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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 가능성과 중국 변수:
제도화된 협력의 현상변경
4)

박 창 건 * ･ 윤 석 정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
개발협정 종료 가능성과 맞물려 부상하고 있
는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획정 및 해양개발
문제에 대해 중국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조명하는 것이다. 2028년 이후 한
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결되면 양국의
현 공동개발구역에는 무협정의 현상변경 상
황이 도래한다. 더욱이 일부 수역에 대해 관
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이 개입함으로써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획정과 자원개발 문
제는 한･중･일 3국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제도화된 협력적
현상변경의 관점에서 한일, 중일 간의 기존
합의를 분석함으로써 2028년 이후의 동중국
해 대륙붕 경계획정과 자원개발 협상에서 한

국 외교가 직면할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협정
이 종료될 경우, 한일 양국은 UN해양법협약
제83조에 따라 대륙붕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
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한일이 주장하는 권
원과 경계기준을 고려하면, 양국은 대륙붕협
정 체결 당시의 수역을 두고 협상을 펼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이행을 보장할 수 있
는 공동개발협정이란 모델의 논의로 귀결될
것이다. 특히 중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 합의
의 동향을 보면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중･일
3국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될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협정
이후 중국에 의한 단독 개발 및 해양 탐사를
억제하기 위한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야 할 것이다.

핵심어: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중일대륙붕공동개발, 제도화된 협력, 공동개발 협력레짐

Ⅰ. 들어가는 말
본 연구의 목적은 2028년 한일대륙공동개발붕협정 종료 가능성과 맞물려 부상
하고 있는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획정 및 해양개발 문제에 대해 중국 변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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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논의의 초점은 대륙붕 경계획정의
국제해양법 체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 입장의 차이에 주목하여 한일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현황과 과제를 평가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2008년
중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을 합의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중국에 의한 단독 개발
을 국제법 논리와 살라미 전술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어떠한 함의를 주고 있는지 조명한다. 2028년 이후 한일대륙공동개발협정이 종료
된다면 기존의 공동개발구역은 무협정의 현상변경으로 돌입한다. 현재 중국이 한
일공동개발구역의 일부 수역에 대해 관할권 주장을 하고 있기에, 2028년 이후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은 한･중･일 3국 차원의 해양 문제로 확대될 것이다. 제2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이는 일방주의적이며 패권 지향적 움직임이 일
어나지 않도록 ‘제도화된 협력의 현상변경’을 유도해야 한다는 이론적･정책적 과
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구체적으로는 협정이 종결된다면 국제법의 신의 성실 교
섭 및 자제의무, 협조적 경쟁, 공동개발 협력 레짐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공동개발협
정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28년 이후 한
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될 상황에 대비하여 동중국해에서의 대륙붕 경계획정
및 공동개발을 둘러싼 한･중･일 3국의 협력과 갈등의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을 계기로 대륙붕의 경계기준이 대륙 연장론에서 양안
간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한･
중･일 3국 간 대륙붕경계획정, 분쟁수역관리 및 해양자원개발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1) 특히 동중국해에서 중첩되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두고, 한･중･일이
서로 다른 주장을 전개하고 있어, 향후 이를 두고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다. 현재
동중국해의 관할권 중첩수역과 해양공동개발 문제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중
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 합의 등 한일과 중일 양자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974년 한국과 일본은 대륙붕 관련 관할권 주장이 중첩되는 구역을 공동개
발하기로 합의했다. 3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동 협정은 조광권자의 설정, 협정상의
분쟁처리절차,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1. “유엔해양법협약 전문(국문/영문)(1982.12.10.).”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ld=28380 (검색일: 2021년 9월 15일).
이하 본고의 UN 해양법협약 관련 인용은 동일 출처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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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발효 기간은 1978년부터 2028년까지 50년간인데, 현재 한일 간의 실질적인
공동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2) 한편 중일 양국은 춘샤오(일본명: 白樺) 가스전
개발로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부상하였지만, 2008년 6월 18일 동중국해 공동개발
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 공동개발을 위한 협의는 교착 상태에 있다. 게다가
동중국해의 일부 수역에서 중국에 의한 단독 개발과 탐사가 진행되고, 중국이 만
든 개발 구조물 일부에 군사 시설까지 설치되면서 일본의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
주목할 것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과 중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 합의는 2028
년을 기점으로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의 재편이라는 하나의 문제로 수렴될 수 있
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주장하는 동중국해 대륙붕 관할권 주장이 한일 간
의 공동개발구역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28년 이후 한
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된다면 새롭게 시작될 양자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
및 공동개발 협상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이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
협정의 향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동 협정의 현황은 물론이고 중일대륙붕공동개
발구역의 합의까지 포함하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의 중일
합의는 2028년 이후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일부 수역
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할 중국의 움직임을 전망하는 데 많은 함의를 제시하기 때
문이다. 특히 일본과의 합의 이후에도 중국은 일방적인 개발 및 해양탐사를 지속
하고 있는데 그 의도와 국제정치적 의미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
경으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제도화된 협력
의 현상변경론으로 한･중･일 3국의 해양경계획정과 분쟁수역관리를 위한 이론적･
정책적 기준들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체결 및 이행
경과를 검토하여 협정 종결 이후의 과제들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연안국 간
400해리 미만 수역의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된 국제법 질서가 변화하면서 일본

2)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2028년에 바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2028년부터 종료 통고권을 행
사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대륙붕 경계기준이 일본에게 유리한 중간선 원칙으로 변화하면서
2028년 이후 협정의 종결이 유력시된다. 만약 2028년 이후에도 협정이 유지되더라도 협정의
종료 가능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될 것인바, 협정이 종료될 경우를 상정
해서 이를 중국 변수와 함께 고찰하는 본 연구의 문제 설정은 정책 연구로서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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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의 이행에 소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밝힌다. 이어서 일본에게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제도적 기반의 부재를 지적한다. 제4장에서는 2008년의 중일대륙
붕공동개발구역의 합의 내용을 살펴본다. 중일 합의의 의의와 중국의 단독 탐사
및 개발을 국제법에 근거한 협조적 경쟁과 패권을 목표로 하는 살라미 전술의 관
점에서 분석하여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 이후 한･중･일 3국 관계에서 고려
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으로써 본문의 내용을 정리
하고 한･중･일 3국의 동중국해 공동개발 협력레짐을 구축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
안들을 제시한다.3)

Ⅱ. 제도화된 협력의 현상변경
동아시아 해양질서 변동과 맞물려 한･중･일 3국은 국가 전략, 역사･영토 문제
로 갈등을 겪고 있다. 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된다면, 한･
중･일 3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28년 이후의 무협정의 현상변경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중･일 3국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정책적 준비가 긴요하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
협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첫째는 한일 양국이 자원개발의 효율성과
공동이익을 고려하여 공동개발에 합의하는 정치과정을 밝히는 외교사적 접근(안
도준코 2015; 박창건 2020, 2021; 朴敏圭 2010), 둘째는 자연 연장론과 중간선
원칙 등 400해리 미만 수역의 대륙붕 경계획정과 해양자원개발을 둘러싼 국제규
범의 조류가 협정의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국제법적
접근(이석용 2015; 김자영 2015; 三好 2002), 셋째는 동아시아의 해양 거버넌스
와 지역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한일 양국의 기능적 협력을 통한 상생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제정치학적 접근(박창건 2011; 2019)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역사적 의미와 협정 이행을 지연하는 현재 일본의 협상전
3) 한일이 과거사 갈등을 겪고 있고 중일 간에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한･중･일 3국이
동중국해 공동개발 협력레짐을 구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문제 제기일 수 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 한･중･일 3국이 동중국해 공동개발 협력레짐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이론 및 정책 연구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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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최지현･현대송 외 2018).
하지만 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7광
구를 둘러싼 해양경계획정과 해양자원개발에 대한 한･중･일 3국 간 잠재적 갈등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양국의 공동개발구역은 무협정 상태로
진입하여 현상변경 상태가 도래한다. 여기에 중국이 개입하면서 한･중･일 3국의
자원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 가능성이 증폭될 수 있다. 따라서 2028년 협정 종료
이후 중국 변수를 고려하는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최근 들어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 이후의
상황에 대비한 정책 연구들이 국제법 학자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
는 한일 양국의 전략적 선택으로 대륙붕에 대한 기존의 협정을 보존하는 현상 유
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공동개발구역 내
중국의 침투를 억제하고 있으며, 협정이 종료된 이후 닥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
안하면, 일본의 입장에서도 협정의 현상 유지가 나쁜 선택은 아니기 때문이다(김
민철 2020; 정민정 2020). 이러한 의미에서 한일대륙붕동동개발협정의 현상 유지
는 한국의 국익상 분명 고려할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중국과의
중첩 수역이 존재하는 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 이후의 상황은 한･중･일
3국 간의 등거리점(Tri-junction point) 찾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려하면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향방에 관한 연구는 한･중･일 3국 관계에서 중국 변수
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무협정 상황이 제도화된 협력의 틀에 기반하여 진행되도록
관련 논의를 진척시켜야 할 것이다.4)
주목할 것은 중국의 해양경계획정과 해양자원개발 전략이 동중국해에서 국제법에
근거한 이익 추구와 패권 추구가 서로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후자
에 대해 국제정치학계에서는 부상하는 중국이 ‘현상타파국가(revisionist state)’
로서 국가의 목표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패권을 획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4) 1985년의 리비아-몰타 사건은 국제 재판과 경계 획정에 관련하여 제3국의 권리문제가 거론된
사례이다. 리비아-몰타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국제 사법재판에 이탈리아가 소송 참여를
주장하자, ICJ의 판결은 당사국인 리비아-몰타만을 구속하며, 지리적으로 제3자의 주장이 없는
곳에서만 국한된다고 지적하며, 판결이 제3자인 이탈리아의 권리가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이를 한일대륙붕협정에 적용한다면 협정 종료 후 한일 간에 협정 유지를 위한 우선 협상을 한다고
해도 제3자인 중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김선균 2001, 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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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Mearsheimer 2001). 그렇다면 중국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면
동중국해 내 상대적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사고 아래 해양 영토를 강화하고 개발
이익을 확보하려고 나설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안
정과 번영을 위한 책임 대국으로서 중국이 동중국해의 잠재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하기 위해 제도화된 협력을 지향하도록 우리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면 현상변경 상황에 직면하게 될
동중국해에서 한･중･일 3국 간의 제도화된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일, 중일, 한･중･일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된다면 한국과 일본이 국제법의 신의 성
실 교섭 및 자제의무를 준수하면서 협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모델을 구
축하는 것이다. 해양경계획정 원칙의 변화와 EEZ의 등장 등 관련 UN해양법협약
이 양안 간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는 중간선을 토대로 경계 획정을 하는 것으로
변화하면서 1974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체결 당시보다 중간선 원칙을 주장
하는 일본 측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현재 일본은 협정의 실제 이행을 보류하고 있
지만, 2028년 이후 협정이 종료되면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가 다시 부상하면 중간
선 원칙을 근거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2028년 이후
일본과의 대륙붕 경계의 재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하고 향후 협
정의 이행을 제도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UN해
양법협약 제83조 제3항의 잠정약정 체결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신의 성실한 교섭
의 의무 및 자제의무의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 및 해석하고, 이를 통해 한일대류붕
공동개발협정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협정 상황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관
리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단일기구모델, 공동기구모델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면서 일본의 고의
적인 이행 거부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일 간의 협조적 경쟁이 지속되는 것이다. 협조적 경
쟁이란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슈와 영역에 따라 유연함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협력
함으로써 역내에서의 상호 위협과 갈등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五白旗頭 1999,
32-34). 이러한 의미에서 2008년 6월 베이징과 도쿄가 춘샤오(春暁, 일본명: 시
라카바) 가스전을 비롯해 동중국해의 일부 수역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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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중일 협조적 경쟁의 사례이다. 이 합의는 UN해양법협약 제83조가 규정하
고 있는 잠정약정이면서, 일본의 중간선 주장과 중국의 권리 주장을 조합한 정치
적 합의의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양희철 2012; 稲本 2014). 이와 같은
합의는 중일 간의 경계획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 이전 과도기로서 공동개발구
역을 획정하여 상호 갈등을 줄이고 협력과 발전을 모색하는 협조적 경쟁 관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최청호 2007, 225-228). 하지만 합의 이행을 위
한 구체적인 협의는 진전되지 않은 채 중국에 의한 일방적인 개발과 관련 시설의
군사화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이 중간선을 넘어 해양조사선을 파견하고 있
다.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움직임을 취하는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중일 간의 해양문제가 “협조적 경쟁” 혹은 “패권 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 특히 중일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중일 합
의, 중국의 단독 탐사개발의 근저에 있는 중국의 동중국해 전략은 2028년 한일대
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될 경우를 대비하여 종료 이후 한국 외교가 대처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제도화된 협력의 현상변경이 가능한가는 2028년 이후 한･중･일 3국이 궁
극적으로 동중국해 공동개발 협력레짐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
다(박창건･안도준코. 2016). 공동개발 협력레짐은 역내 영해의 중첩, 다른 해양관
할권 수역 간의 중첩, 분쟁도서로 인한 해양관할권의 중첩 문제, 해양경계 중첩수
역에서 자원의 탐사･개발 등을 둘러싼 개인과 제도, 공동 부문과 민간 부문에 걸
쳐 공동의 관심사를 다루는 관리 형태로, 상호 대립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결
하고 효율적인 갈등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 정의할 수 있다(Miles
1999, 2). 이는 다원적 주체들에 의한 통치방식으로, 관련국 간의 명시적 혹은 묵
시적 원칙, 규칙, 규범, 의사 결정 절차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Young 1994).
이처럼 공동개발 협력레짐은 한･중･일 3국이 갈등과 대립보다는 협력과 통합을
지향하는 상생 전략의 일환으로 동중국해의 대륙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화
된 협력의 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중･일 3국의 해양경계 중첩수역에
서 공동개발 협력레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자 관계보다는 다자간의 틀을 활용
하여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98 뺷국가전략뺸 2022년 제28권 1호

Ⅲ. 한일대륙붕공동개발과 해양경계획정문제
1.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현황과 과제
1)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체결 및 이행 경과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은 1974년 1월 30일의 정식 서명 이후 양국의 국회 비
준 동의를 거쳐 1978년 6월 22일에 발효되었다. 협정을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화
된 것은 1969년 UN 극동경제위원회가 동중국해 자원 매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하면서부터이다. UN 극동경제위원회의 ‘에머리 보고서(Emery Report)’는 대만
과 일본 간의 대륙붕이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석유매장 지대일 수 있다는 가능성
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동중국해의 자원개발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관심이 고
조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대륙 연장론과 중간선 원칙에 따라 동중국해 대륙
붕의 관할권 주장을 전개하였고, 서로의 주장이 중첩되는 수역이 발생하였다. 이
에 대해 한일은 관할권 주장이 중첩되는 구역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대륙붕의 권원으로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지적한 것을 근거로 한국은 대륙 연장론에 따라 제주
도 이남에서 오키나와 근처까지 관할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관할권에 관
한 국제법적 근거는 확보했지만, 탐사 및 개발을 위해서는 일본의 기술과 지원이
필요했기에, 실질적인 개발을 위해 일본과의 공동개발에 나서야 했다. 공동개발
기간은 협정이 발효된 1978년부터 2028년까지 50년간으로 잡았다.
하지만 협정의 체결 이후 실제 이행은 지지부진하였다. 1979년에서 1987년,
1991년에서 1993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탐사기간을 가졌으나 성과를 보지 못했
다. 이후 2000년에 중국이 한일의 공동개발구역 근처에서 석유와 가스를 발견하
면서 한일 간에도 재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1년 12월 한일산업장관회
담에서 ‘공동 물리탐사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2002년
8월부터 한국석유공사와 일본석유공단 간 공동으로 2소구에 대한 공동 물리탐사
를 실시했으나, 일본은 경제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며 탐사 중단을 일방적으
로 통보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일의 민간 기업들이 공동연구를 하면서
공동개발의 불씨를 살려 두었지만, 2010년 3월 일본 측은 석유매장 가능성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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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유로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마저 중단했다. 그 후 2020년 1월 한국 정부는
한국석유공사를 조광권자로 지정하고 이를 일본에 통보하며 협정의 이행을 촉구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고 있다.

2) 대륙붕 경계 관련 국제법 조류의 변화와 일본의 소극적 자세
현재까지 한국은 공동개발과 탐사에 적극적인 반면, 일본은 경제성을 이유로 소
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본은 경제성을
문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일본이 소
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 국제법이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 원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일대륙붕공
동개발협정 체결 당시에는 대륙 연장론이 대륙붕 경계기준의 주류였다. 그러나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200해리 기준 및 중간선 원칙을 제시한 이후 1985년
의 리비아-몰타 사건을 계기로 중간선이 대륙붕 경계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리비
아-몰타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해안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지질적 특성을 대륙붕 경계의 법적 기초로 삼는 것은 이미 과
거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물론 동 판결은 대륙 연장론과 등거리 원칙의 상호 보완
적 성격을 지적하며 전자를 대륙붕 경계기준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후의 국제 판례를 보면 대륙붕 경계획정 시 고려해야 할 변수로서 지형
학적 요소는 중요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5)
일본의 소극적 자세는 대륙 연장론에 기반한 현재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 할 수 있다. 이 점이 현재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은 2028년
이후 종료될 것이 유력시되는 이유이다. 일본은 자국에게 유리하게 변화한 국제법을
활용하여 협정 종료 이후 대륙붕 경계선을 재조정하러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륙붕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영해기선 간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는 중간선을 기점으로 대륙붕 경계획정을 해야 한다고 주
5)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85.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1985.6.3.).”
https://www.icj-cij.org/public/files/case-related/68/068-19850603-JUD-01-00-EN.pdf
(검색일: 2021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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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있다. 1996년 6월 일본 정부가 공표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관해서는 주변국과의 중간선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6) 나아가 일본의 중간선 주장은 200해리 권원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대륙붕의 최종 경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중간선 수역
까지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해기선이 400해리
미만의 수역에서 경계가 획정되지 않고 상대국이 중간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
본은 영해기선의 200해리까지 대륙붕의 권원을 가진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7)
일본의 중간선 주장이 200해리 권원을 전제로 하는 이유는 대륙 연장론을 주장
하는 상대국을 대상으로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륙붕 경계획정을 두고
교섭하는 상대국이 지형학적 요인을 이유로 중간선 이상의 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요구하는데, 일본이 중간선까지로 권원을 제한한다면 분쟁 수역이 일본 쪽 기준으로
중간선 아래 지역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일본이 200해리까지 권원을 주장한다면
서로의 권원이 중복되는 구역이 확장되어 중간선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이 분쟁
수역으로 포함된다. 그럴 경우 일본이 발언할 수 있는 지역이 훨씬 넓어지고 교섭
력도 강화될 것이다.
일본의 소극적 자세와 관련해서 협정에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은 공동벤처모델로 공
동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개발구역 내의 탐사, 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양 당
사국이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행을 위한 세부 사안에 관
해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어느 한쪽이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협정의 이행 자
체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김자영 2015, 93). 더욱이 현재의 공동위원
회 방식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정치적 관계와 상호 신뢰에 따라 협정 이행 수준이
결정된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공동위원회는 독립된 법인격과 통제권을 지니
지 못한 채 공동개발에 관한 모든 권한은 궁극적으로 한일 양국 정부에게 있기 때
문이다(이석용 2015, 25). 따라서 새롭게 재편될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현재
6) 海上保安庁. 1996. “排他的経済水気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 (1996.6.14.).”
https://www1.kaiho.mlit.go.jp/JODC/ryokai/houritu/eez.html (검색일: 2021년 9월 15일).
7) 外務省. 2015. “東シナ海における資源開発に関する我が国の法的立場 (2015.8.3.).”
https://www.mofa.go.jp/mofaj/a_o/c_m1/page3_001302.html (검색일: 2021년 9월 15일).
일본 외무성이 중일 사례를 거론하고 있지만 한일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에도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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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벤처모델을 유지한다면 과거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일 정부 간의
갈등에 영향을 받아 협정 이행이 교착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

2. 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 상황에 대한 전망
1)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와 UN해양법협약 제83조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2028년에 종료되면, 공동개발구역은 무협정 상태가
도래하게 된다. 하지만 무협정 상황이 무질서 상황으로 돌입한다는 의미는 아니
다. UN해양법협약 제83조와 같이 대륙붕 경계미획정 구역에 관해 관계국들의 대
응을 규정하는 국제법적 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신의 성실하게 교섭할 의
무이다. 동 조항은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잠정약정에는 특정
기간 동안 공동개발을 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만약 공동개발을 충실히 이행하여
장기간에 걸쳐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취해져 왔다면 잠정약정이었던 공동개발이
항구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三好 2002, 91-92). 둘째, 자제의무이다. UN해양법
협약 제83조에 의하면, 잠정약정 체결 이후 과도기적 기간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가이아나-수리남 사건 판결에 의하면, 석유와
가스 채취, 시험 굴착 등은 해양 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8) 한편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 판결에 따르면, 자제의
무는 잠정약정 체결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타국의 일방적인 자원개발에 직면할
경우 단순 항의가 아니라 잠정약정 제안을 해야 타국의 자제의무 위반을 따질 수
있다. 그리고 상대국의 동의 없이 자원을 발굴해도, 자국에게 귀속되는 지역에서
발굴 작업을 했다면 결과적으로는 자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9)

8)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2007. “Award in the Arbitration Regarding the
Delimitation of the Martitime Boundary between Guyana and Suriname (2007.9.17.).”
https://legal.un.org/riaa/cases/vol_XXX/1-144.pdf (검색일: 2021년 9월 20일).
9)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2015.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hana and Cote d’lvoire in the
Atlantic Ocean (Ghana /Cote d’lvoire) (2015.4.25.).”
https://www.itos.org/fileadmin/itlos/documents/cases/case_no.23_prv_meas/23_
published texts/2015_23_Ord_25_Avr_2015-E.pdf (검색일: 2021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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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된다면, 양국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을
둘러싼 갈등은 신의 성실 교섭 및 자제의 의무 안에서 조정해야만 한다. 한국의
입장은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대륙 연장론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12월 한국 정부가 UN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대륙붕 경계안은 영해기선에서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이 통보한 대륙붕 범위는
200해리를 넘어 350해리에 다다른다. 다만 한국 정부는 오키나와 해구는 권원이
미치는 지점일 뿐 최종적인 대륙붕 경계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관계국과의 협의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정인섭 2021, 748). 이에 대해 일본은 200해리 권원을
전제로 중간선을 기준으로 대륙붕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
면 협정 종료 이후 한일 간의 분쟁 수역은 제7광구 이상으로 4, 5광구의 일부가
포함되어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맺었을 당시보다 더 넓은 지역이 분쟁 수역
이 될 수 있다.

2) 새로운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모델: ‘단일국가모델’과 ‘공동기구모델’
현재의 협정은 일본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어 한일
간의 새로운 협정 교섭에서는 공동개발협정모델도 의제가 될 것이다. 현재의 협정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단일국가모델’과 ‘공동기구모델’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관계국 중에 한 국가가 자원개발에 나서고 다른 한 국가는 개발에 대한 비용을 투입
하여 개발 이익을 받는 것이다. 자원 개발과 비용 투입을 둘러싼 일종의 역할 분담이
라 할 수 있다. 후자는 관계국 정부를 대신하여 협정 이행을 담당하는 공동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공동기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거나 협정 이행에 관한 주도권을
가지기 때문에 관계국의 정부 권한은 축소된다(이석용 2015, 113-114). 단일국가
모델과 공동기구모델을 각 요소별로 적용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협정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단독 탐사 및 개발을 허용하되 수익을 공동 배분하는 방안,
관계국 정부와 분리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협정 이행을 제도화하는 방안이다(정
민정 2020, 4).
이러한 방안들의 성사 여부는 과연 한국과 일본이 주권적 권한에 대해 얼마나
유연하게 나올지에 달려있다. 단일국가모델에는 주권적 권한과 경제적 이익 간의
상충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자국의 권원이 미친다고 간주하는 해역에서 타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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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원개발을 한다면 수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발이라는 주권적 권한에 제약
을 받는 상황을 수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더욱이 공동기구모델의 경우 관계
국 정부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행 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새로운 모델은 주권적 권한, 경제적 이익, 협정
이행의 실효성에 관한 종합적인 고려 속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 이후 동중국해의
향방을 전망하는데 중국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 또한 한일 공동개
발구역을 포함한 동중국해 일부 지역에 대해 대륙붕 관할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
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고 새로운 협정을 위한 한일 간의 협상이 시
작되면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제4장에서 서술하겠지만, 중일대륙붕
공동개발 합의는 대륙붕 경계획정과 공동개발에 관한 중국의 대응을 분석하고,
2028년 이후에 펼쳐질 한･중･일 3국의 대륙붕 경계협정 협상을 전망하는데 중요
한 참고 사례가 된다.

Ⅳ. 중일대륙붕공동개발과 중국의 동중국해 개발
1. 중일대륙붕공동개발의 현황과 과제
2008년 6월 18일 중일 양국은 동중국해의 미경계수역에 관한 공동개발구역의
합의를 맺었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중일 양국은 동중국해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
은 과도적 기간에 서로의 법적 입장을 훼손하지 않으며 협력할 것이며, 상호 합의
한 공동개발구역을 두고 구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양국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는 것이었다. 더욱이 중국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춘샤오 가스전에 중국의 국내
법에 근거하여 일본 기업이 참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10)
중일 합의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 먼저 대륙붕 경계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대륙 연장론에 근거하여 대륙붕 관할권을 주장하고
10) 합의의 전문은 外務省. 2008. “東シナ海における日中間の協力について（日中共同プレス発表)
(2008.6.18.).” https://www.mofa.go.jp/mofaj/area/china/higashi_shina/press.html
(검색일: 2021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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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98년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을 공표하여 대륙붕에 대해 ”
영해 이외의 본국 육지영토 전부의 자연적 연장으로 대륙변계 외연 해저 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동중국해의 경우 오키나와 해
구까지 중국 대륙과 연속된다는 이유로 대륙붕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양희철
2015, 22-23; 亀田晃尚, 2018).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국제법적으로도 반박의
여지가 많다. 리비아-몰타 사건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지질적 특성을 대륙붕 경계의 법적 기초로 삼는 것은 이미
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자국의 대륙붕 관할 주장을 실현하기에는
국제법적으로 제약이 존재한다.
중일대륙붕공동개발의 합의로 돌아오면 중국과 일본은 중간선에 걸친 해역을
공동개발구역으로 합의하였다. 상술한 중국의 대륙붕 주장을 고려했을 때 중일 합
의는 중국이 정치적 상황과 교섭 여하에 따라 중간선 기준에 타협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주목을 요하는 것은 중일 합의에는 춘샤오 가스
전 개발에 일본기업이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참가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일본이 춘샤오 가스전에 대한 중국의 관할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베이징과 도
쿄의 합의는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대륙 연장론의 태도를 보이지만, 중간선의 국제
법 조류에 대해 현실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중국과 일본은 국제법을 근거로 동중국해 해양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협력
틀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양국은 UN해양법협약 제83조 제3항에 따라 신의 성실
하게 교섭을 진행했다. 2003년 8월 중국이 춘샤오 가스전 개발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자 2004년 10월 동중국해 등에 관한 중일 협의가 개최된 이후 총 11차례
의 협상을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그리고 합의문은 중일이 “경계획정이 실현될 때
까지 과도적 기간에 쌍방의 법적 입장을 훼손시키지 않고 협력할 것에 일치”한 것
을 명시함으로써 합의가 UN해양법협약 제83조 제3항의 잠정약정에 해당하는 것
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일 간의 합의는 동중국해 지역 질서를 둘러싼 협조
적 경쟁을 보여준다. 즉,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센카쿠 문제와 같은 영토분쟁이
존재하지만, 양국은 영토 갈등과 개발 협력을 분리 대응하여 합의에 도달한 것이
다(최청호 2007, 225-228).
주목할 것은 합의 이후의 중일 관계가 협조적 경쟁의 틀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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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이다. 2008년 합의에서 중일 양국은 공동개발구역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지만, 탐사, 개발, 조광권자 선정, 위원회 설치 등 공동개발을 위한 구체적
인 항목들은 추후 협의 대상으로 남겨놓았다. 그러나 합의 이후 중국은 일본과의
협의 없이 자원개발을 지속하고, 중일 중간선을 넘는 해역에서의 해양 조사를 감
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단독행동에 나선 의도는 무엇인
가? UN해양법협약 제83조 제3항의 자제의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움직임
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분석은 중국의 해양 전략과 맞물려
펼쳐지는 베이징의 대륙붕 단독 개발의 정치적 역학을 밝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이 협조적 경쟁관계에 따라 일본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힘에 의한 패권을 지향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라 하겠다.

2. 중국의 단독행동에 대한 평가: 협조적 경쟁 vs. 패권 지향적
2009년 7월 중국이 일본과의 합의 이후에도 춘샤오 유전의 단독 개발을 계속하
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중일 간 중간선의 중국 쪽으로 16개
의 자원개발 관련 구조물이 만들어진 상태이다.11) 중국의 가스전 개발은 2013년
경부터 가속화되었다. 2013년 6월까지 중국의 가스전 개발은 4개소에 머물렀으
나 2015년까지 12개가 늘어나 총 16개가 되었다(朝日新聞 2015/7/23). 2018년
에 들어와서는 중국이 채굴선을 배치하면서 중일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2018년
6월 29일 고노 타로(河野太郎) 외상은 동중국해 중간선의 중국 쪽에서 중국이 가
스전 개발을 위한 채굴선을 새롭게 배치했다고 밝혔다(朝日新聞 2018/6/29).
일본 정부는 중국이 일방적인 탐사, 개발행위를 중지하고 합의에 따라 공동개발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0년 7월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국장급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센카쿠에서 중국어선 충돌 사건이 일어나면서 협의
가 연기된 이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6년 9월의 중일 고급사무 레벨 해양
협의, 2018년 10월의 중일 정상회담에서도 동중국해 해양개발 문제가 거론되었
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여전히 부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11) 外務省. 2021. “中国による東シナ海での一方的な資源開発の現状 (2021.3.31.).”
https://www.mofa.go.jp/mofaj/area/china/higashi_shina/tachiba.html
(검색일: 2021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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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적 경쟁과 패권 지향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겠다.

1) 중국의 단독 개발에도 불구하고 중일 협조적 경쟁은 아직 유효한가?
2008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은 단독 탐사, 개발 활동을 지속하면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이 국제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가이아나-수리남 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석유와 가스 채취,
시험 굴착 등은 해양 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국의 행
동은 UN해양법협약 제83조의 자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천연가스 채굴을 하는 장소는 모두 중일이 공동개발구역으로 합의한 중간
선 부근에서 중국에게 속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일방성과는 별개로 중국의 자원개
발이 중일 간의 합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현재 중국은 가나-코트디부아르 사건의 가나와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007년 가나가 일방적인 유전 굴착 활동을 단행하고 이에 대해 코트디
부아르가 자제의무 위반을 주장하자,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가나의 활동이 경계획
정 결과 가나 쪽으로 귀속되는 지역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자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즉, 중국은 자제의 의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서 자국의 개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항의에 나선 이유는 중국의 개발이 일본 쪽의 가스 자원을 채취하는 빨
대 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비록 중국 소속 중간선 수역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 쪽 수역을 포함한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이 상대국이 중간선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중간선 주장은 200해리 권원을
전제로 한다. 중국은 일본과의 합의에서 중간선에 유연한 자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공식적 입장은 대륙 연장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중간선 양쪽 부근 이상의
광범위한 해역까지 자신들의 권원이 미친다고 주장한다(稲本 2014, 58-61). 이
같은 일본의 주장은 향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교섭 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 200
해리까지 권원이 미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이 발언할 수 있는 분쟁 수역을 중
간선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의 일방적인 자원개발은 2008년 중일 합의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개발 움직임은 2008년 합의와 국제법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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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과 자원개발
을 둘러싼 중일 간의 협조적 경쟁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중국의 단독행동은 패권 지향적 행동의 발로인가?
그러나 중국의 의도가 협조적 경쟁이 아니라 패권지향이라는 움직임도 나타나
고 있다. 그 근거로 자원개발 관련 구조물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할 수 있다. 2015년 7월 10일의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나카타니 겐(中
谷元) 방위상은 중국의 가스 개발 구조물이 “중국 안보의 관점에서 이용할 가능성
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朝日新聞 2015/7/23). 2016년 8월에는 중국의 가
스 개발 구조물 중에 1기에 대수상 레이더가 설치된 것이 확인되었다. 발견된 레
이더는 해양 순시선에 탑재하는 것으로 가스전 개발에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중국이 군사 전략의 관점에서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의구심을 본격적으로 가지기 시작하였다(日本経済新聞 2016/8/7).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중국이 일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본 측 소속의 중간선
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의
개발라인이 향후 일본 쪽을 향해 동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남중국해의
경우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파견된 이후 중국의 세력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 측 중간선에서 전개되는 중국의 활동은 현재 해양탐사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향후 개발과 직접 연관된 구조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김민철 2020, 34-35).
중국의 해양 탐사는 군사적인 목적과도 연관이 있다.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
셔티브(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2020)의 조사에 따르면, 근린
국가들의 대륙붕 수역에서 진행되는 중국의 석유, 가스 탐사 작업은 군사적인 목
적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해양 데이터는 군사적 차원의 잠
수 작전에 긴요하다. 또한 해양탐사선은 외국의 군사 시설과 함선에 대한 정보 수
집 및 정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이는 ‘살라미 전략’(salamislicing strategy)을 동중국해에서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2013
년부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어 순시선과 해양 함선의 공급기지로 활용하는
등 공세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조금씩 현상을 변경해나가고 있다(류동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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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06). 만약 중국이 동중국해에서도 살라미 전략을 펼치고 있다면 중국의 궁
극적인 의도는 일본과의 협조적 경쟁이 아니라 동중국해에서 패권적 영향력을 확
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단독 개발을 하더라도 국제법의 제한의무를 이
탈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추후의 확장을 위한 한시적인 절제라 할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개발 구조물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해양과학
조사 방식으로 개발라인을 일본 측 중간선 수역으로 확대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3) 2028년 한･중･일 3국 협상에 제시하는 함의
중일대륙붕공동개발 합의 사례는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 이후
한･중･일 3국 협상에 임할 한국 외교에 다음의 두 가지를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대륙붕 경계기준 협상은 중간선을 기준으로 정치적, 외교적 타협을 모색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대륙붕 경계 주장이 대륙 연장론을
근거로 하고 있어, 일본이 다소 불리한 구도로 보인다. 그러나 중일 합의의 과정을
보면 중국은 정치적, 외교적 교섭 여부에 따라 중간선에 타협적으로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대륙 연장론을 지나치게 고수하면 오히려 중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중･일 3국 간의 잠정 협약은 중국의 일방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8년의 중일 합의 이후의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중간선
안쪽 자신들의 수역에서 일방적인 탐사, 개발을 시도하여 빨대 효과를 불러일으키
려 할 수도 있다. 또한 합의에서는 타협적으로 나오면서도 해양 탐사 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속하는 수역에 진입하려 할 수 있다. 2028년 이후의 한･중･일 잠
정협정 교섭에서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잠정협정에 공동개발 수역뿐
만 아니라 탐사 및 개발까지 포함해서 중국을 구속할 수 있는 공동개발모델을 구
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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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을 대신하여:
한･중･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력레짐 구축을 위한 방안
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결되면 현 공동개발구역은 무협정의
현상변경 상황이 도래한다. 그리고 일부 수역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
국이 개입함으로써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와 자원개발 문제는 한･중･일 3국 차
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제도화된 협력의 현상변경론
이란 관점에서 한일, 중일 간의 기존 합의를 분석함으로써 2028년 이후의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과 자원개발 협상에서 한국 외교가 직면할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협정 종료 이후, 한일은 UN해양법협약 제83조에 따라 대륙붕 경계획정 협상을
하게 될 것인데, 한일 간 서로 주장하는 권원과 경계기준을 고려하면 대륙붕협정
체결 당시 이상의 수역을 두고 협상을 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공동개발협정 모델에 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중일대륙붕공동개발 합의의
동향을 보면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중･일 3국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될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협정 이후 중국의 단독 개발 및 해양 탐사를 억
제하기 위한 정교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한･중･일 3국의 대륙붕 공동개발 협력레짐을 구축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겠다.
첫째, UN해양법협약 제83조의 신의 성실 의무에 근거하여 한･중･일 3국 간의
잠정협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의 성실 의무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 이후 중국의 공세적인 움직임을 억제하면서 중국을 잠정협정을 위한 한･중･
일 3국 교섭의 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국제법적 질서가 될 수 있다. 입장 차이로
인해 잠정 협정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국제법상 대화와 교섭의 틀이 보장되면서 한
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 이후 도래할 무협정의 현상 변경 상황이 무질서 상황
으로 빠지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의 성실 의무는 한국이
배제된 형태로 중일 간의 일방적인 잠정 협약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봉쇄한다는 이
점도 있다. 중일이 일방적으로 잠정협정을 체결하더라도, 한국이 일부 수역에 대
해 관할권을 주장하는 한 신의 성실 교섭의 의무에 따라 중일은 한국과의 협의에
임해야 할 국제법적 요구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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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만약 잠정 협정이 맺어진다면 공동개발의 모델은 일본에 의한 고의적인
이행 지연과 중국에 의한 일방적 개발과 탐사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
지는 잠정 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연관되는 문제이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
료 이후 한･중･일 3국이 잠정 협정을 맺더라도 이행 과정을 두고 갈등과 분쟁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 간 갈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초국가적 공동기
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홍종완･심어진 2009, 292). 또한 일부 수역에 단독개발
모델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 방식이 적용된다면 비용을 제공함
으로써 개발 및 탐사가 준비, 수립되는 과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되어 개발을 담당하
는 국가의 신속한 개발을 촉구하거나 일방적인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과 일본은 대륙붕 공동개발 레짐이라는 한･중･일 협력의 틀에서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는 공통의 과제에 대처해야 한다. 한일 차원에서는 대륙붕 경계를
둘러싼 갈등 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변수가 추가되면 양국은 중국의 일방적
개발과 탐사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하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한･중･일
3국 교섭에서 한국과 일본에게는 위에 언급한 초국가적 공동 기구와 단독국가모
델을 추진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공동위원회가 협
정을 관리하게 된다면 중국 정부의 팽창적 의도와 거리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독국가모델의 경우 일부 수역에 대한 중국의 개발에 한일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
식을 취하면서 공동개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중국의 독단적인 탐사, 개발을 제어
할 수 있다.
물론 한일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 중일이 전략적 경쟁을 펼치는 가
운데 동중국해에서 한･중･일 3국이 공동개발 협력레짐을 구축하는 것은 험난한
작업이 될 것이다. 한･중･일이 2028년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동중국해의 현상변경
을 제도화된 협력의 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는 본 연구가 제시한 이론적･정책
적 논리에 따라 한국이 얼마나 기민한 외교를 펼칠 수 있을지에 달려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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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완료일 : 2021.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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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sibility of Termination of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Joint Development Agreement
after 2028 and Chinese Variable:
Challenging the Status Quo of the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Chang-Gun Park
Sukjung Y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how rising Chinese variable in
the East Asia Sea influence to the demarcation of continental shelf and conflicts
over the development of the sea after the termination in 2028 of the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After the termination in 2028 of the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the joint development zone of both countries will
become challenging the status quo which has no agreement. In addition, the demarc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development of the ocean in the East
Asia Sea will be the Korea-China-Japan conflict because of China’s intervention
which states the jurisdiction to the partial coastal zone. In this context, this study
derives issues that Korean diplomacy will face from the demar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East Asia Sea after 2028, through analyzing
the existing agreements of Korea-Japan and China-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challenging the status quo of the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in 2028, Korea and Japan will proceed with the negotiation for
demarc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per Article 83 of UNCLOS. This prediction
will conclude in the discussion over the model of the joint development agreement
which assures the implementation. In particular, through observation of the trend
of the agreement of the China-Japan joint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This study asserts that Korea needs to be prepared for the negotiation over the
demarc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and to be
prepared the sophisticated institutional mechanism to curb China’s exclusive development and marine exploration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Keywords: The Agreement of the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The China-Japan Joint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The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The Cooperative Regime of the Joint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