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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해양자원 경쟁 고조

□ 최근 일본과 중국은 동중국해 석유자원을 두고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동중국해는 한․중․일 해양경계 중첩 수역으로 석유가스자원의 부존가

능성이 높아 주변국들의 자원관할권 경쟁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 특히 관할권 중첩수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제7광구가 분포하고 있는 오

키나와 해구까지는 석유자원의 부존 및 개발 경제성이 높음

동중국해, EEZ 및 대륙붕 경계의 미획정 

□ 동중국해는 주변 3국간 EEZ와 대륙붕 경계가 획정되지 않음. 3국은 모두 해당 

수역에 대한 자원개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음 

◦ 2003년 중국이 ‘춘샤오’가스전 개발을 계기로 주변 해역의 자원까지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갈등수위가 높아지고 있음

동중국해 대륙붕개발의 ‘적극적 이해당사자’로 개입 필요

□ 2007년 12월 후쿠다 총리의 방중 시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주제로 동중국

해 석유개발 문제가 논의될 정도이나, 여기에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는 고려

되지 않음

◦ 한․일공동개발광구인 제7광구에 대해서도 중국은 일본에게 중․일 공동

개발을 제안하는 등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반면, 제7광구개발에 관한 ‘한일대륙붕공동개발 협정’은 2028년에 만료 

예정임

◦ 현재 일본은 제7광구 공동개발에 대해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중․일간이 동중국해 자원개발의 방향이 공동개발로 협상이 진행

될 경우에는, 202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만료와 함께 동중국

해에 대한 우리의 대륙붕 공동개발의 이해관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음

<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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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륙붕 선점 노력 간과하지 말아야

□ 일본은 대륙붕 경계를 확정짓기 위하여 2009년 5월 최종시한까지 서면신청

자료를 UN에 제출해 대륙붕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일본은 대륙붕에 매장된 석유, 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다양한 지하자

원과 국가관할권의 확대를 통해 21세기 ‘해양입국’의 목표를 이루고자 함

2009년 대륙붕 경계획정 위원회 조사 대응

□ ‘대륙붕문서제출대책위원회’는 2009년 UN에 동중국해 대륙붕 확장 요청 자

료를 제출하여 200해리 외측 대륙붕에 대한 공식인정 가능성이 있는가를 

숙고해야 함

◦ 공동개발 개입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륙붕경계획정에 관한 

문서 제안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과학적 해양조사 자료 병행 필요 

자원개발정책과 해양경계획정협상을 분리시켜야 

□ 동중국해 일․중간 자원개발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동중국해 EEZ 
및 대륙붕 획정을 통한 문제해결 접근방식은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하므로 

경계획정과 별도로 자원개발협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동중국해에 대해서 주장해 온 자연연장설에 따라 

중국과 연합하여 일본의 중간선 원칙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

는 동시에 중국의 경계확장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도 개발해야 함

대륙붕개발 다루는 별도의 정책전담기구 필요

□ 우리나라 대륙붕개발에 관한 전문정책기구를 설치함으로써 2009년 대륙붕경

계위원회에 대한 대응과 함께 통합적인 대륙붕 관리개발정책을 체계화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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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동중국해는 총성 없는 자원전쟁 중

□ 일본과 중국은 동중국해 석유자원개발을 두고 3년째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음

◦ 양측은 동중국해의 중첩된 해양경계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해당 지

역에 매장된 석유 및 가스 유전자원 개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음 

◦ 동중국해1)는 한반도 남단에서 타이완해협에 이르는 광대한 대륙붕 지대로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해양경계 주변에서 중국이 석유유전자원을 개발하자 

갈등이 본격화됨

◦ 중국은 동중국해 수역에서 1999년부터 핑후(平湖)가스전 생산을 시작으로  

춘샤오(春曉) 및 텐와이톈(天外天) 일대를 개발하여 2005년과 2006년부터 각

각 생산단계에 들어갔음 

□ 동중국해는 일본과 중국만의 해양영토 다툼의 대상인 동시에 200해리 EEZ나 대

륙붕의 자연연장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해양자원개발의 핵심적인 수역임을 

간과해서는 아니됨

□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세계 2,3위의 석유소

비량을 자랑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자국 경제성장을 위해 에너지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음 

◦ 중국은 13억 인구를 이끌고 매년 9%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확보가능한 모든 에너지자원을 흡수코자 노력 중인 바 2006
년에는 전세계 에너지소비량의 15.9%, 670만 배럴의 원유를 소비하였음2)

□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동중국해의 석유자원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

1) 동중국해는 한국, 중국, 일본의 영토로 둘러싸인 반폐쇄해역으로서 아시아의 페르시아 만으로 불리

우는 수역임

2) 중국은 동중국해 에너지자원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국내 에너지 자원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미 2002년 석유 소비량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국으로 부상하였으

며, 원유와 천연가스는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뀐 지 15년이나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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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매장량은 1,833억 배럴 정도로 2007년 우리나라 원유수입량 8.7억 배

럴과 비교할 때 211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3)

<그림 1> 중국 연간 석유소비량(1971~2005)

자료 : 국제에너지기구(www.iea.org)

<그림 2> 일본 연간 석유소비량(1971~2005)

자료 : 국제에너지기구(www.iea.org)

3) 조선일보, 2008년 3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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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EEZ경계와 대륙붕경계의 충돌

□ 동중국해는 마주보는 국가들 간 EEZ 경계획정을 위해 필요한 400해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데다 한․중․일 주변 3국의 EEZ가 중첩되는 수역도 있어 해양경

계를 획정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임(<그림 4> 참조)

◦ 더욱이 주변 3국이 주장하는 대륙붕 주장은 전혀 달라 EEZ 경계획정과 별

개의 새로운 갈등요소가 되고 있는데 

◦ 그 갈등의 핵심에는 해당 수역이 자원개발 가능성이 높은 수역이라는 점에 있음

□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해 우리나라와 중국은 자연연장설에 따라 일본측 오키나와 

해구까지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은 중간선/등거리선 원칙에 따라 경계

를 획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그림 3> 해양법 규정에 따른 대륙붕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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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중일 가상중간선과 각국의 주장 EEZ

       주 : 가상등거리선과 접점은 일본측 대륙붕 경계획정 주장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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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의 법적 정의(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1.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

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2. 연안국의 대륙붕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한계 밖으로 확장될 수 없다.

3. 대륙변계는 연안국 육지의 해면 아래쪽 연장으로서, 대륙붕·대륙사면·대륙융기의 해

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대륙변계는 해양산맥을 포함한 심해대양저나 그 하층토

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a) 이 협약의 목적상 연안국은 대륙변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

되는 곳에서는 아래 선중 어느 하나로 대륙변계의 바깥 끝을 정한다. (i) 퇴적암의 두

께가 그 가장 바깥 고정점으로부터 대륙사면의 끝까지를 연결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최소한 1퍼센트인 가장 바깥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ii) 대륙사면의 끝으

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b) 반대의 증거

가 없는 경우, 대륙사면의 끝은 그 기저에서 경사도의 최대 변경점으로 결정된다.

5. 제4항 (a) (i)과 (ii)의 규정에 따라 그은 해저에 있는 대륙붕의 바깥한계선을 이루는 

고정점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거나 2500미터 수심을 연결하는 선인 2500

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6.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저산맥에서는 대륙붕의 바깥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을 수 없다. 이 항은 해양고원·융기·캡·해퇴 및 해저돌출부와 같은 대륙

변계의 자연적 구성요소인 해저고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대륙붕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경우, 연안국은 경도와 위도 

좌표로 표시된 고정점을 연결하여 그 길이가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직선으로 대륙

붕의 바깥한계를 그어야 한다.

8.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공평한 지

리적 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다. 위원회는 대륙붕의 바깥한계 설정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안국에 권고를 행

한다. 이러한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확정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9. 연안국은 측지자료를 비롯하여 항구적으로 자국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표시하는 해도

와 관련정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를 적절히 공

표한다.

10. 이 조의 규정은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이웃한 연안국의 대륙붕경계 획정문제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 고



동중국해 한 ·중 ·일 자원개발 경쟁6

Ⅱ. 동중국해 해양경계와 대륙붕

EEZ 및 대륙붕 경계선의 미획정으로 인한 잠재적 갈등 

□ 동중국해가 한․중․일 3국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해당 지역의 

석유가스자원 부존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 주변 3국의 EEZ와 대륙붕 경계가 

획정되지 않아 주변 3국간 관할권 다툼이 잠재해 있다는 점임

◦ 1968년에 UN아시아 및 극동경제위원회(ECAFE) 후원 하에 아시아 근해 광물

자원 공동탐사조정위원회(CCOP)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해 및 동중국해의 대

륙붕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매장지역일 가능성이 높음4)

◦ 동중국해의 해양은 주변 3국 사이의 400해리 EEZ가 확보되지 않는 수역5)으로 

EEZ와 대륙붕의 권원(entitlement) 및 주장(claims)이 중첩되는 수역이기 때문에 

3국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접점(tri-junction)6)에 대한 합의문제가 얽혀 있음

□ 2003년 8월 중국이 춘샤오 가스전개발에 착수한 것을 계기로 동중국해의 가스전

을 두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해당 지역은 일본측이 주장하는 중간선에서 4~5km밖에 서쪽으로 치우

쳐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 대륙붕 내 일본측 해저의 자원이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빨대효과(straw effect)’가 주장되고 있음7)

4) C. H. Park, “Oil under Troubled Waters”, 14 Harva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1973), PP. 212~260; 
김선표,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의 Tri-junction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001, p.4.

5) 중국과 일본이 마주보고 있는 동중국해 폭은 가장 좁은 곳이 167해리, 평균 폭은 216해리, 최대 폭

은 360해리 밖에 되지 않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양측이 EEZ를 주장하는 경우 중첩된 지역이 필

연적으로 발생하게 됨

6) 세계의 적지 않은 수역이 2국이 아닌 3국의 또는 그 이상의 연안국이 관련되어 있는데, 세 개의 연

안국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주장하는 수역이 서로 중첩될 경우 세 개의 양자간 경계선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야 함. 그렇지 않으면 해당 수역에서의 경계선은 불완전한 것이 됨. 이와 같이 세 개

의 경계선이 만나는 지점을 Tri-junction이라고 함. 김선표, supra note 4, 2001, p. 33. 
7) 일본정부는 2004년 7월부터 중간선 동쪽 해역에서 3차원탐사선에 의한 독자적인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 4월 춘샤오 가스전과 남쪽의 돤차오(斷橋) 가스전은 자국이 주장하는 중간선까지 연결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 日本經濟産業省編, “エネルギ白書2005年版”, 2005, p. 8; 이덕성, “동중국해 

춘샤오 가스전 분쟁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2호(2006년 11월),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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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이라크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 ‘빨대효과’에 따르면 2개 국가 이상

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유전자원의 지반은 관련 국가들의 자원고갈 우려를 

낳을 수 있음8)

단일경계선 획정으로 인한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 동중국해 자원개발의 가장 큰 난점은 주변 3국간에 존재하는 중첩수역에서 EEZ 
및 대륙붕 경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 있음 

◦ 실제 우리나라나 중국이 취하고 있는 ‘자연연장설’ 입장에서 볼 때 동중국해 

대륙붕은 일본 근해 오키나와까지 뻗어 있기 때문에 200해리를 넘어서고 있

는 반면 일본입장에서는 ‘중간선’입장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음 

□ EEZ나 대륙붕 경계와 같은 경계획정 문제에 있어 최근 국제사례는 과거의 ‘자
연연장설’이나 ‘중간선/등거리선 원칙’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각 사안별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9)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 또한 EEZ와 대륙붕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경우 국제사례는 편의상 ‘단일 경계

선’을 차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 400해리가 채 되지 않는 동중국해에서 EEZ 경계선을 대륙붕 경계선과 일치

되도록 획정할 경우 자연연장설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8) 경향신문, 2004년 7월 14일자 

9) 이 원칙은 1982년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사건에서 제시된 것으로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원칙”이라고 지적하여음. 이 원칙은 기존의 ‘자연연장설’이나 ‘중간선/등거리 원칙’ 등의 원칙

보다 관련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이해당사국의 이익이 형평해지도록 하는 것으로써 여기에는 

해양면적과 당사국 해안선간의 길이에 대한 비례(proportionality), 해저의 지질․지형학적 요소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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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8년 대륙붕 협약 : 특별상황을 고려한 등거리선․중간선 방식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 : 형평 원칙에 따른 육지 영역의 자연적 

연장 원칙 지지

 1982년 해양법협약 : 제74(1)/83(1)조에서 형평의 원칙 규정

<표 1> 해양경계획정 원칙 변화

한 ․일 공동개발광구는 동중국해의 중요한 대륙붕

□ 우리나라가 7개의 대륙붕구역10) 중 일본이 주장하는 중첩수역인 7광구와 5광구 

일부에 대해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였음 

◦ 교섭 초기 일본은 중간선/등거리원칙에 따른 대륙붕 경계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자연연장설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 중간수로선까지의 대

륙붕을 우리나라 대륙붕으로 간주하고 있었음

◦ 일본의 중간선 주장이 급속도로 약화된 계기는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ICJ)
가 북해대륙붕사건에서 육지의 자연연장설에 기초하여 대륙붕경계획정을 판

결하였기 때문임

□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은 1978년도에 발효하여 50년간의 효력기간을 가지

고 있으므로 2028년까지는 유효함

◦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혼자 단독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7광구에 

대한 실질적인 개발이나 해당 조약의 연장은 일본의 동의 없이 불가능함11)

10) 1970년 1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근거함

1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1974년 1월 30일 

서명), 제5조 및 제3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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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해구, 자연연장선의 분수령 

□ 한․중․일의 대륙붕 경계획정 주장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대는 

바로 오키나와 해구(Okinawa Trough, 沖繩海溝)12)로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동중

국해의 대륙붕 연장선이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함

◦ 일본은 영해 기선간 거리가 400해리 미만일 경우 ‘중간선’ 원칙이 대륙붕 경

계획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하면서

◦ 오키나와 해구는 법적 의미가 없는 우연한 함몰로써 실질적인 동중국해 대

륙붕의 종점은 마리아나 해구13)라고 주장함

□ 마주보는 국가간 수역 폭이 400해리를 넘지 못할 경우 오키나와 해구가 법적 의

미를 가지는가에 따라 대륙붕 경계획정이 달라짐 

◦ 오키나와 해구와 관계없이 등거리 원칙이 적용될 경우 일본이 주장하는 방

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오키나와 해구에 대한 지리적 고려를 할 경우 형

평에 따라 경계획정이 일본 쪽에 불리하게 결정될 수 있음

12) 오키나와 해구는 길이 620해리, 폭은 65~100해리, 수심은 500~2,717미터이며, 전체의 50% 정도는 

수심 1,000미터 이상이고, 그 20%의 수심은 2,000미터 이상임. 평균수심이 대략 50미터인 주변 대

륙붕보다 15~30배 이상의 수심을 나타내는 해저계곡(Submarine Valley)임. 오키나와 해구에 근접하

여 태평양과의 사이에 류큐열도가 있고 류큐열도 외측에 류큐해구가 있으며, 대부분 수심 6,300미

터 이상 되는 깊은 해구로 태평양(필리핀 해)과 직접 연결됨. 정갑용, Ibid., pp.31~32.
13) 한반도에서 3,200km나 떨어진 곳으로 서태평양 한 복판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는 사이판, 티니언, 

로타 등의 섬으로 이루어진 마리아나 제도가 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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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륙붕 경계획정과 오끼나와 해구

     주 : 조도와 남녀군도의 오른쪽으로 그어진 굵은 선이 오키나와 해구의 분포 경계선임

   자료 : C. H. Park, "East Asia: A Los", 1983, p.25.

한중일 3국의 동중국해 Tri-junction

□ 동중국해는 한․중․일 3국의 200해리 EEZ 선언을 통해 Tri-junction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합의는 동중국해 해양경계 및 대륙붕경계의 포인트가 될 것임

□ 1997년 한․일 EEZ 협상 시, 일본은 한․중․일 3국간의 EEZ 교차점(소위 

Tri-junction)에 대해 북위 30도43분50초, 동경 125도56분19초라고 제시한바 있는

데, 이는 우리나라 제7광구가 일본의 EEZ 내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함14) 

14) 이 교차점은 우리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교차점보다 서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국제법적으로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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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점의 사용은 1997년 새로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 1974년 서명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그림 6>, 
<그림 7> 참조)15)

◦ 이 협정은 한․일간 경계획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기 힘들며, 동 협정 제28조에서 이 합의가 경계획정과 무관함을 밝힘

□ 한국의 입장에서 제7광구의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Tri-junction 합의를 

위한 기점을 최대한 남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장 관건이 될 것임

2009년 대륙붕획정위원회 보고 시한

□ UN산하 대륙붕획정위원회는 1982 유엔해양법 부속서2의 제4조16)에 따라 연안국

이 200해리 밖으로 대륙붕을 연장하려 할 경우 협약 발효 10년 이내 해당 경계

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2001년 유엔해양법 당사국회의(SPLOS/72) 결정(decision)을 통해 동 

시한을 ‘1999년 5월 13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음17)

◦ 2009년까지 경계획정 문서제출 대상국으로 지정된 우리와 일본은 2009년 5
월 12일까지 대륙붕 경계 확장에 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18) 

을 수 없는 무인도를 기점(일본의 조도와 남녀군도 및 중국의 동도와 동남초)으로 사용하고 있음. 
정장선, “유엔해양법과 동북아의 신해양질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제215회 정기국회), p. 27. 

15) 김선표, Ibid., pp.12-13.
16) Article 4 of Annex II “Where a coastal State intends to establish, in accordance with article 76, the 

outer limits of its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it shall submit particulars of such limits 
to the Commission along with supporting scientific and technical data as soon as possible but in any 
case within 10 year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at State. The coastal State shall at 
the same time give the names of any Commission members who have provided it with scientific and 
technical advice.”

17) UN, SPLOS(72), “Decides that: (a) In the case of a State Party for which the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before 13 May 1999, it is understood that the ten-year time period referred to in article 4 of 
Annex II to the Convention shall be taken to have commenced on 13 May 1999:”

18) 박용안, “연안당사국의 대륙붕 해저영토 경계획정의 동향”, 2008,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정책 전문

가 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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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붕획정위원회에 대륙붕 확장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해 당사국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그 경계확장이 받아들여지나 이를 위해서는 세심한 자료제출이 필요함

◦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EEZ 경계 이원까지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됨

◦ 이미 문서를 제출한 러시아는 UN심사에서 기각되었으며, 브라질은 ‘일부자

료 불충분’ 판정을 받았으나 아일랜드처럼 심사를 통과한 경우도 있음

◦ 문제는 우리나라가 2009년 5월까지 이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현실적인 문제임19) 

<그림 6>      1997년 일본이 제시한 3국 EEZ 교차점

         자료 : 정장선, “유엔해양법과 동북아의 신해양질서”, 2000, 정책자료집.

19) 대륙붕 경계 확장을 위한 문서제출 시한에 관한 법적 효력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음. 
유엔해양법 부속서 2의 제4조에서 “~it shall submit~”라고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일부 회원

국들은 대륙붕에 관한 국가의 권한은 ‘고유한(inherent)’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제출기한을 넘긴다 

할지라도 자국의 대륙붕에 관한 권한은 손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UN, “Issues with respect to 
article 4 of Annex II to the Convention(ten-year time limit for submissions)”, www.un.org(2008년 4월 10
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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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한 ․일 공동개발구역

  주 : 한․일공동개발구역인 제7광구 수역도에서 1번에서 6번으로 이어지는 선은 일본이 주장하는 한․

일간 등거리선이고, 6번점은 동도(중국)-마라도(한국)-조도(일본)를 이은 Tri-junction임. 여

기서 무인도인 동도와 조도를 경계획정 기점으로 잡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함.

자료 : 김선표,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의 Tri-junction 문제에 대한 연구”, 2001,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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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일 동중국해 대륙붕 확보 경쟁과 한국

중 ․일 대륙붕 개발경쟁의 발단 

□ 동중국해 대륙붕 중 석유가스 채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한․중․일 3국의 중

첩 지역을 중심으로 오키나와 쪽으로 뻗어있는 대륙붕 지대인데 이 지역에 대해

서는 주변국들이 해양 경계 미확정 수역의 안정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1999년 중국이 핑후 유전을 개발하면서 2004년, 2005년 각각 춘샤오, 텐

와이텐 등의 가스전 개발로 주변국을 자극하기 시작함

◦ 일본은 춘샤오 가스 유전개발의 경우 해당 구역이 일본측 대륙붕과 동일 광

상 지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원이 중국쪽으로 빨려들어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관련자류를 중국에게 요구하였으나 중국은 거부하였음20) 

◦ 이에 일본은 춘샤오 가스전 가까이에 ‘3차원 물리탐사선’을 파견, 3개월간 

30억 엔의 해저자원조사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대응하자 실제 지질조사과정

에서 중국은 군함을 파견하여 항의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기도 함

한국, 동중국해 대륙붕개발의 제3자인가

□ 동중국해 개발 문제는 2007년 12월 후쿠다 총리의 방중으로 중국과 일본의 정상

회담 주제로 거론될 정도로 발전한 가운데 양국이 벌여온 협상 과정을 지켜볼 

때 중요한 이해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은 고려되고 있지 않음(<표 3> 참조)

◦ 2006년 3월 일본과 중국의 협상에서 중국은 제7광구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

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중․일간 공동개발을 제

안한 바 있음 

◦ 중국의 태도는 중․일 협상만으로 개발에 관한 사전공감대를 형성하고 중국

20) 이승수, “중․일, 동중국해 석유쟁탈전 점입가경”, 동양경제 2005년 3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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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하지 않는 제7광구에 대해 한국을 배제시킨 가운데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함21) 

쟁 점  중 국 일 본

경계획정 육지영토의 자연연장 중간선

관련판례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
1982년 튀니지vs리비아 사건

1985년 리비아vs몰타 대륙붕 사건

해구 오키나와 해구→최종적 종착점
오키나와 해구→우연한 함몰

마리아나 해구→최종적 종착점

국내문제

조어도 문제 및 경계획정 문제

고도성장에 따른 석유가스 의존도 

심화

가스 및 석유자원의 단일광상 여부 문제

자국 자원의 빨대효과로 인한 피해발생

양자협상

경과

▪공동개발 시나리오 배제할 수 없음

▪04.10월 제1차 국장급 실무자회의 : 일본의 자료요청 거부

▪05.5월 제2차 실무자회의 ; 중국이 중․일 중간선으로부터 오키나와 해구 

해역까지 공동개발 제안, 일본은 공동개발대상지역은 양측 중첩수역, 협

의 실패

▪05.10월 제3차 실무자회의 : 일본측이 공동개발안 제안, 일․중 중간선을 

포함한 양측해역(춘샤오, 텐와이텐, 돤챠오, 용정 등 포함), 중국측이 즉

각적 답변 회피

▪06.3월 제4차 국장급 회의 : 중국은 조어도(센카구열도) 부근 및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부근 공동개발 제안, 일본의 거부

▪06.5월 제5차 회의: 일본이 중국측 제안에 대한 설명 요구, 중국의 답변 

회피

▪07.12월 후쿠다 총리 방중 : 동중국해 자원개발 문제관련 원칙적 합의

▪08.5월 후진타오 주석 방일 : 동중국해 자원개발 합의 유보

<표 2> 중 ․일 양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갈등의 쟁점사항

□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일간 동중국해 개발 협상은 동중국해에 대한 무력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공동개발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 중국은 공동개발 시 일본이 주장한 중간선에서 중국측 대륙붕은 중국이 개

발하고, 일본측 해역은 일본과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음22)

21) 중국과의 대륙붕 개발 갈등은 동중국해의 제7광구 외에도 서해의 제4광구 개발 문제도 얽혀 있는 

상황임

22) 産経新聞(日本), 2006년 3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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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일본은 동중국해의 전범위에서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이미 개발된 

지하자원은 지하구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중 쌍방의 배분비율을 결정

해 배당하는 것으로 제안함23)

□ 양측의 공동개발안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공동개발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단계이므로 어떠한 방식으로 공동개발구역을 합의하느냐

가 쟁점화 될 것임24)

◦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 대해 최근 대륙붕경계획정의 ‘중간선/특별한 상황 원

칙’이 선호되고 있는 국제판례 경향을 근거로 해양경계의 ‘중간선 원칙’을 

수용하게 하려는 의도가 의심되고 있음25)

◦ 이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202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

발협정’의 만료와 함께 동중국해에 대한 공동개발정책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음

23) 新華網(中國), 2004년 6월 7일자

24) 每日新聞(日本), 2006년 3월 7일자

25) 産経新聞(日本), 2005년 10월 1일자 ; 王翰靈. 日本提議在東海中間線兩側進行共同開發與我國的對策, 
中國政法大學國際法學院主辦, 海洋權益的保護與海洋法的發展硏討會資料匯編, 2005. p.29; 양희철 외, 
“동중국해 중․일 유전 개발 분쟁을 통해 본 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입장 연구”, 2006,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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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 ․일 공동개발구역

  주 : 제7광구 절반 정도가 한․중․일 3국의 대륙붕 개발 수역으로 중첩됨

자료 : 김찬규, “중국과 일본의 대륙붕 분쟁요인과 법적 평가”, 2005, KMI세미나 자료

동중국해 자원개발과 한국의 난제

□ 일․중간 급하게 치닫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 개발 현안에 대해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격적인 개입 정책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

이 높음

◦ 일본은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해 자연연장설을 주장하면서 오키나와 해구까

지 관할권을 주장하는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로 중간선 반분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 중국은 석유가스 유전 하나가 아쉬운 상황에서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동

일한 자연연장설을 공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일본의 항의를 무릎쓰고 

실질적인 자원개발 행위를 하고 있음



동중국해 한 ·중 ·일 자원개발 경쟁18

□ 국내적으로 우리나라의 관계법령인 ‘배타적경제수역법’은 EEZ만을 언급하고 대

륙붕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1970년 1월 제정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7개의 광구가 설치되었으나 

자원개발을 위한 해양조사 활동 보장 등이 부족한 상황임

◦ 그러나 중국의 동중국해 자원정책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해저자원 문제

에 해군력을 개입시키고 있다는 점으로 향후 우리나라 자원개발 활동에 어

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26)

일본의 대륙붕 선점 노력 간과하지 말아야 

□ 일본은 대륙붕 경계를 확정짓기 위하여 2009년 최종시한까지 상세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대륙붕 경계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 1983년 10월부터 일본 해상보안청의 측량선 ‘다쿠요호(拓洋號)’를 투입해 주

변 해역 대륙붕을 샅샅이 조사하였음

◦ 2003년 12월부터 일본 내각관방 ‘대륙붕 조사대책실’은 대륙붕 조사에 관련

한 정부 정책을 총괄관리토록 하여 외무성, 해상보안청, 문부과학성, 경제산

업성 등 관계성청과 제휴토록 되어 있음 

◦ 일본은 대륙붕 경계의 연장을 위해 2008년 6월까지 해역조사를 완료하여 올

해 12월에는 대륙붕한계정보를 정리하기로 기한을 정하였음27)

□ 이렇게 일본이 해양영토 확장에 노력하는 것은 국토면적 38만 km2로 세계 60위 

안팎의 국토면적을 447만 km2의 세계 6위의 해양영토 확보국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그림 9> 참고)28) 

26) 2004년 춘샤오 가스전 개발시 자국 군함을 보내 개발활동을 보호하거나, 1973년 3월처럼 우리나라 

제2광구 개발시 군함으로 무력시위를 하는 등 위협적인 긴장관계를 형성한 바 있음 

27) 일본 내부관방, “대륙붕 획정을 위한 기본방침”, www.cas.go.jp/jp/seisaku/tairikdana/kettei.html
28) 일본이 이러한 ‘해양 입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 기본법을 만들고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신설해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해양상(국토교통상 겸임)이 부본부장을 맡아 해양정책을 통합 관리

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 2008년도 종합해양정책본부의 예산으로 1조 3,381억 엔을 배정, 특히 

대륙붕 한계 획정을 위한 조사에 25억 7,400만 엔을 배정하였음.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 
http://www.kantei.go.jp/jp/singi/kaiyou/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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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한 ․중 ․일 동중국해 개발광구 수역도

  주 : 유망지역은 대륙붕 확대를 위한 자료제출을 통해 확대가능한 수역을 의미함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www.mlit.go.jp/kisha/kisha02/01/010510_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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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제출할 자료의 작성, 위원회에서의 심사에 대한 대응
(외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조 사

분 석

제출정보안작성

GIS작성, 번역
제출정보

확정

2009년 1월

조 사
권
고

유
엔
제
출

법령에 의한
대륙붕 설정

2009년 5월
제출기한

국제정보수집 · 분석

대륙붕 조사평가 · 전문가 자문회의

<표 3> 일본의 대륙붕 연장 정책

     자료 : 일본 내각관방종합해양정책본부사무국, “海洋基本計劃における主な海洋施策", www.kantei.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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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응방안

자원개발정책과 해양경계획정을 분리시켜야 

□ 동중국해 일․중간 자원개발 경쟁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동중국해 

EEZ 및 대륙붕 획정을 통한 문제해결 접근방식은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하나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없음 

◦ 최근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동중국해 부존자원을 그

대로 지켜보고 있는 것은 크나큰 기회의 상실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동중국해에 대해서 주장해 온 자연연장설에 따라 중국

과 연합하여 일본의 중간선 원칙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는 동시

에 중국의 경계확장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도 개발해야 함

◦ 일본과의 제7광구 개발 계획을 건설적으로 이끌 수 있는 협력방안 마련과 

동시에 중국의 직접적 대화창구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을 적극 시도해야 함 

□ 그러나 자원개발 시급성과 실익을 고려할 때 경계획정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자원개발에 공동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바

람직 할 것임

자원공동개발합의를 위한 세부전략 수립 필요

□ 일본과 중국은 대륙붕 경계획정과 조어도(센카구열도) 문제로 동중국해에서 복

잡한 이해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바 이들 관계를 활용한 적극적인 자원공

동개발 개입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동중국해에 대한 양측의 관할권 문제,29) 이익배분 문제,30) 전략적 안보 문제31) 

29) 해양경계선획정문제와 조어도(센카구열도) 영유권 문제가 얽혀 있음

30) 유전개발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 배분문제는 양국 정부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동시에 유전 개발

기업과도 관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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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해 양측이 쉽게 합의하지 못하는 ‘공동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정

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쿠웨이트 전쟁이 동일광상의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합의부재에서 기인했다

는 점과 동티모르 해저자원의 공동이용합의 사례 등을 통해 문제인식과 해

결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3국간 회담제의 등 외교적 채널 가동

을 검토해야 함 

◦ 중․일/일․중 갈등문제에 관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입지 마련을 위해 ‘동중국해의 평화적 이용 및 개발 전략(안)’ 수립하여 공

동 협의할 필요가 있음 

2009년 대륙붕 경계획정 위원회 전략적 대응 

□ ‘대륙붕문서제출대책위원회’는 우선적으로 2009년 대륙붕경계위원회에 우리나라의 

동중국해 대륙붕 확장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여 200해리 외측 대륙붕에 대한 공식

적인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략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일부 국가들은 대륙붕경계제출시한에 대한 법적 구속력에 대해 대륙붕은 연

안국의 고유한(inherent) 권리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계획정 신청을 하

든 안하든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음

◦ 따라서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 문제를 UN에 제출하여 주변국과 갈등양상을 보

이게 될 경우 그 실익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대륙붕 경계확장 문서의 제출이 일․중의 독자적인 동중국해 유전자

원의 나눠먹기식 접근에 대해 우리나라가 공식적인 ‘이해당사국’임을 국제적

으로 인정받는 방안일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함

□ 동중국해 대륙붕 개발에 관해 우선적 공동개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륙붕경계획정에 관한 문서 제안 전략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과학적 

31) 동중국해는 동남아시아와 중동으로 이어지는 서태평양 항로로서 중국과 일본 양측에게 모두 중요

한 전략적 해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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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임

대륙붕개발 다루는 정책기구 설치 검토

□ 우리나라 대륙붕개발에 관한 전문정책기구를 설치하여 2009년 대륙붕경계위원회

에 대한 대응 외 모든 대륙붕 정책을 체계화하여 해양자원개발 및 이용을 극대

화할 필요가 있음 

◦ 2007년 11월 외교통상부에 설치된 ‘대륙붕문서제출대책위원회’ 및 민간자문

단은 그 성격상 2009년 대륙붕경계확장에 관한 문서제출의무의 대응과 주변

국의 이의제기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그러나 대륙붕 정책기구는 문서제출 외에 산업적 이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입안을 통해 동중국해의 ‘공동개발’과 한반도 주변 및 진출 가능한 해외 

대륙붕 개척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검토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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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본의 대륙붕 획정을 위한 기본방침

대륙붕 획정(劃定)을 위한 기본방침

2004년 8월 6일

대륙붕조사․해양자원 등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

2007년 6월 13일 일부개정

대륙붕 획정(劃定)에 관하여 2003년8월에 책정한「대륙붕 획정을 위한 기본적 고

찰 을 기초로 2007년도부터 중앙관청 제휴 하에 정부전체에서 대륙붕조사를 실시하

고 있다. 2009년 5월 제출기한까지 대륙붕 한계에 관한 정보를 대륙붕 한계에 관

한 위원회 (이하 위원회 )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후의 조직 방침, 스케줄 등 대륙

붕 획정을 위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1. 대륙붕 한계연장 의의

1982년에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일본은 1996년 비준에서는 연안국 200해리까지

의 해저 등을 대륙붕으로 하는 동시에 해저지형․지질이 일정조건을 만족한 경우, 
연안국은 200해리를 초과한 일정의 해저 등에 관하여 대륙붕 외측의 한계를 연장이 

가능하다.

대륙붕의 한계를 연장 할 때에 위원회에 대륙붕의 지형․지질에 관한 데이터 등 

대륙붕 한계에 관한 정보(이하 대륙붕 한계정보 )를 제출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친 

권고를 기반으로 설정된 대륙붕 한계는 최종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일본의 경우 

2009년 5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본의 대륙붕 한계연장이 인정되면 대륙붕 탐사 및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주권

적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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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륙붕조사 최근동향

대륙붕조사는 1983년부터 해상보안청이 수로측량의 일환으로 실시, 그 결과, 일

본 국토면적의 약 1.7배 해역이 일본 대륙붕으로 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 대륙붕 한계(限界)정보 심사 지침으로 1999년 6월 위원회 과학적․기술적

가이드라인 제정

일본에서는 이후의 대륙붕 조사를 착실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본의 

해양과학 및 국제법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대륙붕조사평가․조언회의 를 2003년 

6월에 설치, 이후의 대륙붕 조사 내용에 관한 조언을 구함.

2003년 12월 내각관방(우리나라 총무처), 대륙붕 조사에 관계하는 정부의 시책을 

통일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조정을 실시, 대륙붕 조사 대책실 설치.

2004년부터 대륙붕 조사평가․조언회의 의 조언을 바탕으로 중앙관청 제휴 아

래 정부 전체에서 제1단계 조사 개시, 조사 내용, 효율적 조사체제, 비용감축 대책 

등을 검토하여 2004년 6월15일 대륙붕조사평가․조언회의 조언을 얻음

2007년 5월24일 최신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사에 관하여 대륙붕조사평가․

조언회의 의 조언을 구함

3. 대륙붕 획정을 위한 방침

내각관방 대륙붕 조사대책실 종합조정 하에서 유엔해양법을 기본으로 200해리 

초과가 인정되는 대륙붕 획정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관계성청과 제휴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추진

1) 해역 조사 실시 등

2005년도 이후 제2단계 조사는 대륙붕 조사평가․조언회의 의 조언,
2004년 제1단계 검토결과 및 유엔 등에서의 정보 수집 결과를 근거로 한 조사 

계획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업무분담 실시

(1) 해상보안청은 정밀 해저 지형조사와 지각구조 탐사를 실시

(2) 문부과학성은 지각구조 탐사를 실시



현안분석 25

(3) 경제산업성은 기반암 채취 실시

(4) 그 외의 성청은 정보 제공이나 선박 등의 시설사용 등 가능한 노력을 한다.

실제조사에서 지금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해저지형 등 기존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는 당해 데이터를 보유하는 해상 보안청과 제

휴하여 조사, 실무자 회의 등에서 정보 공유, 조사 스케줄 등의 조정 등을 실시

대륙붕 한계 정보의 작성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성과를 

일괄적으로 수집, 정리, 보관 및 제공하는 체제 구축

2) 대륙붕 한계 정보의 작성 및 정리

내각관방 대륙붕조사대책실의 종합 정리 하에서 외무성, 문부과학성, 경제 산업

성 및 해상보안청이 제휴하여 2004년부터 신속하게 대륙붕 한계 정보의 작성을 개

시함과 동시에 해양과학 및 국제법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 대륙붕 한계정보의 정리

를 실시하는 체제 긴급 검토

3) 대륙붕 한계 정보 위원회 제출 및 국제연합 등에서 정보수집 등

대륙붕 한계 정보위원회로의 제출은 외무성이 시행하고, 유엔 등에서의 정보수집

은 외무성이 중심이 되고, 위원회는 심사기준 등에 관한 의견을 주시함과 동시에 

유엔 및 신청국 등 관련 정보 수집 강화 등을 통해 위원회의 심사가 일본에 있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

4. 이후의 스케줄

대륙붕 한계정보 제출을 위한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2005년　4월　제2단계 조사 개시

2007년　6월　대륙붕 한계에 관한 위원회 위원 선거

2008년  6월　해역조사종료

2008년 12월　대륙붕한계정보 정리 종료

2009년　1월　국내 수속 및 대륙붕 한계정보 위원회 제출

2009년　5월　위원회 제출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