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미중 핵 안보 딜레마의 심화

저비스의 핵억제와 안보 딜레마이론을 중심으로
신성호*
v 요 약 v
저비스의 안보 딜레마 이론에 의하면 전통
적인 핵 억제는 상호확증파괴에 의한 억제와
방어에 기초하고 있었다. 문제는 핵기술의 발
전에 따라 공격 우위의 핵전력이 등장하면서
핵 안보 딜레마가 심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미중의 핵 억제 균형은 미국이 핵전
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최소억제 전략에 근거하여 비교적 안정적으
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군사기술의 발달
은 이러한 핵 억제 균형을 파괴하고 상호 선
제공격이 더욱 유리하게 되어 양측의 불신과

군비 경쟁, 그리고 안보 딜레마가 심화 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2010년 이후 중국의
본격적인 부상이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확장
되는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개혁과
핵 근대화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진핑 2
기와 트럼프 행정부의 보다 공세적인 외교 안
보정책이 최근의 군사기술혁신과 결합되면서
양측의 핵 억제 균형이 21세기에는 더욱 불안
해지면서 핵 안보 딜레마가 심화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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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중 관계가 심상치 않다. 2017년 집권 2기 출범을 공식화한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은 2050년까지 세계 일류국가로 부상하는 ‘중국몽’을 제시하면서 세계 일류
수준의 군대를 만드는 ‘군사몽’을 제시하였다. 새로이 집권한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해 말 발간된 국가안보 전략서에서 중국을 러시아와 더불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잠재적 위협으로 명시하고 강력한 국방력 강화를 통한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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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를 주장하였다. 이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지역 패권 경쟁을
벌이던 미중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는 듯한 대만 정책을 펴면서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21세기 미중
간 신냉전을 이야기하는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하버드 대학의 그래함
앨리슨 교수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간의 패권전쟁 기록으로 유명한
‘투키디데스’를 인용하며 미중이 비슷한 패권전쟁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기한다(Allison, 2015). 일찌감치 패권전쟁의 구조적 위험을 예견한 시카고 대학
의 머샤이머 교수도 ‘강대국 정치의 비극’이라는 저서에서 다가오는 미중의 전쟁을
경고하였다(Mearsheimer, 2001). 실제 미중은 최근 21세기 군사적 주도권을 장악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새로운 군사기술과 국방 현대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양측의 노력이 서로의 안보를 위협하는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의
상황을 연출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된 양측
간의 핵 억제 균형에 새로운 변화와 위험성을 제기한다.
냉전 기간 중 안보 딜레마 이론을 제기한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는 공격과
방어와 관련한 무기체계의 구별성과 우위성의 두 기제 간 역학관계에 근거한 안보
딜레마 심화 및 완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 과정에서 당시 미소 간의 핵무
기체계가 가지는 공격과 방어기제에 따른 양측의 핵 억제 균형과 안보 딜레마 동학
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저비스의 핵무기체계에 따른 안보 딜레마이론을
적용하여 현재 미중 간 핵 무기체계의 공격 방어기제를 분석하고 양국의 핵 무기체
계 현대화를 위한 노력과 새로운 군사기술혁신이 가지는 핵 억제 균형과 안보 딜레
마에 가지는 함의를 분석, 제시코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저비스의 공격과 방어의
안보 딜레마와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간의 핵무기체계가 양국의 안보 딜레마에 어떻
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두 번째로,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핵 무기체계와
핵 억제 균형을 살펴보고 이것이 저비스의 이론에 비추어 양국의 안보 딜레마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세 번째로, 2010년 이후 중국과 미국이 각자
추구해온 핵무기체계의 현대화 노력을 알아보고 그것이 어떻게 양국의 핵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는지를 논의한다. 특히, 시진핑 2기와 트럼프 행정
부의 보다 공세적인 외교 안보정책이 21세기 군사기술혁신 노력과 결합 되어 양측
의 핵 억제 균형을 더욱 불안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현상을 살펴보고 미중 관계의
핵 안보 딜레마에 가지는 함의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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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저비스의 공격 방어기제 안보 딜레마와 핵무기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무정부 상태의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
기 위한 군비 강화가 상호 위협의식을 강화하여 서로의 안보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군비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현실주의 안보 딜레마이론의 기본적인 전제이
다. 로버트 저비스는 여기서 나아가 공격과 방어의 두 기제에 의해 안보 딜레마가
더욱 심화 혹은 완화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즉 공격과 방어적 무기 혹은
수단의 구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공격과 방어의 수단 중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는지
의 두 가지 기제의 상호 조합에 따라 사뭇 다른 안보 딜레마 상황이 연출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격과 방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비록 현상 유지를 원하는
국가가 방어적 목적의 군비를 강화하더라도 상대방으로서는 이것이 공격적 조치로
이해될 수 있는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가 작동하며, 특히 이 경우 공격적 무기나
수단이 방어에 비해 우위에 있을 때 공격적 수단의 확보가 모두의 우선순위가 되어
안보 딜레마가 더욱 심화 될 수 있다. 아래의 <표 1>은 저비스의 공격 방어 구분과
우위에 따른 4가지 안보 딜레마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저비스의 공격과 방어 기제 안보 딜레마 유형
공격 우위

유형 1: 이중 안보 딜레마

방어 우위

유형2: 완화된 안보 딜레마

공수 공수의 구분이 어려운 상태에서 공격의 공수 구분이 어려움에 따라 안보 딜레
구분 유혹이 강한 “이중 위험”의 안보딜레마 마가 존재하지만 방어의 우위로 인해
불가 현상유지 국가도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 그 심각성이 완화됨

게 됨으로 인해 국가 간 협력이 극도로 공조할 수 있는 안보 조치가 가능한 안
어려움
보 딜레마
유형 3: 공격 위주의 안보 문제

유형 4: 안보 딜레마 해제

공수 안보 딜레마는 없으나 타국의 공격 가능 공수 구분과 방어 우위로 인해 안보 딜
구분 성이 상존하고 공격의 유혹이 강한 안보 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음
현상 유지 국가가 공격적 무기를 구매
가능 문제 상황

현상 유지 국가는 항상 타국의 공수 무기 할 필요를 못 느끼며, 방어의 우위가 현
전개 상황을 경계하여 행동
저하면 안보 문제 자체도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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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스는 안보 딜레마이론을 핵무기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핵무기는
방어가 불가능 한 무기이다. 그러나 이는 공격력 때문이라 아니라 강력한 억제력
때문이다. 핵 공격은 의미가 없다. 공격을 패퇴시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 공격자도
결국은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핵무기의 억제력은 아이러니하게도 공수
안보 딜레마에서 방어가 주도권을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핵무기가 가지
는 몇 가지 특성에 의해 가능하다. 첫째, 핵무기의 가장 주요한 속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안보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최소한의 핵 능력을 확보하면
재래식 무기보다 현저히 적은 비용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에 대해 일일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갖출 필요가 없이
그저 기존 핵 능력을 좀 더 늘리는 것만으로 충분히 억제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양측 모두 2차 보복 능력만 갖추면 상호 안정적인 안보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셋째, 2차 보복능력의 유지가 상대방이 어떠한 다양한 핵무기체계
를 갖추는지와 상관없이 유지될 수 있다. 상대의 군비 증가에 대해 굳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아도 되고, 특히 상대의 1차 공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2차 보복능력을 유지함으로써 상대의
군비 확장 노력을 무위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넷째, 핵 억제가 작동하는 한 위기
상황에서도 선제공격의 필요성이 없다(Jervis, 1978; p. 196).
핵무기의 가공 할 파괴력이 가지는 공격성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방어의
목적에 가장 유용한 억제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핵무기가 가지는 억제력이
가장 공격적인 핵무기를 방어의 수단으로 전환 시키게 된다. 이는 곧 핵무기가
국제정치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안보 딜레마를 극적으로 완화한다는 이론으로 발전
한다(Jervis, 1989; Waltz, 1981). 나아가 핵무기가 가지는 절대성으로 인해 최소한
의 2차 보복능력만 확보하면 더 이상의 양적, 질적, 혹은 여러 종류의 핵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큰 의미가 없다. 핵무기의 경우 군비 경쟁의 필요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것이다(Jervis, 1984; Waltz, 1990; Glaser, 1990; Van Evera, 1999).
핵무기의 상호확증 파괴 기제에 의한 억제력을 확보 유지하는 것은 이를 보유한
국가 간 상호 핵 억제를 통한 안보 딜레마 해소에 핵심적인 요건이다. 이 때문에
어떤 국가가 자국민이 핵 공격의 인질에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 혹은
소극적 방어 장치를 마련하거나 상대방의 전략핵무기를 파괴할 수 있는 조치를
꾀한다면 그 의도와 상관없이 핵 안보 딜레마와 군비 경쟁을 증폭시키는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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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초래한다. 적의 핵미사일 공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Anti Ballistic Missiles: ABM) 나 적 핵미사일기지를 정밀타격하기 위한 정확성의
확보 및 다중 핵탄두 미사일(Multiple Reentry Vehicles: MRV’s) 의 개별 타격능력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MIRV’s: 다중 개별 재돌입
핵탄두 미사일) 강화 등이 이러한 조치에 포함된다. 냉전 시기 일부 군축론자들이
도시방어보다 대륙간탄도탄 기지 강화, 개별 정밀 공격보다 대도시 공격에 적합한
무차별의 다중핵탄두를 선호한 이유이다. 이들은 러시아의 핵미사일기지를 정밀,
개별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다중 개별 핵탄두나 순항 미사일 능력 향상이 미소
간에 핵 안보 딜레마를 고조시킬 것으로 우려하였다(Jervis, 1978).
즉 핵무기의 종류와 그와 관련한 공수 방어체계의 성격에 따라 안보 딜레마 기제
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핵무기의 가장 대표 격인 지상 발사
대륙간핵탄도미사일(land-based 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s)의 경
우 공격과 방어의 두 가지 용도를 동시에 내포한다. 즉 적의 선제공격에 대한 보복
의 방어적 억제 조치로 쓰일 수도 있으며, 적의 전략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한 선제공
격용으로도 사용된다. 이와 관련한 미사일 기지나 경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선제
공격과는 상관없이 순수 방어 조치로 간주 된다. 반대로 이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대도시를 보호 하는 조치나 거대 목표인 대도시 공격에 굳이 필요 없는 탄두의
정밀도를 높이는 조치는 공격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기본적으로는 대륙간탄도탄을
사용한 핵무기를 늘리는 행위는 보복능력과 선제공격 능력 모두에 해당될 수 있으
므로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상대와의 안보 딜레마를 강화하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잠수함발사핵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s)
의 경우는 방어적인 핵보복 공격수단으로 간주한다. 냉전 시기 전략 핵잠수함탄도
탄의 경우는 지상발사탄도탄에 비해 지상의 여러 군사시설을 파괴할 만한 정확성이
부족하였다. 대신 바다에 숨어있는 잠수함을 색출하여 공격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선제공격용보다는 유사시 2차 보복공격에 가장 적합한 핵무기로 간주되었
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차이점은 대륙간탄도탄이 적의 도시에 대한 보복뿐 아니라
적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주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지만, 전략핵잠수함은
상대방의 전략핵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주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 아측의
잠수함을 사용하여 적 잠수함을 공격고자 한다면 대잠수함작전(Anti Sub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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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fare: ASW) 능력을 구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만일 현상유지 국가가 공격
목적이 아닌 방어적 목적만을 위해 핵잠수함을 사용한다면 단순히 대잠수함작전
관련 연구나 구매를 포기하면 된다. 즉 전략핵잠수함의 경우 상대방의 무기증감에
상관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보복능력만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물론 여전히 상대가 대잠수함작전 능력을 추구하느냐의 여부, 핵미사일과
탄두의 상대적인 숫자가 내포하는 핵능력과 보복의지, 그리고 제한적인 핵전쟁에서
절대적인 핵 무기숫자의 우세가 가지는 이점 등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
도 전략핵잠수함 무기체계가 가지는 방어적 성격은 대륙간탄도탄에 비해 핵 안보딜
레마의 공수 기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즉 현상
유지나 핵무기를 방어용으로만 추구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2차 보복능력의 확보만
필요하다면, 전략핵잠수함이 가지는 공수의 구분은 이들 상호간에 서로 그 의도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핵 군비 경쟁에 휘말릴 동기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다(Jervis,
1978).
실제로 저비스는 그의 공수 기제에 따른 안보 딜레마 유형에 냉전 시기 핵무기체
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먼저 상호 안보 딜레마가 가장 심화되는
유형1의 경우는 공격에 취약한 핵무기를 서로 겨냥하여 대치하는 상황이다. 서로
공격에 취약한 상황에서는 먼저 공격을 할 동기가 매우 높고 현상 유지 국가의
입장에서도 선제공격에 대한 유혹이 강한 상황이 연출된다. 이는 핵무기체계가
처음 등장한 1950년대의 상황과 유사하며 이후 등장한 공격성이 강한 다중 개별
재돌입 핵탄두(MIRV’s)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배치되며 다시 강화되었다. 공수
구분 불가의 안보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방어의 우위가 존재하는 유형2의 경우는
MIRV‘s 핵미사일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냉전 시기가 적용된다. 그 정확성이 떨어져
상대방의 핵기지나 핵잠수함 보다는 대도시 위주의 2차보복 공격에 주로 사용된
대륙간탄도탄(ICBM’s)과 전략핵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s)이 주 무기체계인
경우이다. 공수 구분이 가능하여 안보 딜레마는 존재하지 않지만, 공격의 우위로
인해 안보 문제가 발생하는 유형3의 경우는 양측 모두 전략핵잠수함발사 탄도미사
일(SLBM’s)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대잠수함(ASW) 기술이 매우 발달하는 경우이다.
비록 공수의 구분이 뚜렷하지만 공격적인 대잠수함기술이 발달하면 이를 획득고자
하는 유혹이 생겨 긴장과 분쟁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수 구분이
가능하고 방어 우위가 결합된 가장 안전한 유형4는 핵무장이 전략핵잠수함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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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SLBM’s)에 주로 의존하고, 대잠수함 기술이 아직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본토방어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여전히 안보 딜레마와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핵 억제와 방어의 영역은 다른 유형에 비해 안전한
상태이다. 아래의 <표 2>는 저비스의 공수 안보 딜레마 기제와 핵무기체계의 상관
관계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표 2> 저비스의 핵무기 공수 기제 안보 딜레마
공격 우위

공수
구분
불가

공수
구분
가능

방어 우위

유형 1: 이중 안보딜레마

유형 2: 완화된 안보 딜레마

지상발사 MIRVed ICBMs

기존의 공수가 가능한 대륙간탄도탄에
장착된 다탄두개별진입 탄도탄은 단탄
두나 단순 다탄두 탄도탄에 비해 공격력
이 배가되고 특히 상대방 핵전력에 대한
공격능력으로 선제공격의 우위 강화

지상발사 ICBM’s 와 SLBM’s
공수구분이 없는 대륙간 탄도탄에
더해 적의 공격에 생존성이 강한 대
신 정확도가 떨어지는 대량보복공격
위주의 잠수함발사 핵미사일로 방위
적 억제력 강화

유형 3: 공격 위주의 안보 문제

유형 4: 안보 딜레마 해제

SLBM’s 와 ASW

SLBM’s

억제가 주목적인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대잠수함 능
력으로 인해 선제공격 우위 강화

억제가 주목적인 잠수함 발사 탄도
탄만 보유하여 방어적 의도와 수단
의 우위가 뚜렷함

Ⅲ. 미중 핵 억제 불균형과 불안정성
저비스의 핵 억제와 공수 안보 딜레마이론을 적용하면, 현재 미중의 핵전력 균형
은 매우 비대칭적이며, 특히 중국의 핵전력은 전형적인 현상 유지 국가에 의한
순수 방어적 형태의 핵무기체제와 전략의 모습을 보인다. 현재 중국의 핵전략은
여전히 냉전 시기부터 이어진 비선제공격 원칙에 입각한 최소억제 능력의 유지
및 2차 보복능력의 확보로 축약된다. 중국은 1964년 핵무기를 개발한 이래 외부의
핵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이른바 ‘선제불사용’ 정책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중국의 핵 정책은 최근까지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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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발표된 국방백서에 의하면 중국은 어떤 핵 국가에 대해서도 1차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어적 핵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동시에 비핵국가나 비핵지대
에서도 절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국가와도 핵 군사경쟁을 할
의도가 없음을 선언하고 있다(China’s Military Strategy. 2015).
이를 반영하듯 현재 중국의 핵전력은 최소한의 보복능력만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2017년 현재 180에서 최대 27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보유한 대륙간탄도탄은 50-70개로 추정되며, 그나마 실질
적으로 미국 본토를 목표로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의 미사일은 40-50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Termine, 2018). 더구나 1980년대에 실전 배치되어 중국의 전략핵미
사일을 대표하는 DF(둥펑)-5는 현재 20기가 위장된 사일로에서 발사되도록 고안된
고정식으로 그 위치가 노출되어 있으며, 액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시발사가
어렵고 긴급 상황에 처하여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연료주입을 위해 30분에서 1시간
이 걸리는 초기 단계의 지상발사 전략미사일로 알려져 있다(NASIC, 2017). 따라서
적의 탐지와 선제공격에 매우 취약하여 적의 1차 공격에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의 주력 지상발사 핵무기의 2차 보복공격능력에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설사 선제타격에서 살아남은 일부가 발사되더라도 현재
미국이 구축한 미사일 방어 체제에서는 대부분이 격추될 것으로 분석된다
(Heginbotham, 2015). 더욱이 단일핵탄두로 구성된 중국의 핵미사일은 미국이나
러시아가 실전배치하고 있는 다탄두(MRVs)나 개별타격다탄두미사일(MIRV’s)에
비해 매우 제한된 파괴력을 가진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은 최근
단탄두인 둥펑 미사일 일부를 3개의 다탄두를 탑재한 DF-5B로 개량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IHS Jane’s. 2015).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중국의 핵 억제 전력이 이처럼 제한된 대륙간탄도탄에만
의존해 왔다는 점이다. 냉전 중 미국과 소련은 자신들의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상발사 전략핵 미사일에 이어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과 전략 핵 폭격기의
육해공 ‘핵 3원 체제(nuclear triad)’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그중에서도 전략핵잠
수함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이 강하여 2차 보복능력의 가장 중요한 핵전력으
로 여겨졌다. 이에비해 중국은 아직은 핵 3원 체제 전력 구축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전략핵 폭격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US DoD, 2017). 전략핵잠
수함의 경우도 1990년대부터 구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여러 보고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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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직은 실전배치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은 현재 DF-31
미사일을 개량한 사거리 7,400 킬로미터의 잠수함 발사 전략 핵 미사일(SLBMs)
JL-2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중국 연안에서 미국 본토에 미치기에는
제한된 사거리로 인해, 실제 본토 공격을 위해서는 이 미사일을 싣고 동중국해를
벗어나 태평양에서 작전을 벌일 수 있는 전략잠수함(SSBNs)이 필요하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신형 전략잠수함 개발에 노력하여 현재 4대의 진급(Jin Class) 전략
잠수함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중국의 전략잠수함은 근본
적 기술적 문제로 인해 그 필수요소인 저소음의 스텔스 기능이 미비 되어 적의
대잠수함 작전에 쉽게 탐지되는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중
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작전을 벌이는 미국과 일본의 우수한 대잠수함작전 능력에
결정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태평양을 가로질러 먼 대양에서 작전을
위해 필수적인 본토 지휘부와의 통신기술 부족, 전략잠수함 작전을 위한 지휘, 통
제, 조직 및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원거리 대양 작전능력이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된다(Glaser and Funaiole, 2016). 결국 중국의 핵 억제력은 매우 제한
된 숫자와 능력의 지상발사전략핵미사일에 의존하고 있으며, 2차 보복에 주요한
잠수함 발사 핵전력은 아직 실전배치와 운용이 불투명하다. 저비스가 냉전 시기
지적한 주요한 핵 억제력의 한 축이 모자란 것이다.
중국에 비해 미국은 핵억제 전력의 절대 숫자와 무기체계에서 월등한 우위를
지닌다. 미국은 현재 700여 개의 핵미사일에 2000여 개의 핵탄두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180여 개는 전술핵으로 유럽에 배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1800여 기가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실제 전략핵무기다.
그 외에 국방부가 저장 중인 2,740기의 핵탄두와 퇴역은 했지만, 해체를 위해 에너
지부가 관리하는 2,340개의 핵탄두를 더하면 미국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재고는 약 6,970기에 이른다(Kristensen & Norris, 2016). 현재 중국이 보유한 260
개의 핵탄두에 비교하면 미국이 실전배치 핵탄두 수에서는 약 8배, 비축분까지
고려할 때 20배의 절대 우위에 있다. 그러나 실제 상호 공격이 가능한 핵억제전력을
비교하면 미중의 차이는 더욱 극적으로 나타난다.
중국은 얼마 전까지도 수평저장의 단탄두와 액체연료를 장착한 20여기의 DF-5
미사일을 핵전력의 주력으로 삼았으며, 최근에야 다탄두, 고체연료, 이동식의 미사
일을 개발하며 그 생존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약 90M의 정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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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미국의 미니트맨 핵미사일에 비해 800M의 정확도를 가진 중국의 미사일은
적의 핵전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보다는 대량살상 보복의 억제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용 무기로 여겨진다. 이는 미국이 400개의 미니트맨을 사용
하여 이미 대부분 그 위치가 노출되고 숫자가 40-50여개에 불과한 중국의 핵 주력
미사일을 선제공격으로 대부분 파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국의 2차 보복능력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중국이 최근 개발하고 있는 전략핵잠수함
능력이 아직은 실전배치와 운용을 할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중
간의 전략핵 억제 균형은 절대적으로 중국에 불리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잠수함발사 전략핵무기에서도 중국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다. 미국은 현재
대당 24개의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오하이오 클래스 전략핵 잠수
함을 14척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9대를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현재의 트라
이던트 II 미사일은 각 8개의 핵탄두를 장착한 개별타격 다탄두(MIRVs) 미사일로
사거리가 대륙간탄도탄에 맞먹은 8,000에서 12,000㎞에 달하며, 음속의 24배로
날아가서 90ｍ 안의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정확도를 가진다(UGM-133, 2016). 전략
핵잠수함 한 대당 24개 미사일에 192개의 핵탄두 공격능력이 있으며, 이들 잠수함
9대가 태평양에 전개되었다면 유사시 중국에 대해 잠수함 공격만을 통해 총 216개
의 핵미사일로 최대 2000여 개의 핵탄두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미중의 핵무기전력과 체계를 비교하면 상징적으로는 중국의 핵전력이 미국의
핵전력에 대해 이론상의 2차보복 억제 능력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첫째, 미·중 간 지상 발사 핵전력의 균형에서 미국은 그 절대
수와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중국의 전력을 압도한다. 미국의 핵전력이 공격 우위의
기제를 뚜렷하게 형성하는 것이다. 400대의 미니트맨 미사일은 고체연료로 언제든
발사 준비가 되어있으며, 정확한 목표 사거리와 명중률을 가지고 있어서, 평소 지하
격납고에 저장되어 발사를 위해 액체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20대의 중국의 DF-5
개열 미사일을 1차 공격으로 실질적으로 궤멸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이러한 불균형
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잠수함발사 핵미사일 전력을 통한 2차보복 능력 확보이다.
그러나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직은 효과적인 전략잠수함과 잠수함발
사전략핵미사일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잠수함의 소음이 너무 심해 중국이 미국의 대잠수함 작전에 살아남을 능력을 갖추
기 위해서는 수십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키도 한다(Riqiang, 2011). 미국의 대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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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핵 공격 우위가 더욱 두드러지는 이유이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의 보복
공격에 대한 큰 두려움 없이 핵 선제공격을 실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중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미국 입장에서 핵 전쟁을 일으킬만
한 필요가 없거나 미국 스스로가 핵전쟁을 자제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거꾸로, 필요하다면 중국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언제든지 미국이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셋째, 미중이 방어 우위 핵전력의 공수 균형을
이루어 상호 간 안보 딜레마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방적인 열세에 있는 중국
이 핵전력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2차 보복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절대적인 수에서 열세인 중국의 지상발사핵전력의 숫자를 증가시키고, 이를 위해
다탄두 핵미사일의 숫자를 늘리는 노력이 효과적일 수 있다. 동시에 현재 선제공격
에 취약한 핵미사일의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동성 확보, 고체연료 사용, 사거리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잠수함발사 전략핵미사일과 전략잠수함
능력을 확보하여 미국에 대한 2차 보복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핵무기의 다양화와 근대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있다(NTI,
2015). 먼저 중국 대륙간핵탄도탄의 대표인 DF-5 대한 성능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
여 초기 수평으로 갱도에 보관되어 액체 연료 주입을 위해 외부로 이동하여 수직으
로 세운 뒤 2시간이 소요되던 것을 수직 발사형 사일로에 배치하여 발사의 신속성을
제고 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기의 단탄두로 운용되던 DF-5의 일부를 개별재진
입다탄두(MIRVs)로 개량하여 전력향상을 꾀한 것이다(NASIC 2017). 2015년 미
국방부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DF-5 미사일의 일부를 3개 다탄두로 무장시키는
개량화 작업을 벌여왔다. 2015년 9월 3일 2차대전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다탄두로 개량된 DF-5B이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US DoD, 2015). 중국은
기존 20개의 DF-5 중 10개를 개별재진입다탄두 DF-5B형으로 개량하였으며, 이는
최근 미국의 미사일 방어 강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해석된다(Arthur, 2015). 또한
중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10개의 다탄두를 가진 새로운 DF-5C형 미사일을 개발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는데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공세적인
핵 억제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Gertz, 2017; Starr,
2017).
중국은 또한 고정식의 사일로에 배치된 액체 연료 발사의 DF-5를 보다 경량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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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동식 차량 발사대에 싣고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유사시 생존성과 발사시간을
단축한 DF-31 이동식대륙간 탄도탄을 선보였다. 사거리 12,000km의 DF-5형에
비해 사거리가 7,200km로 상대적으로 짧지만, 고정식과 비교하면 적의 타격에
생존성이 강하며, 중국의 북동부로 이동하여 발사 시 미국의 서부 연안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Global Security, DF31). 이를 보완하
기 위해 중국은 사거리 1만1200km의 DF-31A를 개발하여 추가 배치하고 있다
(Bender, 2017). 최근에는 고정식 DF-5의 다탄두 성능과 이동식 DF-31의 이동식,
고체발사 장점을 결합한 신형 이동식 다탄두미사일 DF-41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DF-41은 10개의 핵탄두를 장착하여 최대 1만2000-1만5000km의
사거리로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탄으로 2016년 4월 남중국해
에서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보도되었다(Gertz, 2016).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단탄두와 다탄두의 혼합한 DF-5와 이동식의 DF 31, 31A를 주축으로
75-100여기의 지상발사 대륙간탄도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US
DoD, 2017). 이 외에도 전술하였듯이 중국은 현재 12개의 잠수함발사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4대의 진급 전략잠수함을 시험 운용하면서 실전배치와 향후 추가
개발을 진행 중이며, 전략핵 폭격기도 개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핵 3원 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한다(US DoD, 2017).
저비스의 핵무기 공수 기제를 적용하여 미중의 핵안보 딜레마를 살펴보면 지금까
지 미국은 강력한 핵 3원 체제를 구축하여 중국의 최소억제개념에 입각한 지상발사
탄도탄 위주의 핵전력에 압도적인 우위를 지닌다. 나아가 각 무기체계의 능력 면에
서 미국 핵미사일의 정확도가 매우 높고, 상시발사가 가능하며, 개별진입다탄두
미사일을 장착한 전략 핵잠수함은 물론 대잠수함 작전 능력에서도 압도적인 전력
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핵 전력은 중국에 대해 공격 우위의 압도적인
핵 우위를 가진 상태로 이해된다. 공수기제 핵안보 딜레마의 유형1과 3이 결합된
형태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전개되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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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저비스의 핵무기 공수기제를 통해 본 미중 핵안보딜레마
공격 우위
공수
구분
불가

공수
구분
가능

방어 우위

유형 1: 이중 안보 딜레마

유형2: 완화된 안보 딜레마

MIRVed ICBMs

ICBM’s 와 SLBM’s

미국: 8탄두 트라이던트II 216기
중국 :3탄두 DF-5B 10기

미국: 오하이오 전략잠수함 14대
중국: 진급 4대 시험배치

유형 3: 공격위주의 안보문제

유형 4: 안보딜레마 해제

SLBM’s 와 ASW

SLBM’s

미국: 냉전시기 대잠작전 경험
중국: 대잠수함 작전 능력 미비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핵전력 강화 노력은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의 압도적
인 핵전력 격차로 인해 벌어지는 핵 억제 균형을 회복하고 중국이 추구해온 최소
핵억제 능력의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민감하게 주시한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의 요격미사일의 수를
증가시킨다면, 중국의 최소 보복능력이 상실되고, 따라서 자신들이 가진 핵탄두
개수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Liping, 2012; Zhang, 2011). 문제는
최소한의 핵 억제 확보를 위한 중국의 노력이 미중간의 본격적인 핵 군비 경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이 추구하는 핵전력 강화는 단순히 미국의
선제타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무기의 숫자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다탄두 개별
진입 미사일 기술 개발과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저비스가 지적한 공격 위주
핵미사일 배치로 인한 안보 딜레마가 가장 심한 유형 1에 해당하는 핵미사일 전력이
다. 비록 아직은 중국의 이러한 노력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만일 중국이
추진하는 전략핵잠수함의 상용화와 함께 중국의 핵3원체제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된다면 미국과의 본격적인 핵 군비경쟁과 핵안보 딜레마가 심화 될 수 있는
것이다(Kile and Kriestense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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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1세기 미중 핵안보 딜레마 가속화
20세기 미소간 냉전은 선제공격 시 2차 핵 보복공격에 의한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능력에 기반한 핵 억제와 공포의 균형을 통해 유지되
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각기 만여 개에 이르는 핵탄두와 이를 실어 나를 각종
무기체계 개발에 매진하며 핵 군비경쟁을 벌였다. 21세기 미중간 경쟁은 아직 핵무
기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핵전력은 상징
적 수준에서 아직은 일천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부상이 더욱 가시화
되면서 미·중 간의 본격적인 군비 경쟁과 핵 경쟁이 가속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 국내문제 해결에 치중하며 밖으로는 도광양회를 내세우며 낮은
자세를 견지하던 중국이 시진핑 정부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는 1980년대 네덜란드보다 작은 경제 규모로 명목
상 미국 경제의 7 퍼센트에 불과하고, 수출은 7 퍼센트에 불과하던 중국이 오늘날
명목상 총생산은 미국의 60 퍼센트이상, 실질 총생산은 101 퍼센트, 수출은 106
퍼센트에 이르며 외화 보유액은 미국의 28배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한다(Allison,
2015). 2012년 주석직 취임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상호이해와 존중
을 바탕으로 미국과 협력적인 관계를 주창하며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우던 시진핑
은 2017년 19차 당 대회를 통해 자신의 권력 기반을 대폭 강화한 2기 정부를 출범하
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신형국제관계”를 세워나갈 것을 제시한다. 동시에 일찍이
제시한 “중국몽”의 중요한 부분으로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 건설을
강조하며 이미 진행되어온 국방개혁을 가속화하여 2035년까지 국방군대 현대화를
달성하고, 205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였다(Xi, 2017).
실제 중국은 2015년부터 군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구축한 시진핑 주석의 주도하
에 1950년 이래 가장 야심찬 국방개혁을 시행해 오고 있다. 여기에는 기계화/정보
화를 위한 30만 감군, 합동성강화, 지역성과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군구현대화, 중앙
의 통제를 강화한 지휘구조 개편, 육군 중심에서 육해공과 전략군, 사이버, 우주
부분의 신설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창군 이래 지금까지 국내 안정화와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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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에 대한 본토방어 두 가지에 주어진 중국군의 임무에서 벗어나 대만사태를 위시
하여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핵심이해 사안에 대한 미국을 위시한 외부세력의 간섭거
부와 걸프전 당시 미국이 보여준 정밀타격무기와 같은 2차 옵셋 군사기술을 활용
한 현대전에서의 승리라는 새로운 임무로의 전환이 그 배경이 되었다(Wuthnow
& Saunders, 2018).
핵무기 분야는 중국 국방 현대화의 주요한 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2015년 12월
발표된 중국의 21세기 군 구조개혁에서 지금까지 중국 핵전력을 담당해온 제2포병
(the Second Artillery Force)을 새로이 명명된 로켓군(The PLA Rocket Force)
으로 격상시켰다. 이는 지금까지 중앙군사위 직할 부대에 속하던 핵무기 전력이
육군, 해군, 공군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제4의 독자적 전략군으로 새로운 중요성과
지위를 부여받게 된 것을 의미한다(Davenport, 2016). 로켓군은 지금까지 중국의
핵무기가 지상 발사 위주의 미사일에만 의존하던 것에서 해상과 공중을 아우르는
3차원의 핵전력 개발과 운영을 맡게 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로켓군의 창설에 대해
향후 전략적 억제의 핵심으로써 중국의 강대국 지위를 지탱하는 전략적 토대가
될 것을 주문하였다. 독자적 핵 로켓군의 창설은 중국의 핵전력을 보다 포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Chase, 2018). 이는 결국
21세기 미중의 전략경쟁이 20세기 냉전 시기 미소가 벌인 핵 군비 경쟁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며 바야흐로 신냉전이 도래할 가능성을 제기 한다.
둘째,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
다. 중국의 국력상승과 이해관계의 확장에 따른 지역 영향력의 확장 필요성이 느껴
지면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위시한 주변에 대한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
려는 중국의 보다 공세적이고 강경한 외교 안보정책이 나타났다(Swaine, 2011).
이는 곧 일본, 필리핀, 베트남, 대만, 부루나이 등 이 지역 국가들과의 영토적 분쟁과
마찰을 일으켰다. 문제는 이들 국가 대부분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거나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들 국가가 미국에 대한 외교 안보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1세기
를 아시아-태평양 세기로 규정하고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존재감을 강화하려는
미국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는 중국을 견제할 중요한 기회이자 의무로 느껴졌다
(Clinton, 2011).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미중 핵 경쟁에 새로운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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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경계를 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
대화와 광범위한 협력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쳤다. 트럼프는 선거기간에 중국과의
무역적자와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을 거세게 비난하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더니 급기
야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중국을 미국을 위협하며 경쟁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
하며 적대적 관계를 공식화하였다(White House, 2017). 이어 2018년 2월 초에
발간된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그동안 미국의 핵 감축 노력과는 반대로 중국이 핵
능력을 증강, 현대화하고 있다고 적시한다. 특히 중국이 제한적 핵무기 사용을
통해 군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더 많은 핵 옵션을 보유할 것을 제시한다(Office of Secretary of Defense, 2018).
미국 정부는 현 핵전력의 대대적인 향상을 위해 향후 30년간 1조2천억 불을 사용하
여 현 14대의 오하이오급을 대체할 12대의 컬럼비아급 신형 전략핵잠수함을 건조
하고 B-21 차세대 핵폭격기, 신형 미니트맨,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RT, 2017; CBO, 2017). 시진핑의 군사몽과 트럼프의 힘에 의한
평화가 정면 대결을 벌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양측의 외교, 군사적 안보 딜레마의 심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사기술의 혁신에 의해 더욱 불안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핵무기
분야에서 이루어진 군사기술의 발전은 냉전 시대 저비스가 핵 억제 균형에 핵심으
로 지적한 대량살상보복능력을 위한 핵무기의 공수 우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핵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 먼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본격화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이 2000년대 부시행정부의 불량국가로부터 제한된
핵 공격에 대한 방어라는 명분으로 한층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핵 균형을 깨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핵무기의 경우 순수 방어적 목적의 무기
체계 자체가 상호확증파괴의 2차보복 억제력을 저하시켜 핵무기의 가장 근본적인
방어기제를 손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핵의 안보 딜레마를 증폭시키고 핵 경쟁을
촉발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다. 냉전 후 미국과 러시아 양측이 핵무기를
대폭 감축하기로 하였으나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에 반발한 푸틴에
의해 현재 미러 간 핵 군축의 전망이 불투명해진 것이 좋은 예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자신들의 최소억제전략에 가장 위협적인 조치로 여기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드미사일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Pickrell, 2017; 신성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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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80년대 이후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여러 군사기술의 발전은 선제
핵공격 무기의 기술과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핵 공격의 실질적 효과와 가능성을 혁신적으로 높이고 있다. 핵미사일의 2차 보복
능력에 필수적인 생존성(survivality)을 담보하는 저장소의 강화(hardening)와 은폐
(concealment)를 무력화하는 타격의 정확도(accrucracy)와 탐색의 투명성(transparency)
기술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것이다. 먼저, 미사일 타격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
함으로써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를 사용한 적의 핵 무력에 대한 타격이 보다 적은
숫자와 비용, 사고와 실패 축소, 큰 인명피해 없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핵 선제
공격의 실효성을 극적으로 상승시키면서 동시에 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
를 가져왔다. 특히 이 전에는 방어적 대량보복 무기로만 상정되던 잠수함발사핵미
사일의 정확도를 높여 매우 효율적이고 실질적 공격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을
가능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가진 핵잠수함 전력만으로도 적이 가진 수백 개의
핵무기를 일거에 파괴할 가능성이 제시된다. 또한 높은 정확도로 인해 낮은 용랑의
핵무기로도 충분히 적의 시설을 파괴할 수 있게 되어 대량인명피해에 대한 부담
없이 핵 선제공격이 가능해지고 있다. 둘째, 이러한 타격의 정확도는 은폐된 적의
핵미사일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기술에 의해 그 실효성이 강화되고 있다. 기존의
정찰 위성의 성능 발전에 더해 레이다 위성, 리모트(remote) 센서, 무인 정찰기나
드론을 이용한 신기술이 적의 은폐된 핵시설이나 이동식 발사차량, 전략핵잠수함에
대한 실시간 정밀 정찰, 감시, 포착을 가능케 함으로써 적의 2차 보복억제력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불가능하거나 금기
시되던 핵선제공격에 대한 통념을 바꾸고 있으며 핵무기의 공격 우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주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으로 분석된다(Lieber and Press, 2017). 저비스가
우려한 핵 안보 딜레마의 이중딜레마가 증폭되는 유형1의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는 기존 핵전력의 대폭적
인 강화 노력과 함께 핵무기의 용량을 낮추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신형 전술핵
무기의 개발을 새로이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푸틴에 의해 새로
이 채택된 “비확전을 위한 확전(escalate to deescalate)” 이라는 보다 공세적인
핵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와 크림반도는 물론 중동지역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마찰과 긴장이 높아지면서 유사
시 제한적인 핵 공격을 불사함으로써 전면적인 핵전쟁을 두려워하는 미국이나 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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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입 의지를 저지한다는 전략에 미국도 제한적인 핵 공격으로 맞서겠다는 것이
다. 문제는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핵전략이 중국 입장
에서는 자신들의 제한된 핵전력에 대한 미국의 핵 선제공격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최소억제와 비선제공격 핵전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중국은 비선제공격 원칙을 확인한 2015년 국방백서에서
중국에 대한 핵공격이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체계를 최적화하고, 조기경보
체계를 개선하며, 지휘통제, 미사일 침투, 신속대응, 생존력과 핵능력 보호 등의
핵전력 보강과 현대화를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China’s Military Strategy. 2015).
이러한 가운데 최근 중국 내부에서 “비선제공격” 원칙의 적용 조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일부 핵 전문가나 군 간부들이 적의 통상적 공격이나
핵 공격이 중국의 핵무기 또는 중국 국가 자체의 생존을 위협할 상황을 상정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소수 의견에 불과 하지만 이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중국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시의 조건들을 고려
할 것을 주장한다(Zhenqiang, 2016). 중국은 여전히 기존의 최소억제, 비선제공격
전략을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 선제공격능력 강화 노력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해온 중국과의 핵 억제 균형을 파괴하고 중국과의 핵군비 경쟁은 물론 핵전쟁
의 위협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Glaser and Fetter, 2016).
한편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 주목하고 있는 21세기 군사기술 혁신은
이미 불안정한 핵억제 균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위성 교란 장치나
레이저와 전자파 총 등 우주 공간에서의 무기는 핵무기 통제 핵심 장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되는 공세적 무기 시스템이다(Fontaine and Miller, 2017). 한편
날로 증가하는 재래식 무기 통제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간의 교란과 공격은 같은
시스템을 공유하는 핵무기에 대한 공격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Acton, 2017). 또한
날로 향상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기술과 더불어 적의 핵무기를 원거리에서 신속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conventional prompt global strike: CPGS)
이나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 모두를 사용하여 적의 핵전력을
효과적으로 선제타격할 수 있는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외에도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레일건, 레이저 미사일, 인공지능을 통한 무인자율시스템에 의한 핵 통제 체제
의 자동화와 이를 교란하기 위한 사이버전쟁 기술의 확산은 기존의 핵 발사에 대한
경고체계와 의사 결정과정, 보복응징 절차와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혼란과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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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다. 미중을 위시한 각국이 3차 옵셋과 국방개혁을 통해 새로운 군사기술
확보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이 가열되면서 기존의 핵 억제 개념과
교리에 대한 상호이해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현재의 기술 발전은 방어적 억제 무기인 핵무기에 공격 우위의 위험한 안보
딜레마를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다(Economist, 2018). 과거 새로운 군사기술의 등
장이 압도적인 군사혁신으로 이어질 수 도 있지만, 종종 모두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있다. 1차대전 당시 새로이 발명된 철조망과 화학무기 및 기관총에
적응하지 못한 군사교리와 전략으로 인해 단순한 지상 전투에서 양측 모두 엄청난
사상자를 내면서 총 9백 만명의 병사가 사망하였다. 핵 억제와 핵안보 딜레마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면서 이제까지 공유되어온 핵무기
사용의 절대 금기가 깨지는 위험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그 피해는 인류 모두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미중간의 핵 균형은 핵전력의 양과 무기체계, 핵무기 기술과 질적인
차원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마음만 먹으
면 핵 선제공격을 통해 중국의 핵 억제력을 초기에 충분히 파괴할 수 있으며, 반대로
중국은 그 경우 2차 보복능력을 실질적으로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지금까지
미중 국교 정상화 이후 미·중 관계는 적대적이기보다 안정과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발전되어 왔다. 여기에는 중소분쟁 이후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응,
중국의 경제개혁 이후 심화되는 미중 경제 관계의 상호의존성, 도광양회로 집약되
는 미국 패권과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인정 등의 중요한 공동의 이해가
바탕이 되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이나 공격적 핵 전략의
필요가 제기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이 더욱 가시화되
고, 미중 관계가 더욱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양국의 핵 억제균형에 대한 기존의
틀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미중 핵 안보 딜레마의 심화는 미중의 세력경쟁과
맞물려 정치, 외교, 군사, 기술적 요인에 의해 향후 본격적으로 심화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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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된다. 특히 현재 시진핑 주석의 ‘강군몽’과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는
양국의 핵전력 강화 노력으로 나타나면서 그 추이가 주목된다.
미중 핵 군비 경쟁이 심화 되면 미사일 방어가 가장 민감한 전략적 고려 사항으로
부상될 것이다. 냉전 중 미소 간의 핵 억제 안정화 조치를 위한 대탄도탄 조약
같은 협상이 이루어질지가 미중 간의 신냉전의 격화와 핵 군비 경쟁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주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만약 미중간의 핵 경쟁이 본격화되면 사드
배치와 같은 미국 미사일 방어의 한반도 유입이 더욱 민감한 한중, 한미 안보 현안으
로 부상할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미국의 지역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 노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의지와 태도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미중의 핵 군비 경쟁이 본격
화 될수록 미국 측의 미사일 방어 편입 요구와 중국 측의 반대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나아가 비슷한 요구와 압력이 미사일 방어 뿐 아니라 중국의 핵 억제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일의 다양한 다른 분야의 노력과 결부되어 나타날 수 있다. 대잠수
함 작전 능력 구비, 이지스 체계의 대공 미사일 방어,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군사경쟁과 충돌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그 참여 여부가 한미동맹, 한중 관계와
맞물린 복잡한 안보정책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다. 바야흐로 미중의 21세기 경쟁이
핵 군비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킨다면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미중의 경쟁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 경우 단순히 북한 핵 문제나 한반도 관련 한미
혹은 한중간 양자 관계로만 접근하기보다 미중 간의 핵 경쟁이 가지는 함의를 복합
적으로 고려하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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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ening of US-China Nuclear Security Dilemma in
st
the 21 Century
View from Robert Jervis’ Nuclear Deterrence and Security Dilemma
Seong-Ho Sheen
According to Robert Jervis, the very destructive power of nuclear weapons
and the second strike capability create a dynamic that provides an advantage
for defense over offense among nuclear powers. This led to a unique situation
in which nuclear weapons decreased the security dilemma based on the concept
of 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Yet, the development of military technologies
tends to provide a new advantage for offensive strategy in nuclear weapons that
deepens the nuclear security dilemma. Until now, the Chinese military has adopted
a minimum deterrence with ‘no-first use’ doctrine of defensive nature despite
the highly imbalanced strategic nuclear forces vis-a-vis the United States. However,
lately the Xi Jin-ping government has launched ambitious military reform that
includes modernization of its far inferior nuclear forces. The changing dynamic
of nuclear deterrence that favors an offensive strategy over an defensive one driven
by new progress in military technology coupled with a more aggressive nuclear
posture review by the United States casts a danger of intensifying nuclear arms
race and deepening of security dilemma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in the
21st Century.
Keywords: Security Dilemma, US-China Rivalry, Nuclear Deterrence, Second Strike
Capability, Minimum Deterrence, Strategic Nuclear Weap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