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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핵 약소국인 북한의 핵전략을
실존억제’의 관점으로 설명하는데 목
적을 두었다. 적극적 실존억제란 실존적 핵능
력에 불과한 핵약소국이 ‘1차 공격의 불확실
성’에 의존하는 수동적 핵태세에서 벗어나 평
판과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위기 전 단계에 걸
쳐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핵태세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관점에 따라 본 논문에서
는 북한이 핵무기를 위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세적 핵태세에
‘적극적

국한되지 않고 핵한계선을 낮추어 공세적 핵
태세를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핵한계
선’과 ‘주관적 핵한계선’이라는 개념을 사용
하여 이러한 이중적 핵한계선이 핵태세에 미
치는 영향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북
한은 위기수준에 따라 우선적 보복, 촉매억제,
선택적 보복의 세 가지 핵태세를 취할 것이라
는 점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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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차 핵시대였던 냉전기 국제관계학의 주요 연구대상중 하나는 미소 간 핵 억제
에 관한 문제였다(이상우 2013, 16). 미국이 핵독점을 하던 1945-1949년까지는
미국의 핵무기에 의한 단순 핵억제가 가능하였다면, 미국과 소련의 핵능력이 고도
화되면서 누가 먼저 공격하든지 상대방의 ‘2격 능력’에 의해 선제공격자나 피격자
가 모두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는 상호억제가 등장했다.
냉전기 미소 양국은 서로가 서로를 전멸시킬 수 있다는 듯 수천기의 핵무기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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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적으로 생산하였으나 결국 ‘핵 한계선(또는 핵사용 문턱, nuclear threshold)’은
상당히 높다는 교훈이 도출되었다. 이 때문에 핵무기의 무용성이 대두되었고 오히
려 재래식 억제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역설이 발생했다(Mearsheimer 1983, 13).
2차 핵시대(second nuclear age)는 1차 핵시대의 억제논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었다. 2차 핵시대란 냉전으로 대표되던 핵 양강체제가 종식되고 전 세계에 지배적
인 정치적 경쟁자 없이 독립적인 핵 의사 결정주체들이 등장한 시대를 말한다
(Gray 1999, 2). 핵전략의 대칭 구도가 무너지고 핵강대국과 핵약소국이 경쟁해야
하는 비대칭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양자 구도가 유지되는 1차 핵시대와는 달리
2차 핵시대는 게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구시대 억제개념(legacy concept)’을
재고해야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평가된다(Bracken 2003). 제1차 핵시대에는 시
간이 흐름에 따라 경쟁수위를 제한하는 관행이 정립되고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어
지면서 차츰 안정화되어 간 반면, 2차 핵시대에는 다양한 비대칭적 방식의 핵사용
전략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증가한다(브래큰 2012). 즉, 2차 핵시대가
유발하는 문제의 핵심은 핵한계선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있다.
북한은 제2차 핵시대에 등장한 전형적인 행위자로 볼 수 있다. 북한은 2016년
1월 까지 4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제2차 핵시대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북한은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경량화 기술
을 상당 수준으로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
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2차 핵시대에 새로 등장한 국가들의 특징인
핵전략의 미숙함, 핵기술 고도화의 부족, 오판, 민족주의와 감정에 기반한 핵무기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 경쟁국가와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경보시간의 제한,
정치적 불안정성의 속성들을 북한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Rovner 2012, 18).
특히 북한은 핵강대국인 미국과 전형적인 ‘비대칭적 핵게임’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미북간 핵게임은 제1차 핵시대의 억제와는 다른 논리가 작동된다고 보인
다. 상대적인 전투력 비교가 전략문제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본다면(Clausewitz 1976, 282), 미북간 핵능력의 차이로 인해 북한은 필연적으로
비대칭적인 방법을 사용한 핵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Beaufre, 1965).
그렇다면 제2차 핵시대의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핵약소국 북한은 과연 핵강대
국인 미국과 경쟁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것일까?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상대
로 어느 시점과 조건에서 핵을 사용하려 할 것인가? 북한의 핵전략은 어떤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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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핵 능력이 미약한 북한의 핵전략을 ‘적극적
실존억제’의 관점으로 설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적극적 실존억제란 실존적 핵능
력에 불과한 핵약소국이 ‘1차 공격의 불확실성’에 의존하는 수동적 핵태세에서 벗
어나, 비합리적인 행위자의 평판과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위기 전 단계에 걸쳐 핵무
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핵태세로 정의할 수 있다.1) 이 관점에 따라 본 논문에
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단순히 위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세적 핵태세에 국한되지 않고 핵한계선을 낮추어 공세적 핵태세를 추구할 것이
라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핵한계선’과 ‘주관적
핵한계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러한 이중적 핵한계선이 핵태세에 미치는 영
향을 고찰할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열악한 수준의 핵능력, 체제생존의 위험,
핵전쟁 이전의 대안적 위기관리 수단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객관적 핵한계선은
높을 것이나, 비합리적 행위자의 평판과 불확실성이 유발하는 주관적 핵한계선은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주목하였다. 나아가 한반도 지정학 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제3국, 한국, 일본, 미국 등 다양한 핵억제 경로가 형성되어 있다는 특징에 착안하
여 북한은 우선적 보복, 촉매억제, 선택적 보복의 세 가지 핵태세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논문의 구성으로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로서 실존적 핵억제의 핵한계선과 핵태
세에 대해서 분석하고 북한 핵전략에 대한 분석의 틀로서 ‘적극적 실존억제’ 모형
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북한 핵한계선을 객관적 ․ 주관적 핵한계선의 관점에서 평
가하고, 이것이 북한 핵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북한이 추구할
수 있는 핵태세 유형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함의와 대응방향을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1) Devin T. Hagerty, “Nuclear Deterrence in South Asia: The 1990 Indo-Pakistan in Crisi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3. 1996, p. 79. 한 번의 타격으로 상대의 핵능력을
100% 파괴하지 못하는 한 어느 일방이 먼저 선제공격을 할 수 없다는 논리를 ‘1차 공격의
불확실성(uncertainty of first strike)’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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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약소국의 핵전략
1. 억제와 약소국의 한계
억제란 넓은 의미에서 “적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방책을
선택하지 않도록 설득하여 자국의 사활적 이익과 생존을 위협하는 적의 침략과
강압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DoD 2005). 이보다 좁은 의미에서
억제는 “적으로 하여금 현재의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이익보다 그것으로 인해
치러야할 비용과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인식시켜 의도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George 1974, 11). 이와 유사하게 억제는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을 위협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원치 않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Art & Waltz 1993, 4). 이로 볼 때 일반적으로 억제란
원하지 않는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복의 위협을 사용하는 ‘보복적 억제
(deterrence by punishment)’를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복적 억제의 핵심 수단은 핵무기였다. 보복적 억제의
논리는 핵무기를 ‘절대무기’로 인식하는데 에서 시작된다(Rajagopalan 2014). 브
로디(Brodie 1946)에 따르면 핵무기는 국가의 모든 기반시설과 산업지대를 일거
에 파괴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위력을 가졌기 때문에 ‘핵무기에 의한 보복 위협’이
야말로 침략에 대한 억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냉전시대 미국의
대량보복전략은 보복적 억제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보복적 억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윌리엄스
(Williams 1975, 67)에 따르면 억제는 ‘3C(capability, communication, credibility)’
가 충족될 때 작동된다(G. Snyder 1961; Powell 1990). 첫째, 억제의 세 가지
조건 중 ‘적절한 능력’은 억제자가 피억제자에게 수용할 수 없는 대가를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능력이라는 개념 속에는 특정 목표물에 대한 핵무기
운반능력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최초 핵공격에서 생존한 보복능력까지 망라한다
(Schelling 1966). 둘째, 의사소통은 피억제자에게 어떤 행동들이 금지되는지와
그것을 위반할 경우 치러야할 비용에 대해서 적에게 전달하는 것이다(Howlett
1998). 셋째, 중요한 것은 위협의 신뢰성이다. 신뢰성이란 억제를 위한 위협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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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가시화된다는 점과 금기된 행동을 했을 경우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될 것
이라는 점을 적이 예상하고 믿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993년 미 합동 핵교리(JCS
1993, 1)와 2005년 핵 교리(JCS 2005, 8)와 같은 최신 미군 교리도 능력, 의지,
그리고 신뢰성을 억제 달성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억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핵무기를 구비하면 충분한 것인가? 억제는
핵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논리로부터 소수의 확실한 보복능력이 있는
핵무기면 충분하다는 논리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핵능력과 대
상표적에 따라 최대억제, 제한억제, 최소억제로 구분할 수 있다(이재학 2013,
105). 최대억제는 다양하고 정밀한 충분한 핵무기를 통해 적에 대한 완전한 승리
를 강조하며, 최소억제는 대도시나 산업시설에 대한 대량보복 능력을 기반으로
적의 선제타격 이후 잔존한 핵으로 대량 보복할 수 있는 ‘2격(second strike)’ 능력
을 중시한다. 예를 들면, 맥나마라는 최대억제론자로서 소련 인구의 20-25%를 살
상할 수 있으며 산업시설의 50% 파괴할 수 있는 핵능력이 있어야 보복의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보았다(Enthoyen 1971, 175).
그러면 핵강대국과 핵 약소국의 억제게임에서 약소국은 어떤 취약성을 가지는
가? 상대적 핵능력의 비교에서 보면 핵약소국이 직면한 취약성은 핵무기보유량,
투발수단, 그리고 핵무기 형태의 다양성 측면에서 강대국과 대등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데 있다. 이것은 보복적 억제가 약소국에게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적의 선제타격 이후 잔존한 핵전력으로 적의 대도시와
같은 대가치 표적에 대해 보복을 가할 수 있는 2격 능력을 중시하는 최소억제는
약소국에게 매력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약소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한다
면 보복적 억제는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강대국을 상대로 신뢰할 만한 2격
능력을 구비한다는 것이 약소국에게는 도전적일 수 있다.

2. 실존적 억제
최소억제에 미치지 못하는 핵능력을 보유한 핵약소국이라도 강대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일까? ‘실존적 억제’의 논리는 취약성에 직면한 약소국에게 기회
를 제공한다. 실존적 억제(existential deterrence)란 양 적대 국가들이 ‘생존한 핵
능력’을 유지한다면 누구도 상대를 완벽하게 무장해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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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이로 인해 핵전쟁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발전된 억제 개념
이다. 이에 따르면 ‘핵무기 수량’은 억제 작용과 무관하다. 번디(Bundy 1983)는
실제 정치지도자들의 세계에서는 단 하나의 수소폭탄이 도시에 떨어 진다하더라도
‘재앙’으로 인식된다고 보았다. 하나의 도시파괴가 재앙으로 인식된다면 이백 개의
핵무기와 만개의 핵무기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심대한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 성공적인 1차 공격을 수행하리라는 확신이 없을 뿐 더러 약소
국이 소량의 핵무기로 보복을 못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Forsyth 2012, 6).
실존적 억제는 최소억제력의 구비수준에 따라 ‘순수(pure) 실존억제’와 ‘생존적
(survivable) 실존억제’로 대별 된다. 우선, 순수 실존 억제주의는 핵무기 존재 그
자체가 억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프리드맨(Freedman 1988, 184)에 따
르면 실존적 억제는 핵무기 능력과 배치, 그리고 핵사용 교리와는 ‘무관’하다. 약소
국이 핵 강대국을 억제할 수 있는 조건은 의심할 여지없는 수준의 ‘피해의 확실성
(certainty of damage)’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Beaufre 1965, 35). 억제조건이
핵전쟁 위협에 있다면 ‘제2격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강도’는 억제 달성과는
무관할 수 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유사하게 적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공신력
있는 정보가 없으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 만으로도 억제는 작동한다는
주장도 있다(Hagerty 1993, 256). 한편, 생존적 실존 억제주의는 핵무기의 수량은
억제와 무관하다는 순수 실존억제자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적어도 ‘생존한 제2
격 능력’은 보유할 때 비로소 억제가 작동된다고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실존적 억제의 핵심은 ‘불확실성의 확실성(certainty of uncertainty)’
을 통해 강대국에게 시련을 주는데 있다. 해거티(Hagerty 1996, 79)가 제시한 ‘1차
공격의 불확실성(first strike uncertainty)’ 논리에 따르면 단 한 번의 최초공격으로
상대 국가의 핵무기를 100% 파괴할 수 있다는 확실성이 없는 한 선제공격을 시도
하기 어렵다. 바꿔 말하면 1차 핵공격을 시도하려는 지도자의 마음속에 ‘상대국
핵 보복 능력의 완전한 격멸이 불확실하다’라는 일종의 ‘의심의 씨앗(seed of
doubt)’을 이식시키는 것만으로도 억제는 성립된다는 논리이다(Hagerty 1998).
이렇게 볼 때 실존적 억제의 성패는 ‘제2격의 생존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차 공격의 불확실성을 강대국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의 핵공격
또는 정밀타격을 흡수한 뒤 보복할 수 있는 제2격의 생존성이 관건이다. 조금이라
도 제2격의 생존성이 크다면 강대국이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핵무기를 초토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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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확신을 가지지 못할 것이며 핵 보복을 염려해야 한다. 그러나 제2격의
생존성은 핵시설과 투발수단의 분산, 위장, 기만, 지하화 등으로 확보되는데, 여기
에 드는 비용과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약소국은 취약성을 가지게 된다. 강대국
은 정밀타격, 핵 제거부대 침투와 같은 군사적 기제들을 동원하여 이러한 2격 능력
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실존적 억제의 취약점은 위기 수준별 ‘비례성 있는’ 핵 보복능
력을 구비하지 못한 데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소규모의 위기 시에는 소규모의
핵무기로 대응할 때 비로소 신뢰성이 확보된다. 그러나, 비례성 없는 대규모 핵살
상 능력은 신뢰성이 거의 없다(Rovner 2012, 29). 저강도 수준의 위기에서 ‘전략핵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신뢰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억제가 작동하기 위해
서는 전술핵무기와 같이 위기의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종화된
핵 능력의 보유가 관건이다.

3. 핵한계선(nuclear threshold)
가. 객관적 핵한계선
핵 한계선이란 한 국가가 특정한 인내 수준에 도달했을 경우 핵무기 사용을 결
심한다고 믿을 만한 인식상의 한계선으로서 상대방이 이 선을 넘을 경우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적이 예상하고 믿도록 하는 일종의 ‘금기선’을
말한다. 핵한계선이 ‘신뢰성’을 가지려면 위협 능력, 비용강요 능력, 그리고 결의가
있어야 한다(Kaufmann 1954, 19). 금기선을 넘을 경우 반드시 핵보복을 한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핵한계선(objective nuclear threshold)’은 ‘완충기제’와 ‘위험감
수 능력’에 따라 그 수위가 결정된다.
첫째, 위기에 당면한 국가가 핵무기 이외의 수단을 동원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사태의 악화를 억제할 수 있는 완충기제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핵
한계선의 수준을 결정한다. 기본 논리는 핵전쟁을 방지 또는 중재할 수 있는 완충
기제가 많을수록 핵 한계선은 높아진다는 데에서 출발한다(Bracken 2003). 재래
식 전력, 그리고 외교적 수단과 협상, 제3국의 간섭과 같은 다양한 억제경로가
존재하면 핵사용의 문턱은 그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Freedman 2008, 47).
예를 들어, 북한의 경우 120만의 재래식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전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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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화 부대, 장사정포 등 위기 수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군사수
단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북한의 핵 한계선은 높게 형성될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파키스탄과 같이 재래식 전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약소국
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최정민 2014, 21).
둘째, 감수해야 할 위험 수준에 따라 핵 한계선의 수준이 달라진다. 핵무기 사용
으로 자국 안보이익에 초래되는 ‘위험’이 클수록 핵사용을 유보하게 될 것이므로
핵한계선은 그 만큼 높아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주목할 점은 위기의 수위에
따라 감수할 위험의 수준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저강도 위기인 경우 선제적 핵사
용은 오히려 강대국에게 핵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여 자신의 생존을 오히려 더 조기
에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반면, 고강도 위기가 예견되는 경우 ‘예방적’ 핵사용은
오히려 적의 공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불가피한 대안으로 인식될 수도 있
다. 이 경우 약소국은 강대국의 보복을 예상하면서도 자신의 선제공격이 협상과
굴복을 유도할 수 있다는 ‘확률’에 기대하면서 모험주의적으로 핵공격을 선택할
수 있다(Clausewitz 1976, 80).
감수할 위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동기’와 ‘명분’이다. 핵의 최초사용
자는 인류공멸의 시작을 알리는 핵전쟁 참화의 출발이 된다는 점에서 윤리적, 도덕
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가정은 핵 국가들이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 기준 또는 한계 설정이 어려워서 실제 핵무기 사용에 있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Freedman 1986, 762). 따라서, 동기는 직면한 위기가
얼마나 급박한가에 따라 정당성이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핵사용의 명분이 방어
적일수록, 그리고 ‘최후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핵사용의 신뢰성이 높다.

나. 주관적 핵한계선
보복적 억제의 기본전제가 억제자와 피억제자의 합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Roehrig 2012, 85),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일방이 존재하는 핵 게임에서는
기존의 억제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 적이 비합리적이라면 합리적인 측은 일단 갈
등을 회피하려 한다(김태현 2015, 163). 바로 여기서 ‘주관적 핵한계선’의 개념이
억제게임에서 의미를 가진다. 평판과 불확실성에 기반을 둔 주관적 핵한계선
(subjective nuclear threshold)은 객관적 핵한계선보다 낮은 수준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형성하는 인식상의 핵사용 문턱이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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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합리적 행위자’라는 평판과 ‘미친 척 하기’의 불확실성은 핵한계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첫째, 평판(reputation)은 핵한계선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다. 점진적으로 발전
되는 위기상황에서 실존적 억제수준에 있는 국가의 객관적 핵한계선은 일반적으로
높을 것이나 이러한 국가가 비합리적 행위자의 평판이 있다면 주관적 핵한계선은
낮아질 수 있다. 평판이란 미래 행동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성향에 대한 판단이
다(Freedman 2008, 53). 따라서 평시부터 단기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비합리적
행위자라는 평판을 구축한다면 핵 약소국은 위기 초기단계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상대에게 심어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은 김정은의 ‘위험한 독재
자’라는 이미지와 불안정한 통치력의 불안감을 주변국에 인식시킴으로써 핵사용 한
계선이 낮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북한은 모험주의적인 군사전략을 구사하는 것으
로 인식되므로 자신의 핵능력 이상으로 핵사용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불확실성(uncertainty)은 주관적 핵한계선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불확실
성은 강대국의 행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Ben-Haim 2015, 8). 핵무기의
대량살상능력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은 한 국가의 생존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
다. 하카비(Harkabi 1990, 221-222)에 따르면 억제는 핵 보복 위협의 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으로 달성된다. 억제란 궁극적으로 잠재 적국의
‘마음속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Barnett 2013, 6). 쉘링(Schelling 1960,
191)도 “제한전의 최고목표는 전쟁이 제한된다는 확신을 주는데 있지 않고 적절한
수위에서 전면전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있다. 전면전 가능성의 불확
실성에 의해 상대방은 억제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쿠바미사일 위기시 미국대응
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고도의 애매모호성(deliberate ambiguity)’을 유지했던 것
이 소련의 계산과 계획을 복잡하게 하였고 이것이 억제를 강화하였다는 분석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Chilton 2009, 32).

4. 분석의 틀: 적극적 실존억제
핵 약소국인 북한 핵전략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핵한계선이 낮다는 점을 신뢰성
있게 인식시킬 것인가에 있다. 일반적으로 핵약소국의 객관적 핵한계선은 위기가
고조될수록 신뢰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만약, 완충기제가 적으며 위기발생

14 국가전략 2016년 제22권 3호

초기의 감수해야 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할수록 핵한계선은 낮아질 것
이나, 반대의 경우 핵 한계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실존적 억제
력을 보유한 국가가 막강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기발생 초기에 핵사
용으로 인해 감수해야할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다면 초기단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신뢰성은 낮아진다. 북한의 경우를 보면,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지 못
하였으며 미국에 비해 열세한 실존적 억제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이 핵한계선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까지 위기를 상승시킨다면 북한은 핵무기 이외
의 대안적 기제를 이용하여 대응해야 한다. 북한은 대량 살상할 수 있는 재래능력
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핵한계선을 넘지 않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국지적 우월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저강도 분쟁과 개전초기에 북한이
핵한계선을 넘어선다는 것은 정권 붕괴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비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결국, 북한의 객관적 핵한계선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C’수준, 그림1).
핵한계선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될 경우 핵약소국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강도 수준’의 공격에 대한 억제가 취약하다는데 있다. 핵한계선이 높다는 것은
모든 형태의 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포괄억제(broad deterrence)보다는 핵공격과
같은 특정형태의 분쟁만 억제할 수 있는 한정억제(narrow deterrence)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Freedman 2008, 32-33). 이것은 북한이 한미동맹
의 저강도 공격을 허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1> 북한의 핵한계선과 신뢰성
위기 수준
(crisis)
C
X

객관적 핵한계선

주관적 핵한계선

B

A

a1

a2

b

신뢰성(cred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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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의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한 약소국의 방책은 주관적 핵한계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평판에 의존하는 주관적 핵한계선은 객관적 핵한계선과 달리 위기 초기단
계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보인다. 북한의 경우, 전통적으로 비이성적, 모험주의적
행위자라는 평판을 축적하여 왔다. 이러한 비합리적 행위자라는 이미지는 낮은
위기단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주관적 핵한계선은 위기초기 단계에서도 객관적 핵한계선에 비해 신뢰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a1→a2, 그림1). 반면, 위기고조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실제 사용
하지 않는다면 주관적 핵한계선의 신뢰성은 급격하게 떨어진다(B∼C구간, 그림
1). 객관적 한계선은 위기가 고조될수록 신뢰성이 증가하는 반면 주관적 핵한계선
은 신뢰성이 정점(b, 그림1)에 도달이후부터 급속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북한은 신뢰성이 급감하기 이전에 핵을 사용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핵한계선(real nuclear threshold)’은 객관적 ․ 주관적 핵한계선의 신뢰성의 합이 가
장 큰 지점인 ‘X’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2> 적극적 실존억제
객관적 핵한계선
핵
한
계
선

선택적 보복
(selective retaliation)
핵
촉매 억제
(catalytic deterrence)

태
세

주관적 핵한계선

우선적 보복
(anticipatory retaliation)

이와 같은 배경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억제전략은 ‘적극적 실존억제’로 개념화할
수 있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 의한 저강도 분쟁 초기단계부터 객관적 핵한계선
의 취약성을 주관적 핵한계선으로 상쇄하여 ‘실제 핵한계선’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제3국, 한국 및 일본과 같은 핵인질, 미국 등 다양한 직간접 억제경로를 통해 단계
적 ․ 선택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태세
는 우선적 보복, 촉매 억제, 선택적 보복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북한은
개전 초기 또는 위기징후 발견시 한미동맹을 선제적으로 강압하는 ‘우선적 보복’,
그리고 제3국을 촉매로 한 ‘촉매억제’의 핵태세를 취할 수 있다. 위기가 더욱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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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고조된다면 핵인질 표적에 대한 간접 보복 → 핵국가인 미국에 대한 직
접 보복 순으로 ‘선택적 보복’의 핵태세를 구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북한의 핵한계선
1. 북한의 핵 능력
북한은 핵무기 위력과 보유량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증폭핵분열탄’이나 ‘단순한
핵실험’이라고 평가하였다.2) 한국 국방부도 북한이 40여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하
고 있다고 공식 확인하였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핵탄두 소형화에 집중하고 있다
고 평가하였다.3)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 추출량은 24∼50kg으로 추정되며, 보유
량을 약40kg로 가정할 때 이것은 20킬로톤 급 핵탄두 6개 또는 5킬로 톤급 핵탄두
10개를 제조할 능력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방부 2014). 한국 국회입법조사처
도 북한이 핵무기를 8-20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이승현
2016).
핵무기 소형화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플루토늄 탄은 노동미사일에 탑
재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되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전략사령관은 “북한이
핵능력 일부를 이미 소형화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4) 조엘 위트(J. Witt
2015, 7)도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우라늄 탄은 플루토늄탄보다 개발속도가 더딘 것으로 추정되지
만 이러한 기술력확보는 단시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머지않은 장래
에 장거리미사일에도 탑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핵탄두를 소형화할 수 있을 것으로
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102016012100321.html (검색일: 2016
년 6월 20일)
3) http://www.voakorea.com/a/3313023.html (검색일: 2016년 6월 20일)
4) http://www.mainnews.co.kr/news/articlePrint.html?idxno=6481(검색일: 2016년 6월 15일)
2016년 5월 3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핵실험을 하고 소형화에 걸리는 시간을 보면 북한이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 봤을 때 소형화를 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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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다.
핵억제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투발수단의 생존성 확보가 중요하다. 기존의 핵
보유국들도 투발수단으로서 폭격기,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이루어
진 3축 체제(triad)를 추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북한이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투발수단은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은 SCUD-B(탄두 800kg), C/D(탄두, 500-580kg),
노동1호(500kg-1t), 대포동1호(500-700kg), 대포동2호(650kg-1t), 무수단미사일
(650kg)을 개발하였으며, 현재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정
영태 2014, 6).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최상의 생존성을 보장받는 투발수
단으로서, 북한은 이미 SLBM미사일 발사를 위한 70% 이상의 공정을 마쳤으며
향후 4-5년 후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추정된다(문근식 2015, 28-29).
이러한 핵개발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북한의 핵능력은 미국에 열세하다.
북한은 아직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수준에 도달
한 것은 아니다(정영태 2014, 61). 현재, 북한의 핵보복 능력을 최대치로 추정하더
라도 최소억제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다. 2016년 6월 화성-10호 발사시험에
성공한 이후의 최대 능력치로 가정해볼 때 북한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태평양
미군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16. 6. 24). 그러나 미국본토를 직접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구비하지 못했
다(Wit & Ahn 2015, 8). 더군다나 핵무기와 투발수단이 결합된 상태의 미사일
발사를 통한 핵실험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북한이 최소억제를 지
향하고는 있으나 현재 능력은 아직 그 수준에 미달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존적 억제수준으로 보이는 현재 북한 핵능력에 있어 중요한 것은 ‘2격의 생존
성’이다. 북한의 핵능력이 열세한 가운데 2격 생존성을 가진다는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1차공격의 불확실성’을 인식시켜 핵공격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북한은 투발수단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무기
를 개발하고 있다. 이동식발사대도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일시설들도
지하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재완 2016, 113). 뿐만 아니라, 북한은 백
두산일대의 동북부 산악지대, 북중국경 지역, 그리고 동해안에 지하미사일 기지인
사일로(silo)를 건설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다(연합뉴스 2016. 8. 3.). 북한은 북중
국경 일대에 중장거리 미사일 지하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오폭시 중국과의 충돌을
자극하여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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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지하시설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정된 발사
장소에서만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을 직접 타격하기 위한 2격 생존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국민일보 2016. 2. 10).
무엇보다, 현재 북한 핵능력의 결정적인 취약성은 아직도 위기수준별로 비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다종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핵능력으로는 저
강도위기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의 신뢰성이 낮다. 이것은 핵무기 이외의 기타 수
단을 이용하여 위기를 완충시킨 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핵사용의 신뢰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핵능력이 전술핵무기 수준으로 다종화, 경
량화 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은 핵으로 미국의 핵은 억제할 수 있지만
저강도 분쟁은 억제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2. 객관적 핵한계선 평가
가. 완충기제: 핵전쟁 이전의 위기관리 수단
북한은 핵전쟁 이전의 수준에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120만이 넘는 대량의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
전 부대, 장사정포, 잠수정, 사이버 전력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Cordesman & Hess 2013). 특히, 장사정포에 의한
수도권 위협은 핵무기에 의한 대량살상능력과 버금간다. 핵무기 이외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핵전쟁 이전의 위기상황에서 얼마든
지 위기수위에 맞게 탄력적으로 군사 수단을 선택하고 위기를 완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핵무기를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개전 초기
에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박창권 2014, 170). 그러나 위기발생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정권붕괴가 앞당겨지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대량 재래식 전력이 핵무기 사용을 촉진시키기보다 ‘제어’하거
나 ‘지연’시키는 기능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는 핵전쟁 이전단계에서 핵전쟁으로의 확전을 억제하는 정치 메커니즘도
충분히 존재한다. 북한의 핵게임은 북미 양자간의 게임이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
등 다양한 참여자가 동원된 게임이다(Freedman 2008, 47). 이것은 핵억제의 경로
가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직접접근, 그리고 중국, 한국, 일본을 겨냥하여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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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간접접근의 방식도 열려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다자간 게임에서
전략적 동맹국인 중국을 억제용 촉매(catalytic)로 이용하거나, 일본과 한국을 핵인
질(nuclear hostage)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함형필 2009,
194).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지역에서 발생하는 핵전쟁을 극도로 우려한다. 지형
적 근접성으로 인해 북한지역에 핵전쟁이 발생한다면 낙진, 방사능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며, 이로 인한 초래되는 심리적 공포심은 중국 내정의 불안정을 자극
할 공산이 크다. 중국은 한반도 핵전쟁을 우려할 것이므로 북한은 이를 촉매로
하여 자신의 억제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핵전쟁을 완충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수단과 기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한
계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위기발생시 핵무기 이외에도 대안적 위기관리 수단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
에 위기발생 초기단계부터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것은 역으로
소규모 핵전력 가진 북한이 재래식 전력마저 열세한 상황에서 체제생존이 위태롭
다고 인식하면 핵공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함형필 2009,
190).

나. 위험(risk)
북한의 입장에서 감수해야할 위험의 측정 기준은 김정은 정권생존이다. 위험을
평가함에 있어 ‘위기의 수준’이 중요한 것은 핵사용의 신뢰성이 ‘위기의 급박성’에
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동기와 명분은 핵 사용 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핵무기
의 가공할 살상력으로 인한 공포심 때문에 ‘선제적 사용자’는 인류 공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엄청난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핵 약소국이나 강대국이나 공통적으로 ‘선제적 사용’을 꺼릴 수 밖에 없다. 키신
저(H. Kissinger)도 “우리가 확증파괴 전략을 실행에 옮긴다면 ‘문명 파괴’라는 위험
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해서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Forsyth
2012, 5).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동족 대량학살’이라는 반인륜
적 행위를 자초한다는 점에서 북한은 신중할 것이다. 북한의 사려 깊지 못한 핵사
용은 국제적인 공분과 지탄을 초래하여 국제적 정당성을 잃게 되며 미국의 대량
핵공격을 자초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정권 붕괴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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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핵사용의 ‘절박성’이 신뢰성을 결정짓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핵사용 동기의 절박함이란 자신의 중심(center of gravity)인 정권생존과 체제유지
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어느 정도로 절박한가에 대한 인식이다. 절박함의 기준
은 핵사용의 선제성보다는 방어성, 그것도 체제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불가피성에 있다.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북한은 정권생존이 절박해지면 질수록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동기가 증가하며 종국적으로 최후의 1격으로서 핵전쟁을 벌
이려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한국군의 공세행동이 북한의 중심(김정은 정권)
에 근접하면 할수록 북한의 핵사용 신뢰성은 커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절박
하지도 않은 핵전쟁을 위기초기에 섣불리 자초하여 정권의 명운을 단축시키는 선
택은 비합리적이다(Roehrig 2016, 185).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핵능력으로 북한이
개전 초기에 핵무기를 기선제압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상황을 바꾸어 북한이 만약 전쟁이 피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미국이 군사적 이
점을 가질 때 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핵 선제공격(preemption)을 하는 것이 유리하
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미국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주도권을 잡
아서 협상으로 위기를 종결시킨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도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미국의 핵보복을 자극하여 정권붕괴를 재촉할 가능성이 더
크다. 북한은 자신의 섣부른 핵사용이 미국에게 핵공격의 ‘빌미’나 ‘명분’을 제공하
게 될 경우 미국이 핵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정현성 2010, 334).
종합하자면, 북한 입장에서 위기가 고조되어 ‘중심’에 이르는 최후저항선이 무너
진다고 판단할수록 핵사용 신뢰성은 높아질 것이다. 북한은 어떤 경우든지 핵사용
으로 인해 초래되는 체제붕괴 위험이 최소화되면서도 그 위기가 정권생존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는 선에서 핵한계선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
은 서부지역에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지형이 협소하기 때문에 핵
전쟁이 정권붕괴로 직접 연결될 위험이 크다. 결국, 감수해야할 ‘위험’을 놓고 보더
라도 객관적 핵한계선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3. 주관적 핵한계선 평가
북한의 객관적 핵한계선이 높은 것으로 인식될 경우 ‘저강도 분쟁’에서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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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바꿔 말하면, 북한은 자신의 핵한계선이 낮다
는 점을 한국과 미국에게 어떻게 인식시킬 수 있을까?
비합리적 행위자의 ‘평판’과 ‘불확실성’에 의존하는 주관적 핵한계선이 이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 이 두 요소는 한미동맹과의 대결구도에서 북한에게 억제를
위한 비대칭 공간을 창출한다. 왜냐하면 억제는 억제자와 피억제자와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데 ‘비합리적 행위자’가 등장하면 억제논리의 판이 깨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합리적 행위자라는 평판을 이용하여 주관적인 핵한계선을 낮추고 억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공포정치와 폭압적 리더십을 가진 김정은은 ‘위험한 독
재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Friedman 2013). 북한은
김정은의 위험한 지도자라는 평판을 이용하여 언제라도 ‘충동적으로’ 핵무기를 사
용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이미지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김정은은 자신이 ‘임의로’
정한 핵사용 문턱을 한미가 위반할 경우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으리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평판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로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전략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Bermudez 2006, 16-17). 북한이 만약 평시부터 재래식 전략에서도 공
격적이고 호전적인 군사력 운용의 문화와 패턴을 보여 왔다면 이러한 전략문화가
핵전략에도 그대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박창권 2014, 169). 더욱이
억제자가 과거에도 과감한 군사적 도발과 전쟁경험을 과시했다면 그 효과는 더욱
배가될 것이다. 북한은 1950년 6 ․ 25전쟁뿐만 아니라 이후 65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군사도발을 자행하여 왔다.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이 강도와 시기
면에서 주변국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군사도발을 통해 모험주의의 이미지를 더
욱 공고히하는데 성공하였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고도의 위험감수 의지를 가지고 군사력을 사용하는 집단이라고
인식되고 있다(Roehrig 2016, 190).
둘째, 북한 행동과 의도의 ‘불확실성’도 주관적 핵한계선을 낮추는 변수이다. 불
확실성은 미국의 행동을 제어하고 억제할 수 있다(Ben-Haim 2015, 8). 핵무기는
일반무기체계와 달리 특수한 전략적 위상을 가지기 때문에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핵무기의 기술적 진보, 실전배치, 핵능력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는 강대국에게 시련을 준다. 특히, 북한과 같은
신생 핵약소국은 억제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서 정교한 억제전략이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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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핵무기 억제력에 대한 과신과 남용, 그리고 미숙한 구사 때문에 핵무기 사용
이 신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국과 미국에 심어줄 수 있다(전성훈 2006,
157). 유사시 핵공격 장소, 규모, 시간과 같은 의도의 측면은 더더욱 판단하기 어
려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불확실성을 증대
시키면서 상대의 불확실성은 감소시키려 하며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대안을 선택
하여 비대칭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박창희 2014, 524). 미국은 비록 첨단 전장
감시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쟁의 본질상 ‘전쟁의 마찰과 안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Clausewitz 1976, 117). 핵능력과 핵의도에 대한 불확실
성의 창출은 미국의 합리적 계산을 방해하여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4. 핵전략을 위한 함의
북한의 현존 핵능력, 그리고 핵한계선의 이중성이 북한 핵태세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객관적 핵한계선은 높은
수준에서, 그러나 주관적 핵한계선은 낮은 수준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현재 핵능력, 완충기제, 위험수준을 고려할 때 객관적 핵한계선
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능력은 위기발생
시 저강도에서부터 고강도까지 비례성 있게 사용할 정도로 고도화되지 못했다.
또한, 북한은 미국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투발수단과 핵탄두 소형화기
술을 발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북한이 위기 초기단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미국의 핵보복을 감안해야한다. 북한 정권은 핵전쟁을 감행할
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며 서부축선의 좁은 지역에 대도시가 집중되어 있어 핵공격
을 흡수할 수 있는 ‘공격흡수역량’이 떨어진다. 따라서 신중하지 못한 핵전쟁은
정권붕괴를 재촉한다는 점을 김정은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굳이
핵무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북한은 핵전쟁 이전단계에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 그리고 제3국과 같은 충분한 ‘완충기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핵한계선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북한이 가진 평판을 고려할 때 주관적 핵한계선은 낮은 위기단계에서도
상당한 신뢰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장기간 축적해온 비이성적, 모험주
의적 행위자라는 평판을 이용하여 낮은 위기단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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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이 때문에 북한의 주관적 핵한계선은 위기초기
단계에서도 객관적 핵한계선에 비해 신뢰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북한은 이러한 핵한계선의 ‘이중성’을 이용하는 핵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북한이 정권붕괴 수준까지 한미 측의 공격을 허용한다면 전쟁전체의 주도권
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해도 당장 가용한
군사수단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북한은 어떤 경우라도 모든 군
사적 수단을 소진한 이후에야 핵무기를 사용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
시 말해, 북한이 위기의 최후단계에 가서야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 오히려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손실’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손실’보다 크다고 판단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Ham 2013, 399).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위기 초기, 중간, 말기 등 전단계에 걸쳐 핵무기를 주관적, 객관적으로
‘사용’하려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현재 핵능력은 재래식 분쟁 억제를 포함하는 ‘포괄억제’를 실현하
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현재 2격 능력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만한
수준까지 구비하지 못했으며,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지역, 그리고 태평양 미군기지
일부를 타격할 정도로 평가된다. 이것은 북한이 미국의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을 핵인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은 미국에게
‘1차 공격의 불확실성’을 인식시킬 수 있을 정도의 2격 생존성은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현재 핵능력은 위기의 매단계마다 비례성있게
보복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으로 고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기 초기단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향후 한반도에서는 핵무기의 대량파괴력 때문에 전면전의 가능성은 줄어드는
반면 저강도 분쟁의 가능성은 증가하는 패러덕스(stability-instability paradox)를
보일 수 있다(Roehrig 2016, 182).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의 대가치 표적에
대한 대량 보복능력을 가진다하더라도 재래식 전력이 우월한 한미동맹을 저강도
분쟁에서 억제할 만한 신뢰성은 약하다. 저강도 수준의 전쟁에서 서울과 같은 대
도시를 공격하겠다는 위협은 신뢰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의 핵 선제사
용으로 인해 핵전쟁으로의 확전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신뢰성을 가지기 어
렵다. 전략적 핵 보복능력을 가지고 대도시 공격을 직접 감행한다는 의도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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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지 못하는 한 재래식 전력이 우월한 한미동맹은 언제라도 북한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한미동맹의 재래식 공격, 정밀타격과 같은 저강도 수준의
공격은 허용해야할 가능성이 크며, 이 때문에 저강도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핵무
기 이외의 전력을 추가적으로 구비해야할 것이다.
셋째, 현재 한반도 안보구조를 고려할 때 북한은 핵무기를 이용하여 억제를 달
성할 수 있는 다양한 억제기제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은 이들을 직간
접적인 억제경로로 이용할 수 있다. 북한은 한미동맹의 저강도 타격을 핵무기로
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제3국→핵인질(한국, 일본)→미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억제를 달성할 수 있다.

Ⅳ. 북한의 핵태세: 3가지 유형
1. 우선적 보복(anticipatory retaliation)
낮은 수준의 위기단계에서 북한은 ‘우선적 보복’ 핵태세를 취할 수 있다(정현성
2010, 36). 여기에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핵공격 또는
한미동맹의 공세행동이 임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북한이 대남침략으로 확
보한 목표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반격을 억제하려고 할 경우, 또는
한미동맹군이 유사시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전력을 투사하려는 징후가 발견 또는
투사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여 한국의
반격능력을 초전에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에는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전성훈 2006, 158; 김재엽 2016, 42).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북한은 암시→위협→강압→시위하는 방식의 핵태세를 취할 수
있다.
객관적 핵한계선이 높게 인식됨으로써 발생하는 취약성을 상쇄하기 위해 북한
은 평시부터 주관적 핵한계선을 낮추고 핵사용 신뢰성을 유지하려고 목표, 방법,
수단 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지향성을 보일 것이다. 첫째, 북한은 미국의 의사
결정 체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미국의 선제적 핵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제고
하는데 목표를 둘 것이다. 그럼으로써, 북한은 미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전략 25

미국의 공격을 유보시키는 효과를 달성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표적은 주로 한국
의 대도시 또는 군사표적이 고려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파고드는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확장억제는 자국의 생존을
위한 일반적 억제에 비해 적에게 신뢰성을 인식시키기가 어렵다(박창권 2014,
162). 따라서 북한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신뢰성의 취약성을 공략하여 ‘괌이냐
서울이냐’ 또는 향후에는 ‘워싱턴이냐 서울이냐’를 두고 미국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북한은 비핵국가인 한국을 상대로 의외로 쉽게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방법 면에서 북한은 상대에 대한 정보력은 증가시키고 자신의 능력과 의
도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함을 유지하여 상대의 절제를 유도할 수 있다(DoD 2011,
29). 가장 우선적인 노력은 미국으로 하여금 ‘1차 공격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소량의 핵전력으로라도 미국 지도자의 마음속에 1격의
불확실성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Goldstein 2000, 111). 북한
의 핵능력과 의도에 대한 은폐 노력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미국에게 엄청난
시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북한 핵전력의 미국 내 평가가 불확실하여
핵태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CRS 2006, 10). 북한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핵능력의 은닉과 위장에 있다. 은닉은 북한의 핵무기 탐지
를 방해하여 생존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불확실성이라는 심리적 효과를
유발한다. 북한은 1격의 피해로부터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핵무기 보관시설을 다
변화하여 단단한 사일로 및 이동식 발사대를 개발하는 한편 은폐와 기만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은폐된 보관 시설 때문에 미사일
발사시간의 지체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이것을 통해 미국의 핵공격시 미사일의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복 공격’을 담보할 수 있다. 불확실성을 제고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동발사대를 대량 배치하는 것이다. 美핵태세보고서에서도 인정
했듯이 현대 핵전략에서 가장 도전적인 것은 이동식 목표물의 불확실성에 있다.5)
이 때문에 미국은 오랜 전부터 장거리 정밀타격체계와 실시간대 정보감시체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핵사용 의도 면에서도 북한은 애매모호성을 유지하여 핵사용 시기에 대해 불확

5) http://www.au.af.mil/au/awc/awcgate/cpc-pubs/kipphut.pdf.(검색일: 2016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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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유사시 핵사용 전략에 대한 의견을 이중적으로
표출함으로써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북한은 선언적으로는 핵무기 용도를 억제,
격퇴, 보복용에 둔다고 하면서 사실상 핵 선제공격(no first use)을 배제하고 신중
한 교리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용의 선언적 교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명분용에 불과하며 실제 북한은 한국,
일본, 미국을 대상으로 가장 공격적인 ‘핵 선제공격’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전봉근
2016, 5-6). 또한 북한은 정권붕괴 방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 즉 방어적으로 사용
할 가능성보다는 당 규약에서 규정한 한반도 적화전략의 완성을 위해 핵무기를
공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남만권 2007). 북한의 호전적인 군사전
략 행태를 감안할 때 경고나 사전통고 없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상에 대해
‘무자비한 정의의 타격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창권 2014, 168). 이러한
논의들을 볼 때 적어도 북한은 개전초 기선제압 또는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전개
차단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무기를 위기초반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무모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조성하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김재엽 2016,
40).
셋째, 수단 면에서 북한은 심리전, 여론전을 이용하여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한미동맹에 시련을 줄 수 있다(DoD 2010, 26; Youzhi 2005, 213-221).
심리전의 경우 군사적, 민간 표적을 공략하여 상대의 사기와 전의를 약화시킨다.
여론전은 군사작전의 명분에 이익이 되는 정보들을 유포시키는 모든 유형의 여론
을 의미한다. 이 작전들은 언론의 자유를 신봉하는 한국사회에서 큰 효과를 발휘
한다. 북한은 한미의 압박점(pressure points)인 여론을 공략함으로써 핵전쟁의
공포심을 확산시켜 심리적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
정리해 보면, 북한은 확장억제의 취약성, 자신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
심리전 등을 이용하여 주관적 핵한계선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고 있어 객관적 핵한
계선과 관계없이 위기 전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핵사용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들이 실제 핵사용 가능성과는 별개로 적어도 ‘주관
적 억제효과’만은 상당히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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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촉매적 억제(catalytic deterrence)
촉매적 억제란 약소국의 특수한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분쟁발생시 인접 강대
국 또는 후원국의 불안을 고조시켜 군사적 지원과 개입을 유도함으로써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Cohen & McNamee 2005). 나랑(Narang 2014)에 따르
면 촉매적 억제는 남아프리카, 이스라엘, 파키스탄이 과거에 시대를 달리하면서
채택한 억제전략이었다. 촉매적 억제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비교적 단순하다.
제3국으로 하여금 자신의 핵전쟁 확전 능력이 기술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면 된다. 이를 북한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북한은 자신이 핵사용 문턱을
언제든지 넘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핵전쟁은 ‘지역 비용(regional costs)’
을 상당히 높인다는 점을 제3국에게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스미스
(Smith 2015, 10)에 따르면 핵약소국이 핵전쟁으로의 확전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제3국에게 심어 주기 위해서는 “단지 소수의 핵무기를 발사대기 시키는 것”만으로
도 충분하다.
중국과 같은 제3국은 북한의 핵사용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북한지역에 핵전쟁이 발생할 경우 낙진, 방사능
오염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핵전쟁의 피해로부터 이탈
하는 수많은 난민 처리문제 때문에 중국 동북지역은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중국은 북한지역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핵전쟁을 방지해
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6년 4월 “중국은 한반도
의 가까운 이웃으로 한반도에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3원칙(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협정, 대화 ․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재차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연합뉴스, 2016.
4. 28.). 둘째,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국가들의 핵도미
노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이것은 동북아 안보지형을 완전히 변화시키
는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 일본의
자체 핵무장론을 무마시키고 있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심화되면 이들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구축하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이다. 이에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핵사용이 그러한 ‘불편한’ 상황을 유발하기 이전에 미국과 타협하려 할 것
이다. 북한은 바로 이러한 중국의 ‘우려’와 ‘행동’을 역계산하여 한국과 미국을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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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로 억제하는 것이 촉매 억제의 핵심논리이다.
북한은 제3국 개입을 촉발하기 위해 즉각 핵사용 태세를 구비하기 보다는 은닉
과 위장을 통한 암시적 핵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 북한은 핵사용의 불확실성과
애매모호함을 유지하되, 수사적으로는 영토 유린시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핵을 사
용한다는 태세를 보임으로써 국제적인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 북한이 평시부터
고도의 발사준비태세를 구비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이를 유지할
능력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은 제3국의 개입을 유인하기 위해서 유사시 ‘핵전
쟁 확전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수준에서 핵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
리하다. 그러나, 촉매전략은 분쟁시 실제 제3국이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제3국 개입의도의 ‘불확실성’에 의존해야하는 일종의
‘도박’이 될 수도 있다.
북한입장에서 억제게임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3국의 개입을 유인
할 만한 보다 확실한 인계철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박창권 2014, 161).
여기에는 핵무기와 발사 장치를 지리적으로 제3국 인근에 배치하여 미국으로 하여
금 공격에 신중성을 가하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즉,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를 제3국 국경선 부근에 배치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1차 공격의 불확실성’을 높이
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중 국경지역에 미사일 기지를 배치하여 한미동맹
의 폭격과 공격으로부터 생존력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Roehrig 2012,
93). 북한은 이를 위해서 백두산 남방으로 수 km떨어진 해발 2000m가량의 소백
산 일대에 사일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 시설은 2000년 중반
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로써 북한이 괌이
나 오키나와를 사정권에 두는 3000km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 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되었다(중앙일보 2013. 10. 10). 백두산 일대의 사일로는
험악한 산세로 인해 외부노출 우려가 없으며 한미동맹의 미사일 및 전투기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과의 인접성 때문에 방호력이 뛰어나다. 북한이 함경북
도 화대군 무수단리와 평안북도 철산군 철산리에 위치한 장거리 로켓 발사대를
포함하여 백두산 중거리미사일 기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평양-원산 축선 인근의
미사일기지에서 한국을 공격하고 중거리미사일로 괌이나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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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적 보복(selective retaliation)
위기고조시 북한의 핵태세는 객관적 핵한계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방점을 두면서 ‘점진적 ․ 선택적 보복’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미
국의 대량보복을 최대한 피하면서 한미동맹의 공세행동을 차단하는데 주안을 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우선 공격대상은 한국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억제가 달성
되지 않을 경우 최후저항선에서 미국을 직접 겨냥하여 핵전쟁을 확대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북한은 ‘한국’을 1차 공격대상으로 삼아 미국의 의지를 시
험하는데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위기고조 과정에서 재래식 전력으로 더 이상 위기완화가 가능하지 않고
정권의 생존이 심대하게 위협받는다고 판단 할 경우, 미국의 의지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또는 일본을 대상으로 “핵인질 위협→제한적 핵공격”을 가하
는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다. 나아가, 정권생존에 직접적 ․ 치명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을 상대로 직접보복을 가하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라 하더라도 북한은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 타격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 일본,
태평양 도서지역에 배치된 일부 군사기지에 대한 제한적인 보복력만 발휘할 수
있을 뿐이다.
첫째, 북한은 한미동맹에 의한 위기상황이 정권생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표적을 선정하여 ‘선택적 보복’을 할 것이다. 그 주요
표적은 한국 군사시설 또는 인구밀집 지역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한미
동맹군의 공격이 재래식 전력으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재래식 방어력의 주력 또는
중심이 섬멸될 위기에 있으며, 시기를 상실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시점에 한국을 표적으로 보복을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한미동맹군의 공
격으로 인해 전략적 중심을 방호할 수 있는 능력과 주도권이 완전히 상실되기 이
전에 이와 같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미동맹군이 대동강 이북으로
북상하거나 폭격이나 정밀 타격으로 인해 평양과 같은 대도시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북한 내부 민심의 동요나 체제이탈자들이 증가하는 등 체제
붕괴의 레드라인(redline) 이전에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것이다. 또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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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평판으로 지탱하던 주관적 핵한계선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더 이상 핵무기의
유용성이 완전히 상실되기 이전에 핵사용을 하려할 것이다.
이로 볼 때 북한의 실제 핵 한계선은 최후의 수단 수준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독자적인 공격, 한미동맹군의 공격, 또는 한국군의 독자적
인 공격상황을 격퇴하지 못하고 북한군의 주력이 수세에 밀릴 위기에 처할 경우
상황에 따라 핵인질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 ‘확장억제’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미국의 결심에 딜레
마를 안겨줄 수 있다. 이때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을 강압하여 한국의 공격행
위를 자제시키거나, 평화협상을 강요하게 하는데 있을 수 있다. 북한이 대량보복
을 당하지 않고 미국과의 평화협상을 원하는 경우라면 일본과 한국 등 비핵국가를
상대로 인질적 억제력을 발휘하려 할 것이다.
둘째, 김정은이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전쟁의 결과로 인해 망명
또는 체포당할 위험이 크다고 인식되는 ‘최후저항선’에서 미국 군사시설을 대상으
로 직접 핵 보복할 수 있다. 북한의 중심인 김정은 정권과 체제붕괴를 직접 촉발하
는 외부위협이 조성된다면 미국주도로 조성된 체제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
국의 태평양지역에 배치된 군사기지를 목표로 공격할 수 있다. 북한 보복 전략의
핵심 요소는 ‘생존 가능한 제2격 능력’이므로 북한은 능력을 과시하여 한미 측에게
제1격 능력을 흡수하고도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핵 1격을 견딜 수 있는 방호력과 생존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북한은
미군의 작전적 능력이나 군사적 표적을 타격할 정도로 고도화한 전술적 핵 타격능
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대도시와 같은 대가치 표적에 대해 전략공격으로 대량살
상과 파괴를 입힐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어떤 경우든 북한이 정권붕괴 위기에
직면할 경우 전면 보복을 위한 핵무기 사용의 신뢰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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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은 핵약소국인 북한의 핵전략을 ‘적극적 실존억제’라는 관점에서 핵능력,
핵한계선, 그리고 핵태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핵능력이 열세한 핵
약소국은 수세적 억제를 지향하지만, 북한은 이와 달리 적극적인 핵태세를 추구한
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주관적 핵한계선을 사용하여 설명하
였다. 북한은 핵능력이 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을 상대로 하여 핵전쟁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1차 공격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적극적 실존억제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대적인 선전선동으
로 한국민을 상대로 위기감과 혼란, 공포심을 조장하며 김정은 정권의 평판효과를
이용하여 핵모험주의의 불확실성을 한미 측에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현재 북한이 추구할 수 있는 핵태세로서 위기
수준에 따라 우선적 보복, 촉매 억제, 그리고 선택적 보복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
였다.
한편, 본 연구는 북한의 핵 억제전략 평가로부터 북한이 당면한 두 가지 수준의
전략적 딜레마를 식별할 수 있었다. 첫째, 핵과 재래식 전력 병행유지라는 ‘이중비
용 발생’의 딜레마이다. 현재의 북한 핵능력으로 볼 때 북한이 억제력의 안정성
단계로 진입하기까지는 장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며 ‘취약성의 협곡’이라는 불안한
경로를 통과해야 한다(Nye 1988). 소량의 핵무기에 의존한 실존적 억제는 적의
핵공격은 억제할 수 있어도 저강도 수준의 공격형태를 완전히 억제하기란 쉽지
않다. 저강도 분쟁에서 핵사용 신뢰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국지적 군사도발과 같은 핵한계선 이전에 발생하는 낮은 스펙트럼의 저강도 분쟁
에서는 불가피하게 재래식 전력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김정은 지도부
를 직접 겨냥한 참수작전과 정밀타격과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은 핵억
제력 이외에도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중비용’이 발생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북한이 핵과 재래식 전력을 동시에 증강
해 나간다는 것은 국자재원의 소모와 소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미사일 방어체계로 무장할 한미동맹에 대해 북한은 핵전략의 딜레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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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억제는 ‘1차 공격의 불확실성’ 논리에 기반을 둔다.
1기의 핵무기라도 한미동맹의 타격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량보복
이 가능한 것이며, 이로써 억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방패’가 생겨 북한의 최초공격 및 보복공격을 거부할 경우
‘1차 공격의 불확실성’은 감소되어 북한 핵억제의 신뢰성은 약화될 수 있다. 미사
일방어체계의 요격신뢰성이 약하다 할지라도 요격의 ‘개연성’ 또는 ‘애매모호성’을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핵사용 신뢰성은 그만큼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핵전략의 딜레마가 한국정부와 한국군의 대북전략 수립에 주는 함
의는 크다. 무엇보다 불충분한 핵능력으로 인해 북한은 재래식 전력을 결코 포기
하거나 급격하게 감축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히려 북한은
핵개발로 인해 취약해진 안보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래식 전력을 더욱 증가시
키는 역설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역설적 현상이 한국에게는 전략적 기회일
수 있다. 북한이 핵과 재래식 전력의 병행 건설이라는 자체 소모 행위를 지속한다
면 한국은 이것을 북한의 힘을 완전히 소진시키고 마모시켜 정권 전반의 체질을
허약하게 만드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방태세를 북한
핵위협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가운데에서도 균형감각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북한의 현재 핵전략의 가장 큰 취약성은 역설적이지만 재래식 저강
도 분쟁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때문에 향후 한국도 핵위협에 너무 매몰
되거나 편향된 형태로 국방태세를 섣불리 개편하는 것보다는 재래식 전력의 우위
유지, 확장억제력과 미사일방어체계 등 국방자산을 통합하는 형태로 균형 있는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핵전략에서 억제를 달성하는 조건은 능력뿐만 아니라 ‘의지’에도 있
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정부-군-국민’이라는 삼위일체
의 결연하고 견고한 대응의지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핵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은 비단 국방 분야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심리전
과 여론전을 포함하는 범국가적인 자산을 동원하는 국가전략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투고일: 2016.07.04.
심사완료일: 2016.08.10.
게재일: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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