투함정이 보유하게 되었다.

9) 954항공여단은 당시 헬기를 총 16대를 보유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대잠헬기 14대
(Ka-28 8대, AS365 Dauphin 6대)와 해상초계헬기 2대(EC225 Super Puma)로 구성되
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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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지역사령부의 함정배치

  

4지역사령부는 베트남 해군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가진 지역이다. 

사령부 기지와 배후 해군미사일보관시설 현대화 및 확장은 2011년 

6월에 공사를 진행하여 2000년에 완공되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항만과 수리 지원시설이 건설되어 게파드급 호위

함과 잠수함 부대를 수용하고, 해군미사일보관시설의 확장으로 함정

탑재용 순항미사일들의 보관 능력이 증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외국함정전용부두가 마련됨에 따라 미국 해군 등 외국함정들이 기

항하여 해군협력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사령부는 함정 17척(호위함 4척, 미사일초계함 6척, 경비정 1척, 잠

수함 6척)을 배치하였으며, 2지역사령부에 있던 페타급 대잠초계함 

1척을 대잠훈련용으로 배속시킨 상태이다.

<그림 4> 4지역사령부의 시설확장과 함정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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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사령부는 4지역사령부 다음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단 

5척의 구형 대잠초계함과 좁은 기지를 보유하였던 이 사령부는 <그

림 5>와 같이 구기지에 포항급 초계함 1척이 배치되었고, 신기지(롱

손섬 기지)를 건설하여 몰니야급 초계함 6척, TT-400TP급 고속정 

2척을 배치, 총 13척의 전투함정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림 5> 2지역사령부의 시설건설과 함정배치

  

마지막으로 5지역사령부는 2018년 4월 10일 위성영상 판독 결과 

스베틀리야급 경비정 4척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함정 증감 및 

배치변화는 <그림 6>과 같이 종합된다.

(2) 해안방어미사일 및 해군항공․보병부대의 변화

베트남 해안방어미사일부대는 <그림 7>과 같이 다낭의 참섬 기지

의 확장, 판티엣(Phan Thiet),그리고 푸엔(Phu Yen)의 기지건설 및 

장비배치가 식별되었다. 참섬 기지는 섬의 외곽을 연결하는 전술도

로의 건설, 병사 및 지원시설, 장비고와 지대함미사일 발사대용 발사

패드 2개소 설치 등이 식별되었다.

판티엣 해안방어미사일부대(681부대)는 2010년에 건설하였으며, 

2013년 베트남의 응우옌 떤 중(Nguyen Tan Dung) 총리는 동 기지를 

방문하여 Bastion-P 체계를 과시한 바 있다(ASTIMES 2013).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 해군은 깜라인 북부에 4번째 해안방어미사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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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9년 재 베트남 해군의 투함정 배치

1지역사령부 (총 10척)

하이퐁 스베틀리야급 경비정 2척(+2)
투랴급 어뢰정 4척
오사급 미사일 고속정 4척(+4)하  투

3지역사령부 (총 13척)

다  낭

포항급 초계함 1척(+1)
TT-400TP급 고속정 4척(+4)
오사급 미사일 고속정 4척(-4)
투랴급 어뢰정 8척

4지역사령부 (총 18척)

깜라인

게파드급 호위함 4척(+4)
타란툴급 미사일초계함 4척
몰니야급 미사일초계함 2척(+2)
페타급 대잠초계함 1척(+1)
BPS-500급 경비정 1척
킬로급 잠수함 6척(+6)

2지역사령부 (총 13척)

붕따우
포항급 초계함 1척(+1)
페타급 대잠초계함 4척(-1)

롱손섬
몰니야급 미사일초계함 6척(+6)
TT-400TP급 고속정 2척(+2)

5지역사령부 (총 4척)

푸꼭섬 스베틀리야급 경비정 4척(+4)

특수전부대 (총 2척)

깜라인 유고급 잠수정 2척

  

지를 건설하고 부대를 배치하였다. 2016년 The Diplomat은 깜라인 

북부 푸엔에 새로운 해안방어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기 위한 시설이 

건설되고 있고 Bastion-P 시스템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

였다(Zachary and Nguyen 2016). 위성영상 판독 결과, 동 기지는 

2016년 3월초 건설되어 2018년 말에 완공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림 

7> 하단과 같이 판티엣 기지와 유사한 시설 및 장비가 건설․배치되

었고, Bastion-P 해안방어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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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해안방어미사일부 의 시설확장과 건설 

  

출처: 베트남 총리방문 시 장비도열 사진은 ASTIMES 2013에서 발췌

군항공부대의 변화는 <그림 8>과 같이 헬기전용 기지인 붕따우와 

고정익․헬기 혼용기지인 깜라인에서 식별되고 있다. 붕따우 해군항

공기지는 돌핀 헬기(2012년 3월 이후 식별)와 수퍼푸마(2014년 3월 

이후 식별)와 훈련용 헬기인 카브리 G2 1기(2018년 4월 이후)가 배

치된 것이 식별되어 해상초계 및 헬기훈련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시설의 경우 2014년 11월에 헬리패드 2개소를 설치하고 2015

년 11월에 새로운 격납시설을 건설하여 2016년 3월에 완공하였다.

깜라인 해군항공기지는 깜라인 국제공항 내 위치하며, 2013년 3월

경 공사가 시작되고 2017년 2월에 완공된 것이 식별되었다. 이 기지

는 DHC-6 수송기 및 해상초계기 각 3대와 Ka-28 대잠헬기 8대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추정되는데, 외국 언론보도 상 캐나다에서 제

작된 DHC-6 Twin Otter 해상초계기의 마지막 도착지점이 깜라인 국

제공항이며(Thanh Nien News 2014), Ka-28 대잠헬기의 경우 게파드

급 호위함(깜라인 해군기지 배치)의 탑재헬기로서 인접 기지에 위치

해야 한다. 따라서, 깜라인 해군기지는 해상초계기와 대잠헬기 배치

를 위해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의 비엔 동(남중국해) 해양전략  161

<그림 8> 깜라인과 붕따우의 해군항공기지

  

해군보병기지들은 쯔엉사 군도의 인공섬들을 기반으로 확장되었

다. 이 기지들은 기본적으로 베트남이 실효지배 중인 암초들을 보호

함과 동시에 해군의 함정과 해상항공기의 활동범위를 넓혀주고, 고

정된 레이더 기지를 통해 쯔엉사 군도 일대의 강력한 감시권을 구축

하였다. 아래 <그림 9>와 같이 베트남이 건설한 인공섬들은 총 7개

로 주로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3개의 인공섬

은 돔형 레이더가 설치되었고, 3개의 인공섬은 항만 등 기반시설만, 

1개의 인공섬에는 비행장 등이 건설된 복합기지가 건설 중에 있다. 

또한 베트남은 새로 도입한 ACCULAR/EXTRA 유도로켓을 이 일대

에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Gady 2016).

<그림 9> 베트남의 쯔엉사 군도 일  인공섬 황

  

출처: The New York Times 2012 지도를 활용하여 국제전략연구소 아시아해상투명성
구상(CSIS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의 Islands Tracker 정보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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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베트남 해양 략의 변화

앞서 논하였던 베트남의 해군력 증강은 외적으로만 보면 2000년

대 초까지 연안해군으로 머무르던 베트남 해군이 2010년 이후부터 

지역해군으로 성장하기 위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림 10>과 

같이 중부해역에 치중되었던 해군력의 축이 남동해역으로 움직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0> 베트남 해군력 심의 방향

2000-2009년 2010-2019년

  

이러한 베트남 해군력의 증강은 베트남의 관심은 하노이를 방어

하고 연안을 방어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더 먼 바다, 그리고 자신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의 보호로 관심이 변경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베트남의 해양전략은 2가지로 축약되는데 현존함대 전략과 

해군억제․연합구축 전략이다.

1. 존함  략

급속하게 증강되는 중국의 남부전구해군에 비해 베트남 해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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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경제적 역량으로 인해 현재도, 미래에도 열세한 해군을 유지

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들은 전면전을 피하고 강력한 비대칭전

력을 이용한 해양거부를 이용한 현존함대 전략을 사용하고, 연안과 

근해에서 분쟁상태의 제해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특히, <그림 11>에서 보이듯이 베트남은 새로 도입한 대잠호위함

과 미사일초계함, 잠수함을 깜라인-붕따우 라인에 집중 배치함으로

서 쯔엉사 군도에 대한 강력한 해양거부력을 행사하여 불안정한 제

해권을 조성하고자 하며,10) 해양거부능력은 깜라인과 롱손섬에 배

치된 미사일초계함들과 푸엔과 판티엣에 배치된 지상의 해안방어미

사일부대에 의해 보호된다.

<그림 11> 쯔엉사 군도에 한 베트남의 해양거부능력

 

또한, 쯔엉사 군도의 베트남 군사기지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40km-100km의 유도로켓은 <그림 12>에서 확인되듯이 인접한 중국

의 인공섬 기반 군사기지(비행장과 레이더, 통신시설 등)들을 타격함

으로서 베트남 해군의 능력을 상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Chang 

10) 미국 외교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장(Chang 2019)은 베트남의 해군력 증강이 
향후 중국과의 대치를 염두해 두고 있으며, 잠수함을 통해 중국해군의 작전을 복잡
하게 만들고 불안정한 제해권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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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그림 12> 쯔엉사 군도 일  베트남과 국의 인공섬 황

  

출처: The New York Times 2012 지도를 활용하여 국제전략연구소 아시아해상투명성
구상(CSIS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의 Islands Tracker 정보를 종합.

베트남은 현존함대 전략을 이용하여 같이 강력한 연안함대와 해

안방어미사일부대로 통해 연안으로 갈수록 영구적이고 완전에 가까

운 제해권을 행사할 것이고, 반대로 근해로 갈수록 일시적이고 불완

전한 제해권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트남은 깜라인과 붕따우에 배치된 호위함과 초계함, 그리

고 해상항공부대를 이용하여 적의 잠수함 전력에 대항하여 해양교

통로 보호를 수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베트남의 경제 안정성을 유지

하고 해양을 통한 외국과의 연결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2. 해군억제와 연합구축

(1) 해군억제

베트남은 해군력 증강을 통해 중국의 공세적 활동에 자신들의 능

력을 높이는 것을 선택하였다. 베트남이 2010년 이후 대대적으로 도

11) 2019년 베트남 국방백서에 의하면, 베트남은 쯔엉사 군도의 인공섬들을 부분적으
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 및 군사적 기지로 구축하고, 해양에서의 방위활동과 
연계할 것을 언급하였다(Vietnam MND 2019: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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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 비대칭 전력(미사일초계함, 해안방어미사일, 잠수함 및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등)은 중국이 과거와 달리 비엔 동 해역에서 자유롭

게 활동할 수 없음 현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베트남의 국방백서에서도 식별되는데, 2009년 국

방백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자위력 확보 위주의 

군사력 보유 강조, 그리고 선제공격금지 등을 강조하는 등 유화적인 

국방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0년 뒤인 2019년 국방백서에서는 

적의 전쟁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격퇴하는 역할을 하며, 적의 침략 

야욕을 꺾고 유리한 조건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함을 언급하는 

등, 적의 위협 또는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전쟁 억제

력 확보를 강조하였다(Vietnam MND 2009: 18-21; 2019: 22-23).  

베트남의 증강된 비대칭 전력들은 중국해군이 비엔 동 해역에서 

완전한 제해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만약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현시하

고 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도입한 6척의 신형 잠수함

(Kilo급)의 능력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잠수함은 어뢰뿐만 아니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이용하여 지상과 수상의 적을 타격할 수 

있어 억제력이 높기 때문이다(Vu and Nguyen 2017; Koh 2017; Wu 

2018: 151-152). 

그러나 베트남의 해군억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

다. 칼라일 다이어(Carlyle A. Thayer 2018)는 베트남 해군이 중국해

군에 대항하기 위한 적절한 억제력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으나, 이는 

전시의 경우에 해당할 뿐이며, 중국의 행정적․경제적 침략행위를 

막지는 못하였다. 이를 두고 펠릭 장(Chang 2019)과 쯔엉 민 부 응우

옌 더 푸엉(Vu and Nguyen 2018: 103)은 중국의 비엔 동 침략의 비

용이 증가하였으나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의 횡포를 

막을 수 없었기에 부분적인 성공이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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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군연합구축

베트남의 해양전략의 또 다른, 그리고 강력한 특징은 해군연합구

축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깜라인 기지 남동쪽 구역에 외국

함정 입항부두를 건설한 뒤, 구 소련함대의 기항이였던 깜라인 기지

의 과거를 복습하여12) 외국, 특히 서방국가 함정의 기항을 허용하는 

등 미국과 프랑스, 호주 , 인도 등 서방 및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13) 

특히, 미국은 2019년 1월 발간된 미국 국방부의 ‘2019년 인도-태

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 2019)’에서 “항행의 자

유,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에 대한 존중, 국가 주권에 대한 인정 등 

공통의 이익과 원칙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

하고 있다”라고 명시, 베트남과 협력강화를 강조하였다(U.S DoD 

2019: 36-37). 베트남 또한 외국과의 협력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데, 2019년 국방백서에서 외국의 침략에 대비해 외국, 특히 전략적 

파트너와 관계 및 신뢰를 확립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면서 베트남의 군사전략은 적의 침략적 야망을 깨

뜨리고 유리한 조건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국제지원과 연계할 것

임을 강조하였다(Vietnam MND 2019: 22-23).

이러한 기조 하에 깜라인 해군기지의 외국함정 입항부두는 베트

남과 미국 등의 서방국가와 협력을 위한 교두보로서, 해군연합구축

을 위한 플랫폼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등 서방세력들

12) 깜라인 기지는 1979년, 소련이 베트남으로부터 25년간 임대하여 인도-태평양지역
을 연결하는 해군기지로 활용 되었다. 이 기지는 소련 붕괴 이후에도 계승국인 러
시아가 2004년(임대만료년도)까지 사용한 후 반환되었다(WIkipedia [n.d.]).

13) 베트남은 2009년 이후 28개 국가와 군사적 차원의 파트너십을 점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Jennings 2020). 2016년부터 프랑스, 미국 해군의 함정기항을 시
작으로 캐나다, 일본의 해군․해상자위대 함정의 깜라인 기지 기항이 식별되는 등 
외국 해군세력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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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베트남의 묵인 또는 협력’ 하에 ‘항행의 자유’ 작전 또는 비엔 

동 해역에서의 미국 주도 연합해상훈련 시행을 위한 보급항이 될 경

우 베트남은 ‘기항 및 보급을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해군

력을 파트너 국가들의 해군력으로 만회함으로서 협력을 통한 중국

의 비엔 동 위협에 대항하는 공동해양안보를 달성할 수 있어, 해군의 

신뢰보증에 더해 미래협력의 실효적 발전 또는 공동위협에 대한 공

동대응 유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Ⅴ. 결론

베트남 해군은 과거 연안함대에 머물던 자국의 해군을 대대적인 

해군력 증강을 통해 지역해군으로 변모시켰다. 해군의 성장은 연안

으로 접근하는 적들을 격퇴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적․경제적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더 먼 바다, 근해에서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희망을 지향하고 있다.

베트남이 구축한 해군력은 콜벳의 이론을 중심으로 볼 때 현존함

대를 통한 불완전한 제해권 조성하고 소규모 대응공격(해양거부)을 

통해 중국의 침략을 격퇴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재래식 비대칭 전력

을 통한 억제력을 발휘하여 중국에게 분쟁 중인 지역에 대한 침략을 

망설이게 하고, 부족한 해군력을 만회하기 위해 깜라인을 중심으로 

미국 등과 미국 등 서방과 지역 국가와의 연합구축을 통해 중국에 

공동 대항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중국을 상대하기란 

쉽지 않다. 중국은 자신들의 해양정책 달성을 위해 지금도 항모를 

비롯한 신형함정들을 건조하여 남부전구해군에 배치하고 있으며, 중

국의 비대칭전력 또한 베트남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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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베트남은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 이권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여건에 맞게,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해군력을 증강하고 발전

시켜나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베트남이 가진 지리적 이점, 비엔 동과 접한 약 3,260km

의 해안선, 그리고 약 70% 점유 중인 쯔엉사 군도의 인공섬․암초들

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 해군 남부전구해군의 주력이 쯔엉

사 군도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기지(잔장과 하

이난)에서 나와 근해에서 장기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베트

남은 그보다 짧은 거리에서 함정과 항공기들을 출격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소형 잠수함정들이 더욱 필요하다. 베트남은 경제적 성장

을 이룩하고 있지만 중국해군과 맞서 대규모 수상함대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현실적 가능한 대규모 소형 

잠수함대를 편성하여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운용한다면 강력한 

해양거부력을 행사할 수 있다.

세 번째, 평시 쯔엉사 군도를 순찰하고 해역의 통제권이 자신들에

게 있음을 현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호위함과 초계함, 

그리고 해상항공세력의 증강이 필요하다. 이미 베트남도 그 필요성

을 느끼고 네덜란드의 시그마급(Sigma-Class) 호위함 도입을 추진하

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고, 2016년 미국의 중고 P-3 해상초계기 구

입을 타진하였으나 이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더욱 적극적인 해군외교가 필요하다. 간헐적으로 방문

14) 미 해군 정보국(Office of Naval Intelligence, ONI)은 자신들의 공개정보보고서인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st Century”에서 2015년 
발간 당시 중국 해군 남부전구해군의 전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잠수함 총 
22척(공격 핵잠수함 2척, 전략 핵잠수함 4척, 재래식 공격잠수함 16척), 구축함 및 
호위함 29척(구축함 9척, 호위함 20척), 초계함 및 미사일 고속정 46척(초계함 8척, 
고속정 38척). 2015년 평가된 중국의 남부전구해군만으로도 2019년 현재의 베트남 
해군력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전력이다(U.S Navy ONI 201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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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서방 및 지역해군의 함정들을 ‘정기적’인 교류로 승격시

켜 비엔 동 근해에서의 해군활동을 증가시키고, 베트남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 등을 통해 상호 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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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ritime Strategy of Vietnam at the Bien 

Dong(South China Sea)

Kim HyunJung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Vietnam's military response 

to China's offensive Bien Dong (South China Sea) policy, and more 

particularly, building up its naval power. Since the mid-2000s, China 

has been constructing artificial islands and rebuilding bases on the 

reefs they occupied, claiming the sovereignty represented by the 

nine-dash line for the main islands and reefs of the Bien Dong. 

Against China’s policy, Vietnam is responding with massive 

reinforcement of naval power such as frigates and submarines.

Through on Julian S. Corbett's theory on the maritime strategy,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nge of naval power in Vietnam and examines 

Vietnam's maritime strategy against China. When looking at the 

changes in Vietnam's naval power as a whole, the Vietnam People’s 

Navy, which had stayed in the brown-water navy, is growing into 

a green-water navy to advance into further waters and offshore to 

protect their rights, and this is under the fleet in being strategy.

Moreover, Hanoi shows its deterrence centered on the introduction 

of submarines, and at the same time, attempts to estab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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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ition-building with Western and regional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o overcome its inferiority to the Chinese Navy.

Key Words: Vietnam Naval Power Build-up, Vietnamese Marintime 

Strategy, South China S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