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핵개발 결정과 핵전략
포위심성(siege mentality)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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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는 ‘국제사회의 의도나 행태가
자신에게 항상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집단
적 심리상태’인 포위심성이 내재돼 있다. 포
위심성은 국가가 생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서 국제사회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오히
려 자국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취할 때 형성된
다. 이스라엘의 포위심성은 생존을 위협하는
홀로코스트와 독립전쟁의 상황에서 국제사회
가 보인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행태로 인해 형
성되었다. 포위심성에 사로잡힌 국가는 스스
로가 국제사회에서 버림받았다고 여기기 때
문에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서도 외부의 지원

을 기대할 수 없으며,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인식한다. 이스라엘이 자국의 생존을 위해 핵
개발에 나선 것이나, 여타 핵보유국들과는 차
별화되는 독특한 핵전략을 채택해 유지하는
것도 포위심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연구에
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일 북한에 내재된
포위심성의 인식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다면, 북한의 핵개발이나 핵전략을 규명
하는데 있어서도 유의미한 설명력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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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스라엘은 영토 면적 20,770㎢, 인구 810여만 명에 불과한 소국이다. 부존자원
역시 빈약하고,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아랍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1948년 국가건설 이전까지 약 2,000여 년간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
트라는 대규모 유대인 학살을 경험했다. 국가건설 이후에는 주변 아랍국들과 7차례
의 전쟁을 치렀고, 현재까지도 팔레스타인과 지속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의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주변 국가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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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스라엘에게 주변 아랍국들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은 상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안보를 강대국이나 국제사회에 위탁하지 않는다.
나치 정권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과 주변 아랍국들의 일방적인 선포로 발발한 독립
전쟁에서 국제사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오히려 반유대주의적인 정책을 추구했
기 때문이다.
이렇게 참혹했던 역사적 경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적대적인 세계와 신뢰할 수
없는 이방인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믿도록 했으며, 현실정치적인 세계관을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Inbar 1996, 43).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경험한 참혹한 역사
는 자신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도와 행태가 항상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적
심리상태’인 포위심성(siege mentality)을 형성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오로지 ‘자주성’에 기초한 전략만이 자국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후술하겠지만 포위심성은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참혹한 사건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나 강대국들이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반대편의 가해국가 혹은 집단을 지지
할 때 형성된다. 한편 포위심성은 부정적인 정서인 적대국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fear)과 국제사회에 대한 불신(distrust)으로 구성된다. 포위심성에 사로잡힌 이스
라엘은 항상 자신들이 국제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서도 외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으며,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인식한다.
이스라엘이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인 국방력을 건설하고,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에 매진한 것은 포위심성이 초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참혹한 역사적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화된 주변 아랍국들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국제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구성된 포위심성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핵개발을 결정하도록 했으며, 핵전략에 있어서도 여타 다른 핵보유국들과는 구별되
는 독특한 핵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 글은 이스라엘이 핵개발을 결정하게 된 요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핵전
략으로 주변 아랍국들의 공격 위협을 억제해나가고 있는지를 심리･인지이론의 한
부류인 포위심성의 적용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심리･인지이론은 국제관계, 특히
군사･안보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유용한 분석틀로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짧은 역사에 비해 연구 진척 정도나 중요성은 상당하다.
이 이론은 정책결정자가 반드시 안보환경의 변화와 조건을 합리적으로 인식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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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이 없으며, 또한 인식한다 해도 자기의 신념이나 신조 혹은 이미지라는 렌즈를
통해 굴절시키면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전략도 행위자들의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논리이다. 즉 정책결정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체계
나 이미지의 ‘인지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성향 때문에 반드시 자기 식으로 안보환
경 변화를 인식하면서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이기택, 1997: 199). 이처럼
심리･인지이론이 합리적 결정론이 설명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이
론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특정 국가의 핵개발 동기나 핵전략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여전히 합리적 결정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 하지만 기존
이론의 프리즘으로는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는 이스라엘의 핵개발 결정과 핵전략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을 결정하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핵전략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사례는 합리적
결정론보다는 포위심성의 적용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 보다 적실성이 있다고 하겠
다.

Ⅱ. 핵개발 결정요인: 포위심성(siege mentality)
1. 포위심성의 개념
포위심성 개념을 이론화해 국가행태를 분석한 선구적인 학자는 이스라엘 텔아비
브대학의 교수인 바탈(Danieal Bar-Tal)과 앤테비(Dikla Antebi)이다. 이들은 1989
년 6월 텔아비브대학의 연례 학술회의인 ‘국제사회의 정치심리학회’에서 발표한
1) 스콧 세이건(Sagan 1996/1997, 54-86) 교수는 핵무장의 동기와 관련해 다른 수단으로 대응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국가들이 핵무장에 나선다는 그간의
연구들은 국가들의 핵무장 동기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비판하면서, 핵무
장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3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3가지 모델은 ①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안보모델, ② 국내정치와 관료적 이익의 수단으로 하는 국내정
치모델, ③ 국가의 근대성과 정체성의 규범적 상징으로 하는 규범모델이다. 하지만 이스라
엘의 경우는 주변 아랍국들 중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며, 관료들이 자신들
의 이익을 위해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핵개발이 주
변 아랍국들의 상시화 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상기 모델로 설
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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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처음으로 포위심성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 심성의 형성배경과 결과 등에
대해 고찰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포위심성은 ‘외부세계가 자신들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행동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믿는 집단 구성원들의 신념체계’이며, ‘외부
집단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나쁜 짓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집단 구성원들의 인식’으로 정의된다. 또한 이들은 포위심성이 ‘필요한
때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No-one will help us in time of need)
이라는 믿음이 수반된 핵심적인 신념체계로 여겨져야 한다고 강조한다(Bar-Tal 외
1989, 49).
포위심성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집단
들에서도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Bar-Tal 외 1992, 634). 즉 포위심성은 타 집단,
타 국가 혹은 세계가 자신들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일종의
심리적인 강박관념으로, 국제사회나 타 국가 혹은 타 집단들이 자신들이 위협으로
간주하는 상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때 심화된다는 것이다(Bar-Tal 외 2009,
251). 이러한 특성을 지닌 포위심성은 국가의 행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하는데, 포위심성에 사로잡힌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① 여타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위기 시에 내부 비판의 장이 부재하며, ② 다수 의견에 대한 반대는 국가의
힘을 약화시키고, ③ 생존을 위해 먼저 상대방을 제압하며, ④ 타 국가들이 반드시
우리의 안녕을 바라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충고에 의존할 수 없고, ⑤ 생존에
대한 항구적인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 갈등은 종식시켜야 하며, ⑥
생존은 수단을 정당화하는 목적이고, ⑦ 모든 세계는 우리에 대해 적대적이며, ⑧
무력시위만이 적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고, ⑨ 통합만이 외부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⑩ 기회만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에 대해 음모를
꾸민다(Bar-Tal 외 1992, 637-638)고 여긴다.
포위심성은 국제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할 때에도 나타난다.
국제사회가 금수조치, 배척, 제재 혹은 폭력적인 활동 등과 같이 처벌적 행위
(punitive action)를 수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포위심성은 현재
의 세계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집단적 경험이 남긴 상흔으로 인해 지속
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 구성원들은 포위에 대한 그들의 사회적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탐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나간다(Bar-Tal 2004). 이스라
엘이 경험한 홀로코스트나 전쟁 등과 같은 충격적 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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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과거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에서 비롯된 포위심성이 이들 스스
로를 과거의 희생자와 생존자들과 동일시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미래도 적대적인
국가에 대항하며 생존을 위해 계속 투쟁하는 것으로 고정된다는 것이다(허버트
허시 2009, 68).
무엇보다 포위심성은 행동의 자유와 자기의존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 요인이다.
외부세계가 자신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고, 다른 국가들
을 신뢰하지 않는 국가는 자신들의 행동범위를 제한하는 국제규범이나 합의들에
대해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포위심성이
내재된 국가들은 자신들의 신념체계나 이미지에 대해 인식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려
는 성향을 보일뿐만 아니라 자기방식대로 외부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자신들만의 생존전략을 추구하게 된다.

2. 포위심성의 인식체계: 두려움(fear)과 불신(distrust)
포위심성은 두 가지 부정적인 정서(emotion)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구성 요소
는 두려움(fear)이다. 20세기 초중반을 풍미했던 독일의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는 두려움의 현상은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의
이유 등 세 가지 관점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두려움의 대상은 위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두려움은 위협적인 것이 우리들
자신에게 다가와 관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두려움의 이유는 두려움의
대상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마르틴 하이데거 1989, 197-201). 즉 두려
움은 실존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이 존재가 향후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톨(Aristole)은 하이데거의 두려움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켜 두려움을 ‘미
래에 겪게 될 파괴적이거나 고통스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심리적) 고통 또는 장애’로 정의했다. 위험과 관련된 두려움은 자신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을 파멸시키거나 위해를 가할 의도를 지닌 적대국이
존재한다고 인식할 때 유발된다(Konstan 2006, 130). 따라서 적대국의 위협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국가들이 본능적으로 이러한 위험상황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 가지는 독특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두려움은 위험상황 하에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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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서 주요 준거
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국가들은 근본적으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현상유지 정책을 추구하지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익(gains) 혹은 손실(loss)
상황-에 따라 손실 회피(loss avoidance) 또는 위험수용(risk-accepting)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핵심 가정이다(Levy 2000, 201; 황지환 2006, 83). 다시 말해 외부
위협에 대한 두려움은 국가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손실영역으로 인식하게 하
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보다 위험 수용적인 정책을 추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들의 위협에 대해 상시적인 두려움을 지니고 있고, 국가정
책이나 전략이 자주적이고 공세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결국 외부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Bi 2007, 247).
포위심성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불신(distrust)이다. 불신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
돼 있다. 홉스(Thomas Hobbes)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때때로 공격적
이고 파괴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 반사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이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특히 폭력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이다
(김용환 2005, 64-65).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타인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불신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본 것이다. 또한 그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는 세 가지 주된 원인으로 경쟁심(competition), 자기
확신의 결핍(diffidence), 그리고 영광(glory)을 지목하고 있다. 경쟁심은 무엇인가
를 얻기 위해, 자기 확신의 결핍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그리고 영광은
명성을 얻기 위해 인간을 공격적으로 만든다고 여겼다(김용환 2005, 213-214).
홉스가 분쟁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제시한 인간의 감정들 중에서 자기 확신의
결핍은 자신과 타자에 대한 불신 모두를 함축하고 있다. 외부의 위협에 맞서 스스로
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을 때 자신에 대한 불신이 생기며, 타자는 항상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신도 사라지지 않는다. 즉 확신이
없을 때 불신하게 되고, 불신은 언제라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용환 2005, 77).
불신은 인간관계를 넘어 국제관계를 지배하는 주요 담론으로 위치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도 불신은 타국에 대한 확신의 부재로 정의돼 왔으며, 타국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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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행동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국가 간의 불신을 조장하
고 있다는 것이다(Kramer 1999, 587). 하지만 타국에 대한 확신의 부재라는 개념으
로써 불신은 모든 국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보편적이고 광의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포위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불신을 새롭고 협의적인
개념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포위심성의
인식체계로써 불신은 국제사회에 대한 확신의 부재로 한정할 것이다. 불신의 대상
을 국제사회로 한정할 경우, 불신의 개념도 ‘안보를 제공하는 국제사회의 동기나
의도, 그리고 미래 행위들에 대해 안보수혜국들이 지니고 있는 불확실성의 인지상
태’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주적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핵전략을 유지하게 된 것이 적대국의 행위와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보다 근원적인 요인은
국제사회에 대한 불신이 초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Ⅲ. 이스라엘의 포위심성과 핵개발 결정
1. 포위심성의 형성배경: 홀로코스트와 독립전쟁의 트라우마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은 ‘유대인 문제의 마지막 해결책(the final
solution to the Jewish problem)’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유대인의 1/3에 해당되는 600만 명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다(Bar-Tal
외 1989, 50; Bar-Tal 2001, 162).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 자행된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포위심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참혹한 사건이었다. 특히 홀로코스
트 이후에 형성된 포위심성은 이스라엘의 기풍과 정체성의 중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황인식과 행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집권 ‘마파이’(Mapai; 1930년대에 창당해 건국 이후 1977년까지 집권한 노동당)는
1956년 제2차 중동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홀로코스트를 환기시킨 바 있으며, 제3
차 중동전쟁 직전에는 당국이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교하면서 제2차
홀로코스트의 위협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선전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도 했다.
이후에도 팽창주의적 강경정책의 정당화를 위해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필요할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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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했다(최갑수 2006, 116).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명분은 홀로코스트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을 위한 독자적인 국가의 건설이 필요하
다는 것이었으며, 이스라엘이 행한 잔혹행위를 정당화할 때마다 홀로코스트의 유산
이 지배했다(최갑수 2006, 117-118).
홀로코스트와 함께 독립전쟁도 포위심성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대
인 대학살이라는 전대미문의 세계사적 사건에서도 국제사회가 무관심했던 것처럼
아랍국들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발발한 독립전쟁에서도 국제사회는 여전히 무관심
한 태도로 일관했다. 독립전쟁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기 하루 전인 1948년
5월 13일에 시작되어 1949년 1월까지 계속되었다. 제1차 중동전쟁으로 일컬어지는
이 전쟁은 1947년 11월 29일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지역을 분할해 팔레스타
인에 두 개의 국가, 즉 유대국가와 아랍국가를 창설하고 예루살렘을 국제 신탁통치
지역으로 한다’는 유엔 결의안 제181호를 주변 아랍국들과 아랍최고위원회(Arab
Higher Committee)가 거부하고 아래의 3개항의 결의와 함께 전쟁을 선포하면서
촉발되었다(이일호 2007, 47).
①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 등의 군대가 팔레스
타인 땅을 정복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정부를 파괴하는 데 기회를 제공한다.
②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팔레스타인 위임통치 지역을 침공하
는 5개 아랍 국가들에 가담해 전쟁을 선포한다.
③ 이스라엘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이스라엘 정부와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쟁 상대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 등 아랍
5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이 파견대로 구성된 연합 군대였다(Hertz 2009,
1). 물론 이들은 여타 국가들의 전반적인 수준과 비교하면, 노후 장비와 부패, 그리
고 무능한 통치체제로 효율적인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였으나(김희상
1998, 68), 270대의 전차와 150문의 야포, 300대의 비행기 등으로 무장하고 있어
막강한 화력과 기동력을 구비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신생 이스라엘은 병력면에서
만 근소한 우위를 보였을 뿐 보유한 무기체계는 3대의 전차와 5문의 야포가 전부였
다(Our Jerusalem 2002). 소련의 원조가 있기는 했지만, 기적과 같은 승리로 이스
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의 70%를 차지하고, UN 분할안의 50%에 달하는 영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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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획득했으나,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1%에 달하는 6,373명이 사망했다
(Slantchev 2009, 4).
독립전쟁은 건국 이후 가장 많은 이스라엘인이 사망한 사건이었다. 당시 영국은
이집트 및 시리아와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UN안보리는 독립전쟁
발발 직후 중동국가들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마저
중동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개입을 주저했다. 만일 소련이 체코를 통해 무기거
래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아마도 세계지도 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
다.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와 독립전쟁을 거치며 엄청난 인적･물적･심적 피해는
물론, 생존자체를 위협 받았지만 국제사회는 무관심했고, 주변 아랍국들에 경사되
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포위심성은 생존을 위협하는 참혹
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형성되었다.

2. 포위심성의 인식체계와 핵개발 결정
두려움과 불신이 포위심성의 핵심 요소라는 것은 앞서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아랍국들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국제사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우선 아랍
국들의 위협에 대한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정도는 국가건설 이후 현재까지 치러졌던
아랍국들과의 전쟁 사례만 보더라도 확인된다. 주변 아랍국들은 1948년 독립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절멸을 자신들의 최대 목표라 강조해 오고 있다. 1948
년 아랍연맹의 아잠 파샤 사무총장은 1차 중동전쟁이 “몽골 대학살과 십자군 전쟁
처럼 중대한 대학살을 근절하는 전쟁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1954년 사우디아라
비아 칼리드이븐 압둘 아지즈 왕은 “아랍국들은 이스라엘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
인구 5천만 명 중에 1천만 명을 희생해도 될 것이며, 아랍국들에게 이스라엘은
인체의 암과 같으므로 암을 치료하는 것처럼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1967년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은 “우리 목표는 이스라엘을 절멸시키는 것”이라며
공격적으로 협박했고, 1973년 리비아 카다피 대통령도 “이스라엘과 싸우는 목표는
싸운 후에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2001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파이살 알 후세이니 장관은 “이스라엘과의 투쟁은 이후 몇 천 년 동안 지속되
든지에 관계없이 우리의 전략목표는 오직 요르단 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의
해방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2009년 마호메트 후세인 야쿼브 이집트 성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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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이스라엘
이 절멸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Hertz 2009, 2-3).
아랍국 지도자들의 반유대주의적 주장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항상 유대국가
의 붕괴를 열망하는 아랍국들로부터의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인식해왔다.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인 벤구리온은 아랍국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은 수 십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기까지 했다(Ben-Gurion 1971, 207, 369; Inbar 외
2014, 5에서 재인용).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그의 예측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스라엘 생존에 있어 근본적인 위협은 아랍국들의 공격이며, 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는 그간의 전쟁 역사가 증명한다. 실제로 아랍국들과의 전쟁에서 이스
라엘의 사망자는 12,872명에 달했고, 부상자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25,058명이었
다. 이외에도 제1, 2차 인티파다(Intifada)2)에서도 1,300명이 사망하고, 8,000명의
<표 1> 이스라엘과 아랍 분쟁 사상자 현황
사 건

연도

유대인/이스라엘

아랍인/팔레스타인

사망

부상

사망

부상

독립전쟁

1948

6,373

15,000

10,000

-

시나이분쟁

1956

231

900

3,000

4,500

6일전쟁

1967

776

2,586

18,300

-

소모전쟁

1968-70

1,424

2,700

5,000

-

욤키푸르전쟁

1973

2,688

-

19,000

-

제1차 레바논전쟁

1982

1,216

2,383

20,825

30,000

제1차 인티파다

1987-1993

200

-

1,162

-

제2차 인티파다

2000-2005

1,100

8,000

4,907

8,611

2006

164

1,489

1,954

4,400

제2차 레바논전쟁
팔레스타인 테러리즘
총 사상자

1948-2014

3,791

-

-

-

17,963

33,058

84,148

47,511

* 출처: “Vital Statistics: Total Casualties, Arab-Israeli Conflict (1860-Present),”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total-casualties-arab-israeli-conflict.

2) 인티파다(Intifada)는 ‘봉기’, ‘반란’을 뜻하는 아랍어로 팔레스타인인들의 반(反) 이스라엘 투
쟁을 통칭하는 용어로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점령 지구에 거
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통치에 저항하는 활동이며, 궁극적으로는 독립을 지향
하는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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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가 발생했으며, 팔레스타인 테러로 3,791명이 사망하는 등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 그대로 생존의 역사라고 불릴 정도로 전쟁과 테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나 테러리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자신들
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과거나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래도 아랍국들의 위협 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했고, 이러한 예측 가능한
미래상황 하에서 생존은 상당히 위태롭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그만큼
생존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인식이었다(Harkavy 1986, 63).
이는 1950년대 후반 벤구리온 총리가 “아랍연합국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1초도 잠을 이룰 수 없다”고까지 밝히면서, “아랍국들의 수적 우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밖에 없다”(Cohen 1995, 45)고 언급한 데서도 확인된다.
한편, 이스라엘의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 역시 부정적이다. 정치지도자들의 인식
을 보더라도 국제사회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스라엘 초대
총리 벤구리온은 과거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국제사회의 의견에 별 관심이 없으며,
UN의 권고를 따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국제
사회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다”(Gaouette 2003)라고 밝힐 정도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행태에 맞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Ben-Gurion 1959, 607; Cummings 2012, 42에서 재인용). 아바 에반(Abba
Eban) 외무장관은 6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세계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그 하나는 이스라엘의 파괴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이며,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파괴를 방지하는데 아무 역할도 못하는 국제사회”라고 표현했으며, 제4대 총리인
골다 메이어(Golda Meir)는 이스라엘이 마사다 콤플렉스(Masada complex; 민족
절멸의 위기감), 포그롬 콤플렉스(Pogrom complex; 대학살의 위기감), 그리고 히
틀러 콤플렉스(Hitler complex; 홀로코스트의 위기감)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제6대 대통령인 하임 헤르
조그(Haim Herzog)도 “이스라엘과 시오니즘에 대한 세계의 증오는 여전히 지속되
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
다. 또한 이츠하크 샤미르(Yitzhak Shamir) 총리는 국제사회의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행태에 대해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는 “세계가 이스라엘이 죽고,
상처받고, 짓밟히고, 억압당한 국가로 바라보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Bar-Tal 1989,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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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서서도 이스라엘 정치지도자들의 이러한 인식에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 지난 2010년 4월 12일에 개최된 홀로코스트 추모식에 참석한 시몬 페레스
(Shimon Peres)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무관심으로 수 백 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
당했다”면서 “UN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절멸 위협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UN 헌장의 토대는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JSS News 10/04/12). 2012년 3월에는 UN 인권이사회가 정착촌 유대인
들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과 관련, 조사에 착수할 것을 권고
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항의해 이스라엘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와의
업무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결의
안을 ‘위선적인’ 것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인권이사회는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다(Israel Street 12/03/26; 연합뉴스 12/03/27). 2012년
11월 24일 이란 핵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된 직후 열린 내각회의에서도 그는
이번 합의는 “역사적 실수”로 폄하하고 “오늘 날의 세계는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과
의 핵 협상을 주도하고 외교적 합의를 이끌어 낸 서구로부터 고립에 직면하더라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국을 방어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만큼 필요하다면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Sherwood 2013).
2015년 3월에는 이란 핵 문제를 놓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정면으로 맞서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3월 2일 미국 내 유대계
로비단체인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연례총회 연설에서 “이란 핵
은 미국에 안보문제이지만, 이스라엘에는 생존의 문제”라며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에 대해 직접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한겨레 15/03/04). 또한 다음날 미
상･하원 연설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란 핵협상에 대해 “나쁜 협상”이라며, “나쁜
협상을 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공개적으로 오바마의 핵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미국의 소리 15/03/04). 이처럼 이스라엘 정치지도자들 역시 국가건설 이후
줄곧 국제사회의 의도나 행태를 신뢰하지 못하는 포위심성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가 이스라엘의 핵개발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스라엘은 영토나 인구 규모 면에서 주변 아랍국들에 비해
취약한 안보환경에 노출돼 있다. 또한 주변 아랍국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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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적대적인 인식으로 말미암아 수차례의 전쟁을 경험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국가건설 이전인 1940년대 초반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
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 잔혹하게 학살당하는 홀로코스트 상황에서나, 국가건설
이후 지속된 전쟁에서도 국제사회나 강대국들의 무관심과 압력은 지속되었다고
인식한다. 이스라엘의 포위심성은 날로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지도자들
은 생존의 갈림길에서 외부세계보다는 자기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독자적인 생존방
법을 모색하게 됐으며, 그 최후의 수단으로써 탄생한 것이 핵무기였다(Nili 2011,
37-56). 따라서 이스라엘의 핵개발은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내재된 포위심성, 즉
주변 아랍국들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국제사회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크레취 등(Krech 외 1962, 17)이 “인간은 자신의
관념에 따라 행동하며, 인간의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인 행위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믿고, 기대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핵개발 결정도
두려움과 불신이라는 부정적인 정서로 구성된 포위심성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Ⅳ. 이스라엘의 핵능력과 핵전략
1. 핵능력
이스라엘의 핵개발은 전적으로 프랑스의 원조에 의해 이뤄졌다. 프랑스는 이스라
엘에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연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스라엘 과학자들을
1960년 사하라 사막에서 실시된 핵실험에 옵저버 형식으로 초청하기도 했다(Pajak
1983, 590). 미국이 이스라엘과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제한적인
협력을 추구했던 것에 반해 프랑스의 지원은 핵무기 개발을 포함해 상당히 광범위
하고 구체적이었다(Cochran 2000, 130; Pinkus 외 2002, 113).3) 프랑스의 핵 지원
은 이스라엘이 충분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53
년 양국 원자력 위원회 간에 기술교류협정이 체결되고, 이 협정의 일환으로 이스라
3) 1955년 7월 12일, 이스라엘은 미국과 평화적 핵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의 주요
요지는 아이젠하워 정부의 평화적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Atoms for Peace) 프로그램 하에
서 이스라엘에 5MW 연구용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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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과학자들은 프랑스로부터 사하라 사막에서 실시된 초기 핵실험 결과로부터 도출
된 세부 정보를 포함한 핵기술과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Cochran 2000,
134).
하지만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군사적 목적으로 핵개발에 나선 것은 아니었다.
이스라엘이 독립전쟁 이후부터 핵개발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당시의 핵개발 의도는
부존자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이었다. 하지
만 1956년 2월 11일 소련이 이집트와 핵 연구소 건설에 합의하고, 이 합의에 따라
소련이 과학자들을 이집트에 파견(U.S. Department of State 56/03/21)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도 핵무기 개발로 전환되었다. 평화적 목적의 원자
력 에너지 개발이 핵무기 개발로 전환된 근본적인 이유는 주변 아랍국들 중 가장
적대적인 이집트가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제2의 홀로코스트가 초래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핵능력에 대한 최초의 평가는 1960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보고한 문건을 통해 이뤄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이 매년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정도로 충분한 양의 핵분열물질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 대형 원자로를 네게브사막에 위치한 디모나 지역에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Green 1984, 153). 1961년 미국의 국가정보판단서에도 이스라엘의 핵 프로그램이
당장 핵능력 구비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라도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디모나 원자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1965년에서 1966년까지 연간 1개 내지 2개의 핵무기를 제조
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1961, 7).
그간 추정에 그쳤던 이스라엘의 핵 보유 가능성과 구체적인 핵능력은 1986년
10월 디모나 원자로 지하벙커(Machon-2)에서 약 10년간 근무했던 31세의 젊은
핵기술자인 모르데차이 바누누(Mordechai Vanunu)의 증언과 사진자료 제시로 국
제사회에 명확하게 알려졌다. 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보다 많은 플루토늄을 추출
하기 위해 프랑스의 지원으로 완공된 기존 26MWt급 원자로를 150MWt급으로 증설
했으며, 네게브 사막 지하에 비밀 핵폭탄 제조공장을 건설해 20년 이상 운영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핵무기 제조와 관련해 디모나 원자로에서는 연간 40kg, 핵무
기 10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이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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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력 정도에 따라 핵무기 보유량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산술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미 100~20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이전의 평
가에 비해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The Sunday Times 86/10/05).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핵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스라엘은 원자로를 완공한 시점
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핵무기 보유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핵무기 보유와 투발수단의 능력을 산출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수의 전문기관들은 디모나 원자로가 본격
적으로 가동된 196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핵능력을 평가해 왔다.
대표적으로 2006년 1월에 창설된 국제 핵분열성 물질에 관한 패널(IPFM)의 보고서
는 이스라엘이 디모나 원자로에서 연간 2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2013년 말을 기준으로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 약 0.84톤 정도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IPFM 2013, 20). 미국과학자연맹(FAS)은 이
스라엘이 핵무기를 배치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약 80여기의 핵탄두를 비축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다(Kristensen 외 2016).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표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2012, 328; 2014, 324)는 이스라엘이 이미
2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Jericho 1, Jericho 2 탄도미사일과 돌핀급
(Dolphin-class) 잠수함에서 운용중인 지상공격용 순항미사일(LACM) 등에 핵탄두
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핵위협전문분석기관(NTI
2015)도 이스라엘이 100~200여기의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세
계안보 및 군사정보사이트인 국제안보(Global Security, 2015)는 현재 이스라엘이
8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운영되고 있는 원자로의 출력에 따라 핵무
기 125~250기의 보유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제군축운동연합(Arms Control
Association, 2016)은 현재 200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과 80기의 핵탄
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표적인 핵위협분석 전문기관들은 이스라엘
이 적어도 80~20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 해상, 공중의 무기체계
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세계 6위의 핵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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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기관의 이스라엘 핵능력에 대한 평가
기관

IPFM

FAS

Arms Control
Association

Global
Security

IISS

NTI

비축량

80기

80기

80기

80기
*최대 125~250기

200기

100~200기

투 발
수 단

∙ 地: Jericho-1/2/3, MGM-52 미사일
∙ 海: 돌핀급(Dolphin-class) 잠수함, Gabriel-4, Harpoon 대함순항미사일, 팝
아이(Popeye Turbo)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 空: F-4/15/16, Kfir C7, A-4N 전투기/공격기, 팝아이(Popeye)-1/2 공대지
미사일

2. 핵전략
이스라엘은 여타 핵보유국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핵전략을 채택해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독특한 전략은 핵개발 결정과 마찬가지로 주변 아랍국들의 위협
에 대한 두려움이 상시화 된 상황에서 국제사회나 후견국인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불신이 초래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어느 국가도 자국의 생존을
보장해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핵전략 역시 자신들의 안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채택해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심리적인 차원에서
주변 아랍국들의 불안 심리와 공포 심리를 유발해 이들의 공격을 억제하는 ‘의도적
모호성 전략’(Deliberate Ambiguity Strategy)과 ‘삼손옵션 전략’(Samson Option
Strategy)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핵능력의 발전 정도에 따라
핵억제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촉매태세(Catalytic Posture)에서 확증보복태
세(Assured Retaliation Posture)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의도적 모호성 전략이란 핵무기 보유가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
로는 핵무기 보유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으로써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주변 아랍국들의 공격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의도를
지닌 전략이다. 이는 주변 아랍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이스라엘이 혹시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핵무기를 사용해 보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
도록 하여 억제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전략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제9대
대통령인 시몬 페레스(Shimon Peres)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디모나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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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 이스라엘의 억제력으로 작용했고, 이로 인해 중동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일조했다’(Asahi Shimbun 1999, 76)고 밝혔던 것처럼, 이 전략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면서 주변 아랍국들의 공격을 억제하는 이스라엘만
의 차별화된 핵전략으로 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의도적 모호성 전략이 주변 아랍국들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켜 이들의 공격을
억제하는 의도를 지닌다면, 삼손옵션은 주변 아랍국들에게 절멸의 공포 심리를
조장해 이들의 공격을 억제하는 전략이다.4) 삼손옵션은 자신의 죽음과 함께 적들을
파괴할 수 있었던 삼손의 교훈이 그대로 반영된 핵전략으로(Beres 2005, 491),
구약성서의 삼손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생존하지 못하더라도 적들과 함께 최후
를 맞이한다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라 하겠으며(Beres 2007, 41), 제2의 홀로코스
트나 민족절멸의 마사다 콤플렉스에 대한 두려움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삼손옵션과
같은 핵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던 것이다(Joshi 2000, 2092). 무엇보다 이 전략은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에 긍정적인 효과들을 유발했다. 이스라엘의 핵전략 창시자들
이 기대했던 것처럼, 삼손옵션 전략의 채택으로 1967년 6일 전쟁 이후 대규모 전쟁
이 억제되었다. 또한 주변 아랍국들의 작전계획을 전면전(all-out war)에서 제한전
(limited war)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아랍국들을 협상테이블
로 나오도록 함으로서 이스라엘과 아랍국들 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기폭제로도
작용되었다(Maoz 2003, 44-45).
이에 반해 촉매태세와 확증보복태세는 핵능력 발전 정도가 고려된 실제적인 차원
의 핵전략이다.5) 촉매태세는 국가가 적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4) 삼손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판관이자 전설적 영웅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
고 있었으나, 그 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자신의 적들과 함께 최후의 죽음을 맞이했다.
5) 최근 MIT 비핀 나랑(Narang 2014) 교수는 지역강국들의 핵전략을 연구하면서 지역강국들이
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지원 가능성 여부, ② 재래식 무장력이 우월한 인접 적국의 공격
직면 여부, ③ 민-군 관계에서 핵무기 발사 권한의 위임 여부(독단적 혹은 위임적), ④ 자원
의 제약 여부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핵전략을 촉매태세(Catalytic Posture), 확증보복태
세(Assured Retaliation Posture), 그리고 비대칭 확전태세(Asymmetric Escalation Posture)
로 분류했다. 나랑 교수의 분류에 따르면, 촉매태세는 소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적
국의 공격으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경우, 적국이 아닌 후견국인 제3국을 끌어들일
의도로 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전략이며, 확증보복태세는 국가가 먼저
핵 공격을 받은 후에도 살아남은 전력으로 그 공격에 상응하는 보복공격을 가하는 전략이
고, 비대칭 확전태세는 재래식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선제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 정도
의 핵능력과 절차를 갖추는 전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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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핵전력의 제한으로 인해 제3국의 개입을
이끌어 내기 위해 수립된 전략이다. 촉매태세는 제한적인 핵전력으로도 운용이
가능하고, 핵무기의 실제 사용 가능성과 사용할 환경을 둘러싼 고도의 모호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지휘통제를 강조하며, 핵전력이 군사교리에 통합돼
있지도 않다. 뿐만 아니라 촉매태세는 적의 선제공격에서 살아남은 핵전력으로
제2격을 가할 능력이 부재하고, 억제 신호가 적에게 중요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3국에게는 개입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 무엇보
다 촉매태세는 제한된 핵전력으로 적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보다 제3국
의 개입을 촉진시켜 분쟁의 억제효과를 증대시키거나 외부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큰 억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스라엘이 촉매태세를 채택한 것은 1967년
6일 전쟁 이후였다. 비록 이스라엘의 신속한 승리로 촉매태세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만일 6일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다면, 이스라엘은 미국
의 개입을 강요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적국인 이집트나 시리
아가 아닌 미국으로 보냈을 것이다(Narang 2014, 184). 이스라엘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에서 처음으로 촉매태세를 채택하고 실행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습공격으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자, 이스라엘은 미국의 정보력만이
탐지할 수 있도록 핵 투발 수단의 작동태세를 점검했다. 이는 모호하게 남겨두었던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는 신호였다. 이스라엘이 촉매태세를 실행했던 명시
적인 목적은 미국 정부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미국 군대가 개입에 나서는 한편,
소련을 압박해 소련의 피후견국이었던 이집트와 시리아의 적대적인 행위를 제지하
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촉매태세에서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이 시리아나
이집트가 아닌 미국에게 의도적으로 핵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Narang 2014,
15-17). 제한적인 핵전력 하에서 적국이 아닌 제3국인 미국의 개입을 강요함으로서
적국의 공격을 억제하고자 했던 촉매태세는 대규모 전쟁을 예방하는 한편, 미국으
로부터 재래식 무기의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하고, 주변 아랍국들의 핵무장을 억제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지만,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안보딜레마인 미국의 방기
(abandonment)에 대한 우려는 해소시키지 못했다(Wolf 2016, 127).
1991년까지 유지됐던 촉매태세는 걸프전을 겪으면서 확증보복태세로 전환되었
다. 제3국에 의한 간접적인 억제에 의존하는 촉매태세와는 달리, 확증보복태세는
적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함으로써 이들의 공격을 억제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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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시 말해 확증보복태세는 적국의 공격을 받은 후에도 살아남은 핵전력으로
상대방을 전멸시키는 보복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핵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부
승찬 2014). 이스라엘이 그간 유지했던 촉매태세를 확증보복태세로 전환한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하나는 핵능력의 발전이다. 이스라엘은 핵개발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핵능력의 발전을 도모한 결과, 이미 대규모의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들 전력의 생존능력도 투발수단(삼원체계; 미사일, 잠수함, 항공기)의
다양화를 통해 강화했다. 제3국의 지원을 통해 적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촉매태세보
다는, 적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해 이들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다. 다른 하나는 탈냉전 이후 이스라엘이
느꼈던 미국의 안보공약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었다. 특히 냉전 직후 개최된 마드
리드 평화협상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자제 압력을 지속했고, 걸프전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미국
의 이러한 행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CMs)
로 무장한 돌핀급 디젤 잠수함 개발, 지상공격 범위를 이란까지 확장시키는 사거리
4,000km의 Jericho 3 탄도미사일 개발 등 핵전력의 생존능력과 보복능력을 갖춘
무기체계의 개발을 통해 확증보복태세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Narang 2014,
199-206).

Ⅴ. 결 론
본 글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학에서 비교적 비주류에
머물러 있는 심리･인지이론을 통해 국가의 행태를 분석했다. 심리･인지 이론은
아직까지 합리적 결정론에 밀려 소외되거나 무시되고는 있지만, 인간의 심리나
기억, 인식이 행위자의 정치적 선택과 행동들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대안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 또한 지니고 있다(McDemott 2004, 691). 특히 이 이론은
‘인간’이라는 개별 행위자와 인간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인식’에 주목한다. 국가나
국제기구가 결국 인간들에 의해 구성되고, 그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행위자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며, 어떤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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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국제정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심리･인지이론가들의 주된 주장
이다(은용수 2013, 79). 즉 지금까지 누적돼 온 심리･인지 관련 이론들은 주류
이론들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정치 현상에 대한 보다 나은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다
는 논리이다. 이처럼 심리･인지이론은 국제정치학에서 합리적 결정론과 더불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합리적 결정론이 설명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
하는 이론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심리･인지이론의 한 부류인 포위심성의 적용을 통해 이스라엘의
핵개발 결정요인과 핵전략의 특성을 분석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는 국제사회의 의도나 행태가 자신들에게 항상 부정적이고 적대적이라
고 믿는 포위심성이 내재돼 있다. 포위심성은 자신들이 생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서 국제사회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오히려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취할
때 형성된다. 포위심성이 심화되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으며, 자신들의 생존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 인식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나치 독일에 의해 600
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던 홀로코스트와 국가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던 독립전쟁
의 상황에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국제사회의 행태를 경험하면서 포위심성이 형성
되었고, 이후에도 주변 아랍국들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국제사회에 대한 불신으
로 포위심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포위심성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에게 국가안보를
위해 타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조약은 국가의 자율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의 효과성을 약화시켜 종국적으로는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한낱
종이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Inbar 2014, 20~22).6) 따라서 이스라엘이 핵확산금지
조약(NPT)에 가입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도 포위심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또한 이스라엘이 여타
핵보유국들과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핵전략인 의도적 모호성 전략이나 삼손옵션
전략, 그리고 촉매태세와 확증보복태세를 채택해 유지하는 것도 포위심성의 인식체
계인 두려움과 불신이라는 부정적인 정서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만연된 포위심성이 자신들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핵전략을
6) 지난 2014년 7월 7일, 세계적 석학인 이스라엘 베긴사다트 전략문제연구소(BESA Center)
소장인 이프레임 인바(Efraim Inbar)는 세종연구소 초청 특강에서 “이스라엘은 방위조약을
미국과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종이는 무용지물입니다”라며 이스라엘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
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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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도록 했던 것이다.
포위심성은 이스라엘이 핵개발을 결정하게 된 요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핵전략으
로 주변 아랍국들의 공격 위협을 억제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적실성 있는 설명력
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스라엘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개발 결정이나 핵전략도 포위심성의 적용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면서까지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후견국인 중국에 대한 불신이 초래한 결과라
면 더욱 그러하다. 물론 합리적 결정론자들이 포위심성의 이론적 적실성에도 불구
하고, 자신들의 가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아웃라이어(outlier)로 분류
해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북한 사회 전반에 내재된 포위심성의 인식
체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다면, 포위심성도 합리적 결정론과 마찬가
지로 북한의 핵문제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제공할 것이다.
투고일 : 2017.01.23.
심사완료일 : 2017.03.16.
게재일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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