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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는 현상유지적 억지의 수단일 뿐， 수정주의적 목표를 딜성하기 위 

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냉전시기의 보편적 합의였다. 그러나 탈냉전 

기에 들어와 지역적 야심국가들은 수정주의적 목표를 위해 핵사용을 위협하 

거나 실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우려 

는 최근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그 수량과 운반능력 01 증가함에 

따라 한미 양국의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실적인 위협으로 꺼론되고 있 

다. 북한이 핵무기를 활용하여 주한미군 칠수나 대남도발 시 미군 개입 저지 

를 노리고 있다는 것으로， 이른바 공격적 군사목적설이다. 이 글은 불량국가 

(rogue state)와 미국의 확장억지의 실패 (extended deterrence 

failure) 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북한 핵정책에 대한 공격적 군사목적설을 이 

론적으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의 검토에 따르면 북한의 핵보유는 

한미동맹의 시초억지력을 약화시키겠지만， 대남도발시 미국의 개입 능력은 

유지됨으로써 도발 유인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 반대로 공격적 군사목 

적설은 붕괴촉진론을 필연화시킴으로써 북한의 절망적 도발을 ‘핵 버전’ 으 

로 현실화시키는 자기실현적 예언이 될 가능성이 많다. 

주제어: 공격적 군사목적설， 불량국가， 개입저지， 확장억지의 실패 

I. 칼프전의 교훈과 공격적 군사목적설 

핵무기는 현상유지적 억지의 수단일 뿐， 수정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냉전시기의 보편적 합의였다 중대한 이악의 위협은 공멸 

을 초래할 핵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냉전기에 들어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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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야심국가들은 수정주의적 목표를 위해 핵사용을 위협하거나 실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White House 2002 , 15). 물론 핵무기의 사용 

은 미국의 핵 보복을 초래해 결국 자멸로 귀결될 것이지만， 에스핀 전 미국 국방장 

판의 표현처럼 이들은 핵위협으로도 “억지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Wines 1993 재인용) . 이러한 우려는 91년 걸프전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 

반적으보 걸프전은 탈냉전기 미국의 군사패권을 증명한 첫 사례로 지적되고 있지 

만， 동시에 억지실패 (deterrence f，없lure)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갈프전의 억지실패 

는 3중실패였다. 

첫째， 미국은 후세안의 쿠웨이트침공을 억지하는데 실패했다. 미국의 분명한 경 

고에도 불구하고 챔공이 감행된 것인지， 아니면 불분명한 메시지 때문에 후세인이 

오인한 것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시초억지는 설패했다(Oberdorfer 1991; 

Record 1993, 127-128). 둘째 , 미 국은 전쟁 중 억지 (intra-w없. deterrence) 에도 부분적 

으로 실꽤했다. 91년 1월 9일， 부시는 이라크가 생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쿠웨이 

트 유전을 파괴하거나， 연합군에 테러공격을 가하거나 이 세 가지 충 하나로도 자 

행하는 경우에는 ‘끔찍한 대가’ 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세인은 그것을 핵 

보복의 」위협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인은 

생화학무기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쿠웨이트 유전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미군을 향 

해 테러공격을 감행했다(Sagan 2000, 91-96)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은 압도적인 군 

사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쟁 중 억지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때다. 생화학무기를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미군의 군시-작전은 쿠웨이트 

해방에 국한되었고， 바그다드 점령은 시도조차 되지 못했다. 미국은 생화학무기의 

사용을 억지했지만， 생화학무기에 억지당하기도 했던 것이다(Lindsay and 0 ’Hanlon 

2002 , 19]-192). 

따라서 걸프전은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첫째， 대량살상 

무기가 적대적인 국가의 손에 들어가는 일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걸프 

전 이후 국제원자랙기구(매EA)가 특별사찰제도 부활 등 강경정책을 채택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와 관련이 있었다. 둘째，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한 국가와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경우에는 “격퇴하되 점령하지는 말라”는 것이다(Posen 1997; Jervis 

2003) 점령이 시작되고 정권이 붕괴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나라 지도부는 “더 이 

상 잃을 것이 없게 된다 억지의 기본논리상 이 경우에는 이 익파 손실의 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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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은 어떤 보복위협으로도 억지되기 힘 

들어진다 2003년 3월 부시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임박했다며 이라크를 침 

공했다. 그러나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유는 대량살상무기 때 

문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를 침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량살상무기가 없 

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 셋째，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들에게 억지 

당하지 않으려면 그들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파괴할 수 있는 정밀한 대군타격 

(counter-force s며ke) 능력 을 확보하고， 동시 에 파괴 되지 않은 무기 로부터 자국과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비확산을 

멈 어 선 군사적 반확산조치 의 필요성 이 다(U.S. Dod. 1993, ch. 2). 

걸프전은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지역국가들， 이른바 ‘불량국가들’ (rogue 

states)2)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담겼다. 첫째， 재래식무력으로는 절대 미국에 도전 

1) 2005년 5월 폭로된 〈다우닝 메모〉가 보여주듯이 , 대 량살상무기 위협은 이미 결정된 전 

쟁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었다. 또한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부시는 2003년 연두교서에서 “이라크가 니제르로부터 무기 

급 우라늄을 구매하려 했다”며 항간의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니제르 주재 미 

국대사인 조지프 윌슨은 관련 의혹이 “근거 없다”는 보고서를 이미 2002년에 제출해놓 

고 있었다 침공 직전 유엔무기사찰단이 안보리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는(2003. 3) “대량 

살상무기 개발 증거가 없다 고 결론지었다 8년 동안 1 ， 000회가 넘는 사찰을 통해 내린 

결론이었다. 전쟁 이후 2004년 3윌 유엔사찰단의 보고서나 같은 해 10월 〈이라크서베이 

그룹〉 보고서 역시 “WMD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부시행정부는 이라크침공이 임 

박한 위협에 대한 ‘예측에 의한 자위권’의 발동， 곧 선제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가끝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도덕적 근거도 없는 예방 

전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것도 정보실패가 아니라 정보조작에 의한 예방전쟁이었 

을 가능성이 높다. 위의 사실들과 〈다우닝 메모〉 원문은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2005) . 

2) 지금까지 불량국가에 대해 개념적 정의가 내려진 적은 없다 일반적으로 불량성의 기준 

으로 제시되는 것은 국제규범에 대한 무시와 행동에 있어서의 예측불가능인데， 이 기준 

으로 보자면 북한， 이란， 이라크 등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불량국가들 외에도 미국 역 

시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불량국가가 실제로 지칭하는 것은 단극질서， 곧 미국적 질 

서 에 순응하지 않는 나라들이다 불량국가 독트린은 90년대 초 콜린 파월 당시 합참의 

장이 제시한 것으로， 이후 탈냉전기 미국 안보전략의 중추적 패러다임이 되었다(Eland 

and Lee 2001) . 불량국가의 정의와 그 위협의 수준에 대해서는 보수진영， 자유주의진영， 

좌파진영의 시각이 서로 다르다. 자세한 것은 Herring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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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라는 점이다. 이라크는 이란-이라크전에서 단련된 백만 대군을 보유하고도 

정보와 제공권을 장악당했기 때문에 거의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재래식전 

펀에서 미국과 지역국가들간의 격차는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질 예정이다. 둘째， 그 

러나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면 내가 도발한 전쟁이든 도발당한 전쟁이든 정권의 

생존은 담보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상의 유지에 극도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나라나 국내적 불안정으로 정권의 생존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나라의 경우， 

대외적인 군사도발은 자멸이 아니라 오히려 현상변경을 위한 ‘기회의 창’ 을 열고 

생존을 연장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생화학무가가 미국의 “격퇴 

후 점령”을 억지했다면， 핵무기는 더 큰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만 

일 이라크가 핵탄두를 확보하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 유럽， 나아가 미 본 

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췄더라면， 미국은 애초에 격퇴 작전(쿠웨이트해방)을 시 

작할 수 있었을까? 만일 핵보유국 이란이 카스피해 유전을 장악하거 위해 아제르 

바이잔을 공격하면서， 개입하면 유럽과 러시아， 미국의 도시들에 핵탄두를 날럴 

것이라고 위협하는 경우， 러시아나 미국은 개입할 수 있을까? 개입하더라도 얼마 

나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 (Zaborski 2005) 만일 핵보유국 북한이 ‘적화통 

일’ 을 달성하기 위해 남한을 도발하면서， 개입하면 한국과 일본， 미 본토를 “초토 

화”시켜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미국은 개엽할 수 있을까? 개입핸다면 얼마나 

신속히， 효과적으로 개업할 수 있을까? 

북한이 충분한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면， 대남도발 시 한국군을 섬려적으로 무장 

해제 시치고 미군의 증원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 

를 개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시걱이 공격적 군사목적설이다. 다 

시 말해서 북한의 핵무기는 무력통일의 군사적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궁극적 국가목표는 한반도의 헤게모니적 통일에 있지만， 탈 

냉전기에 들어와서는 흡수통일을 방지하는 수세적 현상유지로 목표가 하향조정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이종석 2000, 378-392: 백학순 2003) . 그러나 ‘적화통일’ 

븐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 명시되고 통치집단과 주민들의 의식 속에 내면화된 가치 

이기 때문에， 그것이 추상화됐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는 지적 역시 만만 

3) 생화학무기와 핵무기의 파괴력에 대한 비교는 OfficeofTechnology Assessment0993 , 53 

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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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않게 제기되어 왔다. 또한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 

에서 수세적 생존전략은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을 기다리는 꼴이기 때문에 장기적 

생존전략이 될 수 없다는 지적 역시 존재한다. 특히 “통일이 전쟁이 아닌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경제의 논리가 지배할 것이고 이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한국이 통합의 과정 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의 미 한다 (Bradner 2001 , 30). 따라서 

무력통일의 시도는 수정주의적 야망의 산불일 뿐 아니라， 불가피한 ‘공세적 생존 

전략’ 이 된다는 것이다(Hodge 2003 , 70) .4) 그러나 한미동맹의 억지력이 작동하는 

한 재래식 무력통일의 시도는 자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0’Ha띠on 1998). 여기서 

공격적 군사목적설은， 그간 오랫동안 갈망해 왔으나 한미동맹의 억지력 때문에 실 

현하지 못했던 헤게모니적 통일의 가능성을 핵무기가 현실화시켜 준다고 보는 것 

이다 황장엽 (1997) 에 따르면， 

만일 미국이 남조선에서 군대를 철거하고 조선의 통일문제를 남북 내부문제로 

내맏긴다면， 북측이 무력으로 남측을 제압하고 쉽게 통일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북측은 전쟁을 하면 꼭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 미국이 간섭하는 

경우에는 미국 본토까지는 몰라도 일본까지는 초토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 

격적으로 밀고나가 남조션을 차지한 다음에 미국이 개입하면 일본을(핵무기로) 

초토화한다고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제기된 것이다. 예컨대 『북한총람』은 북한 

의 핵개발 의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 있다.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은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앞으로 대남 우위의 군 

사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의 남한에 대한 방위공약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의 

핵 억제력을 봉쇄하면서 대남 무력침공 시 미국의 군사개입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연구소 1994 , 879). 그러나 당시 북한의 핵무기는 기 

4) 공세적 생존전략으로서의 무력통일론은 국제정치학에서 예방전쟁론과 관련이 있다. 경 

쟁국에 비해 군사적으로는 우위에 있으나， 경제력이 지속적이고도 역전불가능하게 쇠 

퇴하여 국력의 전이가 불가피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예방전쟁은 국제정치에서 종종 일 

어나는 일이었다(Copeland 2000). 주한미군을 제외하면 남북간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 

다. 물론 주한미군을 제외하더라도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북한의 군사력을 능가했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이려한 비판으로는 함택영(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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껏해야 1~2개로 추정되고 있었고，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경량화기술도 없었 

기 때문에， 아직 현실적인 군사위협으로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러나 98년 이후 경 

랭:화를 위한 고폭실험이 포착되고(김민철 2003; Sanger 2003) , 오끼나와 미군기지 

뜰 타격할 수 있는 대포동 미사일이 시험발사 되딴서 위협은 현설적인 것으로 받 

아들여지기 시작했다. 특히 2003년 이후 플루토늄 프로그램이 재가동됨에 따라 북 

한의 핵무기 숫자는 꾸준히 증가되어 2006년 현재 10개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성훈 2005; rrss 2004; Heck，εr 2005). 또한 최근에는 북한이 경량화 기술을 확보 

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고(Jacoby 2005; 똥성표 2005 , 161) ， 2006년 10월 

핵실험은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핵장치 경량화에 증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K없19 and Hayes 2006 , '7). 또한 북한은 2006년 7월 대 포동 2호를 시 험 발사 했는데 , 

그것이 설패한 것띤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시험사거리를 축소시킨 젓인지에 대해 

서는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실패했다면 기술적 결함보다는 대미 

압박이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연료주입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서 연료탱크가 부 

식 했기 때문으로 쭈정 되고 있다 5) 만일 대포동 2호를 확보한다면 , 복한은 오키나 

와와 광 등 동아시아 미군기지 전체와 하와이와 알라스카 등 미 본토 일부를 타격 

할 능력윤 갖추게 된다(장준익 1999 , 제3장 ;Bεrmudez 1999). 95년 려처드 베츠는 

북한이 5개의 핵무기를 확보하고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대남 도 

발 시 미군개입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는데 6) 북한은 이미 그러한 

능력을 확보했거나 확보의 목전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또한 굳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군 개입을 저지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있다. 예컨대 도발 시 북한은 일본을 향해 핵탄두를 겨냥함과 동 

시에 한국의 심리적 무정해제를 위해 무인도와 같은 고립된 지역에 전술 핵무기를 

투하하는 등 적절히 핵전력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이 설제 핵무기 

5) 2006년 10월 2일 미 국방과학위원회의 윌리염 슈나이더 위원장이 〈마이니치〉와의 인터 

뷰에서 밝힌 내용이다(연합뉴스 2006/10/02 재인용) 

6) 베츠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대남도발 시 미군이 개입하면 한국， 일본， 미국의 도시에 

각기 1~2개의 핵무기를 투하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위협의 선뢰성을 높이기 위해 1 
개의 핵무기를 과시용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 한반도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도 자국의 

도시를 파괴당하는 손실을 능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의 개입은 저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Betts 1995 , 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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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한국 내에서 전쟁종결론을 불러일으키고， 미일간 

의 갈등과 미국 내부의 분열을 초래해 미국의 전력증강 시간을 상당기간 늦출 수 

있게 된다. 이 동안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장악하거나 혹은 서울을 장악하여 매우 

유리한 고지에서 평화협상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성훈 2004 , 10; 류재갑 

2005 , 51; Cha 2002a , 224). 

그렇다면， 이러한 우려는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가? 그간 이 문제는 정책결정자 

들과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이론적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 글은 검증할 수 없는 북한의 의도에 주목하기보 

다는 미국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은 

‘불량국가’ 에 의한 미국 확장억지의 실패라는 탈냉전기 억지이론의 중요한 논쟁 

점 중 하나를 남북미 관계의 맥락에서 다루려는 시도이다. 또한 공격적 군사목적 

설은 최근까지 부시행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봉쇄+고립정책( ‘붕괴촉진론’ )의 핵 

섬적 전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함의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보인다. 공격적 

군사목적셜은 이론적으로 근거가 희박하며 정책적으로도 위험하다는 것이 이 글 

의 결론이다 

n‘ 외교점 강제와 주한미꾼 철수 문제 

북한이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한미군이라는 중요한 장애물 

을 넘어야 한다. 이것이 이란， 이라크가 인근국가를 침공하는 경우와 북한이 남한 

을 침공하는 경우의 차이점이다 주한미군은 인계철선으로서 한국이 공격받았을 

때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이미 철수한 상태라 

면， 도발 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할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북한은 도말에 앞서 핵무기를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 

이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국방연구원의 안보전문가인 남만권 (2003 ， 173-175) 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를 외교적 강제의 수단으로 삼아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철 

폐 및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고 ...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약화， 단절로 대남 군사 

도발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조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핵무기의 

존재가 왜 주한미군철수를 강제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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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제공된 적은 없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철수를 위한 자연스러운 

조건을 만틀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나면 더 이상 미군이 주 

둔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고， 한국 내에서 철수운동이 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 

스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상좌(대령) 출신인 최주활에 

따르면(최주활 · 고영환 1997) . 김정일의 핵 · 미사일 차드는 궁극적으로 평화협정 

의 체결과 이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것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모 

든’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후 남아 있는 핵을 이용하여 남북간의 정치 

적 통일(연방제통일)에서 주도권을 쥐거나 아니면 무력통일을 사도할 것이라는 

것이다(남만권 2003) . 

북한이 핵카드블 평화협정 체결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 

은 핵 보유 선언 직후인 2005년 3월 31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동결과 보상과 같은 

주고받기식의 문제를 논할 시기는 지났다”며 뜬금없이 6자회담의 ‘군축회담’ 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 미가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고， 남조션이 미국의 핵 

우산 밑에 있는 조건에서 그전까지는(그것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핵무기 

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기본 

억제력으로 된다”고 주장했다(조선중앙통신 2005/03/31) 다시 말쾌서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기술적 전쟁상태의 해소， 곧 평화협정 체결과 핵우산꾀 제거， 곧 한 

lJl 안보동맹의 사실상의 해체를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2005년 7월 22일 

꾀무성 담화에서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성명에 따르면， “평화체제수립은 조 

선반도의 비핵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가야 할 로정으로 된다 

곧 평화체제의 수립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평화체제수립과정 

은 반드시 조미사이의 평화공존과 북남사이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조 

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선중앙통신 2005/07/22) 여기 

서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조성이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핵카드를 평화협정 체결의 수단으로 이처럼 분명하게 사용-한 것은 이번 

씨 처음이다. 북한의 요구는 2005년 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 . 19 공동성명> 4항 

에 반영되었다. 그에 따르면， 관련국들은 6자회담과 별도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윤 위한 협상을 벌이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더라도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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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완전 철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지하듯이， 한미양국은 평화체제가 수 

립된 이후에도 미군을 계속 주둔시킨다는 입장이다 7) 물론 평화체제가 수립되면 

주한미군의 성격은 대북 억지력보다는 지역안정군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가질 것 

이다. 또한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군재배치 (GPR)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은 

냉전형 고정군에서 신속기동군외 형태로 변하게 될 것이고 일부 감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8) 따라서 한미 안보동맹의 성격 역시 그에 맞춰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한미동맹의 해체나 주한미군의 완전철수， 대북억지기능의 폐지를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9) 무엇보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미간에 

논의할 문제이지， 평화체제 수립협상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로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 

론되지 않는 것”을 들었다(동아일보 2006/03/17) . 또한 97면 ~99년에 열렸던 4자 

회담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의제화 하려고 시도했으나， 한미양국의 강 

한 거부로 성사되지 못한 적이 있다(북한연구소 2003 , 324-326 , 1046-1066). 

물론 북한은 평화체제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기 위해 대포동 미 

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 등을 추가로 시도하는 등 핵카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하려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미 정세분석가인 한호석은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핵능력 증가는 일본의 핵 보유， 그리고 그 여파로 

한국과 대만의 핵 보유로 이어져 미국의 동북아 전략 전체가 파탄나기 때문에 미 

국은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결국 미군철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7)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은 99년 4월 8일 국가안 

보회의 결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1)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 

으로서， 전적으로 한미간의 문제이며， 남북간이나 북미간에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 한 

반도에 침략의 위협이 있는 한 주한마군의 존재는 필수적이다.2)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의 모든 군대의 구조나 배치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이때는 남북한의 군사력과 주한미군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한미공동의 입장이다. 3)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미군 

이 동북아지역의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 

종철 2006 , 116 재인용) . 

8) GPR과 한미동맹문제에 대해서는 이근(2005) , 김일영 (2004) 등을 참조. 

9)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김일영 · 조성렬 (2003 ， 제 3부) , 이상 
현 (2006)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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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에 따르변， 이것이 북미간의 ‘12년 외교전쟁’ 의 본질이고， 그 마지막 단계가 

2005년 핵보유선언과 2006년 핵실험이다 현재 북한은 부시행정부에 주한미군철 

수 일정을 내놓으1과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핵 동결 對 보상이 전술적 목적이 

라면， 핵 포기 對 철군은 전략적 목적 이라는 것이다(한호석 2002: 한호석 2005) . 

북한의 핵전력 증가가 일본에 핵무장 유언을 제공할 것입은 분명하다. 예컨대 

93년 무토 가분 일본 외상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디.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개 

발하고， 그것이 일본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우선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위험에 빠질 경우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 

는 것 이 중요하다." (Los Angeles Times 1993/07/29) 2002년 2차 핵 위 기 가 발생 한 이 

후 일본 내에서는 “북한이 가면， 우리도 간다(going nuclear)" 는 식의 핵 강경파들 

댁 주장플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Emmott 2004). 2006년 10월 15일， 나카 

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여 “헌볍에서도 핵보유는 

금지돼 았지 않다. 핵이 있어야 공격받을 가능성이 적어진다. 당연히 (핵무장과 

관련한) 논의가 있어도 좋다”고 주장한 바 있다(연합뉴스 2006/10/15) . 그러나 일 

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핵관념이 확고하게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일본판 드골주 

의자들(Japanese Gaullists) 10)의 주장은 정치적으로 힘을 얻기가 힘들다. 또한 일본 

은 미사일방어망과 같은 보조적인 대응수단에 의존할 수 있고， 핵무장이 진짜 불 

가피해졌을 경우 단기간 내에 수백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 (‘virtual 

deteπence’)을 이미 갖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단지 북한의 핵위협 때문에 미일동 

맹을 먼저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박한규 2002: 

Mack 1996, 11-19; Amano 2002; Jimbo 2002) . 

물론 북한의 핵능력증가와 실전배치는 일본의 핵무장움직임을 자극시킬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 

다 클린턴행정부의 경우 그것은 북한과의 타협이었고， 현 부시행정부의 경우에는 

미일동맹의 강화와 마사일방어망 등 반확산능력의 강화였다(임수호 2007 , 제5장， 

제 6장). 그러나 클린턴행정부의 경우에도 타협의 내용이 핵우산의 폐지나 주한미 

군 철수와 같은 근본적 문제에 대한 양보일 수는 없었다(Perry 1999). 

왜냐히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우려하여 북한의 요구대로 핵우산을 폐지하 

10) 이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글로는 Sherrill (2001) 참조. 



불량국가와 확장억지의 설패? 319 

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미국의 이익은 더 악화되기 때문이다. 첫째， 핵우산 

이 폐지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의 핵무장이 심각하게 자극된다 70년대 한 

국의 핵무장 시도는 정확히 그 이유 때문이었고 미국이 그것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인근에 북한과 한국이라는 2개의 핵보유국이 생기기 때문에 일본의 핵무장 요인은 

더욱 증가된다 셋째， 한국에 대한 핵우산의 철폐와 주한미군의 철수는 일본에 대 

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일본의 핵무장을 막는 가장 

중요한 억제요인이 미국의 안보공약인데， 그 신뢰성이 약화되면 일본의 핵무장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가 주한미군 철수를 강제할 수 았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 

다. 북한은 그것을 요구하고 바랄 수 있지만， 미군철수는 협상이 가능한 대상이 아 

닌 것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도발할 수 있을까? 주 

한미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미군의 증원을 억지할 수 있을까? 

이하에서는 이 문제를 핵무기로 무장한 “불량국가들”에 의한 탈냉전기 미국 확장 

억지의 실패 (extended deterrence failur，ε) 라는 보다 일반론적 차원에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11) 만일 주한미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확장억지가 실패할 가능성이 

낮다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서 실패할 가능성은 그만큼 더 낮아절 것이 

다. 확장억지의 실패문제는 2개의 절문으로 구성된다. 첫째， 시초억지(initial 

deterrence) 의 실패문제이다. 불량국가들은 미국의 보복 위협에도 불구하고 도발할 

11) 억지는 위협이 현재적인가， 잠재적인가에 따라 긴급(immediate) 및 일반(gener머) 억지 

로， 방어대상이 자국인가 피후견국인가에 따라 직접 (direct) 및 확장 억지로 구분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현(2004， 165-168) ， Morgan(1983 , ch.2) , Huth(1988 , 15-20) 등을 

차조 

표 억지의 4가지 유형 

위협의 형태 

현재적 잠재적 

자국 
직접 긴급 억지 직접 일반 억지 

방어의 (62년 쿠바 미사일위기) (냉전시기 미 소간 전략억지) 

대상 
피후견국 

확장긴급억지 확장←일반 억지 

(50년 한국전쟁시 미 · 중간 위기) (한마동맹， 마일동맹， 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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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 둘째 개입저지 (intervention de띠띠)의 문제이다. 불량국가들의 핵위협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저지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지만 연 

결되어 있다. 시초억지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개입이 저지될 가능성이 낮다 

면， 도발의 유인은 상쇄될 수 있다. 

HI. 블량국가웰 활장영지워 심때 문쩨 

시초억지 

미국이 불량국가들의 지역적 도발을 억지해내지 못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어떻 

게 보면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다. 냉전시기 미국은 수 만기의 핵무기를 가진 소련 

띄 팽창도 억지해냈는데， 불과 수기에서 수십 기의 원시적인 핵무기밖에 가지지 

못한 불량국가틀을 두고 억지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고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피 

해망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책결정자틀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미 

국무부 균축담당 차관 로버트 조셉은 불량국가들은 소련보다 훨씬 더 위험부담적 

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억지는 냉전시기보다 “더 불안정하고 실패하기 쉽다”고 

보고 있다(Joseph 1999). 제시 헬름스 상원의원은 냉전시기 상호확증파괴전략 

(Mutual Assured Deterrence, MAD)은 합리적 행위자의 존재를 전제로 작동한 것인 

데， “사담 후세인， 김정일，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은 합리적 행위자가 아니므로 상 

화확증피-괴전략이 작동하지 않는다 고 보고 있다(Helms 1999). 페리 전 국방장관 

익 주장처럼， 불량국가들은 미친 정책보다 더 미친 (madder than MAD) 존재일 수 

있다는 껏이다(Peny 1996) . 

물론 불량국가 지도자들이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은 서구식 편견일 뿐이다. 모든 

인간은 띄소한 ‘의도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당 

한(reasonable) 절차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Simon 1985, 293-304). 다만 의 

도와 목표， 그리고 수단의 합당성은 신념체계에 의해 여과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 

시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특정문화에서 합당한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페인에 따르 

면， 보복의 위협에 기초한 억지 (deten‘ ence by punishment) 는， 전쟁은 희피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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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서구문명만의 특수한 전쟁관의 표현’ 이기 때문에 비서구의 핵보유국들이나 

특히 불량국가들에게는 적용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곧 합리적이되 서구문명의 기 

준에서 볼 때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서구문명적 관념에서의 억지는 실패하기 쉽 

다는 것이다(Payne 1996 , 77 , 156). 나아가 일부 비관론자들 (proliferation pessimists) 

은 2세대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 중동， 동아시아， 남아시아 등에서는 호전적 군사 

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시 핵무기를 억지가 아닌 전투의 수단으 

로 볼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12) 

반면 낙관론자들(proliferation optimists)은 핵무기는 전쟁의 비용과 위험을 결정적 

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행동에서의 조심성과 보수성을 유발시키고， 동시에 재래 

식세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쟁에 따른 비용과 이익， 승리의 가능성 등에 대한 계 

산의 오류를 현격하게 줄인다고 본다. 따라서 그것이 어떤 성격의 나라이든， 핵보 

유국간의 전쟁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설사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제한전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13) 낙관론의 입안자인 월츠에 따르면， “국내적으로 

12) 이러한 시각은 舊비관론자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냉전시기 마소간의 핵 평화는 냉전체 

제에서만 존재했던 ‘유니크한’ 조건들， 예컨대 초강대국간의 지리적 격랴， 과거 적대적 

유산의 부재， 현상유지적 정향， 잘발달된 의사전달통로， 묵시적이지만분명하게 존재 

했던 게임의 규칙 등의 맥락 하에서만 가능했다고 본다. 반면 2세대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서는 상호간의 오랜 갈등으로 인해 적대감이 사회화되어 있고， 호전적 군사 

주의문화가 지배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인접해있기 때문에 갈등은 곧바로 사활적 

이익의 위기로 치닫게 된다. 이 때문에 핵전쟁에 따르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된다- 또한 이틀 간에는 신뢰할만한 의사전달 통로가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상호 오인을 방지하고 단계적으로 위기를 하강(de-esc와a디on)시킬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Dunn 1982; Kaiser 1989; Miller 1993; Russell 2003) 

반면 이러한 문화적 , 구조적 요인보다는 기술적 , 조직적 결함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는 

데， 이틀은 新비관론으로 분류된다 2세대 확산국들은 기존 핵보유국들보다 기술적으 

로 훨씬 취약하고， 충분한 2차 보복능력이 없으며， 핵 교리 역시 모호히기 때문에， 조 

기경보의 오류나 핵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로 인해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Ioose 

nukes) , 위기 시 자신들의 취약한 억지력에 대한 볼선 때문에 선제공격을 가하고자 하 

는 유인 (use’ emor1osε’em imperative) , 핵 보유로 가는 긴 이 행 기 간을 이 용하여 상대 방에 

예방공격을 가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유인틀은 정치적， 조 

직적 결함 때문에 더욱 증폭된다. 일반적으로 군부는 공세적 교리에 친화적이고 단기간 

내에 확실한 결과를 내고자 하는데 2세대 확산국틀에서는 이들에 대한 민간통제가 상 

대적으로 취 약하기 때문이다(Sagan 1993; Sagan 1994; Feaver 1995; Blai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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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인 나라들은 대외적으로도 핵무기를 무모하게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많은 

이들이 쑤려하고 있다 … 그러나 핵무기는(일단 그것을 보유하게 되면) 어떤 국 

가이든， 특히 약소국일수록 행동에서의 조섬성을 유발시킨다 물론 핵보유국 간 

에도 제한적 전쟁판 가능하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 정복’ 이 가까워질수록 상대 

방의 핵 보복 가능성 역시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수록 모든 것 

을 잃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별로 얻는 것도 없이， 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전쟁을 선택하겠는가?’ 설사 대외적 행동에서 합리적 계산에 익숙하지 

많은 ‘비합리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핵전쟁이라는 “터무니없는 위험은 회피하고 

자 한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비용(“파 

멀" )에는 민감하기 때문이다"(Waltz2003 ， 7 , 12-13). 

주지하듯이 이러한 파멸의 위험 때문에 미치지 않고서는’ 핵전쟁을 도발할 수 

없으며， 또한 핵전쟁으로 비화될 것을 두려워해서 재래식전쟁 역시 자제한다는 것 

이 핵 억지의 기본논리이다(Waltz 1990) 그러나 현실의 정책결정자들은 인식능력 

에서 제한적 합리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오산이나 오인 등 다양한 인지실 

패로 인해 억지가 실패할 수 있다(Steinbrunεr 1983; Jervis 1976; Jervis 1989 , ch. 5) . 

에컨대 긴박한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상대방이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당하기전에 먼저 공격하자는 유혹이 앞서게 된다. 재래식세계라면 

이러한 경솔한 도딴의 유인은 높지 않다. 재래식꽁격은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핵미사일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미사일이 지상 발사대 

를 떠나가 전에 먼저 공격해서 핵탄두 숫자를 최대한 파괴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적은 파괴되지 않은 핵탄두로 보복을 할 것이고 니- 역시 재보복을 가함으로써 결 

13) 이런 점에서 낙관론자들은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은 전쟁을 억제함으로써 국제질서， 지 

역질서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다시 두 가지 부류로 나될 수 

았다 우선 월츠나 크레벨트 같은 ‘초’ 낙관론자들은 확산의 속도만 관리되면 모든 확산 

이 다 좋다는 입 장이 다(W띠tz 2003; Waltz 1993; Creveld 1993). 반면 보다 신중한 낙관론 

자들윤 확산의 속도가 관리될 뿐 아니라 대상에서도 선별적으로 확산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초낙관론자들에 비해 정책적으로는 선중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엄밀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잘 통제된 확산’ 낙관론자들로는 Mesquita and Riker(l982) , 

Evεra (l990/199 1)， Me따sheimer (l990: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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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상호파멸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선제공격이 임박했다고 확신하 

는 경우， 파멸의 위험 때문에 선제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불합리하다. 오 

히려 선제공격으로 상대방의 핵능력을 최대한 파괴하는 것이 나의 파멸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요컨대 중대한 오인이 발생하는 경우 핵무기의 존재는 전쟁을 

억제하는것이 아니라오히려 핵전쟁을자극할가능성이 있다는점이다. 

보다 중요한 점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비해 훨씬 높은 위험부담성향을 가진 

경우， ‘공포의 균형’ 이 오히려 재래식전쟁의 도발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억 

지의 역설 (p따adox of deteπence) 에 따르면， 만일 쌍방 모두가 핵전쟁으로 인한 파멸 

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재래식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핵 

억지의 상황은 재래식전쟁을 억제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SnydεI 

1965 , 184-201; Zagre 1990). 따라서 핵시대에도 재래식시대와 동일한 빈도， 동일 

한 규모의 재래식전쟁이 발생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라한 억지의 역설 

이 작동하지 않았고 핵보유국간에 ‘긴 평화’ 가 유지되어 왔다. 저비스에 따르면， 

억지의 역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불확실성 때문이다. 위기의 고조는 곧잘 통제 

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설을 쌍방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통제되지 않는 

‘과정’ 으로 진입할 수 있는 행통이 자제된다는 것이다(Jervis 1979 , 299-301; Jervis 

1989 , 19-22).14) 여기서 암묵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것은 쌍방이 불확실성을 견뎌 

낼 수 있는 정도， 곧 위험부담성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만일 

위험부담성향이 매우 비대칭적이라면， 역지의 역설 역시 비대칭적 형태로， 다시 

말해서 위험부담성향이 높은 측의 일방적 도발로 발현될 것이다. 만일 그 도말이 

상대방의 사활적 이익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예컨대 상대방의 본토가 아니라 

피후견국에 대한 도발이라면， 상대방은 핵전쟁으로 고조될 것을 두려워하여 대응 

을 자제하거나 대응하더라도 충분한 대응을 하는데 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현실세계인 불확실성의 세계가 비대칭적 위험부담성향을 가진 핵보유국들 

로 구성되는 경우， 핵무기는 비핵보유국에 대한 도발을 유인하고 또한 그 도발은 

확장억지를 제공하는 후견국에 의해 저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한다. 

비대칭적 위험부담성향과 관련하여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쿠바이다. 62년 미사 

14) 역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억지를 작동시키는 것이 렐링이 제안한 벼랑 
끝전술이다(Schelling 1966, c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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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억지의 역설과 위험부담성향 

확실성의 세계 불확실성의 세계 

험부담 
대칭적 상호재래식도발 상호도발자제 

성향 비대칭적 
일방적 재래식도발. 일방적 재래식도발. 

개입성공 개입저지 

웬위기 당시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는 쿠바에 배치된 핵미사일로 미 본토를 타격할 

껏을 소련 지도부에 종용했다. 자본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기꺼이 

r순교자’ 가 되겠다는 것이다(Payne 2003 , 3 재인용) . 이러한 사례는 쿠바만이 아니 

라 정도꾀 차이는 있지만 다양하게 관찰되고 있다. 예컨대 1차 걸프전 당시 후세 

덴은 미국의 보복위협에 직면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당신들이 우리의 긍지에 

상처를 입히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 것이다. 그때는 당신들이 1007B의 미 

사일을 발사해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긍지 없는 삶이란 것은 아무런 가 

처도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에 원폭이 투하되어 패망에 직변했을 때， 전 

쟁상 아나미는 최후의 옥쇄(玉E쭈)를 독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 

나라 전체가 하나돼 아름다운 꽃과 같이 사라져가는 것은 경이로운 장면이 아니겠 

는가7" (Payne 1996 , 109-111 재인용) 

북한에서도 유시한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핵 보복위협이 북한에 어떤 

염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1968년 1월 푸에블로 사태 당시 검일 

성의 태도를 주목합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가장 고 

조된 때가 푸에블보 사건 때였다. 이 사건은 미국익 “무장간첩선”이 북한 영해를 

챔범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지만， 당시 소련이나 사회주의나라들은 북한의 나포 

행위가 국제관행을 넘어선 가혹한 조치라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별난 

행동을 한 이유는 몇일전 발생한 청와대 무장습격 사건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아니면 미국의 군사적 역량이 베트남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실제 

무력도발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있었다(Brezhnev 1968; Schaεfer 

2004, Document 3, Document 7). 따라서 푸에블로 사건은 게릴라전숨을 통한 남한의 

쿠데타 유발이라는 제한도발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동시에 전면도발 

에 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의지를 시험해본다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미국 

윤 북한의 굴복을 강제하기 위해 동해안에 제7함대를 파견하는 등 무력시위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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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했다. 당시 김일성은 그것을 핵사용 위협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 

나 그는 “푸에블로호 사건을 구실로 미제국주의자틀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한바탕 

싸우는 것이 우리의 민족적 존엄을 떳떳이 지키는 것”이라며 “전면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호언했다(김일성 1968b , 253). 또한 구체적으로 핵위 

협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원자탄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지만 조금도 겁날 것이 없 

습니다 원자탄에 겁을 먹은 일부 사람들은(소련을 지칭함) 미국 놈들이 무섭 

다고 떨고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혁명을 하 

지 않으려고 하며 제국주의를 때려부시지 않고 그저 자기 혼자만 잘 살려는 자들 

입니다. 원자탄공갈에 떨면서 제국주의와 타협하려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 제국주 

의자들의 침략적 기도를 부추겨주는 것으로 됩니다. 만일 우리가 제국주의자들의 

공갈에 못 이겨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에게 양보한다면 적들은 우리를 와해시키며 

먹어보려고 계속 못되게 놀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공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용감히 물리치면서 싸워나간다면 원쑤들은 함부로 텀벼들 

지 못할 것입니다 동무들은 절대로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 놈들이 접어들면 전쟁을 하여야 합니다(김일성 1968a, 137-138). 

이러한 높은 위험부담성향을 가진 나라들에 대해서는 보복의 위협에 기초한 핵 

역지가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은 도발에 따를 

비용을 현저히 높이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70년대 중반부터 대북 군사교리를 

도발 시 격퇴에서 ‘격퇴 후 점령’으로 강화시켰고 83년부터는 도발 시 적의 종심 

을 전술 핵무기로 폭격해서 단기간 내에 점령한다는 꽁지전 교리를 적용해왔다 15) 

이는 도발의 비용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그것을 억지한다는 공세적 억지의 전략이 

었다. 그러나 걸프전의 교훈에서 살펴보았듯이， 도발국이 대량살상무기나 특히 핵 

무기를 보유한 경우에는 점령이 불가능하다. 만일 점령이 시작되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면， 이판사판식의 핵사용 가능성이 극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발의 비용을 높이기 위한 공세적 억지전략은 신뢰성을 가질 수 없게 된 

다. 역으로 도발 시 미국의 군사대응이 단순 격퇴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도발에 

따른 비용이 낮아져서 시초억지력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설사 결국 격퇴 

15) http:νwww.globalsecurity.org/military/op인oplan-5027.htm(검 색 일 20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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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상할 것이고 전쟁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군사적， 씩교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 

는 점을 알고 있더라도， 그것은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도발했을 때 치를 비용인 

‘자멸’ 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것이다. 따라서 현상유지에 극도의 불만을 갖 

게 되는 경우나 내정이 극도로 불안정해지는 경우， 도발은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 

커고 나싸가 현상변경을 위한 기회외 창 을 여는 합리적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 

이다. 

2: 개입저지 

요컨대 높은 위힘부담성향과 수정주의적 의도를 가진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 

는 경우 미국의 시초억지력은 분명히 약화된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만 

잎 시초썩지가 실패했을 경우 미국의 개입이 저지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저지될 수 있다면， 도발은 최악의 사나라오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될 가 

능성이 높아진다 재래식전력이 비슷하다면， 핵보유국(북한)과 비핵보유국(남한) 

간의 전쟁은 전쟁 시작 이전에 이미 결정된다. 도발 시 승리， 그것도 ‘무혈’ 확정 

적이라떤， 현상유지에 불만을 가진 나라가 왜 도말하지 않겠는가? 반면 미국의 개 

입이 저지될 수 없마면， 도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다시 말해서 ‘철망적’ 상황에 

서만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개입쓸 저지할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시초억지력 역시 높아진다 그렇다면 핵무기로 무장한 지역적 수정주의국가는 도 

발 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미국의 개입여부는 의지와 능력 두 가지 요소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았q(Huth 1988 , 3--6) 의지는 궁극적으로 개입에 따를 비용과 개입하지 않을 때 

따를 비용의 대차대조에 달려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행동을 예측하 

기가 어렵다. 우선 미국은 개입 시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첫째， 탈 

냉전 이후 미국 내 여론은 대체적으로 해외 군사개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 

다. 이는 소말리아와 코소보사태 당시 소수의 미군 사망자에 대한 높은 민감성으 

로 표출된 바 있다. 만일 미국이 핵무기로 무장한 국가와 군사적 갈등에 돌입한다 

면 이러한 빈감성은 극적인 형태로 표출될 것이고， 행정부와 의회의 정책결정자들 

은 섬각한 정치적 제약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여론은 도발국의 위협 

과시행위에 의해 쉽게 조작될 수도 있다 16) 둘째， 미국이 개입하면 인근의 미국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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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국을 핵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그리고 그 나라가 도발당한 국가보다 더 

중요한 나라일 경우，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개입에 따른 비용이 이익을 초과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도발국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어떤 해 

외 동맹국도 자국의 도시를 희생해가면서까지 지컬 가치는 없기 때문에 개입의지 

는 심 각하게 침 식 당할 것 이 다 (H따kavy 1998; Freedman 1994/1995; Payne 1996, ch. 2). 

그러나 미국이 도발국의 핵위협에 굴복해서 개입을 포기한다면， 결과는 하나의 

동맹국을 상설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핵무기가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고 손쉬운 승 

리를 보장한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에， 현상유지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야망을 

가진 나라들의 확산이 자극될 것이다. 또한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인접 

국가를 도발하려는 유혹을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적대적인 핵보유 

국이나 확산국과 대치하고 있는 국가들은 비록 현상유지적 정향을 갖고 있더라도 

더 이상 미국의 안보공약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핵무장노력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세계가 핵 확산의 열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만일 미국 

이 ‘핵보유국’ 이라크나 이란의 도발을 격퇴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중동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에 미치게 되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과 대 

만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의 핵무장도 불가피해진다. 중동에 몇 개의 핵보유국이 

생기면， 유럽의 핵무장 역시 불가피해진다 핵보유국으로 구성된 세계가 낙관론자 

들의 주장처럼 핵 평화에 도달할지， 아니면 비관론자들의 주장처럼 핵 아노미로 

전락할지는 누구도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가 2차 보복능 

력을 갖기 이전까지는 이행기의 특징인 예방전쟁이 빈발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 

서 최악의 아나키인 ‘공격이 지배하는 세계 가 현실화된다(Posen 1997, 4-13). 이 

렇게 되면， ‘아메리카대륙으로의 철수’ 는 미국의 선택과 무관한 불가피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도발 시 미국의 개입과 비개입은 모두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의지는 미국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앞서 살펴보 

았듯이， 도발국은 대체로 높은 위험부담성향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의지의 균형 

16) 최주활과 고영환에 따르면， 김정일은 미꾼을 1~2만 명만 죽이면 미국 내에서 반전여론 
이 일어나 있던 마군도 철수하고 미국의 개입이 저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 

다(최주활 고영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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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 of resolve)은 대체로 도발국에 유리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능력변 

수이다. 그런데 능력의 균형 (balance of capability )은 의지의 불균형을 충분히 상쇄 

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 부분을 살펴 보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을 상정해보기로 하자. 지역적 핵보유국 

이 인근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을 재래식무력으로 도발하면서 비국의 개입을 저지 

하기 위해 핵위협을 가한다.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만일 개입하면， 미군 집결지나 

관련 시설， 인근의 미국 동맹국， 나아가 미 본토를 핵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 

이다. 위협에 직면해서 미국은 대항위협， 곧 핵 공격을 감행하는 경우 그것을 초과 

하는 보복을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라한 상황에서 미국의 

능력은 어떻게 도발국의 ‘억지력을 억지’ 할 수 있는가? 

첫째， 미국은 재래식전력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핵 선제공격 위협을 

가할 필요가 없으며， 보복의 위협만 가하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선제공격의 

위협은 항상 지역 도발국이 지게 되는 부담으로 남는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도발 

국과 위험부담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핵보유국간에는 선 

쩨공격의 위협은 신뢰성이 낮은 반면， 보복의 위협은 거의 절대적인 신뢰성을 가 

진다 일단 핵전쟁이 발발하면 쌍방 모두 감내할 수 없는 피해’ ( unacceptablε 

clamage)를 회피할 수 없다. 선제공격은 오직 감내할 수 없는 피해를 감내할’ 의 

지가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제정신이라면 불가능한 선택이다 반면 보복 

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술적 절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핵 공격을 

받은 측이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17) 

둘째， 물론 감내할 수 없는 피해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고도댁 위험부담성향을 

가진 나라라면，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월스테 

프가 지적하듯이 , 소련은 2차 대전에서 2천만명의 인명손실을 입고도 재빨리 피해 

17) 역으로 감내할 수 없는 피해를 회피할 수 있다면 선제공격 위협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 

다. 선제공격으로 상대방의 핵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거나 상대방의 보복을 방어해낼 

수단을 보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국이 2002년 〈핵태세검토보고서) (NPR)에서 

채택한 선제공격 독트란은 이러한 상대방의 핵능력을 파괴할 수 있는 정밀타격능력， 미 

사일방어망의 수립을 전제하고 았다. 이러한 능력이 러시아나 중국 등에 대해 효과를 

가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소규모의 핵전력밖에 가지지 못한 2세대 핵보유국들에 대해서 

는 충분히 효과를 가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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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회복했다. 미소간에 전면핵전쟁이 발발하더라도 그 이상의 인명손실을 입 

을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소련의 세계관에서는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도 불가 

능하지 않다는 것 이 다(W ohlstetter 1959 , 222). 그러 나 지 역 적 도발국과 미 국간에는 

그러한 위험부담성향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핵능력의 격차가 있다. 설사 지역 

도발국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보유하더라도 그들의 원시적인 핵무기 몇 발이 

가할 수 있는 피해의 규모는 냉전시기 소련이 가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경미하 

다.’ 반면 미국의 핵 보복이 시작되면 도발국은 문자 그대로 지도상에서 ‘증발’ 해 

버릴 수 있다 18) 따라서 핵능력의 현격한 차이는 쌍방간의 비대칭적 위험부담성향 

을상쇄하고도남는다. 

셋째， 미국은 핵능력의 압도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벼랑끝전술(brinkmanship) 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벼랑끝전술은 핵전쟁이 임박한 위기상황이나 제한 핵전 

쟁의 과정에서 핵위협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상대방의 순응을 이끌어내는 전략 

이다. 렐링의 표현에 따르면， ‘우연의 요소가 게재할 수 있다는 위협’ (threat that 

leaves something to ch없lce) , 다시 말해서 핵사용이 합리적 정책결정의 통제를 벗어 

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곧 나 는 핵전쟁의 발발， 혹은 이미 

제한 핵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면 핵전쟁의 발발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멸의 위협을 회피하려면 오직 ‘너’ 가 나의 요구에 순응하는 수밖에 없다 

는 점을 설득시키려는 전략이다(Schelling 1966, ch. 3) . 이는 도발국이 미국의 개입 

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전형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 

이 작동하자면 미 러관계나 최소한 미 · 중관계처럼 상대방 본토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 , ‘공멸’ 의 가능성 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과 2세대 핵보유국 

18)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가사키급(15kt~20kt) 원자탄의 살상력을 정확히 추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원자탄의 살상력은 도시의 규모， 인구밀집의 정도， 

지형， 그리고 폭발고도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미 기술평가국은 나가사키급 핵 

폭탄의 살상력을 평균 10만병으로 추산한 바 있다 곧 북한이 미사일요격을 피해 미 본 

토에 5말을 투하하더라도 최대 살상인원은 50만명에 불과하게 된다 반면 미국이 보유 

한 lMt급 수소폭탄은 최대살상력이 200만명이다 5발이 북한에 떨어지면， 북한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사망한다. Office ofTechnology Assessment(l993 , 53-54). 반면 미국 천연자 

원보호위원회 (NRDC)는 나가사키급이 서울과 동경 등 일구밀집 대도시에 떨어지는 경 

우 폭발고도에 따라 약 40만~80만의 인구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Cochran 

and McKinzie 2005 , 1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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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자는 후자를 괴멸 

시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후자는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보유하더라도 피 

해는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이다. 따라서 핵전쟁은 공멸이 아니라 푸자의 일방적 

괴멸로 귀결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된다. 또한 미국은 정밀타격능력， 미사일방어망 

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2세대 핵보유국들의 소규모- 핵능력을 무 

력화시키고， 핵 공격으로부터 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핵전쟁은 2세대 핵보유국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미국에게는 반드 

시 그렇지는 않다. 요컨대 도발국이 의지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벼랑끝전술을 구 

사하더라도 미국은 능력의 비대칭성으로 이를 무력화시키면서 위기고조의 계단식 

확대과정을 사실상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absolute" escalation dominance) .19) 

19) 60년대 들어 미 · 소간에 핵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핵전쟁이 발발했을 때 상호공멸에 이 

르지 않고 정치적 타협을 유도해낼 수 있는 수단이 모색되었다. 이른바 점증적 제한 핵 

전쟁 전략이다. 만일 대량보복전략에 따라， 상대방의 핵 공격에 전면보복으로 대응하게 

되면， 상대방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미-찬가지로 전면보복으로 대응할 것 

이고， 그 결과는 공별로 끝날 수밖에 없다. 대신 점증적 제한 핵전쟁 전략은 “하나의 

도시를 공격당하면， 적의 동일한 규모의 1~2개의 도시를 핵 공격”함으로써 상대방에 

게 ‘뭔가 더 잃을 것’ 을 남겨두는 것이다 이때 적은 다시 재보복을 가함으로써 ‘더 많 

은 도시’ 를 잃을 것인지， 아니면 보복을 중단하고 남아있는 도시를 지킬 것인지를 결정 

해야 한다. 이러한 딜레마로부터 정치적 협상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물론 미국과 소 

련은 방대한 핵전력과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한적 핵교환 과정은 이론상 무 

한히 반복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점증적 공멸’ 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합리적 

계산， 공포， 국내정치적 압력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어느 지점에서 협상의 가능성이 

발견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웰링이 

제시한 것이 벼랑끝전술이다. 반면 허만 칸은 비대칭적 능력의 확보를 제안했다. 그는 

핵전쟁이 발발할 위기가 고조되는 과정 , 혹은 이미 제한적 핵전쟁이 발발했다면 전면 

핵전쟁으로 나아가는 위기고조의 과정을 계단식 확대’ (esc떠ation) 라고 불렀다. 그리고 

각 계단에서 다음 계단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는데서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가진 능 

력상의 이점을 escalation dominance라고 정의했다. 예컨대 내가 상대방의 핵전력을 약화 

시 킬 수 있는 대 군타격 (counter-force strike) 능력 , 상대 방의 공격 에 대 한 효과적 인 방어 

수단 등을 가지게 되면， 다음 계단으로 상승하는데 따르는 부담은 나보다 상대방이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순응을 강제해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물론 미국과 소련은 핵 균형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압도적인 이점을 가 

지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칸은 핵전쟁은 결국 상대방의 정치적 의지를 파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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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발국의 핵위협은 신뢰성을 가질 수 없고， 미국의 개입은 저지되지 않는 

다 20) 

IV. 자가실면적 어I언: 붕팩촉진론빡 점망적 도발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한미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주한미군 

이 없는 상황에서도 개입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할 가능성은 없다. 그 

렇다면 이상의 논의로부터 북한의 핵능력이 증강되더라도 미국의 확장억지가 실 

패할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결국 공격적 군사목적설은 “최악의 시나 

리오” 이상의 의미는 없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정책적으로도 위험하다. 

공격적 군사목적설에서는 두 가지 정책적 함의가 도출되고 있다. 우선 일부에서 

는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도입하여 ‘핵 인계철션’ 을 구축， 한반도에 ‘소규모 

의 상호확증파괴 상황’ (mini-MAD)을 조성하자고 제안하고 있다(전성훈 2004: 

Parker 2005)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안보불안감을 더욱 자극하여 핵전력 

증강을 부추길 뿐이다. 주한미군 핵무기가 도입되어 일종의 핵 군비경쟁이 시작되 

는 경우， 북한의 확산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실전배치의 상황으로 들어설 수 

있다. 

다음으로 더욱 위험한 것은 부시행정부의 붕괴촉진론이다 공격적 군사목적설 

위한 섬리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이점이라도 일단 발견되면 활용될 수 있다고 보 

았다. 물론 양자간의 능력상의 차이가 전혀 없다면 escalation dominance는 더 큰 ‘담력’ 

과 결의를 가진 측이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능력의 차이가 현격한 경우에는 아무 

리 높은 위험부담적 성향을 가진 측이라도 escalation dominance를 확보할 수 없다(Kahn 

1965; Freedm없1 1983 , ch.14). 부시 행 정 부의 반확산정 책 은 이 러 한 escalation domonance를 

응용한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위기조성외교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응수단으로 

반확산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매파관여정책 (hawkish engagement)을 가능케 하 

는 물질적 토대가 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임수호(2007 ， 제 6장) 참조. 

20) 필자의 검토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러한 논리를 가장 정밀하게 전개한 사람은 윌크닝과 

와트만이다. 이상의 논의는 이들의 연구를 많이 참조한 것이다. Wilkening and 

Watman (I995a; 199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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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북한의 핵능력은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고， 핵능력이 증가할수 

룩 대남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핵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처방안 

뜬 북한체제의 조기붕괴밖에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군사적 접근 

은 불가능하므로 ‘처벌을 위한 국제연대’ 에 한국과 중국을 동참시켜 정권의 고사 

틀 유도한다는 것이다(Cha 2002b; Cha 2003) ,21)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성공 여부도 

미지수이지만， 만일 성공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쳐벌을 위한 국 

제연대’가실제 가동되는경우북한은붕괴에 직면할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재 

북한은 식량 부족분과 원유의 절반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을 제외하면 

경제협력의 주체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과 뚱국의 제재 동참은 북한의 모든 

기능을 중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한 계량연구에 따르면， 협력적 관 

여정책이 지속되어 ‘그럭저럭 버티기’ 가 기능할 겸우 북한 체제의 붕괴가능성은 

1% 미만으로 떨어지지만， 전면적 금수조치가 발동될 경우 붕괴가능성은 1-2년 안 

에 50%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orland 2004 , 제2장) 물론 이러한 통계수 

치 자체는 무의미하지만， 전면고립의 상황은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이판사판식의 

멘탈리티를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가 된다. 

이라한 상황은 90년대 초， 중반을 풍미했던 절망적 도발’ 의 가능성을 높일 것 

이다， 90년대 초， 중반의 이판사판식 도발은 설제 발생했다면 결국은 외파 

(explosion)로 귀결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허남성 1997: 윤덕민 1997) , 그러나 핵 

무기를 보유한 현상황에서의 도발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걸프전의 교훈에서 

살펴보았듯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는 핵무기띄 사용위협은 

절대적 산뢰성을 가지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대응위협도 신뢰성을 가지지 못한다. 

21) 북한 핵실험 이후 2006년 말부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 

로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先핵폐기， 後보상〉의 원칙에서 크게 

후퇴， 비핵화과정과 보상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주고받는 단계적 접근으로 전환했다. 

또한 북한과 “대화는 하되 협상은 없다”는 원칙에서 후퇴 2007년 1월 베를린회동과 같 

은북미 직접협상을수용하고 있다. 이러한정책전환의 배경으로는중간선거 패배에 따 

른 조기레엄덕， 이라크와 이란문제 등 중동정세 불안정의 확산， 핵실험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증가 등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에 대한 근 

본적 접근(정권붕괴)에서 클린턴방식의 임시방편적 관리모드로의 전환인지， 아니면 핵 

설험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한국과 중국에게 제제를 비토할 명분을 제거 

하기 위한 매파관여정책의 최후미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존재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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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할 경우 북한의 핵사용이 확실시된다면， 미국은 개입할 수 없을 것이며， 북한 

의 도발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공격적 군사목적설과 붕괴촉진론 

은 오히려 자신들이 저지하고자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현실화시키는 자기예언 

에 다름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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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ue State and Extended Deterrence Failure? 
Rethinking Offensive-Military Purpose Hypothesis on 

North Korea’s Nuclear Policy 

Sl'IlJ 에 11 Um SERI Research Fellow 

Can the nuclear weapon be used for the revisionist purposes? During the Cold 찌Tar， 

there had been a tacit consensus that the nuclear weapon could only be used for the status

quo purposes , namely deterrence. Since the collapse of the bipolar order and the 

subsequent disappearance of its unique constraints on the individual states, however, therε 

have been growing concems that regional ambitious states might threaten the use of, or 

actually use, the nuclear‘ weapons for the revisionist purposes. These concems on the 

North Korea’s nuclear intentions, which could be labeled as the “ offensive military 

purpose hypothesis ," have drawn more and more attentions from Korean and U.S. 

security specialists. They think that North Korea would try to expel US troops from 

Korean Peninsula and deny US intervention on the case of invasion into South Korea by 

means of nuclear weapons. This hypothεsis has gained considerable persuasive power as 

the nuclear stockpiles of the North Korea increased rapidly and its delivery capabilities 

improved accordingly since the outbreak of the “ second nuclear crisis" and, morε than 

anything else, its “nuclear coming out." This article is trying to εxamine this hypothesis 

on the theoreticallevel, focusing on thε issue of “ roque states and US extended detεrrence 

failure." It will show that though North Korea’s nuclear weapon could diminish the initial 

deterrent of ROK-US alliance, North Korea’s invasion incentive could be fully offset 

because its nuclear weapon could not diminish the US intervεntion capabilities. 

Paradoxically, Offensive military purpose hypothesis could realize North Korea ’ s 

“nuclear version" desperate provocations as it necessitates the policy of promoting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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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pse. It is likely to be a self-fulfilling prophecy. 

Keywords: offensive military purposε hypothesis, rogue state, intervention denial, extended 

deterrencε fail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