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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말씀
오늘 세미나에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간을 내셔서 축사를
해 주신 의원님들과 발표와 토론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전문가
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세미나에 참석
해 주신 헌정회 회원님들과 내빈 여러분들의 참석에 대해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북 핵 정책 기조 4개항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둘째, 종전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지속하겠다.
셋째, 그러나 북한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는 추진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선제공격 가능성들을 언급하던 취임 직후의 자세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근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과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 진게
없는 듯합니다. 중국 역시, 자신들의 대북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핵 폐기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 북한의 고려 항공이
당분간 중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든지, 북한방문 관광비자를 안 내어
준다는 등 지엽적인 부분의 성의를 표시하는 선에 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
다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우리 자신 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날로 점증하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해 우리가 가진 선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
니까? 1991년 남북합의에 기초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파기로 무효화된
상황에서 우리만 비핵화를 충실히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해 재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기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핵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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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조약(NPT)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량살상무기 및 핵확산금지조약에 가
입되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국제적 저항과 제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NPT 체제에 존속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안인지도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한국의 독자
적인 핵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안보 위기가 점증하고 있
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정회가 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는 이제야 말로 우리의 핵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한 축이었던 우리 헌정회가 심각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바
람직한 조언을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한・미 대통령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
지를 강화 해드릴 필요도 있습니다.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유 용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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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영우입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정책위원회의 ‘한국의 핵 옵션’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유용태 회장님과 김의재
정책연구위원회 의장님 그리고 송영선 정책위부의장님께 시의적절한 토론회
개최에 경의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미행정부의 출범 이후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의 소용돌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동북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갈등은 우리의 외교안보환경을 더
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 와중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끊이지 않
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거의 매주 미사일을 발사하며 새 정
부의 안보정책 및 대북정책의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생각
합니다.

특히 북한은 2017년을 ‘핵개발 완성의 해’로 선언하고 핵질주를 하고 있
습니다. 오늘 많은 전문가들께서 지적하는 대로 북한의 핵개발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이 탄두에 소형화된 핵을 장착하고 지구 어디든
발사할 수 있게 된다면, 한반도의 안보지형에는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모든 옵션을 놓고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 보
호를 위해, 안전보장을 위해 옳은 방향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고
한 안보만이 국가를 강하게 만들고, 강한 국가만이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에서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와 참석한 의원님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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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가 북한 핵·미사일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고
검토해 보다 굳건한 안보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대안마련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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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제17주년을 맞이하였
지만, 여전히 한반도 상황은 짙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북한
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은 높아지고 있고, 고
도화되어 가는 북한의 핵 능력을 어떻게 제어할지 국제사회의 고민도 커져가
고 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상외교 채널을 빠르게 복구하고 특사 외교를 가
동하면서 이른바 ‘코리아 패싱’의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켰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평화는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평화적인 수단으로 갈등을 다
루는 능력이다”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새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대북 제재 강화가 반복되는 악순환
에 빠져있었습니다. 이제 그 고리를 끊고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낼 돌파구
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독자적 핵 무장을 포함한 한국의 핵 옵션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외교적 난국을 돌이켜봐야 합니
다. 한국의 핵 옵션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전체를 자칫 더 큰 외교적 격랑
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정 한반도 비핵화를 지향하는 길이 무엇인지
차근차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핵 문제의 근
본적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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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이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각계각층의 지혜가 필
요한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부디 새 정부와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갈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이 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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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성찬 의원입니다.

먼저 오랜 의정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헌정회에서 ‘한국의 핵옵션’ 을 주제로 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3발,
지대함, 지대공 각 1발 등 미사일 발사는 물론 무인기 침투, 6차 핵실험
시사 등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북한은 김정은 추대 5돌 중앙보고대회에서 핵·경제 병
진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핵ㆍ군사강국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겠다
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한반도에서의 군
사적 우위를 통한 체제 유지와 적화통일 전략을 변함없이 지속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한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데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5차례의 핵실험
을 통해 사실상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하는 우리로서 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택가능한 옵션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KAMD, 킬체인 조기 구축을 통해 우리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 능력이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
한미군의 사드배치에 대하여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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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 위협에 구멍이 뚫려있는 지금의 안보 우산을 시급히 고쳐 국민
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중국 전국시대 사마양저의 병서인 사마법에는 ‘천하수안 망전필위’라는
글이 나옵니다. 천하가 비록 평화롭고 평안하더라도 전쟁과 안보를 잊으
면 반드시 나라에 위태로운 순간이 온다는 말입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 안보와 경제 모두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을 머리에 이고는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경제발전, 복지국
가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적이 언제 오더라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튼
튼한 안보는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복지입니다. 튼튼한
안보를 갖추는 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호국보훈의 6월,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 그리고
국가유공자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부여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을 우리 장병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의 핵옵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김 성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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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
서 시의적절하게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는
『한국의 핵 옵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
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용태 헌정회장님과 김의재 헌정회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세미나 개최까지 큰 역할을
해주신 송영선 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발표자, 토론자분들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해 9월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6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면서 ‘한반도 4월 위기설’이 번지기도 했습니
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거나, 우리도 핵을 보유하여 공포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행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핵을 포기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핵과 이를 운반할 미사일 개발을 통해 힘의 균형을 맞춘
가운데 미국 등 강대국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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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그것만이 김정은 정권 체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이
유로 핵보유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1993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NPT 탈퇴를 선언했고,
2013년에는 한반도 비핵화 포기 및 무효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우리의 생존권과 생명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비핵화가 어렵다면 미국 전술핵이 되었건 자체
핵개발이 되었건 우리도 핵을 보유하여 공포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심
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한
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의 핵옵션 정책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김 중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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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 좌

장 : 박용옥 박사 (전 국방부 차관)

◇ 약

력

- 하와이 대학교 정치학 박사
- 육군 중장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 국방부 차관
- 이북 5도청 평안남도 지사
- 한반도 비핵과 남북 공동선언 협상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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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한민국 자위적 핵무장, 2년밖에 남지 않았다

◇ 발표자 : 서균렬 교수(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 박사)

◇ 약

력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교수
- 태평양 원자력협회회장
- 미국 원자력회 임원
- 국제원자력 한림원회원

12

대한민국 자위적 핵무장,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서균렬 교수(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 박사)
미국이 서울 살리려고 뉴욕을 저버린다?
올해만 9번째 미사일을 쏘았다. 북한은 북극성2, 화성12 등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하고 있다. 핵무기와 미사일은 북한정권 생존의
문제이기에 어찌됐든 개발을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압박해도 핵과
미사일은 포기 못한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려는 포석(布石)이다.
북한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갈 수 있는 미국 서부에서 대비 태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헤이든 전 중앙정보국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북한핵이나 탄도탄이 시애틀까지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는 그 때가 2019년일 수도 있다.
지난 달 일본 자민당이 북핵 공격에 대비해 지하철역에 식량을 비축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아베 수상은 때마다 국가안보회의를 직접
주재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가안보회의에 대통령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주요 7개국 정상도 선언문을 통해 북한핵과 미사일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규정했다. 며칠 전 유럽은 미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기댈 수 없으며,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만 한다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앞으로
넓게는 동북아, 좁게는 한반도에 드리우게 될 먹구름의 전조이다.
스위스는 핵이 터지면 국민이 모두 방공호에 들어가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스웨덴은

80%,

핀란드는

70%를

대피시킬

수

있고,

이스라엘은 세 명 중 둘이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어떤가.
이제 남은 시간은 2년 남짓, 프랑스가 60년 전 했던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할
때가 되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둘을 비우고, 둘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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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이나

미국

전술핵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핵무기와

방공호를

만들어야할 때다. 당장 못 만들지라도, 적어도 이야기는 해보자. 공론(空論)
아닌 공론(公論)을.

2020(二空二工)
핵탄두: 플루토늄 + 리튬 + 폴로늄 + 베릴륨 (재료비 500억 + 시설비 2000억 + 개발비 1500억 원)
설계도: 고폭렌즈 + 격발장치 + 점화장치 (재료비 100억 + 시설비 1000억 + 개발비 900억 원)
운반체: 고체연료 + 유도장치+ 재진입재 (재료비 500억 + 시설비 1000억 + 개발비 1500억 원)
핵무장: 핵탄두 ‘무궁(無窮)’ + 운반체 ‘무진(無盡)’ 10 발 (1000억 원)
|----핵개발 6개월--------|------------------핵무장+방공호 16개월---------------|

고구려의 교훈
5천년 민족사를 돌아 보건데,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것은 작은 나라들이 힘을
모아 중국에 맞서 싸우고 조선 유민을 보호하고자 함이었다. 천년을 지켰지만
연개소문이

늙어

자식들이

문관

외교파의

술수에

휘둘리다가

고구려가

스러졌다. 결국 집안싸움에 나라가 무너진 것이다.
민족사의 변곡점마다 백성을 뭉개버린 침략과 전쟁, 지배와 핍박, 그 질곡에서
헤어나기도 전에 한반도는 두 동강 났다. 다시금 하나 되어 땅과 하늘과
바다를 다스리며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우리도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더 이상 발전시키지는 않고 있으며, 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철회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핵능력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1975년 6월 12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회견 중 한 말이다.
박 대통령이 떠난 지 38년, 미 전술핵이 떠난 지도 26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시계 바늘은 그때 그 자리에 멈춰 서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코앞에 두고, 대륙간탄도탄이 2년이면 미국 본토에 닿을 수도 있으니 그 안에
대한민국은 정당방위용 핵무기를 가져야한다. 핵은 요격이 아니라 억지해야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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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김정일 못지않게 예측불허인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
못지않게 변화무쌍한 국제 정치권에 목숨을 저당 잡히고, 미래를 볼모 잡히고
있다. 미국의 고고도지역방어, 즉 사드는 운용방식을 보나 작전반경을 보나
구멍 뚫린 노리개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는 물론, 강릉, 목포, 서울, 인천은
당초부터 빠져있고, 한국의 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 또한 상당부분
공상과학처럼 들린다.

한국형 자위적 핵무장론
그럼에도

자위적

핵무장론은

행정부의

부정(否定)은

물론,

주도층에서도

여전히 소수의견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상아탑이나 연구계에선 기단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 핵탄두와 운반체 고도화, 미중러 군사대립 첨예화, 일본의
핵무장 근접화 등 동북아 바둑판은 초읽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서울 지키려고 뉴욕을 저버릴까? 아니면 일본이 서울 살리려고 도쿄를
불사를까?

미국이

가진

수천

발

핵탄두보다,

일본이

가진

수십

톤

플루토늄보다 우리가 가진 몇 십발의 핵폭탄이 훨씬 더 쓸모 있지 않은가.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있는 나라와 싸우게 되면 죽든지 꿇든지 둘 중의 하나.
여기까지 오도록 내버려둔 우리 모두 발목의 차꼬를 어떻게 풀고 나올 것이냐.
북핵은 이미 귀환 한계점을 지났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현실인식으로부터
재출발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시위든, 경제적 제재든, 외교적 유화(宥和)든,
전략적 인내든 우리는 종국엔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주변
둘러보면 러시아, 중국은 물론 일본마저도 사실상 준 핵보유국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 만에 핵무장할 수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 핵무장을 막을 이유도 없다. 오히려 내심 반겨할 수도 있다. 가득
쌓인 플루토늄 50 톤의 용처와 명분을 찾게 될 것이니 말이다.
1945년

8월

킬로미터짜리

12일

이른

불덩이와

아침

함께

흥남

앞

새벽하늘엔

바다에선
버섯구름이

핵실험이

있었다.

피어올랐다.

1

일본이

구소련에 앞서 세계에서 두 번째 핵보유국이 될 뻔 했지만 전세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일본에서 포츠담 선언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어전회의가 열린
긴박한 날, 당시 일본 군부는 수락 반대를 천황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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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 당시 참전국들은 경쟁적으로 핵폭탄 개발에 뛰어들었고, 일본도
예외는
42년에는

아니었다.
해군

1941년에는
주도로

육군

주도로

교토대에서

도쿄대

핵폭탄

이화학연구소에서,

개발에

나선

것이다.

흥남질소비료공장이 바로 그 곳이다. 일본 핵개발은 독일과의 유대가 큰 힘이
되었다.
일본과 동맹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던 나치는 핵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물질을 지원해주었다.
우라늄을 싣고

실제 U-234

일본으로 향하고

잠수함은 독일이

있었다. 이러한

패망하는 순간에도

일본이 미국의 비위를

맞춰가며 와신상담 플루토늄을 티끌 모아 태산 만든 건 이해하고도 남을
일이다.

북한 핵기술
북핵은 미국의 1945년, 구소련의 1949년, 프랑스의 1960년대에 머물고 있다.
20006~2016년 사이 5차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폭발력은 파키스탄의 4분의
1도 안 된다. 세계적으로 핵무기 개발 잠재력이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대만을 필두로 40개에 이른다. 다만 핵개발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거라고 예단하기 때문에 국제사회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동북아에서도 못살고, 뒤지는 반면 한국, 일본, 대만의 기술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뛰어나며 경제기반도 탄탄하다. 한국은 1970년대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포기했다. 이렇게 보면 한국, 일본, 대만 모두
북한을 능가하는 핵무기를 1년 안에 만들 수 있다.
일본 일각에서는 북핵의 위협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핵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일본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일핵 위협의 명분으로 한국도
핵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대만도 핵보유국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일 수도 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주변국이 어떻게 나올지 고민하고 논쟁하기는
이르다. 물론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핵무장이 외형적으론 달갑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극구 막을 수
있을까? 그들은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방치하거나 지원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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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핵무장 반대론자
흔히들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반대하므로 한국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한다. 핵무기를 폭력집단에 팔아넘기거나, 미국과 적이 되지 않는 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국을 미국이 짓밟아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믿을 수 있는 우방의 핵무장은 대부분 눈감아 주었다. 영국은 오히려
도와주었고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도 그렇게 막지는 않았다.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전면철수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떠나갈 테면 가라는 식으로 큰소리쳤다.
미국은 자체 핵개발을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며 결국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이 자국
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고, 한국의 우려 현안을 이해하고 안보 현황에
동조했던 것이다.
이러한 주변 환경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명백하고 실존하는 핵위협
앞에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자기방어 최종수단 중의 하나를 미국도 이해하리라
본다. 다만, 미국이 좌시할 수 없을 것은 핵무장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편을
드는 각본인데, 이는 1950년 6월 25일 이후 민족정서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적군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지만 한민족은 우방국을 저버린
적이 없다.
북한이 핵무기 체제를 완비하는 그날, 한국의 안보와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가 될 것임은 명약관화(明若觀火). 이에 맞설 수 있는
최종병기가 핵무기라는 사실은 70년 넘게 전문가들이 내린 최종결론이다.
한국은 이제 현실로 찾아 온 생존의 방정식을 핵무장이라는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 핵무기는 쓰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것이다.

차선 아닌 최선으로서 핵무장
2년 전 미국 과학자협회 회장은 수도 워싱턴에서 전문가, 정부관료, 의회
관계자 등을 모아놓고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배치하고 획득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비공개 회람했다. 한국은 핵비확산 지지 국가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제공받고 있지만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면 핵무장에
나설 수 있고, 만약 한국이 결심한다면 5년 내에 수십 발의 핵폭탄을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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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5년 이내에 수십 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오히려
한국의 핵능력을 한참 과소평가한 것이다. 핵폭탄은 노벨상 수상자가 만드는
최고급 무기가 아니다. 70년 넘은 기술로서 구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도
이미 50년 전에 핵무장을 마쳤다. 인도가 하니 파키스탄이 허허벌판에서 했고,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론 핵실험 한번 하지 않고 사실상 핵보유국 반열에
올라있다.
한국보다 과학기술이나 산업기반이 한참 뒤쳐지는 북한도 핵무기 체계 완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9.11 직후 미국은 MIT 대학원생 납치를 걱정했다.
핵무기는 이제 대학생도 만들 수 있으며 설계도면이 인터넷에 떠다니고,
관련영상이 유튜브에 넘쳐난다.
핵무장은 비싸지 않다. 1969년 국제연합은 히로시마 급 핵폭탄 10발을 10년에
걸쳐 만들려면 총 1억8천8백만 달러가 들 것이라고 산정했다. 지금 우리
돈으로 바꾸면 1조원에도 훨씬 못 미치고, 당시 웬만한 나라 국방비의 3%밖에
안됐다. 핵폭탄 10발을 100발로 늘리려면 10발까지 들어간 돈의 3 배 정도면
된다.
북한은 1950년대 이미 소형 원자로를 필두로 원심분리기 등 핵개발에 필요한
설비를 차츰 들여오면서 핵무장을 위한 여정에 올랐다. 이승만 대통령도
1955년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기점으로

120명

유학생을

미국에

보내며

핵개발을 꿈꿨다. 겉으로는 상용 원자력발전소를 짓기 위함이었지만. 1959년
원자력원이 생기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2년 실험용 원자로가 들어서게
된다.
1979년 2월 당시 핵개발 책임자들이 비밀회동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핵개발이 88% 진척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10월 26일 갑작스런 대통령
서거로 종말을 맞게 되고 정통성이 없어 미국의 승인이 절실했던 신군부의
무조건적 비핵화 선언과 함께 핵인력과 결과물은 뿔뿔이 흩어졌다.
이후 1982년 플루토늄을 0.7 그램 재처리하고, 2000년 레이저로 우라늄을 0.2
그램 농축하면서 한국은 다시 한 번 홍역을 치르게 된다. 레이저 분리법은
성능이 뛰어나 고농축 우라늄을 좁은 곳에서도

뽑아낼 수 있다. 통상

플루토늄은 93%, 우라늄은 90% 순도면 무기급. 하지만 한국의 핵물질 추출은
실험실 규모로 추가 실험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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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에 들어서서는 한국의 진보정부가 북한과 적대적 공생방식의
남북 동시 핵무장을 추진하려한다는 의심도 한때 받았다. 그 후로도 줄곧
독자적 핵무장을 꿈꾸는 몇몇 과학자, 정치인의 은밀한 움직임이 여기저기
간간히

포착되긴

했으나,

국제원자력기구가

한국의

얼굴에

새겨놨던

주홍글씨를 지우는 것으로 그러한 바람은 마침내 사그라졌다. 무궁화는 피기도
전에 시들어버린 것이다.

한국은 핵무장할 수 없는가?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상당 수준의 국제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일중러는

표면적으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따라서 핵무장을 몰아붙이는 추진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나마
대부분 미국을 의식한 외교적 수사학(修辭學)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핵무장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비교적 높다고 본다.
일부는 자위권을 내세우며 나라 사랑에 애태우기도 한다. 정녕 핵무장 시도는
음모론이 아닌 엄연한 역사서의 한 쪽이며 입에서 입술로 건네지다 이제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려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핵우산은 간접적 핵무장이기도 하지만 불확실성은 커
보인다. 게다가 미국은 지난 오바마 행정부가 선제사용을 자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찢어진 핵우산‘은 아닐까 걱정이다. 핵우산이란 본시 피동적이며
의존적인데다 전개해본 적도 없어 유사시 북핵 소나기를 받쳐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어쨌든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청와대, 국방부, 원자력연구원, 원자력발전소,
국방과학연구소, 삼성, LG, SK, 대우, 한화, 대학 등 산학연군관이 각자 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걸릴 것이고, 최소 5천억에서 최대 1조원이 들 것이다.
핵무기를 가지려면 핵물질, 설계도, 운반체를 갖추어야 한다. 월성 4 기의
중수로가 핵물질을 생산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저장된
사용후연료를 재처리하면 25 톤이 넘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중급기술로
1 발당 5 킬로그램을 쓴다면 5천 발을 만들고, 고급기술로 1발당 2.5
킬로그램을 쓴다면 1만 발의 핵폭탄을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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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 핵탄두 1만5천 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으로 미중러일이 한국의 핵무장을 두려워할만 하다. 여기에 현재
운영 중인 21기 경수로를 포함하면 족히 2만 발이니 우라늄 농축 없이
플루토늄 재처리만으로 세계 핵무기 최강국이 될 수도 있다.
증강폭탄이나 수소폭탄에 들어가는 중수소나 삼중수소도 이미 갖고 있다.
수소폭탄에 필요한 리튬 6은 자연에서 나오는데 한국은 볼리비아로부터
축전지를 만들기 위한 천연 리튬을 수입하기로 이미 계약한 바 있다. 한국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 등으로 볼 때 핵폭탄 설계에 필요한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를 만드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국내 핵무기 기술 수준
한국은 이미 고리, 월성 등에 25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이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로 흔들린 러시아와 일본을 제치고 3대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핵무기를 가진 영국과 중국보다 앞서고, 프랑스
못지않은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따르더라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 핵연료 수급에 문제가 없고, 수력, 풍력, 태양광,
액화천연가스, 청정석탄 등으로 어렵지 않게 버틸 수 있다.
충북에는 비상시에 대비한 우라늄광이 마련되어 있으며, 제련과 정련에 필요한
설비만 갖추면 된다. 또한 대전, 금산, 옥천 등에 우라늄이 묻혀있다. 미국과의
사거리 지침에 묶여 있다지만 실전배치만 못할 뿐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할
수 있다.
물샐 틈 없는 군대조직을 만들어 총사령탑을 세우고 국방, 기계, 전기, 전자,
화공, 토목, 생물, 화학, 물리 등 폭넓은 분야의 고급 인재를 전국적으로
모아놓고

단기간

훈련시킨

다음

올림픽에

빛나는

기능

인력과

함께

엮어준다면 북핵보다 훨씬 막강한 남핵을 최단시간 내 소형화할 수 있다.
이젠 사실 케케묵은 설계도면도 필요 없다. 대한민국 고유의 초전산 핵탄두를
정보기술 강국답게 증강현실에서 실현하고 실험하고 개량한 다음 초정밀
제작도면을 홀로그램으로 형상화해 3차원 인쇄기로 찍어낸 다음, 파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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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방사선 시험을 거쳐 부품 별로 잘라 전산수치
정밀가공에 들어가면 된다.
하지만

수백

명

고급두뇌를

밀폐된

공간과

격리된

환경에서

사생결단

무기개발에 전력투구하게 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던 육군 장성과 대학 교수가 75년 전 맨해튼에서 만나
20세기 최대의 기적을 일으켰다. 1942년 9월 그로브즈 장군은 오펜하이머
교수와 함께 미국의 여러 대학, 군대, 연구소, 산업체 등을 총동원해서 이
거대한 계획을 3년간 실행했다.

무궁화 필 무렵
대한민국의

핵폭탄

개발계획

‘2020’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와

국가

최고통수권자의 결단으로 2018년 1월 1일 서설(瑞雪)과 함께 출범해 2018년
6월 30일 전략화를 성공리에 마치고, 2018년 7월 7일 전술화에 돌입한다.
‘2020’은 국내 11군데 모처에서 크게 4단계를 거치게 된다. 1단계 원료물질
제조와 고폭장치 개발, 2단계 원자폭탄-증강폭탄-수소폭탄 제작, 3단계 수 백
차례 초전산 모사실험과 3번의 지하 핵실험, 마지막 4단계 소형화와 다종화.
도면에서 탄두까지 국민과 함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1단계에선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 핵원료를 확보하고, 기폭장치와 고폭장약을
개발한다. 1단계 책임자 ‘ㄱ’ 박사는 휘하에 5개 비밀시설과 설비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첫 번째

시설은 경주

모처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데

방사능도 방사능이지만 독극물이라 작업자들이 취급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프랑스 모 회사 기밀해제 자료로부터 출발해 국내 굴지 화공 기술자들이
구수회의(鳩首會議) 끝에 한국형 초고속 재처리 시설을 3개월 만에 건설했다.
여기엔 세계 최강 정보기술과 원격조종이 응용되어 지구 최초 무인 재처리
공장이 울산 모처에 자리하게 되었다. 세 번째 우라늄 농축공장은 대전
모처에서 국내 유수 기술자들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기술 상용화에 성공해
원심분리기 대비 500분의 1 전력으로 30일 내에 농축도 95%의 우라늄을 15
kg 생산하는데 성공한다. 재래식 우라늄 폭탄 1발 제작 분량이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공장은 창원 모처에서 나란히 기폭장치를 제작하고, 고폭렌즈를
개선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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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선 ‘ㄴ’ 박사의 지휘 하에 1단계에서 확보된 원료물질과 기폭장치를
조립하고 고폭장약을 배치하게 되었다. 여기엔 2개의 기밀시설이 여주 모처에
나란히 자리하고 수백 명의 정예 정밀기계 기술자들이 원구형 내폭발 격발
광학렌즈 설계, 수백 명의 최정예 핵공학자들이 민감한 중성자 발생과 투입,
중수소-삼중수소 발생과 주입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단계에선 ‘ㄷ' 소장 주도 하에 정밀 암반조사에 합격한 ‘ㄹ’ 산자락 4군데에
고폭실험 지하갱도 굴착을 시작하고, 국내 최고 기술자들이 수백 명 모여 첨단
계측제어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있다. 핵무기 성능이

초전산모사와 지하핵실험으로 재확인된다. 성능개량을 위한 자료확보와 함께,
2018년

8월

8일

‘ㅁ'

대통령은

국내외에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한다.
마지막 단계는 ‘ㅂ’ 중장 주재 하에 소형화, 경량화, 규격화, 다종화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운반체계 탑재, 핵무기 지휘통제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완성된다. 2018년 11월 11일 무게 555 kg, 지름 55 cm의 핵탄두와 운반체가
실전 배치된다. 다음 목표는 2019년 3월 3일 무게 333 kg, 지름 33 cm 소형
핵탄두.
‘ㅅ’ 교수, ‘o’ 수석, 'ㅈ' 장군 지휘 하에 총예산 1조 원, 연인원 999 명,
대장정 666일 만에 무궁화가 활짝 피고, 2020년의 한반도는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대한국민

만세!

대한민국

만세!

뒤이어

일본과

대만이

핵무장에 나서고, 미국과 중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군이 물러가며
동북아에 핵균형이 잡히고, 총성 없는 전쟁이 끝났다. 신(神)은 용자(勇者)의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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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북한 핵 대응책 선택(Op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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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요약 및 결론

I. 문제 제기
북한은 총 5번의 핵탄두 실험과 수많은 발사체 실험2)을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어있
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는 실패하고 북한은 국제적 인정여하에 관계없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어있다. 2015년 초부터 북한 핵개발에 대한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많은 주장들이 계
속 이어졌다.3) 북한사회가 워낙 폐쇄적이고 그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일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 북한의 핵무기 완성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
기는 어렵지만4) 그러나 한 가지 결론은 “북한은 거의 핵보유국이 되어있고, 지금까지 한국 및
1) 본 발표문의 일부는 본 필자의 졸저 『우리도 핵을 갖자: 핵 없는 대한민국, 북한의 인질 된다! 』
(2016, 기파랑) 중 일부를 수정·보완 한 내용임.
2) 북한은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2017. 5. 29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까지 포함 총 41번의 단, 중, 장거
리 발사체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2016. 2. 7 대포동-2 (ICBM, 13,000km사정거리)까지 성공시켰음.
3) 여러 주장들 중에는 “북한은 2020년까지 KN-08 20〜30발, 핵무기 100여발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
다” (2015. 4. 9. 미국 Aerospace Cooperation에 근무하는 군사전문가 John Schilling)과 Henry
Kan, ‘38 North’에 “The Future of North Korean Nuclear Delivery Systems” 제하기고); “북
한, 2020까지 핵무기 최대 100개 보유.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ICBM 20〜30기 보유가능.
미국의 북한 핵 억지전략은 실패” (2015. 2. 25, 북한전문 미국사이트 ‘38노스’ Joel Wit 교수 발표);
“핵 경쟁이 냉전시대와는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북한은 핵 무장 국(a
nuclear-armed country)이고 이란은 핵무기 능력을 획득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 (2015. 6. 2, 미
국상원이 심의한 국방수권법 중 ‘세계 핵 환경에 대한 평가’조항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이제 재앙적 단계에 도달했다. 서울과 도쿄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위협은 이제 현실이며 미국에 대한
위협도 이제 시간문제다. 북한에 대해 행동하지 않으면 재앙적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2017. 4.
28 미국의 Tillerson 국무장관, UN안보리 15개국에 요구사항 중 한 주장” 등임.
4)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관련 아는 바가 많지 않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세계적인 이스
라엘 정보기관들도 북한 핵개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북한 핵 프로그램관련 많은
토론들은 대부분이 추정(guesses)이나 추측(estimates)에 기반을 두고 있다...”(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Welcome to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101” September 26, 2015
참조)

한국의 북한 핵 대응책 선택(Option) 24

주변국들의 북한비핵화 노력들은 그 실효성이 극히 미흡했다”는 점이다.
북한 비핵화 실패는 대한민국이 생존차원에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케 되었다. 북한
이 핵보유국이 됨에는 대한민국이 책임져야할 상당부분 있다. 첫째, 대한민국 위정자들과 국
민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그
동안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대북정책의 주안점을 남북한 간의 대화‧교류협력 등에만 맞추면서
북한의 비핵화 이슈에 집중하지를 않았다. 북한은 3대 유훈 사업으로서 “하늘이 무너져도 핵
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생결단의 자세로서 핵무기를 개발하여오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은 남한은 각양각색의 정부들이 등장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성도 없었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생결단하는 노력도 없었다. 이러한 남한의 대북정책은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핵보유국이 되도록 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북한 핵 보유에 대한 인식부족 혹은 무관심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
민들은 북한 핵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거나 관심은 있을지라도 왜곡된 인식을 보유하고 있
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핵무기를 실험하고 혹은 미사일을 실험하면 실험하는 그 당일과 그
후 며칠 동안 그 심각성이 매스컴 등을 통해서 거론되다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빠르게 망각되
어 버린다. 그리고 다시 북한의 도발이 나타나면 다시 관심을 갖다가 그 관심은 다시 사라져
버린다. 마치 불을 집히면 팔팔 끓으면서 열이 높아지다가 불이 꺼지면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속성의 인식을 하고 있다. 국가안보에서 있어서는 안 될 국민의식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 오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경고
를 하면 일부 국민들은 그 심각성을 그대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
러나 상당수 국민들은 “북한 핵은 우리 동족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핵문제는 미국
과 북한 간의 문제다”,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핵개발이 요원하다”, “북한이 핵을
개발함은 그 책임이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케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에게 있다”는 등의 왜곡
된 인식과 주장을 한다. 우리의 존망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정부나 국민들이 그 심각함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함은 물론, 제대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대
응책을 마련함을 오히려 방해하려고하는 일부 국민들의 의식구조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다. 이러한 국민들 의식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됨을 허용케 했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 독자적인 확고한 대응책이 없었
다는 점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 대한민국이 생존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야, 보수
와 진보가 함께 대응책 마련에 골몰했어야만 하는 주제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에서 김정은까지
3대가 한결같게 핵무기 보유라는 지상지고의 국정과제를 그들의 유훈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북한의 핵 보유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확고하고, 가장 정확한 독자적
인 대응책을 보유하고, 그 대응책을 기반으로 대북정책과 국제공조정책을 모색했어야만 했었
다. 북한정권이 3대에 걸쳐 사생결단하고 일관성을 갖고 핵무기 개발에 올인 하는 것 이상의
신념과 실천력을 갖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천했어야만 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역대정부는
사생결단하는 독자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설사 그 때

그 때 대응책들을 마련한다

고 했더라도 “국제공조,” “유엔제재,” “한미공조,”, “한중공조”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극
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노력들을 경주했었다. 예를 들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두고 미국이
소극적이 되면 자동 소극적이 되고, 미국이 흥분하면 따라서 흥분하고 하는 범주 속에 있으면
서 사실상의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시간을 소모하였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공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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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제공조는 많은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주제는 국제공조차원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과 중국에게는 그들의 국가이익차원에서 최우선 핵심적인 사
항이 아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그들의 다른 국가이익들을 훼손당하면서
까지 결사적으로 추구하는 주제가 아니다.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들 각각의 상대적인 국가이익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다. 이러한 사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효성을 상실케 해 온 요인이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안보차원에서 각각 특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중국이 당면해 있는 전체 안보역학 관계 차원에서, 미국은 미국이
당면해 있는 전체 안보역학 관계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룬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
이 안보차원에서 갈등을 보유하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는 그 실효성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국제공조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함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비일관성 문제다. 북한은
3대에 걸쳐 “핵보유국”이라는 지상지고의 명제를 두고 온갖 사술과 강박을 동원하여 일관성
있게 추구하는데 비해 국제공조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들은 그러한 일관성을 보유하기가 어려
운 것이 사실이다. 국제공조에 참여하는 각국들은 정권교체로 인한 비일관성, 혹은 세계정세
변화에 의한 비일관성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국제공조의 내용의 차별
성과 비일관성을 한국정부가 조종하고 일관성을 갖도록 적극적인 공조 노력들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국제적인 공조를 이끌기는커녕 끌려 다니는 행태를 벗
어나지 못하였다.
한국정부의 사생결단하는 북한비핵화에 대한 신념 결여와 실효성 있는 비핵화 실천계획과
실행의 미흡으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어있다. 적대국 간에 한쪽은 핵보유국이 되고
다른 한 쪽은 비핵국인 경우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핵국가는 핵보유국의 인질이 된다.5)
본 글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국화에 대해 대한민국생존차원에서 어떤 대응책들을 선택할 수 있
는가 하는 점을 논하고자 한다.

II. 한국의 북 핵 대응책 선택(Options) I: 북한 핵 비핵화/실천 배치 차단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대응책으로서는 북한의 핵이 핵무기로 완성되지 못하였거나 실전
에 배치하기 이전에는 북한 핵이 100% 완벽한 핵무기로 완성되지 못하게 하거나 실전배치를
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이에 대한 대응책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를 고려할 수 있다.
<Option 1> 대화‧협상(Dialogue)/외교 정책에 의한 방안: 대화‧협상에 의한 방안이란 북한의
비핵화를 대화(dialogue)나 협상(negotiation) 등 외교적 정책을 통해 달성하는 방안이다. 본
방안은 군사적인 힘보다는 외교력 혹은 경제력을 사용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려고하는
방안이다.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 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 후 이명
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본 방안에 많은 관심들을 경주하였다. 현재 문재인 정부도 본 방안
에 관심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5) 핵보유국이 비핵국가를 협박으로 굴종시키고 있는 생생한 역사적 현실은 중동에서 이스라엘-아랍국가
들 간의 구체적 관계를 봄으로서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가들에 비해 인구가 1/5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인구 50배가되는 아랍 국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안보상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응징...
운운”하면 비핵국가들인 아랍국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굴종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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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안의 장점으로서는 (1)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은 평화적인 방안이라는 점, (2)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체제보장과 일치하는 방안, (3)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북한의 불확실성
등이 다소 감소할 가능성, (4) 북한이 응할 시 북한지원 가능성, (5) 북한을 국제무대에 나오
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 (6) 북한에 남한공기‧국제공기 투입 가능성, (7)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국가들이 지지할 가능성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대화와 협상에 의한 북한의 비핵화 방안은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함
께 주장하는 방안으로서 평화적인 방안이라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특히, 중국은 계속 본 방
안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의견을 최대로 존중하는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
이라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6)
본 방안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체제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북한의
비핵화 혹은 비 실전배치를 위해 대화 혹은 협상에 참여하는 참여국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많은 이슈들을 논의 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협상참여국들이 북한체제를 보장하는
장치들을 논할 수 있다. 북한도 대화와 협상을 하고 있는 동안은 최소한 자기들 체제가 보장
된다는 점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본 방안에 응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본 방안은 대화와 협상을 하는 동안 북한의 무력도발을 자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화와 협상을 하는 동안 북한의 불확실성 혹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은 어느 정도 자제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방안에서 북한이 북한의 비핵화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조치를 취
할 경우 그 대가로서 북한지원이 협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7)
북한을 대화와 협상에 임하게 하는 그 자체가 북한이 국제무대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북한
의 국제무대 참여는 북한의 고립성 혹은 폐쇄성을 줄임을 의미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철저
하게 폐쇄적인 북한사회에 남한 공기 혹은 국제 공기의 북한투입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본 방안을 통해 이상적인 방안이 합의가 되고 북한이 진실로 합의된 내용을 실천을 하기
만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관련 국가들이 적극 수용함은 불문가지다. 이런 점이 본 방
안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방안의 단점으로서는 (1) 북한이 그들의 지상지고 국가경영철학인 선군정치 및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는 어렵다는 점8), (2) 대화/협상을 통해
6) 2017. 4. 6∼7 양일간 미중정상회담 후 5일째 날인 2017년 4월 12일 중국 시진핑-미국 Trump 간
전화통화에서 Trump 대통령이 “북한이 말썽을 피우려하고 있는데 중국이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
국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임”이라고 주장하자,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
야만 한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며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국
과 소통·협력하기를 원한다”라고 주장하였음(“북에 무력압박 내비친 트럼프와 통화, 말리는 시진핑“
《조선일보⟫2017. 4. 13일자 참조)
7) Michael O’Hanlon and Mike Mochizuki, “Toward 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
(Lennon, Alexander T. J., and Eiss, Camille, Reshaping Rogue States: Preemption, Regime
Change, and U.S. Policy toward Iran, Iraq, and North Korea,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The Mit Press, 2004, pp. 160〜61)
8) 북한은 국가의 지상지고 최우선 국가정책으로서 지난 반세기 이상 핵개발에 몰입했음: 핵 개발에 66
억불 투자 (8년 치 북한 전 주민이 먹을 식량 값); “핵은 북한의 국보(國寶)” 경제‧핵 무력 병진노선
채택 (2013. 3. 31 북한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적들은 우리에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위협‧공갈하는 동시에 다른 길을 선택하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회
유하고 있다. 우리는 핵 보검(寶劍)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핵 무력을 다져나가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명백히 하건대 우리 핵은 흥정물이 될 수 없으며, 협상 탁(자)의 거래 물로 되지 않는
다.” (2013. 7. 1. 조평통 대변인 성명); 북한의 핵개발은 김씨 왕조 3대합작품: 실제 핵보유국에 대
한 숙원과제 (김일성: 한국전쟁에서 한반도 공산화무력통일 실패 후 핵개발 착수 그 후 60여 년 간 3
대가 공들인 합작품임. 북한 외무성 “전 세계가 비핵화되기 전에는 북한은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
한다.” (2013. 1.); 북한의 선군정치 핵심내용은 ① 북한 군사력=한반도 통일 원천력, ② 북한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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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어렵지만 합의된 내용들을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점9),
(3) 북한은 대화‧협상방안을 북한 핵 완성을 위한 시간끌기로 이용하여왔다는 점10), (4) 관여
국가들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합의도 어렵고,11)

합의된 내용의 실천도 어렵다는 점12) 등을 지

적할 수 있다.
북한은 강력한 군사력만 보유하면 한반도 통일을 북한중심으로 달성할 수 있고, 북한정권
을 절대 붕괴하지 않도록 옹호할 수 있으며, 모든 대남·국제협상에서 북한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소위 선군정치13)를 북한이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어렵다. 그리
고 북한 김정은 집권이후 강조되고 있는 경제건설과 핵무기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병진노선의
포기 없이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어렵다.
그 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협상을 한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대화/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도 어렵지만14) 그 합의된 내용
=북한체제 옹호력, ③ 북한 군사력=대남‧대외협상력이며, 여기서 핵무기는 군사력의 요체 중 요체임.
북한은 “북한 핵무기=도깨비 부작방망이(The Magic Mallet of Goblin)”라는 개념을 보유하고 있으
며, 남북한 분단사에서 빚어진 지금까지 모든 격차를 핵무기 하나로서 해결하려는 핵무기 존숭사상을
보유하고 있음; 2016. 1. 6.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기습단행 한 후 북한은 “하늘이 무너져도 핵개발
을 포기하지 않는다” 공개적인 천명을 했음
9)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합의된 북한의 비핵화관련 사항들을 실천함에 있어 중국의 권유도 물리치고 있
음. 2014년 5월 24일 중국국가주석 시진핑은 김정은 특사자격으로 방중 한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와 다음과 같은 대담을 나누었음: 시진핑: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일이자 대세임.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유관국들이 6자회담을 재개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의 장기적 평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최룡해: “조선은 6자회담에서 각종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조선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
극적으로 행동할 것임”(최룡해는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견표명 한마디도 안 함)
10) James L. Schoff, Nuclear Matters in North Korea: Building a Multilateral Response for
Future Stability in Northeast Asia, Virginia: Potomac Books, Inc., 2008, pp. 17〜〜21.
11) 특히 중국 측의 무성의/은근한 북한 비호가 북한의 비핵화에 장애요소가 되어왔음(비효율적인 6자회
담: 2013. 11. 23일자 《조선일보 》 보도: “6자회담 재개를 두고 당사국간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이 ‘6자회담 재개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한‧미‧북 모두는 거부반응을 보이
고 있다. 중국 측이 제시한 조정안은 ▲참가국의 회담재개 동의와 9‧19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 이행,
▲한반도 비핵화 실현, ▲비핵화과정에서 북한의 관심사항 해결, ▲한‧미‧일과 북한의 관계개선 및 북
한체제 전복의사 없다는 표시, ▲한반도평화조약 체결 노력, ▲행동대 행동 원칙 유지, ▲6자회담의
정례화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제의에 대해 미국은 (1) 북한이 핵개발‧경제발전의 ‘병진노선’
을 추구하는 등 핵무기 포기 의사가 불분명하고, (2) 영변 등 핵무기 원료제조시설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회담재개를 위한 ‘담보물’로서 사전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중국의 제의를 거부함 (*중국
의 주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을 상당수 대변하는 내용들(‘비핵화과정에서 북한의 관심사항’: 북한
과 중국 간 핵군축협상 재개; 북한체제를 전복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주한미
군철수를 위한 사술))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회담과정에서 절대로 결론을 낼 수 없는 내용
들임.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이 토론되고 합의사항들을 도출하기보다 부수적인 내용들
을 두고 다투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고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방안들은 실효성 없이 다루어져 온 것
이 지금까지 대화‧협상에 의한 북한의 비핵화 방안의 실상이었음) “관련국은 짊어져야만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 북핵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각국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
해야만 한다.” (2015. 5. 29. 중국외교부 화춘잉(華春瑩) 6자회담 수석대표, 6자회담수석대표 회의에
서) (*북한 핵의 비핵화가 안 되는 절대적인 책임은 북한이 갖고 있는데 그 점을 강조하기보다 관련
국들과 연계하여 주장).
12) 배정호 외, (공저),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KINU 연구총서 11-10), 통일연구원,
2011, pp. 71∼190.
13) 송대성, “북한의 안보정세,” 송대성 (편저), 『주변국 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9·11테러사태 이
후』(세종정책총서 2003-4, 세종연구소, 2003, pp. 281∼308.
14) William J. Perry, "It's Either Nukes or Negotiation," Washington Post, July 23, 200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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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아예 합의된 그 다음 날부터 실천하지 않거나 혹은 합의된 내용 중 애매한 내용이나 북
한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트집과 핑계를 대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 북한의 상습적인 태도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북한은 합의된 내용을 실천을 하지 않
으면서 합의사항을 무효화시키든가 또 다른 협상을 시도하면서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 역시 상
투적인 태도였다.15) 이런 점들이 대화‧협상/외교정책에 의한 북한 비핵화방안의 단점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다자회담이 개최되는 경우 참여국들의 이해상충은 합의를 어렵게 함
은 물론 그 합의는 진정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합의라기보다 참여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적당한 타협점에서 합의를 보기도 한다. 그리고 합의된 내용의 실천을 위한 노력도 각국들의
이해상충에 따라 정도차가 심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 방안은 지금까지 오직 본 대화‧협상에 의한 방안이 유일무이한 방안이
었다. 그러나 본 방안은 불량국가 북한에게 적용되기에는 부적합한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실효성 없는 본 방안만을

주장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케 만들었다. 동년 9월 9일 북
한의 제5차 핵실험이후 본 대화‧협상/외교정책에 의한 방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실패케 한 셈
이며 실제로 비핵화에 실효성 없는 방안으로 검증된 셈이다.
<Option 2> 제재(Containment/Sanction): 본 방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키 위해 북한의
고립을 강화하면서 북한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여 비핵화를 달성하는 방안이다. 북한이 비핵화
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으로 계속 압박하여오는 외교와 경제적인 제재 등을 견딜 수 없
어 결국 비핵화를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본 제재에 의한 비핵화 방안은 세계의 핵을 통
제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힘을 합해 핵보유국 혹은 핵개발을 시도하는 나라를 고립시키면서 압
박을 가하는 방안이다. 대북제재에 의한 방안은 북한정권이 두려워하는 방안을 은근히 제시하
면서 압박을 가하는 방안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북한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체제의 전복 혹
은 교체 가능성도 보이면서 압박을 가하는 방안이다. 선제타격(preemption)의 가능성을 보이
면서 더 강한 압박 외교와 더 강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도 본 방
안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본 방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압박을 가하는 국가들 간 핵 포
기를 강요하는 대상국에 대해 강한 결속을 과시함이 제일 중요하다.16)
제재에 의한 방안의 장점으로서는 (1)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5개국 모두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17), (2)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
A23.
15) “...중국이 북 핵이야말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가로막는 만악의 근원이라는 인식은 제대로 하면서
도 그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현실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행동 또 한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6자회담 중단의 원인이 북한의 일방적 약속 파괴, 회담 중에도 지속해 온 수위를 높여온 무력
도발 등이라는 엄연한 사실은 외면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상호 불신이 양쪽 모두의 책임인 것으로 표
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시작된 이래 2008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6자회담이 북한의 시간 끌기
에 휘둘렸을 뿐 결국 북 핵을 포기시키지 못함으로써 그 해법으로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
는데도 여전히 집착하고 있기도 하다...”(2014. 3. 10일자 《문화일보》사설 “北核문제는 한반도 둘러싼
모든 難題의 근원” 참조)
16) 예를 들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물질 수입 혹은 핵확산의 징후가 있는 경우 북한을 드나드
는 선박의 철저한 통제를 하는 미국 주도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활동 강화, 동해안
에 항공모함을 배치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불 포기하는 경우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 주한미
군을 한강이북 전진배치 시키면서 압박의 수위들을 높이는 것 등이 구체적인 제재행위에 속함.
17) <한국+미국+일본>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공조가능: 북 핵위협은 미국/일본에게 남의 일이 아님.
미국상원: 국무부에 ‘핵‧미사일 원천제거’이행 압박 (2013. 2. 14) “아‧태 미군은 대북군사작전 강화
를 위해 모든 조치 취하라” (‘북한의 핵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A bill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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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3) 비핵화 후 북한이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4) 북한의 비핵
화를 체제존망과 연계시키면 비핵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18)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에 대한 신념은 대단하
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출범 후 ‘북핵문제 해결’을 미국대외정책 중 최우선 순위로 두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골몰하고 있다. 2017년 4월 28일 미국의 국무장관 틸러슨(Rex Wayne
Tillerson)은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북 선택방안들
(options)을 다 책상위에 올려놓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와 단체들을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19)
뿐만 아니라 미국은 2017년 5월 4일 미 하원에서 ‘초강력 대북제재안’20)을 ‘419 대 1’이
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 핵심내용은 ① 어업권 판매를 포함한 자금줄 확실한
차단, ② 원유수입 금지, ③ ‘노예노동 수출’ 금지, ④ 북한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제3
국 업체, 미국관련 사업금지 및 은행거래 차단, ⑤ UN대북제재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선
박 미국수역 진입금지 등 종전에 비해 보다 철저하고 초 강력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본 내용이 철저히 실천만 되면 사실상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신념과 실천적인 행동력처럼 다른 제
재국들이 협조를 하면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제재 국들이 일치단결하여 북한이 진정 비핵

화를 거부하면 북한정권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강한 신념과 실제 행동력을 보이면 북한은 망
하는 것보다는 비핵화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21)
본 방안의 단점으로서는 (1) 북한정권은 70여년의 역사 속에서 외압이나 위기에 잘 견디는
내성(耐性)을 보유하고 있는 정권이라는 점22), (2) 제재 국들 간 결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in North Korea, and for other purposes)' 2013. 2. 14); UN결
의 1718, 1874, 2087 등 기본적인 제재내용 기 존재. 이들 실천에 대한 경험 보유: 미흡점, 더 치밀
한 방안 마련 가능성.
18) “북 핵 저지를 위해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북한의 제재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우서운 일이다.
대북제재를 가해서라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2015. 3. 3 한국을 방문한 전 미국 CIA국장, 울
시); 북한정권의 존속여부에 영향을 주는 제재방안이어야만 함. 철저한 고강도 실천방안이 아니면 북
한은 “추가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더욱 기고만장: <예>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
후 년 내 1〜2차례 더 핵실험할 것임을 중국에게 뻔뻔하게 통보(2013. 2. 15) 등
19) 2017년 4월 28일 UN안보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장관급회담에서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의 연설 내용.
20) 본 법은 “H.R. 1644-Korean Interdiction and Modernization of Sanctions Act”이며 실천만 되
면 그 실효성이 클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21) 북한의 비핵화여부는 북한의 존망과 직결된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북한에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 북한
의 비핵화는 실현될 가능성도 있음 (“북 핵 해결 열쇠는 도발에 대한 응징과 미‧중 공조”⟪조선일보
⟫(2014. 1 17일자 참조): “통일연구원이 게임이론을 이용해 북한의 핵 선택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
한 결과, 남한이 북한을 무작정 지원하는 햇볕정책이나 대북강경제재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한과 미국 등이 핵개발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
해 강력한 응징으로 대응하면서 한편으론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동시에 제시하면 북한이 핵 포기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반격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핵이 오히려 북한의 안
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강력한 응징을 통해 김정은 체제가 무
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줘야한다”며 “그래야만 북한이 핵개발로 인해 얻을 이익보다 안보적 불이
익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중국과 한국‧미국 우호관계가 대폭 강화되면서 중국에 북한의 전략적 중
요성이 약화될 경우 중국의 대북지원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은 중국의 도움 없이 장
기적으로 버티기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비핵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다...”
22) “불량국가 지도자는 국민들이 굶주린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안위에만 신경 쓰면서 핵무장에만 더
신경을 씁니다. 자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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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제재의 유효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23) (3) 제재국가들과 북한 간 구체적 관계의
상이함 때문에 제재수단 및 제재강도를 두고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24), (4) 제재가 강해
질 경우 북한의 선제공격 가능성, (5) 제재의 성공여부를 중국에게 지나치게 의존함으로 인해
중국의 진정한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점 등이다.
북한은 건국이후 지금까지 인위적으로라도 늘 위기를 조성하여 인민들을 결속시키고 통제
하는 정권이다. 따라서 북한은 강도 높은 위기에도 잘 견디는 내성을 보유하고 있는 정권이
다. 이러한 북한이 전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성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관련국들의 제재
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약점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재 국들이 한마음 같이 결속되지 않을 경우 그 제재는 사실상 주
효를 거두기 어렵다. 북한이 핵실험 혹은 미사일 발사실험을 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에서 혹은
6자회담 기구를 통해 각종 제재안을 결의하였으나 그러한 결의안들이 실효성이 없었던 것은
진정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결속이 어려웠던 점이 그 핵심 이유 중 하나다.
북한과 제재 국들과 구체적인 관계들은 각기 상이한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 관계의 차이점
들은 그 제재수단들 및 그 제재강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차이점들을 갖지 않
을 수 없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어렵게 할 수 있다.25)
북한에 대한 제재가 높아 가면 북한이 남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북
한정권의 속성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정권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제재를 차단하는 하
나의 수단으로서 북한이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북한의 선제공격을 되받아치는 역량을
구비하면서 북한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당연한 논리며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전면전으로
금방 확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내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북한은 고립된 빈민 국으로서 경제
적으로 압력을 받았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적습니다.” (2014. 7. 7 이스라엘 BESA
Center 소장 Dr. Efraim Inbar, “불량국가의 비핵화 방안” 제하 《세종특별강연》에서)
23) 제4차 북한의 핵실험(2016. 1. 6)에도 제재국들간 결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면이 핵실험 실시 후 3
주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 극명하게 나타났음: 2016. 1. 27일 미국-중국간 제4차핵실험을 자행한 북
한에 대해 고강도의 제재를 위한 ‘베이징 담판’이 있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음. 왕이 중국외교
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지만 “제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북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다” “중국의 한반도 3원칙(비핵화, 평화‧안정, 대화‧협상
을 통한 문제해결)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선 안 된다. 이란 입장은 희로애락에 따라 변하지 않
는다”라고 주장하면서 강력제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였음. 이러한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는
설사 유엔의 제재안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임 (“또 이번에
도...北韓 싸고돈 中國”(《조선일보》(2016. 1. 28일자 참조)
24) 2016. 1. 6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후에도 제재에 동참하는 각국들과 북한과 이해관계의 상이함 때
문에 제재의 전망이 어렵게 예상되는 징후들이 바로 나타났음: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후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UN안전보장이사회는 그 다음날 새벽 06:16 그 회원국 15명이 전원 참석하여 안
보리의장 엘비오 로셀리 사회로 “(1)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유엔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를 위배한 행위이며, (2)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3)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시 중대한 추가제재(further significant sanction)를 가할
것을 이미 결의하여놓았으며, 그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담은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임”을 핵심내용으
로 하는 유엔안보리결의를 발표하였음. 그러나 그로부터 10일도 못가서 중국의 대북제재 자세는 종전
과 같이 극히 소극적이고 애매한 태도를 보였음: “핵실험 이후 한국의 박근혜대통령은 전략적 파트너
로서 중국의 의미 있는 역무를 기대하면서 5번이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시진핑는 결코 응하지를
않았음”; “북핵의 해법에 중국이 ‘황금열쇠’를 가진 것이 아니다”(2016. 1. 15일자 《중국 환구사보》);
“미군전략자산 (B-52)의 한반도 전개와 ‘사드(THAAD)’배치문제에 대해 우려표명”(2016. 1. 15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서울)에서 중국대표) 등
25) Delpech, Therese, Nuclear Deterrence in the 21st Century: Lessons from the Cold War
for a New Era of Strategic Piracy, Santa Monica: The RAND Corporation, 2012,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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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진정한 협조는 필수적 요소다. 북한의 비핵화여부는 사실상
중국의 비핵화의지 및 실천적인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26) 중국의
북한 핵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정도는 분명 한국이나 미국, 일본이 느끼는 위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중국의
북한 비핵화 신념과 실천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후 유엔이 대북제
재를 함에 있어 관련국들 간 합의의 어려움들을 겪었으며 그 주원인은 중국 때문임을 2016년
1월 19일자 조선일보는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벽을 넘어야
만 한다. 왕이 중국외교부장은 새로운 유엔의 대북제재는 지지하지만, 대립을 부추기거나 한
반도 혼란을 야기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도했다.27)
중국의 비협조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2016년
9월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UN에서는 대북제재를 위한 새로운 결의를 도출하
기 위해 골몰하고 있었다. 이 때 중국은 입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그
당시에도 “대북원유공급을 정상화시켰고, 압록강변에 위치한 83저유소에 원유가 정상적으로
넘어가고 있었으며, 연간 최소 50만톤의 원유가 북한으로 공급되고 있다...”28)는 국제공조에
협조를 하지 않음으로서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여부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제재에 의한 방안의 큰 단점 중 하나다.

<Option 3> 선제타격 (Strike/Preemption): 북한의 핵무기가 완제품이 되기 전에 선제공격
을 가하여 불능화 혹은 폐기처분 시키는 방안이다. 본 방안은 재앙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그 재앙을 미리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이다. 본 방안은 “모기가 태
어나기 전 모기들이 태어나는 연못을 없애버리는 방안”29)이다. 본 방안은 소위 이스라엘
(Israel)식 비핵화 방안이다. 이스라엘의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공산주의자들이나 테러리스트
들과 대화나 협상을 통하여 비핵화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기대이며. 이들에
대한 비핵화는 오직 선제공격밖에 없음”30)을 주장한다.
이스라엘은 1981년 이라크, 2007년 시리아에서 실제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본 방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시 및 정확한 타격능력을 구비하여야만 한다31).
(eds.), The Obama Administration’s Nuclear Weapon Strategy: The
Promise of Pragu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4,pp. 155〜56.

26) Aiden, Warren,

27) 《조선일보》(2016. 1. 19일자 “포위망 넓히는 ‘北核제재 3대 축’”) 참조
28) “중, 최근 대북 원유공급 정상화...세관검사도 안 해” (《조선일보⟫2016. 10. 14일자 참조)
29) 이스라엘의 BESA Center 소장 Efraim Inbar 교수는 2011. 3. 22 당시 BESA Center를 방문한
본 필자와 대화에서 “재앙의 사전 제거는 국가안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중의 하나임”을 강ㄹ조하였
음.
30) “한국은 이스라엘이 그들 주변국들의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다스리는가를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너무나 이스라엘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주변
국들의 핵개발을 뻔히 보면서 용납할 수는 결코 없다. 주변국들의 핵개발이 시작되는 경우 무슨 수를
쓰든지 치밀한 정보와 전략전술을 구사하여 그 핵이 완성되기 전에 그 시설들을 파괴하여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핵심대전략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인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국가가 망하기 때문이
다. 이 구체적인 사례가 1981년 이라크에서, 2007년 시리아에서 당시 핵개발시설들을 파괴시킨 역사
적인 사례들이다.”(송대성, “이스라엘 국가안보: 지혜, 경험, 그리고 교훈” 한국국가정보학회 주최
2011 한국국가정보학회 학술회의 (국가정보원 창설 50주년 기념 학술회의, 2011. 5. 26, 코리아나호
텔 7층 글로리아홀) 발표문, pp. 21〜22.
31) 이런 의미에서 한미 간에는 Kill Chain System 조기 구축을 논하기도 했음. 예를 들면, 북한 핵개
발 시설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한 후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장비들을 동원하여 반드시
성공하는 선제공격을 가하여야만 함. <예>“미국 공군은 마하 5(소리속도 5배) 속도의 무인 무기비행
체를 2023까지 실전에 배치함으로서 군사적인 타격을 가할 것임 (2015. 6. 6. CNN repor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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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에 의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려고 하면 중국과 정교한 전략적 공조가 필수적이다.
본 방안의 장점으로서는 (1) ‘재앙 사전 제거’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지혜로운 방안32) (언
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남한에 대해 기습공
격을 할 수 있는 위협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는 점33))이라는 점, (2) 한국은 세계 최첨단 과
학기술과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동맹국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구비할 수 있다는 점34) (감시와 가격(加擊)을 할 수 있는 한미연
합방위체제 보유(첨단장비 보유; 북한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독자개발 이미 실
전배치(2013. 2. 14 언론보도), (3) 개별국가 차원의 적극적 방책: 국제공동협조의 수많은 취
약점 보완, (4) UN결의 2087이후 한미 간 독자제재를 위해 상의하고 행동으로 실행함을 과시
할 수 있다는 점, (5) 선제타격방안은 직접적으로, 단시간에 확실하게 검증이 되는 성과를 달
성할 수 있다는 점(성공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6) 지난 수년간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군은 사실상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은 수많은 약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제공격
을 당하고 보복을 함에 많은 문제점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7) 지난 20여 년 간 대화와 협
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주변국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35) 등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남한에 대해 얼마든지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대한민국을 존망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재앙 중 최고의 재앙이다. 엄청난 국가적
혹은 민족적 재앙이 계속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취할 수 있는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국
가안보를 방기(放棄)함을 의미한다. 북한이 남한을 사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들로서는
① 북한정권은 그 정권의 속성으로서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비합리적 속성(Enigmatic
Regime)을 보유하고 있는 정권이며,36) ② 가진 것이 없는 북한은 내외상황이 어려울 경우
‘이판사판’적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37) ③ 남북한 간 국지전에서 북한이 큰 피해를
입거나 정규전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경우, ④ 핵무기관련 그 동안 북한의 결의 및 조치
사항들을 볼 경우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38) ⑤ 북한이 대남정책 궁극적 목표로
Sophie Tatum). 이런 첨단병기는 선제타격에 대단히 주효할 것임. KH-12 정찰위성(미국): 500〜
600km거리에서 자동차 번호판 식별. PAC-2(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율 40%이하), EMP탄, Drone
등을 정밀하게 계산된 맞춤형으로 사용하여야만 함.
32) “1994년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아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 (2015. 3. 3 한국을 방문한
전 미국 CIA국장, 울시)
33) “필요하면 미국을 선제타격하겠다.” (2015. 3. 3 리수용 북한외무상, 스위스 제네바 유엔군축회의 기
조연설에서)
34) 한국은 미국 및 우방국들과 진정한 공조체제만 이루어지면 무서운 타격수단들을 구비할 수 있음: (1)
<B-2 스텔스 폭격기>(길이 20m, 폭 52m, 대당가격 $20억, 미국공군 1993년부터 실전배치. 폭탄 미
사일 탑재: 총18t, B-61 등 핵폭탄 (900kg 합동직격탄) 16발 탑재가능.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16발,
225 GPS
유도폭탄 합동직격탄(JDAM) 80발, GBU-507 (벙크 버스터) 탑재가능. Radar에 잡히지
않음. 미 본토 미조리 화이트맨(Whiteman) 기지→군산 15,000km (15시간 소요). 공중 급유 실시.
(2013. 3. 28 한반도 상공에 와서 훈련 후 귀국); (2) <B-52 폭격기> “2013. 3. 19, B-52 한국에서
4시간 북한폭격훈련” (2013. 3. 20 한국언론 보도); (3) <미국보유 가미가제 Drone>길이 60cm, 무게
2.7kg, GPS 조종, 시속 160 km; (4)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및 아이언 빔.
35) 2006년과 2009년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과 핵실험을 하였을 때 일본은 ‘敵地攻擊論’, ‘선제공격
론’을 제기한 바 있음 (남창희‧이종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패턴과 전망,”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제16권 (2호), (2010), p. 80참조)
36) 현재 김정은 정권의 특성으로서 “합리성 결여, 돌출 성, 미성숙성, 오판 등”이 지적되고 있음 (세종
연구소, 『세종정책보고서』(2014. 3. 일자) 보완?
37) 북한은 정상적인 남북한 간 경쟁에서 이미 남한에게 패배한 상황에서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한을 선제공격하여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는 길밖에 없다는 계산을 하기도 함(근거 문자 인용)
38) 2013. 3. 27 북한인민최고사령부 명의 성명서 “전략로켓트군과 야전포병군을 ‘1호전투근무태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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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공산화통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무력통일을 전제로 하는 ‘비
평화적 방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며, ⑥ 북한이 실제 핵을 100% 완성한 핵보유국이 되고
한국이 비 핵 국이 되어 있는 경우 북한의 대남한 핵공격 가능성은 더욱 증대되며39) 남한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재앙을 맞이하기 이전에 선제공격을 함이 국가안보의 정석이다.40)
선제공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선제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만 한다. 그 구체적
인 능력은 ① 북한의 핵무기생산을 위한 시설물들, 핵무기 저장 장소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
보유능력(위치, 규모, 상태 등), ② 설정한 목표물들을 격파, 불능 화 시킬 수 있는 능력, ③북
한의 반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 등이다. 이상의 구체적인 능력들은 우리 고유의 안보역
량과 동맹국 미국의 지원역량을 함께 고려하면서 보유하여야만 할 역량이다.
본 선제공격 방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희망하는 모든 나라를 동원할 필요성이 없다. 그 핵
심주역은 한국이 되어야만하고 동맹국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 된다. 여러 나라의 지지를 필요
로 하는 대화‧교류협력에 의한 방안보다는 간단하고 개별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용이하
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01년 9‧11테러공격을 당한 이후 미국에 대한 재앙이 현실화되기 전에 미리
차단하여야만 한다는 그들의 군사작전을 선제공격 개념으로 전환했다. 미국의 보수성 싱크탱
크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 짐 드민트(De Mint)는 “북한이 핵에 대한 야망을 계속 드러낼 경우
미국 정부는 한국에 ‘더 공격적인 무기체계’가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알려야 한다...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6자회담과 같은) 협상도 중요하지만 대안도 있어야
만 한다. ‘더 공격적인 무기체계’란 일단 북 핵 시설 파괴를 위한 공격용 탄도미사일이나 스텔
스 전투기 배치, 주한미군증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면서 선제공격 준비
의 필요성을 언급했다.41) 이러한 미국의 반응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시나리오를
마련해 놓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일
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음을 표명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북한비핵화를 위한 선제공격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선제공격이 성공만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하게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음이 선제공격
의 장점이다. 이스라엘이 선제공격을 통해 성공한 이라크 및 시리아에 대한 비핵화들도 그 비
핵화들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한 후 일단 선제공격을 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이라는
진입시켰으며, ‘강력한 핵 선제타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선언; 2013. 4. 1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한 법’ 제5조에서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
리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
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북한 외무성(2013. 10) "외부로부터 핵 위협이 커진다면 북한은 이에
맞서기 위해 핵 억지력을 강화시키게 할 뿐이다”“북한이 핵억지 정책을 포기하여야만 하는데 북한은
추호도 포기의향이 없음. 북한의 핵 억지 정책 개념은 단순히 상호파괴의 위협뿐만이 아니고, 선제
핵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북한의 선제공격의 징후가 보이면 선제공격에 대한 선제타
격을 감행해야만 한다.” ((Heinz Gἅrtner, 제주평화포럼에서 주장)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
행위 여부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은 북한 단독으로 멋대로 하기 때문에 북한 마음대로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
39) 남만권, 『북핵문제와 한반도 안보』, KIDA Press, p. 111.
40)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핵무기는 절대무기라서 사
용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떤 상황에 의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한미양국에 의한 대대적인 보
복을 받아서 정권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북한도 외부에 대한 공격용이 아
니라 자체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함형필, “북한의
핵전략 구상과 전략적 딜레마 고찰,” 『국방정책연구』제25권 (2)호 (2009sus 여름), pp. 98-99.)
41) 2014. 5. 21일자《조선일보》전현석 기자 “북핵문제 협상도 중요하지만 대안도 필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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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북한의 군사력은 많은 문제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과 미
국의 선제공격에 대해 북한이 되받아치는 보복 력 행사차원에서 북한은 많은 문제점들을 보유
하고 있다는 점이 선제공격에 대한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실패는 발상을 전환한 실효적인
방안으로서 선제공격이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안보는 가능성 있는 실효적인 방안들을 모두
모색하여 실천하여보는 것이 정석이다.
본 방안의 단점은 (1) 일단 선제공격을 가하는 경우 100% 완벽한 성공적인 공격이 아니면
역공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과 미국의 선제공격 징후를 북한이 먼저 감지할 경우 북한이
먼저 선제공격을 가하여 올 위험성42); (2) 성공적인 선제공격을 위해서는 한국군 및 미군의
재배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43)), (3) 국제적 협조의 어려움 (특히, 동맹
국 미국이 100% 적극적이어야 함. 선제공격에 대해 동맹국 미국의 지지와 동의를 얻기가 쉽
지 않을 것이라는 점44); 중국 및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대), (4) 국내 국론분열 가능성 (이적/
친북세력들은 선제공격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할 것임), (5) 북한의 모든 핵무기들과 핵무기제
조를 위한 시설물들의 위치는 공격하기 극히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밀스럽게 숨겨
져 있다는 점45) (이동식 미사일 탑재 시 선제공격의 어려움), (6) 전면전 가능성, (7) 성공적인
선제공격을 위해서는 필요한 첨단 병기들을 완벽하게 구비해놓아야만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
이 아니라는 점, (8) 선제공격 후 핵 분진(粉塵)의 공기오염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점, (9) 선제
공격에 필요한 미국 및 한국의 정보력 부족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본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 정교하고 완벽한 킬 체인 시스템(Kill Chain System)을
구비하고, (2) 한국형 탄도미사일방어체계(KMD)를 강화하여야 하며, (3) 적시성을 상실치 말고
42) “특히, 북한의 숨겨놓은 핵무기를 완전 타격하지 못하는 경우 북한이 숨겨진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
음.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한 후 그 보복을 막는다는 것은 일종의 도박임. 그 이유는 북한은 실용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들, 포병, 그리고 특수군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에 대해 완벽하게 보복할 수 없도록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 중 하나임. 북
한은 한국과 일본에게는 선제공격을 받는 경우 재래식 무기, 화학무기, 핵무기 등을 사용하면서 보복
을 할 것임. 이러한 보복공격에 의해 90여일 만에 30∼50여 만 명이 희생될 것임” ( Col David J.
Bishop,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April 2005 (http://www.carlisle.army.mil/ssi/)), p. 6.
43) 성공적인 선제공격을 위해서 한국의 경우 미국의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이 필수적인데
이것의 지원은 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James M. Acton, Deterrence
During Disarmament: Deep Nuclear Reducti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 London: IISS,
2011, pp. 40∼41)
44)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정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
각됨. 그러한 정서가 한국정부의 정서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음.
45) “영변에 있는 the plutonium reprocessing facilities는 지상에 위치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은 모두
지하에 숨겨져 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a highly enriched uranium: HEU)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이트 및 그 제조 시설은 더욱 비밀스럽게 되어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도 파악하기 사실
상 어렵다” (Fred McGoldrik, “The North Korean Uranium Enrichment Program: A Freeze
and Beyond,” in working paper. Verifying North Korean Nuclear Disarmament: A
Technical Analysis, No. 38, June 2003, by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and Nautilus Institute,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and Berkeley, CA,
June 2003, pp. 26-27.); 특히, 이미 북한이 제조가 완성된 몇 개의 핵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것을 지하 어느 곳에 깊게 숨겨놓은 경우 찾기는 정말 어려움.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하여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 (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을 20여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들은 수시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탑재시킨 미사일 위치를 정
확하게 파악하고 타격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 중 하나임(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DoD, 2013),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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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한 한미공조 하에 이행되어야만 한다. 특히, 미국의 적극적인 공조가 없으면 이행할 수
없는 방안이다. 미국이 정치적 차원에서 선제타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방안은 무용지물
이 될 것이다.
<Option 4> 비밀작전 (Covert Operation): 비핵화를 비밀작전을 통해 달성하는 방안이다. 비
밀작전의 유형들은 탈취(interception), 태업(sabotage), 폭로(expose), 선제공격(preemption)
등이 있다. 핵개발프로그램을 지연시키거나 핵무기 제조시설을 완전 파괴시켜서 비핵화를 달
성한다. 오늘날 발달된 첨단과학기술을 최대로 활용하는 경우 무궁무진한 비밀작전들이 있을
수 있다.46) 비밀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정확한 세부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정
확한 정보가 필수요소다.
본 방안의 장점은 (1) 한국이 첨단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2) 한국은 세계 최첨단과
학기술을 구비하고 있는 미국을 동맹국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3) 한국은 비밀작전에 중요역무
를 담당할 수도 있는 3만여 명 북한 탈북 민을 보유하고 있으며, (4) 중국이 전략적 파트너로
서 협력할 가능성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한국은 전자분야를 포함한 최첨단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
술들을 북한의 핵개발 각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최대한 사보타주 효과를 달성키 위해
활용을 하는 경우 큰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뿐 만 아니라 한국은 세계최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동맹국으로 보유하고 있다.47) 북한 비핵화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최첨
단과학기술들을 최대로 동원키 위해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경우 큰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
다.
한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비밀작전을 추진하는 경우 3만여 명의 한국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 민들은 한국에게 큰 자산이다. 더구나 이들 3만여 명의 탈북자들 중에 북한군출신 탈북
자들이 무려 2천여 명이 있다. 이들은 비밀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큰 자산이다. 한국과 중국
이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 심화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중국이 극비작전을 위해 협조할 수
도 있다. 한국의 외교역량에 달려있다.
본 방안의 단점은 (1) 북한사회는 세계최대로 폐쇄된 불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
보획득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 (2) 나라전체가 동물농장처럼 감시‧감독되어지고 있는 사회이기
에 비밀공작이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 (3) 비밀작전 실패 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국
가위신이 크게 실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46) 비밀작전의 방안들로서는 (1) 장비를 불능화 시키는 방안, (2)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의 이
동경로/보관 장소 등을 파악하여 파괴/차단시키는 방안, (3) 스턱스넷 바이러스(worm-STUXNET)를
심어서 프로그램을 망치게 하는 방법 (<예>2000년 미국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란 핵 시설에
대한 방해공작을 이스라엘과 함께 이행. 이름을 ‘올림픽작전’으로 명명한 후 스턱스넷 바이러스를 이
락 우라늄 농축 시설에 심어 그 기능을 20%정도로 떨어뜨리는데 성공; 2014. 2. 한국 연합뉴스: “한
국정부가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 공격가능성이 있음” 보도), (4) 핵심인력을 위협해
서 위축시키거나 제거하는 방안 (<예>2012. 9. 이란에서 가장 고위급인 에너지 관리인 페르돈 아바시
(Fereydoon Abbasi)가 이란의 우라늄농축시설과 관련한 공격에 의해 폭사됨. 이란에서 핵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원인 모르게 살해되었음.<예>1980년대 이스라엘은 프랑스에 있는 이집트 핵 개발자들을 제
거하는 작전을 펴기도 했음)
47) 2016년 4월 4월 26일 독일을 방문 중인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는 CBS ‘This Morning’에 출연 “북
한정권은 변덕스럽고 리더 인 김정은은 무책임하다...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로 북한을 확실히 무너뜨
릴 수 있지만, 그것은 많은 희생자를 낼뿐더러 북한은 우리의 중요한 우방(vital ally)인 한국과 바로
맞닿아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한다”라고 주장했음(“오바마 “美軍 무기로 北 무너뜨릴 수 있지만...”“
《조선일보》 2016. 4. 27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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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비작전 성공의 제일 요소는 극비작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분석하는 일
이다. 그러나 북한사회는 워낙 폐쇄적인 사회이고, 흘러나오는 각종 정보들은 북한당국이 조
작‧왜곡시킨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극비작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수집 및 분석이 사실
상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또 한 북한은 나라전체가 마치 동물농장과 같이 관리되면서 북한주
민들을 농장의 동물들처럼 감시‧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극비작전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도
어렵고 획득한 정보에 입각 마련한 작전을 실제 이행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철
통같은 감시‧감독 하에 있는 북한 사회를 상대로 외부에 의해 극비공작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극비공작을 실패하는 경우 그 파문이 상당한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다.
본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최고통수권자의 과감하고 강력한 신념, 군 지휘관들의
애국심이 동원된 지혜로운 전략‧전술, 국제적인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능숙한 외교력
등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되어야만 한다.
<Option 5> 북한정권 질적 변화 (Changing the N. Korean Regime): 북한정권의 질적 변화
에 의한 북한의 비핵화방안은 북한정권의 속성을 변화시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방안이
다. 선군정치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정권이 질적인 변화를 하여 스스로 비핵화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사항들을 이행하는 방안을 이야기한다. 북한의 질적인 변화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
준에서 변화를 하여야만 진정한 북한의 질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변화
로서는 그들의 지상지고의 국가경영철학으로서 ‘선군정치’와 ‘병진노선’을 포기하여야 하며,
그 두 번째 기준으로서는 북한의 궁극적 대남정책 목표인 ‘한반도 공산화통일’ 목표를 포기하
여야만 한다는 기준이다.
본 방안의 장점은 (1) 남북한이 아무런 피해 없이 북한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자연스러
운 방안이며, (2) 북한정권의 질적 변화는 다른 부수적인 이익동반과 함께 남북관계 합리화,
한반도 평화유지, 한반도 통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북한정권이 질적 변화를 통해 선군정치나 병진노선을 포기하면 자연스럽게 핵무기 보유가
필요 없게 된다. 또 한 북한에 대해 외부적인 압박 등 무리한 조치들이 필요 없게 된다. 이것
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북한정권이 비합리적인 국가경영철학인 선군정치나 병진노
선 그리고 비합리적인 대남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고집스럽게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비합리적인 국가경영철학, 비합리적
인 대남정책 목표를 포기함으로서 합리적인 국가발전, 합리적인 남북한관계 발전, 한반도 평
화유지, 통일 등을 이룩함으로서 큰 민족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본 방안의 단점은 (1)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한체제 속성이 변한다는 것
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며, (2) 북한은 북한정권의 통치철학 포기를 북한정권의 붕괴
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 (3)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 및 북한
인민들은 정상국가에 대한 이해 및 개념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정권의 질적인 변
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 (4) 북한사회 자체가 너무 폐쇄적이고 지난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은 악행들을 저질러 온 역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질적인 변화를 함이 사실
상 어렵다는 점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북한은 세계
가 어떤 요구를 하든 상관치 않고 핵무기 개발 및 대량살상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48)
48)⟪조선일보⟫(2014. 2. 8일자는 “북, 동창리 발사대 곧 확장 완공. 3〜4월 중 추가 발사가능성” 제목
하에 “미국의 북한전문사이트 ‘38노스(North)'는 2014. 2. 6일 최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
한 결과 북한 평안북도 철산리 서해발사대 확장공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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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의 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성공만 하면 아무런 희생이나 비용소모 없이 적
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역대 북한정권은 북한정권의 질적 변화 자체를
사실상 “북한의 멸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본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
<Option 6> 남북한 통일에 의한 방안: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자동 달
성될 수 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설사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된 핵무기일지라도 큰 민족적
재앙이 될 가능성은 낮게 된다. 남북한 통일은 남북한 간 갈등, 분쟁, 전쟁 등의 소멸을 의미
하며 북한의 핵무기 및 핵개발 프로그램은 통일된 한반도 자체의 관리 문제로 전환된다. 북한
의 핵무기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그 핵무기는 통일된 대한민국이 보유해야만 하는 핵무기가
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가 미완성품인 경우에는 북한 핵 프로그램은 개발을 완성시켜 주
변국들과 핵 균형을 유지하거나 혹은 완전 폐기시켜 비핵 국이 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현
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민족적 재앙요소는 남북한통일과 함께 소멸되는 것은 사실이
다.
본 방안의 장점은 (1) 통일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평화롭게 자동해결이 될 수 있으
며, (2) 통일되는 경우 북한이 완성시킨 핵 혹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북한 핵은 주변국들
보유 핵들과 균형을 이룩할 수 있으며, (3) 통일노력이 비핵화 노력보다 더 용이할 수도 있다
는 점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본 방안의 단점은 (1) 남북한통일은 단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북한의 핵무
기 완성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비핵화를 실기할 가능성이 높고,
(2) 통일과정 및 통일 후 반 통일세력들이 완성된 핵무기 혹은 핵시설들을 탈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다.
통일과 함께 북핵문제를 해결함은 우리민족이 이중적인 복(福)을 받는 축복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며 통일을 기다리는 동안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기 때문에 본 방안은 실효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
<Option 7> 북한체제 몸통 흔들기: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몰두할 수가 없게 된다. 개인도 신변상 위협이 증대되면 우선 신변보호에 몰두하는 것이 최우
선이고 다른 일은 차선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체제존속에 위협을 가하
는 것은 실효적인 북한 핵무기개발을 지연 내지 포기케 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북한
이 기어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체제에 대한 위협이 비
핵화라는 실효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늘- 대화나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시도하는 경
우 불량국가인 북한 정권은 미동도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경험이다. 불량배나 조폭은 자
기 몸통이 공격받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49)
12월 발사됐던 ‘은하3호’보다 훨씬 큰 최장 50m의 로켓이 발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사대 높이
가 종전 47m였지만 확장공사를 통해 52m로 높아졌기 때문에 50m의 로켓발사가 가능하다는 얘기
다...북한의 신형 로켓은 장거리 미사일로 전환될 경우 사거리 1만km이상으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으며, 500kg이상 탄두를 가진 본격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도하면서 북한의 핵개발 불 포기 양상을 보도하였음.
49) 예를 들면, 북한의 핵개발을 지연시키는 방안으로서 핵개발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과학자
들을 계속 추적하여 개발업무에 몰두치 못하게 한다든가, 결정적인 핵개발 원료 생산 공장을 파괴시
킨다든가, 북한의 핵개발을 돕는 외국과학자들을 차단한다든가, 핵개발을 정치철학으로 고수하고 있
는 정치요인들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들은 북한 핵개발체제의 몸통을 흔드는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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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안의 장점은 (1) 비대칭적 우위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남한의 대북심리전 역량으로 북
한체제 몸통 흔들기를 할 수 있다는 점, (2) 3만 여명의 탈북 민들이 북한 몸통 흔들기에 적
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점, (3) 한국군은 북한체제 몸통 흔들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
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4)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북한체제 몸통 흔들기에 필요한 충분한 역
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남한의 대북심리전 능력은 북한과 비교할 시 비대칭 우위를 점하고 있는 능력이다. 남북한
간 삶의 질 격차/북한인들의 비참한 삶의 현장, 한국의 풍부한 전기 및 IT산업의 우월성, 북
한의 우상숭배를 위한 수많은 역사왜곡, 철저한 폐쇄사회 속에 수많은 거짓과 사실왜곡 등 남
한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북한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은 북한의 정권입장에서는 핵
폭탄 공격보다 더 두려운 북한체제를 흔드는 행위다. 남한은 비대칭적 우위의 역량을 보유하
고 있는 대북심리전 역량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남한의 대북심
리전은 무엇보다도 북한체제에 균열을 가하고 그 균열이 결정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의 대북심리전 중단을 위해 때로는 협
박하고, 때로는 협상을 통해 중단노력을 하고 있다. 남한의 대북심리전 추진은 결정적으로 북
한의 몸통을 흔드는 일이다. 북한이 어느 정도로 남한의 대북심리전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
은 2015년 8월15일 북한의 “확성기 방송 중단 안 하면 무차별 타격” 제하의 대남성명을 통해
도 알 수 있다.
남한사회에 생활하고 있는 3만여 명의 북한의 탈북 민들은 북한체제의 몸통을 흔들 수 있
는 상당한 저력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상당기간 북한에서 생활하고 각 분야에서 각종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체제에 대한 공격포인터, 공격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대북심리전이 북한체제를 흔듦에 어느 정도 위력
을 갖고 있는 지를 절감하고 대북전단 날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그들의 가족들 해방을 위해 북한체제를 흔듦에 보다 강한 신념과 보다 적극적인 행동력을 보
유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산이요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 안보역량이다.
한국군이 공군력, 미사일 전력, 특수부대 전력 등을 이용하여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북한수뇌부를 공격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북한에게 일부 정보를 슬슬 흘리면서 위협하는
경우 이것은 몸통 흔들기에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음밀 하게 실제 몸
통을 흔들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그 장점이
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병기와 정확한 정보수집 능력을 이용하여 북한체제
의 몸통공격과 관련된 전략‧전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결정적 순간에 실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계획을 북한이 감지할 때 그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엄
청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역시 한국이 북한의 몸통 흔들
기를 할 수 있는 장점이다.
본 방안의 단점은 (1) 한국정부 지도자의 강한 신념과 확고한 실천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는 점, (2) 북한몸통 흔들기가 이행될 시 남북한 간 대화/화해/교류협력은 사실상 어렵게 된
다는 점. (3) 북한의 반발 혹은 보복으로 국지전 가능성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북한의 몸통 흔들기는 최고통수권자가 강한 신념과 실제 행동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이적
성문화가 남한사회 곳곳에 침습해 있는 현실적 여건은 북한체제 몸통을 흔들기에 참 어려운
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북한의 몸통을 실제로 흔들게 되면 북한은 온갖 선전 공세 혹
은 대응보복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지전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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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북한의 몸통을 흔듦에 단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상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분석하여보았지만 결론적으로 (1) 비
실효적인 방안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해왔으며, (2) 북한이 사생결단 포기하지 않고 개발하
고 있는 핵개발에 대해 이를 무산시키는 대응책이 없었다는 점,

(3) 문제점 많았던 한국정부

대북정책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해 주겠지” 하는 지나친 미국의존성), 북한에 대한 인식부족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닌 형제동포이기에 지원만해주면 핵 개발은 자동 포기할 것이다” “북
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기 때문에 핵개발여부는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
면서 대화‧교류협력에만 몰입 (“북핵문제를 거론하면 남북대화 파탄난다”는 인식보유) 등으로
인해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로 귀착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 시점에서 진정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려고 하면 한국정부의
“사생결단 비핵화를 달성 하겠다”는 강한 신념과 실천력이 제일 필수 요소다. 그리고 대화‧협
상/외교정책 차원에서 벗어나 발상을 대전환한 북한을 실제로 비핵 화시키는 방안을 선택하고
실천에 옮겨야만 된다.

III. 한국의 북 핵 대응책 선택(options) II: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영국의 국방정책 작성에 오랫동안 근무한 방위분야 철학자(The philosopher of defense)
이자 핵무기 억제이론의 대가로서 1970년대부터 2000연대 초반까지 활약한 마이클 퀸란
(Michael Quinlan)은 “핵무기로 무장한 적대국들끼리는 상대방에 대한 취약한 점을 모색한다
든가 상대방을 괴멸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핵무기 위협 앞에 생존
하는 길은 오직 핵무기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50)
북한의 비핵화 작업이 실패를 하고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고 대한민국은 비핵 국이
되어있는 경우 국가안보차원에서 그 심각함은 설명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응책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절대로 남한에게 사
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은 북한자체의
멸망을 의미한다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개념을 북한에게 주지시키는 방안밖

에 다른 대안이 없다. 국가안보는 여하한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가 있을 수 없다. 단 1%의 가
능성을 보고도 불굴의 정신으로 지극정성 부여잡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 국가안보다.

<Option 1> 동맹국 미국 전술 핵무기 환원 재배치
개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비핵국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가생존차원에서
제일 화급하게 추진하여야만 할 대책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대한민국에게 사용하
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고 순발력 있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이 서명하고 지금까지 북한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는 소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발효: 1992. 2. 19)을 조속하게 무효화 선언을 하고, 미국의 확장억
지력(Extended Deterrence Power)을 한반도에 다시 “배치하는 일”이다.
50) Tanya Ogilvie-White, On Nuclear Deterrence: The Correspondence of Sir Michael
Quinlan, IISS, 2011, p. 69.

한국의 북한 핵 대응책 선택(Option) 40

한반도를 미국의 확장억지력으로 방위하는 문제는 사실상 한국과 미국 간에 오래전부터 논
의된 역사를 갖고 있다. 1978년 SCM부터 미국의 확장억지력 (Extended Deterrence)을 한국
에 제공하는 원칙을 한미양국 공동성명을 통해 천명해 왔다. 1991년 12월 13일 “한반도 비핵
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공포한 이후인 2006년 북한 제1차 핵실험이후에 한국과 미국은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 한국전개 사항을 논의했다. 2009년 제2차 핵실험이후에는 「한
미동맹미래비전」에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하기도

했다. 2009년 10월 제41차 SCM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
어능력” 등 확장억지 구성요소를 명문화하기도 했다.

2010년 10월 제42차 SCM에서 “확장억

지정책위원회(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제도화"에 대한 결의를 했
다. 2011년 제43차 SCM에서는 “EDPC 심화발전을 통해 ‘맞춤식 억지전략’을 개발할 것”을
합의하기도 했다. 2012년 6월 14일 워싱턴에서 ‘한미 간 2+2회담(국방+외교)’에서 “EDPC가
실질적‧맞춤적 확장억제정책 개발을 위한 현재의 노력 계속 및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확장
억지 방안 마련”을 합의하기도 했다. 비록 오바마 정부 “핵 없는 세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
‧미동맹 국간에는 북한 핵이 완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반도를 핵무기공격으로부터 방어라는 입
장에서 미국의 핵우산 문제를 다루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 한국에 전술핵 배치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2017년 3월 6일
키리졸브·포이글스(KR &FE)훈련기간 중 “미국정부는 전술핵 한국 재배치까지 검토”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51) 2017년 4월 11일 미국 국무장관 틸러슨은 “중국이 북핵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핵무장한 한국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다.52)
긍정적인 면: 북한이 실제 핵보유국이 되는 경우 한국이 대한민국 생존차원에서 한반도 비핵
화 공동선언을 무효화하고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를 하는 경우 그 긍정적인 점은 (1)
북한 핵무기 남한공격 공포/위협에 대한 균형(Balance) 형성, (2) 한미양국의 정당방위: 1992
년 북한에 대한 한미양국의 오판을 교정하고 북한이 약속을 불이행할 시 한반도에 환원 재배
치한다는 미국 약속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3) 북한의 핵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미 양국이 구체
적으로 협의하고 있었던 각종 안보조치사항들 이행, (4)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과 동시에 다른 장애요소들이 내재해 있으며, (5) 한국이 새로운 핵을 개
발하는 것보다 손쉽게 이미 완제품이 되어있는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함이 더 합리적인 일이라
는 점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에 재배치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핵공격을 제어하기 위함이다. 북
한이 자기들의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는 경우 남한에 배치하고 있는 미국의 전술핵무기에 의해
엄청난 보복을 받아 결국 북한 자신이 멸망케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케 하는 것이 미국
전술핵 한국에 재배치하는 근본 목적이다. 아무리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북한정권이
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 멸망되는 자멸행위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는 이러한 공포/위협에 대한 균형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
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으로 재배치하여야 함에 대한 지지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안보실무자들 및 안보전문가들의 양심적인 주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내정된 빈센트 브룩스(Vincent K. Brooks)는 2016년 4월 19일
51) “미국, 전술핵(B61, B61-12) 한국 재배치까지 검토” (《조선일보⟫2017. 3. 6일자 참조)
52) “중국, 북한문제 안 나서면 핵무장한 한국 보게 될 것” (《조선일보⟫2017. 4. 11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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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 핵우산 제공은 위기 시
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의 일부가 돼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자체적인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장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대
한민국의 생존 책과 관련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직언을 했다.53)
미국의 핵우산 한국에 재배치문제는 미국의 정가에도 서서히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다. 로
버트 아이혼(Robert Einhorn)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하
지는 않겠지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몇 가지 있다. 미국이나 동맹국이 대대적
인 재래식 공격을 받으면 억제책으로서 핵무기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한국 내에서
미국 핵우산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게 사실이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한국에 핵
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임으로써 한국의 신뢰를 굳건히 해야만 한다.”54)라고 이
야기하면서 미국 핵우산 한국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미국의 NATO 동맹국들인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은 미국의 핵우
산 하에 그들의 안보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핵 없는 세상” 주장 논리는 사실상 동맹국
“지금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 유렵5개국에는
200기 안팎의 미국전술핵이 배치돼있다. 이 국가들은 미국과 맺은
‘나토핵공유협정’(NATO Nuclear Sharing Agreement)을 통해
핵무기사용 정책 협의에 참가하고 공동결정 및 이행을 할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핵 통제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55)

따라 차별성 있는 주장이며, 일관성 없는 하나의 주장이다.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
맹국 중 동맹국이며 동맹국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재배치는 북한의 비
핵화가 실패했다는 결론과 함께 바로 제1차적으로 조치할 한미공동 방위 차원의 제일 급선무
과제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에 재배치는 1953년 10월 1일 서명되고, 1954년 11월 18일부터
지금까지 발효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56)
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술핵 한국에 재배치는 북 핵이라는 새로운 위협의 등장에 따
라 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의 강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에 환원 재배치는 동맹조약에 명기된 의무이행의 일환이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에 재배치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비하여 이미 2006
년부터 상호 협의하여 온 사항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6년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하였을 당시 한미양국은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국

53) “美가 핵우산 제공 안하면 한국의 핵무장 검토해야” (《조선일보》 2016. 4. 21일자 참조)
54) “아이혼(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 “美, 대북 핵공격 옵션 배제안해...한국 핵무장은 손
해””(《조선일보》 2016. 4. 27일자 참조)
55) “무너진 동북아 核 군형, 美의 핵우산만 믿고 있을 때 아니다” (〈조선일보》 (2016. 2. 10일자 사설)
56)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
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
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
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의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한미상호방
위조약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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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우산 재배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9년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한
미동맹미래비전」에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 확인”이란 표
현 속에 논의를 계속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는 코앞에 닥쳐온 북한 핵보유라는 위협에 응급조치한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의 핵에 대해 공포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가 한국이 상응하
는 공포의 핵을 보유하여야만 되는데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검증된 실용적인 무기로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
기를 생산함에는 실용성 있는 무기의 성능을 갖춤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도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의 핵우산 한국에 재배치는 이러한 장애요소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핵무기는 이미 1945년에 실전에 사용한 경험을 갖고 있는 완벽한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 핵무기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실전에 완벽하게 사용가능한 핵무기는 이제 실험에 겨
우 성공한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공포를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전술핵무
기를 한국에 재배치함은 완벽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면: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에 재배치에 대해 예상되어지는 부정적인 내용들은 (1)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상충, (2) 국내 종북세력/이적세력들의 격렬한 반대, (3) 중국의 반
발, (4) 국가안보의 대미의존 심화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에 재배치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소는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상충함이다. 특히, 2013년 6월 19일 오바마의 핵무기정책(Obama’s Nuclear Weapon
Policy)은 “러시아와 교섭을 통해서 전략핵무기를 1/3로 감축한다”는 야심찬 내용이다. 본 내
용은 “핵 없는 세상”을 향한 단계적인 조치이며, 핵무기의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세계정책이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 핵무기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
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을 타깃으로 하는 핵과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북한
의 핵공격에 대해 동맹국 한국의 안전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도 북한의
목전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여 놓는 것이 지혜로운 방안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와 관
련 장거리 폭격기 B-2, B-52 혹은 F-22 등이 미 본토 혹은 괌도에서 발진함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폭격기들은 한반도 도착에 너무 장시간이 소요된다. 미국의 장거리 폭격
기들이 미국 본토 혹은 괌도에서 발진하여 한반도에 도착하는 동안에 동맹국 한국 및 주한미
군은 치명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국내 이적세력들의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불
문가지의 일이다. 대한민국의 적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역량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이
적세력들의 주장을 국민여론으로 간주하면서 정책에 투입시켜서는 안 된다.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중국이 반대함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중국의 반대는 동북
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차원에서 고려될 사항이다. 대한민국의 주적과 특수 관계를 유
지하면서 자국의 국익차원에서 주장하는 중국의 반대에 의해 역시 우면좌고해서도 안 된다.
안보 이슈는 중국과 협의하고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세계이성에 적합한 한국 중심
의 안보정책을 수립한 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미국의 전술핵 한국 재배치는 한국의 안보를 미국에 심각하게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미
흡한 안보역량은 동맹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동맹국이 필요하다. 한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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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세력들과 친북세력들이 “안보역량 자주성”, “지나친 대미 의존” 등을 주장하면서 한미연
합방위체제를 비판할 것이다. 도둑 잡는데 잡는 무기가 꼭 국산일 필요는 없다. 국산이든 외
제이든 도둑을 잘 잡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안보에서 한미결속은 한국의 국가이익도 되지만
미국의 국가이익도 된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미국의 전술핵 한국 재배치와 관련 긍정적인 요소들과 부정적
인 요소들이 있다. 모든 주장들과 가치들 중 가장 고귀한 주장과 가치는 대한민국의 생존이
다.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모든 다른 가치들의 의미가 없다.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가치와 주
장보다 높은 가치나 주장들은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우선 실효적인 미국의
전술핵을 조속히 한국에 재배치하여야만 한다.

<Option 2> 국제적 핵무기 대여
개요: 미국의 전술핵 하나에만 대한민국의 생존여부를 맡겨놓고 미국이 거부한다고 하여 대한
민국의 생존을 포기할 수는 없다. 국가안보의 포기는 국가의 포기다. 국가안보는 여하한 경우
에도 절대로 포기가 있을 수 없다. 북한 핵에 대한 대한민국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핵무기를
국제적으로 대여함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기존 핵보유국 모두를 대상으
로 타진해야만 한다. 공포의 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 핵무기이면 그 생산국이 어느 나라든 별
문제될 것이 없다.
긍정적인 점: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다른 나라에게 핵무기를 “대여 한다”는 방안은 (1) 동맹
국 미국에 대한 일종의 압력행위이며, (2) 북한에 대해 어리석은 핵위협을 더 이상 하지

말

라는 경고조치이며, (3) 중국에 대한 압박임과 동시에 협조를 얻을 수도 있으며, (4) 세계여론
에 호소키 위함이며, (5) 한국이 핵보유국들 모두에게 진정성 있게 핵무기대여를 흥정할 경우
핵무기 보유국들 중에는 정당한 대여료를 받고 대여하여 줄 나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장점들
이 있다.
대한민국이 자국의 생존을 위해 국제적으로 핵무기를 대여하기 위한 노력은 미국의 동맹국
임무 불이행에 대한 일종의 책임추구 행위다. “한국이 오죽 절박하고 답답하면 핵무기 대여까
지 요구하겠는가!”라는 여론 환기에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외 다른 핵보유국을 통해서
도 대여라도 하겠다는 점을 미국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경우 미국의 핵우산 환원배치는 재
고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인 핵무기 대여노력은 북한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처
럼 어렵게 핵을 개발하지 않아도 강한 경제력을 동원하여 핵무기를 빌려다 놓을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게 주지시킴에도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대여하여 놓으면 공포의 균형으
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핵무기대여노력은 중국에 대한 일종의 압박행위다. 북한을 비핵화 시
킴에 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중국은 대한민국이 그 생존을 위해 정당방어 차원에서 핵무
기를 대여하려고 하니 협조해야만 한다는 적극적인 군사외교를 전개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
이 거부하고 있는 핵우산을 빌려주겠다는 의지표명을 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국가안보는
가능성 있는 모든 방안들을 다 동원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 경주하여야만 국가적
중대사다.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핵무기 대여노력은 국제적인 여론지지의 한 방안이다. 우리의 지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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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설득력 있는 외교적 노력은 “대한민국이 불량국가 북한의 핵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핵무
기 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절박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세계여론을 환기시킬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불량국가가 아니며 북한 핵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방책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대여하여 주어야만 한다는 여론이 발생할 수도 있다.
[표 1] 세계 각국 핵무기 보유
국가
핵 무 기
보유수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 국

영 국

파키스탄

인 도

이스라엘

북 한

합 계

7,500

7,200

300

250

225

130

110

80

〈15

15,695

자료: www.ploughshares.org (Ploughshares Fund, “World Nuclear Weapon Stockpile“
(updated June 23, 2015)

이러한 여론이 있을 경우 러시아 같은 나라는 과다하게 재고하고 있는 핵무기를 경제적인 이
득도 볼 겸 대여하여줄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국제적인 핵무기대여 노력은 미국에게 공개적
으로 하여야만 하며 미국은 그들의 핵우산을 한반도에 환원 재배치시킬 수밖에 없다는 정책변
경을 할 수도 있다.
부정적인 점: 그러나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국제적 핵무기 대여 노력에 대한 장애요소들은 (1)
대부기 대여와 관련 미국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2) 한국사회 내 국론분열을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항 등이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핵무기대여노력은 제일 장애요소가 미국과 갈등 가능성이다. “핵 없는
세상”을 주장하였던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핵무기를 대여하여 줄 가
능성이 높지만 미국 민들의 여론에 따라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국제적 대여노력에 반대를 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핵무기 대여를 반대하는 경우 한국은 끈
질기게 대한민국 생존차원에서 미국이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만 한다. 끝내 미국의 협
조가 어려운 경우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미국과 협조 없이 일방적인 선언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미동맹의 결속을 저해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한미동맹의 결속을 강조하면서 미
국에게 동맹국으로서 기본임무 이행의 중요성과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끈질기게 요구하여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핵무기 대여노력에 국내 이적세력들이 반대하면서 국론분열현상이 나
타나는 것은 불문가지의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안보 정책에는 수용할 여론
이 있고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될 여론도 있다. 한국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이적성(利敵性)
여론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될 여론이다. 한국정부가 국가안보정책을 결
정함에 있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이적성여론까지 민주사회의 한 국민여론으로 취급하면서 그
여론들에 좌면우고하는 자세를 취한 결과 그 동안 많은 국가안보역량의 훼손이 있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Option 3> 국제적 핵무기 구매
개요: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비핵 국이 되어 있는 경우 공포의 균형을 달
성키 위한 방법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를 구매하여 핵보유국이 되는 방안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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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 필요한 무기들이 모두 국산품이면 외제인 경우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한 점들이 많
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국산품이어야만 한다는 법은 없다. 무기로서 필요한 기능만 발휘하
면 그것이 국산품이든 외국산이든 상관할 것이 없다.
미국의 핵우산 재배치가 어렵고, 국제적으로 핵무기를 대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그 다
음 방안으로 국제적으로 핵무기를 구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핵보유국은 핵무기를 구매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도 있다. 핵무기의 국
제적 구매가격이 대단히 비쌀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생존여부를 두고 가격을 따질 사항
이 아니다.
긍정적인 점: 핵무기 국제적 구매방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긍정적인 점들이 있다. (1) 핵무
기의 국제적 구매는 전혀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며, (2) 한국의 국제적
핵무기 구매는 북한에 대한 정당방어조치며,

(3) 미국 핵우산 한반도 환원배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4) 중국에 대한 압력이며, (5) 대한민국이 불량국가 북한의 핵공격을 방지하기 위
한 핵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노력함은 세계인들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이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국제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방안이다. 공개적인 구매가 어려우면 비공개적인 구매라도 좋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는
언제 사용한다는 기약 없는 핵무기들을

많이 재고하여놓고 있는 것보다 국제적으로 구매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핵무기 구매노력은 북한 핵보유에 대한 정당방어 노력의 일환책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다고 하여 남한이 쉽게 북한에게 굴복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자위권 조치다. 북한은 수십 년 노력하여 핵보유국이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구매하여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헛된 노력들을 자성케 하는
효과도 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핵무기 구매노력은 동맹국 미국의 핵우산 한국 재배치를 촉구하는 노력
의 일환책인 의미를 갖고 있다. “동맹국 미국이 핵우산을 지원하여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온 지구촌 핵무기보유국들에게 핵 판매를 호소하고 있다”는 여론은 미국에게는 곤혹스러운 여
론일 수도 있다. 미국에게도 계속하여 핵무기 판매를 요구하여야만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 그
리고 여타 다른 핵무기 보유국에게도 공개 혹은 비공개적으로 계속하여 핵무기 판매 외교활동
을 전개하여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핵무기 구매는 역시 일종의 중국에 대한 북한비핵화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행위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비핵화 노력을 하지 않는 결과로 한국이 그 생존권
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 구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여론은 중국에게도 일종의 압력이 될
것이다. 한국은 핵무기를 구매해서라도 핵보유국이 되면 중국은 안보차원에서 바람직한 상황
으로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동북아 핵도미노현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핵 구매 노력은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놓고 그 만큼 대한민국은 사생
결단하고 나옴을 세계인들에게 주지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핵 구매노력은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는 현실적인 공포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부정적인 점: 그러나 한국의 국제적 핵무기 구매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1) 한국의 국제적 핵무기 구매를 두고 미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2) 국내 이적
세력들의 반대로 국론분열 등이 부정적인 면이다.
미국은 핵무기 비확산 차원에서 한국의 국제적인 핵 구매를

반대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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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은 대한민국의 생존권이 고려되지 않는 미국대외정책차원의 주장

이다. 대한민국입장에서는 생존권 차원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절대로 받아드릴
수 없는 주장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핵 구매를 반대할 것 같으면 미국의 핵우산을
대한민국에 재배치하면 된다. 한국은 대한민국 생존 차원에서 국제적 핵 구매 노력을 미국에
게 끈질기게 설득하여야만 한다. 설득이 끝내 안 되면 굳이 미국과 합의하여 추진할 사항은
아니다. 국제적 구매를 하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면 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이적세력들의 반대여론은 국가안보차원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
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안보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이적세력들의 견해를 반영하지는 않는
다.

<Option 4> 한국자체 핵 생산
개요: 본 방안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하여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는 방안이다. 본
방안은 앞에서 이야기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핵무기 국제적 대여, 핵무기 국제적 구매
등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추진할 방안이다. 적대국간 어느 한쪽은 핵 보유국가
가 되고 다른 한쪽은 비 핵 국가일 때 사실은 비핵 국의 국민들 생명과 국가자산이 핵보유국
에게 인질이 됨을 의미하며,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함께 비핵 국이 되든가 아니면
함께 핵보유국이 되는 길밖에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해서 상응하는 핵능력을 보유하면서 공포의 균형을 통해 국가
안보를 확보해야만 한다.
“한국이 향후에 생존을 원한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되기 전에 결판을 내야만 한다.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세월아 가거라하고 6자회담이나 외치면서 북 핵 폐기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은 불량국가의 진정한 속성이 무엇인지, 핵무기 공격의 가공스러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무지하고 순진한 그리고 전략‧전술도 없는
나라처럼 보인다. 한국은 불량국가인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안보에
무책임한 국가처럼 보인다. 북한의 핵개발은 회담이나 말로써는
결코 포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57)

한국은 그 동안 인내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갈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실패하였음과 대
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핵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연을 당당하게 선포하여
야만 한다. 미국에게는 미국이 이러한 상황을 싫어한다면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갖다놓든가,
아니면 어느 나라든 핵무기를 대여 혹은 구매하려고 하는 한국의 노력을 방해하지 말라는 메
시지를 동시에 선포한다. 그리고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면 한국도 즉시 핵개발을 중단
할 것임을 선언한다.
긍정적인 면: 한국자체 핵개발 선언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1) 북한의 핵공포/핵위협에 대한
정당방어 개념이며, (2) 한국은 핵을 개발할 정도로 경제‧산업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3) 핵
을 양산하고 있는 세계최강 첨단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4) 중국
의 북 핵 폐기 노력을 촉구하는 지렛대의 의미가 있고, (5) 동북아 핵도미노에서 생존을 위한
57) 2011. 3. 22 본 필자가 이스라엘 BESA Center를 방문 시 소장 Efraim Inbar교수가 주장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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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노력이라는 점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함은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당방어 개념으로서 그 누구도 압박할 수 없다.
“미국은 한국이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우리를 안심시켜왔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술핵은 1992년 철수했다. 정부는 우선 일시적으로라도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방안을 미국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유럽처럼
핵무기 사용 결정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북의 핵위협이 현실화할 때
과연 적시(適時)에,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미국의 조치가 이뤄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 본토가 공격받지 않는 상황에서
핵우산을 가동할 미국 대통령이 있을지도 의문일뿐더러, 핵우산 사용을
결정할 때 한국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회의적이다.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 핵우산만 믿고 눈앞의 위협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나 방어용에 그치는
사드배치, 미국의 불확실한 핵우산에만 기대고 있을 수 없다. 동북아의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미국‧일본‧대만 등과 본격 논의할 때가
왔다...아무리 혈맹관계라고 해도 국가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
주변에 적대국들뿐인 이스라엘은 8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 보유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도 거부하고 있다. 핵 주권을 스스로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스라엘 생존전략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58)

동맹국 미국은 핵을 보유하려고하는 한국을 압박하기보다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순리다. 살상을 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조폭이 있는 경우
조폭을 제거하든가 그 흉기를 뺏는 것이 먼저다. 조폭의 흉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노력을 조폭
에게 협박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맴 몸으로 있으면서 무장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
다. 흉기를 든 조폭에게 대항하는 장비를 갖지 말라는 것은 조폭의 흉기에 그대로 희생 당 하
라는 이야기다. 이웃집으로부터 흉기든 조폭을 제어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받든가, 대여하든
가, 사오든가 하는 모든 것이 어려우면 조폭이 소지한 흉기를 제어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총동원하여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대한민국은 국가정책으로서 결정만 하면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할 수 있는 경제력과 산업능
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규모(명목 GDP) 1조4,351억 달러(세계
26위)이며, 무역규모는 1조 675억 달러로서 세계13위를 차지하고 있고, 1인당 명목 GDP는
28,338달러로서 세계28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진국 중 상위권 경제역량을 보유하고 있다.59)
한국은 다음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계6위의 원자로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원
자력 산업분야에서 강국이다. 원자로건설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정도의 산업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역량과 산업역량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생존이 달려있는 핵개발을
국가정책으로서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 국가자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여부를 놓고 심각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불가능한 상황 속에 처하

58) “무너진 동북아 核 균형, 美의 핵우산만 믿고 있을 때 아니다“ (《조선일보》 (2016. 2. 10일자 사설)
59) “대한민국/경제” (www.namu.wiki 2016. 2. 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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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져 있으면 몰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가능하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너무 무책임한 소행이다. 대한민국은 필요시 핵개발을 할 수 있는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표 2] 각국 원자로 보유 통계
국가

원자로
기존

건설중

합계

알젠티나

3

1

4

벨지움

7

0

7

가나다
이집트
헝가리
일본
파키스탄

19
0
4
43
3

0
4
0
3
2

19
4
4
47
5

독일

9

0

9

2

0

2

10

0

10

남아프리
카
스웨덴
터키

0

2

2

영국

16

7

23

국가

원자로
기존

건설중

합계

1

0

1

브라질

2

1

중국
핀랜드
인도
멕시코
루마니아
슬로바키

30
4
21
2
2

24
1
6
0
0

4

2

6

24

4

28

5

0

5

아르메니
아

아
한국
스위치랜
드
우크라이
나
미국

국가

원자로
기존

건설중

합계

벨루라스

0

2

2

3

불가리아

2

0

2

54
5
27
2
2

체코
프랑스
이란
네들란드
러시아
슬로베니

6
58
1
1
34

0
1
0
0
9

6
59
1
0
43

1

0

1

스페인

7

0

7

대만

6

0

6

0

4

4

15

2

17

99

5

104

아

아랍에미
레이트

총계: 기존 437 건설중 69

<자료> “Nuclear power by country” (www.en.m.wikipedia.org 2016. 2. 8 검색)

한국은 핵을 양산할 수 있는 동맹국 혹은 친교 국들을 보유하고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물론 동맹국이나 친교 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핵무기 제조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성국관계보다는 동맹국 혹은 친교 국 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핵무기 생산과 관련된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북한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당시 그의
공산권 종주국 구소련으로부터 핵무기 제조 기술을 전수 받았다.
한국이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한국자체의 핵무기 생산과 관련 협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① 한국의 상당수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핵공학 공부를 했으며, ② 한국의 학자들 중에
는 미국의 핵공학 연구 분야 혹은 핵무기제조 분야에서 근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을 수 있으며, ③ 한국의 군사외교 혹은 국제정치 역학관계에 따라 미국의 공식적인 핵무기
제조기술 한국 전수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다.
한국의 학자들 중 상당수 학자들이 미국에서 핵공학 유학을 한 경험은 한국의 핵개발에 결
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한국의 핵 공학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핵 생산기술과 어
느 정도 연계될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태생 학자로서 미국의 핵 생산 분야
에 종사경험자들은 한국정부의 유치노력에 따라 한국의 핵 생산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도 있
다. 한국의 군사외교 혹은 대미외교와 국제정치의 상황변화는 미국의 “핵 없는 세상”이 “동맹
국 핵우산으로 보호”라는 주제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최강의 핵무기 보유국이
자 핵무기 기술 강국인 미국을 동맹국으로 보유하고 있음은 한국의 핵 생산에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자체핵개발 선언은 동북아에서 핵개발 도미노 현상을 초래케 하고 본 도미노 현상
은 중국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이 발생하기 이전에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를 촉구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주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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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보유 도미노 현상은 한국의 자체 핵 생산을 기점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핵보유국들이다. 북한도 사실상 핵 보유 국이다.
일본은 사실상 잠재적인 핵보유국이다. 일본은 매년 플루토늄(Pu) 9톤(t) (핵무기 2,000개
생산 분량)을 생산할 수 있는 핵무기를 양산할 수 있는 저력을 보유하고 있다.60) “일본은 북
핵‧중국 핵을 빌미로 핵무장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는 이미 제2차 핵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더 이상 잃을게 없는 북한의 핵개발 위협, 중국부상, 미국의 취약한 핵우산 등이 일본 핵무장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61)
일본의 핵 개발과 관련 중국정부는 “일본은 이미 핵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다...그 생산 능
력은 미국과 맞먹는 수준이다. 일본은 매년 9t의 무기급 플루토늄(Pu)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는 핵무기 2,000여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일본은 이미 핵폭발장치 2〜5개를 제작할 수
있다”62)라고 주장했다. 2015년에 접어들면서 미국-일본의 밀착관계 형성은 일본의 핵보유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2015년 4월 28일 ‘오바마‧아베 공동비전 성명’은 일본 핵
개발에 유리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63) 미국의 중국견제라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동맹국 일
본이 핵을 보유함으로서 더 강한 중국견제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핵 개발을 거의 완성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대만은 이미 1977년부터 핵무기 개
발을 거의 완성한 “핵무기 개발의심국가 (insecure nuclear threshold states)”로 분류되고
있다.64) 대만은 1967년 대만청산과학기술연구소 내에 원자력연구소(INER: The Institute of
Nuclear Energy Research at the Chungsh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를
두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1970년대에 플루토늄(Pu)생산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
후 IAEA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외형적으로 핵개발을 중단하고 있다.
한국의 자체적인 핵 생산은 동북아에서 핵 도미 현상을 가속화시킴에 시발점이 될 수 있으
며,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을 가속화를 의미한다.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은 중국 안보에 엄청난
위협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보다는 북한을 비 핵 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중국의 국가
이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
한국의 자체 핵보유는 동북아 핵도미노에서 생존을 위한 최후의 노력이다. 동북아에서 중
국, 러시아, 북한, 일본, 대만 등 중요국가 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만이 비 핵 국
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한국 혼자 국가안보를 포기한 상황을 의미한다. 한국의 핵 자체 생산
및 보유는 실제로 국가안보역량을 구비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공포의 균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다 필요한 일이다.
부정적인 면: 한국자체의 핵개발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은 (1) 미국 및 국제사회의 핵 비확
산 정책과 갈등, (2) 중국의 심각한 반대, (3) 동북아 핵도미노 및 군비경쟁 가속화, (4) 국론
분열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미국은 “핵 없는 세상”을 주장하면서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기생산을 반대 할 것이다.65) 그
60) Horner, Daniel,(November 2012) “Strains Seen in Japan’s Plutonium Policy,” Arms
Control Association. (검색일 2017. 6. 1)
61) Harlan, Chico (27 March 2012), “Japan Has Lots of Plutonium on Hand, Little Way to Use
It”(Washington Post, 검색일 2017. 6. 1)
62) 2014. 1. 3. 중국정부 발표
63) 2015년 4월 28일 “오바마-아베 공동비전성명”에서 강조한 “힘에 의한 행동은 국제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다. 일본 자위대 참전계획을 전 세계로 확대한다. 미‧일동맹은 아시아‧태평양안보의 기둥이다.”라
는 내용은 일본이 자국의 핵보유를 강력이 요구하는 경우 미국은 이를 동의할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
이라고 볼 수 있음.
64) “Taiwan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en.m.wikipedia.org, 검색 201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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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미국의 “핵 없는 세상” 주장은 대한민국의 생존권이 고려되지 않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미국대외정책차원의 주장이다. 대한민국입장에서는 생존권 차원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
는 한 절대로 받아드릴 수 없는 주장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 생산을 끝내 반대할 것 같으
면 미국의 전술핵을 대한민국에 재배치하면 된다. 한국은 대한민국 생존 차원에서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배치하여야 함을 미국에게 끈질기게 설득하여야만 한다. 설득이 끝내 안
되면 굳이 미국과 합의만을 기다리면서 마냥 시간을 보낼 수만은 없다. 성의를 다한 설득 후
끝내 타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갈등관계를 각오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자체적
인 핵 생산을 추진하면 된다.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기 생산에 대해 국제적인 반발은 큰 부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
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반발을 중시하면서 그냥 비핵 국으로서 벌거벗고 홀로 서
있을 수만은 없다. 한국은 국제적인 반발 분위기 해소를 위해 지성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함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 위협에 살아남기 위한 궁
여지책의 선택임을 부단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한국에 핵무기 생산에 대해 중국의 반대는 큰 부정적인 변수 중 하나다. 한국은 중국의 반
대에 대해 역공을 가하여야만 한다. 즉, 중국은 한국의 핵무기 자체생산에 대해 반대할 자격
자체를 구비하고 있지 못함을 강조하여야만 한다. 그 이유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
력경주에 있어 무성의하게 임함으로 인해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무기
자체 생산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생존을 위한 궁여지책임을 중국에게 당당하게 주장하여야
만 한다.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기 생산관련 중국의 동의를 얻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중
국의 반대가 있을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지만 한국의 핵무기 생산은 북한을 비핵화 시키지 못
한 결과로사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도출에는 중국의 책임이 있음을 당당하
게 주장하여야만 한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 생산을 하면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노골화되고 군비경쟁
이 가속화되는 것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극히 부정적인 요소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북
아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다른 중요 국들 모두는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한국 혼자 비핵 국으로 벌거벗고 혼자 서있는 상황은 한국의 생존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핵무기 자체생산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생존을 위함이요, 한
반도를 둘러쌓고 있는 핵무장 국들 속에서 공포의 균형을 모색하는 정책임을 한국의 핵무기
생산을 반대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설득을 하여야만 한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한다고 하면 한국사회에서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됨은 불
문가지의 일이며 바람직하지 못 한 사항 중 하나다. 한국안보차원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중 하
나는 안보관련 이슈들이 정치화되고 이념화되는 상황이다. 정치화되고 이념화 된 안보이슈는
국가안보 이슈들을 정치인들의 정파적 이익 혹은 이념 인들의 이념적인 목표달성을 기준으로
논의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심각한 안보이슈들은 이념화 혹은 정치화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합리적인 안보정책이 도출되기 어렵게 된다. 한국자체의 핵무기 생산을 두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자체의 핵무기 생산
65) 많은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도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예를 들면, 미국
의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담특보였던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은 2016년 4월 26일 아산정
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16’에 참석하여 한국의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한국이 핵무장으로 얻게 될 인센티브는 아주 아주 적다. 오히려 핵 역량 보유로 인해 치러야할
대가가 막대하다. 금전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원전가동 등) 에너지 분야에서 부담이 되며 한‧미상호방
위조약에도 금이 갈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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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해 정파적인 이익차원에서 논의되는 주장들과 적과 연계된 이적세력들의 이적성 주장
들은 철저히 배제시켜야만 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 나라에 존속하고 있는 이적세력의 견해
를 안보정책에 수렴하지는 아니한다.

IV. 요약 및 결론
2017년 중반 현재 북한 핵개발 현주소는 비핵화는 실패하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
어있는 상황이다. 실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고 한국이 비핵 국이 되는 상황이 되면 대한민국
은 생존차원에서 대단히 치명적인 상황이 된다. 비핵 국 대한민국은 핵보유국 북한에게 인질
이 되는 상황이 된다.
북한 핵과 관련 대한민국은 생존차원에서 북한 핵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와 북한이 실제 핵
보유국이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의 선택 방안들(Options)을 마련하고 그 방
안들을 실천하여야만 한다.
북한 핵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발상을 전환한 비핵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여야만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선택방안들(Options)

중에는

(1)

대화‧협상

(dialogue/negotiation)/외교정책에 의한 방안, (2) 제재(containment/ sanction), (3) 타격
(strike/preemption), (4) 비밀작전(covert operation), (5) 북한정권 질적 변화(changing
the North Korean regime), (6) 남북한 통일, (7) 북한체제 몸통 흔들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 각 방안들은 그 실효성 차원에서 다 장단점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각 방안들은 지도
자의 강한 신념과 강한 실천력을 동원하여 실제 실천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하는 경우 그
실효성은 많은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문제와 관련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을 제외한 다른 5개국들이 지금까
지 모두 실효성이 미흡한 대화‧협상/외교정책 한 가지 방안에 안주하여 20여년의 세월을 허송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군정치와 병진노선을 지상지고의 국가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는 북한정
권의 핵개발 및 보유에 대한 강한 집념과 끈질긴 핵개발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개발 성공이라
는 종착역에 거의 도달해 있다.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화‧협상/외교정책 차원에
서 벗어난 다른 6가지 방안들을 심층 깊게 검토하고, 그 중 실효성이 높은 방안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철저히 실천하여야만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사실상 핵무기 보유와 대륙간 탄도탄(ICBM) 개발성공을 단
순한 한반도 평화교란 문제가 아닌 미국이 장래에 맞게 되는 가공스러운 재앙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라는 미래의 재앙이 실제적인 재앙으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화, 제재, 군사작전, 북한정권 교체 등 모든 가능한 옵션들(Options)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장 실효적인 대안선택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향해 공조를 부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적인 공
조가 되면 좋고 공조가 되지 않는 경우 미국이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신념적인 인식을 보유하고 구체적인 행동조치들을 구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차원에서 북핵문제 해결은 필수적이며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신념적인 인식과 실제적인 조치들은 한국의 국가생존차원에서 천우신조의
기회를 맞고 있는 셈이다. 한국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미국에게 간청을 해서라도 북
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룩해야만 한다. 북핵문제 해결은 한국정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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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제 중 난제다.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와 한국정부는 첫째, 정서적으
로 강한 결속을 하고, 둘째,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강한 동맹국
간 공조를 해야만 한다. 한국은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북한의 비핵화에 맞추고 미국과 혼
연일체가 되어 우선 북한의 비핵화를 성공시키면서 양국정부간 신뢰를 강화시켜야만 한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상황이 되면 대한민국은 생존차원에서 ‘공포의 균형정책’
을 구사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공포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동맹국 미국의
전술핵을 조속하게 한국에 재배치하여야만 한다.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협조하지 않으면 한
국은 다음 조치로서 국제적으로 핵무기를 대여하여 한국 땅에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공포의 균
형을 이룩하여야만 한다. 미국의 전술핵 한국 재배치와 국제적인 핵무기 대여가 미국의 비협
조 혹은 기타원인으로 인하여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한국은 그 다음 조치로서 국제적으로 핵
무기를 구매하여 한국 내에 배치하여야만 한다. 만약에 미국의 전술핵 한국재배치, 국제적 핵
무기 대여, 국제적 핵무기 구매 등이 다 불가능할 경우,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하
여야만 한다.
한국이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공포의 균형정책으로서 제일 실효성 있고 가능성이 높은 것
이 미국의 전술핵 한국 재배치다.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에 재배치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1) 북 핵이 대한민국 생존에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 신념적인 인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2)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정부가 정서적으로 강한 신뢰를 구축하여야만 하며, (3)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의 턱 앞에서 미국의 재앙을 차단함에 실효적인 방안임을 미국정부가 강
한 인식을 갖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야만 하며, (4) 한미동맹은 한국의 발전과 번영, 국가
안보를 위한 인프라 중 인프라라는 강한 신념적인 인식을 가져야만 한다.
국가안보는 포기가 있을 수 없다. 해결과제가 어렵다고 포기하고, 쉽다고 실천하고 하는
주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생존’보다 더 고귀한 가치는 있을 수 없다. 대
한민국의 생존이 희생됨은 대한민국 전부의 희생을 의미한다. 동맹국 혹은 주변국들과 친교라
든가, 동맹국들의 동의라든가, ‘핵 없는 세상’이라든가, 국내여론이라든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
은 대한민국이 생존하여 있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들이다. 대한민국의 생존권이
라는 가치에 비교하면 이 모든 주제들은 하위의 개념들이다. 핵보유국 북한정권에 인질/볼모
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은 사생결단하는 강한 결심을 동반한 북한의 비
핵화 방안/공포의 균형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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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박사(중앙일보 논설위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함에 따라 북한의 핵 위협 상황이 이제 현
실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할 탄도미사일을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연속적으로 시험 발사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로 동해안과 평안남도 일부지역에서 이뤄졌지만 올해 들어서는 그 양
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동해안 신포와 원산 일대를 비롯해 평안북도 구성,
동창리, 북창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중심으로 발사가 이뤄지고 있다.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도 지난해엔 실험단계
수준이었던 북극성-2형, 대항모용 스커드-ER, 화성-12형 등이 이제는 개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처럼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다양한 곳에서 발사하는 것은 핵
무기의 실전배치를 위한 막바지 작업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보유한 다양한 탄
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작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실험하고 있다는 추
정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현재와 같이 그 발사 수량이나 장소가 당분
간 최고조에 달했다가 차츰 감소할 전망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최고
조에서 급격히 줄어드는 시점은 북한이 핵무장으로 진입하는 시기로 볼 수 있
다. 더 이상 실험하고 훈련할 필요가 없는 여건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한이 핵무장을 하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이 본격적인 핵무장에 들어가는 시기
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완성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북한 핵개발
북한이 그동안 추진해온 핵개발 추세를 볼 때 이제 핵개발이 막바지에 도달
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까지 실시한 핵실험은 모두 5번이다. 이 가운데 3
번은 플루토늄탄으로, 1번은 증폭핵분열탄, 나머지 1번은 우라늄탄으로 추정되
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이 2016년 1월6일 함경남도 풍계리 실험장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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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차 핵실험을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나 그 폭발력으로 볼 때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핵실험은 그 폭발 규모는 6kt 수준이었다.
수소탄의 전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의 일반적인 폭발 규모가 50kt 이상이라고 볼
때 4차 핵실험은 정상적인 폭발력에 크게 미치지 못해 성공했다고 결론지을
수 없는 것이다. 증폭핵분열탄은 일반적인 핵탄에 2중 또는 3중 수소를 첨가
해 폭발력을 높인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이 “다종화된 핵억지력”이라고 발표
한 2013년 2월12일의 3차 핵실험은 우라늄탄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 이전까지
플루토늄탄으로 핵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3차 핵실험은 다른 종류(고농축 우라
늄)으로 핵탄을 만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폭발
규모가 6∼7kt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탄도미사일의 탄두로 장
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
로 북한은 플루토늄탄으로 3번(1·2·5차)의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마지막 실험인 5차 핵실험(2016.5.3)은 폭발 규모가 10kt 수준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정보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실험을 분석해볼
때 북한은 당장은 플루토늄을 기반을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다종화와 수소탄(실제는 증폭핵분열탄)을 제작하기 위
해서는 6차 핵실험을 거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앞으로 3단계에 걸친 핵무장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1단계는
플루토늄탄이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가동해온 영변의 5MWe 원자로에
서 배출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50㎏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국방백서 2016) 5차 핵실험 결과를 볼 때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올해 말 쯤에 플루토늄으로 10발 이내의 핵탄두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핵탄두는 북한이 보유한 다양한 탄도미사일 중에
서도 노동미사일에 장착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노동미사일은 1990년대
말부터 실전 배치돼 운영돼 있고 그 성능이 검증됐기 때문이다. 또 노동미사일
은 사거리가 1300㎞로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 특히 노동미사
일은 탄두의 직경이 1.2m로 북한의 다른 탄도미사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핵탄두 소형화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북한의 2단계 핵무장은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한 핵탄두다. 북한은 2010
년11월 북한을 방문한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에게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
고, 그 시설에는 1000기의 원심분리기가 있었다고 한다. 한·미 정보기관들은
북한은 해커 박사에게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 외에도 숨겨진 농축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을 근거로 볼 때 북
한은 300㎏ 이상의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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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많은 양의 고농축우라늄으로 곧바로 핵탄두를 제작하기는 어려울 전망
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성공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소형
화된 우라늄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6차 핵실험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6차 핵실험에서 증폭핵분열탄까지 터뜨릴 경우에는 플루
토늄탄에 더하여 우라늄탄과 증폭핵분열탄 등 다종화된 핵탄두를 동시에 보유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거쳐 2단계 핵무장에 돌입
할 경우 2020년까지 20∼100발(중간값 5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북한의 3단계 핵무장은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이다. 북한은 이 ICBM에 증폭핵분열탄 또는 수소탄을 장착함으로
써 핵무장 프로그램 전체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북한
은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 괌, 하와이, 미국 본토를 모도 위협할 수 있는 핵전
력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ICBM 개발과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할 경우 레드라인(Red
Line)을 넘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방적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다. 더구나 ICBM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5∼10번의 시험발사를 해야 하는데 그
때마다 북한은 위기를 맞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ICBM 개발과정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3∼5년 이내에는 ICBM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
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를 볼 때 ICBM 시험발사도 이르면 내년에도
가능할 수 있다.

북한 핵개발 단계의 종속관계와 파장
북한의 핵무장은 3단계에 걸쳐 이뤄지겠지만 이들 사이에는 서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의 1단계 플루토늄 핵무장을 막지 못하
면 2단계 대량의 우라늄탄과 3단계 ICBM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
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단계와 3단계 핵무장은 6차 핵실험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의 1단계 핵무장을 허용했을 때 2단계와 3단계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없는 이유는 1단계 핵무장에 따른 북한의 핵무기 보유 때문이다. 북한이 2단
계 및 3단계 핵무장을 위해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시도하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해 예방적 선제타격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1단계 핵무장을 통해 실전 배치한 핵무기로 대응한다고 나올 경우에는
미국이 예방적 선제타격을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
탄두를 장착한 노동미사일 등으로 주한미군기지 또는 주일미군기지를 타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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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선제타격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을 공격하겠다고 나오
면 당장 한국과 일본의 국민은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런 분위
기는 정치권에도 동시에 전파되어 미국의 선제타격에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정치권은 분열되고 국민들 사이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
기될 수 있다. 북한 핵무기에 의한 주한 및 주일 미군의 대규모 살상 가능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찬반여론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감행할 수 있
을 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1단계 핵무장을 저지하지 못해 핵무장이 2단계 및 3단계로 고도화되
면 또 다른 전략적인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이 1·2·3단계의 핵무장을
통해 다종화된 핵탄두로 미군이 배치된 한국과 미국 본토 사이의 모든 기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에 의한 위협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
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북한이 핵을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한국
과 일본, 오키나와 및 괌, 미 본토까지 위협하면 한국과 일본, 미국 사이에 분
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ICBM을 보유한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을 요구할 수 있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서울에 있는 유엔군사령부이 해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엔사의 해체는 그 후방기지인 요코스카와 요코다
등의 주일미군기지에 직접적이 영향을 준다. 주일미군기지의 핵심기지는 대부
분 유엔사 후방기지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지원한다. 이들 기지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사와 일본 정부가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사가 해체되면 이 SOFA 협정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데 북
한의 핵위협 속에 일본 국민들이 미국과 일본 정부의 새로운 SOFA 협정에 지
지할지는 낙관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핵위협을 받는 일본 국민은 주일미군
이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지 않든지 아니면 철수하라는 요구까지도 나올 수 있
다. 주일미군이 흔들리면 미국의 군사력은 태평양 전쟁 이전의 위치인 하와이
와 괌까지 후퇴하게 되어 중국을 견제할 수 없는 결정적인 전략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은 북한이 1차 핵무장을 하기 전
에 예방적 선제타격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부분을 제거하거나 북한의
핵으로 오염된 한반도를 포기하는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포기는 새로운 애치
슨 라인이 생기는 것이다. 이는 상상할 수 없는 가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상은
개연성이 상당이 높다.
북한은 1단계 핵무장만으로도 한국에 대해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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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에 패배하지 않는다는 과도한 자
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재래식 도발을 쉽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
령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김포반도 등을 점령한 뒤에 이를 기정사
실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한미연합군이 반격해 북한의 점령
지를 회복하려고 시도하면 북한은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할 가능성이 크
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핵무기로 평양 타격을 결정하기는 쉽지가 않
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한미연합 작전계획을 시행하기 어
렵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재래식 도발은 계속되면 한국 내에서도 일대 혼란
이 발생할 것이다. 정치권도 협상파와 주전파로 나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에 대응할 한국의 핵옵션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1단계 핵무장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는 점은 한국의 안보에 매우 불리한 여건이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대북제재 중에도 대화는 병행되어야
하지만 기회의 창이 별로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파리
기후협약 탈퇴 등 국제사회에서 이탈하고 있고 대선과정에서 러시아와 내통문
제로 탄핵에 몰리고 있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
게 되면 미국의 대북제재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
기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1970년대부터 핵개발을 준비해와 거의 반세기만에
핵개발 완성을 눈앞에 둔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 리가 만무하다. 현재 미
국을 비롯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은 원유 차
단 등 최종적인 결정을 미루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과 미국 정부가 내부
적인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아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기회를 놓치면 북한
은 1단계 핵무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생존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한 대응책을 심
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옵션은 재래식 전력에서
부터 외교적 옵션, 핵을 활용한 방안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억제 및
보복 옵션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해야 한다. 그만큼 북핵 위협과 그 파장
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위중하다.

①조속한 3축체제 구축
국방부가 추진 중인 북핵 대응 3축체제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그리고 대량응징보복전략(KMPR)이다. 이를 3K라고도 부른
다. 이 가운데 킬체인은 북한이 핵 또는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장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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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한국군이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개념이다. 선제적
인 제거여서 선제공격 개념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한국
을 향해 발사하는 상황은 평시가 아니라 전시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는 고
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북한은 재래식 전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결
정적인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핵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한국으로 발사하기 위해선 모든 전쟁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
문에 전쟁 돌입단계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실상 전쟁 상태라고 봐도 무방
하다. 킬체인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이
동발사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30분 이내에 제거할
수 있도록 킬체인 작전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군 자체의 탐지
능력을 확보해야 하고 한·미·일 실시간 대북 미사일 정보공유체계를 조속한 시
일 내에 연동시켜야 한다. 또한 탐지(1분)-분석(1분)-결심(3분)-타격(25분)의
킬체인 30분 작전사이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킬체인 작전 수행에는 올해 말부터 도입될 스텔스 전
투기 F-35도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체인으로 제거하지 못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한국으로 날아올 경우에는
KAMD가 작동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군의 KAMD 수단은 수도권 등에 배치된
패트리엇이

유일하다.

패트리엇과

유사한

수준의

하층방어체계인

국산

M-SAM은 국내 개발이 완료됐지만 아직 실전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고도
20㎞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M-SAM은 이르면 내년부터 배치될 예정이
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 중인 L-SAM은 고도 40∼60㎞에서 미사일
을 요격하는데 2020년대 중반쯤에 개발이 완료될 전망이다. L-SAM이 개발돼
실전에 배치되기 전까지 한국군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은
하층방어 1겹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L-SAM이 개발된 뒤라야 북한의 탄도미
사일을 2겹으로 방어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마
당에 1겹의 하층방어에만 의존하는 것은 그만큼 방어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인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개발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THAAD) 또는 이스라엘의 애로우-2 요격미사일 등 1∼2개 포대를 긴급하게
확보해 수도권과 후방방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축체제의 마지막 수단은 KMPR이다. KMPR은 숱한 경고에도 북한이 핵미
사일 또는 화학무기로 도발할 경우 작동하는 한국군의 마지막 보복수단이다.
도발한 북한의 전쟁지도부를 대량으로 응징해 전쟁지도부 자체를 제거하는 개
념이다. 따라서 평시에는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수단으로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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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한국군은 KMPR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아직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 북한 전쟁지도부가 은거하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찰수단, 한
국군 특수부대를 북한에 침투시킬 수 있는 수송수단, 작전계획 등 모든 수단이
미비하다. 이런 점에서 KMPR 수단의 조기확보를 위한 예산이 필수적으로 반
영돼야 한다.

②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연내 배치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군의 요격체계가 극히 미비하다는 점
을 감안한다면 주한미군의 사드체계는 강력한 방어수단이 된다. 한국군의 중고
도 미사일 요격체계인 L-SAM이 배치되려면 앞으로 6∼7년 이상 기다려야 하
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경북 성주의 사
드 부지에는 X-밴드 레이더와 사드 발사대 2기 및 지원장비들이 배치되어 있
는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필수적인 조건이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조
속히 마무리하고 기지 건설을 연내 마쳐야 한다. 이와함께 사드 배치로 인한
한·미간 갈등은 한미동맹체제를 약화시키고 북한에게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드체계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40∼150㎞에서 1차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 이런 사드체계의 기능에 따라 한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외교 및 경
제적인 압박과 3축체제 등을 작동하는데 안전망이 될 수 있다. 또한 사드체계
가 성주에 배치됨으로써 울산·여천 석유화학단지, 부산항, 김해공항, 왜관이 미
군 사전배치물자, 원자력발전소 등을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다. 유사시 이러한 중요 산업 및 배후시설이 파괴되면 한미연합군의 후속
작전은 물론 한국의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사드체계는 또한 북한이 개
발 중인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의 작전범위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 성주
에 사드체계가 배치되어 있는 한 북한이 SLBM을 쏘려면 잠수함을 북한의 신
포기지에서 울릉도-독도까지 남하시켜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사드체계의 배치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는 문제는 중국의 의도에 대해 심각하
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사드체계의 X-밴드 레이더(탐지범위 800㎞)
가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아지역
에 배치된 중국군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타격목표로 하는 ICBM, 미군 항공모함
을 겨냥하는 ASBM(둥펑-21D), 한국은 견제하기 위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둥펑
-15·사거리 700㎞) 등이다. 이 가운데 중국의 ICBM은 북극 쪽으로 비행하고,
ASBM은 제주도 서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 밖이다. 사드 레이더는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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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발사하는 둥펑-15만을 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성주에 사드체계를 배치하지 말라는 요구는 중국이 둥펑-15로 한국을 공격할
때 방어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따라서 중국의 사드 반대 논리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중국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데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
다. 중국이 미군 사드체계의 배치를 반대하는 속내는 따로 있는 것으로 판단되
지만 중국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미국의 대중국 포
위전략 일환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③북한군의 전방 장사정포 제거전력 조기 확보
북한은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을 공격하거나 협박하기에 앞서 재래식 전력으로
사전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협박이나 군사적인 공격은 단계적으로 이뤄
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사전 엄포용으로 재래식 전력
을 사용할 경우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수단은 수도권 북방에 배치된 북한군
의 장사정포이다. 현재 300여문 배치되어 있는 수도권 북방의 북한군 장사정
포는 많은 준비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짧은 시간 이내에 작전에 돌입할 수 있
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위협 또는 공격의 전단계인 장사정포의 공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군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보
유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제 아이언돔으로 북한군 장사정 포탄을 요격할 수
있지만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아이언돔을 확보하려면 국방비의 많은 부분
을 할애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장사정포로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1시간 이
내에 장사정포를 제거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수도권 이북의 북한 장사정포를 제거하는 전력을 확보하는데 1.5조원
가량 소요된다고 한다.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장사정포를 짧은 시간 안에 제거하고 나면 북한의 단계적 핵전략 수행은 어려
움을 안게 되고 한국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미군 핵 벙커버스터 한·미 공동운영
북한이 올해 안에 핵무장에 돌입할 경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단이 긴요
하고 시급하다. 지난해 5차 핵실험에서 북한이 보여줬듯이 플루토늄으로 제작
한 핵탄두를 연내에 실전 배치할 전망이다. 북한의 플루토늄탄 제작은 6차 핵
실험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미 언급
한 것처럼 북한은 50㎏ 이상의 플루토늄으로 핵탄두를 10발 이내로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1단계 핵무장이 올해 안에 이뤄지면 핵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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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재래식 도발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술한 것
처럼 재래식 도발을 통해 우리의 영토 일부를 점령한 뒤 한미연합군의 반격에
대해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북한
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억제수단 가운데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NATO 사례이다. NATO
의 미국 동맹국들도 러시아의 핵 위협에 부담을 느끼고 미국 핵우산의 신뢰도
를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NATO 동맹국 가운데 독일과 벨기
에 등 5개국의 공군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 미국은 또 이 전술핵무기
를 유사시에 해당 동맹국의 공군기에 장착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도 이와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미군 전술핵무기를 유사시에만 긴급하
게 한국의 공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미국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군의 전술핵무기 가운데에서도 최신형인 B61-12의 유사시 배치를 요
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전술핵무기는 미군이 개발을 마치
고 실전 배치 직전에 있는 것으로 일종의 핵 벙거버스트이다. 이 전술핵무기는
유사시 북한의 전쟁지도부가 위치한 지하벙커를 공격하는데 효과적이다. 외부
에서 폭발할 경우에는 폭발규모가 50kt이지만 지하벙커를 공격할 경우에는 땅
속에서 1.2Mt 규모의 폭발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하벙커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한·미 공군이 유사시에 B61-12를 운영하면 북한의 전쟁지
도부를 결정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북한의 핵사용은 곧
바로 북한 전쟁지도부의 궤멸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한·미가 B61-12의 유사시 공동운영을 발표할 경우에는 북한군의 핵무기 사용
을 크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⑤미군 전술핵 유사시 한반도 배치
북한이 플루토늄으로 핵탄두로 제작해 1단계 핵무장이 올해 안에 달성하게
되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가로 변모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한반도 비
핵화는 북한에 의해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한국은 1992년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을 달성한 마당에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핵에는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는 핵이론을 따른다면 한국에도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한국이 당장 핵무장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미군의 전술핵을 빌려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유지하되 북한의
비핵화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미군 전술핵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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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무조건 비핵화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이 있는 미군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⑥한국의 핵무장 준비선언
북한의 3단계에 걸쳐 핵무장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이 약화되거나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제공하는 핵우산 또는 확장억제전략의 신
뢰도가 약화될 조짐이 있을 경우에 조치해야 할 핵옵션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안보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현실적으
로는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북한이
핵무기로 주한 및 주일미군을 협박하고, 핵을 장착한 ICBM으로 미국과 직접
군축협상 또는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로 주
한 및 주일 미군을 위협하면 당장 일본 국민이 불안에 떨 가능성이 크다. 일본
국민은 나아가 주일미군이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고리를 차단하거나 핵심 주일
미군기지를 통제하는 서울의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한
국으로 인해 일본이 또다시 핵무기의 피해를 입지 않겠다는 것은 어쩌면 일본
국민으로서는 당연한 희망일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의 군축협상 또는 평화협정 체결에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핵무
기로 뉴욕 등 미국의 주요 도시를 타격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토가 북한에 비해 훨씬 넓고 핵무기를 많이
가진 미국이 북한을 당연히 제압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가 될 수 있다.
국민의 인권을 도외시 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민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도 자신의 생존과 정권만 유지된다면 핵무기를 이용한 도박을 걸어올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최우선인 미국으로선 북한의 핵무기에
국민이 희생하는 것을 감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협상 요
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핵무장 준비선언의 방법은 실제 핵무장을 위한 준비작업은 하지 않고 외교적
으로 선포하고 핵무장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만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따
라서 한미원자력협정을 파기하지 않고도 선언이 가능하다. 또한 IAEA의 사찰
을 받더라도 핵무장을 위한 물리적인 준비과정이 없기 때문에 NPT 규정을 위
반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선언은 세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 한국이 핵무장준비선언을 하면 일본과 대
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큰 압박을 느낄 것이다. 둘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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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미국의 핵우산이 크게 약화된 유명무실해지거나 한반도를 포기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핵무장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
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핵무장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핵무장을 추진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⑦한국의 핵무장 결정 및 이행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영향으로 한국의 안보여건이 최악의 상황에 봉착할
경우에만 핵무장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 핵무
장을 추진하면 한국은 외교 및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신중
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NPT는 핵무장은 반대하지만 국가의 존망이 걸린
어려운 상황에서는 NPT를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이 위기상황에서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차후의 개선 문제를 감안하면 조건부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북한의 핵무
제가 해결되어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하면 한국도 비핵화한다는 조건이다. 이는
과거 남아공화국에서도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남아공은 과거에 핵무기를 개
발했지만 안보여건이 개선된 뒤에서 이를 폐기하고 국제사회로 북귀한 적이
있다.

⑧한반도 바깥 미군 전력에 의한 북한 핵·미사일 제거
북한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행할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은 군사력을 활용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는 물리적인 조치뿐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할 가능성은 현재
로선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심지어 한국 정부나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보다 한
단계 낮은 조건인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핵동결을 요구하더라도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북한이 핵무장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대북 군사제재를 동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보적 위협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선
북한이 핵으로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으로 미국이 북한과 군축협상에 임하거나 주한
및 주일미군이 위험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는 북한의 핵위협으로 미군이 한국과 일본에서 철수하면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안보적인 위기국면을
만들지 않기 위해 대북 군사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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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군사제재의 수단과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환구시보를 통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제재를 하더라도 정전체제만 유지된다면 중국은 군사
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보도된 바가 있다. 또한 미군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이 휴전선을 넘지 말라는 중국의 경고도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군사제재
는 한반도 바깥에 있는 미군 전력으로 추진해야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단은 미 지상군이 아닌 공군력과 해군력, 정밀타격 미사일과 유도폭
탄 등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반도 밖의 군사력으로 북한을 제재
하고,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이 대응하더라도 전면전
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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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보유 단계에 돌입한 북한 핵능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현수 군사전문기자(국민일보 부국장)
▢ 북한 핵능력에 대한 평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발제자들의 공통적인 평가는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
국’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완성도에 대한 정확한 파악하는 것은 힘들지
만 북한은 거의 핵보유국이 되어 있으며 북한의 핵무장화를 막지 못하 주변국
의 대 북한 핵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3대에 걸쳐 ‘핵보유국’이라는 지상지고의 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일관
되고 집요한 노력을 해왔으며 때론 국제사회를 교묘하게 속이는 일도 마다하
지 않았다.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보는 것은 국제적
인 평가이기도 하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는 이미 완성단
계에 이르고 있는 핵탄두를 실어 나르기 위한 운반수단의 다양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발제자들의 의견을 일치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현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행태로 보면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
까지 핵개발을 추진해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냐
의 실행성 여부와 어느 수준까지 핵무기를 보유하려할 것이냐도 중요하다.
그간 핵무기는 절대무기였지만 사실상 ‘무용의 무기’이기도 했다. 제2차 세계
대전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뒤 핵무기는 지금까지 사용된 적
이 없다. 또 핵무기를 지니고 있으면 상대국이 전쟁을 도발하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상 검증되지 않았다. 이집트와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한 것 알고
있음에도 전쟁을 일으켰고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도 서로 전쟁
을 치렀다.
핵무기의 가공할만한 위력을 잘 알려져 있어 그간 핵은 위협용 때로는 억제
용으로 활용돼왔으며 사실상 사용하기 힘든 무기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북한에
게도 이것이 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김정은은 핵을 사용할 가능
성이 높다고 봐야한다. 김정은의 북한은 평시에는 핵무기를 대한민국과 국제사
회에 위협용을 사용하지만 유사시에는 초기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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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한국군과 미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진할 때 이를 저지하지 위해 사
용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핵무
기 사용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은 이제 보다 더 정교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 인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해부와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 북한의 핵보유, 의미 없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은 체제의 지속성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며
핵 보유로 인해 비싼 값을 치를 수밖에 없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공포의 균형’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공포의 균형은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
다. 발제자들이 제시한 방안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 밖에 없다’는 주장에 기반을 둔 것 같다. 맞다. 절대무기인 핵무
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 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적인 규범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현재 국제질서는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의 행태는 기존 국제
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일각에서 ‘회고적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강대국들은 나름대로 국제적인 룰을 만드는 일이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 하
지만 대한민국과 같은 중견국가가, 그것도 북한이라는 폭발성이 큰 상대를 머
리에 이고 있는 나라로서는

국제사회의 규범에서 일탈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따라서 실현되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대한민
국의 고집은 지속돼야한다.
이런 점에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기술적인 환경적인 여건 마련은 필요
하다. 북한의 빠른 핵무기 진전과 높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감안하면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는 않겠다는 것은 분명히 하면서 유사시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준비의 필요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신뢰를 쌓아야
한다. 북한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는 정밀감시능력과 타격력을 확보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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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무기체계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수립하고 국내는 물론 북한에게도 분명
한 성과를 또박 또박 보일 필요가 있다. 무기개발경쟁에서 뒤따라가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북한이 우리의 무기체계 발전을 쫓아오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북한이 그려놓은 로드맵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형국이다. 그런 무기체계가 무엇
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북한이 값싼 무인기나 목함지뢰로 도발하
듯, 북한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자멸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하다. 원점 타격‘ 운운의 수사적인 위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국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핵 대피시설이나
핵 사용시의 대피요령 훈련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위기에 대해 대비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핵사용에 대해 한국이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
질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본다. 절대무
기의 효용성은 사용하기 전에 상대방이 위축되는 것도 한몫을 한다. 핵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피해가 어떤 것이라고 감수하면서 우리가 소중히 지키는
가치는 지켜낸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핵보유의 무용성을 보여주는 한 방
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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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한국의 북한 핵 대응책 선택”에 대한 토론

◇ 토론자 :

문성묵 박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약

력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전)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74

“한국의 북한 핵 대응책 선택”에 대한 토론

문성묵 박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송대성 박사님의 발제문 “한국의 북한 핵 대응책 선택(option)”을 중심으로 토
론하고자 함. 발제문은 그동안 제기된 모든 옵션을 집대성하여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발제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함. 토론자로서, 일부 의견을 개진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함
북한은 사실상(국제사회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핵보유국이 되어 있으며,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에 인질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발제
자의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함. 더욱 큰 문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이처럼
위급한데 우리 국민들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그러다보
니 이를 방어하기 위한 사드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기이
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option)로, 첫째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 핵위
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임. 이 두 가지 대응책에 대해 나누어서 의견
을 제시하고자 함.
1. 첫 번째 선택 : 북한 비핵화/실전배치 차단 방안 관련
발제문에서는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7가지를 제시하면서, 각 방
안의 장점과 단점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깊이를 보여
주고 있음. 또한 이 방안들 중에서 실효성이 높은 방안부터 적극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공감함.
그동안 국제사회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방안을 고집하면서 세월을
허송해 왔음. 북한은 이를 악용하여 국제사회를 기만하며 시간과 경제적 반대
급부를 얻으면서 핵미사일 역량을 높여왔음. 더 이상 이러한 술책에 말려들어
가서는 안될 것임. 그런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놓고
추진해 나가야 함. 현재로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을 압박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면서 북한이 이를 끝내 거부할 경우, 군사적 옵션(선
제타격, 비밀작전 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북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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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여금 핵을 가지고 망할 것인가? 아니면 핵을 내려놓고 생존할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강요해야 할 것임.
특히 우리 정부는 이제 핵문제는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임해야 함. 그러려면 북한 변화 강요를 위한 긴밀한 한
미 공조하 대북제재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국제공조에 금이 가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임. 국제사회의 제대로 된 강력한 대북제재는 불과 1년 채
되지 않은 상황임.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어져 정권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
치는 상황이 된다면,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
기는 어려울 것임.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비핵화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결국
북한정권의 체질전환이나 몸통 흔들기 등의 조치, 그리고 통일을 위한 모든 노
력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임. 특히,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대북심리전과 3만
명의 탈북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창의적임 방안을 발전시켜야 함.
북한이 변해야 비핵화도 가능하기 때문임. 북핵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찬성하지만 제재 일변도로는 안된다.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 출
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연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음. 이는 신 정부를
향해 “정말 대화하고 싶으면 국제공조에서 이탈하여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하
라”는 일종의 압박 성격이 농후함. 따라서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바, “북한 태
도가 변해야 대화도 가능하다.”(6.14, NSC 후 언급),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
해 결코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할 것임.
2. 두 번째 선택 : 공포의 균형 관련
마이클 퀸란(Michael Quinlan)이 언급한 바, “핵무기로 무장한 적대국들끼
리는 상대방에 대한 취약한 점을 모색한다든가 상대방을 괴멸하려고 하는 시
도를 하지 않는다. 핵무기 위협 앞에 생존하는 길은 오직 핵무기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함.
그런 차원에서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옵션은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의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며,
우리로서는 일고 우면할 수 없는 선택이라 할 것임. 다만, 이 모든 것은 공고
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 다행히 트럼프 정
부는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음.
현재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옵션은 1991년 철수한 주한미군 전
술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일임. 당시 전술핵 철수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
었지만 북한을 비핵화선언에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할 수 있음. 이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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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핵화선언을 백지화하고 핵개발에 나선 만큼 우리로서는 이를 지킬 아무
런 속박이 없는 것임. 전술핵의 재배치는 북핵에 대한 억제효과와 더불어 북한
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이와 함께 NATO에서 핵공유협정을 체결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확장억제와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보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한미상
호방위조약의 개정이나 그 부속협정 체결을 통해 북 핵위협시 미국이 즉각 개
입하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
을 것임.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실전배치 하더라도 이를 결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 바 핵 무용화(無用化) 조치를 추진한다면 결국 북한으로서도 고민하
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임. 핵을 사용하려 해도 사용할 수 없고, 핵을
가짐으로써 받는 압력과 제재는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임.
발제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술핵무의 재배치 뿐 아니라 핵무기의 대여나
구매, 그리고 자체 핵무장이라는 선택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울
것임. 아울러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카드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유념해야 할 것임. 가장 좋
은 대안은 한미가 철저한 공감이라는 바탕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임.
핵을 한반도에 가져다 놓는 일이 좋겠지만, 이로 인해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
손하는 결과가 오지 않도록 투명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봄. 하지만, 모든 옵션이 선택 가능할 수 있도록 사생결단으
로 치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임. <끝>
<질문>
①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7가지 옵션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실효성과 우선
순위를 제시해 주신다면?
② 현재 대북심리전으로 확성기, 전단 등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심리적
핵폭탄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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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무장과 한국의 핵 option(토론문)

김동명 박사(독일문제연구소 소장)
1.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weapon state)이다.
2006년 10월 9일 이래 북한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단
행함으로써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
국'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비회원국인 인도, 파키스
탄, 이스라엘은 핵실험 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이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NPT 9조에서 1967.1.1. 이전에
핵실험한 국가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만을 ‘핵보유국(NWS: nuclear weapon
state)’으로, 나머지 국가는 전부 ‘비핵보유국(NNWS: non nuclear weapon
state)’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구상에는 5대 핵보유국 즉 미
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만이 존재할 뿐이다. 미국을 비롯한 5대 핵보유
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에 대해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핵실험이
란 핵폭발장치(nuclear explosive device)가 핵분열 연쇄 반응을 통해 얼마만
큼 효율적으로 폭발하는가를 실험하는 것이다. 1945년 7월 16일 미국은 세계
최초로 ‘Gadget'란 이름의 핵폭발장치로 핵실험을 했다. 미국은 이와 거의 유
사한 핵폭발장치에 발사•무장체계(firing/arming system)를 덧씌워(shelling),
일명 'Fat Man'이란 핵무기를 제조해, 3주 뒤인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에 투
하했다. 70년 전 미국이 불과 3주 만에 해결한 핵폭발장치를 핵무기로 만드는
기술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생산하고 하고 있는 오늘날 북한에게는 지극히 간
단한 일이다. 국제사회가 통상 핵실험을 한 국가를 자동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의 공식 평가에 따르면 북한의 핵폭발력은 핵
실험을 할 때마다 매번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1차 핵실험(2006.10.9) 때 1kt
미만으로 추정된 핵폭발력이 5차 핵실험(2016.9.9)때는 약 10kt–12kt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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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다. 이는 나가사키 투하탄의 위력(20kt: TNT 2만톤 폭발 위력)의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
만약 5차 핵실험에 사용되었던 핵폭발장치•핵무기가 그대로 지금 당장 서울
에 투하될 경우 서울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다. 북한은 보유 중인
IL-28 항공기를 통해 당장 핵무기를 서울 상공에 공중투발할 수 있다. 더 나
아가 만약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에 성공했을 경우, 사
거리 300㎞ 스커드-B 미사일에 탄두 중량 1t 이하의 핵무기를 탑재해 언제든
지 한국을 공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핵무장함으로써 한국은 지금
6.25전쟁 이래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북한은 50kg 이상의 플루토늄과 약 3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현재 약 2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가 갈수록 핵 물질량의 증가로 인해 북한의 핵무기 보
유량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북한은 2018년에는 43개, 이후 인도와 파키스
탄의 수준인 약 70~10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북한은 장차 핵무기를 운반수단에 장착하기 위해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
를 추구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핵탄두(W 80)는 직
경 30cm, 길이 80cm, 무게 110kg으로 소형이다.
북한의 또 다른 과제는 MIRV(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기술 개발과 ICBM 장착용 핵탄두를 만드는 일이다.
또한 원자로의 노후화로 인해 플루토늄 자체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
한은 앞으로 고농축 우라늄탄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대할 것이다. 북한 내 순천, 박천, 신포, 평산, 옹기, 흥남 등에
는 양질의 천연우라늄이 2,600만t 정도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현재의 기
술과 경제력을 감안할 때 채굴할 수 있는 양은 약 400만t 정도로 추정된다.
북한의 또 다른 핵개발 과제는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bombs)을 거
쳐 수소폭탄(hydrogen bomb)을 제조하여 실전배치하는 일이다. 미국의 경우
1945년 원자폭탄을 개발한 후(1945) 수소폭탄 개발(1952)까지 7년이 걸렸고,
구 소련도 원자폭탄(1949) 개발 후 수소폭탄을 개발(1961)하는데 12년이 소요
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2006년 최초로 핵실험을 했던 북한도 지금쯤은 수소
폭탄을 개발하는데 많은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해 놓았다고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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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무기의 운반수단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현재 900기 내외의 탄
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5년 후에는 10기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KN-08)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할 탄도미사일(SLBM)의 사출실험에 성
공했다는 첩보(2015.5.)는 우리를 더욱 경악시킨다. 사출실험은 잠수함에서 쏜
미사일이 정상 발사되어 물 밖에서 추진체에 점화가 이뤄지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SLBM은 보호 캡슐에 싸인 채 잠수함 수직발사관에서 발사된 뒤 수
면을 벗어날 때 캡슐이 벗겨지며 점화돼 목표물로 날아간다. 바닷속 잠수함에
숨겨진 북한의 핵무기는 탐지와 감시가 어려워 장차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
협이 될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및 정밀화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핵실험과 핵탄두 실험, 그리고 미사일 실험을 병행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2. 북한 핵무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첫째,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지난 20년간의
국제사회의 온갖 평화적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북한은 이제까지 ‘기만
•발뺌•모호•협박’ 전략과 벼랑끝 전술로 국제사회와 체결한 모든 핵합의를 모
두 불이행하고 무효화시켰다.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1992), 미북 제네바핵합
의(1994), 그간 6자회담에서의 3대 합의, 즉 9.19 합의(2005: 핵개발 포기),
2.13 합의(2007: 핵시설 폐쇄와 봉인), 10.3 합의(2007: 핵시설 불능화) 등은
모두 없던 일로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은 핵 합의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 제재를 피해가며 핵개발을
완성시키는 데 시간을 벌게 해 줄 뿐이었다.
둘째, 핵실험을 前•後로 북한 핵문제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핵실험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개발을 원천적으로 저지하여(how to hinder)
한반도의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달성할 것인가가 국제사회의 주된 관심
사였다.
그러나 핵실험 후 국제사회의 과제는 이미 개발된 핵무기의 폐기와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제거하느냐이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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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무기를 어떻게 무용지물화 시키며(핵억제: how to deter), 어떻게 핵공격
을 방어하고(how to defend), 어떻게 핵전 상황에서 국민들을 방호할 것인가
(how to protect)가 사활을 건 안보 주제이다.
셋째, 핵무장한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대상은 한국이
다. 북한은 핵무장을 함으로써 비대칭전력 측면에서 한국에 대해 우위를 확보
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안보 균형이 와해되었음을 의미
한다. 북한의 핵무기 앞에선 남한의 재래식 전력과 기존의 방어체계는 속수무
책이다. 북한이 국지 도발을 감행한 후 핵무기로 위협할 경우, 당장 뚜렷한 대
책도 없는 실정이다.
넷째, 우리를 상대로 한 북한의 핵전쟁 위협은 앞으로 연중 행사처럼 일상화
될 것이고, 한미 연합훈련이 벌어지는 매년 봄이면 한반도 전쟁 위기설은 매번
반복될 것이다. 장차 한반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
정은과 북한 군부의 추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시험, 대남 도발과 협박 등이
반복됨으로써 향후 한반도의 긴장은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이다.
다섯째, 한국이 핵무장한 북한의 인질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북한으로부터 핵
전쟁 위협이 상시화될 경우, 우리의 국가 신인도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소
위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현상이 확산되고, 우리의 대외경제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북한 핵무기는 단순히 군사적
측면에서 위협무기일 뿐만 아니라, •외교•경제적 측면에서도 위협요인으로 작
용할 것이다.
여섯 째, 북한 핵무장은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NPT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국제사회의 위협이 될 것이다.
3. 북한 핵무장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하나?
1) 정책과제 1: 북한 핵문제 성격변화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정책 개념 재
정립
문재인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성격과 한반도의 안보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정확히 인식한 뒤,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구현할지를 재 구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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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전 북한 핵문제의 본질이 핵개발 저지였다면, 핵실험 이후는 핵무장
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어떻게 막아 낼 것인가이다.
북한이 핵무장한 시점에서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만을 외치고 있는 것은 너무
공허하다. 물론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이다. 그러나 그간
6자회담과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해 왔으나, 비핵
화 달성은커녕 핵무장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데도 실패
했다. 북한은 그 어떤 수단과도 핵무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당장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1981년 이
스라엘이 이라크의 오지락 원자로를 공중 폭격한 것처럼, 북한의 모든 핵시설
과 핵무기가 배치된 기지와 시설물을 선제공격하여 궤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제 2의 6.25 전쟁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채택하기엔 어려움
이 따른다.
또 다른 비핵화 방안은 1993년 3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해 이미 개발한 핵무기 6기를 자진 폐기했듯이, 북한 스스로 핵개발 프로그
램을 폐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이제까지 개발한 핵무기를 절대로 폐기하지 않을 것이
며, 핵무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최근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평양에 수 차례에 걸친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핵무기가 정권 유지의
수단이 아니라 독(毒)일 뿐’이라고 평가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정권이
등장할 경우 자진 포기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 및 비핵화 문제는 당장 실현되기 어렵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시각에서 해결될 수있는 과제임을 인
식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현한다는 인식을 하되,
한반도 비핵화 원칙(denuclearization principle)을 준수한다는 입장은 일관되
게 견지해야 한다.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통일 한국은 비핵화될 것임을 천명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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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평화적 핵주권(Peaceful Nuclear Sovereignty)을 반드시 되
찾아야 한다. NPT 제5조가 인정하고 있는 산업적 차원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은 NPT회원국으로서의 고유한 권리이니만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2) 정책과제 2: 북한 핵무장 위협에 대한 구체적 억제대책으로 미 전술핵 재
반입
핵무장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의 직접적인 대상은 한국이다. 핵무장 이후 북
한은 한국에 대해 핵공격 운운하며 공갈•협박하고 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과감한 국지적 도발을 할 수 있었
던 것은 북한이 이미 핵무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
한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억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핵전쟁을 수행해야 할지도 모른다
는 두려움 때문이다.
핵무기는 이처럼 보유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무기이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지
켜낼 수 있을까에 대해 국론을 결집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며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북한 핵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억제
(deterrence)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유일한 억제 대책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전략이다. 이는 북
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핵무기와 재래
정밀무기로 응징•보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이미 핵무기가 날아온
뒤 이에 대한 대응이란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사전 억제 효과를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한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한 내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일이다. 동서 냉전 당시 양 진영 간 군축 협상에서 나타난 교훈에 따르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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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에는 핵무기로(nukes for nukes)’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서 냉전 당
시 소련이 중거리 핵미사일 SS-20을 동구권에 배치(1977)하자 나토 진영은
서독에 핵탄두를 장착한 Pershing II와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을 배치(1983)
함으로써 이를 억제했다.
한국 내 핵무기를 배비(전력 배치)하기 위해서는 ①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하든지(자위적 핵무장론), 아니면 ②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하여 남한 내에
배비시키는 것이다.
먼저, 자위적 핵무장을 주장하는 근저에는 현행 확장억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도사리고 있다.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일 뿐 실제로 핵무
장 이후 북한의 위협이 상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미흡한 전략
으로 평가된다.
핵공학자들에 따르면 한국의 핵무기 제조는 한국의 원자력 운용 수준(설비용
량 세계 5위, 운전기술 세계 1위)에 비추어 볼 때, 안팎의 족쇄가 풀릴 경우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한국의 핵폭탄 제조 잠재력은 세계 10위권으로 평
가받는다. 핵폭탄 제조 잠재력은 핵개발을 위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종합한 것
으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에 버금가고,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된다. 최근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장은 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국이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위치한 4
개 가압중수로(PHWR)에서 준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해 5년 이내에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NPT를 탈퇴하여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및 북한과 같이 자위적
핵무장을 하는 방안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NPT 탈퇴 후 자위적 핵무장 시 예견되는 불이익은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외교
재제, 비핵화 통일한국의 이미지 손상, 한미 원자력 협정개정에 대한 부정적
효과,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의 핵 비확산 원칙 손상으로 핵원료 공급의 차질
로 원자력의 운용 중단, 그리고 동아시아 내 핵 개발 domino로 군비경쟁이
가속화 된다는 점이다.
동맹국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함으로써 초래될 국제 핵확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자위적 핵무장은 이제까지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해 온 우리의 일관된
정책과도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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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역설적으로 국내적으로 자위적 핵무장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활발해
지는 것은, 북한 핵무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미형성된 현시점에서 바람직하다.
국내적으론 핵개발 요구가 강하다는 상황을 국제사회에 인식시켜 주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나 대중•대미 핵 외교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위협이 증가할수록 한국도 핵무장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또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북한 지도부에 대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위적 핵무장론이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대안임을 감안할 때, 북한
핵무장 위협에 대한 유일한 억제 수단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반입
하는 것이다. 1958년부터 한국에 배비된 미국의 전술핵은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되었다.
미 전술핵이 재배치될 경우 북한의 핵무기는 무용지물이 된다. 또한 남북 간
전략적 균형이 달성됨으로써 북한의 재래 무기에 의한 국지전 도발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혹자는 전술핵 재배치가 한국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 일치하지 않고,
지역 내 핵확산을 부추김으로써 NPT 체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난한다. 그
러나 북한에 의해 이미 핵확산이 야기된 시점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기존
의 미국 핵자산을 대북 핵 억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오히려 전술핵 재배치로 인해 한국은 자위적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따
라서 재배치 문제는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정책과 결코 역행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전술핵이 배비되어 있는 나토 5개국(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어키)도 모두 NPT회원국으로 비핵화정책을 추구하는 나라들이다. 이 곳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은 러시아로부터의 가상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미국의 전술핵은 자동적으로 한반도에서 철수되어
야 한다. 통일된 한반도는 반드시 비핵화되어야 한다.
북한 핵무장은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이란 점에서 전술핵
재반입과 관련해 미국을 설득할 논리는 충분하다. 한반도에 반입 가용한 미국
의 전술핵무기 대상은 하와이와 괌 등지에 저장되어 있는 약 700-800기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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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회원국 5개국 즉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어키에 배치되어 있
는 총 180-200기다.
1998년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를 상정해 약 30기의 전술핵을 사
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또한 2002년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에서도 '불량국가' 중 하나인 북한에 대한 핵공격 사용을 계
획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5월 미 하원군사위원회(U.S.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는 2013 국방수권 수정법안(amendment to the 2013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서 한반도 안보환경이 핵무장한 북한과 비핵보
유국인 한국간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고, 미 국방부로 하여금
한반도와 서태평양지역에 전술핵을 재배비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연구한 후,
180일 내로 국무부로 통보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의 현실적 한반도 인식과 대북 핵전략을 감안할 때 전술핵 재반
입은 협상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부터 북한의 핵무
장으로 한반도 전략 환경이 급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술핵 재반입을 위해
미국 정부와 물밑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미 전술핵 재반입 이외 북한 핵무장에 대한 억제 대책으로 다
음과 같은 조치들을 강구해야한다.
첫째, 한미연합사(ROK-US CFC) 해체를 잠정 중단해야한다. 한미연합사 해
체는 한미동맹이 약화되었다는 잘못된 시그날을 북한에게 줌으로써 제 2한국
전을 오판하게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CFC 해체 시 전시 미증원군의
인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제공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
성이 있다.
둘째, 전시작통권(OPCON)의 한국군 이양을 잠정적으로 유보해야한다.

전시

작통권 환수의 전제조건은 한국군이 독자 전쟁 수행 능력을 완벽하게 구비하
고, 남북간 재래무기 균형을 달성했을 경우이다. 북한이 비대칭 무기에서 남한
을 압도하고 있는 현재, 한반도 안보 환경은 전시작통권을 환수할 수 있을 만
큼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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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사령관이 전시작통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미국의 대 한국 확장억제와
핵우산 제공의 약속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 핵공격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SLBM 발사에 성공한 상황에서 과도기적으로 한미 당국
은 한반도 해역에 미국의 핵탄두 탑재 잠수함을 잠정 배치하는 문제도 검토해
야 한다.
3) 정책과제 3: 강력한 한미동맹 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능력
강화
먼저 핵 억제력을 구비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적의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에
대비한 방어 대책을 갖추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은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제 1축은 북한이 핵무기 공격의 '명백한 징후'를 보일 경우 북한의 핵시설과
기지를 선제 타격하여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킬 체인'(kill chain)이다.
제

2축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이다. 이는 한반도 전략환경을 고려,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미사일
이 발사될 경우 종말단계 하층방어위주의 중첩된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요격•
파괴시킨다는 개념이다.
제

3축은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체계로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해할 경우, 적 지휘부를 집중타
격하여 응징보복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명백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능력은 현재 미흡한 상태
다. 현 시점에서 핵무장한 북한에 대해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킬 체인이 현실
적으로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방어 수단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또한 북핵 위협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방어 수
단이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한국은 공격해오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직
격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요격미사일(예: PAC-3, M-SAM, L-SAM)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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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등장한 것이 한국 내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종말고고도지역방어) 배치이다. 사드는 목표를 향하여 공격해
오고 있는 종말(終末)단계(terminal phase: 미사일이 타격 목표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1차 요격하는 순수한 방어용 무기로 요격 사거리는 200km, 고도는
150km 정도이다. 사드의 '눈'인 레이더(AN/TPY-2 TM)는 탐지 거리는 한반
도에 국한되고 최대 120° 방위각 범위내에서 탐지된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
될 경우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효과는 증대된다. 한국군과 주한 미군
은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 미사일을 일단 고고도에서 사드로 요격하고, 실패할
경우 저고도에서 패트리어트 체계로 요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는 킬 체인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데 긴밀
히 협의해야 한다. 킬 체인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정보 수집•분석 능력을 한미
간 공유해야 하며, 조기경보레이더 시스템과 PAC-3 요격미사일을 증강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추후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방안
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4) 정책과제 4: 핵전 상황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방호대책 강구
문재인정부는 핵전쟁에 대비한 국가 방호대비 계획과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핵폭탄 투하 시 발생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핵폭탄 투하시
열복사, 후폭풍, 방사능 낙진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
다. 만약 핵폭탄이 서울에 투하되었을 경우를 상정할 때 참으로 어지럽기 짝이
없다. 주변국의 핵 위협이 없어 평온한 국가들인 스웨덴•스위스•싱가포르는 외
부로부터의 핵 공격 가능성을 상정해 전체 국민 수의 120%를 수용할 수 있는
핵 방호시설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들
의 핵 대피 훈련, 도로통제 계획, 주한 외국인 소개 대피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사전에 공공 대피소를 건설하는 일이
다.
5) 정책과제 5: 재래 무기 위주로 상정돼 있는 한반도 안보 체계의 총체적
점검 및 군사 대응 전략 재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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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국지

도발

및

핵

공격시

군사

대비

계획

(Contingency Plan)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는 핵 공격시 반격작전계획을 수립
하고, 핵공격을 사전 탐지할 수 있는 감시정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6) 정책과제 6: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 대북 핵개발 중지 압력을 지속하고 국
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
북한 핵무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유엔헌장 Chapter VII에
대한 정식 위반이다. 유엔은 2006 이래 아래와 같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
다.
- Resolution 1718(2006): 핵실험 중단과 군사물자/호화 소비재 수출 금지
- Resolution 1874(2009): 선박 검사와 핵개발 프로그램 관련 화물 폐기
- Resolution 2087(2013 위성 발사 후): 군사연구용 목적의 북한 행 선박
나포
- Resolution 2094(2013 3차 핵실험 후): 국제금융체계로부터 북한 차단 및
금융 거래 제재
- Resolution 2270(2016.3): 금, 티타늄, 희토류, 석탄, 철 수출 금지
- Resolution 2321(2016.11): 석탄, 구리, 니켈, 아연, 은 수출 금지
미국은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
6」에 근거해 대북제재를 강화해 오고 있다.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해
온 모든 조직이 제재의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무기 거래, 인권남용, 불법행
위, 지하자원 및 철강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한다.
일본의 대북제재(2016)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결되어
있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 내 개인 및 조직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
를 중단하는 것이다.
EU의 대북 제재(2006 이래) 내용은 무기/자원 수출 금지와 북한 광물 수입
금지이다.
문재인정부는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현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
제사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6자회담 참여국과 UN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핵물질이나 핵기술을 제3국으로 수
출할 경우 대북 압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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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북한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
경우 이는 북한체제의 약화로 이어지고 정권교체 가능성은 점차 커질 것이다.

4. 결론
북한은 그간 수 차례 핵개발 포기를 국제사회와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핵개발을 지속해 왔다. 북한은 2006년 이래 5 차례 핵실험을 감행함으로
써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고, 앞으로도 핵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에 실용주의 정권이 들어서 설 때까지 북한의 핵무기를 무
용지물로 만들기 위해 ①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방안을 구체화시키며, ② 한미연합사 해체를 무기한 보류하고, ③ 전시 작전통
제권 환수를 장기간 보류하며, ④ 북한 핵무장 위협에 대한 유일한 억제 수단
인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④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적극 동
참해야 한다. ⑤ 북한 당국에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며, 핵무기를 당장 폐기하
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NPT 체제의
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의무를 이행할 것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⑥ 평화적 핵주권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
며, 물 밑에서 자위적 핵무장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 모든 조치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
다. 이 조치들이 이뤄지면 북한의 핵무기는 더 이상 우리의 위협 대상이 아니
라 정권 와해를 촉진시키는 골칫덩어리로 변하고, 북한 지도부의 체제 유지와
적화 통일의 꿈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위와 같은 정책 과제들을 조정•통제하고 이행하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control tower로 핵 관련 전문가 그룹을 조직화 해 북핵 대응팀
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안보실은 국내적으로 북핵 정책을 조정 통제하고, 북핵
정보와 정세를 판단하며, 북핵 위기 대응 조치 등을 조정•통제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국가안보실은 북한 핵문제 해결관련 포괄적 접근과 해법을 국제사회
에 제시할 능력을 키워야한다. 이로써 향후 모든 국제사회의 논의에 중심에서
한국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안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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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차원의 위기관리체계를 구비하고, 핵 전문가와 핵심 기술진, 그리고 핵
관련 학계•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해야 한다.
국방부/합참, 외교부, 국정원 및 안행부 등 정부부처는 자체적으로 북핵 대
응팀을 조직•편성하고, 북핵 관련 정보와 첩보를 분석하며, 핵 전쟁 발생시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부처의 북핵 대응팀들은 국가안보실의 북핵
대응팀의 통제와 조율 속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문재인 정부가 차후 북한 핵개발과 관련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추가
핵실험, 우라늄탄 개발, 증폭분열탄 및 수소폭탄 개발, 미사일에 장착할 탄두
소형화, 핵탄두 운반수단 개발 및 핵물질과 핵기술의 대외 수출 등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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