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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6년 9월의 5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로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
되면서 과연 북한의 핵정책과 핵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 과연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비핵화에 나설 것인지, 핵능력을 얼마나
증강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오래된 것이지만, 여기에 10여 개 수준으로 판단되는
북한의 핵무기를(Shannon N. Kile and Hans M. Kristensen 2016, 2)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안경모 2016; 김태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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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의도를 분석함에 있어 파키스탄은 중요한 비교의 대상으로 주목된다.
첫째는 핵무기 개발을 결정하게 된 전략적 상황의 유사성에 있는데, 전략적 취약성
의 극복, 탈냉전 이후 자국의 위상제고, 국내정권의 안정 도모, 미국의 강력한 제재
로부터의 탈피 등을 들 수 있다(김주환 2016, 5-15). 두 번째 관심은 북한과 파키스
탄의 쌍무적 핵협력이다. 1995년 양국간 공식적인 핵협력협정 이후 핵-미사일 기술
교환(라윤도 2014, 121-122), 1998년 공동 핵실험 의혹(동아일보 2004. 2. 27.),
파키스탄의 북한에 대한 이중용도물품 공급(연합뉴스 2016. 6. 23.) 등 양국의
핵네트워크는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마지막으로는 먼저 핵개발에 성공하고
인도와 전쟁을 치른 경험을 가진 파키스탄의 핵전략으로부터 북한의 핵전략을 유추
해보는 것이다(함형필 2009; 김재엽 2014; 손한별 2016a). 그러나 남아시아와 군사
전략에 대한 무관심, 우리의 비핵화 우선정책 추진 등으로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사는 양국의 핵전략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연구에 다양한
주제를 제공하는데, 특히 1999년의 카르길(Kargil) 전쟁은 핵무장 국가가 직접적인
재래식 무력충돌을 벌인 유일한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핵무기가 전략적 수준에서
는 상대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전술적 수준의 재래식 분쟁에서는 오히려 담대
하고 공세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안정-불안정의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1)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다. 또 제2차 핵시대를 맞아 “핵약소국들”이
위기시에 어떻게 핵무기를 사용 또는 위협할 것인지, 핵무기 보유에 기반한 ‘대담한’
도발을 어떻게 억제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며, “인도는 어떻게
파키스탄을 강압(coercion)하는데 성공했는가?”를 연구질문으로 삼고 있다.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인도가 자국의 핵사용을 자제하고, 상대의 핵사용을 막을
수 있었던 전략적 성공요인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카르길
전쟁에 대한 기존 논의를 주제별로 구분해보고, 전략적 강압의 개념과 성공조건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이어 본론에서는 상대적 핵약소국이었던 파키스탄은 어떠한
전략과 의도를 가지고 도발했는지, 인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파키스탄을 강압할
1) 대표적인 연구로는 저비스(Robert Jervis 1985)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전면적 핵전쟁
의 차원(at the level of all-out war)에서는 군사적 균형이 안정적일 수 있어도, 폭력의 낮은
단계(at lower level of violence)에서는 덜 안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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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카르길 전쟁이 한국에 주는 함의와 추가적
인 연구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차례로 해결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검토
1. 카르길 전쟁에 대한 기존 연구
파키스탄에 대한 국내연구의 관심은 핵개발의 동기와 북한과의 비교에 있었고
핵확산의 안정성 문제 또는 제한전쟁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례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카르길 전쟁에 대한 국내연구는 전무한 수준이다. 따라서 기존
논의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들의 연구주제들을 분류하는 것 역시 본 논문의 중요한
과업이다.
기존 논의의 첫 번째 주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사적인 측면에서 카르길
전쟁을 분석한다. 1947년 영국은 인도를 떠나면서 수백 개의 번왕국(藩王國,
princely state)들에게 인도나 파키스탄으로의 합병, 또는 독립유지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시크교가 지배하고 있던 잠무(Jammu)와 카슈미르(Kashmir) 주는 1948년
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이 지역을 둘러싼 양국간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인도와 파키
스탄은 카르길 전쟁 이전에도 1948년, 1965년 파키스탄에 의해서, 1971년에는 인도
가 동파키스탄(지금의 방글라데시)의 해방을 명분으로 큰 전쟁이 있었다. 분쟁사적
인 측면에서는 카르길 전쟁 역시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양국간 충돌의
하나로 보는 역사적인 관점이나(Stephen Philip Cohen 2002; Jasit Singh 1999;
J. Hussaon 2008),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Walter Anderson 2010; Kwang-ho Chun 2016; Syed Rifaat
Hussain 2005; Rabia Akhtar 2017).
두 번째는 전쟁연구의 하위분야로서 카르길 전쟁의 군사적, 전술적 측면에 집중
하는 연구들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내 연구자들은 전쟁 자체에 주목하며, 전쟁
의 발발원인과 전쟁기획,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전술적 조치들에 집중한
다. 파키스탄의 민군갈등 때문에 정치적 고려없이 시행된 군사작전이 국가 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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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패를 가져왔다거나(Marium Fatima 2016), 카르길 산악지역의 지형적 특성이
무샤라프(Pervez Musharaf)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부의 대담한 기습전술로 귀
결되고, 공군력, 특수전 전력, 정보능력 등이 인도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분석도
있다(Akshay Joshi 1999; R. Sukumaran 2003; Marcus P. Acosta 2007). 전쟁간
나타난 미디어 활용도의 차이가 승패를 결정지었다는 연구나(A. K. Sachdev 2000;
B. G. Verghese 2009), 전후 정보기관의 재편, 화력전투의 재고(再考), 국방기획체
계 보완 등의 교훈을 도출한 연구도 주목을 끈다(Satbir Sign 1999; Vinod Anand
1999; V. P. Malik 2009).
세 번째는 안정-불안정의 역설로 대표되는 핵무기의 확산과 제한전에 대한 연구
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전략 연구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Anuj Panday 2011;
Martin J. Wojtysiak 2001).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파괴력 때문에 무제한으
로 확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는 안정을 가져오지만, 그러한 안정성
때문에 오히려 재래식의 소규모 도발과 충돌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파키스탄 군부는
자신의 핵무기를 과신하여 무모한 도발을 일으켰고, 반면 인도는 양국의 핵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자제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Anuj Panday
2005; Karsten Frey 2011; S. Kapur 2003; James Lo 2003).2) 여기에 제2차 핵시대
의 핵보유국이 인접 강대국들의 군사적 지원과 개입을 유도하여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촉매 태세(catalytic posture)”의 사례로 제시한 연구나(Vipin Narang
2012; 2014), 미국이 억제외교와 위기완화조치를 통해 결정적인 중재자로서 역할해
왔다는 연구도 있다(Bhumitra Chakma 2012; Pater R. Lavoy 2003).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가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제2차 핵시대의 “강압전략”이
다. 파키스탄의 입장에서 분석한다면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
하는가’ 또는 ‘사용을 위협하는가’가 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에 주목하면서
‘핵무기를 가진 국가를 어떻게 굴복시킬 것인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다(Ali Ahmed
2009; Rajesh M. Basrur 2002). 아울러 약소국인 인도가 강압(coercion) 및 통제
(control)를 통해 강대국인 미국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고 파키스탄을 압박하도록
했다면서 제3국에 대한 강압을 다룬 연구도 있다(Kartik Bommakanti 2011).
2) 반대로 파키스탄이 재래식 전쟁을 확전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핵무기의 확산이 안정을
가져오며, 카르길 전쟁은 “안정-불안정” 상황의 예외적인 사례라는 주장도 있다(P. R. Chari
2009; Sumit Gangul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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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강압(strategic coercion)
일반적으로 강압전략은 “위협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Thomas Schelling 1966, 2-6; Lawrence Freedman 1998, 15; Daniel Byman
and Matthew Waxman 2002, 1), “특정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억제)”과
“현재의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강제)”을 포함한다(Thomas Schelling 1966,
69-86). 로렌스 프리드만은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신중(deliberate)하고 의도적
(purposive)으로 위협을 나타냄으로써 상대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강압(strategic coercion)”을 정의하고 있다(Lawrence Freedman 1998, 3). 강압자
는 자신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피강압자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군사·외교적으로 압박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질문은 구체적으로는 “인도가 ‘전쟁시’에 어떻게 파키스탄을 ‘강압’
하는데 성공했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전쟁시(intra-war)”는 무력충돌이 없는
위기상황과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지속적으로 확전되는 상황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파키스탄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다. 다음으로 “강압”
은 ‘어떻게 파키스탄의 핵사용을 억제(deterrence)했는가’와 ‘어떻게 파키스탄의 병
력을 철수하도록 강제(compellence)했는가’의 질문을 포괄한다. 군사적 압박을 가
하면 가할수록 파키스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유혹은 커지므로, 단순히 군사적
능력과 의지를 지속적으로 높여감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는 강압전략과는 다르다.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은 낮추고, 전쟁의 종결을 강요하는 강압적인 행동을 강화한
다는 점에서 “전략적” 강압개념이 요구된다.
강압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강압의 목표, 수단,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의 對인도 강압’에 맞선 ‘인도의 對파키스탄 전략적
강압’을 분석하면서, 인도는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목
표)”, “화력전투 및 공습, 권력기반에 대한 위협, 영토의 확보 및 진격 위협, 핵공격
의 위협, 국제적 고립유도 등의 조합(수단)”을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확전에서의
우세와 통제(방법)”를 달성했음을 보고자 한다. 그러나 강압은 결코 강압자만의
게임이 아니다. 강압자가 강압을 시도하면 피강압자는 이에 순응하거나 저항할
것이고, 강압자는 피강압자의 반응을 예측하고 실제 행동에 따라 강압행위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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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라는 점에서 강압은 역동적 과정이다. 국가는 결코 단일한 행위자가 아니며,
국제적인 전략상황 역시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양자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또 강압의 메시지가 정확히 피강압자에게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간 관계가
일회적이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 역동적 경합과정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강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인도의 강압전략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보다
는 인도의 강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을 분석해야 한다.3) 본 논문은 바이먼과
왁스먼이 강압전략의 분석개념으로 제시한 “압박점”과 “확전우세”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Daniel Byman 외 2004, 55-62).
먼저 압박점(pressure point)은 상대방에게 매우 민감한 부분이며 효율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요소이다. 압박점은 상대방의 약한 체계와 지점에 해당되는 취약성
(vulnerability)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힘이 집중되어 있는 ‘중심(center of gravity)’
이 될 수도 있다(김태현 2015, 14). 이러한 압박점은 피강압국의 정권형태에 따라
달라서, 인도와 같은 민주체게에서는 다수의 여론이나 국가 경제상황이, 파키스탄
과 같은 전제정권에 대해서는 지도층 자체가 압박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취약성이나
중심과 같은 압박점은 미리 선정할 수도 있으나, 강압의 역동성을 고려한다면 오히
려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상대의 행동 자체에서 발견할 수도 있다. 피강압자는
압력을 능숙하게 무마하려고 할 것이고, 때로 압박점에 압력을 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도가 파키스탄을 강압한 다양한 압박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국제적 지원, 국내정치, 군사차원으로 구분하여
압박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확전우세(escalation dominance)란 “적국에게 위협비용을 증대시키면서도
적국이 이에 대한 방어나 반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능력”이다. 바이먼과 왁스먼이
지적하는 것처럼 확전우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확전을 무제한으로 이끌어도 우세
를 유지하도록 “비용부담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강압자가 확전우세를 이룰
수 있다는 쌍방간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보다 우세하다는 확신을
인식시키기 위한 “신뢰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 피강압자는 우세한 강압자가 예측
3) 억제에 비해 강압의 “성공”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발전되지 못했다. 브래튼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다 큰 차원에서의 외교정책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고, 피강압국의 단기 행동
변화만으로 성공을 평가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강압의 성공이냐 실패
냐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Partick C. Bratton 2005,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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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했던 역확전이나 정치적 비용의 증대와 같은 확전능력의 무력화 조치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상황 전체를 지배하면서 강압자의
의도에 따라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확전 통제능력” 역시 고려해야 한다.4) 즉
확전우세는 “용기”와 “절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Ⅲ. 카르길(Kargil) 전쟁
1. 카르길 전쟁의 배경과 전개
카르길 전쟁은 1999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Kashmir) 지역의 카르길
(Kargil)에서 벌인 무력충돌이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동절기 경계가 허술해진 틈을
이용해, UN이 관리 중인 양국 간의 통제선(Line of Control, LoC)을 은밀하게 침투
하여 카르길의 산악지역을 장악하였다. 이후 이를 확인한 인도군의 화력전투와
공군의 공습, 국제사회의 압박 등으로 철수를 결정하면서 종료된 전투이다.
양국 간의 통제선을 가로지르며 다양한 언어와, 인종, 종교로 복잡하게 구성된
카르길 지역은 해발 13,000-18,000피트의 고산지대로, 1947년 인도의 영토구획
계획에 따라 인도로 편입되기 이전에는 라다크(Ladakh) 발티스탄 (Baltistan) 지역
의 일부분이었다.5) 첫 번째 카슈미르 전쟁(1947-48년)의 결과로 발티스탄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통제선으로 구분되었고, 카르길 지역은 인도의 잠무와 카슈
미르 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는 파키스탄의 패배
이후 양국이 국경선을 확정하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듬해 심라(Shimla)

4) 모르간은 억제의 요건으로 “안정성”을 제시하였다. “정부들은 불완전하다. 즉 오인에 대한
부담, 그들이 잘못이라는 증거에 대한 저항, 역사와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에 대한 어리
석음, 그리고 스트레스 하에서의 불균등한 효과” 때문에, 확전이 무제한으로 치닫도록 해서
는 안된다는 것이다(Patrick Morgan 2011, 72-76).
5) 카슈미르 문제는 영국 식민지로부터의 독립과정에서 주민의 다수가 무슬림 이었는데도 불구
하고 파키스탄이 아닌 인도연방에 병합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파키스탄은 카슈미르의 사
회불안을 야기시켜 인도로부터의 분리를 끊임없이 획책하여 왔고, 인도는 그 같은 파키스탄의
시도는 인도연방 전체의 해체 기도로 간주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왔다(라윤도 2000, 1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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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맺었다.
1971년 이후 양국 간에는 대규모 군사적 충돌은 없었다. 물론 1984년 인도가
시아첸(Siachen) 지역의 국경선을 설정하면서 양국 간 갈등요소는 분명하게 존재했
고, 1996년과 1998년 닐람(Neelam) 계곡에 대한 포격 등 소규모 무력분쟁은 계속
이어졌지만 대규모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 1990년대에 이르러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의 활동이 증가하고(S. Prakah 2015) 1998년 양국이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긴 했지만,6) 1999년 2월 양국은 카슈미르 분쟁
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라호르(Lahore) 선언에 서명하기도 했다.
카르길 전쟁의 전반적인 전개과정을 살펴보자. 양국이 직접 충돌하기 이전 파키
스탄의 침투시기로 범위를 확대하면 카르길 전쟁을 총 3개의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진기 2017, 115-116). 첫번째는 파키스탄의 병력이 카슈미르의 인도 관할
영역으로 침투한 1998년 말부터, 1999년 5월초 인도가 인지하기 이전까지의 국면
이다. 파키스탄 군부는 인도가 핵전쟁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대규
모로 반격하지 못하고 협상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A. Tellis 외 2001,
49). 파키스탄은 인도군이 동절기 혹한의 날씨와 병력절감을 고려하여 경계병력을
철수한 틈을 타서, 카슈미르의 인도 관할 영역과 카르길 지역으로 침투하여 인도의
1번 고속도로 상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였다.
두번째는 5월 초 인도가 파키스탄의 침입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의 지상군을 투입한 국면이다.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인도는 장시간 동안
파키스탄의 군사행동을 인지하지 못했고 정확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7) 5월
3일 한 목동의 신고를 통해서 군 당국이 인지하게 되었고, 육군 정찰대만 투입했다
가 포획 당한 후에 전원이 사망하게 되었다. 인도는 30,000여명의 병력을 투입하였
으나 지형적으로 공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인해서, 양국 모두는 많은 사상피해를
보았다.8)
6) 1998년 5월 11일 인도는 5번째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파키스탄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98
년 5월 28일 곧바로 5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5월 30일에 추가적으로 6번째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물론 인도는 1974년에 이미 “평화적”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손한별 2016b).
7) 121보병여단과 3보병사단은 매월 1회 해당지역에 대한 보고를 3군단 사령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었지만, 보고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Kartik Bommakanti 2011, 294).
8) 파키스탄은 최소 4,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인도는 357명의 사망자와 66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The Indian Express 200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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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인도와 파키스탄군의 주요 전투가 발생한 5월부터 7월까지의 국면이
다. 인도는 5월 26일부터 스웨덴산 보포르(Bofor) 견인포와 함께, 공군 전투기를
활용한 화력전투를 통해 강력하게 반격하였고, 파키스탄에 의해 점령당한 대부분의
영토를 수복할 수 있었다. 또한 인도는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미국을 비롯하여
UN, G-8 국가들의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냈고, 파키스탄 국내정치의 분열을 활용하
여 여론전을 펼쳤다. 결국 파키스탄군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제적 제재, 정치적‧군
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7월 초부터 통제선 후방으로 퇴각함으로써 7월 26일부
로 전쟁이 종료되었다.

2. 파키스탄의 강압전략: 기정사실화 전략과 촉매 전략
많은 연구들은 파키스탄의 카르길 점령은 실패한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파키스탄 군부가 ‘군사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근시안적인 오판을 했다’(Marium
Fatima 2016, 630-632)는 식의 평가는 실은 결과론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다. 도덕
적 당위성에 기반하여 “군사적 모험주의”(military adventurism)를 ‘폭력적’이기 때
문에 ‘나쁜 것’으로 평가한다면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이전의 ‘인도의 군사행동’
역시 같이 비난받아야 한다. 카르길 전쟁이 인도의 입장에서는 라호르 선언에 대한
배신이었지만, 파키스탄에게는 인도의 이전 행동에 대한 복수였기 때문이다. 또
무샤라프(Pervez Musharraf)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비판
하기 보다는,9)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책임문제와 파키스탄 민군관계가 성숙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할 수도 있다.
사실 파키스탄의 강압전략은 충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다. 파키스탄이 “바드
르(Badr) 작전”이라고 명명한 이 작전은 무자헤딘(Mujahideen)을 비롯한 무장세력
을 가장한 침투전력을 수단으로 하여,10) “일정한 군사적 성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9) 카푸르는 1998년 10월에 무샤라프가 육군총장에 임명되면서 전쟁이 발생했다면서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S. Paul Kapur 2007, 118). 무샤라프 개인적으로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고, 조직적으로 봐서는 분쟁을 통해서 육군의 정치적 지위와 권
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파키스탄 육군의 성향에서 그 원인을 찾는 연구도 있다(A. Tellis, et.
al. 2001, 34). 카르길 점령을 계획한 군부는 4명이었다. 육군참모총장 Pervez Musharaf 대
장, 10군단장 Mahmud Ahmed 중장, 총참모장(CGS) Muhammed Aziz 중장, 북방경계지역
보안대(FCNA) Javed Hassan 소장(S. Qadir 2002, 25-26).
10) 또 다른 목적은 카슈미르 지역 무슬림들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군사적 도발을 활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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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개입을 유도”함으로써, “파키스탄의 위신을 회복”하고 “전략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라다크와 카슈미르 사이의 연결을 끊고,
시아첸 지역에서 인도군을 물러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카슈미르 지역의 국경선에
대한 재협상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전략기획 과정에서 몇
가지 잘못된 가정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강압하기 위한 압박점과 확전우세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1) 對인도 강압전략: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략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칭 수단”을 활용
하여 인도에 대한 기정사실화 전략을 추구했다. 무력분쟁의 역사적 사실과 정당성
문제제기를 통한 정치적 의지, 선점병력과 지형적 이점을 활용한 군사력, 재래식
또는 핵전쟁으로의 확전에 따른 사상자에 대한 민감도 등에서 상대적 우위를 달성
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러한 비대칭성을 활용하고자 했다.
첫째는 신속한 영토의 점령을 통한 “기정사실화 전략”이다. 반 에버라(Stephen
van Evera)를 비롯한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 전략은 위험하지만
빈번하게 사용된다(Stephen van Evera 1998, 10). 어느 정도의 양보가 불가피한
협상보다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승리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은 아무런
경고없이 통제선을 넘어 인도가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이미 달성된
사실을 수용하도록 한 것이다.11) 물론 기정사실화 전략은 상대가 강압되지 않는다
면 충돌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체면의 손상없이 후퇴할 수 없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배수진(背水陣)”을 형성함으로써 강력한 강압효과를 가져오
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12)
다는 주장도 있다. 카르길 전쟁 초기에 파키스탄 정부는 카르길 전쟁에 참가한 병력은 파
키스탄의 정규군이 아니며, 무자헤딘과 같은 게릴라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키스
탄의 샤비드 아지즈(Shabid Aziz) 장군은 카르길 전쟁에 참전한 병력 중에서 무자헤딘은
없었으며, 파키스탄의 정규군이 참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The Tribune 2013. 1.
28.).
11) 카디르는 당시 파키스탄이 점령한 지역과 병력을 제시했는데, 정면 100km, 종심 7-15km,
면적 130km2, 132개 전진기지를 1,000여명이 점령하고 4,000여명이 전투근무지원을 했다
고 추산했다(S. Qadir 2002, 26).
12) 파키스탄의 군부는 인도가 강력히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첫째, 역사적으로 카
슈미르 지역은 무력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1984년 인도가 시아첸 빙하 지역을 무단
으로 점령한 “메그두트(Meghdoot) 작전” 당시 파키스탄이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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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군사적으로 카르길 지역이 갖는 지형적 이점 때문이다. 인도는 파키스탄의
공격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해발 5,000m 지역에 구축한 전략적 요새 중 하나
로, 스리나가르에서 레흐(Leh)까지 이르는 인도의 1번 고속도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으며, 인도 방향에서의 군사활동을 감지할 수 있는 고지군이 형성되어 있었다.
추가적으로 혹독한 추위로 인해 공자의 공격을 보다 쉽게 무력화 할 수 있는 전술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파키스탄의 입장에서는 포병의 화력지원과 군수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점령시 파키스탄에 절대적인 이점을 주는 지역이었다. 인도가
반격하면 발생하는 공간지에 무자헤딘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되었다.13)
마지막으로는 1998년 양국이 경쟁적으로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인도가 확전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라는 인식이었다. 파키스탄은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스스로의
핵능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왔다. 소규모 분쟁이 핵전쟁으로 확전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인도가 카르길에서 반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이르렀
다는 것이다(The Dawn 1999.7.18.). 파키스탄 역시 군사적 모험이 핵전쟁으로까
지 비화될 것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전술적이고 외교적인 계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었기 때문이다(S. Paul Kapur 2008, 79).

2) 對外 강압전략: 촉매 전략(catalytic strategy)
파키스탄이 인도에 대해서 기정사실화 전략을 통해 배수의 진을 쳤다면, 국제사
회에 대해서는 자신의 핵능력을 바탕으로 개입과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유리한 위치
에서 조기에 상황을 종결시키려는 “촉매 전략”을 추구했다. 비핀 나랑(Vipin
Narang)에 의하면 촉매태세는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분쟁을 점진적
으로 고조시킴으로써 제3국의 군사적 혹은 외교적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이다.14)
않았고, 인도도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또 스리나가와 카르길을 연결
하는 “조질라(Zojila) 통로”의 개통이 실제보다 한 달여 늦어지고, 공군력은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릇된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된다(R. Wirsing 2003,
38; Marium Fatima 2016, 630-631).
13) 파키스탄의 장군이었던 카디르는 파키스탄 군부가 작전계획을 검증하는 절차도 거쳤다고
밝혔다. 인도가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을 예상하여 2.25:1의 값을 얻었으며, 통상적인 공격:
방어 비율이 3:1이고 산악지형에서는 더 많은 공격력이 요구되므로 충분히 승산이 있는 계
획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제시했다(S. Qadir 2002, 26-27).
14) 나랑에 의하면 파키스탄은 1990년대 초반 제2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촉매태세에서 비대
칭태세로 전환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촉매태세의 충분조건은 핵능력 보다는 신뢰할만
한 제3자의 후원 가능성이라고 볼 때, 파키스탄의 핵태세는 비대칭태세이지만 미국을 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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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파키스탄의 이러한 기대는 “희망적 사고”에 기댄 막연한 것이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르길 “분쟁”이 국제적으로 큰 관심과 우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데 있다. 오히려 인도‧파키스탄 간 핵사용 위기가 고조된다면 국제사
회의 개입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파키스탄은 이를 활용해서 인도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다(A. Evans 2001, 186-187).
파키스탄은 먼저 인도가 설정한 “통제선”에 대한 불법성을 알리고자 했다. 파키스
탄은 카르길 전쟁은 인도가 불법적으로 점령한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불법적인 행위
에 대한 응징이라고 주장했다. 둘째는 국제적 지원에 대한 자신감이다. 인도가
종교상의 이유로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인권탄압을 자행했으며, 상대적 전력우세를
바탕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해왔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이끌었다. 셋째는
핵능력을 기반으로 핵공격을 위협함에 있었다. 파키스탄은 양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신속하게 양측을 자제시키면서 유리한 상황에서 카슈미르 지
역의 경계에 대한 재협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물론 처음부터 이같은
핵위협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랜 동맹국이자 지지해 줄 것으
로 예상했던 중국이 끝까지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자(The Dawn 1999.6.29.), 다
급해진 상황에서 아흐메드(Shamshad Ahmed) 외교수석은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무기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서 핵사용을 위협했
다.15)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지만(Scott Sagan 2009, 392; Neil Joeck 2008,
122), 파키스탄은 전쟁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대국들에 대한 촉매
전략을 펼쳤다. 샤리프 총리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몇차례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고, 7월 4일에는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샤리프 총리는 그의 동생인
샤바즈 샤리프(Shahbaz Sharif)를 미국으로 파견하여 군부에 의한 쿠데타를 우려하
는 메시지를 보내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S. Qadir 2002, 29).

한 제3국의 개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촉매전략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Vipin
Narang 2015, ch.3).
15) 호이트는 파키스탄이 같은 기간 중 핵위협을 최소한 6번은 했다고 주장했다(Timothy D.
Hoyt 2009, 157-161). 파키스탄 육군은 실제로 핵미사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국
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연구도 있다(Bruce Riede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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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의 “전략적 강압”
1) 역강압(counter-coercion)
파키스탄의 이같은 상황인식과 對인도 강압전략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국제사회
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인도는 파키스탄의 기정사실화와 촉매 전략을
오히려 역이용하면서 “역(逆)강압전략”을 펼쳤다. 인도는 강력한 포병화력과 공군
력, 다양한 외교채널을 수단으로 하여, 회복한 통제선과 영토를 수복한 군사적 성공
을 대내외적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우호적인 “국제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으로써, “전략적 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강압을 추구했다. 파키스탄의 강압
전략에 대해, 인도는 파키스탄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기정사실화 전략”과 “촉매
전략”을 활용한 역강압전략을 펼친 것이다. 파키스탄이 핵무기의 사용을 몇차례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래와 같은 인도의 역강압이 성공적
으로 작동했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첫째, 인도는 파키스탄이 점령한 지역을 강력한 화력전투와 공군력을 활용하여
수복하였다. 인도의 정보기관인 R&AW은 파키스탄의 북방 경보병단 소속의 5개
보병대대의 움직임을 식별하지 못했지만(India Kargil Review Committee 2000,
153), 이후 즉각적인 육군병력을 투입하면서 수복에 나섰다. 5월 26일 이후에는
전투기 2대와 헬기 1대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MIG-21, MIG-27, 재규어, 미라지
-2000 등의 전투기와 정밀유도폭탄 등을 투입해서 파키스탄군의 피해를 강요했으
며, 대규모 지상병력을 투입하여 6월 12일부터 톨로링(Tololing), 타이거힐(Tiger
Hill), 드라스(Dras), 주바(Jubar) 고원지대를 차례로 수복했다.
둘째, 파키스탄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개입을 유도하는 촉매
전략을 의도하였으나, 오히려 인도가 이를 역이용함으로써 인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파키스탄의 외교력 부족과 미숙함도 원인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인도는
특별히 미국에 공을 들이면서 미국의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이끌어냈다.
인도는 자국 핵무기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핵무기의 사용 우려를 모두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분쟁을 고조시킴으로써, 주저하고 있던 미국의 정책변화를 강요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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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박점: 국제적 고립, 국내정치의 분절, 군사적 열세
인도는 파키스탄의 선제행동에서 압박점을 분석해냈다. 국제, 국내, 군사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자. 첫째, 인도는 국제사회에서 파키스탄을 고립시켰다.
특히 바즈파이 정부는 미국의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 노력했다.16) 외교
당국자간 회동은 활발했고, 5월 26일에는 국방장관이 영국과 미국을 방문하여 지지
를 요구했다. 특히 6월 16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제네바에서 열린 G-8 정상회
담에 참가하기 직전, 미쉬라(Brajish Mishra) 국가안보보좌관이 바즈파이 총리의
메모를 전달함으로써 G-8국가들이 파키스탄을 비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Marium Fatima 2016, 636). 이 메모는 미국이 인도의 편에 서는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은 파키스탄에
대한 차관을 중단시켰고, 중부사령관이었던 앤써니 지니(Anthony Zinni) 대장을
파키스탄에 파견하여 무조건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동시에, 깁슨 랜퍼(Gibson
Lanpher) 특사를 보내 인도를 안심시켰다. 또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에도, 인도와 미국의 정상은 전화
통화를 통해 협력을 확인한바 있다(Kartik Bommakanti 2011, 308-313).
오랜 우호국이었던 중국도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갈등
을 완화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취했다(Swaran Singh 1999; Srikanth Kondapalli
1999; Mira Sinha Bhattacharjea 1999). 6월 12일 중국을 방문한 파키스탄의 사르타
즈 아지즈(Sartaj Aziz) 외교장관, 29일 방문한 샤리프 총리에게도 파키스탄의 주권
과 군사적 독립성을 지지한다는 형식적인 메시지만 전달했을 뿐이다(Marium
Fatima 2016, 636). 러시아는 파키스탄을 비난하면서 인도를 지지했다. G-8 및
UN 안보리 국가들은 카르길 전쟁을 파키스탄의 침략이라고 정의하고 파키스탄을
비난하였다(Mussarat Javaid Cheema 2013).
둘째, 인도는 파키스탄의 국내정치적 분열을 활용하여 여론전을 펼쳤다. 인도의
성공적인 여론전은 국내외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Ashley J.
Tellis 2001, 90). 파키스탄의 지도자는 범국가적 동의 없이 카르길 전쟁을 수행했기
16) 자유주의자이며 최소개입주의자였던 클린턴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문민정부를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초에는 중립적인 입장 또는 파키스탄의 편에 서있었다
고 볼 수 있다(Kartik Bommakanti 2001,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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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비밀을 유지해야만 했고, 이는 파키스탄이 국내외의 여론을 통해서 카르길
전쟁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길, 인도가 자행한 카슈미르에서의 폭력적 행위보다 파키
스탄의 카르길 전쟁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파키스탄
정부의 입장은 여론을 통해서 국내외에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하였으며, 결국 파키
스탄은 국내외의 지지 획득에 실패하였다.17)
먼저 인도는 파키스탄의 문민정부와 군부 사이의 틈을 벌리는데 노력했다. 문민
정부와 군부 사이의 경쟁관계 속에서 무샤라프 군부는 외교부, 정보기관, 심지어
내각 누구와도 이 작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인도는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보도함으로써 파키스탄의 외교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대내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었다. 인도 정부는 “불량한(rogue)” 파키스탄의 육군이 문민통제를 뛰어넘어
카르길 작전을 기획했으며, 이는 총리의 평화적 행보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시도라
는 것을 강조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무샤라프 육군참모총장과 아지즈 총참모장의
대화내용이 담긴 “카르길 테잎(Kargil Tapes)”의 공개였다. 이 대화에는 파키스탄의
정규군이 투입되었으며, 샤리프 총리는 전체적인 사항을 잘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B. Raman 2007). 결국 국내외의 공개적인 비난에 직면했고, 검토
과정에서 아예 배제되었던 파키스탄 외교부는 인도의 선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셋째, 재래식 군사력의 비대칭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군사적으로 압박했
다.18) 건국 이래로 인도는 파키스탄에 대한 절대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 카르길
전쟁에는 수백 문의 보포르 야포와 다양한 기종의 전투기가 투입되었다. 지상에서

17) Niaz Naik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이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히
긴 했으나, 전쟁 상황이나 국제사회의 움직임 등에 대해서 파키스탄이 활용할 수 있는 수
단은 제한되었다(S. Qadir 2002, 29). 군사정보기관의 수장이 무관단에 대한 브리핑에서 파키
스탄 정규군이 투입되었음을 시인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지기 시작했다(Kartik Bommakanti
2011, 305).
18) 파키스탄이 왜 동원령을 내리지 않았는지, 해군과 공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지 않았는지,
왜 굴복했는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파키스탄의
카디르 장군은 군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군사행동이 잘 조정되지 못했음
을 지적했다. 1999년 4월 총리에게 계획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해군총장은 해외출장 중
이었고 따라서 해군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고, 공군은 공개적으로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
적이었다고 기록했다(S. Qadir 20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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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50문 이상의 155mm 보포르 야포와 105mm 인도 야포, 그리고 122mm 다련장
로켓자주포(Grad Multi Barrel Rocket Launchers)가 전선 전반에 걸쳐 설치되어
지상 병력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공중에서는 미라주-2000
전투기가 레이져 유도 폭탄을 투하하였고, MIG-17, -21, -27 전투기들이 제공권을
장악하였으며, MI-8 헬기가 병력을 수송하는 등 대규모의 항공력이 투입되는 등
인도는 절대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19)

3) 확전우세: 능력, 의지, 그리고 통제
인도는 확전에 대한 비용감수능력과 신뢰성, 통제력을 확실히 보이면서 파키스탄
에 대한 강압전략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먼저 확전의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수직
적, 수평적인 확전능력과 의지를 내보였다. 첫째, 군사적으로는 “승리의 작전
(Operation Vijay)”을 강력하게 실행했다. 이는 수직전인 확전우세에 대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인도가 통제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한된 목표를 세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확전을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다. 인도는 육군 제15, 16군단을 재배치하
였고, 서부사령부와 남부사령부의 병력을 파키스탄과의 접경지역으로 이동시켰으
며, 서해함대에 동해함대의 전력을 지원하기도 했다(Neil Joeck 2008, 312). 인도가
1971년 이후 사용하지 않았던 공군력을 동원하면서 격렬하게 대응한 것이 파키스탄
의 전의 자체를 상실하게 했다는 평가도 있다. ‘군사적 성공’ 자체가 어떠한 능력이나
의지의 현시보다 상대에게 확장우세의 인식을 강요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도는 지역전쟁이 국제전으로 번지는 것을 위협하면서 수평적인 측면에서
의 확전우세를 과시했다. 미쉬라는 미국에 “오늘은 통제선을 넘지 않았지만,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전달했으며, 아드바니 장관도 “전면전은 통제가 불가
능하다”면서 확전의 위험성을 부각하기도 했다(Kartik Bommakanti 2011, 298-299).
실제로 인도군은 핵무기의 대기태세를 3단계로 격상했다(Marium Fatima 2016,
633). 물론 이같은 위협이 사전에 준비된 것은 아니며, 국내외적인 상황이 인도에
유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주목할 만하다(Anuj Panday 2011, 11).
강압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사전에 모든 압박점과 확전우세를 확보할 수 없었고,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해야했기 때문이다.
19) GlobalSecurity.org, 1999 Kargil Conflict,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
war/kargil-99.htm(검색일: 201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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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으로 인도는 상황을 유리하게 관리하면서 무제한적인 확전을 통제했
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신뢰할만한 행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기여하
기도 했다.20) 먼저 가장 주목되는 것은 목표와 장소 측면의 제한으로, 인도는 “파키
스탄 병력의 철수”를 목표로 두고, 인-파 간의 통제선를 넘지 않도록 유의했다.
보복공격으로 인해 무력충돌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파키스탄에 대한 보복보
다는 “철수”에 목표를 두었다는 것이다. 사실 인도는 통제선을 넘음으로써 전술적으
로 우세한 지점을 확보할 수도 있었고, 훨씬 더 일찍 상황을 종결할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 나아가서 이후의 확전도 충분히 통제범위 내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도 통제선 너머에서의 작전을 준비하기도 했다(Anuj Panday 2011,
11; Kartik Bommakanti 2011, 296-298). 그러나 통제선 너머로의 확전은 예비계획
으로만 존재했다.
두 번째는 수단 측면의 제한이다. 5월 말부터는 공군력이 전면적인 투입되었지
만, 인도 내부의 정책결정과정을 보면 이 역시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었다. 참모위원
회 의장은 통제선을 초월하여 공군의 공습을 건의했지만 내각의 안보위원회
(Cabinet Committee on Security)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공군은 정부의 정치적
확인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5월 25일 안보위원회는 통제선을 준수하는
선에서 공습을 승인했다(Kartik Bommakanti 2011, 296). 인도는 또 보포르 야포와
공군 전투기를 활용하여 강력한 화력전투에 나섰지만, 핵무기의 사용 위협은 최대
한 자제했다. 사실 민주국가는 전쟁에서 사상자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만, 인도는 양국의 사상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Rajesh Kumar 2008, 69-70).
세 번째는 시간의 제한이다. 인도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확전은 군사적으로 부담
이 될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제약요인이 되었다. 정보실패의 실책을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상황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할 필요도 있었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서 사상자가 계속 늘어가는 것도 막아야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속한 종전과 협상을
통해서 인도의 정치적 승리를 대내외에 표방하며 파키스탄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
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장기화는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20) 세티는 핵무기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제한전으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었던 이유를, 1)명확
한 목표, 2)계산된(calibrated) 군사력의 사용, 3)기민한(astute) 정치외교 공간의 활용으로
들고 있다(Manpreet Seth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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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어떠한 불안정한 선택을 강요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파키스탄과의 소통을 유지하면서 의도치 않은 확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억제했다. 샤리프 총리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인도 바즈파이 총리의 긴급한
전화를 받고서야 카르길 전쟁의 상황을 최초로 인지했다(The Times of India,
2006.5.28). 주장의 사실 여부보다 주목되는 것은 인도와 파키스탄 총리간 전화통
화를 했다는 것이다. 라호르 선언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위기상황이 고조되는 것을
막고 인도가 효과적으로 파키스탄을 강압하는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또 6월 12일에는 파키스탄의 아지즈(Sartaj Aziz) 외교장관이 뉴델리를 방문하는
등 양국이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결국 인도는 세계의 언론을
통해 비록 인도가 핵무기를 가졌지만 높은 자제력을 가지고 핵무기 사용을 절제하
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가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Ⅳ. 한국에 주는 함의
1. 파키스탄의 오판과 도발: 북한의 위협 양상
첫째 파키스탄의 국내정치와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제정권의 정
책결정과정은 매우 비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카르길 전쟁은 파키스탄
군부의 오판으로 시작되었다는데 합의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북한의 핵위협
또는 도발 역시 언제든지 상황에 대한 오판에서 시작될 수 있다. 파키스탄이 그러했
던 것처럼 북한도 새로 보유하게 된 핵전력을 가지고 한국에 대한 강압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으며,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Michael Horowitz 2009, 234-257). 파키스탄은 카르길 전쟁 이후 군사적
준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상황판단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북한도 여기
에서 교훈을 얻었기를 기대한다.
둘째 핵개발의 동기가 재래식 군사력의 불균형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
도(N. Salik 2014, 73-74),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카르길 전쟁의 사례에서 보듯이 핵무기 보유국들 간의 분쟁에서도 핵전쟁

핵보유국에 대한 “전략적 강압” 49

으로의 확전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핵무기 사용을 위협 수단으로 활용하
여 핵공갈(blackmail)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물론 파키스탄이 그랬던 것처
럼 위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제 핵미사일을 준비하거나 핵태세 격상을 실시
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 북한이 전략적으로 핵무기 사용과 함께 전면전
을 개시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위기 확전에 의한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
에 대한 양측의 우려는 상존하며, 이 때문에 재래식 위기가 격화되더라도 핵무기
사용에 이르기까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적, 공간적 격차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핵무기에 대한 자신감과 국제적 고립감이 현상변경에 대한 의지를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카르길 전쟁 당시 파키스탄은 핵개발, 핵사용 위협, 재래식
도발 뿐만 아니라 테러행위 및 지원으로 군사력의 불균형을 보완하려고 했다. 카르
길 전쟁의 교훈이 ‘재래식 전쟁은 많은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면, 결국
파키스탄이나 북한은 비전통적인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분쟁지역 주변에서
의 테러나 반군에 대한 지원 외에도 사이버테러와 같이 주체를 특정하기 힘든 도발
도 예상된다. 군사적 모험주의 국가들은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 혹은 협상 테이블에
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방어하는 국가의 사회혼란을 야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인도의 대응: 한국의 대북 강압전략
인도가 파키스탄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해 역강압전략을 펼친 것은 한국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북한에 대한 압박점이 무엇이 될 것인지, 확전우세를
강요하기 위한 군사 및 외교적 능력과 의지, 상황통제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전략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점은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고립,
국내정치적인 분리,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가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한 현재의 국제적 고립은 지속될 것이고, 평시에 북한
국내정치를 분열시키거나 이를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역(逆)기정사실화 전략”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북한이 위기 초반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도 안

50 국가전략 2017년 제23권 4호

되지만, 핵사용의 결심 또는 국제사회의 개입까지의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여 우리
가 먼저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기습의 이점을 활용하여 재래식 열세를 만회하려고 할 것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
기 위한 정찰‧감시전력과 통신, 타격전력이 절실하다. 또한 상황발생 시에는 신속대
응부대가 북한의 기습을 격퇴하고, 유리한 지점을 북쪽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
서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춘 지상군 부대도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인도가 강대국의 개입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촉매전략을 역이용했음을 볼 때,
전력의 우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강력한 결기도 요구된다. “방자가 우유부단하거나
방위의지의 약화를 노출시키면 군사도발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고, 그러한 의미에
서 “단 한 뼘의 땅도, 한 명의 인명도 줄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기의 비대칭
성”이 필요하다(황병무 2001, 216). 충분한 군사적 능력과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는
의지가 있다면 도발하는 측에 이익과 비용에 대한 복잡한 계산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J. Lee 2016, 23). 또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한국의 평판(reputation)
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개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한편, 국내외의 상황이 인도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수직적 또는 수평적 확전우세
를 과시하면서 파키스탄을 강압할 수 있었다는 판다이(Anuj Panday 2011, 11)의
주장도 주목할 수 있다. 분명히 확전우세는 한미동맹에 있지만, 재래식 확전우세의
비가시성, 중국의 개입가능성, 북한의 동맹분리(decoupling) 가능성 과대평가 등으
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은 상존한다.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강압은 역동적이며,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전쟁시(intra-war)에는 사전에 수립된 압박점과 확전우
세의 과시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고, 상대의 말과 행동에서 새로운 압박점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상황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3. 강대국 정치: 국제적 지원과 지지의 필요성
첫째 전방위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국제사회에 “책임감과 인내력을
가진 국가이며, 평화를 추구하고, 분쟁을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위기상황에서도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와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파키스탄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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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고, 인도의 외교 및 국방 당국자간 노력의 통합은 결국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카르길 전쟁에서 미국의 관여는 일관적이
지 못했는데 이는 인도의 외교적 노력에 따른 결과였다. 국제사회에서 우호적인
개입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대에 따라서 전략적 이익을 제공하기도 하
고, 때로는 위험을 강조하여 예방행동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Kartik Bommakanti
2011, 291-292). 사실을 왜곡, 과장할 필요도 있으며, 모든 수단을 활용한 미디어전
의 중요성도 부각된다.21)
둘째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군사적 성공도 전제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는 상황을 봉합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기 때문
에 “역 기정사실화 전략”을 신속하게 펼칠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례적이고 즉시적인 군사적 대응도 요구된다. 군사적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확전방지와 상황유지라는 목표를 가진 국제사회를 방패삼아
북한이 또 다시 도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위기 시에는 무엇보다
“신속한 군사적 성공”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지리적 석권, WMD시설의 확보, 미사
일 능력의 무력화와 같은 구체적이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수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적극적으로는 핵보유국의 신중성을 활용하여 남북한 쌍방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의 신뢰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카르길 전쟁의 교훈을
볼때 북한도 핵무기의 고도화에 따라 보다 신중성을 담보할 가능성이 있다.22) 카르
길 전쟁 때문에 무색해지긴 했으나, 10월 라호르에서 가진 회담은 중요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었다. 핵 또는 재래식 무기 관련 신뢰구축방안, 탄도미사일 실험시
사전 통지, 우발적인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 감소, 예외적 사건을 제외한 핵실험
중단의 지속, 안보와 군축, 핵비확산에 대한 쌍방간의 자문 등 양국이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Walter Anderson 2010, 172-173). 북한을 포함

21) 인도는 미국의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사실의 전달 또는 상황을 과장하기도 했다(C.
Raja Mohan 2003, 191-192). 겨우 10-11%의 영토를 수복했을 뿐인데 미국에 전황을 설명
할 때는 군사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했다는 주장이 있다(Marium Fatima
2016, 638).
22) 국가의 핵정책 결정과정이 “합리적”임을 가정했을 때에만 설명력을 가진다. 인도-파키스탄
간에는 지리적 근접성, 불안정한 민군관계, 지휘통제 문제, 안전성 미확보 등의 이유로, 부
주의한(inadvertent) 확전, 승인되지 않은 핵사용, 도난 및 탈취, 핵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한
다(Rajesh Rajagopapan 2005, 21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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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은 보다 신중한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4. 추가 연구주제
카르길 전쟁의 중요성에 비해 국내 학계의 연구는 빈약한 수준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추가적인 연구주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파키스탄의
군사정책결정과정과 핵전략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전략적
상황과 공세적 전략문화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지향점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함형필 2009). 파키스탄과 북한의 핵개발동기와 핵전략의 비교, 동맹관
계, 전력의 불균형, 지리적 근접성 등 한반도와의 유사성에 중점을 둔 연구주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카르길 전쟁 이전 인도와 파키스탄 카슈미르 분쟁과의 비교 연구는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1971년의 인-파전쟁과 카르길 전쟁의 비교는 핵무기를 보유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핵무기의 억제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 강대
국에 의한 분단, 미획정된 분쟁지역의 존재, 비대칭적 재래식 군비, 공세적인 약소
국의 도발, 비대칭적 수단으로서의 핵개발 등 한반도 상황과의 유사성도 의미를
가진다.
셋째, 제2차 핵시대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역할에 대한 연구이다. 앞서 살펴 본
나랑(2014)의 연구는 지역 핵국가들에 초점을 맞추고 제3국의 개입은 상수로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든 중국이든 국가선호와 행동이 고정된 것은 아니며, 탈냉전기
강대국의 동맹정책은 유동적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점, 미중 간의 핵균형이 큰 폭으
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미국과 중국의 개입 시기, 조건, 유형 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Ⅴ. 결 론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2001년 인도 의회에 대한 테러로 양국
은 동원령을 내린 바 있으며, 2008년에는 뭄바이의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로 양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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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는 중단되어 있다. 2014년 5월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를 취임식에 초청한 직후에는 라쉬카르 타이바(Lashkar-e Taiba) 간부
가 헤랏(Herat)에서 인도 영사를 공격했다. 또 2015년 7월에는 양국 외교장관이
테러리스트 대응에 대한 공동성명을 내놓은지 17일 만에 파키스탄 내의 무장집단이
구르다스푸르(Gurdaspur)의 주유소를 공격하여 7명이 사망했다. 2016년 정초에도
파탄코트(Pathankot) 공군기지가 공격을 받았고, 6월에는 테러집단이 우리(Uri)와
나그로타(Nagrota)의 육군기지를 공격했다. 이후 모디 총리는 “피와 물은 동시에
흐를 수 없다”면서 양국간 수자원 공유협정의 파기를 위협하고 나섰고, 9월에는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외과수술식 공습(surgical strikes)”을 실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언제든지 카르길 전쟁과 같은 재래식 분쟁이 재현될 수 있고, 언제든지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군사적 지원
을 받으면서, 매년 15개 이상의 핵탄두를 생산하면서 인도보다 더 빠르게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고 핵삼원체계(nuclear Triad)와 전술핵무기 증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손한별 2016a). 테러집단의 존재로 양국의 안보 상황은 더욱 불확실하다.
“카르길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S. Qadir 2002, 10)이
라는 파키스탄 장군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와 함께 전략적 강압도 계속 유의미할 것이다. 어떻게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고려한다면
단지 국가이익의 구현이 아니라 생존 자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역동
적 강압의 달성을 위한 기정사실화 및 촉매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강압의
성공을 위한 압박점 선정, 확전우세를 달성해야 한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내외의
전략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보의 획득, 여론전의 대비를 통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강압할 수 있는 용기와 절제가 있다면, 핵위기 속에서도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략적 강압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비핵지대, 전략적 핵감축과 같은 새로운
비확산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강압은 역동적 인식의 문제로서, 항상 같은 방식
으로 억제되고 강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뢰구축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재래전력의 비대칭성은 더욱 커지고, 핵무기의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상대적
인 국력의 차이는 더욱 커지면서 북한의 현상변경의지 역시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악의 선택지를 택하지 않을 최소한의 합리성과 생존성이 보장되고 우리의

54 국가전략 2017년 제23권 4호

군사적, 외교적 능력을 충분하게 갖추어 가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비핵확산체계를
구상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핵무기를 폐기하는 주체는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1994년 이후 변화하지 않았던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신뢰구축과 강압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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