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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에 해서 한국과 일본이 서

로 다른 미사일 방어정책을 취한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증가하는

에 해서 일본은 2000년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issile

Defense)에 편입한 반면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oreaAirand

MissileDefense)구축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북한의 과 미국과의 동

맹으로 통한 안보추구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한국과 일본이 미사일 방어

체제에 있어서 다른 길을 걸어간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북한은 1970년 부터 소련과 국 그리고 동국가와의 공동연구개

발 교류를 통해서 미사일 기술을 축 해 왔다.90년 반까지 사거리

는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했고 정확도도 낮았다.하지만 93년 노동 미사

일과 98년 포동 미사일 발사시험은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한반도를 넘

어선 역으로 확장시켰다.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증

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핵개발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었다.북한 핵무기는 그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고 탄도 미사일 사

거리는 궁극 으로는 미국 본토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망이다.

증가된 북한의 에 한 일본의 해결책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

에 극 으로 편승하여 통합된 방 체제를 갖추는 것이었다.일본은 미

국과 통합된 지휘통제시스템,탄도미사일 탐지할 수 있는 이더와 요격

무기를 구축하고 있다.하지만 한국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의 미

사일 방어체제와 통합하는 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를 구

축하는 정책을 추진하 다.

기존의 연구는 한·일의 다른 의도가 정책 방향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물론 국가 의도는 요하다.그러나 한국과 일본 모두 안보문

제에 해 완 히 다른 성향의 정부로 교체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정책을

고수하 다.따라서 의도만으로 한·일의 미사일방어 정책결정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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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부족하다.

오늘날 국가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제발 과 복지와 같은 국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따라서 국가는 어떤 정책의 비용-편익 측면을 고

려하게 된다.즉 북한 에 비해 미국 MD와 통합이 가장 확실한 방

법이라 할지라도 그 비용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군사 편익이 낮다면 그

결정은 유보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미사일방어 정책결정은 미국에 응하는 국의 압력(특

히 경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다.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MD)을 세계 략의 일환으로 삼고 동맹국들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

하고 있는 반면 국은 자국 쇄의 바로미터로 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의 역학 계(dynamics)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일의 미사일 정책결정을 간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북한 노

동미사일 실 배치가 가시화되자 일본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할 경우 얻게 되는 편익이 격히 증가하 다.하지만 이미 을

받고 있는 한국은 큰 변화는 없었다. 한 한국은 일본보다 미국과의 동

맹 계에서 연루의 두려움(fearofentrapment)을 회피하고자 하 으며

국의 경제 보복에 더 취약했다.그 결과 일본은 미국 미사일 방어

(MD)에 극 으로 참여하 고 한국은 유보하 다.이러한 분석에 따라

미 MD와의 공조결정은 어떤 임계 (threshold)이 존재한다고 조심스럽

게 상해 볼 수 있다.따라서 국제 짐(internationalregime)이나 주변

국들의 력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미

사일 방어정책(KAMD)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주요어 :미사일 방어,한국형 미사일 방어,비용-편익 분석,동맹 딜 마

학 번 :2013-2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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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문제제기 연구 목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이하 MD)정책에 해서 한민국과 일본이 다르게 반응한 사

실에 주목하고,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미국은 오랫동안 MD 정책

을 추진해왔다.1)냉 시 의 MD 는 소비에트 연방이나 국을 겨냥한

것이었다.그러나 소련이 붕괴하면서 美 MD 정책에 북한,이란,시리아

등의 으로부터 해외주둔 미군이나 동맹국들을 보호한다는 목표가 추

가되었다.2)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보호하기 해서 MD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 다.

이에 해서 김 정부는 남북 계 악화,동북아를 둘러싼 군비경쟁,

구축비용 효율성 문제를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 다.노무 정부는

동일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다가 북한 핵실험과 함께 이에 한 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하는 것이 아닌

KAMD(KoreaAirandMissileDefense:한국형 방공 미사일 방어체

1)미국은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 부터 미사일 방어 계획을 추진했다.이후 모든 미

국 통령들은 마다 야심 인 계획을 추진하 다. 를 들면 아이젠하워의 경

우 나이키-제우스(Nike-Zeus), 존슨은 수꾼(Sentinel), 닉슨은 호 병

(Safeguard)계획을 추진했다.Craig Eisendrath,Melvin A.Goodman and

GeraldE.Marsh.김기 ·천희상 역.2002.『미사일 디펜스』.도서출 들녘

2)빌 클린턴 통령 집권 이후 아스핀(LesAspin)국방장 은 1993년 5월 13일

략방 구상(SDI) 계획을 폐기하면서 새로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allistic

MissileDefense:BMD)발표하 다.그의 구상은 성국의 ·단거리 탄도미사

일로부터 해외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보호하는데 보다 많은 산과 노력을 기울기

겠다는 것이었다.Dr.Helen Caldicott.2004.The New Nuclear Danger:

GeorgeW.Bush’sMilitary-IndustrialComplex.N.Y.:TheNew Press.pp.

72-73.;홍 익.2004.『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와 한국의 응』.세종연구소.p

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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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추진하기로 결정하 다.한국은 재까지도 KAMD구축을 천명하

고 있다.3)반면에 일본은 비공식 으로 1998년 6월 미국과 MD체계 공

동연구를 결정하 고,북한의 포동 미사일이 일본 본토를 넘어서

1,320km를 비행하는 실험을 하자 1998년 9월 연구개발 참가를 공식화하

다.이후 2003년 12월 19일에 북한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2단계

에 걸쳐서 방어할 수 있는 MD 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정하 다.4)이와

함께 미·일은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탄도 미사일 사령부를 통합하면서 상

호 호환성을 제고하고 있다.5)즉 일본은 미국의 MD 체계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MD정책과 거리를 둔 반면에 일본은 이에 극 동조

한 이유는 무엇일까?양국 모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해서

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국민 여론도 이에 한 비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정부차원의 인식도 이와 같이하고 있다.6)사실 과거 냉

시 에서 볼 수 있듯이 핵무장 탄도미사일 에 한 가장 확실

3)미사일방어(MD)정책을 담당하는 페피노 드비아소(PeppinoDeBiaso)미 국방

부 MD정책국장은 “한국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THAAD)의 성능

과 가격을 알아보기 해 자료를 요청했고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

그 통신 인터뷰에서 밝혔다.하지만 이에 해서 한국 국방부 김민석 변인은

“(미국이 한국 측으로부터)그러한 것을 요청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부

인했다.출처:『경향신문』.2014.6.6.(검색일:2014.6.10.);이와 같은 사례는

여 히 한국정부가 MD 참여를 거부하고 KAMD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

다.

4) 재는 일본 북부 아오모리 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할 수 있는 X-밴드

이더 1기를 설치하 고 패트리어트(PAC-3)포 와 해상자 의 이지스함에

SM-3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명실 공히 미·일 공동 MD체계를 구축하 다.

5)도쿄도 후추 시에 치하던 일본 자 항공총 사령부(한국의 공군작 사령부

의 역할)가 미 제5공군 사령부가 있는 요코다 기지로 2012년 3월 29일 이 하고

탄도미사일 작 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JapanTimes』 2012.3.27.

6)일본 내각부(이 에 총리부)에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설문조사를 보면 일본인

들이 북한 문제에 해서 납치문제에 한 심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핵문제라

고 답하고 있다.이러한 경향은 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이러한 국민 여론을

이용하여 일본 정부는 안 보장 정책과 련 법률 등을 정비하고 있다.;김 섭.

2007.“북핵문제와 일본의 응”『국제평화』 제 4권 1호.pp.14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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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방법은 핵무장하는 것이다.7)공격을 당했을 때 보복할 능력을 갖

추고 이를 상 국에 분명히 인식시킨다면 쟁은 억지될 수 있다.8)하지

만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우선 동맹국 미국의 강력한 반 에 직면할

것이고 국제사회의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양국의 국제 상과 정치·

경제 손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는 명하지 못한 선택이다.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이 제공하는 소 핵우산(확장

핵억지력,ExtendedNuclearDeterrence)을 통해 안 을 보장받고 있다.

다시 말해 동맹을 통한 억지 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양국

은 북한의 ,이에 한 인식 처법에 있어서 유사하며 두 국가

모두 미국과의 동맹으로부터 방기의 에 시달리는 상황이다.하지만

한 국가는 극 으로 미국의 MD 정책에 동참하고 있으며 한 국가는

독자 인 MD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어떤 변수가 두 국가의 응을 다

르게 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한 기존 연구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기술·군사 측면에서 분

석을 시도하고 이에 한 인식 차가 한국과 일본의 결정에 향을 미쳤

다고 주장한다. 표 인 는 다음과 같다.한국은 북한과 가깝기 때문

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방어에 효과 인 미국 MD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 한 과제가 아니다.반면 북한과 바다를 두고 있는 일본에게는

미국 MD체계가 효과 이다.따라서 MD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한국보

다 일본이 크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의 MD에 참여하 고 한국은 그 지

않았다고 분석한다.9)하지만 이와 반 로 북한 거리 미사일도 한국을

7)Bernard Brodie.1959.Strategy in the Missile Age.Princeton:Princeton

UniversityPress,pp.264–304.

8) T.C.Schelling.1966.The Diplomacy ofViolence.New Haven:Yale

UniversityPress,pp.1–34.

9)김태완.2012.“일본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비교연구 :탄도 미사일에 한

극 방어를 심으로”국민 학교 ;김민구.2014.“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발 방안 연구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한 선결조건을 심으로”.한성 학교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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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할 수 있으며10)KAMD 는 미국의 조기경보 능력이 없다면 무용지

물이므로 미국의 MD 체계에 서둘러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다.11)이러한 논의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의 능력을 기술·군사 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 로 한국 정부의 미사일 방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결국 MD참여냐 보류냐 라는 결정에서 거의 모든 변수는 북한 탄도

미사일의 기술·군사 능력으로 환원된다.한편 다른 논문들은 각국

정부의 의도를 요한 변수로 악하고 각 국의 국가·군사 략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한다.북한이라는 은 동일하지만 각

국의 략이 미국 MD 참여와 불참을 결정지었다는 분석이다.12)이러한

논문들은 일본이 자신의 략을 실 하고자 하면서 북한 을 강조한

다고 분석한다.재무장을 비롯한 보통국가론 같은 수정주의 변화를 꾀

하는 일본에게 북한의 은 오히려 기회가 되었고 미국과의 이해 계

가 맞아 떨어지면서 미국의 MD에 극 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설명

이다.이러한 연구들은 각 국 정부의 의도를 가장 요한 변수로 보고

행정부 내지 집권 여당의 성향이나 외교·군사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각 의미 있는 변수를 선택하여 양국의 MD 정책을

어느 정도 설명해 내고 있다.그러나 각각의 연구들이 유의미하다고

단한 변수에만 집 하기 때문에 각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

지 못하고 있다. 한 동아시아 질서에 요한 외 변수인 미 계도

개략 인 설명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술·군사 능력을 평가함

10)신성택 박사에 따르면 만약 북한이 서울로부터 197km 떨어진 안주에서 (높은

각도로) 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약 5분 만에 도착하게 되며,마하 12의

속도와 70도 이상의 높은 침투각도로 지표를 향해 꽂히게 된다.이럴 경우 요격

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아 재 배치된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다.신성택.1998.“북한의 량살상무기(WMD)체계

”『국방논집』 제 41호.pp.209-246.

11)강구 .2000.“미사일 방어체계에 한 연구 :한국의 역미사일 방어체계 검

토를 심으로”.연세 학교

12)송화섭.2003.“미국의 국가안보 략과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국방정책연

구』 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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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아울러 각 정부의 인식을 악하고 MD참여 여부에 한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생존이 국가의 지상 목표이지만 늘어나는

복지수요는 국가라는 행 자가 국방이라는 공공재를 과거보다는 좀 더

경제 측면에서 바라보게 하고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는 과 응

이라는 구도에서 벗어나 주요 국면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서 국가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이와 함께 MD 정책결정과정에서 핵심 인 외

변수인 미국과의 동맹 계에서 오는 딜 마 상황과 국의 반 압

력을 고려하여 이 의 연구보다 조 더 입체 인 설명을 하는 것이 이

의 목 이다.이러한 종합 인 분석을 통해서 미국의 MD정책에 한

한국과 일본의 상반된 반응을 설명하고 아울러 정책의 변화 양상을 조심

스럽게 상해 볼 수 있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제 2 연구 상 범

본 연구는 북한이 지속 으로 미사일 성능 개발이 한국과 일본의 미

사일 방어정책에 어떤 향을 주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한국과 일본의

인식,비용-편익 분석,미국과의 동맹 딜 마, 국의 압력을 변수로

삼고 이들 변수간의 역학 계를 악하고자 하 다.북한의 미사일 개발

은 1970년 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13) 국과 소련 그리고 동과의

공동 연구개발 교류를 통해서 지속 으로 미사일 기술을 발 시켰다.

그리고 궁극 으로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미사일 보유를 앞에

두고 있다.본 연구는 북한의 반 인 미사일 역사를 개 하는 것이 목

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응을 설명하고자 한다.때문에

분석의 시간 범 를 90년 이후로 제한하고자 한다.90년 이 북한

미사일은 일본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 상이 아니었다.따라

13)국회도서 .2009.『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진피앤 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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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본은 특별히 북한의 미사일에 해서 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할 아무런 동인도 없었다.당시까지는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국과 소련간

의 핵 략 변천에서 나오는 부산물일 뿐 이었다.하지만 핵과 탄도

미사일 기술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미국은 본토 방어와 동맹국 해외주

둔 미군의 안 을 해서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 연구를 지속하 다.

한 이러한 과정에서 미사일 방어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 동맹

국들의 참여를 독려하 다.14)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 북한 노동미사일

발사는 일본에게 어떤 응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의 향을 공통 으로 받기 시작하는 90년

부터 북한이 성이라 주장하지만 미사일로도 충분히 용 가능한 은하

3호의 시험발사까지를 분석 범 로 삼을 것이다.

이 연구는 두 국가의 인식,무기체계에 한 비용-편익 계산,동

맹의 딜 마, 국의 을 주요변수로 삼았다. 인식 악하기 해

서 한국 통령의 북인식을 보여주는 발언들과 정부의 공식 문서 특히

국방백서에 서술된 북한의 을 심으로 분석할 것이다.일본의 경우

에는 내각의 공식 인 논평과 총리의 안보 등을 살펴보고 한국의 국방

백서와 유사한 목 으로 만들어진 방 백서와 방 계획 강, 기방 력

정비계획 등을 살펴볼 것이다.

국방정책을 결정에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지만 우선 과 그에

한 응이 가장 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다.하지만 인식이 국가의

방어정책에 선형 으로 연결되어 즉각 으로 군사 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특히 본 연구의 상인 미사일 방어체계는 연구

배치에 천문학 인 비용이 드는 반면에 기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데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 주었다.따라서 미국에서도 실 배치하는 것이

명한 것인가에 한 논란이 뜨거웠다.한국과 일본 역시 이러한 손익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논문에서는 비용-편익 분석에 충실하여 경제

14)RogerHandbeg.2002.BallisticMissileDefenseandtheFutureofAmerica

Security:agendas,perceptions,technology,andpolicy.Westport:Pra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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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심의 분석을 시도하 다.각 국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충분히 갖추

는데 필요한 비용과 북한 미사일 에 해서 얼마나 효과 일 수 있

는지에 해 분석하 다.이를 해서 군사력 평가기 의 자료와 언론보

도를 통해서 악된 북한의 미사일 수량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악할 것이다.이 과정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정확도 혹은 명 률을 포함시켜 계산할 것이다.

미국과 국의 변수는 정치 압력이면서도 경제 압력이다. 컨

미국과의 동맹에서 방기 이 높아진다면 안보의 이 높아지고 한

국과 일본의 편익은 격히 감소할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순편익이 경

제 차원에서 얼마가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악하기는 매우 힘들다.

한 미국과 국이 한·일에 해서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효

과를 정확히 악하기도 어렵다.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정책

비교가 요한 주제인 만큼 한국과 일본이 받는 압력의 차이를 상 으

로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에서

오는 연루-방기의 압력과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의 압력을 상 으

로 평가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가진 인식과 응의 도식에서 벗어나서 국가 정

책 결정과정에서 고려되는 경제성의 부분을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

고 내부 변수와 차원이 다른 외부변수는 두 비교 상의 상 차이로

악하려고 노력하 다.이를 통해서 각 국이 의 상으로 삼는 국

가가 다르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체계가 달라진다는 단순한 설명에서 벗

어나서15)한·일이 북한 미사일 능력 신장에 따라 맞이하게 되는 득실과

정책결정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15)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국을 상으로 한 것이고 한국은 북한을 으로

삼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 MD와 통합 그리고 한국은 KAMD를 구축하기로 결정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양국 모두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북한

의 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가장 효율 인 방법은 한국 역시 미국 MD와 통합

하여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따라서 과 그에 한 응만으로

는 한·일의 다른 정책결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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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제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 과

연구 상,범 를 제시하 다.

제 2장 이론 검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해 분

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있다.시기 ·주제별로 개 하고 기존 문헌이

가지는 한계 을 악하 다.특히 기존 연구가 북한 미사일의 군사 ·

기술 분석에 치우쳐 효율 인 미사일 방어체계 제안에 머물거나 북한

에 한 인식과 이에 한 응에 머무르는 제한 을 극복하고자 하

다.이에 따라 인식과 함께 각국이 고려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analysis)을 실시하여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에 편입되면서 상되는 득실을 따져볼 것이다. 한 미국과의 동맹,

국과의 경제 계로부터 오는 외부 압력을 포함한 분석틀과 가설을 제

시하 다.

제 3장에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 연 을 제시하고 그것이 가지

는 기술 ·군사 특성을 설명한다.아울러 북한 미사일의 정치 의미

와 이를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려 하는지 분석한다.그리고 한국과 일본

이 북한의 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응책을 모색하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그리고 북한의 자극과 반응의 도식에서 벗어나서 한국과 일

본 정부가 가지는 의도는 어떠한 것인지도 지도부의 발언과 공식문서를

통해서 추출하도록 할 것이다.

제 4장 MD 정책에 한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미사일 방어정책 방

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일이 가지는 득실을 따져보고 있다.특히 한국

과 일본의 분명한 차이 인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체계 공조의 여부에 집

한다.본래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analysis)은 정부의 공공투자

사업을 명하게 선정하는데 이용되는 차와 방법이다.보다 확장된 방

법으로 기술 ·사회 ·정책 분석을 종합한 타당성 분석(feasibility

analysis)이 있다.16)하지만 타당성 분석은 종합 분석으로 분석 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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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차원이 다른 차원의 변수를 통합하면서 주 분석이라는 비 에

서 자유로울 수 없다.따라서 본 장에서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경제성이

라는 한 차원에서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집 함으로써 객 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 다.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국내 변인에 해서 설명력

을 높이는 동시에 시기별 각국의 득실을 악하 다.이에 따라 미국

MD에 참여하는 각국의 국내 변인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제 5장 안보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에 상당 부분 의존

하고 있는 실에서 미국이 자국의 미사일 방어와 공조체계를 만들자는

요구에 해 어떻게 반응하 는지 살펴볼 것이다.미국은 탈냉 이후

각 지역에서 핵무기 보유 국가의 등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해서 기존의

핵 억제 략을 수정하 다.소 불량국가로 분류한 국가들로부터 미국

의 안 을 보장하기 해 핵 비핵공격 능력 강화,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정당화하고 의 량살상무기에 항한 제반 체계를 갖추겠다고

천명하 다.17)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략에 동맹국의 참여를 요구하

다.반면 국은 아시아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구축은 자신들을 겨냥

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체

계를 구축한다면 제한 이나마 유지되고 있는 핵억지력이 심각하게 손상

될 것을 우려하 다.특히 한국은 국가안보가 우선이라고 국의 반응을

무시하기에는 경제 측면에서 큰 손실이 상되었다.결국 한국과 일본

의 미사일 방어정책에서는 동맹과 경제 계에서 오는 압력이 요한 외

변수로 작동하 다.

제 6장 결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정책 결정에서 향을

미친 내 외 변수를 종합해서 바라보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맞물려

서 변화하는 각 변수의 계를 조망한다.마지막에서는 양국 정책결정을

역학 계(dynamis)로 악한 본 연구의 함의를 밝히고 한국의 미사일

정책결정 방향을 조심스럽게 측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한다.

16)김동건.2004.『비용·편익 분석』.박 사.pp.1-2.

17)theU.S.WhiteHouse,NuclearPostureReview(January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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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고찰

제 1 기존 연구 검토

미사일 방어 정책에 한 연구는 주제별로 한국과 일본을 각각 분석

한 것과 한국과 일본 혹은 제 3국(많은 경우 이스라엘)을 비교한 연구로

분류된다.주제 별로 살펴보기 에 시기별로 개 해보면,90년 의 연구

들은 당시 한국과 일본은 MD 체계를 배치할 여건도 되지 않았고 미국

에서도 MD체계 정확도에 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다수의 논문들이

MD정책의 의미와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소개하는데 그쳤다.그리고 명

확하게 결정된 사안이 없었기에 정책 제안조차도 개략 인 수 에 머

물 다.하지만 북한의 이 가시화되면서 한국과 일본에서 어떤 정책

을 펼칠 것인지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특히 일본의 경우 북

한 미사일이 열도를 넘어 지나가는 사건은 MD이슈의 분수령이었다.북

한 미사일이 발사된 후 1998년 9월 1일 일본은 총리,외상, 방장 ,방

청장 등이 참석하는 “안 보장회의”를 개최하고 자국 공을 지나가

는 미사일 발사계획을 지하도록 강력히 경고하 다.그리고 북한의

에 한 응의 일환으로 미국과 TMD 체계 연구 력에 한 정을

체결하 다.18)하지만 당시 한국 김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 계에 부정 요인인 것은 분명하나 사정거리 등을 감안할 때 안보

와 력의 병행이라는 북정책기조를 바꿀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는 반

응을 보 다.19)이러한 상반된 반응에 해서 여러 논문들은 각 정부의

18)클린턴 행정부는 냉 이 종식되고 소련의 핵과 탄도미사일 이 감소하

다는 단 하에 미사일 방어 정책을 NMD(NationalMissileDefense,국가미사일

방어)와 TMD(TheaterMissileDefense, 역미사일방어)구분하여 추진하기로

하 고 NMD에 한 산을 이는 신 해외 동맹국들과 주둔 미군을 방어하는

TMD 정책에 을 둘 계획을 세웠다.국회도서 .2009.『북한 장거리 로켓:

미사일』.㈜ 진피앤 러스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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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략,정책기조 등을 주목하여 분석하 다.이들은 각 정권이 추구

하는 목표 혹은 공약,지지 세력에 한 찰을 기반으로 외교 국방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20) 컨 각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략,정

책기조 때문에 하토야마 정권과 노무 정권에서 미국과의 동맹이 이

과는 다른 양상을 보 다는 설명이다.그러면 북한 이 증가되는 시

부터 각국의 MD정책에 한 연구를 주제별로 살펴보자.

1.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oreaAirandMissileDefense)

기존 논문들을 주제에 따라 분류해 보면 많은 논문들이 미국의 MD

정책을 소개하는데 그치거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의들에 해서

치 하 다.21)이 논문들은 북핵과 탄도미사일 에 해서 평가하고

이에 한 응책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어떤 효과와

의미를 가지는지 기술하고 있다. 부분의 논문들이 북한의 에 해

서 완벽한 처가 어렵다고 보면서 이를 보완하기 한 방안들을 제시하

고 있다.

김의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에 해서 한국군 미사일 방어체계

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한반도 지정학

19)Ibid.p.21.

20)한 국가의 외교정책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체계수 의 분석틀만으로는 부족하

다.월츠(KennethN.Waltz)와 같은 신 실주의자들은 국가를 당구공 내지 블랙

박스로 간주한다.이러한 이론은 국제질서를 명료하게 설명하는 탁월한 장 이

있으나 동일한 외부 자극에 해 분화된 반응보이는 국가 행 를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보인다.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해서 슈웰러(RandellL.Schweller)와 같은

고 실주의(NeoclassicalRealism)이론가들은 해당 국가의 특성에 주목한다.

21)김병용·엄종선 2005.“탄도미사일 방어체계 특징과 우리의 방향”『국방정책연

구』.69호.pp.77-103;윤기철.2000.『TMD 구미사일방어』.서울:평단문화

사;이정민· 인택·이정훈.2005.“미사일 방어체제의 개념과 쟁 ”.『 략연구』.

12권 2호.pp.137-171;이헌경.2004.“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구상과 략”.

『통일 략』.4권 2호.pp.231-252.;조기훈.2004.『미국의 패권주의와 한반도

평화:MD의 국제정치 체제기능』.서울:정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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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유사한 이스라엘의 야포 미사일 방어체계와 일본의 MD

체계 구축과정을 살펴보고 미 육군 교리를 기 으로 한반도 지형에 합

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2)

강구 ·오근 ·최차규는 미국 MD체계에 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

로 기술 으로 평가하고 군사·정치 효과에 한 정리를 시도하 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가지고 향후 한국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가

운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 다.이들 논문에서 MD 체계에 한

국가 간의 이해 계를 주목하고 이를 고려한 략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MD 공동연구개발,조기경보 이더 설치 문제 등에 한 정

치·외교 득실을 평가하 다.23)박휘락은 북한의 은 이제 상수로

보아야 한다고 분석하면서 한국과 유사하게 종심이 짧은 이스라엘의 다

양한 탄도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노력과 일본의 MD 참여를 매우 정

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역시 그러한 노력이 시 한 시 이라고 주장한

다.24)그는 북한의 에 해 재로서는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응

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지 한다.이러한 주장들은 주로 북

한 핵 탄도미사일 에 집 하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가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그리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탄

도미사일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 구축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술·군사 능력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논의를 개해 나가고 있고 국가의 행 는 에 한

균형을 추구한다는 제를 두고 있다.다시 말해 월츠(Kenneth N.

Waltz)가 주장한 국가의 가장 요한 기능,즉 생존(Self-help)을 가장

22)김의근.2012.“한국군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방향에 한 연구 : 극 방어 개

념을 심으로”국민 학교 학원.

23)강구 .2000.“미사일 방어체계에 한 연구 :한국의 역미사일 방어체계 검

토를 심으로”.연세 학교 ;오근 .2009.“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의

발 방향에 한 연구”.동국 학교 학원 ;최차규.2010.“미국의 미사일방어체

제 구축과 한국의 략 선택에 한 연구”.동국 학교 학원.

24)박휘락.2009.“한국의 미사일 극방어(ActiveDefense)체제 구축 방향”.『신아

세아』.16권 3호.pp.8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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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제로 삼는다.25)때문에 많은 논문들이 한국의 KAMD가 결정

된 원인이나 과정을 설명하기 보다는 에 한 효과성 여부를 단하

거나 정책 제안에 치 하고 있다.북한의 이 존재하므로 이에

해서 힘의 균형(BalanceofPower)을 추구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고 다

른 변수들은 부수 인 변수로 단한다. 과 국가의 생존 략 혹은

군비증강에 한 상당한 인과 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한 국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의 인식,국가 내부의 역학 계,경제 비용과 편익

등 제반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거나 일부 생략한 면이 아쉽다.

와 달리 김성걸은 한국의 MD 도입여부를 단한다는 에서 앞선

연구들과 목 이 같지만 MD참여가 미치는 향을 각 분야별로 자세하

게 살펴보고 있다.그는 동아시아 정치 상을 실주의로 보아야 한다고

제하면서 실주의 이론 틀을 바로 가져오기 보다는 국제정치,군사,

국방경제 분야로 세분화하여 한국의 MD참여가 가져올 정 혹은 부

정 효과를 따져보고 있다.26)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은 국가이익 모

델,군사 신 모델,비용-편익 모델을 용하여 국가 이익에 한 득실

을 악하려고 하 다는 것이다.앞선 연구들이 군사 측면을 심 으

로 분석한 반면 김성걸의 연구는 좀 더 종합 인 요소를 고려하면서 한

국이 취하고 있는 ‘략 모호성’을 설명하고 있다.

2.일본의 미국 미사일 방어(MD)참여

일본 MD에 한 연구들도 KAMD 연구와 마찬가지로 - 응 구

도의 시각을 가진 것이 많다.북한의 핵 탄도미사일의 그리고

국의 부상이 일본을 미 MD에 동참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25)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A:

Addison-Wesley.

26)김성걸.2008.“한국의 미사일 방어 선택”.성균 학교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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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통령이 략방 구상(SDI)27)을 발표하면서 일본은 1987년에 미

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탄도미사일에 한 공동연구를 시작하 다.

이 연구는 서태평양 미사일 방어체계(WESTPAC)이라는 이름으로 실시

되었는데,이후 1993년 미 정부가 SDI를 폐기함에 따라 해체되었다.하

지만 그 해 9월 미국이 구미사일방어(TMD)체계 구축을 새롭게 시작

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98년 까지 5억 6천만 엔을 투자하면서 공동연

구를 실시하 다.1996년 국이 만에 무력시 용으로 발사한 탄도미

사일이 일본의 오나쿠니시마 섬 가까이 떨어지고 1998년 북한 포동 미

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가자 일본 여론이 들끓었다.이에 일본정부는

MD참여를 공식 선언하게 된다.28)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일본은 국

과 북한의 증가하는 탄도미사일 에 응하고자 MD에 참여하 다고

설명한다.29)

하지만 이러한 에 한 반응만으로 MD를 설명할 수 없다는 시

각도 있다.MD 추진에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이다.탈근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 략에 따라 일본 MD정책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논문은 일본의 경우 기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

음에도 미국과 공동연구를 한 것에 주목하 다.북한 이 가시화되

기 에도 일본은 미일동맹을 지속추진하면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27)미국 이건 통령은 소 ‘스타워즈’로 일컫는 SDI(Strategic Defensive

Initiative)를 소련의 핵 에 항하여 구축할 것을 주장하 다.기존의 미국

이 소련 핵에 한 억지정책은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이상의 보복을 할 수 있는

2차 공격력을 유지하는 데에 있었지만,이 정권(민주당)이 소련에 해서 나

약한 응을 했다는 여론에 부응하고 그의 이미지를 쟁 에서 평화인으로 변화

시킬 목 으로 SDI를 주장하 다.FitzGerald,Frances.2001.WayOutThereIn

theBlue:Reagan,StarWarsand theEndoftheCold War.New York:

SimonandSchuster.

28)조흥제.2002.“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MD”.『군사논단』.31호.pp.63-82.

29)김태완.2012.“일본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비교연구 :탄도 미사일에 한

극 방어를 심으로”국민 학교 ;나병렬.2007.“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에

한 연구 :9.11테러 사건의 향을 심으로”.고려 학교 행정 학원 ;남창

희.2006.“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 정책 함의”.『군사논단』 통권 45호.한국

군사학회 pp.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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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하 다.미국의 세계 략 하나인 MD에

참여하면서 연루의 이 증가하지만 기여한 만큼 자율성을 확보하고

일본의 군사 역할을 확 하며 궁극 으로는 독자성과 힘의 투사능력을

확보하여 국익에 따라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국가’의 길을 일

되게 추진할 것으로 많은 논문들이 측하 다.30)이러한 일본의 의도와

연 해서 한은아는 일본이 고체연료 로켓인 「M-V」 로켓을 성공한

을 지 하면서 1.5톤의 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의

미는 군사 인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단하 다.정책 측면에서는

「우주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1969년 의원 선언으로 이 진 「평화

이용원칙」을 무력화시켰다.이 법이 시행되면서 「우주 략개발 략본

부」가 발족되면서 우주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이를

통해서 안 보장 분야에 한 우주의 활용에 해 면 검토가 이루어

졌다.2012년 우주무기 개발에 가능성을 둔 JAXA법을 개정하여 평화목

을 삭제하면서 JAXA를 우주의 군사 이용을 한 기 으로 변화시

켰다.즉 일본이 이제 군사목 으로 우주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

다.31)그는 일본이 의원 선언 당시부터 고체로켓을 개발할 상태 고

이후 행보를 보면 일본이 주장하는 평화 이용은 수사 표 일 뿐 민

간 로켓 개발도 모두 군사 이용을 고려한 행 다고 주장한다.일본

의 이런 행보에 미일동맹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고 지 하고 있

30)김성걸.2013.“ 국·북한·일본의 미사일 도입 경쟁:의미와 망”.『군사논단』

통권 75호.pp.133-175.;김성철.2007.“미일동맹과 TMD공동개발”.『일본외교

와 동북아』.세종연구소 주:한울.pp.123-164.;김 섭.2007.“북핵문제와 일

본의 응”.『국제평화』 제4권 1호.pp.141-171.

31)일본의 본격 인 로켓개발은 1950년 를 심으로 고체연료 로켓부터 시작되었

다.1955년 이토카와 히데오 박사가 개발한 일본의 첫 고체연료 로켓인 펜슬 로

켓을 시작으로 형화된 로켓 개발이 시작되었고 1956년 본격 인 측용 로켓

인 카 (K)로켓을 개발함으로서 1958년 9월 IGY(국제지구 측년)에 미국,소련,

국 다음으로 참가,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가 되었다.이후 성능향상을 통해서

1970년 라무다(L)로켓으로 일본의 첫 인공 성인 「오오스미」 발사에 성공하게

되었다.이후 이를 형화 시킨 것이 「M」 시리즈 로켓이다.한은아.2013.“일

본 우주개발정책의 환에 한 연구 :「평화이용」에서 「국가안 보장」으로”

한양 학교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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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국은 아시아 시 략(pivottoasia)을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역외

균형자(offshorebalancer)의 지 를 지속유지하기 해서 일본이 군사력

을 강화하는 것에 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2000년 10월에 제출된 미일 계에 한 아미스티지(RichardArmistage)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32)이런 종류의 논의들은 북한의

과 아울러서 일본 정부의 의지 혹은 지도자나 집권당의 이념 내지 성향

이 요한 요소로 작용하 음을 설명하고 있다.유 주는 국가 엘리트가

국방정책에 해서 얼마나 단결된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가 MD참여 여

부를 결정하 다고 주장하 다.그는 신자유주의는 체계수 에서 국가

행 를 분석하므로 같은 여건에서 한국과 일본이 다른 결정을 했던 이유

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 다.그리고 자유주의의 경우에는 국내정치에

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책결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수 있

으나 국가가 MD가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기 힘들다.구성주의는 한국

과 일본의 결정이 정체성이나 군사문화에 기인한다고 보지만 한국이 정

체성과 군사문화가 변화지 않았는데도 MD 정책을 미묘하게 바꾼 사실

과 일본의 군사주의에 반하는 문화가 MD 정책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 다.따라서 그는 한·일간의 MD 참여여부

를 잘 이해하기 해서는 국내정치를 신고 실주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33)군사 이고 기술 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국

내 정치 요소가 어떻게 정책결정에 작용하 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32)부시 정권의 국무 부장 리처드 아미스티지(RichardArmistage)가 2000년 10

월에 제출한 보고서이다.미·일 간의 동맹 강화를 천명했고,정보 분야의 력을

제기했으며 양국의 주장과 입장을 고루 반 했다. 한 미·일 동맹 계의 재편을

주장했는데,내용은 다음과 같다.“집단 자 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일본의 헌법

개정을 지지한다.일본의 국제연합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지지한다.PKO에

극 참여를 요구한다.안정된 미· 계 구축에 일본의 역할을 기 한다.미국

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일 계 개성을 요구한다.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 이방지법 제정 등의 법정비가 필요하다.”김성철.2007.『일

본외교와 동북아』.세종정책총서 2006-2. 주:한울.pp.145-146.

33) Hyon Joo Yoo.2012.“Domestic hurdle for system driven behavior:

neoclassicalrealism andmissiledefensepoliciesinJapanandSouthKorea”

InternationalRelationsoftheAsia-Pacific Vol.12.pp.31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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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논의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경향성을 악할 수 있다. 상

이 한국 혹은 일본이건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기술·군사 측면을 확인하

는 것이다.탄도 미사일의 성능이 각 국의 을 결정하고 결국 정책결

정의 요한 변수로 작동한다는 것이다.1998년 이 일본이 MD 공동

연구에 극 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짧아서

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논리이다.북한의 포동 미사일

의 발사로 인해서 일본은 개발 실패의 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미사일 방

어 공동연구에 뛰어들게 되었고 한국이 느끼는 험은 그에 미치지 못했

기 때문에 김 정부의 경우 MD 불참을 선언하 다.그리고 노무

정부는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이 동시 다발 으로 일어나자 MD참

여가 아닌 KAMD를 선택하 다.이 게 을 심으로 설명하는 논

문이 있는 한편 각국 정부의 의도와 정권의 이념 성향에 해서 주목

하는 연구도 있었다.김 노무 정부는 남북 계를 시하면서 최

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고,같은 맥락에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향력을 가진 국의 조를 얻고자 했기 때문에 미국의 MD

정책에 극 으로 참여하지 않았다.추가 으로 김 정부 시 에는

외환 기에서 회복되는 이었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

하기 힘들었다.노무 정부는 시작 권 환수를 추진했던 에서 볼

수 있듯 미국에 해서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표 인 일방주의로 평가되는 MD에 참여하길 거부하려

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안보불안이

커지자 한국 자체 인 방어망을 구축하려고 하 다.이와 같은 논의들은

동일한 이 있더라도 국가가 어떻게 을 인식하는가?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한 답을 가장 요한 독립변수로 삼고 각

국의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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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사일 방어와 동맹

국제정치를 보는 일반 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 신자유주의나 신

실주의 이론은 국제정치를 무정부 상태로 제한다.국내정치의 경우에

는 계 인 질서를 가지고 있는 반면 국제정치는 이와는 정반 의 특성

을 가지는 것이다.이러한 특성을 분명히 한 표 인 이론가가 월츠

(KennethN Waltz)이다.34)그는 심리나 의지와 같은 비물질 인 것은

철 히 배제하고 오직 측정 가능한 물질 인 요소를 바탕으로 국제체제

를 설명하고자 하 다.논의의 제조건으로 국제체계의 배열원리

(alignmentprinciple)은 무정부상태(anarchy)이며 국가의 기능은 오직 생

존(Self-help)이라고 정의하 다.이 두 가지 요소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체계의 변하지 않는 성질이기 때문에 상수(constancevalue)이며,

오직 변화하는 것은 힘의 분포이다.힘의 분포는 국제체계를 결정하는

가장 요하고도 유일한 변수로 이 변수의 변화가 국가 간의 행동을 이

끌어내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근 국가의

형성이래로 쟁이 발생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과정, 쟁이 에 강

국들이 균형을 유지하기 해서 어떤 일을 하 는지,유럽에서 그리도

많은 쟁이 일어났는지,미 소 양국이 어떻게 냉 상태로 평화를 유지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되었다.하지만 일련의 학자들은 다소 설

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지 하 다.먼 월트(StephenM.Walt)는

월츠 이론에 (Threat)이라는 요소를 추가하 다.월트의 주장에 따

르면 (Threat)은 힘(Power),지리 인 성(Proximity),공격성

(Offensive),의도(Intention)로 결정되는 것이다.이 요소들이 상 국이

자국에 을 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단하는 기 이 되어 균형

(balancing)을 추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이 이론은 냉 이 종식

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등장한 단극체제하에서 유럽과 일본이 미국에

34) Kenneth N Waltz.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A:

Addison-Wesley



-19-

항(balancing)하지 않는 행태를 설명하게 해 다.타당한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threat)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인 의도

(intention)가 매우 모호한 요소라는 것을 지 할 수 있다.35)더군다나 원

래 월츠(Waltz)의 이론이 철 하게 물질 기반 즉 측정 가능한 요소에

기반을 둔 이론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변형된 이론은 원래 이론과 사

뭇 다른 형태를 띠게 된다.

국가가 어떤 행동을 시도하면서 힘이 되었던 이 기반이건 간에 균

형(balancing)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는 두 가지 형태로 나 어 볼 수 있

다.먼 자국의 자원을 동원하는 내 균형(InternalBalancing)과 타국

과의 동맹을 맺음으로써 생존을 도모하는 외 균형(External

Balancing)이다.두 형태 모두 장단 을 가지고 있는데 외 균형의 경우

내 균형의 경우보다 동맹국의 의도를 악하기 힘들고 자국의 자율성

이 어드는 단 이 있지만 경제 부담이 고 비교 짧은 시간에 군

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많은 국가들은 자율성이 침해되

는 단 에도 불구하고 생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외 균형 즉

동맹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경제 고려와 높아지는 복지 수요를

고려할 때 동맹이 좀 더 효과 인 안 보장 수단으로 여겨지는 추세이

다.특히 약소국의 경우 자국의 능력으로 안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으므로 강 국과의 동맹을 맺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이미 안보가

확보된 강 국들이 약소국과 동맹을 맺는 이유를 단시 생존으로만 설명

할 수 없다.이에 해 모로우(JamesD.Morrow)는 동맹의 종류를 칭

동맹과 비 칭동맹으로 나 어 설명하 다. 칭동맹은 동맹형성을 통해

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칭 인 것으로 공통의 에 해서 연합된

군사력으로 안보를 확보하는 능력 결집 형태(capability-aggregation

model)로 나타나지만 비 칭 동맹은 약소국은 안 을 보장받는 반면에

강 국에게 군사력이 아닌 다른 이익을 제공한다.36)

35)StephenM.Walt.1987.OriginsofAlliancesIthaca:CornellUniversityPress

36)James D.Morrow.1991.“An Alternativeto theCapability Ag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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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이더(GlennH.Snyder)는 이러한 동맹 내부의 행 자들이 두 가

지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보았다.37)먼 약소국은 강 국으로부터

방기되는 두려움(fearofabandonment)을 가질 수 있다. 를 들면,지미

카터 통령이 주한미군의 완 철수를 공약했을 때,한국은 방기의 두

려움을 느끼게 되었다.한편 강 국의 경우에는 동맹 상 국 때문에 원

치 않는 분쟁이나 쟁에 끌려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컨 미국이

베트남 공화국(남베트남)의 안 보장을 해서 쟁을 치르게 됨으로써

엄청난 인 ·물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쟁

에 다시 말려들지 않고 싶을 것이다.이것이 연루의 두려움(fearof

entrapment)이다.허나 방기의 두려움이 약소국에게,연루의 두려움이 반

드시 강 국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한미 동맹에서 약자인 한국이

미국의 세계 군사 략이었던 략 유연성38)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

던 이유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쉽게 이탈하기 때문에 생기는 방기의

험도 있지만 국과 미국의 군사 결국면에서 연루될 험도 있었

기 때문이다.39)

이러한 방기와 연루의 두려움은 각각의 해결방식이 존재하는데,먼

방기의 험은 공식 인 발표나 외교 채 을 통해서 공약을 강화하거

나 상 방의 요구에 맞게 조약을 개정하는 방법,특정 분쟁에서 동맹국

ModelofAlliances”.AmericanJournalofPoliticalScience.Vol.35NO.4.pp.

904-933.

37)GlennH.Snyder.1997.AlliancePolitics.Ithaca:CornellUniversityPress.

38)미국은 2001QuadrennialDefenseReview(미 군사독트린을 설명하는 공식문서)

를 통해서 과거의 보복 응보다 방 응을 강조하고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규모 해외주둔군 략이 부 하다고 지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불특정 다수

에 신속히 응할 수 있는 체제로의 환을 천명하 다.이는 이제까지 북한

의 에 처하는 것이 주된 목 이었던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의 분쟁에도 융

통성 있게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한강 이북의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러한 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39)AveryGoldstein1995.“DiscountingtheFreeRide:AllianceandSecurityin

the PostWorld” InternationalOrganization.Vol.49.pp.31-71;Micheal

Mandelbaum.1981.TheNuclearRevolution:InternationalPoliticsBeforeand

AfterHiroshima.NY:CambridgeUniversity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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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는 방법 등이 있다.연루의 두려움은 동맹국이 자신의 공약을

믿고 모험 인 행동을 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동맹국에 한 각

종 지원을 축소하거나 공약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그

러나 이러한 방법이 쉽지 않은 이유는 두 요소가 딜 마 계에 있기 때

문이다. 를 들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방기되는 것이 두려워서 공약을

강화하게 되면 안보는 더 확보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정책에 한 자율

성이 감소하고 미국의 분쟁에 참여하게 되는 연루의 압력이 커진다.반

로 연루의 이 커서 이를 이고자 공약을 축소할 경우 방기의

이 증가하게 된다.이처럼 두 은 한 국가에 교환 이며,한 을

회피하고자 하는 순간 다른 이 증가하는 딜 마 계이다.

9.11사태 이후 미국의 군사 략은 테러와 량 괴무기(WMD)가 확

산되는 것을 막는데 역 을 두었다.소 불량국가(roguestate)들은 그

들이 가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탄도 미사일 기술을 교환하 다.북한,이

란,시리아 등은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획기 으로 증진되었고 미국은 이

들의 군사 능력에 해서 처할 필요성이 증가하 다.동아시아에서

는 이미 혹은 알래스카를 그 범 로 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미국에게 을 주었다.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MD 정책을 극 으

로 추진하게 되었고 이는 동맹국의 동참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미국

의 입장에서 북한의 에 해서 한국과 일본의 지정학 치는 MD

체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MD에 편입되면 체

계 구축비용을 분담할 수도 있는 장 이 있다.결국 동맹이라는 요소가

한미와 미일 간에 요한 변수로 취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새로운 군사 략을 확고하게 추진하기 해서 동맹을 강화했

다.미국의 핵심 략은 테러와의 쟁과 군사변 이었다.이를 달성하기

한 실천방안으로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발표하 는데,동아시아에서의 요한 동맹국인 일본,한국에게 동참을

요구하 다.결국 이러한 요구에 해서 한국 정부는 연루와 방기의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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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 빠지게 되었다.신종갑은 미군에 한 의존도가 낮은 사안일 경

우 연루의 험을 이기 해서 한국은 약한 공약을 제시하고,의존도

가 높은 사안의 경우에는 방기의 험을 낮추기 해서 강한 공약을 제

시하 다고 설명하 다.40)그는 연루-방기 모델을 통해서 약소국이라고

해서 강 국의 방기의 에 직면해서 결국 수용할 것이라는 다수의

주장에 해서 반박을 가하고 있다.동맹의 딜 마라는 틀로서 한미동맹

내부의 여러 쟁 사안들에 해서 체계 인 분석을 시도한 과 같은

정부 내에서 다소 상반된 결정을 내린 원인에 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 2 분석틀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북한 탄도미사일 을 기술·군사 으로

평가하고 방책을 제시한 것이 부분이었다.이러한 논문들은 정책 제

언에만 머무르는 아쉬움이 있었다.그 밖의 논문들은 국가의 의도를

악하는데 을 두고 있다. 분석과 아울러 해당 국가의 인식과 국

가 략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행동을 설명

해 내고 있다. (threat)과 인식(perception)이 국가 선호

(intention)를 결정하고 이것이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일리 있

는 주장이지만 이러한 변수는 측정하기 어렵고 주 인 성격을 띤다.

컨 일본과 한국이 북한에 해 느끼는 정도에 해서 평가하기

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사후 평가의 성격이 크다.코헨(Raymond

Cohen)은 ‘ 인식’을 ‘찰자인 정책결정자의 입장에 특정 요인이 조만

간 국가에 해가 될 것이라는 기 ’라며 군사· 략·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

서 일어날 수 있는 해악이라고 정의하 다.41)이러한 정의에서 볼 수 있

40)신종갑.2012.“참여정부의 한미동맹정책 연구 : 략 유연성 합의와 미사일방

어체제 불참결정 비교”.서울 학교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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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인식은 모호하며 제 로 악하기 해서는 심층 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 이를 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 비 에 붙

여지기 때문에 자료에 한 근이 제한된다.본 연구에서는 각 국의 국

방백서(일본의 경우 방 백서),외교청서 군사력 건설 계획42)등의 공

식 자료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식을 악하고자 한다.

인식과 함께 양국의 MD 정책 결정과정에 한 설명을 좀 더 보

완할 수 방법이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analysis)43)이다.기존의 방

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측정하기 곤란 상에 해서 분석하는 것이라

면 이를 보완하기 해서 MD 정책이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보다 실제에 가깝게 악할 수 있

다.권 주의 정부의 경우 권력이 통치자에게 집 되어 있어 지도자의

성향이 좀 더 강조되고 그들의 비이성 행태가 정책결정으로 이어진다

는 설명도 있다.44)하지만 국제정치학의 주류를 이루는 실주의 자

유주의 진 에서는 국가를 생존 혹은 이익을 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41)Raymond Cohen.1979.ThreatPerception in InternationalCrisis.The

UniversityofWisconsinPress.

42) 비스(RobertJervis)는 안보딜 마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공격방어의 균형을 이

루고 있는가와 공격방어의 구별이 가능한가라는 두 변수에 따라서 안보딜 마가

증폭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한다고 설명하 다.그는 무기의 성격을 공격 인

것과 방어 인 것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의 제를 받아들

이면,우리는 군사력 건설방향을 살펴 으로써 한 국가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

다.;RobertJervis.1969.“CooperationUndertheSecurityDilemma”,World

PoliticsVol.30,4.pp.167-214.

43)비용·편익 분석이란 국가 인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상되는 여러 안들(alternatives)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안을 도출하는 기술 방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PeterG.Sassone

andWiliam A.Schaffer.1978.Cost-BenefitAnalysis:AHand-bookAcademic

Press.

44)빅터 차(VictorD.Cha)는 북한을 상으로 하는 분석 에는 김일성·김정일의

개인 인 성향을 근거로 국가 행 를 설명하는 부류가 있다고 지 하 다.하지

만 이러한 분석 방법은 학문 이득이 없을뿐더러 증명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한을 합리 선택

을 하는 행 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빅터 차·데이비드 강.김일 역.

2007.『북핵 퍼즐 :빅터 차 vs.데이비드 강 여 략 논쟁』.서울:따뜻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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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 행 자로 보고 있다.다만 분석의 수 이 체계인지 단 인지 혹

은 이 두 수 을 모두 보는 것인지에 따라 분석틀이 달라질 뿐이다.이

러한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한국과 일본은 MD정책에 해서 면 한 손

익 계산을 할 것이며 이 과정을 비용·편익 분석의 틀로 악함으로써 설

명력을 높일 수 있다.

비용·편익의 분석은 본래 정부의 공공투자사업을 명하게 선정하는

데 이용되는 차와 방법을 다루고 있다.이 분석은 정부가 산을 지출

하는 국방,사회간 자본의 건설,자원개발,인력 리,과학기술 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의 다섯 가지

특성을 보인다.첫째,이것은 개별정부투자사업을 평가하는 경제 분석

의 한 분야이다.둘째,비용-편익 분석은 기업차원의 재무 분석과 달

리 사회 는 국민경제 체의 에서 비용과 편익을 악한

다.셋째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에서 추진하고 운 하는 과정에서 발

생할 것으로 기 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단기 시각이 아니라 장기

시각에서 종합 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한 이것은 실 인 측면을

고려한 실무 인 분석방법이다.기본 인 분석의 논리는 미시경제학의

기 이론에 근거하고 있지만 실 용을 해 많은 응용이 분석 과정에

서 채택된다. 한 안의 제시에 있어서도 정치 ,사회 는 문화

제약 등 실 인 요인에 한 고려가 요한 비 을 차지하게 된다.마

지막으로 비용-편익 분석은 객 인 방법이다.따라서 올바른 의사결정

수단의 하나로 인정받기 해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가 객 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45)이러한 특성과 아울러 비용-편익 분석은 개량화

의 어려움이라는 한계를 가진다.하지만 이러한 한계로 인해 믿을 수 없

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오히려 비용-편익 분

석은 분석 상에 해서 장단 을 나열하고 이에 근거한 단을 정리하

는 조직화한 사고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46)측정할 수 있는 것은 최

45)김동건.2004.『비용-편익 분석』 박 사.pp.2-4.

46)EdwardM.Gramlich.1981.Benefit-CostAnalysisofGovernment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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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정하고,측정할 수 없는 것들은 그 로 지 하여 최선의 선택에 이

르도록 도와주는 기법이 바로 비용-편익 분석인 것이다.MD체계는 다

양한 무기체계로 구성된다.미국의 경우 여러 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을 방

어하게 된다.한국과 일본의 경우 이러한 각 단계의 방어체계를 구비하

기에는 재정 ·기술 무리가 따른다. 한 비용-편익 측면에서도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산의 가용범 와 지리 여건에 따른 군사 효용

성을 감안해서 단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변수들은 국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해 다.

하지만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 MD는 세계 인 차원의 문제이다.따

라서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정책 결정과정을 실성 있게 설명하기

한 국제정치 분석이 필요하다.이를 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

은 바로 미국과의 동맹 계이다.한국과 일본은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비 이 매우 높다.한국은 6.25 쟁 이후로 북한의

군사력에 해서 균형을 이루기 해 혹은 도발을 방지하기 해서 미국

의 군사력에 크게 의존하 다.일본 역시 패 이후 군 보유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요시다 독트린47)을 발표하고 자국 토 내로 침략하는

에 해서만 방어력을 가지는 제한된 형태의 자 권만 보유하고 이외

의 안보 에 해서는 미국에게 의존하는 략을 취하 다.따라서 양

국은 미국과의 동맹 계에 있어 방기의 에 노출되기 쉽다.미국이

자신의 세계 략을 수행하면서 동맹국들에게 얼마큼의 압력을 행사하느

냐가 한·일이 MD 정책의 참여여부에 요한 변수이다.어느 국가이든

당장 안보가 받는 상황에서 동맹국의 증가된 요구를 거 하기란 쉬

Prentice-HallInc.;김동건.2004.『비용-편익 분석』 박 사.에서 재인용.

47)태평양 쟁과 미군 령 이후 일본 외교정책의 이념은 평화헌법에 노정되어 있듯

이 ‘평화국가’로서 경제를 시하는 요시다 시게루 수장의 보수본류 노선을 따랐

다.1946년 헌법개정을 한 마쓰모토 원회의 미야자와는 헌법개정의 이념을

평화국가의 건설이라고 주장했고,평화헌법 제9조에 의해 일본은 쟁과 군 를

포기하고 미·일 안보조약에 의해 일본의 방 를 책임지는 자 를 보유하도록

했다.김성철,『일본외교와 동북아』,세종정책총서 2006-2, 주:한울(2007),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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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일이 아니다.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방기의 을 피하기 해서는

강한 공약으로 동맹의 가치를 확인시켜주어야 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MD 이슈와 련된 한미동맹 는 미일동맹의 역학 계를 살펴보고

자 한다.이를 해서는 미국의 군사 략의 변화과정과 외교·국방 채

을 통한 언 을 통해서 각국이 가지는 연루와 방기의 험을 분석할 것

이다.

두 번째 외부 변수는 국의 압력이다. 국은 미국이 일방 으로 추

진하고 있는 MD 에 해서 지속 인 반 의사를 표명해왔다.우선

MD 정책은 지구 차원의 략 균형과 안정을 깨뜨릴 험이 있고,

보다 구체 으로 동아시아 지역 안정과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시도라고

국은 주장한다. 국은 미국의 주도하에 일본의 군사 국화와 만의

독립을 조장함으로써 국익에 치명 인 손실을 래할 것이라고 평가한

다.48) 한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될 경우 국 감시체계를 구축함

으로써 미국에 한 핵 억지력에 심 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 우려하

고 있다.49) 국의 반발은 일본과 한국에 실질 인 보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근거로 2010년 9월 7일 센카쿠 열도에서 일어난 일본 해상순

시선과 국 어선의 충돌사태를 들 수 있다.당시 국은 항주시의 토요

타 임원을 뇌물공여죄로 구속하고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 다.50)물론 경

제 제제가 국의 경제에도 타격을 수 있으므로 장기 으로는 계속

48)김재 .2004.“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에 한 국의 인식과 응 략”.『국

가 략』 10권1호.pp.37-74.

49)시진핑 국 국가주석이 방한하기 이틀 기자회견에서 류 민(劉振民) 국

외교부 부부장은 “시 주석은 미국의 한국에 한 MD배치 계획에 해 어떤 의

견을 제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이 동맹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으로

는 한국은 미국이 요구한 문제에 신 하게 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2014.8.26.

50)등소평 국가주석이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에서 “ 동에 석유가 있다면 국

에는 희토류가 있다”라고 공언한데서 알 수 있듯이, 국은 이 부터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략을 구사하고 있었다.각종 첨단 자기기에서 필수 인 자원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이를 확보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당시 일본의 국 희토

류 의존도는 90%에 육박하 다.; 외경제정책 연구원.2010.『지역경제포커스』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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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지에 해서는 의심스럽지만 당시 국의 단호한 응은 일본

의 외교 패배를 가져왔다.마찬가지로 MD문제에서도 역시 국의 반

발이 상된다.특히 한국의 경우 외 무역 의존도를 살펴보면 국의

향력이 압도 이다.51)만약 국이 한국의 MD 편입에 해서 강경하

게 응할 경우 한국은 큰 손실을 입을 가능이 있으며,한국 정부도 국

내기업,국민여론의 큰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하지만 이러한

국의 반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될 것으

로 보이며 반비례할 것이다.북한의 핵개발과 함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증가하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이 MD 편입하게 되는 근거가 되고 이를

반 한 국의 명분을 약화시킨다.따라서 북한 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의 압력과 보복으로 인한 한·일의 손실은 감소한다.

북한의 과 인식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에 근거한 순익 분석과 연

루와 방기 을 종합 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 국의

반발로 발생할 것으로 상되는 손실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이 증가할수록 그 명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 제재와 같은 극

인 항은 어들 것이다.하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내수시장도 좁고 수

출의존도도 높으므로 국의 제제로 인한 손실이 상 으로 클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보다 국 변수를 표 한 B선의 y 편이 크므로 B

선이 B́선 보다 더 높게 그려진다.

편익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 기의 탄도 미사일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군사 편익이 비교 크지 않다.이미 장거리 야포와 단

거리 탄도미사일의 에 해서 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 미

사일이 개발된다고 해서 추가 인 군사 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한 미국 MD 체제에 편입하게 된다면 패트리엇 포 (PAC-3)와 이지스

(Aegis)구축함에 SM-3미사일 탑재,사드(THAAD:TerminalHigh

51)2003년 이후로 국 무역의존도가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하여 2007년부터

20% 를 유지하여 미국의 두 배이다.이는 미·일을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이다.

『동아일보』.2010.2.2.



-28-

그림 1.한국과 일본의 비용-편익 분석

AltitudeAreaDefense)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기 편익은 미미한 상태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기에 공동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술습득

의 효과가 크고 일본의 우주개발에 있어서 시 지 효과가 나타났다.군

사 으로도 일본 역을 사거리로 두고 있는 포동 미사일에 해서 확

실한 군사 편익을 얻을 수 있다.북한 탄도미사일 이 증 할수록

美 MD 편입에 따르는 군사 효용성은 증 할 것이다.한국의 경우 일

정 정도 이상 북한 탄도미사일 능력이 증가하면 결국 군사 편익은 증

될 것이다.즉 많은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기 비용이 군사 편익보

다 크지만 북한의 군사 증 에 따라 이에 비할 필요성이 차 증

가한다.결과 으로 순편익은 증가할 것이다.

A+선,A-선,C+선,C-선은 한국과 일본이 동맹으로 인해서 겪는 방

기와 연루 에 따라서 편익이 증감하는 것을 표 한 것이다.A+선,

C+선의 경우 방기의 이 증가한 상황을 나타낸다.이때 MD에 편입

할 경우 군사 인 편익과 아울러서 정치 인 이익도 동반 상승한다.따

라서 순편익은 체 으로 높아진다.방기의 험에 처했을 때 역으로

동맹을 공고히 함으로써 체 인 편익이 증가한다.A-,C-선은 연루

의 에 처한 양국이 MD에 편입함으로써 군사 ·정치 손실을 겪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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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상황을 나타낸다.양국이 원하지 않는 동맹의 요구로 이 요구를 승

낙할 경우 편익은 감소한다.궁극 으로 A선(한국의 편익)과 C선(일본의

편익)이 B선( 국의 )과 χ축에서 만나는 지 (북한 미사일 정

도)을 확인할 수 있다.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작은 북한 에서 교차

이 형성되고 있고 이는 일본이 북한 기에 미국 MD정책에 편

입한 사실을 설명해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이 국가 내부에서 어

떤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국가가 합리 행 자임을

제로 미 MD 편입이 가지는 비용-편익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이 의 연구들은 북한의 기술·군사 능력에만 으

로 두고 이에 한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는 제로 응 방안을 나열하

는 수 에 머물거나 정부의 이념, 략,정책을 분석하 다. 실주의

는 신자유주의 이론 제를 기반으로 하므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

겠으나 증가에 따라 정부가 마주하게 되는 비용-편익의 역학 계

(dynamics)를 분석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와 아울러서 본 연구

는 외부요소인 연루-방기 과 국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각 국의 미

사일 방어정책 결정과정에서 핵심 인 외부 변수 향을 반 하 다.이

러한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왜 일본이 한국과 달리 북한

기에 미 MD 에 참여하 는지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편승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걷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다.그리고 한국의 독자 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구축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경

우에 따라 미국 MD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시기는 북한의 과 비용-

편익,동맹, 국의 압력이라는 역학 계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

을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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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북한 탄도미사일 과 인식

제 1 북한 탄도미사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은 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

사일을 보유한 5 핵보유국(미국, 국,러시아, 국, 랑스)을 제외하

고서 이란,인도, 키스탄,이스라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특히

2012년 2회에 걸친 미사일 발사 실험은 북한 탄도 미사일이 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을 보여주었다.2012년 4월 북한은 인공 성이라고 주장

하는 ‘명성 3호’를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한다고 발표하 고 4월

13일 발사하 으나 실패하 다.52)하지만 그 해 12월 12일 은하 3호는

발사에 성공하 다.한 문가는 “은하 3호를 륙간 탄도미사일(ICBM)

로 환하면 500kg의 핵탄두를 실을 경우 최 7,300km,최소 6,500km

의 사거리가 나온다.그리고 1톤의 핵탄두를 실을 경우 사거리는 4,800

∼5,800km이다.”라고 분석하 다.53) 기권 재진입과 같은 기술 문제

만 해결되면 즉시 미국 본토에까지 이르는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북한

이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능력을 핵무기 개발과 함께 발 시켰다.핵무기를

효과 으로 사용하기 한 수단은 항공기,수상함,잠수함 등이 있다.하

지만 유사시 한·미의 항공력에 응하여 제공권을 확보하기 힘

52)『경향신문』2012.4.13.

53)핵탄두 량, 기권으로 재돌입하기 해 핵탄두의 방향을 돌리는 데 사용되는

추진체(PBV)의 량(1,000kg)등을 고려한 시뮬 이션 로그램을 구동한 결과

이다.2013년 2월 13일 장 근 한국항공 교수가 한반도 선진화 재단에서 이를

공개하 다.그는 “북한이 미사일기술을 90% 이상 국산화했고 한국의 미사일기

술보다 15년 앞섰다”고 덧붙 다.그러나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ICBM으로 환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목표물을 공격하기 해 기권으로 다시 돌입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재돌입 기술을

시험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국 랑스 국 일본 등 6개국뿐이다.;『동아일보』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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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CUB-BSCUD-C 노동 무수단
포동

1호

포동

2호

포동

3호

사거리

(km)
300 500 1,300 3,000이상 2,500 6,700

1,300km

(북한주장)

탄두 량

(kg)
1,000 770 700 650 500 650∼1,000 미상

비고 작 배치 작 배치 작 배치 작 배치 시험발사 개발 개발

자료: 한민국 국방부.『2012국방백서』 일반부록6.p.292.수정

표 1.북한 미사일 제원

든 북한의 경우 상 으로 즉각 인 응이 가능하고 빠른 속도를 가진

탄도 미사일은 가장 효과 인 투발 수단이다.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이

을 가진 탄도미사일을 일 부터 개발해왔다.1960년 부터 탄도미사일

과 핵 개발능력 확보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개발

기에는 주로 미사일을 도입하는데 역 을 두었다.당시 주로 소련으

로부터 로그(FROG)계열54)미사일을 들여와 력화하 고,이후 이를

모방하여 생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국과 미사일 공동 개발 로젝트

를 추진하 다. 국과의 조체제 이외에 이집트와 력을 추진하여

1976년에는 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 2기를 구입하고 1981년에는 미

사일개발 력 정을 맺었다.55)이후 1984년 동해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54) 로그(FROG)로켓은 freerocketoverground의 약자로 북 서양 조약기구

(NATO)에 의해서 명명되었다. 소련에서 개발되었으며,다양한 버 으로 생산

되었다. 로그 장거리 포병 력에 포함되는 무유도 로켓이며 유도되지 않으므로

정확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Duncan Lennox.2011.“R-65 (9M21/52,

Luna-M/FROG-7)”.Jane’sStrategicWeaponSystems.

55)1975년 4월 김일성이 북경을 방문하여 국의 기술 경험을 통해 북· 공동으로

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으며 그 결과 동풍-61의 사업이

1977년부터 시작하여 1978년까지 1년간 공동 개발하다가 국 장성의 인사이동

으로 단하 다. 국과의 탄도미사일 제휴가 어려워지자 북한은 이집트와 연계,

1979∼1981년 동안 몇 의 스커드-B미사일과 이동발사 를 제공받아 독자 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스커드-B는 액체연료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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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발사하 다.56)1987년에는 북한이 직 스커드-B미사일을 양산하

기 시작하여 이란에 수출하기도 하 다.1988년에 황해도 서부 선

에 치한 제 4군단에 미사일 연 를 창설하 다.이로써 서울과 미군

기지를 직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이듬해 스커드-C형

미사일을 개발하 으며 사거리 500km와 탄두 량 700kg에 이르는 능

력을 가지고 있다.91년 이동식 발사 를 개발하여 스커드-C 미사일로

무장한 미사일여단을 만들었다.그리고 다음해 시리아와 이란에 300여기

를 수출하 다.57)북한은 이 두 종류의 미사일을 80년 반부터 90년

반까지 연간 50〜100발을 생산하 다.그리고 북한은 80년 말부

터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며 그 당시에 나온 미사일이 바

로 ‘노동’미사일이다.93년 동해로 발사되면서 550km를 비행하 지만

정확한 미사일의 성능은 알 수 없었다.하지만 키스탄의 가우리

(Ghauri)-2와 이란의 샤하 (Shahab)-3의 모체 음이 밝 지면서 그 성

능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노동 1호의 추력은 스커드의 두 배 이상으

로 밝 졌고 로켓 개발에 있어서 북한이 상당한 수 에 도달했음이 밝

졌다.58)

1998년에는 포동 1호가 발사되었다.미·일은 북한이 이 미사일을 95

년부터 개발해왔으며 1단계 로켓은 김책시로 부터 375km 떨어진 동해에

며 고성능 폭약 800kg을 탑재하고 300km를 비행한다.강철 탄체에 연로는 로

신이고 산화제는 질산으로 이 미사일의 단 은 발사 후 탄체와 탄두를 분리하는

기술이 없고 정교하지 못해 원형공산오차가 1,000m 정도이다.;홍성표.2006.

『북한』.북한연구소.No.416.p.99.

56)국회도서 .2009.『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진피앤 러스 pp.4-6.;

부분의 주요 재질과 장비,부품은 외국에서 도입했으며 스커드-B(북한명칭:화성

-5호)원형의 시험발사가 무수단리에서 실시되었으나 5발 3발이 성공,2발이

실패하 다.화성-5호의 본격 생산은 1985〜86년이고 1991〜92년까지 생산하면서

화성 6호(스커드-C)를 화성-5호의 시설을 그 로 이용하 다.홍성표.2006.『북

한』.북한연구소.No.416.p.99.

57)이 게 동으로 수출된 미사일이 2004년 기 으로 460여기에 이른다.IISS.

2004.NorthKorea’sWeaponsPorgrammes:A NetAssessment.International

InstituteforStrategicStudies.pp.64〜67.;홍성표.2006.『북한』.북한연구소.

No.416.p.99.에서 재인용.

58)일본 『군사연구』2005.1.pp.82-83.;Ibid.p.10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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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하 으며,2단계 로켓은 일본 미사와 북동쪽 580km 지 에 떨어졌

다고 발표하 다.이에 해서 북한은 이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인공

성 “ 명성 1호”를 지구궤도에 진입시키기 한 로켓이라고 주장하

다.59)9월 15일 미국은 포동 로켓은 3단 분리 로켓이었고 인공 성을

우주로 보내는데 실패하 다고 발표하 다.하지만 포동 미사일이 가

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먼 사거리가 향상되었고 이 에 없던 다단

로켓이었다.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3단 로켓이고 찰한 내용에 의하더

라도 최소 2단 로켓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 확인되었다.그리고 탄도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요한 장애물인 탄두와 탄체가 분리하는 것에 성

공하 다는 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

다.60)이로써 일본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본격 으로 구축할 수 있는 동

력을 얻게 되었다.특히 포동 미사일 실험에서 발사 경로가 일본 열도

를 넘어서 태평양에 떨어지면서 북한 미사일에 한 일본 여론의 심을

환기시켰고 비공식 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미·일간의 미사일 기술 력

교류를 공식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논의의 수 에 머무르던 미·일

간의 미사일 기술 교류 력이 98년 9월에 미·일 안보 의회(외무·국방장

2+2회의)를 통해서 TMD공동 기술에 합의하 다.주변이 바다라는

지리 이 과 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 을 가진 양국은 해상

배치형(sea-based)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데 력하기로 하 다.

포동 미사일이 주는 군사 인 의미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개입을 억

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은 일본에

량의 군수물자를 배비하고 있다.이는 명백하게 동북아에서 쟁이나 무

력 충돌이 일어날 것에 비한 것이다.따라서 남북한의 무력 충돌 시

미국은 한국의 비상사태에 해서 개입하게 될 것이다.61)이러한 일련의

59)국회도서 .2009.『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진피앤 러스.p.19.

60)김재천.2003.“북한 미사일 발사문제와 동북아 지역안보:1998년 포동 1호 미

사일 발사와 한·미·일 삼국의 략 응”.고려 학교.pp.12-13.

61)배상기.2008.“미국 태평양사령부의 군사안보 역할 연구 :한국안보를 한

활용방안의 분석”.경기 학교 정치 문 학원.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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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한미 연합사령부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증원 력의 크기와 시기

에 한 계획을 수립·변경한다.62) 포동 미사일은 이러한 미국의 개입

을 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이다.일본에서 미군이 출

동하기 에 군사와 물자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핵과 결합하여 일본을

하게 되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도 군사력 개에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1991년에 발발하 던 걸 에서 이라크가 아랍세력

을 결집하고 이스라엘을 자극하기 해서 스커드 미사일을 이용했던 사

례를 통해서 보면 북한이 정치·군사 이익을 해서 일본을 군사 으로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특히 면 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북한의 경

우 미국 증원 력에 한 공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바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이 포동이다.서두에 언 한 바와 같이 북한

은 제공권(制空權)혹은 제해권(制海權)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로켓이

나 잠수함을 이용한 방법이 효과 이다.바로 이러한 에서 포동 미

사일 시험발사는 한국과 일본,미국 3국에 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은 탄체 분리 기술 등 탄도 미사일을 향상시키기 한 노력을 게

을리 하지 않았다.2006년에 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 는데 이는 3

단 분리 기술을 향상시키고 안정화시켜 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

발하고자 했다.때마침 이란이 성발사에 성공하고 이를 성발사라고

주장하면서 북한도 이에 고무되어 미사일 실험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한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 해서 우주의 평화 이용은 국가 고유의

주권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개될 실험에 하서 정당성을 부여

하 다.북한은 같은 해 7월 5일 총 7개의 미사일을 발사하 다.이

62)1978년 박정희 통령이 한·미 연합사령부를 창설하고 시,평시 작권을 미

군에 넘긴 가장 큰 이유는 인계철선 논리 다.만일 북한이 6·25와 같은 규모

남침을 감행할 경우,연합사라는 기제를 통해 미군의 자동 개입을 담보하자는 구

상이다.이와 련해 미국이 지상군 69만명, 투기 2000 ,항공모함 5개 투단

과 함정 160여 척을 쟁 개시 100일 이내에 한반도에 투입한다는 ‘작 계획(작

계)5027’은 하나의 신주단지처럼 간주되어왔다.문정인.『시사인』.375호.2014.

11.20.;미군의 증원 규모에 해서는 다양한 이견(異見)이 있지만 어떤 형태이든

한반도 유사시 군사 지원이 있을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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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요한 의미를 가지는 포동 2호 미사일은 40 간 비행을 하다가

미사일이 부러져 동해에 추락함으로써 미사일 실험은 실패하 다.63)북

한은 당시 교착 상태 던 6자 회담에 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조속한 정

치 해결을 구할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

다. 한 그 해 10월 7일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

고 강력한 유엔 제제에 착하게 되었다.북한 입장에서는 2005년 9월

19일 6자 회담에서 진 을 보았지만 이어서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BDA)은행에서 북한 자 을 동결함으로써 정권 안보 차원에서 기를

맞이하 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일련의 미사일 핵실험을 감행

한 것으로 보인다.당 북한의 포동 미사일은 정상 으로 발사되었더

라면 사거리가 6,000km를 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미국 하와이와

알래스카에 다다를 수 있는 거리이다.이에 미국은 신속한 MD체계 구

축을 해 2006년 산을 증액하 고 알 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의 방어

미사일이 확충되었다. 포동 2호 미사일은 륙간 탄도 미사일(ICB

M)64)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북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발사시험에 실패함으로써 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은 완 히 갖추지

는 못한 것을 명이 되었지만 무수한 부품으로 이루어진 미사일이 완벽

하게 작동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이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

진 미국도 로켓 발사 시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북한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술 수 을 과소평가하기는 어려

운 일이다.그리고 2007년에 무수단 미사일을 실 에 배치한 북한이

포동 2호 의 미사일을 제외하고서는 기술수 이나 신뢰도에서 자신감

63)합동참모본부는 (9월)17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하여 한미 군사정보 당

국과 우리측 문 분석기 이 최종 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포동 미사일이 발사 40 만에 한 결함이 발생해 공 에서 부러졌고 미사

일 본체는 발사 인근 동해 해안가에 추락했다는 결론이다.합참은 그러나 일부

에서 제기하는 공 폭발설에 해서는 “한미 합동정보 분석과 다르다”며 “공

에서 부러진 것이 정확하다”고 강조했다.『한국일보』 2006.9.17.

64)STAT Ⅰ 조약(냉 시 미·소간의 핵무기 감축 상 결과로 맺어짐)에서는 사

거리 5,500km 이상의 미사일을 륙간 탄도 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Missile)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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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다.북한이 직 실험하지 않더라도 미

사일을 수출한 국가들의 실험 자료를 참고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실 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65)같은 계열의 미사일을 북한과 이란이

상호간에 실험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미사일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한 당시에 발사된 스커드 노동 미사일은 목표지 에 비교 정확하

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탄체 분리기술과 같은 일부기술을

제외하고 이미 안정 인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스커트 노동

미사일의 신뢰성이 높아짐과 더불어 지속 인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북한에 한국의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2006년에 로켓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이 의 결함을 보완해서 2009년

4월 5일에 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 다.한·미 정보당국은 이미 2월

3일경 로켓 부품들이 함경북도 화 군 무수단리로 이동한 것을 포착하

다.이후 11일에는 로켓 설비가 추가 으로 이동하 으며,북한 당국은

‘시험통신 「 명성 2호」 발사 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하 다.그리고

3월에는 인민군 총참모부가 발사되는 로켓은 성이므로 이를 요격할 시

에는 보복하겠다고 공언하 으며 추가 으로 북한 당국은 국제민간항공

기구에 로켓발사 시 과 궤도 좌표를 통보하 다.좌표를 제공한 은

이 발사 때와 달라진 인데,이 의 발사에서 선박과 항공기에 한

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강한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성 확보 차원

에서 미리 발표한 것이다.66) 한 비교 정확한 좌표를 미리 제시한 것

65)미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 원회(DFB)의 리엄 슈나이더 원장은 2006년 9월

29일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포동 2호의 발사 실패 원인에 해 “액체

연료를 탱크 내에서 장기간 보 하면서 미사일에 부식이 생긴 것이 계기가 다”

고 밝혔다. “일반 으로 북한이 이란에 해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란도 북한에 첨단 기술을 유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지원으로

개량된 거리 탄도미사일 ‘샤하 (Shahab)-3’의 기술이 북한에 넘겨져 포동 2

호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 했다.

66)1998년 9월 22일에서 10월 2일,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CivilAviation

Organization)는 다음과 같은 총회결의를 발표하 다.북한을 거명하지는 않았지

만 로켓 추진체 발사가 사 통고 없이 행해져 민항기의 안 운항에 험을 야기

하 음과 이의 재발 방지를 한 노력을 각국에 구하 다.그리고 같은 해 12

월 21일에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해사안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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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로켓 개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하 다는 자신감의 표

으로 보인다.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제를

겪은 북한은 ‘명성 2호’라는 명칭의 성을 발사한다는 명분을 내세움

으로써 정당성 확보에도 힘을 기울 다. 포동 미사일과 유사한 샤하

(Shahab)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은 자국의 로켓실험을 성발사라고 주

장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제를 약화시키려 하 는데 북한은 이와 유사한

략을 사용하 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이후 지속 인 유엔의

반 결의 미사일 부품 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UN 안보리 결의안 1718호’67)를 반하고 있다면서 강하

게 우려를 표시하 고 미국은 요격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리고 B-2스

텔스 폭격기를 으로 진 배치하는 등 군사 비태세를 증강하 다.

하지만 이후 미국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서 요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

다.이명박 통령도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에 군

사 으로 응하는데 반 한다고 언 하 다.68)결국 북한은 앞서 언

한 로 4월 5일 오 11시 30분 15 에 로켓을 발사하 다.한국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물체의 발사 각도를 고려할 때 로켓이 아닌 우주발사체로

단된다고 논평하 고 북한은 그 날 오후 인공 성 명성 2호가 성

궤도에 진입하 다고 발표하 다.미국 당국은 이를 부정하면서 각 단계

별 로켓은 제 로 작동하 지만 성을 궤도에 올리는 것은 실패하 다

고 반박하 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이 의 문제 을 상당 부분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회람하 는데,북한의 로켓 추진체 발사가 항해안

에 심각한 험을 래할 수 있으며,회원국들에게 유사한 행 의 자제를 구

하 다.국회도서 .2009.『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진피앤 러스.p.

29.

67)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회원국 토,국민,선박

을 통해서 무기와 사치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북한 핵 혹은

미사일에 련된 개인 단체가 가지는 회원국 내의 자산을 동결한다.핵과

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련된 사람의 회원국 입국이나 경유를 지한다.즉,무기

와 사치품,돈,인 교류를 원천 쇄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결의안이다.이 결의안

이 과거의 결의안과 달리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 수 의 재재결정이다.『유

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68)『연합뉴스』.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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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했다는 이다.그리고 이번 실험에서는 2006년의 사례와는 다르게

1,2차 로켓은 비교 성공 으로 작동하 다.사거리에 있어서도

3,200km를 날아가면서 발사 후 40 만에 폭발했던 이 발사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다만 당 목표 던 성을 궤도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는 실패하 는데 추진력이 다소 모자랐던 것으로 보인

다.북한 미사일의 성궤도 진입 실패에 한 문가의 추정은 2단계

와 3단계로켓이 정상 으로 분리되지 못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

다.69)

반의 성공을 거둔 북한은 포동 2호의 개량을 멈추지 않았다.그

로부터 3년이 지난 2012년에 북한은 ‘명성 3호’로 명명한 인공 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하 다.4월의 1차 발사는 실패로 돌아갔다.하지만

같은 형태의 두 번째 로켓을 12월에 발사하 고 이번에는 성공함으로써

인공 성을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하 다.이로써 북한은 인공 성을 우

주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달성하 다.국방부는 서해에서 은하 3호

의 1단계 로켓의 잔해를 수거하 으며,이를 통해 미사일 성능과 부품을

조사하 다.해당 조사에 따르면 북한 로켓은 500kg의 탄두를 장착할 경

우 1만 km 이상을 비행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었고,산화제(로

켓 연료)의 성분으로 볼 때 우주 발사체보다는 륙간 탄도미사일

(ICBM)기술을 개발하려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70)북한은 ‘은

69)항공우주연구원 박정주 박사는 "2·3단이 분리되지 않았거나 분리 지만 3단이

제 로 화하지 못한 게 실패의 결정 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성 문가에 따르면 "3단은 1·2단과 달리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데,고도 100㎞

이상의 온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고체 연료에 불을 붙이는 것은 쉬운 기술이

아니다"고 한다.『조선일보』.2009.4.7.

70)군 당국은 2012년 12월 14일 새벽 청해진함이 군산 서쪽 160km 해 에서 수거

한 1단 추진체 잔해를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옮겨 18일까지 분석하 다.분석

에는 국방정보본부와 국방정보사령부,항공우주연구원 등 각 기 42명이 참석하

다.발견된 잔해는 연료가 연소할 수 있도록 산화제를 공 하는 산화제 통으로

밝 졌다.북한의 로켓의 연료는 조사결과 연질산으로 밝 졌는데 이는 상온에

서 장기 보 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우주발사체 개발보다는 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사용된다.국방부 계자는 “우주발사체에 연질산을 사용하는 나라

는 거의 없다”며,“우주선진국에서는 연질산은 불임을 유발하는 독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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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국의 미사일 개발계획 참여,미사일 기술 획득(추정)

1976∼1981
소련제 SCUD-B미사일 발사 를 이집트로부터 도입

역설계/개발

1984년 4월 SCUD-B미사일 최 시험발사

1986년 5월 SCUD-C미사일 시험발사

1988년 SCUD-B/C작 배치

1990년 5월 노동미사일 최 시험발사

1991년 6월 SCUD-C미사일 발사

1993년 5월 노동미사일 시험발사

1998년 노동미사일 작 배치

1998년 8월 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북한 성발사 주장)

2006년 7월 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 노동·SCUD미사일 발사

2007년 무수단 미사일 작 배치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개량형 포동 2호)발사 (북한 성발사

주장)

2009년 7월 노동·SCUD미사일 발사

2012년 4월
장거리 미사일(개량형 포동 2호)발사 (북한 성발사

주장)

2012년 12월 은하 3호( 명성 3호)발사

자료: 한민국 국방부.『2012국방백서』 일반부록6.p.292.수정

표 2.북한 미사일 개발 경과

하 3호’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데

한 발짝 다가서게 되었다.하지만 ‘은하3호’에서 보여주지 못한 륙간

친환경 인 액체산소를 산화제로 사용한다”고 밝혔다.『조선일보』20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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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ICBM)의 요한 기능은 바로 기권 재진입 기술이다.‘은하

3호’는 인공 성을 우주에 보내는 것이 목표이지만 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목표이다.바로 이

에서 아직까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미국의 본토를 한다고 단언

하기는 이르다는 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71)하지만 다수의 문가들

은 북한이 륙간 탄도미사일(ICBM)개발에 요한 발 을 마련했다는

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 부터 지 까지 40년 간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기

미사일을 복제하는데 그쳤으나 소련, 국, 동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서 성능을 지속 으로 발 시켰다.2012년 포동 2호의 계량형이자 북

한 명칭 ‘은하 3호’를 발사하는데 성공함으로 인해서 로켓 기술을 내외

에 과시하 다.특히 2012년에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 되는 해로써 북한

국내 으로는 아주 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기 다.한국의 ‘나로호’발

사와 시기상으로 맞물리면서 로켓발사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유리하

다.북한 입장에서는 한국과 같은 성발사 로켓이므로 로켓발사는 정

당한 권리라는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외 으로는 미국과 한국이 새로

운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말에 북한이 목표한 로켓

발사를 마무리하여 새로운 정부와의 상에 부담이 되지 않게 만들고자

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 기부터 탄도미사일의 략 효과에 해서 집

하 다.1965년 김일성은 탄도미사일 개발 방향을 제시하 다.그는 함

흥 군사 학을 설립하면서,“만약 쟁이 일어난다면 미국과 일본이 참

하게 될 것이다.그들의 참 을 막기 해서 우리는 일본까지 날아가

는 로켓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따라서 함흥군사 학

71)러시아 미사일 문가로 알려진 블라디미르 세 사회정치연구센터 소장

은 “북한의 로켓기술은 아직 1960년 소련 미사일 수 에 머물고 있다”며 “북한

이 핵 탄두를 실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갖췄다는 주장

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지 하 다.보통 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사거리

5500km 인 을 감안하면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3000∼4000km 수 이 될 것이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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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인력을 배양해야하는 소명을 지녔

다.”고 말했다.72)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본래부터 존재의 이유가 바로 미

군의 한반도 진출을 막기 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유사시 량의 인

물 자원이 한반도에 진출하게 되어있으며,한미 연합군 작 계획들

은 이러한 증원 력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어있다.정 정 이후 미국은

한국에 극 인 원조를 보내주었고 안보불안을 잠식시키는데 크나큰 역

할을 하 다.73)특히 1978년 한미연합사의 창설은 이러한 작 수행을 제

도화했다는 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기존의 한미의 안보보장 체제는

미국의 일방 인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면이 강하지만 데탕트 분 기

와 베트남 에서 실패 등의 이유로 미국은 일방 인 안보보장 체제가 부

담스러운 상황이었다.이러한 분 기에서 발된 주한미군 감축 정책과

유엔사 해체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해서 한미연합방 체제가 출범

하게 되었다.한미연합사는 국가별·기능별 통합구조로 국 에 상 없이

기능별로 편성되어 있다.74)다시 말해 한미상호방 조약이라는 제도

72)YunDukmin.2005.“HistoricalOriginsoftheNorthKoreanNuclearIssue:

Examing20YearsofNegotiationRecords”.KoreaJournalwinter2005.p.14.;

JosephS.BermudezJr..1999.“A HistoryofBallisticMissileDevelopmentin

theDPRK.”OccasionalPaperNo.2.Monetery.California.p.2.정규수.2012.

『ICBM,그리고 한반도:북한과 한반도 주변 열강의 탄도탄』.지성사.pp.

77-78.에서 재인용

73)1954년 한미상호방 조약이 성립됨에 따라서 공식 으로 한미군사동맹은 1960

반까지 별 무리 없이 운 되었다.이 시기에는 동맹으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계이기 보다 한국이 미국의 원조에 으로 의존하는 상황이었다.그러

나 이러한 계가 조 씩 이 가기 시작한 것은 1961년 5.16군사정부가 등장하

면서 다. 한 국제 으로 1969년 닉슨 독트린과 데탕트 분 기 그리고 카터 행

정부의 등장이 한국정부를 극심한 안보불안에 빠뜨리게 되었다.심세 .2008.

“한미연합방 체제의 형성과 구조:한미연합군사령부의 창설과정을 심으로”.

앙 학교 학원.pp.33-34.

74)국가별·기능별 통합지휘구조는 동맹국 간의 정에 의해 연합작 시 지휘의 통

일이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지휘 계로 참가국의 표자로 구성된 통합참모

부가 만들어지고 사령 직은 회원국에 지명되어 부사령 은 통상 다른 주요 참가

국 표로 지명되는 경우가 많다. 컨 한미 연합사령부의 경우 사령 은 미군

4성 장군이고 부사령 은 한국군 4성 장군으로 구성된다.이러한 구조의 표

인 는 한미 연합사,NATO 등이 있다.그 밖에도 미일 동맹에서 나타나는 병

립 지휘구조가 있는데,이는 연합군의 지휘구조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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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만들어진 한미연합사령부에 양국의 통합된 참모부가 있고 최고 지

휘 과 각 구성군 사령부 구성원들이 각 직 에 동수로 편성되어있다.

이러한 한미연합사령부는 다른 형태의 동맹 구조에 비해서 견고한 결속

력을 가진다는 장 이 있으며, 표 인 병렬형 구조인 미일동맹에 비교

해볼 때 분명한 차이 을 보인다.병렬형 구조에서는 상황발생시 해당

사건에 한 연락을 취하는 정도인 반면 국가별·기능별 통합구조에서는

연합군 병력을 보다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고,한 국가의 취약한 부분

을 다른 국가가 보완해 수 있는 장 이 있다.따라서 유사시 즉각

인 응 측면에서 보면 국가별·기능별 통합이 보다 유리하다.75)

북한도 한국과 유사하게 북 조약,북소조약을 맺었다.특히 북 계

는 한미동맹과 마찬가지로 6.25 쟁에서 함께 싸운 맹(血盟)이다.76)

북 동맹 역시 한미동맹과 마찬가지도 부침을 겪었다.일 이 소련과

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북한은 소련과의 계가 소원해졌고,소련보다

는 국에 더 의존하고 있었다.그러나 한미동맹의 약화와 마찬가지로

북 동맹도 미국과 국의 데탕트와 맞물려서 약화되었다.이로써 한국

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방기의 을 느 지만 주한

미군 철수와 같은 커다란 군사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77)북

연합군 최고 사령 이 통상 지정되지 않고 참가국들이 자국의 부 를 독자 으로

지휘하는 구조이며, 를 들면 2차 당시 미국과 국,베트남 쟁 시 한국,

미국,남베트남의 경우가 있다.국방 학교 합동참모 학.2003.『직무과정,연합

작 』.서울:국방 학교.

75)심세 .2008.“한미연합방 체제의 형성과 구조:한미연합군사령부의 창설과정

을 심으로”. 앙 학교 학원.pp.111-119.

76)냉 기 북 동맹은 미국과 맞서 싸운 동맹이었고, 국은 6.25 쟁은 ‘항미원조

(抗美援助) 쟁’이라고 칭한다.북한과 국 간의 동맹은 ‘포 동맹’으로 군사

분야는 물론 정치·외교·경제 과학기술,그리고 양국 사회 반에 향을 미쳤

으며 한미동맹과 비견될 만하다.김순수.2010“ 국의 한반도 안보 략과 군사외

교”.경남 학교 북한 학원.

77)1960년 부터 불거진 국과 소련의 이념분쟁을 계기로 북한은 4 군사노선

을 심으로 자력방 노선을 추구하여 군사동맹 계가 약화되었고, 국 내에서

는 「조 우호 력 상호원조조약」의 기본정신은 남아있지만 핵심 인 군사

지원 조항은 탈냉 이후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강정일.2012.“북 동맹의 공고

성에 한 연구”.『 략연구』 Vol.54.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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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오히려 베트남에서 북베트남의 승리와 동북아시아에서 데탕트 분

기로 인한 미군철수가 통일의 기회라고 보았다.하지만 이러한 기회의

창은 이내 미국과 소련의 긴장완화와 국의 경제발 추구로 인해서 닫

히게 된다.특히 1992년의 국과 한국의 수교는 북한에게 큰 충격을 주

었는데 이는 물리 인 갈등으로도 이어져서 국경에서 군사 충돌과 베

이징-평양 항공노선 축소 등으로 이어졌다.78)소련의 몰락과 국의 탈

냉 시기 경제 우선 정책은 국과 소련에 일정부분 안보를 확보하 던

북한에게는 불안한 환경변화 다.이러한 국제정치 변화가 북한 정권

의 안보를 하 고 자구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모하

다.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동

시에 핵무기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무기인 핵과 이를 운반하기

한 수단으로서의 탄도미사일의 조합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한다고 봤다.

실 으로 강 국 미국에게 항하기 한 충분한 핵 탄도미사

일 력을 맞서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소 ‘외교폭

탄’으로 간주된다.미국이 가진 핵 력은 강력한 기 타격력(thefirst

strike)뿐만 아니라 2차 보복능력(thesecondstrike)도 뛰어나다.삼각축

(Triad)라고 불리는 륙간 탄도미사일(ICBM), 략폭격기, 략잠수함

을 통한 보복 력을 북한이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특히 은 성에

있어서 탁월한 략잠수함을 북한의 탐지 정보 능력으로 식별해내기

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북한이 미국의 2차 공격 능력을 탐지하고

괴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북한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더더욱 북한 핵 탄도미사일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

78)한 수교 정이 체결되자 북한은 몇 달 동안은 특별한 응없이 침묵을 지켰지

만,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은 언론을 통해서 국에 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

다.1993년 1월부터 4월까지 북한 인민군은 압록강에서 무려 42차례나 도발하

고,7백발의 총탄을 발사하 다.이로 인해 국군 변방근무자 18명,민간인 13명

이 부상을 입었으며,이 군인 2명과 민간인 3명이 사망하 다.1993년 4월에는

베이징발 평양행 국민항기의 평양 항로를 폐쇄시켰고,북한의 베이징행 조신민

항여객기의 운행도 1∼2주일에 한 번 정도로 비행횟수를 여나갔다.그 밖에도

북한은 국에 해 만과의 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하 다.Ibid.pp.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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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 인 핵 략은 각 나라마다 상황이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국과 소련의 경우 서로에게 가공할 만한 2차 공격력이 있음을 알려

주면서 핵 공격을 억제했는데, 이를 상호확증 괴(MAD: Mutual

AssuredDestruction) 략이라 한다.그리고 국, 국, 랑스 등과 같

이 핵 진국들은 최소억지(Minimum Deterrence) 략으로 상 방의 공

격을 억지하기 한 최소한의 2차 공격력을 보유하 다.이러한 략이

실 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한 핵무기 숫자,상 력을 식별하고 요격

할 수 있는 능력,자국의 핵 력을 얼마나 엄폐(掩蔽)할 수 있는가에 달

려있다.79)따라서 미국을 상 로 핵과 탄도미사일을 통해 안보를 지키겠

다는 북한의 목표는 다소 비 실 이라는 평가가 있다.이들에 따르면

만약 북한에게 충분한 정치·외교·경제 보상이 주어진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며,결국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을 상으로 한 하나의 상

카드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이다.80)김 정부 시기의 북인식은 이

것에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김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가 군사 의

미를 가지기 보다는 안 보장과 경제 반 부를 바라고 개발하는 것

이라고 보았다.따라서 미국이 안 을 보장해주고 주변국들이 충분한 경

제 보상을 해 다면 북한을 핵과 투발 수단을 포기할 것이라고 단하

다.이러한 인식은 북한 변 핵시설에 련한 김 통령의 발언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반했다는 증거도 아직 없으며,우리는 확실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남북 계를)악화시키면 간신히 살

아난 경제의 회복에 지장을 주게 되며 그 게 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핵시설 의혹은 마땅히 밝 야 하지만 의혹은 있고 확증은 없으

며...

79)장달 ·이정철·임수호.2011.『북미 립:탈냉 속의 냉 립』.서울 학교

출 문화원.

80)Ibid.pp.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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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에 미국으로부터 북한 변 핵시설의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

었으며 알아보는 작업을 계속해왔다.81)

김 통령은 변 핵시설에 한 정보를 받고도 단에 신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는 1차 북핵 기 이후 미국과 북한이 맺은 제네

바 합의에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리되고 있다고 믿었던 미국이 크게

반발한 것과는 다른 반응이었다.이러한 온도차는 핵 개발에 한 인식

차를 드러내는 것으로 당시 한국정부는 핵무기 소유가 최종 목표(end

state)가 아니라 개발 과정이 하나의 상카드이며,북핵은 리될 수 있

고 최종 으로 폐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외교 상 수단으로서의 핵 카드는 90년 핵 기 이후 곧 북한

은 핵 개발을 각 단계별로 분리시켜 미국과 상에 나섰다.이른바 ‘살라

미’ 술을 통해서 한국,미국,일본, 국에 원하는 바를 달성해 왔다.82)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하지만 핵과 탄도미사일개발에 상당한

자원이 투여된다는 에서 단지 상용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

인가?라는 질문에 해서는 쉽게 답하기 어렵다.특히 만성 인 경제

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에 나선다는 것에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다음에 나타난 북한

의 발언들은 핵과 탄도미사일이 안보 의미에서 추구되고 있으며,북한

이 원하는 안 보장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81)1998년 11월 20일 김 통령 국방문 APEC정상회의 귀국 기자회견;

김성은.2007.“한국의 북한 이미지와 북정책:김 삼 정부와 김 정부 시기

를 심으로”.고려 학교 학원.에서 재인용

82)북한은 핵개발 시에 맞이하는 기술 장애물을 상 테이블에 놓고 이를 넘어설

지 혹은 포기할 지를 상 국의 보상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행태를 보 다. 를

들면 변 핵개발 시설 지속여부,고농축 우라늄(HEU: Highly Enriched

Uranum)의 확보 공개,기폭장치 실험 등 개발 단계 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쪼개어 상 국과 상을 하 다.이러한 ‘쪼개기 술’은 미국의 조

지 W.부시 행정부 출범 기 “완 하고,검증가능하며,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CVID(CompleteVerifiableIrreversibleDismantlement)”정책이 나오면서 교착상

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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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할 수 없는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는 미제의 책동으로 조성된 오늘의 정세를 놓고 수십 년간 허리띠

를 조이며 강 력한 자 국방력을 건설한 것이 백번 옳았으며 우리

당의 선군 명로선과 선군정치방식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다시 깊

이 느끼게 된다.83)

미국의 조선 시정책이 변화하지 않는 한 우리는 로 핵을 포

기할 수 없다.미국이 조선 시정책을 근본 으로 환한다면 우리도

핵 억제력을 포기할 수 있다 즉 미국이 우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는 법률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미국에 한 일정한 신뢰가 조

성되고 우리가 미국의 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된다면,‘그 때에 가

서’미국과 ‘이미 만든 핵무기’와 련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으

리라고 본다.

미국이 조선 시정책을 포기하 다는 단의 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우리 공화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가침담보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한다.둘째,조미 사이에 외교 계가 수립되어야

한다.셋째,미국이 우리와 남조선,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에는’핵무기

의 유무와 그 해체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84)

한미 연합 력에 열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보다 확실한 안

보장 방안을 찾게 되었다.소련의 붕괴와 국과 한국의 계개선은 북

한을 더욱 고립되게 만들었고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다. 강

국인 미국을 상으로 하기에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군사 의미가 반감

되므로 북한의 핵 미사일은 안보 의미는 덜하다는 주장은 군사력의

83)『로동신문』2002년 6월 17일;장달 ·이정철·임수호.2011.『북미 립:탈냉

속의 냉 립』.서울 학교 출 문화원.p.178.에서 재인용

84)리근,“핵문제 해결의 제반요소들”.이근 외무성 부국장이 미국 국가정책센터에

보낸 서한(2003년 12월 16일);장달 ·이정철·임수호.2011.『북미 립:탈냉

속의 냉 립』.서울 학교 출 문화원.p.14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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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 인 목 을 간과하고 있다.보다 바람직한 시각은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가지는 안보 의미와 상력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다.

무기로서의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이 가지는 정치·

군사 의미를 쉽게 잊어서는 안된다.북한 당국의 말처럼 강력한 군사

력(핵무기)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면 조지 W 부시 1기 행정부 시 보여

주었던 담하고 일방주의 (unilateral) 외정책에 해서 그 로 끌려

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85)핵과 탄도미사일은 북한 정권이 체 명

의 기에 처했을 때 마지막 자구노력으로 사용하거나86)한반도에서

쟁 시 미군이 증 되는 것을 막기 한 것이다.87)북한은 강 국에 맞서

서 정면 결하기에는 확실히 부족하지만 군사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을 보여주려 한다.

북한의 미 억지력은 마치 고슴도치처럼 건드리면 공격하는 쪽이 만

만치 않은 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을 보여 으로써 얻게 된다.하지

만 미국이 북한을 극한으로 치닫게 하지 않는다거나 실제 쟁이 일어나

더라도 재래식 군사력 심으로 리될 경우 북한은 핵사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미국을 상 로 한 도발을 가정할 경우 2014년 재까지는 ,하

와이,알래스카에 한정된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지 들을 향한

공격이 성공 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은

엄청날 것이다.따라서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볼모로 삼아서 미국을 제

85)백창재.2003.“미국 외교 정책의 일방주의의 기반”.『국가 략』.제9권.1호.

pp.111-134.

86)이스라엘은 욤키푸르 쟁 기에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습에 국가 존망의 기로

에 섰고 모세 다얀 국방장 은 골다 메이어 수상에게 핵 옵션을 사용할 것을 건

의하 다.북한 역시 정권의 붕괴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

다.

87)군사력을 비교하는 기 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군사비 지출 을 계산하는

방법,병력과 주요무기를 단순 계수하는 방법,무기의 연한이나 질 차이에 가

치를 두어 분석하는 방법, 쟁 시뮬 이션(wargame)을 통해 각국의 동태 군

사력을 악하는 방법 등이 있다.이러한 방법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한국군이

북한보다 압도 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재래식 력에서 앞서는 것으로 악된

다.이정우.2014.“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평가와 남 군사 의 변화”. 북

한연구.Vol17.No.2.pp.29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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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하려고 할 것이다.미국을 직 상 하기에는 북한의 능력이 매우 부

족하다.따라서 북한은 한국의 수도권을 타격 목표로 삼거나 주한 미군

혹은 일본의 병참기지 등을 목표로 할 것이다.추가 으로 북한 탄도미

사일의 정확도를 고려해보았을 때,88)정확하게 병참기지를 공격하는 것

은 어려우므로 지역공격을 시도할 것이다.따라서 병력(Counter

Force)의 성격을 가지기 보다는 도시를 겨냥한 공격을 통해서 한국과 일

본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도시에 한 이

억지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993년 1차 북핵 기 시 미

국이 핵발 소 폭격을 계획하자 김 삼 통령은 엄청난 사상자와 민간

피해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공격계획을 강력히 반 하 다.89)당시 북

한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 으므로 북한의 핵 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고 군사분계선 가까이 배치된 장사정포에 의한 수도권과

방 한미 연합군의 손실을 두려워 한 것이었다.당시 김 삼 정부는 북한

핵 발 소등의 제거를 해서 공격할 경우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고 만약 면 에 돌입하게 된다면 휴 선과 가까운 수도권에 북한

의 포격이 집 될 것으로 상하 다.90)심 한 피가 상되는 만큼 한

88)북한의 미사일은 정확성이 매우 낮다.스커드-B개량형은 750∼1,000m의 원형

공산 오차(CEP,CircularErrorProbability)를 ,스커드-C 개량형은 1,300∼

2,600m,그리고 노동 미사일은 2,000∼4,000m의 오차를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한 포동 미사일 역시 노동 미사일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성호.

2007.“북한 미사일 개발의 운 체계와 기술 평가에 한 연구”.고려 학교

학원.

89)박용수.2011.“김 삼정부 북핵 기 응의 한계에 한 재평가:김 삼 통령

의 주도성 추구성향과 정부 응의 경직성을 심으로”.한국정치연구.Vol.20.

No.3.55-79.

90)1만여 문에 달하는 북한의 포 가운데 장사정(長 程)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이다.170mm 자주포는 다시 자체 으로 포탄을

공 할 수 없는 M-1978과 이를 12발씩 자동공 할 수 있도록 개량한 M-1989

로 나뉘고,240mm 방사포는 12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M-1985와 22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M-1991로 나뉜다.2004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에 을

수 있는 장사정포는 300여문으로 확인되었다.황일도.2008.“북한 비 칭 군

사 연구:장사정포,탄도미사일,핵무기 시뮬 이션을 심으로”.북한 학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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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기 공격 시나리오 상 피해 규모

미국 반핵단체

천연자원

보호 회(NRDC)

15kt

핵미사일 1기

서울 용산일

에서 폭발

폭발반경 4.5km 서울 심가 완 증발.

경기 고양시 일산,성남시 분당,수원시까

지 핵 폭풍과 충격 낙진 피해.

사상자 62∼125만 발생.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 감소국

(DTRA)

10kt 핵폭탄

1발 서울 심

지역에서 폭발

최소 10만 명 즉사.방사능 낙진 피해로

8만 명 사망 등

총 34만 명의 사상자 발생

20kt 핵폭탄

1발 서울 심

지역에서 폭발

최소 31만 명 즉사,23만 명 부상,방사능

낙진 피해

최 300만 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

기타 핵 문가

20kt 핵탄두

탑재 스커드

미사일 1기

서울 용산에서

폭발

폭발 고도,풍향,풍속 등에 따라 사망자

는 48만∼112만 명,부상자는 47∼160만

명 발생.최 270여만 명의 사상자 발생

자료:『동아일보』.2013.3.9.

표 3.북한 핵 공격 시 상 피해

국 정부는 미국의 공격계획에 해서 강력하게 반 했다.미국은 한국의

반발과 자국군의 피해를 우려하 고, 쟁으로 인한 피해를 추산해 본

결과 폭격 계획을 취소하 다.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북한의 군사

력은 미국을 직 겨냥하기보다 한국과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91)핵이

없을 때에도 강력한 장사정포의 력을 통해서 한국을 압박하고 이를 통

해 미국을 억제한 경험을 가진 북한으로서는 핵과 탄도미사일이 결합된

91)북한의 미 억지를 보다 확실하게 작동시키는 것이 간 억지의 상황이다.북한

의 미 억지는 미국의 생존을 겨냥한 직 억지가 아니라 한 혹은 사활 이

익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삼각억지’이다.억지에 필요한 능력은 상 방에게 감

내하기 힘든 손실을 가할 만큼의 최소한의 능력이라고 봤을 때,북한이 국소수의

핵무기와 그것을 운반할 미사일(노동 포동 미사일)만 보유하면 미국의 가장

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곳에 있는 미군기지를 볼모로 삼을 수 있

는 것이다.임수호 2007.“실존 억지와 상을 통한 확산:북한의 핵정책과

기조성외교(1989-2006)”.서울 학교 학원.pp.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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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을 제어하고 나아가서 미국의 공격을 억제

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북한은 앞서 말한 한국에게 큰 피해를 감수

하지 않고서는 군사 해결을 어렵다는 것을 계속 으로 과시하고 이를

통해 동맹국인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간 인 억지력을 행사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개발은 단순히 상이 아니라 실질 인 억지력을 발휘하

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가 담겨 있고 바탕에는 미국의 군사 압박으로

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다.탈냉 이후 경쟁상 가 사라진 미국이라는

강 국에 맞서서 경제 군사 으로 열세인 북한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인 것이다.아울러 핵무기 개발과 병행하면서 탄도미사일과

함께 시 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제는 미국 본토에 그 향력을 확장하

고자 하고 있다.북한의 부족한 항공력과 해군력을 감안할 때 핵 운반수

단으로써 탄도미사일은 가장 합리 인 선택이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증 됨에 따라 차

으로 을 느끼는 정도가 증가하 다.일본의 경우 탄도 미사일의 사

거리 증가는 의 정도와 정비례하 다.이 의 북한은 일본에 상륙하

지 않는 이상 일본 본토 안보를 할 수단은 없었다.특히나 일본은

요시다 독트린을 천명하면서 안보문제를 미국에 으로 의존하고 있었

고 미국은 일본에게 안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그러면서도 일본은

해상 자 와 항공 자 는 다른 국가가 바다나 공 을 통해서 침략하

는 것을 막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력을 갖추고 있었다.하지만 노동미

사일 시험발사 시 홋가이도 서쪽 해상에 떨어지고 1998년에는 포동 미

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면서 일본의 안보는 받게 되었다.북한은

이미 화학과 생물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포를 야기하

는 테러무기로서 탄도미사일의 의미는 큰 것이었다.92)거기에 계속되는

핵실험을 통해 가시화된 탄도미사일과 핵의 결합은 일본을 군사 으로

압박하 다.

신 실주의 에서는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상이다.과거 구

92)홍 희.2002.“북한의 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응”.서울: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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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측면에서 취약했지만93)북방삼각동맹(북한, 국,소련) 남방삼

각동맹(한국,미국,일본)을 통해 동북아는 균형을 유지하 다.하지만 데

탕트는 북한을 안보불안에 빠지게 하 다.이를 극복하기 해 개발된

미사일은 기에는 삼각동맹의 가장 약한 축이며 경계선을 마주한 한국

을 겨냥한 것이었고,이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하게 되면서 일본

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따라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이 가지는 정치

의미가 크다.한반도를 넘어서지 못한 사거리를 가진 스커드 미사일

을 가진 북한은 한국을 볼모로 삼각동맹에 향을 수 있었다.하지만

노동미사일과 포동 1호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은 이를 넘어서서 일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의 의도와 같이

미국의 증원군을 막고 일본의 미국에 한 기지 제공을 제약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이러한 의도는 “일본은 공화국의 섬멸 인 보복

타격권에서 로 벗어날 수 없다.”94)라는 북한의 발언에도 나타난다.

특히 북한은 1997년 9월 23일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발표

하고 한반도 기를 포함하여 ‘주변사태’가 발생하 을 때,일본이 미군

활동을 원조할 수 있도록 법 인 근거를 마련하 다.95)이러한 움직임은

앞서 말한 남방삼각동맹을 강화하는 조치 고 북방삼각동맹이 거의 와해

된 상황에서 북한은 이에 응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하 다.1998년 북

한은 포동 미사일을 발사하 고 미사일이 미일동맹이 북한을 겨냥하는

것에 해서 물리 보복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이에 해서 미국

은 더 이상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북한과의

상에 나섰지만 북한이 이에 해서 3년 동안 매년 10억 달러를 요구하면

93)북한은 국과 소련의 계악화로 인해서 한·미·일의 견고한 동맹에서 보여주는

안보 이 을 충분히 리지 못하 다.북한은 국과 소련의 갈등으로 인해서

등거리 외교를 펼칠 수 밖에 없었다.구갑우·최완규.2011.“북한의 동북아 지역

정책:안보와 경제 그리고 시민사회”.이수훈 편.『북한의 국제 과 동북아 질

서』.서울:한울.

94)『로동신문』1999.2.26.

95)장달 ·이정철·임수호.2011.『북미 립:탈냉 속의 냉 립』.서울 학교

출 문화원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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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결렬되었다.이 사례를 통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볼 수 있는데 우선 안보를 해서 계속 인 사거리 향상을 하고 있으면

서도 이를 상테이블로 가져가면서 경제 보상이나 북제제 완화 등

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북한의 미사일은 안보·군사 실리와

함께 경제 보상을 얻기 한 수단으로써 작동하고 있다.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북한 미사일의 능력에서 엿보이는 북한의

의도이다.북한의 미사일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매우 낮은 명 률은 매

우 낮은 편이다.96)따라서 하나의 지 을 목표로 한다면 북한 미사일은

군사 의미가 반감된다.특히 고폭탄과 같은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다면

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도 무방하다.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해서 북

한은 핵 개발 이 에는 생화학 무기를 탑재하여 피해범 를 넓히려는 시

도를 하 고 궁극 으로는 인구 집지역에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에 ‘공포’를 유발하려고 한다.97)수도권에 인구의 반 가까이 살고

있는 한국의 경우 인 물 자원이 이곳에 집 되어있다.따라서 북한

이 이곳을 직 타격할 경우 물리 피해와 아울러 심리 충격이 상당

할 것으로 상된다.북한은 이러한 효과를 노리고 있다.평시에는 공격

의 가능성을 한껏 높임으로써 억지력을 확보하고, 시에는 ‘공포’효과를

기 하여 쟁에서 유리한 치에 서고자 하는 것이다.북한이 사거리

96)재래식 탄두를 가진 스커드 혹은 노동 미사일은 매우 낮은 원형 공산오차(CEP)

로 인해서 하나의 작 지휘소를 괴하는데 략 160∼360기의 미사일이 필요

하고 만약 비행장 활주로를 목표로 삼는다면 최소한 226기의 미사일이 있어야

할 것으로 계산된다.북한의 미사일의 정확도를 낙 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약 100개의 탄도미사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함택 ·서재정.2006.“북한의

군사력 남북한 군사력균형”.경남 학교 북한 학원 편『북한군사문제의 재조

명』. 주:한울 아카데미.pp.339-405.

97) 쟁에서 항공기의 등장으로 생겨난 폭격 략이 이와 비슷했다.당시 항공기는

오늘날과 같은 폭탄 유도 기술이 없었으므로 정확한 폭격이 어려웠다.만약 정확

한 폭격을 하려면 낮은 고도로 목표지역 상공을 지나야 했는데,이럴 경우 의

공포에 희생당할 확률이 컸다. 한 폭격기는 기동성도 떨어져 더더욱 그럴 수

없었는데 때문에 등장한 략이 바로 리오 두헤가 주장한 폭격 략이다. 국

의 군사력,생산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도시 등 인구 집지역에 폭격을 하

자는 주장이다.2차 세계 당시 이러한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져서 독일의 드

스덴 공습과 같은 폭격이 이루어졌고 많은 인명과 재산이 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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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에 주요 심을 두고 있고 미사일의 정확도 향상에는 노력을 덜 기

울이고 있다는 이 북한의 목 이 ‘공포’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보통

미사일 실험발사는 15∼30회의 시험발사를 해야 하고 실험발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인 5회 이내의 실험이 필요하다.하지만 북한은 그러한 실

험발사 요구량을 충족하지 않았다.그리고 포동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발사하면서 이를 추 하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98)부

족한 실험 데이터를 얻고자 이란과의 력을 강화하 고 러시아 엔지니

어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99)스커드,노동, 포동에 이르는 각

단계별 미사일 개발과정에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보다 우선 사거리가 먼

미사일을 쉬지 않고 개발하는 이유가 바로 ‘공포’를 통한 억지력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핵 력에서 엄청난 간극(間隙)이 존재하지만 미국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을 이용하여 미국을 억지하려 한다.북한이 정확

도보다 사거리에 집착하는 모습은 한국,일본 나아가 미국의 국민을

상으로 ‘공포’를 유발하는 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가 된다.

이제까지 살펴본 북한의 미사일 략은 먼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

의 견고한 삼각동맹을 무 뜨리고 한국의 재래식 력의 우 와 함께 유

사시 한반도로 유입될 미국의 군사력을 지하기 한 실제 인 수단이

다.북한 미사일은 핵 개발과 함께 추진되면서 기존의 생·화학 무기를

통해 행사되었던 정치 향을 넘어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특히

미사일 사거리 증진에 매진하여 비교 짧은 시간에 목할 만한 성과를

98)IISS.2011.NorthKoreanSecurityChallenges:A NetAssessment.London:

IISS

99)북한의 미사일은 어떤 에서 보든 독자 으로 개발했다고 보기에는 무 빨

랐다.개발에 필요한 산은 이란에 미사일을 매한 으로 일부 충당했다고

보더라도,북한의 미사일 련 인 라로 보아 그 짧은 시간 내에 스커드-B의 양

상 체제를 확립하고 노동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 한 비행 시

험횟수는 턱없이 부족했다.이는 스커드 미사일과 엔진 설계 제작에 정통한 러시

아 엔지니어들이 화성 5호와 화성 6호 그리고 노동 미사일 개발에 직 으로

련했을 뿐 아니라 제작에 필요한 소재와 핵심부품,정 가공 장비 등을 외부에

서 구입했다면 납득할 만하다.정규수.2012.『ICBM,그리고 한반도:북한과 한

반도 주변 열강의 탄도탄』.지성사 pp.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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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함으로써 일본을 하게 되었고 장사정포로 한국을 하여 미국

을 억지했던 ‘간 억지력’을 일본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100)

‘공포’의 효과가 좀 더 멀리 있는 동맹국(일본)에 다다르면서 상당한

으로 다가왔다.이미 장사정포로 받던 한국은 북한의 노동, 포동

미사일이 더 큰 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경우는 그야말로

충격이었다.이러한 인식의 온도차는 두 국가의 상반된 반응을 만들

었다. 를 들면 미사일 발사 후 한국의 경우 6자 회담 지속을 바라면서

상을 지속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북한과의 모든 화와 교

류를 단하는 등의 강수를 두었다.이는 북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삼

각동맹의 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 다.이러한 사례는 북

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확실시 된다

면 한미 간에도 갈등이 벌어질 수 있음을 상해 볼 수 있다.북한 미사

일은 동맹을 약화시키는 지렛 로 사용될 수 있다.

군사 측면 뿐 아니라 상의 도구로도 북한 미사일은 충분한 역할

을 하 다.불시에 시험발사를 하거나 고하고 발사하건 간에 북한은

당시의 상황을 최 한 이용하 다.미사일 개발 각 단계에서 요한 기

술 난 을 극복해 나가면서 주변국들에 주는 정치 효과를 극 화시

켰다.미사일 수출,개발,생산,배치를 각각의 상 상으로 쪼개면서

형 인 살라미式 상을 보여주었다.101)그리고 향후 있을 상에

100)RobertE.Harkavy.1998.“TriangularorIndirectDeterrence/Compellence:

SomethingNew inDeterrenceTheory”.CoparativeStrategyVol.17.Iss.1.

101)북한이 미사일을 상카드로 사용한 표 인 사례는 1998년 포동 1호 후

로 한 미국과의 상이다.북·미 미사일 회담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수출에 자극받아 미국이 제안하여 1996년부터 개최되었다.96년과 97년의 1·2차

미사일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하라고 종용하 고 북한은 반발하

다.98년 8월에 포동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그해 10월에 뉴욕에서 3차 회담

이 열렸다.미국은 북한에 해서 미사일 개발의 면 인 단과 미사일 통제체

제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 다.미국의 압박에 북한은 미사일 수출만을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가로 3년간 매년 10억 달러의 으로 보상할 것을 요

구하 다.그 외의 미사일 개발활동,생산,배치 등은 미국의 정책 환을 보고 결

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 다.윤태 .2000.“북미 미사일회담: 상과정,쟁

해결 망”.『동서연구』Vol.12.No.2.pp.13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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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자 하 다. 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

호와 같은 제제를 회피하기 해서 미사일이 아닌 성발사임을 지속

으로 주장하 다.핵과 함께 맞물리면서 미사일의 상력은 더욱 상승하

고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issileTechnologyControlRegime)102)와 같

은 국제 짐을 지키려는 미국에게 북한은 경제 반 부를 요구하

다.그리고 핵 개발과 연 하여서 미국의 안 보장,불가침조약 등을 요

구하는 등 상 도구로서 미사일을 최 한 활용하 다.

제 2 북한 미사일 에 한 인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안보를 도모하

고 상에서 유리한 치를 차지하며 유사시에는 연합군 력을 막아내

는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북한은 기존

의 생화학 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함과 아울러 핵개발을 통해서 승수효과

를 얻고 있다. 한 정확도를 개선하는 노력보다는 사거리 확장에 집

하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압박하고 앞서 언 한 목표를 달성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막강한 미국에 맞서기에는 미미한 핵과 미사일

력이지만 공포 효과를 노림으로써 한미일 동맹을 압박하고 있다.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해 한국과 일본은 어떤 인식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1.한국의 인식

102)1987년 4월 캐나다, 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국,미국에 의해 만들어졌

다.처음에는 탄두 량 500kg이고 사거리 300km를 넘어서는 “핵무기”를 운반하

는 무인 운반 시스템에 지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1992년에 량살상무기

(WeaponsofMassDestruction)로 확 되었다.한국은 33번째로 2001년에 가입

하 다.MTCR홈페이지 참조 www.mtcr.info(검색일:2014.10.1)



-56-

한 국가의 인식을 형성하는 기반 하나는 상 방의 군사력에

한 평가이다.국가의도,정치체제 등의 여러 요소가 있지만 가장 실질

이고 빈번히 사용되는 근거는 바로 군사력이다.남북한 군사력은 많은

기간에 걸쳐서 비교 상이 되어왔다.다양한 비교 방법을 통해서 이루

어졌다.군사력 비교 방법은 먼 단수계수 비교 방법과 요한 력에

가 치를 두는 방법, 된 력 투자비를 계산하는 방법,그리고 쟁

시뮬 이션(wargame)을 통한 평가 방법 등이 있다.이러한 방법을 통

해서 보았을 때 남한 재래식 력은 수 으로는 열세한 것이 분명하지만

질 수 즉 무기의 첨단화와 훈련의 강도,사기 등을 고려하 을 때

종합 으로 단한다면 우 에 있다는 것이다.103)하지만 북한의 비 칭

력을 고려하 을 때 한국이 여 히 우 에 있을 수 있느냐에 해서는

부분 연구자들이 한국이 열세하거나 단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선 수도권을 하는 장사정포의 실체에 해서는 소 북한의 ‘서울

불바다’발언으로 크게 부각된바있고 한국군 기 방어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계속되는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는 재래

식 력에서 가지는 한국의 근소한 우 를 가볍게 무효화시킨다.이러한

인식은 국방부의 공식 인 문서인 국방백서의 내용으로도 악된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명분으로 ‘국방에서의 자 ’원칙을 주장하면서 군사

력 증강을 지속해 왔다.북한은 1962년 4 군사노선을 채택한 이후 군사

우선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략)

북한의 기본 목표는 남 화통일로서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한 변

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이를 구 하기 해서 북한군은 기습 ,배합

,속 속결 을 요체로 하는 군사 략을 유지하면서 우리 군의 첨단

력과 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술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북

한은 량살상무기,특수부 ,장사정포,수 력,사이버 능력을 포함

103)이정우.2012.“북한의 국력과 군사력에 한 평가”.『 북한연구』.Vol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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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 칭 력의 집 인 증강과 재래식 력의 선별 인 증강을 추구

하고 있다.특히 북한군의 비 칭 략은 평시 국지도발은 물론 시 핵

심 공격수단으로서 우리 군에게 심각한 이다.104)

역설 으로 북한은 한국의 질 우 를 무력화시킬 수 우 를 바탕

으로 기습을 도모하고 있고 자신의 약 을 보완하기 해서 량살상 무

기 등의 력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평가이다.한국은 북한 재래식 력

에 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의 량살상무기에

해서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 국방부는 북한의 의

도에 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 지표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지지되는 주장이다.90년 소 ‘고난의 행군’을 기간에 보여

주었던 북한 정권의 행태는 극한의 경제 기에서도 군사 수단을 포

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다.105)북한은 탈냉 이후에도 국민총생산

량의 30%에 달하는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106)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국방부는 북한이 공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단한다.하지만 국방부

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어 충분성 혹은 안보를 추구하기 마련이다.

국방부의 발표는 이러한 기 에 입각하여 최 한 보수 인 결론을 내리

는 경향이 있으므로107),국방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의 입장을 함께 살펴

104)국방부.2013.『2012국방백서』. 한민국 국방부.p.24.

105)1990년 북한이 처한 국내 기의 가장 큰 요소는 경제난이라고 할 수

있다.당시 북한은 공장 가동률이 20∼30%에 불과하 으며,산업 반의 공식 인

경제는 마비상태 다.따라서 주민들은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

가야만 했다.이러한 상황은 기층의 당조직을 와해시켰고 당조직을 통한 국가의

사회통제력 역시 속히 약화되었다.이러한 상황은 주민들의 당국가에 한 ‘조

직화된 의존 계’를 흔드는 것이었다.이를 극복하고자 북한 정권은 핵무기 개발,

NPT 탈퇴, 시상태의 선포, 인민 방 체계 구축 등 ‘강경고압’정책을 고

수하 다.정 숙.2012.“1990년 북한체제 기와 응:선군정치를 심으로”.

북한 학원 학교.

106)북한의 군사비는 1990년 49.8억 달러에서 2008년 67.0억달러(추정치)로 20%

내외의 증가에 머물 다 이정우.2012.“북한의 국력과 군사력에 한 평가”.『

북한연구』.15권 3호.pp.100-145.

107)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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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가 있다.

김 정부 이 의 인식은 한국이 북한에 비해서 열세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다.특히 권 주의 정권의 경우에는 북한의 능력이 한국

보다 월등하고 늘 남침할 기회를 노린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주장에 맞서는 주장들이 등장하 다.108)재래식 군사력

측면에 양 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질 으로 추월했다고 평가하는 보

고서가 차 늘어가는 추세이다.109)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김 정

부는 이 정부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를 들어서 북한이 극심

한 경제난 속에서도 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북한이 직면한 안보

실이 엄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핵개발은

공격을 한 군사력 건설이 아닌 방어 ·생존 군사력 건설이라고 보는

것이다.김 정부의 인식은 다음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은 지 쟁할 능력도, 쟁할 의사도 없다고 니다.북한

은 지 (미국이)자신들의 정권을 복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

니다.일구월심 북한이 바라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그 지 않다는 보장을

받는 것이고,그런 일을 우리가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략)

핵은 수단이고,목 은 미국과의 계 개선입니다.미국 핵 앞에서 북

108)함택 .1997.“남북한의 군사력:사실과 평가 방법”.『국제정치논총』Vol.37.

No.1.pp.27-60.;해외 평가는 체로 한국의 군사력이 우 에 서있다고 평가한

다. 국 왕립합동 군사연구소(RUSI:RoyalUnited Services Institute foe

DefenseandSecurityStudies)는 군사력의 외행사 능력을 심으로 각 국의

군사력을 평가한 결과 남한을 6 북한을 7 로 평가한 바 있다.그리고 럼스펠

트 미국 국방장 은 지난 2003년 3월 6일,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의 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한국의 GDP가 북한의 25∼35배나 되고, 방의 억지력을 스

스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하 다.마지막으로 미국 의회조사국

(CRS)의 한반도 문가 리 닉시(LarryLiksch)는 2000년 1월 「자유아시아방

송」과 가진 담에서 “지난 5년간 북한의 재래식 력이 상당히 약화 으며,북

한이 남침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상실했다.북한이 비무장지 북측지역에 화

기와 로켓포들을 집 배치해 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이런 화기들은 유사시

에 기동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면서 “ 화기와 기동력을 갖춘 보명,탱크나 장

갑차 등 모든 부문에서 북한은 한 력약화를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109)함택 ·서재정.2006.“북한의 군사력 남북한 군사력균형”.경남 학교 북한

학원 편『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주:한울 아카데미.pp.33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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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핵은 장난감도 아닙니다.북한이 미국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북한주민의 굶주림을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결국 북한의

목 은 사는 거 요.살기 해서,나 죽이면 죽고 나죽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요.내가 김정일을 만났을 때도 얘기했습니다.‘당신들이

핵이라든가 량 살상무기를 개발한다는 말이 있는데 안된다.미국

감정을 조장하고 남한도 지지할 수 없다’고 했어요.그래서 미국과

화를 한 거 요.110)

김 정부는 북한 량살상무기와 미사일에 해서 방어 실주

의 에 가까웠다.111)국가의 생존을 해서 최소한의 힘을 소유하

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이러한 행동에는 소련의 붕

괴와 국의 개 개방으로 인해서 의지할 곳이 없어진 북한의 처지와

계있다고 보았다.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70년 의 조정기가 있었지만 90

년 에 와서는 공고화된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극 으로 북방외교

를 펼치기도 하 다.즉 북한은 국제 으로 고립된 반면 한국은 기

존의 미소 결이 종식된 환경에서 소련과 국과 계개선에 나섰다.이

러한 국제정치 상황과 함께 북한 내부의 경제 어려움과 김일성 사망

으로 인한 체제 불안이 맞물리면서 북한 정권에게는 체 명의 기

다.때문에 북한은 군을 시하는 체제를 선택했다.112)김 정부의

110)『경향신문』 2004.10.6.창간 58돌 기념 김 통령과의 인터뷰

111)신 실주의를 제창한 월츠(Waltz)는 국가는 안보의 극 화(securitymaximize)

를 추구하고 있으며 패권을 추구하기보다 힘의 균형(balanceofpower)을 추구하

게 된다고 주장하 다.따라서 무제한 인 군사력 확충을 추구하기보다 경쟁국과

의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상으로 보았다.그러나 미어샤

이머(Mearsheimer)는 생존 추구는 결국 국가가 힘의 극 화(powermaximize)를

지향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자를 방어 실주의라 칭하고 후자는 공격

실주의자라 부른다.KennethN.Waltz.1979.TheoryofInternationalPolitics.

MA:Addison-Wesley.pp.119-130;John J.Mearsheimer.2009.“Reckless

StatesandRealism”.InternationalRelations.23-2.

112)북한을 선군정치에 해서 이 게 설명한다.선군정치의 시작은 1995년 1월 1

일로 정식화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1994년 10월로 보고 있다.당시 제네바 합의가

성사된 즈음이어서 쟁 분 기에서 안정 분 기로 돌아선 시 이었다.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에 해서 인식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었다.제네바 합의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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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책을 이어받았다는 노무 정부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미

국 LA 국제문제 의회 청 오찬에서 노 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은

외부 에서 자신을 지키기 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일반

으로 북한의 말은 믿기 어렵지만 이 문제에 해서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발언하 다.113)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안보 에 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

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다른 시각을 가졌다.앞선 정부의 북 포용정

책에 의문을 표시하 고 불투명하고 무조건 지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

일 개발에 사용되었다고 보았다.이러한 시각은 이 통령의 통령 이

수 원회 자료에서도 나타났는데 ‘성숙한 세계국가’를 국정지표로 삼고

이를 해서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하 다.이를 해서

북핵 핵문제를 해결하고,“비핵·개방·3000”구상을 추진하며,한미 략

동맹을 공고히 하고 남북 인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하 다.114)

한 한미동맹에 해서도 앞서 노무 정부에서 보 던 엇박자를 비

하면서 양국 간 신뢰 계 회복과 강화된 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

를 보 다. 한 일본과의 계 개선도 시도하여 그간 교과서 왜곡과 독

도 유권 문제 때문에 좋지 못했던 두 국가의 계를 회복하겠다고 밝

혔다.과거 노무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의 원인은 안 보장의 에

있었다고 보고 우선 한반도 평화체제를 갖추게 되면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 본 것과 다르게 이명박 정부는 우선순 를 한미동맹,북핵,평화

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압박과 정치 쇄를 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한 응방법으로 비상 시스템 즉 군사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결

국 선군체제는 피포 의식(siegementality)과 선도의식이 결합된 항구 인 비상

체제이다.장달 ·이정철·임수호.2011.『북미 립:탈냉 속의 냉 립』.서

울 학교 출 문화원 pp.116-117.

113)『 앙일보』2004.11.15.

114)“비핵·개방·3000”구상이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방한다면 북한의 1인

당 국민소득을 10년 내에 3,000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미 다.제 17 통령

인수 원회.2008.『성공 그리고 나눔:제 17 통령인수 원회 백서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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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순으로 놓았다.이명박 정부는 한미 동맹을 가장 먼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서 북한 핵을 포기하게 만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

를 가지고 있었다.115)이른바 동맹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시각이었

다.바꿔 말하면 앞의 정부가 우선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최우선 순 로

했던 것과는 다르게 북한이 조하지 않는다면 화와 교류를 단할 수

도 있다는 말이었다.시혜 인 북지원에서 벗어나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를 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었다.결국 군

사 갈등을 겪으면서 이 정부의 요한 업 인 개성공단과 강산

이 단되었다.116)

이러한 정부의 시각 차이는 주 개념 논란으로 나타났다.국방백서

에 ‘주 (主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삭제할 것인가를 두

고 벌인 논란이다.국방백서가 한국군 반의 인식부터 군사력 건설

방향까지 제시하는 요한 문서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볼 때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반 된 것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국방백서의 주 용어가 사

용 혹은 삭제 문제는 정부의 북 정책 기조를 악할 수 있게 해 다.

국방백서에 주 이라는 용어의 사용 유무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으로

변화해왔다.117)68년 이후 ‘국방백서’는 오랫동안 발간되지 않다가 북방

115)김성한.2008.“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망과 과제”.『신아세아』 Vol.

15.No.1.pp.31-50.

116)한국은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와 련하여 북한의 책임을 묻기 해서 2010

년 5월 24일 북 체조치를 발표하 다.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면불허,둘째 남북교역 단,셋째 우리국민의 방북불허,넷째

북한에 해 신규투자 불허,다섯째 북 지원사업의 원칙 보류 등이다.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신규투자를 지하고,공단 체류 인원은 평소의 50〜60% 수

으로 축소하 다.이 조치는 이명박 정부 동안 지속되었고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

졌다.

117)국방백서의 발간 목 은 다음과 같다.(1)국방정책에 한 국민 안보 공감

형성과 지원확보.(2)우리의 완벽한 군사 비태세를 국내외에 천명.(3)국방

정책의 투명성으로 국제 신뢰조성 군사 력 증진.국방백서의 발간은 시

인 상황에 따라서 탄력 으로 조정해왔다.최 의 국방백서는 1966년 12월에

발간된 ‘국방백서 1967’이었고 두 번째의 ‘국방백서 1968’의 발간은 1968년 8월에

있었다.그후 1.21사태 등 불안정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발간이 단되었으나,

1988년 건군 40주년을 맞아 민주화,개방화의 사회 인 변화에 따라 재 발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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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 시작되고 남북한 간에도 어느 정도 긴장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

서 다시 발간되면서 ‘주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118)하지만 김 삼

정부에서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컨 북한 핵실험,무장공비 침

투 ,‘서울 불바다’발언 등) 북 경계태세가 강조되면서,1995년 국방백

서부터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되었다.북한은 이러한 용어 사용에

해서 지속 으로 삭제를 요구해왔고 ‘2000국방백서’에 마지막으로 사용

되고 노무 정부에서 작성한 ‘2004국방백서’부터는 삭제되었다.119)하

지만 ‘2010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이라고 언 하

고 이는 2012년에도 유지되었다.국방백서의 ‘주 ’용어 변천사를 살

펴보면 당시 정부의 북정책기조와 인식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4국방백서’에는 기존의 “주 (主敵)인 북

한”이라는 표 을 삭제하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량살상 무기,군

사력의 방배치 등 직 군사 ”이라고 표 하 다.분명히 이 보

다 낮아진 톤으로 바 었음을 알 수 있다.추가 으로 국방부는 북한과

의 교류 력이 진 되고 북한의 남 용어 사용이 감소한 만큼 표

을 바꾸게 되었다고 발표하 다.이 표 은 ‘2008국방백서’까지는 이

어졌으나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북정책이 시행되고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바 게 된다.이명박 정부의 북기조가

‘2010국방백서’에 다음과 같이 반 되었다.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 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 하고,평

화를 통일을 뒷받침하며,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이후 1999년까지 주로 ‘국군의 날’에 즈음하여 10월경에 발간이 이루어졌다.그리

고 2000년에는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계 진 사항을 반 하기 해서 2

개월 후인 12월에 발간되었다. 참고자료: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www.archives.go.kr(검색일:2014.10.3.)

118)지충남.2000.“ 북포용정책과 주 개념의 조화방안에 한 연구”『한국동북

아논총』.Vol.15.pp.169-192.

119)국방부.1988.『1988국방백서』;국방부.2002.『국방정책 (1998〜2002)』;국

방부.;국방부.2000.『2000국방백서』;국방부.2004.『2004국방백서』;국방부.

2008.『2008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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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외부의 군사 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 한다. 존하는

북한의 군사 에 우선 으로 비하는 동시에,우리의 평화와 안보

에 한 미래의 잠재 에도 비한다.북한은 규모 재래식 군사

력,핵·미사일 등 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가,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

과 같은 지속 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을 가하

고 있다.이러한 이 지속되는 한,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

은 우리의 이다.(후략)120)

내외 으로 공표하는 국방백서에 북한과의 계를 명시 한

것이다.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북한 군사력에 한 인식이 이 정부

와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인식차이는 미사일 방어정책 결정과정에 향을 미쳤다.

북한의 미사일을 자 권의 차원에서 바라본 김 ·노무 정부의 응

은 북한에게 안 보장을 해 으로써 미사일 개발을 포기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경우 북한 미사일은 안보에 강한 으

로 보았고 극 인 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따라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서두르고,킬체인(Kill-Chain)121)과 같은 북한에 한 군사 보

복 수단을 갖추겠다고 발표하 다.

김 ·노무 정부와 이명박 정부와의 북한에 한 인식차이는 분명

히 존재했다.하지만 인식의 차이가 각 정부의 미사일 방어정책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김 정부의 경우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거부하 다.하지만 노무 정부에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정책을 천명

하 고 이명박 정부의 경우는 그 정책을 이어받았다.북한을 바라보는

120)국방부.2010.『2010국방백서』p.34. 은 필자 주.

121)감시체계,C4I체계,타격/요격 체계를 통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악하고 한 응 수단을 동원하여 미사일 발사 에 북한 미사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탐지와 식별부터 괴,결과분석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지칭하여

Kill-Chain이라고 한다.이것의 목 은 이러한 보복수단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

게 알림으로써 북한 미사일 발사를 억제하고 만약 발사를 시도하면 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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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 있어서 상유지 측면에 집 하고 방어 실주의에 가까운 김

,노무 정부는 서로 다른 미사일 방어정책을 실시하고 이명박 정

부는 다른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미사일 방어정책을 고수

하 다.이는 인식과 응이라는 도식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2.일본의 인식

일본은 기존의 수방 원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국방정책을 추진

하려고 하고 있다.2차 패배 이후 일본의 외교 정책은 소극 이며

순응 인 자세를 견지해왔으나 이제는 국제질서에 좀 더 극 으로 참

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특히 미국과의 계에서 동맹을 강화하여

략 제휴와 역할 분담을 하면서도 아시아에서 상제고와 국제기구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

후 일본은 1946년 마쓰모토(松本) 원회의 미야자와가 헌법개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평화국가’라고 주장하 고,헌법 9조에 따

라서 군 를 보유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 를 만들었다.평화국가의 이

념은 비군사 인 분야에서 국제 으로 공헌하고 군사 으로는 평화주의

를 고수하는 것이었다.이러한 노선은 이 다(池田 勇人)수상으로 이어

져 평화 력외교로 발 되었고,이는 개발도상국에 한 경제 력,긴장

완화와 군축 추진,국제연합 활동의 참가하는 것이었다.이러한 흐름이

계속되어 사토(佐藤 栄作)수상과 다나카(田中 角栄)수상 역시 평화국

가를 일본의 정체성으로 극 으로 주장하 으며,미키(三木 武夫)수상

에 와서는 무기수출 3원칙,비핵 3원칙,방 비의 GNP1% 제한이라는

요한 원칙들이 발표되었다.이 당시까지는 일본은 방어에 필요한 정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미국에게 안보를 책임지게 만들고 경제발 에 집

함으로써 국가를 부흥시키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하지만 오자

와 이치로( 沢 一郎)가 ‘보통국가’를 주장한 이후 일본의 정상국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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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는 강해지고 있다.그는 일본이 유엔을 심으로 평화활동을

개해야 하며 이러한 평화 이념을 표방한다면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기존 방침인 경제 기여 즉 간 인 재정지원

만으로는 부족하며 국제연합을 심으로 다양한 활동에 직 으로 참여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따라서 일본이 국제연합 상비군을 제창하여야

하며,집단 안보보장을 실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일본의 보수 세력

은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소 요시다 독트린에서 벗어나서 ‘보

통국가’122)를 추진하려 하 다.123)

1990년 장기 인 경기침체, 국의 부상,북한 안보 증가로 일

본 국민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보수 인 정치세력이 이를 규합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이러한 경향은 일본 정치지형의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후 자민·사회 양당체제가 오랫동안 유지 되

었으나 이후 진보 진 이 크게 세력이 약화되면서 자민당에 한 견제가

어려워졌다.자민당이 자유당,공명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민주당의

보수 세력과 보수 연합을 형성함으로써 이 에 추진되었다면 큰 반 에

마주했을 정책들이 비교 쉽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124)

한 ‘강한 국가 일본’을 바라는 일본 국민들 역시 늘어나면서 보수 정

122)오자와 이치로 자유당 당수는 1993년 정계개편 때 자민당을 탈당하면서 출간한

「일본개조계획」이라는 서에서 일본이 ‘보통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의 국가정체성의 문제로 평화국가의 이념으로부터 국가의 책무를 다하

는 보통의 국가로 환해야한다는 것이다.경제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보통국가로서의 정상 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고,그 일환으로

자 와는 별도로 상설의 국제연합 기군을 창설하여 국제연합 사령부의 결정

에 의해 평화유지활동에 참가시키자고 주장하 다.김성철.2007.『일본외교와

동북아』.세종정책총서 2006-2. 주:한울 p.126-129.

123)Ibid.p.208-210.

124)계속 인 지배체제를 유지할 것 같았던 자민당 지배체제는 1993년 종언을 고했

고 이후 다음해 복귀 정권에 복귀하 지만 야당과 불안정한 연립을 지속했다.외

으로는 냉 체제의 종결과 내부 으로 장기간의 평등 분배체제를 유지한 결과

일본사회는 이데올로기 균열은 사라지고 유권자들의 당 성은 감소하 다.이

와 함께 탈냉 과 함께 일본 정치의 반 인 보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김기석.

2002.“1990년 일본의 신정치?: 변화와 지속성의 교차 ”.『국제지역연

구』.Vol.11.No.4.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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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일본의 안보

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해서는 일본의 보수주의의 흐름을 살펴보

지 않을 수 없다.왜냐하면 보수주의는 1990년 이후 일본의 안보 략

변화에 큰 향을 주었기 때문이다.소 ‘보통국가’담론에서 보이는 여

러 특성이 결국 일본 자 의 조직 변화,무기체계 구축 방향을 결정지

었다.일본 정치가 오자와가 ‘보통국가’를 제시할 때 의도는 이러했다.그

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9조 1,2항에서의 정신은 이어나가되 유엔을

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제연합 기군’을 설치해

서 UN 헌장 아래 제한 인 자 권을 회복하자고 주장했다.그 후 일본

은 9.11테러 이후 미국의 지원요청을 극 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미

세계의 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따라서 오늘날의

일본은 미일동맹에 기 한 ‘안보내셔 리즘’에 가깝다.125)

안보내셔 리즘은 1990년 이래 일본에서 안보문제를 심으로 자주

국방을 추구하면서 이를 한 국가 ·사회 정체성을 확보하고 아시아

에서는 국의 부상에 응하며 세계 수 의 역할을 하는 안보 행 자

로 발돋움하겠다는 민족주의 사조를 가리킨다.1999년에는 헌법 9조에

한 헌법논쟁이 공식 으로 두되었고 이를 다루기 해서 ‘헌법조사

회’가 일본 국회에 설치되었다.처음에 ‘헌법조사회’는 헌법문제를 포

으로 토의하기 한 제도 으나,사회당의 해체 등 헌법을 수호하고자

했던 세력이 몰락하면서 개헌을 한 기구로 락하게 되었다.그리고

그 해 ‘례 ’으로 사용되었던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국기와 국가로 지

정되었다.126)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함께 북한의 일본인 납치가 이

슈화되면서 일본의 우 의 주장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미국과의

미사일 방어체계 공동연구를 개시하 고 지속 인 미사일 방어 체계 구

축에 많은 산을 배정하게 되었다.그리고 한국과 만의 변사태에

125)송주명.2009.『탈냉 기 일본의 국가 략:안보내셔 리즘과 새로운 아시아주

의』. 주:㈜ 창비 p.201.

126)Ibid.p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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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기 한 일본 자 조직 개편을 단행하 다.127)

일본정부 안보정책기조의 변화는 ‘방 계획 강’128)에 반 된다.방

계획 강은 1976년에 처음으로 공표되었는데,이후 일본은 1995년과

2004년에 각각 새롭게 방 강을 발표하 다.시기별로 주요 내용을 개

해 보자면 ’76년 방 강은 냉 기 일본의 안보 략을 제시하 고 ’95

년에 발표된 것은 탈냉 기 국제정치 상황을 반 하여 작성되었다.이후

에 ’04년 방 강에서는 미국이 테러와의 쟁에 나선 국제정치 상황을

반 하고 있다.’10년 방 강에서는 북한의 량살상무기에 한 비

를 강구하는 한편 국의 부상을 안보 으로 상정하면서도 경제

교류는 지속할 것임을 밝히는 양면 인 모습을 보 다.특히 기존 방

강의 방 력 건설 지침이었던 “기반 방 력”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동 방 력”이라는 개념을 주창하 다. 자는 일본이 힘이 약해서 동

아시아 지역에 안보에 해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 해서 최소한의 방 력

은 보유하자는 개념이었다면 후자는 실질 인 억지력을 보유하고 다양한

상황에 응하기 해서 즉응성,기동성,유연성,지속성 다목 성 등

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즉 기존의 육상 자 가 가지는 재래식 력

을 다소 감소시키면서 해상·항공 자 능력을 신장하고 미사일 방어와

특수 력을 보강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129)

후 일본은 ‘기반 방 력’이라는 개념으로 방 계획을 수립하 다.

일본은 2차 세계 의 패 국으로 미국의 통치하에 있었고 이에서 벗어

나서는 지역 패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철 한 미국의 견제를 받

았다.이는 일본 헌법에도 명시되어 군 를 보유하지 못하고 자 를

127)Ibid.pp.54-55

128)방 강은 일본의 장기 방 정책,방 태세에 한 기본문서로서,여기에는

국내외 안보환경 평가,방 력의 역할/임무 등에 더해,별표(別表)의 형태로 자

의 병력 구성까지 구체 으로 제시된 문서이다. 한 방 강이 작성되면,그

때부터 5년간 방 력 정비 계획( 기 방 력 정비계획)이 책정되며,이를 바탕으

로 각 연도별 방 상이 책정된다.따라서 방 강은 일본의 향후 방 정책

기조와 방 력 정비방향을 알 수 있는 요한 문서이다.김두승 외 3명.2011.

『방 강 2010과 한국의 안보』.한국국방연구원.

129)박 .2010.“일본 「방 계획 강 2010」과 한국 안보정책에의 시사 ”.

『제16호 EAI논평』.동아시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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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연도 1976 1995 2004 2010 2013

략 개념
기반

방 력

기반

방 력

기반

방 력
동 방 력

통합기동

방 력

주요 내용

- 국에

병력 배치

-침략을

억지할

최소한의

방 력

-방 력

합리화

효율화

-‘힘의 공백’

제거

-PKO

참가

-국제임무

추가

-북한 핵

·미사일

비

-해외 개

능력 향상

- 앙즉응

집단 창설

- 국 해양

진출 억제

-선택과

집 략

- 국해양

진출 억제

-북한

비

- 수방

원칙 수정

防衛省.『平成8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平成17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

大綱について』,『平成23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平成26年度以降

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등을 간략히 정리

자료:방 성·자 홈페이지 자료 (http://www.mod.go.jp/)

표 4.일본 ‘방 계획의 강’변화

보유하게 되었다.안보 측면에서 으로 미군에게 의존하 고 만약

어떤 나라가 일본을 침략하는 경우 미국과의 일 을 각오해야 할 것이었

다.이러한 략이 1976년 방 백서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1)미국과 소련 양측은 핵 쟁을 회피할 것이며,아울러 본격 으로 말

려들어갈 통상무기에 의한 쟁을 피하려는 노력도 할 것이다.

(2)소련에 있어서 유럽문제(NATO와의 치,동유럽의 통제)는 존속할

것이다.

(3) 국과 소련 계는 부분 개선을 얻을 지라도 립이 해소될 가능성

이 다

(4)미 계는 상호 계 조정이 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5)한반도에서 상유지가 계속될 것이며 큰 무력분쟁의 가능성은 다.130)

130)防衛省.『1976防衛白書』 pp.42-43.배정호.1992.“국제환경의 변화와 일본



-69-

일본은 동북아에서 미국과 소련, 국의 립 때문에 규모 쟁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았다.그리고 설사 강 국의 규모 공격이 있더라

도 미국과의 동맹으로 격퇴시키고 소규모 재래식 침략에 해서는 일본

이 직 해결한다고 보았다.하지만 80년 에 들어오면서 소련의 이

증가하 다.1983년 방 백서에서는 극동소련군이 소련 체 군사력의

1/3∼1/4라고 언 하면서 ’76년 방 계획 강에서 반 되지 않았던 략

핵 배치를 강조하 다.소련의 ICBM과 략폭격기가 시베리아 철도 주

변으로 배치되어 있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이 극동에 배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련의 극동 력이 강화되었

음을 강조하 다.1985년 방 백서를 참고하면 1976년에 비해서 탄도 미

사일이 135기 이상 신규 배치, 략폭격 약 85기 배치,10개 사단 증가,

공군기 200여 증가,해군 함정 70여척이 증가한 것으로 일본은 악하

다.이에 따라 일본은 항공자 를 F-15로 무장하고 해상자 의

잠· 수상함 력을 강화며 육상자 차 력의 60%를 북방에 배치

하 다.이른바 북방 시 략을 세웠다.131)

소련이 붕괴하고 미국이 유일한 강 국으로 부상하 다.이 소련

은 히 감소하 지만 미국은 일본에 새로운 역할을 원하고 있었

다.나이보고서(NyeReport)로 불리는 미 국방성 ‘동아시아 략보고’는

미국의 동아시아 략을 분명히 보여주었다.이 보고서는 먼 동아시아

에서 미군의 병력을 10만명 정도를 유지할 것이라 선언하 다.그리고

국에 해서는 ‘쇄’가 아닌 ‘여’정책을 취할 것이고 일본이 동아시

아의 ‘당연한 트 ’이자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안보정책의 지렛 ’

라고 지칭하 다.이에 따라 일본은 ‘95년 방 강’에서 미·일 동맹을

요시하고 극동을 넘어 아태지역으로 그 향력을 확 한다고 발표하

다. 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도 참여하면서 국력에 맞는 우를 받겠다

의 방 략:1980년 의 일본의 방 략”.『한국정치학회보』 Vol.23.No.1.

p.427에서 재인용

131)배정호.1992.“국제환경의 변화와 일본의 방 략:1980년 의 일본의 방

략”.『한국정치학회보』 Vol.23.No.1.pp.4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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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지를 보 다.132)

방 강은 일본에 한 군사 에 직 응하는 것보다 스스로

가 ‘힘의 공백’이 우리나라 주변 지역의 불안정 요인과 되지 않도록 독립

국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반 방 력을 보유한다는 '기반 방 력 구상'

을 도입했다.( 략)

이러한 기반 방 력을 보유한다는 생각은 국제 정세의 추세로,불투

명 ·불확실한 요소를 내포하면서 국제 계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한

제반 노력이 계속되어 갈 것으로 본다. 한 미일 안보 체제가 일본의 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계속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상하며 앞

으로도 이를 기본 으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133)

이와 함께 일본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증 에 큰 심을

보 다.이러한 변화를 시작하게 된 요한 원인 하나가 걸 쟁134)

에서 드러난 일본의 낮은 국제 상이었다.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

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쿠웨이트를 수복하기 해서 다국 군에 참여하

다.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일본은 이라크에

한 원유수입 지하고 걸 에 100∼200여명 정도의 인원을 보내기로

결정하 다.그리고 다국 군을 해서 10억불을 지원하기로 하 으며

이 지원비를 9월 말에 40억불로 증가시켰다.가이후 수상이 비 투 부분

에 UN 평화 력단을 보낼 의사를 표시하게 되자 자 의 해외 병에

한 헌 문제가 불거졌다.결국 의회의 거부에 의해서 이 방침은 취소

되었고 일본은 걸 이 끝난 91년 4월에서야 걸 만에 4척의 소해정을

132)이웅 .2005.“미-일 동맹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정책”.『평화연구』.제 13권 1

호.pp.35-63.

133)防衛省.1995.『平成8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について』방 성·자 홈페이지

http://www.mod.go.jp/(검색일 2014.10.07.)

134)걸 은 1991년 1월 17일 시작되어 1991년 2월 27일 사담 후세인의 항복으로

종료되었다.총 기간은 1월 10일로 약 30만 명에 이르는 인명피해와 약 2천억 달

러에 육박하는 경제 손실을 내면서 종식되었다.이라크 후세인 정부를 상 로

미국 심의 30개국이 참여하는 규모 다국 군이 구성되고 쟁을 치뤘다.윤

기석.2009.“걸 을 통한 유럽 공동안보방 정책의 변화와 망”.『사회과학

연구』Vol.20.No.4.pp.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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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낼 수 있었다.이때 130억불이라는 상당한 비(戰費)를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이에 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쿠웨이트 정부

가 미국 한 일간지 통해서 다국 군에 참여했던 국가들에게 감사를 표시

했을 때 일본은 빠져있었다.135)이러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일본은 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향후 평화유지군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되었

다.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도 탈냉 에서 자신의 국력에 맞는 국

제 상을 갖추기 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이러한 움직

임은 일본의 새로운 보수화 경향의 효시가 되었고 안보는 미국에게 맡기

고 경제발 에 역 을 둔다는 ‘보수본류’와는 그 괘를 달리하는 것이었

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와 함께 동북아 지형은 새롭게 재편되고 있었다.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었다.1993년 북한의 핵시설로 인해서

한반도의 큰 기가 있었고 아울러 계속 인 미사일 실험이 있어왔다.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용하여 북한과 이란,시리아 혹은 국의

핵 으로부터 본토방어와 해외 동맹국 주둔 미군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보 다.기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된

것으로 1960년 부터 시작되었고, 이건 통령에 와서는 략방 구상

(StrategicDefenseInitative:SDI)를 발표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이

후 부시 행정부가 이를 이어받아 제한공격에 한 지구 방어(Global

ProtectionAgainstLimitedStrikes:GPALS)를 공표한다.클린턴 행정

부에서는 이러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본토방어(NationalMissileDefense:

NMD)와 동맹국 해외주둔 미군방어(TheaterMissileDefense:TMD)

로 나 어 추진하게 된다.136)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극 인

참여를 요청받게 되고 여러 분야에서 인정받는 기술력은 해군 미사일 방

어체계에 기여하게 된다.지역 분쟁에서 미국과의 역할 분담을 하면서

일본은 좀 더 확장된 역과 힘을 가지고자 했고,오자와 당수가 주장했

135)송 선.1993.“걸 후 일본의 외교정책에 한 논쟁”.『국방정책연구』Vol.

23.pp.119-136.

136)이헌경.2004.“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구상과 략”.『통일 략』.Vol.4.No.

2.pp.2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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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UN 기반의 해외 병을 넘어서서 미일동맹의 든든한 기반을 가지고

지역에서 일본의 이해를 실 시킬 수 있는 행 자로 행동하고자하는 목

표를 가지고 있었다.북한의 은 이러한 의도에 좋은 여건을 형성해

주고 있었고 납북자 문제와 1998년 포동 1호 미사일의 발사는 보수진

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논의 수 에 그쳤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억

제를 한 응에 해 선제공격까지 고려하는 모습을 보 다.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극 인 처는 일본의 2004년 방 계획 강에 반 되었

다.특히 탄도미사일 방어를 한 공조에 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

다.

Ⅲ.3.미일 안 보장 체제

　미국과의 안 보장 체제는 일본의 안 확보에 필수 이며, 한 미국

의 군사 존재는 여 히 불투명·불확실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해 필수 이다. 한 이러한 미일 안보 체제를 기조로

하는 미일 양국 간의 긴 한 력 계는 테러와 탄도 미사일 등의 새로

운 과 다양한 사태 방 응을 한 국제 노력을 효과 으로

진행 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략)

　 한 정보 교환 주변 사태의 력을 포함한 각종 운 력,탄도 미사

일 방어의 력,장비·기술 교류,주일 미군의 주둔을 보다 원활하고 효

과 으로 하기 한 노력 등의 시책을 극 추진함으로써 미·일 안 보

장 체제를 강화해 나간다.137)

이 게 일본은 미국과 미사일 방어 공조체제를 구축을 극 추진하겠

다고 공표하 고 이후 이러한 방침은 미사일 방어지휘 체계 통합(일본

항공총 사령부를 미군기지로 이 ),사 경보체계 공유,미사일 발사

추 체계 일본 개(X밴드 이더),SM-3미사일로 일본 이지스함을 무

장 등의 실천으로 연결되었다.일본은 국제사회의 상 제고와 역할 확

를 시작으로 조 씩 후 억제되어 왔던 자국의 자율성을 조 씩 확

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기 국제사회와의 공조 혹은 기여를

137)防衛省.2004.『平成17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について』방 성·자 홈페이

지 http://www.mod.go.jp/(검색일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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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다가 북한의 에 한 응이라는 명분이 더해진 후에는 미국

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군사 역할을 확 하고 있다.결국 기존의

일본의 방 정책의 근본 개념이었던 ‘기반 방 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이제 일본은 미국 핵억지력에 의존하면서 일본에

해서 한정 인 침략을 거부하는 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정치권의

인식이 있었다.지 까지는 부 군사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 자

체로 억지력을 발휘했다면,이제는 주변국과 일어나는 각종 사태를 비

하는 원들의 훈련과 후방지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그리고 야당

인 민주당에서도 남서방면 도서 방어능력 강화를 한 기동 방 력 향

상,미일간 연합작 능력 향상,통합막료감부 체제 강화를 제안하

다.138)이는 정치권 부분이 주변 에 한 일본의 응이 이 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공감 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일본의 기

존 략 개념은 수정되고 기존의 소극 이고 방어 인 략을 수정하고

주변국의 에 해서 일정한 응을 할 수 있는 ‘동 방 력’개념을

방 강에 포함하여 발표하게 되었다.2010년 방 계획 강 별지 4장 1

3항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오늘의 안보환경은 안보과제에 해서 실효 으로 처할 수 있는 방

력을 구축하는 것이 요하다.특히 군사 과학기술의 발달로 징후에서

발생까지 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신속한 응력과 종합 인 부 운

용이 요구되고 있다.그리고 평시에도 정보수집·경계감시·정찰 활동을 포

함한 시· 한 운용과 일본의 의지와 방 능력을 알리는 것이 주변국

가와의 안정 인 계에 기여함과 동시에 억지력을 높이는 요한 요소

이다.따라서 장비의 운용수 을 높이고 효율 으로 활용함으로써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 억지력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략)

기존의 병력의 존재 자체가 가지는 억제력에 심을 둔 ‘기반 방 력

구상’에서 벗어나 각종 사태에 해서 실효 인 억제 응을 가능하게

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안정화하며 로벌 안보환경 개선을 해서

138)박 .2012.“군사력 련 규범의 변화와 일본 안보정책 망:「기반 방

력」개념,「우주의 평화 이용원칙」 「무기수출 3원칙」개정을 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Vol.14.p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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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동 인 방 력이 필요하다.139)

후 일본은 수방 원칙과 미일동맹을 통한 안보확보,무기수출 3

원칙 등과 같은 명확한 방어 의도가 포착된다.이러한 개념은 일본의

방 강에 그 로 녹아있었고 병력과 군사장비의 ‘존재’그 자체만으로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기반 방 ’개념을 명시해 두고 있었다.하지

만 일본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거의 미국에 육박하는 경제력을 갖추었고

일본의 국제 지 에 해서 고민하게 되었다.내부 으로 패 이후의

국가체제를 수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보수본류’와는 다른 새

로운 보수주의 흐름이 등장하 다.소련의 붕괴라는 거 한 사건은 국제

질서의 재편을 의미했고 일본은 어디에 치해야 하는지에 한 고민에

빠지게 했다.걸 과 같은 쟁에서 엄청난 경제 기여를 하고도 국

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건은 새로운 일본 외교·방 정책결정에

큰 향을 주었다.일본은 실질 이고 물리 인 역할을 할 수 있게되길

바랬고 UN의 지도 아래 움직인다면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

으리라고 봤다. 국의 부상과 북한의 은 토분쟁과 량살상무기

에 해 비책을 필요로 했고 국내의 요구와 외부 상황이 맞아떨어지

면서 일본은 군사력 자율성 확 를 추구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일본

의 의지는 동아시아에서 좀 더 확장된 역할을 맡아주길 바라는 미국의

요구와 함께 탄력을 받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미사일 방어정

책은 미국과의 공조를 공고하는 요한 도구가 되었다.

139)防衛省.2010.『平成23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について』방 성·자 홈페이

지 http://www.mod.go.jp/(검색일 2014.10.07.) 은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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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MD정책에 한 비용·편익 분석

비용·편익분석이란 국가 인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상되는 여러 안들을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평

가해서 최선의 안을 도출하는 기술 인 방법이다.140)그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비용-편익 분석은 기업차원의 재무 분석과 다

르게 사회 혹은 국민경제 체의 에서 비용과 편익을 악한

다.그러므로 일반 사기업에서 사용하는 타당성 분석과 그 근 방법이

유사할지라도 개념 으로는 완 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둘째,비용-편익분석의 상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 인

에서 평가되어야 한다.사 역에서 고려되는 시간변수가 공공

역에서도 용되지만 공공사업에 한 분석인 만큼 좀 더 넓은 에서

사회 의미까지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공공사업의 특성상 할인

율과 험(risk)이 장기 에서 용되어야 한다.

셋째,이 분석 방법은 실 인 측면을 고려한 실무 인 방법이다.기

본 인 분석논리는 미시경제학에서 왔지만 실에 용하기 해서는 당

연히 한 응용이 요구된다. 한 안 선택에 있어서도 정치 ,사회

혹은 문화 제약요건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이것은 최 한 객 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사회 상을

다루는 만큼 객 성을 높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하지만 비용-편익

분석만큼은 최 한 주 단을 배재하고 경제성 합리성에 집 하여

분석한다.141)미사일 방어체계 정책은 결코 경제 합리성만 가지고 결

정되진 않았을 것이다.하지만 정치 ·사회 요소만큼 미사일 방어체

140)PeterG.SassoneandWilliam A.Schaffer.1978.Cost-BenefitAnalysis:A

Handbook.AcademicPress.Inc.p.3.;김동건.2004.『비용·편익 분석』.박

사.에서 재인용.

141)김동건.2004.『비용·편익 분석』.박 사.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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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경제 합리성은 의사결정에 요한 요소이고 정치 ·사회 고려

와 함께 분석되어야 할 상이다. 산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두 국가는

무기체계도입에 있어서 경제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오늘날

부분의 국가들이 국내의 경제발 진,복지 수요 충당,사회기반시설

투자,교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그 국방

분야는 여러 분야 하나이며 한국의 경우 산 지출 복지,행정,교

육,다음으로 국방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142)국가의 생존을 해서

안보는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겠지만 무작정 국방비를 높일 수는 없다.

경제발 이나 국민의 안정을 통한 정치 안정이 국력이고 결국 다시 국

방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과도한 군비증가는

국가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은 북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따라서 국방비의 효율 인 사용은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의 심

사이다.

본 연구의 상인 미사일 방어체계는 매우 고가인 만큼 경제 합리

성은 요한 고려 상이다. 기 미사일 방어체계는 정확도에 한 의구

심 때문에 미국에서조차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

다.결국 비싸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무기체계는 비용-편익 측면에서 채

택되지 못했던 것이다.따라서 국가의 의도(intention)는 무기체계의 방향

성을 제시하지만 비용-편익은 그 무기의 배치시기와 수 을 결정한다.

본 장에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먼

살펴보고 한국과 일본이 주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 미사일 방

어체계의 황을 기술할 것이다.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을 분석하고 이에 응하는 미사일 방어정책이 타당한지 검

토할 것이다.

142)2014년 산안 기 .자료: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검색일 20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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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부분의 경우 미국의 체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143)이는 미국과의 동맹의 향도 크지만 미국이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해 가장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고 다층 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실 배치한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미국이외에 미사일

방어체계에 극 인 나라는 이스라엘 정도이다.144)미국은 소련과의 핵

무기 경쟁을 하면서 좀 더 유리한 치를 하고자 일 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 다.이는 만약 의 탄도미사일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다면 핵공격을 방어하면서 공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측이 략 으로 월등한 치에 올라선다.미국은 이를 해서 많은 노

력을 기울여 왔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소련의 핵미사일 수의 격한

증가와 다양한 탄도미사일의 회피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무력화되었다.

한 당 7km 까지 빠르게 움직이는 탄도탄을 격추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145)그래서 기의 탄도 미사일은 핵탄두를 쓰기도 했

다.핵을 핵으로 막는다는 구상이었다.미사일 방어는 엄청난 비용과 함

께 낮은 신뢰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하지만 차츰 탐지 추

기술,미사일 제어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논란은 서서히 수그러들었고

소련보다 훨씬 은 탄도 미사일을 가진 국가에게는 실효성이 있으며 그

들의 테러 성격을 띤 공격에 비해야한다는 주장이 두되었다.이에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지속 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146)

143) 한국은 육상에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혹은 개량형 PAC-2)을 구비하고

있다.일본의 경우에는 미 해군과 동일한 스탠더드 미사일(SM-3)과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배치하고 있다.

144)이스라엘은 ‘IronDome’,‘David’ssling’,‘Arrow-1,2,3’로 이루어진 복합 고 다

층 인 로켓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45)정규수.2012.『ICBM,그리고 한반도:북한과 한반도 주변 열강의 탄도탄』.

지성사

146)RobertShuey.2001.TheaterMissileDefense:Issueforcongress.CRS

Reportfor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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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미사일 방어정책 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핵 략과 분리해서 이야기 할 수 없다.왜

냐하면 미사일 방어체계는 량살상무기를 탑재한다는 제로 개발되는

것이며, 표 인 량살상무기는 바로 핵무기이다.만약 단순히 고폭탄

이 탄두에 장착된 장거리 탄도탄이라면 그 수량을 고려했을 때 그 효과

는 미미하고 이를 막기 해서 많은 비용을 치러가면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이유가 없다.냉 기에서는 미국은 소련 보다 우 에 서기 해

서,탈냉 후에는 미 본토 밖의 동맹국과 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해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하 다.이후 클린턴 행정부 후반기와 부시 행정

부에 와서는 본토 방어에 다시 집 하고 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이러한 미사일 방어 구상을 가장 처음 시도하

다.기존의 나이키(Nike)방공 미사일에 핵 탄두를 장착하여 소련의 핵

미사일을 막아내고자 하 다.그리고 존슨 행정부 시기 맥마라나 장 이

센티 (Sentinal)미사일 방어체계를 천명하고 소련과 국의 탄도미사일

로부터 도시를 방어하는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다.이후 닉슨 통령

은 이를 세이 가드(Safeguard)로 개칭한 후 도시보다 핵 미사일 기지를

보호하는 략으로 선회한다.의회의 반 에 부딪혔지만 우여곡 끝에

노스다코타(NorthDakota)주 그랜드포크스(GrandForks)주변에 설치되

어 실제 운용되었으나 비용 효과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 이라는 비

과 기술 문제로 만 1년도 운 되지 못하고 폐쇄되었다.1970년 까지

미사일 방어에 한 산은 낮은 수 을 유지하 다.그러나 이건

통령은 핵을 사용하지 않는 미사일로 미국 역을 방 하겠다고 천명하

고 이를 략방 구상(StrategicDefenseInitiative)로 명명하 다.그

는 소련의 공격을 방 하기 해서 지상,해상,공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미 의회는 이건 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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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해서 연구개발 부문에 투자는 폭 으로 지지했지만 실 에

배치하는 것은 반 하 다.이후 등장한 부시 행정부는 소련이 몰락하면

서 이제 규모의 핵공격은 없을 거라는 단을 내렸다.이제는 제한

이고(limited)우연 이며(accidential),통제되지 않은(unauthorized)탄도

미사일 공격에 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GPALS(GlobalProtection

AgainstLimitedStrikes)정책을 발표하 다.클린턴 행정부도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는 NMD,해외 방어는 TMD 로

구분하여 ABM 조약의 제한 사항을 반하지 않는 범 에서 연구개발,

시험,배치까지 이르는 일련의 계획을 세웠다.이후 조지 W.부시 통

령은 량살상무기의 세계 확산과 불량국가의 을 강조하면서

NMD와 TMD를 통합해서 MD라고 명명하고 실 가능한 기술부터 즉각

인 실 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 다.그리고 ABM 조약에서 탈퇴하고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 폭 인 지원을 시작했다.147)이 게 미국의

에 한 인식과 핵 략, 량살상무기에 한 비 략 등이 녹아들

어있는 것이 미사일 방어정책이다.냉 시기에는 소련의 핵을 무력화하

는 것이 목표 다면 이제는 국지 이고 제한 인 공격에 한 방어가 그

목 이다.결국 이를 통해서 강 국의 치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

여주고 있다.

2.MD체계의 구축비용과 효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의 과정에서 미국 국내에서 많은 비 이 쏟아

졌다.바로 탄도 미사일의 엄청난 비용과 비효율성이었다. 이건 통령

이 추진한 SDI는 많은 비 을 받았고 실 가능성에 한 의구심을 자아

냈다.그야말로 허황된 ‘우주 쟁’이라는 비 도 있었다.여러 가지 변화

147)StevenA.Hildreth.2007.BallisticMissileDefence:HistoricalOverview.

CRSReportfor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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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미국 미사일 방어 산 (1985∼2012)자료:MDA ※ 단 :10억

무 한 기 조건에서 엄청난 속도를 가진 탄두를 맞추기란 당시에는 불

가능해 보 다.소 총알로 총알을 맞히는 격이었다.더구나 미사일 방

어체계를 따돌리기 한 각종 장기술이 개발되고 있었다.따라서 이러

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세 한 탐지기술들이 필요해 졌다.148)

기술 인 문제 이외 다른 비 은 이제 이러한 탄도미사일의 보다

새로운 형태의 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효과

가 은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

다.테러리스트들의 핵 가방과 같은 기존에 생각지 못했던 이 늘어

나고 있으며 이것을 막는데 더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갔

다. 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신뢰도가 향상되어서 실 에 배치하는 숫자

가 늘어나면 다른 국가들을 자극하여 군비경쟁을 발할 수도 있다는 주

장도 있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불량국가들의 탄도미사일이 분명한 으로

등장할 것으로 인식하 다.그래서 클린턴 행정부 보다 훨씬 많은 제원

을 투입하기 시작하 다.[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미사일 방어체계

148)Eisendrath,Craig,MelvinA.GoodmanandGeraldE.Marsh.김기 ·천희상

역.2002.『미사일 디펜스』.도서출 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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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명 실 패 무 효 성공률 합계

이지스

체계

(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SM-3-0 5 1 0 78% 6

SM-3 1 0 0 100% 1

SM-3

BlockI
2 1 0 67% 3

SM-2

BlockIV
3 0 0 100% 3

SM-3

BlockIA
12 2 0 86% 14

SM-3

BlockIB
6 1 0 86% 7

소 계 29 5 0 85% 34

사드(THAAD) 11 0 3 100% 14

지상기반 간경로

방어(GMD)
9 8 1 53% 17

자료:미 미사일방어국(MDA)자료.www.mda.mil(검색일:2014.12.5.)

표 5.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실험기록

산이 2002년부터 격히 증가하 다.미 미사일 방어국(MissileDefense

Agency)자료에 의하면 해군용 스탠더드 미사일의 경우 2006년에 863백

만 달러에서 2011년과 2012년에만 200억불이 넘어섰다.2006년부터 2019

년까지 472SM-3미사일을 갖추면서 획득비용만 70억불이 넘어가고 연

구개발 비용은 별도로 165억불이 든다.총 비용이 236억불에 달한다.이

는 한화로 26조(환율:1달러=1100원)에 달하는 큰 돈이며,매년 약 2조원

을 해군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산을 쓰고 있다.

사드(THAAD)체계는 2006년 855백만 달러에서 2010,2011년에 10억 달

러까지 올랐다가 800백만 달러 사이를 유지한다.같은 기간 동안 총 지

출 액은 총 80억불에 달한다.SM-3미사일의 3분의 일이지만 어마어마

한 액이다.이로써 214발의 미사일을 획득하게 된다.방어체계의 표

인 두 무기만 악해 도 그 산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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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사일 방어체계는 과거와 같이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법한

이야기로 치부되지 않는다.최근 2014년 11월 7일 자료에 의하면 2001년

부터 82회의 시험발사 66회를 성공하 고 사드(THAAD)와 이지스

(Aegis)함,GMD 체계만 두고 본다면 57회 45회를 성공하 다.이는

2000년도 이 에 사드(THAAD)가 8회의 요격 시험발사 단 2회만 성

공했던 것에 비하면 아주 향상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지상발사 간경로요격미사일(Ground-basedMidcourse

Defense)의 경우에는 시험발사 성 이 조하다.GMD체계는 알래스카

와 미국 서부에 치하면서 양을 넘어오는 탄도미사일을 미리 간 경

로에서 격추하는 체계이다.하지만 낮은 실 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10억 달러가 투입되며 11발의 미사일이 배치될 것이다.149)

2014년 산안을 기 으로 미사일 방어체계에 배분되는 산은 85억불이

며,150)한국의 2012년 체 국방비가 32조 9,576억 원이라는 것을 감안하

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한 투자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151)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연 과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비용,시험

발사 시 성공률을 살펴보았다.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미

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면 얼마의 비용이 들며,효율성은 어느 정도인

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편익 분석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oreaAirandMissileDefense)정책

을 고수하고 있다.152)하지만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어떻게 구성되

149)미국방부 산 문서,미사일 방 국 자료;www.defenseindustrydaily.com 발췌

(검색일:2014.12.2.)

150)DoD.2014.UnitedStatesDepartmentofDefenseFiscalYear2015Budget

RequestOverview.

151)국방부.2012.『2012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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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떤 무기체계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여 히 논란이 분분하다.일단

하층방어인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은 확보되었다.153) 이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하층방어를 한 무기체계를 갖추는 것에는 이견이

지만 층 방어체계에 한 논란은 여 하다.이에 해서 국의 강

한 반발을 의식해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다.물론 국 변수가 매우 요

한 요소이나 만약 국가의 안보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라면 주변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층방어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아직

까지 KAMD는 요격범 의 확 는 신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필자는

이에 해 내부 인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가지는 경제 합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은 안

보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

계를 고수하고 있다.154)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경제 합리성을 분석하기 해서 본 연구

는 앞서 분석틀에서 언 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하지만 분

석에 앞서서 논의될 편익은 어떤 것이면 그 범 는 어떠한 것인지를 우

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비용-편익분석은 화폐단 로 환산될 수 있으

면 가장 좋겠지만 연구 상은 군사장비이고 우리가 심 있는 것은 그

무기가 어떤 효과를 내고 만약 괴되었을 때 어떤 효과를 내지 못하는

152)한민국 국방장 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M-SAM,

L-SAM 등을 국내 개발해서 다층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2014.6.29.

153)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 력국(DSCA)는 5일( 지시각)“국무부가 한국에

외군사 매(FMS)방식으로 PAC-3미사일 136기와 련 장비 부품,훈련,군

수 지원 등을 14억500만달러(약 1조5367억원)에 매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필요한 차를 의회에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이에 따라 한국은

PAC-3로 무장하게 되었다.『조선일보』2014.11.7.

154)김 진 국방장 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 은 24일 미 워싱턴 펜타곤(국방

부)에서 제44차 한·미 연례안보 의회(SCM)를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미

국이 자체 미사일방어(MD)체제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패네타 장 은 이 자리에서 "미래 미사일방어(MD)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의 미사일 에 응할 수 있는 모든 방어 능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속

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답변은 미국이 한국에 MD참여를 요구하

는 것이 아니냐하는 해석을 낳게 하 다.『조선일보』 2012.10.26.



-84-

지가 요한 문제이다.따라서 이 연구에서 비용은 그 로 화폐단 로

두되 편익은 군사 편익에 한정지어서 분석하고자 한다.한국과 일본이

그리고 북한의 노동미사일 기와 은하 3호 미사일 발사에 이르기까지

같은 차원에 변수로 다루어진다면 이는 비교가능한 분석단 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순편 미사 어체계 비용

 미사 제거를 통한 사적 편

그리고 한 가지 분석 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바로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해서 얼마나 응하는 것이 효과 이고 균형을 이루는

것인가에 한 문제이다.이는 분모인 비용 평가의 문제는 무기체계 구

입비용을 악함으로써 쉽게 입할 수 있지만 분자인 군사 편익은 쉽

게 평가하기 힘들다.따라서 값을 정의하기 해서 리차드슨 모형을 도

입한다.리차드슨 모형은 군비경쟁을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으로 보고 이

를 수학 으로 정리하 다.이를 해서 그는 세 가지 가정을 하는데 먼

재와 다른 수 의 군사력을 갖추도록 하는 의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상 방의 군사력은 국가가 자국의 군사력을 증진시키는 동기가

된다.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이러니하게 내 으로는 군비지출

을 이려는 노력이 있다.155)이에 따라서 리처드슨은 다음과 같은 식으

로 군비경쟁을 표 하 다.156)




   




   

155)이은국.1995.“남북한 군비경쟁행태의 실증 분석”.『한국정책학회보』.제 4

권.제 2호.pp.32-57.

156)LewisF.Richardson.1960.ArmsandInsecurity.Boxwood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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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북한의 군비

  상 국의 군사비 지출에 한 반응수 으로 반응계수

  피로계수(fatiguecoefficient)로 군사비 지출의 팽창이 국내경제

에 미치는 정도

  특정 과 상 없이 발생하는 군비지출로 양국 간의 잠재해

있었던 불만요인

이러한 공식으로 리처드슨은 계에 있는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표 했다.이때 이 두 국가가 만약 군비경쟁에서 균형 을 가진다면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만약 이 두 식으로 그래 를 그린다면 서로 축과 축을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의 을 가진 X형태의 두 직선이 될 것이다.이 게 안정

인 균형을 찾기 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양국의 불만항이

0보다 커야한다.그리고    라는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한다.즉

X국가의 군비상승요소(방 항 불만항)와 군비하락요소(피로항 불

만항)이 Y국가의 각 요소들과 일치하면서 균형이 맞게 된다.157)북한과

한국의 계 역시 이 식에서 표 되는 것처럼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두

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군비균형을 찾기 한 모델을 사용하는데 하나의 장애물은 북한의

군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158)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의 실제 미사일 을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얼마나 방어해 낼

157)이월형 외 4명.2014.『국방경제학의 이해』.황 소나무

158)함택 ·서재정.2006.“북한의 군사력 남북한 군사력균형”.경남 학교 북한

학원 편『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주:한울 아카데미.pp.33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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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사일 명칭
최 사거리

(km)
탑재량(kg)

발사

(수)

상

목표
수량

SRBM

KN-02 100∼200 250

100

미만
한국

·

화성5호 300 1000
600

화성6호 600 770

MRBM

노동 1000∼1300 760〜1158

50

미만
일본 200노동A 1600 550〜650

노동A1 2000 500〜650

포동1호 1500〜2500 2000〜1000
50

미만

일본(

오키

나와)

,

IRBM 무수단 3000〜4000 1000 〃

ICBM 포동2호 9000 약 500 미배치
미

본토
자료:CNS.2006.“CNS SpecialReport on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Capabillites” http://cns.miis.edu.; DoD. 2013.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Involvingthe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정규수.

2012.『ICBM,그리고 한반도:북한과 한반도 주변 열강의 탄도탄』.지성사.

p.276.종합

표 6.북한 탄도미사일 황

수 있는가를 평가할 것이다. 를 들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스커드와 노동계열 미사일을 총 합계인 150개를 북한의 군비로

간주한다.북한 군비에 해서 한국은 균형을 이루려고 할 것이고 이에

한 비가 완료된다면 북한의 군비로 얻었던 이 역으로 편익으로

변환되는 것이다.쉽게 말해서 북한의 군비가 증강할수록 한국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이 증가하는 것이다.즉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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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 증가하면 자체 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도입하는데 시간

이 걸리는 만큼 미국 MD와 공조하게 되면 즉각 인 감소를 얻을

수 있고 이게 군사 편익으로 환원된다.따라서 순편 은 북한의

의 증가할수록 증가한다.그러나 미국과 공조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

다.공조하기 해서는 무기체계를 도입이 동반되므로 이를 한 비용이

분모로 들어간다.

한국의 군사 편익을 시기별로 평가해보면 한국은 1993년 노동 미사

일 시기에는 순편익이 증가하 다.기존의 수도권을 하는 스커드가

북한 력의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한국 역을 하게 되었기 때문

이다.그 지만 1998년에 포동 미사일 시험은 한국의 순편 에 큰

향을 주지 못했다.새로운 이 아니었기 때문이다.그 다면 가설과

다르게 한국의 순편 그래 는 완만하게 증가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은 질 인 변화를 겪게 된

다.기존 재래식 탄두나 생화학 무기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

다.2000년 의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핵무기의 실용화 뿐 아니라 소

형화까지 가능하리라는 측이 가능하게 만들었다.159)따라서 이는 북한

의 기하 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핵무기는 그야말로 ‘

무기’이고 한 발이라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이를 놓친다면 가공할 만한

재앙이 래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래식 탄두의 미사일과는 다른 수

의 증가율이 당연하다.160)한국은 사드의 경우 한 포 를 구비하는데

2조원을 육박하고 남한 체를 커버하는데 최소 2개 포 에서 4개 포

가 필요하다.그리고 한 포 당 48발을 장비한다.해군 이지스함에서

SM-3미사일을 발사토록 개조하고 한발에 150억인 SM-360발을 구비

하는데 2조원이 든다.161)이러한 비용이 순편익의 증가를 억제하지만 핵

159)홍 희.2002.“북한의 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응”.서울:통일연구원

160)Brodie,Bernard.1959.Strategy in theMissileAge.Princeton:Princeton

UniversityPress,pp.264–304

161)일본은 이미 자국의 이지스함을 개조하 고 이제 신형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할

계획이다.防衛省.2013.『防衛白書:平成25年版』;ArmyTechnology.co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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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한국의 순편익

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역시 변수 의 증가를 막지 못

할 것이다.

순편 ⇑↑미사 어체계 비용

   한핵개 승수효과↑

;북한 핵개발로 인한 편익 증가

제 3 일본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편익 분석

일본은 소련이 붕괴된 이후 안보변화를 맞이하게 된다.기존의 일

본의 주요 은 소련이었다.따라서 일본에 상륙하기 에 을 막아

내겠다는 해상·항공 자 를 갖추고 있었고 상당한 수 의 육상 자

를 보유하고 있었다.그리고 육상 력의 배치의 심은 단연 북방으로부

터 에 응하는 것이었다.하지만 냉 이 종식되고 립했던 거 한

하나의 축이 붕괴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그야말로 유

일한 강 국이 등장한 것이다.미국은 새로운 을 찾아 나서기 시

작했고 동과 동아시아 모두를 요시하는 정책을 추진하 다. 국의

“THAADTerminalHigh-AltitudeAreaDefence,UnitedStatesofAmerica”록

히드 마틴사는 미 육군에게 1억 5천만 달러에 2개의 통제 유닛과 12개의 발사

를 공 하기로 계약하 다.그리고 미사일 110개를 39억 달러에 계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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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상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패권국가를 허용하지 않겠다

는 의지를 강하게 만들었다. 체 으로 보면 미국,일본, 국은 한

상호의존 계를 보이지만 군사 으로는 상당한 경쟁 계임을 알

수 있다.기본 으로 미국은 세계 으로 자신 이외의 지역패권이 등장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유

럽에서는 국과 독일,동아시아에서는 일본,한국, 만 등과 직·간

인 동맹을 통해서 지역 패권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미국에 해서 일본은 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새롭게

단장한 보통국가로 나서기 해서 지속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를

달성하기 한 쉽고 확실한 수단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기조가 늘 지속되었던 것은 아니고 안보 약과 경제

마찰을 통해서 력과 갈등이 번갈아가면서 일어났다.즉 미국의 향력

에서 벗어나서 독자 인 국제 지 와 향력을 갖추고자 하는 부류와

동맹 계를 공고히 하면서 일본의 상을 높이고 실리도 얻고자하는 쪽

이 서로 맞서고 있는 형태 다.162)하지만 1990년 이후로 보수 세력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평화헌법 수정을 둘러싼 내부 정치

상황과 함께 국제 정치상황은 일본이 정상국가로 나아가는데 유리한 환

경이 조성되고 있다.냉 시 에 일본이 소련의 진출을 막기 한 교두

보로써 유용하 다면 탈냉 시기에는 국을 견제하는데 효과 이다.때

문에 미국은 일본의 극 인 역할분담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미사일 방어체제의 효과 제고를 해서 일본의 조는 매우 필

요하다.미국은 북한을 억지하고 나아가서 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

한 ‘불침항모’로써의 역할을 일본이 해주길 바라고 있다.국내외 여건

이 갖춰진 일본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극 으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자원을 배분하고 있다.163)

162)김성철.2007.『일본외교와 동북아』.세종정책총서 2006-2. 주:한울.pp.

125-127.

163)조흥제.2002.“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MD”.『군사논단』.31호.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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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미국의 략방 구상(SDI)를 한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뒤

미국과 1987년부터 조체제를 구축하 다.그리고 1993년 12월 TMD

그와 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기 한 정례포럼을 운 하기로 결정하

다.이로써 미국과 일본이 함께하는 TMD WG(U.S.-Japan TMD

WorkingGroup)가 만들어졌다.1994년 10월에는 일본 주도하에 탄도미

사일에 한 미·일 양국 조사(US-Japan BilateralStudy on Ballistic

MissileDefense)가 시작되었는데,이 조사는 다양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시험하고 평가하기 한 시뮬 이션과 시스템을 분석하 다.여기서

TMD와 련된 일본 미사일 기술이 높은 평가를 받아,일본이 미 해군

의 역 탄도미사일 방어체계(Theater Ballistic Missile Defense,

TBMD) 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성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기술 력은 더욱 가속도가 붙었고 1998년

9월 미·일 안보 의회(외무·국방,2+2회의)에서 TMD 공공 기술연구에

합의하 다.1998년 12월 일본 정부는 9억 6,000만원을 산에 반 하

다.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200〜300억 엔이 투입될 것으로 상하

다.164)1999년 일본정부는 북한이 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자

이러한 계획을 공식화하 다.이후 일본은 모든 면에서 미국과의 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미 탄도 미사일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X밴드

이더를 2기 설치하 고 자국의 해상 자 이지스함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스탠더드 요격미사일(SM-3)을 이미 배치하 다.이는

요격고도가 150km에 이르는 상층부까지 보호할 수 있는 무기이며 혹시

이것이 실패했을 때를 비하여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요거

에 배치하고 있다.165)

일본의 비용-편익 분석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일본은 1993년

노동미사일이 발사되기 까지는 북한은 일본의 안보 심사가 아니었

164)김성철.2007.『일본외교와 동북아』.세종정책총서 2006-2. 주:한울 pp.

151-157.

165)김성걸.2014.“일본의 최근 미사일,미사일 방어 정책방향”.『한일군사문화연

구』.Vol.1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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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련이 붕괴하면서 북방에 있던 력 심을 아직 채 옮기기도 이

었고 걸 참가 후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코자 국제사회에서 물리

이고 실질 인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일 때 다.이때 북한의 미사

일이 홋가이도 서쪽 해상에 낙하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에 해서

심을 가지게 된다.당시 핵물질 련으로 미국과 북한이 극한 갈등으

로 치닫다가 조 완화되는 시기로 한반도 정세에 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직 인 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었다.하지만 노동미사

일은 일본이 새로운 에 응해야 함을 일깨워주었고 5년 뒤 포동

미사일의 발사는 일본 정치권과 여론을 미사일 방어체계 요구로 이끌었

다.166)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미사일 요격의 실효성에 해 의구심이 훨

씬 더 심했다.특히 걸 에서 이라크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쏜 스커드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잘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패트리어트 편에 이라크 미사일이 맞아서 탄도가 변하여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요격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다.167)그러나 일본은 극

이었다.일본은 2000년 에 들어서 미국의 MD를 공동 연구했고 양국

은 미사일 개발에서 시 지 효과를 거두었다.168)

 본 순편 미사 어체계 비용

 미사 제거를 통한 사적 편

앞의 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북한의 증가는 일본의 순편익을

증가시킨다.하지만 공동연구개발의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할 리스크도 있었다.하지만 일본은 노동 미사일 발사

166)이성진.2009.“이스라엘·일본의 미사일방어 정책 비교연구”서울:국방 학교

안 보장 학원.

167)송 선.1993.“걸 후의 일본의 외교정책에 한 논쟁”.『국방정책연구』.

Vol.23.pp.119-136.

168)남창희.2006.“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 정책 함의”.『군사논단』 통권 45호.

한국군사학회 pp.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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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일본의 순편익

에는 북한 은 ‘0’에 가까웠다.이후 북한의 미사일 은 격히 증

가하게 된다.하지만 이 증가시기에 해서는 앞서 분석틀에서 제시된

것과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분석틀에서 가설 수립 시 포동 미사일의

시험발사가 일본의 순편익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엄 히 말하면

이는 틀린 말이다. 포동 미사일 1기가 있다고 해서 북한의 이 확

연히 증가하지 않는다.만약 이 게 설명한다면 이것은 기존 연구의

인식과 응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따라서 비용-편익 분석에

입각하여 분석하면 일본이 극 인 방어체계 구축에 나선 이유는 포

동 미사일의 발사가 노동미사일의 신뢰도 향상과 실 배치를 시사했기

때문이다.비록 일본 열도를 커버하는 사거리는 아니었으나 에 없

던 일본 본토에 한 이므로 일본의 군사 편익  는 격하게 증

가한다.개발 연구,시험,배치에 드는 비용과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제

로에서 시작해서 본토에 이른 이 등장하 으므로 순편 는 큰 폭으

로 증가한다.이후 일본은 2단계 첩 미사일 방어망을 구비하 고 이제

사드(THAAD)도입까지 고려하면서 3 방어망을 앞두고 있다.따라서

북한의 은 어느 정도 리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이러한

분석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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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동맹 딜 마와 국의 압력

한국과 일본의 공통 은 안보를 지키는 요한 축이 미국과의 동맹이

라는 이다.1945년 9월 북 38도선 이남에 미국이 진주하면서 군정을

시작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 지속 인 력을 유지하고 있

다.일본도 2차 패 이후 역시 미군의 군정 아래 있었고 천황제는

유지하되 이 과 완 히 다른 정치제제를 갖추는 기틀이 되었다.이 두

나라는 자신들의 노력과 아울러 우방국의 지원 아래 부신 경제발 을

이루었다.169)일본은 요시다 독트린 아래 안보는 미국에게 맡기도 경제

발 에 집 함으로써 국력을 신장시켰고 한국은 1953년 10월 21일에 한

미상호방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군을 안보의 한축으로 삼았다.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역할은 매우 크다.한국과 일

본은 이러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냉 시기 결구도에서 안정감과

경제 동력을 얻었고 이로써 경제발 을 이루었다.

이후 동아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데탕트와 소련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해 냉 은 종식되었고 동아시아의 요한 행 자 국이 개 개방으로

나왔다. 국은 일국양제를 표방하면서 1978년부터 극 인 경제개방정

책을 취했고 주지하다시피 놀라운 경제성장을 계속해가고 있다.이러한

국의 등장은 한국과 일본에게 경제 기회 고 일본은 1972년,한국은

1992년 국과 수교를 맺었다.이후 세 나라는 경제 으로 한 계

를 맺게 되었다. 국은 거 한 시장과 함께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한

국과 일본에게 제공했고 세 나라는 한 경제 력 계를 구축하

다.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국제 상황은 미사일 방어정책의 결정과정에

서 요한 차이 을 만들었다.

169)BruceCumings.1987."TheOriginsandDevelopmentoftheNortheastAsia

Political Economy: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 and Political

Consequences,"inFredericC.Deyoed.ThePoliticalEconomyoftheNew

AsianIndustrialism.Ithaca:CornellUniversity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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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동맹 딜 마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동맹을 통해서 안보를 확보하고 있다.왜냐하

면 국가의 내 동원(internalbalancing)으로는 충분한 자원 확보가 힘

들고 외부 이 박하게 증가했을 때 이에 응할 만한 시간 여유

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과 일본이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한국은 복 이후 경제 으로 취약한 상태 고 변변한 군

도 없었다.일본 역시 2차 패 이후 아주 낮은 경제 수 을 유

지하고 있었다.그리고 군 의 보유는 지되었다.두 나라는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발 의 동력을 얻기 해서 원조가 필요했다.미국은 이 두

국가에 해 극 인 경제 지원을 시작했고 한국의 경우 독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쟁이 발발하면서 그나마 잔존해 있던 경제 기반을 잃게

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원조에 의존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

다.일본은 패 후에는 경제회복이 지지부진했지만 6.25 쟁으로 발생

한 엄청난 군수품의 수요를 경제회복의 발 을 삼았고 동아시아 지역에

서 일정한 역할을 하길 바라는 미국의 지원 아래 지속 인 성장을 거듭

해 왔다.170)이 두 국가는 경제 으로나 정치·군사 으로 미국에게 의존

하 다.

미국과의 계에서 한국과 일본은 역사 으로 비 칭 계에서 칭

계로 진 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여 히 비 칭

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한국의 경우 경제 측면에서

여 히 미국 시장은 매력 인 존재이고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의

에 처하는 확실한 수단으로 한미 연합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한국

경제가 많이 성장하 지만 미국과의 동등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

170)Pempel,T.J.2002.“RevisitingtheEastAsianEconomicModel,”Redefining

Koreanpolitics.Kim etal,KPSA.;임채성.2007.“ 후 일본경제와 동아시아

경제권의 재편(1951-65년)”.『국제지역연구』.Vol11.No.1.pp.374-398.;김

근.2014.“ 후(戰後)의 재해 거버 스에 한 한일 비교 분석”.『한일군사문화

연구』.Vol.17.pp.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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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아직 어렵고 군사력 역시 세계 강 국인 미국에 비교했을 때 비

슷한 수 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후 일본은 군 를 보유하지 못함으로

써 국방을 미군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특히 일본이 자국의 국력만

으로 이에 소련의 남하를 지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므로 동

맹은 필수 이었다.그러나 경제 측면에서 일본은 미국과 비슷한 수

까지 올라섰다.특히 80년 후반의 일본 경제성장의 성과는 목할 만

했다.“JapanasNO.1”이라는 구호도 있었을 만큼 미국과 등한 수

까지 이르 음을 과시한 도 있다.171)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 다르게

경제 수 에서 등할 수 있지만 군사 측면에서 보다 의존 인 형태

를 띠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강 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한국과 으로부터 안

을 보장받는 효과를 렸다.하지만 국제 계에서 어느 한쪽이 유리하기

만한 계가 있을 수 있을까?아마도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강 국의

입장에서는 약소국의 군사력이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결국

강 국이 원하는 것은 군사력으로 표 되는 힘의 제공이 아니라 다른

가를 원하기 때문에 동맹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결국 안보를 제공하

는 신 상 방의 자율성(autonomy)의 제한을 가하고 자국의 향력을

강화하는 교환 계(trade-off)가 성립되는 것이다.172)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은 여러 요한 결정에서 미국과의 동맹에서 얻는 것이 큰

만큼 비례 으로 향을 받게 된다.이는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

계에 한 결정에도 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한·일의 미국과의 동맹 계에서 나타나는 다른 특징은 동맹을

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동맹은 두 국가가 서로에게 한 공약으로 이

루어진다.만약 국가의 동맹이라는 약속이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것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 에까지 이른다면 기할 수도 있다. 를 들어

70년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쟁으로 인해서 많은 인 ·물 손실

171)김성철.2007.『일본외교와 동북아』.세종정책총서 2006-2. 주:한울.

172)James.D.Morrow.1991.“AllianceandAsymmetry:AnAlternativeto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ofAlliances”.American JournalofPolitical

Science.Vol.35.No.4.pp.9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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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었고 이 때문에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국지 분쟁에 휩싸이지 않

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했다.카터 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은 한국에

한 공약을 철회하려고 하 다.한미동맹으로 인해서 상되는 손실이

매우 크다고 단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하 다.이때 한국

은 미국이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 고 이에 한 반응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과 함께 군사력 건설에 많은 자원을 배분하 다.이 게

공약의 축소나 지,나아가서 동맹을 기하거나 혹은 기에 처했을

때 원조하지 않는 등의 행 에 해서 동맹국이 느끼는 두려움을 방기의

두려움(fearofabandonment)하고 한다.역으로 미국이 한국에 계속

여함으로써 더 큰 분쟁과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단 하에 느끼는 두려

움이 연루의 두려움(fearofentrapment)이다.이 두 가지의 두려움은 딜

마 계이다.한국이 방기의 에 느낌으로써 이를 막기 해서

동맹국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공약을 제시하게 되면,이 공약이 한국을

미국의 여러 요구에 동참해야 하는 연루의 이 증가한다. 컨 핵

확산 지조약(NPT)나 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극 으로 참

여할 것을 요구 받거나 더 나아가서는 미국 주도의 쟁에 참 해 것

을 요청받게 된다.173)

1.한미동맹 연루-방기

북한이 IAEA의 핵시설 사찰을 거부하고 93년 3월에 NPT 탈퇴를 선

언하면서 핵 기가 래되었다.그리고 같은 해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

사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높 다.이에 해서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

에 해서 폭격을 감행하고자 했다.174)하지만 한국 정부는 면 으로

173)이수형.1999.“동맹의 안보 딜 마와 포기-연루의 순환: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 계를 심으로”.『국제정치논총』.Vol.39.No.1.pp.21-38.

174)이스라엘이 이라크 오시라크에서 원자로 건설이 완료되기 에 폭격을 감행했

다.이라크는 랑스의 지원으로 출력 40MW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 이었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라크가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단하고 1981년 6월

7일 은 한 침투에 의한 공 폭격으로 이를 제거하 다.이와 같이 북한이 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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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하여 이를 반 하 고 결국 이 계획은 무산

되었다.175) 기 미국 강경 의 주장이었지만 북한의 핵개발 기에 물

리 으로 제거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북핵문제에 한 해결과 실

행방법에서 동맹 간의 갈등이 일어났다.한국의 경우에는 북한의 장사정

포 때문에 미국의 행동에 반 하 고 연루의 두려움을 느 다.176)

이처럼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과의 계에서 안 을 보장받지만 이 때

문에 치러야하는 가 역시 만만치 않다. 의 처럼 미국의 군사행동

에 한국이 연루되면서 확 의 가능성까지 고려하게 된 것이다.만약 한

국 정부가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미국과 공조하여 일 을 각오한다면 연

루라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한국정부가 평화 해결을 원한다면 이러한

갈등은 동맹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연루의 험이다.

미사일 방어체계 결정에서도 비슷한 상이 일어났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김 과 노무 정부를 지나오면서 미국과의 동

맹에서 되도록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 다.이는 이들 정부가 북한

과의 계 개선을 통해서 남북의 안 보장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

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련 시설을 기습 인 공 폭격으로 괴하는 것을

고려하 다.

175)1993년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북미 공동 발표문’이 발표되었다.이를 통해서 1

차 북핵 기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상도 있었지만 북한이 IAEA가 요구한 방

사선 실험실과 변 5MW 원자로에 한 면 인 사찰을 거부함으로써 긴장에

돌입하 다.이어서 열린 남북특사교환 실무회담도 실패하 고 기야 미국 행정

부 내 강경 가 북한의 변 핵발 소를 폭격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이에 한국

정부는 6월 14일 통일안보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 해결을 하

여 확고하게 일 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변폭격

거부의사를 밝혔다.물론 미군과 미국시민들의 피해와 상되는 막 한 비도

폭격을 단하는 이유 다.

176)김 삼 통령은 “당시 변을 때리려고(폭격하려고)동해안에 미 해군 군

함 33척과 항공모함 2척이 와 있었다”며 “그러나 내가 강력히 반 했다”고 증언

하 다.김 통령은 “(북측)국경선에 있는 포가 남쪽을 보고 있는데 (미국이

변을 공격하면)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얼마나 큰 희생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

했고 “그래서 쟁을 막기 해 클린턴 당시 미국 통령에게 화로 반

했다” “그때 그 로 뒀으면 아마 (미국이) 변을 때렸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한 그는 당시 이니 주한 미국 사를 청와 로 부른 데 해 “미국 사

측이 가족 등 비 투 요원을 귀국시킨다는 정보를 들었다”며 “그런 사태가 발생

하면 혼란이 일어나니 내가 반 한다고 클린턴 통령에게 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앙일보』200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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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기 때문이다.아직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

축한다는 것은 한국 정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단하 고,

특히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극 으로 편입한다면 북한과의 계개

선에 득 될 것이 없다고 단하 다.그러면서도 한국은 여 히 안보 문

제에 있어서 미국의 힘을 필요로 하 다.177)

미사일 방어정책은 국제정세와 미국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 그 방침이

달라져왔다.냉 이 끝나자 미국은 량살상무기의 그리고 이를 운

반하는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우려하기 시작했다.강 국이 아닌 소국

가의 비교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을 방어하기 해서 클린턴 행정부의

TMD 정책이 등장하 다.178)당시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정확도 논란이 있었고 이 때문에 본격 인 실 배치는 차기 정부에 넘기

겠다는 결정도 있었다.179)이후 들어선 부시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한

주의를 환기시켰던 9.11테러 등을 통해서 강화되고 극 인 미사일 방

어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른다.우선 실용화된 기술 등을 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미사일 방어정책을 수립하 다.이

에 실제로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지상기반 미사일 방어체계

(GBI)의 경우에는 배치와 실험발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충분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의회의 비 에 직면하게 된다.다소 무리

가 따르는 정책이었지만 이러한 극 인 정책으로 인해서 해군 이지스

(Aegis)함에 기반을 둔 스탠더드 미사일(SM-3)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PAC-3)그리고 사드(THAAD)체계는 많은 발 을 이루게 된다.180)이

후 등장한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의 일방주의 인 외교정책에 해서 수

177)문정인·부승찬.2013.“김 통령과 햇볕정책:평화와 번 에 한 재조명”.

『통일연구』.Vol.17.No.1.pp.121-163.

178) 구 미사일 방어 정책 NMD(NationalMissileDefense)에 비되는 용어임.

미 본토에 한 미사일 은 감소하 으므로 ICBM( 륙간 탄도미사일)이하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집 하겠다는 의도를 가짐.그러나 미국의

국내정치의 여건으로 후에 국가미사일방어(NMD)역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179)홍 익.2004.『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와 한국의 응』.성남:세종연구소.

180)미의회조사국보고서.StevenA.HildrethandAmyF.Woolf.2001.National

Missile Defense: Issues for Congres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BehindBush’sMissileDefensePush”.『TIME』2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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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가하고 2009년에 동유럽에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철회하는 등의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북한의 에 항한 한국과 일본

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는 극 인 심을 표명하 다.181)한국정부

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해서 느끼는 연루의 두려움을 시계열

으로 정리해보자면,먼 90년 는 미국의 동맹국과 해외주둔 미군의 안

에 심을 기울이는 단계 다.미사일 방어체계에 한 방침이 정해지

지 않았고 많은 산이 투입되는 반면 그 실효성에 불확실하여 미국 국

내에서도 많은 비 을 받았다.따라서 한국이 느끼는 압력은 낮은 상태

다.그러나 90년 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이 가시화되

자 미국 내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의견이 늘어

났다.이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 후기에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해서

산배정을 늘 다.이후 부시행정부는 극 인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나섰고,동맹국들의 참여를 독려하 다.이에 따라 동유럽에서는 부시

통령이 직 동유럽을 방문하고 MD체계 배치를 합의한바 있다.오바마

행정부 역시 아시아 시 정책을 표방함에 따라 부시 행정부와 같은 수

의 압력은 아니나 여 히 높은 수 을 유지할 것이다.

미사일 방어정책 결정은 한국의 자율성과 미국의 향력이 상호작용

하는 형 인 교환 계(trade-off)를 보일 것이다.한미 동맹은 미군의

략 유연성 제고를 한 기지 이 , 시 작 권 한국 단독행사(환

수),주둔군 지 정,방 분담 상 문제 등 많은 안들이 상 테

이블에 올라올 수 있으며 MD 역시 그 의 하나가 될 것이다.미국이

안보 공약의 수 을 조 하는 상카드182)를 들고 한국을 압박한다면 방

기의 두려움(fearofabandonment)은 증가하고 한국의 MD참여를 통한

순편익도 증가하게 된다.동맹과의 계에서 미국이 한국에 해서 얼마

나 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자율성은 크게 요동칠 것이다.

181)오바마 통령은 호주 토니 에 (TonyAbbott)총리와의 담에서 북한

에 한 아시아 지역 미사일 방어 구축의 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TheWall

StreetJournal』.2014.6.13

182) 를 들어 확장 핵억지력 보장과 같은 공약이 표 일 수 있겠다.미국이

만약 본토가 받게 된다면 소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이 제한될 것이

라 발표한다면 이는 한국의 안보에 큰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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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일동맹 연루-방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는 일본의 방 정책의 극 인 변화를 가져왔

다.1993년과 1994년에 걸친 일련의 한반도 기는 그 간 미국에 의존했

던 일본의 방 정책을 재 검하게 만들었다.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 탈퇴를 결정하고 5월 노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은 강하게 반발

했다.1993년 가을 북미는 회담을 이어갔고 1994년 규모 한미 합동 군

사훈련 ‘ 스피릿’(Team Spirit)까지 단하고 IAEA조사단이 북한으로

들어가 핵사찰을 벌 지만 2주가 되지 않아 철수하 다.상황이 진 되

는 사이 페리 미국방장 은 주한 미군사령 에게 작 계획 검토를 지시

하 다. 면 을 가정하여 작성된 기존의 작 계획을 검토함과 동시에

우발계획도 수립할 것을 지시하 다.이는 곧 북한 변 핵시설을 폭격

하는 제한된 작 도 계획하라는 의미 다.이후 미 합참의장은 그러한

기습공격이 북한의 무모한 공격을 유발하게 되고 한미가 승리하더라도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페리 장 에게 보고

하 다.183) 한 북한은 미국의 어떠한 제제에도 강력하게 응할 것을

천명하면서 소 ‘서울 불바다’발언으로 했다.184)따라서 미국이 폭

격이나 강력한 제제 곧바로 쟁에 돌입할 수도 있는 일 즉발의 상황이

었다.이러한 박한 상황에서 일본은 그야말로 아무런 비가 되어있지

않았고 우왕좌왕의 연속이었다.당시 미국은 작 계획 5027을 토 로

기 시 일본을 미군 증원의 핵심기지로 삼고 있었지만 일본은 아무런

비가 되어있지 않았다.약 40만 여명의 인원과 물자가 일본을 통해서

183)Ashton B.Carterand William JamesPerry.1999.Preemptive Defense

Washington,D.C.:BrookingsInstitutionPress.

184) 1994 남북 특사교환을 한 8차 실무 에서 박 수 북측 표가 ` 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된다'는 등 극단 인 발언을 하 다.『연합뉴스』

19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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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구체 인 계획을 알지 못했고,미국이 요

구하는 소해임무(기뢰제거임무)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할 수 있을 것

인지에 한 정부 내 의견수렴이 되어있지 않았다.걸 에서 많은 경

제 지원을 하고도 명분과 실리 모두 잃었던 경험이 있었던 일본은 이

번에도 커다란 허 을 남길 뻔했다.다행스럽게도 사태는 지미 카터

통령의 북한 방문으로 북·미간 극 상타결로 끝났기 때문에 일본은

커다란 혼란이 실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185)

미국의 강력한 역할 분담 요구와 함께 일본 자체 내에서도 앞으로 발

생할 사태에 해서 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터져 나왔다.일본은 한

반도 사태에 해서 좀 더 자율성을 갖기 원했다.북한의 핵 개발과 노

동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은 정된 실 배치는 일본이 더 이상 수수방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일본 국내 여론도 한반도 기와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해서 집단 자 권을 비롯한 안보 문제에 해

서 심이 비등한 상황이었다.일본이 역할 변화를 꾀한다면 이때가

기 다.일본 내부의 동인과 함께 미국의 역할 분담의 요구가 맞아 떨어

지면서 미일은 새로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1997년 9월에 미·일 방

력지침이 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이 지침의 핵심내용은 기존에 일본

과 련된 문제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주변사태로 확 되었다는 이

다.186)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미일 동맹은 소련의 규모

력에 해서 방어하는데 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일본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 상황에 해 40여개 항목에 해서 구체 인 지침

이 수립되었다.187)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지렛 로 삼아 역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를 방 강,방 백서,미일 방 력 지침 모

185)소토카 히데토시·혼다 마사루·미우라 도시아키.진창수·김철수 역.2006.『미일

동맹:안보와 약의 역사』. 주:한울.

186)서울 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자료.1997.“미일안보공동선언(1996.4)미일방

력지침 개정(1997.9)”.『세계정치』.pp.167-196.

187)防衛省.2013.『防衛白書:平成25年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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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의 미사일 방어정책

에 한 미국의 동참 요구는 강해져 갔다.한국과는 약간 다르게

일본은 동맹을 이용하여 자율성을 확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고 이

는 미국의 향력을 높여주는 결과를 래하 다.MD체계에 한 일본

의 기 입장은 한국과 유사했다.먼 비용 효과 측면에서 망이

불투명하 으며,미국의 값비싼 무기를 구입하는 구매자로 락하는 것

이 아니냐는 비 도 있었다.그리고 역내의 군비경쟁을 발할 수도 있

다는 측도 일본을 주 하게 만들었다.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동참요구

에 일본은 1988년부터 비공식 으로 미사일 방어체계에 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시작했다.이후 일본은 1995년 4월에 방 청에 별도의 연구실을

만들고 공동연구를 진행하 다.이후 포동 미사일이 일본 본토를 넘어

서 태평양에 떨어지면서 미국과 일본의 합의와 공동 연구 진행을 공식화

하 다.

미국의 공조압력이 커질수록 일본의 자율성이 더욱 확보되는 보통의

동맹딜 마에서 보기 힘든 결과를 낳았다.일반 으로 강 국의 압력과

자율성은 교환 계(trade-off)이지만 일본의 경우 자율성의 확보는 동

맹으로 부터의 자율성 확보가 아니라 동맹을 통한 자율성을 확보이다.

미국의 향력은 유지되거나 혹은 신장되면서도 일본은 좀 더 자율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향력과 자율성이 서로 상쇄되지 않고 미국

과 일본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졌다.미사일 방어체계의 문제

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다.미국 MD에 참여할 경우 과도한 경제 부담

이 상되었으므로 이를 연루의 두려움(fearofentrapment)로 볼 수 있

겠으나 하지만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정치 효과는 그 비용을 상쇄할

만 했다.더군다나 일본의 높은 로켓 기술력은 미·일간의 공동 연구에서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성하는 부품을 미국에 수

출하기에 이른다.일본은 미국 MD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보다

나은 정치 반 부와 기술 우 를 바탕으로 덜 종속 인 경제

계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한국보다 연루의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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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fearofentrapment)의 수 이 상 으로 낮았고,어떻게 보면 의지

으로 참여하 으므로 이를 연루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기에는 막 한 비용과 효과에 한 의문으로 미 MD에 편입되는

것을 반 하는 기류가 있었지만 꾸 한 기술 개발로 일본이 선택한 패트

리엇 미사일(PAC-3)과 스탠더드 미사일(SM-3)이 요격실험에 성공하면

서 논란은 사그라졌다.동맹 계에서 미국의 압력은 시종일 높았으며,

일본은 이에 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 다.이에 일본은 미

MD에 편입 시 느끼는 연루의 두려움이 한국보다 훨씬 약했다.

제 2 미국 MD 참여에 한 국의 반

국은 미국과의 결을 표면화하고 있지는 않다.모택동은 ‘심알동

량 불칭패(深挖洞 廣積糧 不稱覇)’188)라고 말하면서 미-소 냉 시기

에 국의 실을 악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회피할 것을 지시하 다.

이후 등소평은 ‘도 양회(韜光養晦)189)’을 외교정책의 기조로 삼고 경제

성장을 해 불필요한 외마찰은 이라는 지침을 내렸다.이후 국의

힘이 계속 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미국의 힘에 서서히 도 장을 내미는

형국이다.후진타오 시기에는 ‘유소작 (有所作爲)’와 ‘평화굴기(和平崛

起)’구호가 등장하 다.여 히 외교 으로 유화 인 제스처를 품고 있지

만 안보 에 해서는 극 인 개입을 하겠다는 의지가 차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190)이러한 맥락에서 국은 반 근·지역거부(Anti

AccessAreaDenial) 략을 추진해오고 있다.이것은 미국의 해양 군사

력이 국의 연안으로 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략이다.191)항공모함으

188)굴을 깊게 고,식량을 비축하며,패권자라 칭하지 말라.

189)빛을 감춰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면서 은 하게 힘을 기른다.

190)김성걸.2012.“ 국의 반 근(A2),지역거부(AD)군사능력 평가”.『군사논단』.

Vol.70.pp.42-67.

191)반 근 략은 군이 작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해서 장거리 작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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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되는 미 군사력에 해서 국 연안지역에서 마음 로 개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컨 국과 만과의 갈등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지하는 것이다.이러한 목표를 달

성하기 한 요한 수단이 탄도 미사일인데 미국이 이를 미사일 방어체

계로 무력화시킨다면 국은 기존에 가졌던 억지력이 손상된다고 보고

있다.192)

이에 따라 국은 미국의 MD를 자국의 안보를 허무는 것으로 간주

하고 한국과 일본에 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이러한 압박의 수단이

물리 인 힘의 행사일 수도 있겠지만 경제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과 일본 양국은 국에 한 무역의존도가 상당하므로 국이

극 인 제제에 나선다면 심 한 향을 받을 것이다.하지만 역으로

국 역시 역내 주요 무역 상국인 한국과 일본에 해서 장기 인 경제

압박은 희박할 것이다.

1.미국 MD에 한 국의 인식

국은 미국의 MD 구축이 자국의 핵 억지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를 가지고 있다고 단한다. 국은 미국과의 핵무기 경쟁을 함과 아울

러 60년 이후 소련과의 계가 나빠지면서 이 증가하 다.미국과

의 데탕트가 시작되면서 미국과의 갈등은 완화되는 양상을 보 으나 냉

력을 구비하기 한 략이다.‘반 근’을 한 주요 수단으로 미군 방기지

개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지상,공 ,수 발사 탄도 미사일을 비롯하여 공격표

정보를 획득하기 한 장거리 정찰 감시수단인 성과 항공기, 이더, 성

요격 무기,그리고 잠수함 력을 운용할 것으로 단된다.‘지역거부(地域拒否

AD:Area-Denial)’략은 군을 작 지역 밖에 두거나 작 지역 내에서 투행

동을 제약하기 해 비교 단거리 지역에서 작 을 수행하며 이를 한 투능

력을 구비하는 것이다.정철호.2013.『미· 군사 략의 충돌 가능성과 한국의

응』.세종연구소.

192)손한별·웨즈롱.2014.“ 국 핵 력의 발 과 핵 략의 변화”.『신아세아』.

Vol.21.No.1.pp.12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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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식될 때까지 국은 소련과 긴장 계를 유지하 다.기실 국이

핵무기를 통해서 받는 국가는 당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

다.수 천기에 이르는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는 그 수량도 단했지만 그

능력에 있어서 국이 따라가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강 국인 두 나라

는 소 핵무기 세 가지 기둥(NuclearTriad),즉 륙간 탄도미사일,

략핵폭격기, 략핵잠수함을 가지고 있었다.80년 말에 이르러서야

국은 략핵잠수함을 실 배치하 다.핵무기의 수량과 투발수단의 다양

성 정확도에서 열세를 보이는 국은 미국과 소련에게 면 인 응

은 어려웠다.따라서 제한 인 억제 략을 구사할 수 밖에 없었다.미국

과 소련이 압도 인 핵무기의 수량과 정확도로 국의 핵 투발 수단들을

제압할 수 있었으므로 국은 신 하고도 확실한 응책이 필요했다.

이에 국은 도시(counter-city)를 상으로 하면서 2차 타격능력을

보존하는 최소억제 략을 구사하게 된다.비록 수량도 고 다양성,정확

도가 떨어지지만 국의 민간에 한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들

어 의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략의 핵심이다.하지만 소수의 핵무

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략이 실 되는 것이 아니다.

지미 카터 통령은 최소억제 략을 실 하는데 200기에서 250기의 핵무

기가 필요하다고 언 하 으며,맥조지 번디(McGeorgeBundy)193)는 잠

수함발사 핵미사일이 최소 16기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최소억제 략을

실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주장하 다.이 기 에 따르면, 국은 80

년내 까지도 제 로 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특히 생존성이 다

른 수단보다 월등한 략핵잠수함의 경우 국은 1982년에서야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개발에 성공하 고 2010년에 이르러 진(晋) 잠수함

2척과 시아 잠수함 1척을 보유하게 되었다.194)잠수함 발사 탄도미사

일의 능력으로 볼 때 시아 잠수함에 탑재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짧아

193)McGeorgeBurnby.1969.“ToCaptheVolcano”.ForeignAffairs.Vol.48.

No.1.pp.9-12.

194)이재학.2011.“억제이론으로 본 국의 핵억제 략”.『신아세아』.Vol18.

No.2.pp.9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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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인 효과가 떨어지고 진 잠수함이 실질 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

이는데 미국을 겨냥하여 미 본토 가까이 치하여야 할 경우에 미·일 해

군의 능력으로 인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은 탄도미사일의 성능향상과 아울러 지속 인 생산으로 탄

도미사일의 정확도와 수량이 크게 증가하 고,지형을 이용해서 은폐하

거나 이동형 미사일 발사 개발로 생존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그러나

여 히 미국에 한 국의 핵 억지력은 제한 이다.이미 구축된 막강

한 미국의 핵미사일에 해서 량보복 략(Massive Retaliation

Strategy)이나 상호확증 괴 략(Massive:MutualAssuredDestruction)

등을 사용하기는 힘들다.이 장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은 자국

안보에 해서 극 이고 공세 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존

재하는 핵 능력의 격차는 근시일 내에 좁 지지 않을 것이다.이러한 상

황에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MD 체계 구축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기존의 국의 억지력도 미국에 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미

국에 한 억지력이 히 떨어지게 된다. 국인 이러한 사태를 좌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역내에서 국력에 맞게 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은 미국이 한국

과 일본에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

다.195) 한 국은 만에 한 향력 강화와 일본,필리핀,베트남과

의 유권 분쟁에서 극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력해진 국력을 바

탕으로 역내 국가들에 해서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질서유

지(StatusQuo)에 이해를 가진 미국과의 충돌을 불가피하다.이에 국

은 미국과의 군사 갈등 상황에 비해서 반 근 지역거부(A2/AD,

195)로이터 통신은 국 외무부 변인이 일본 교토에 설치되는 MD체계 하나

인 X밴드 이더에 해서 아태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

은 핑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Reuter』2014.10.23.; 국의 시진핑 주석

은 7월 박근혜 통령과의 만남에서 미국 MD 체계 하나인 사드(THAAD)미

사일 도입에 신 히 단해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앙일보』20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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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AccessAerialDenial) 략을 수립하고 있다.196) 국은 이러한

략을 실 하는 수단으로 미국의 해군력 해외 주둔 기지에 한 탄도

미사일 공격을 상정하고 있다.미국의 MD는 국의 략 공격력을 무

력화시키는 것이고 이는 역내에서 향력을 확 하려는 국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MD 공조체계에 참여하는 것을

반 하고 있다.이 두 나라가 국에 한 경제 의존도가 다른 어느

국가보다 높다는 을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고 있다.특히 한국이 일본

과 역사문제로 인해서 한·미·일 삼각공조체계에 극 으로 참여하기 어

렵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극 인 외교압력을 가하고 있다.이러한 국

의 압력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바로 북한이다.북한이 지속 인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사거리 증 를 해 노력한다면 한국과 일본에 한

국의 압박은 그 명분을 잃고 압력은 비례 으로 감소할 것이다.

2.한국과 일본에 한 국의 압력

한국과 일본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고 있지

만 경제 인 측면에서는 국의 향력이 미국을 앞선다. 국과의 FTA

가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무역비 이 50%를 차지하는 등 국의 경제

향력은 차 증가하고 있다.특히 국은 한국과 일본의 최 교역

국으로 자리매김하 다.그 뿐 아니라 국의 상은 미국의 경제 지

를 할 만큼 성장하 다. 국은 WTO가입 이후 2002년부터 2008

년까지는 연평균 약 720억 달러의 외국인직 투자(FDI)를 유치하는 성

과를 올렸다.그리고 연간 무역규모가 1988년 1,000억 달러에 이르 고

2007년에는 2조 달러를 과하는 기염을 토했다.권 주의 체제를 가진

국의 성장은 기존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문을

196)정철호.2013.『미, 군사 략의 충돌가능성과 한국의 응』.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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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제연구소

그림 5.한국의 국 무역 추이 단 :%

제기하게 만들었고 정치체제와 경제발 의 인과 계가 불확실하다는 주

장이 등장하 다.197) 격한 성장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국은 이른바

베이징 컨센서스(Bejing Consensus)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발 모델을

제시하기에 이른다.198)아직 부족한 이 있지만 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199)역내 국의 경제 향력은

엄청나다. 국은 2011년 기 으로 3조 1,975억 달러(세계 1 )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에 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1992년 두 국가가 수교한 이래로 경제 교역량은 빠르게 증가

하 다.수교를 시작한 당해를 제외하고 연속 으로 흑자를 기록해 왔으

며 평균 5.1%의 경제성장률 0.37%가 국으로 인해서 올린 성과

197)BarbaraGeddes.1994."ChallengingtheConventionalWisdom".Journalof

Democracy.Vol.5.No.4.pp.104-118.

198)베이징 컨센서스는 국식 자본주의 모델이다.정치 자유화는 진 으로 실

시하여 혼란을 막으면서 경제 효율성은 높이는 략이라고 할 수 있다. 외

으로 다른 국가의 정치 정체성을 변화시키려는 인 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을 부각 시키고 있다.이 은 경제개 은 정치 자유화 즉 민주화와 동반되어

야 한다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비교했을 때 비된다.Joshua CooperRamo.

2004.TheBeijingConsensus.TheForeignPolicyCentre.

199) 열.2011.『 기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EAI국가안보패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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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한국의 국 무역의존도는 2011년 기 으로 24.2% 로 만

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다.2004년부터 한국의 가장 요한 교역

트 로 부상한 이후 곧 그 치를 지키고 있다. 국으로부터 무역

을 통해 얻는 흑자가 447억 달러에 이르는 등 그야말로 국 시장에서

많은 경제 이익을 얻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융 기 시 한국이 세

계와 무역을 하면서 얻는 무역수지의 141%에 달하는 흑자를 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얻었다. 국이 융 기 시 수출에 큰 활로가 됨으로써

한국이 기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한 국의 시장은 한국이 노

동집약 인 산업에서 벗어나서 기술집약 산업구조로 넘어가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수교 당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던 가죽,인조섬유 제품

의 시장이 되어주었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유지시켜 주었다.그리고 첨단 산업의 주요 시장이 되어주면서 한국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었다.200)한국은 국의 경제 향력을 무시할 수 없

는 상황이 되었다.이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MD와 공조체계를 구축하려

고 하면 ‘돈은 국에서 벌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국을 견제하

려는 이 인 정체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201)

국의 이러한 반응은 바꿔 말하면 이를 통해서 한국에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변환될 수도 있다.이는 한국의 MD 편입으로 인한

이익을 크게 감소시킨다.

1972년 국과 일본은 국교를 정상화 하면서 경제교류를 시작하 고

국이 1978년 개 개방을 시작하면서 일본은 국에서 많은 경제 실

익을 거두었다.홍콩과 만을 제외하고 직 투자(FDI)에서 일본이 3

를 유지하 다는 사실은 일본이 국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 는지를 보

여 다.일본기업의 국 투자는 1990년 4억 1,000만 달러 고 2010년

200)이 걸.2012.『한 수교 20주년 국 수출의 성과와 과제』.한국무역 회

국제무역연구원

201)문정인.2010.『 국의 내일을 묻다』.삼성경제연구소.



-110-

자료 : 국 무역통계는 中國海關總署 일본 무역통계는 日本關稅協会.

김규 ㆍ이형근ㆍ김은지.2012.『G2시 일본의 ( 中)

경제 력 황과 시사 』. 외경제정책연구원.p.62.

그림 6.일본과 국의 무역에서 상 국 비

에는 72역 5,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 다. 국은 직 투자와 무역을

연계(FDI-TradeNexus)하는 정책을 추진하 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역

할이 결코 작지 않았다.그리고 국과 일본의 무역은 서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역마찰이 일어나기보다 시 지 효과를 보 다.

국은 노동집약 소비재에 을 두고 있었고 일본은 기술집약 인

간재를 국에 팔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다.이러한 계가

국이 성장함에 따라서 변화하기 시작했다.원래 국이 일본에

해서 무역의존도가 더 높았지만 2001년 국의 WTO가입 이후 일

무역의존도는 낮아졌고,오히려 일본의 국 무역의존도가 그것을 역

하게 되었다.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2008년 세계 경제 기 시에

국과의 교역으로 기를 이겨낼 수 있었고 이후 국 의존도가 더욱

상승하 다.다만 일본은 일정규모의 내수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

과의 무역에 매달리는 한국보다는 덜 취약하다.따라서 국의 압력에

한 내성은 일본이 한국보다 더 클 것이다.따라서 분석틀에서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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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처럼 두 국가는 국의 압력에 해서 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다.

국의 압력을 보여주는 표 인 사례로 센카쿠 열도의 어선 충돌사

건에 한 일련의 조치 다.일본의 센카쿠( 국명:다오 다오)열도에

국의 어선이 일본의 순시선에 충돌 후 도주하려는 것을 체포하여 구

하 다.이에 해서 국은 센카쿠 열도는 자국의 토임을 주장하면서

선원들을 풀어 것을 주장하 다.일본이 이를 거부하자 국은 동 국

해의 석유 가스 개발에 한 의를 연기하고 각료 교류 정지하 으며

각종 문화교류 활동을 취소시켰다.나아가서 희토류를 수출과 일본

을 지하겠다고 나서자 일본은 국인 선장을 석방하 다.일본이 국

인 선장을 풀어주었음에도 국은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 고 양국 국민

감정은 극도로 나빠졌다.202)이 사건은 국이 안보문제에 해서 비군

사 수단을 통해서 상 국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특히 국 국민들의 민족주의 정서에 호소할 경우 그 여 는 엄청

날 것으로 보이며, 국의 정치체제의 특성상 정부의 통제력이 민주주의

국가보다 상 으로 크다는 을 감안할 때 정부 주도의 제제가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국이 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한국과 일본

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래할 수도 있다는 에서 국은 신 하게 단할 것이다.

국의 압력이라는 외부 변수에 집 해서 미국과의 MD 편입을 살펴

보면 2000년 에 일본이 미국과의 MD공조체계를 구축할 당시에는 일

본 경제가 지 과 같이 국에 종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내수시장이 작고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에서 한국이 압력

에 훨씬 더 취약할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의 경제상황이 지 보다는

국에 덜 의존 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일본을 압박하기에는 여의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가 분석한 변수를 고려해 표 한 그래 는 다음과 같다.다른

202)이태환 편.2012.『동아시아 경제와 안보:미 의 패권경쟁과 응 략』.세종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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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한·일의 종합 비용-편익 분석

차원의 변수를 종합하 기 때문에 정확한 양 비교는 어렵지만 음과 양

의 차이와 이 연구의 요한 목표인 한국과 일본의 정책비교는 서로 동

일한 차원의 변수가 쓰 으므로 가능하리라 본다.한국은 북한 핵개발로

인해 미국과의 공조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격히 증가할 것이다.하지

만 일본의 경우 기부터 군사 편익이 증가하 다.이는 한국과 일본

이 다른 결정을 한 가장 요한 내 요인이었다.그리고 한국은 기

미국과의 동맹에서 연루의 두려움에 시달렸지만 일본은 동맹을 통해 국

익을 실 시켰다.그리고 국 변수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높은 압력을 받고 있고 이는 한국이 미국과 공조하

지 않는 하나의 요한 이유이다.하지만 그래 에서 보듯이 북한의

이 계속 증가한다면 미국의 방기의 이 증가할 것이고 국의 압

박은 명분을 잃을 것이다.따라서 향후 한국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는 북한의 이 어떤 경계(Threshold)를 넘어선다면 앞서 분

석된 과정을 거쳐 결국 미국과의 공조체계로 나아갈 것임을 조심스럽게

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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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 론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과 탄도 미사일 에 직면해 있다.이에

한 비책으로 한·일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확장 핵억지력(Extended

NuclearDeterrence)을 제공받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경

주하고 있다.추가 으로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할 경우 원

타격을 할 수 있는 킬체인(Kill-Chain)체계를 구축하기 해 노력하

고 있으며,일본은 수방 원칙에 어 난다는 반 에 부딪 논의

인 단계이다.결국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응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있어서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

계(KAMD)를 천명한 반면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를 선택하 다.왜 한국

은 일본처럼 미국의 MD와 통합하지 않고 독자 인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북한의 과 미국과 국이라는 환경이 동일함에도

다른 응을 하는 이유에 해서 설명하고자 하 다.

기존의 연구는 한국과 일본이 받는 북한의 미사일 이 다르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 다.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지리 차이에 기인한 것으

로 한국은 북한과 경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받는 미사일 종류가 달라지고 응하는 미사일 체계가 달

라진다는 주장이다.미사일의 군사 능력에 기반을 둔 명료한 분석이다.

하지만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가장 효과 인 방법은 많은 정보·정찰 자

산을 가지고 다층(多層)방어 하는 것이고,풍부한 자산을 가진 미국과 공

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다. 다른 연구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북한의 을

상으로 하고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

이다.이는 인식과 응이라는 구도로 미사일 방어를 설명하는 것으

로 일리 있는 주장이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기 미



-114-

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분명히 북한의 증가와 함께 시작되었다.방

정책에 한 문서들도 미사일 방어에 한 목표로 정확히 북한을 지목

하고 있다. 한 본 연구의 요한 목 인 일본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

책이 결정된 시기를 설명하기 해서는 - 응 도식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정책 결정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 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

다.한국은 북한의 93년 노동 미사일과 98년 포동 1호 미사일 발사실

험으로 인해서 이 에 비해서 특별히 이 증가하지는 않았다.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그 이 에는 존재하지 않던 이 발생하게 되면서 미

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이 격하게 증가하 다.

기 이러한 편익의 증가의 차이는 각국 정부의 극 인 행동의 차이로

이어졌다.그리고 미사일 방어체계에 드는 엄청난 비용과 효율성에 한

의구심은 한국을 더욱 신 한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었다.반 로 일본은

공동 연구를 통해 로켓기술 노하우를 축 함과 아울러 보통국가로 나아

가는 발 을 마련할 수 있었다.외 변수인 미국은 동맹국의 역할을 강

조하면서 극 인 동참을 요구했고 이는 미국의 확장 핵억지력을 제

공받지 못할 수 있다는 방기의 두려움과 함께 작용하여 두 국가에게 압

력으로 작용하 다.그리고 하나의 변수, 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 한국과 일본에 한 경제 향력이 커지고 있다.일본이 미국 MD

에 동참을 결정할 당시 국은 경제 제제를 행사하기에는 제한 이었

지만 재 한국은 국의 압력에 상 으로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은 북한이 거리 미사일 실험발사에 성공하

고 실 배치가 임박하자 미국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더욱 강화한 반면,한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고수하

고 있다.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진 과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

이 계속되어 일정한 임계 (Threshold)을 넘어선다면 한국 역시 막 한

비용과 손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MD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상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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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ofMissileDefence

PolicybyKoreaandJapan:
FocusingontheCooperationwithUSMissileDefense

Lee,HyunSuk

DepartmentofPoliticalScience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studyseekstorevealthecauseofthedifferenceinKorea

andJapan’smissiledefensepoliciesfrom theNorthKoreannuclear

andballisticmissilethreat.InresponsetothegrowingNorthKorean

threatin the early 2000s,Japan complied with the U.S.missile

defense system (MD)while South Korea used a missile defense

system thatadherestotheKoreaAirandMissileDefense(KAMD)

policy.SouthKoreaandJapannotonlyhavetheNorthKoreanthreat

incommon,buttheyalsoseeksecuritythroughanalliancewiththe

UnitedStates.Thisstudyaimstoexplainwhytheywalkadifferent

pathintheirmissiledefensesystems.

Since the 1970s, North Korea has accumulated missile

technologiesthroughjointresearchwithSovietUnionandChina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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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withcountriesintheMiddleEast.Upuntilthemid-'90,

NK missiles had low accuracy and ranged within the Korean

Peninsula.Butthe '93 Nodong and '98 Taepodong missile tests

seemedsuccessful,withtheNK missilecapabilityextendingbeyond

theKoreanPeninsula.Therefore,thatbroughtaseriousthreatcloser

toSouthKoreaandJapan.Themoreseriousproblem wasthefact

that,atthesame timeoftheincrease in missilerange,nuclear

weaponswerealsobeingdeveloped.NorthKoreannuclearweapons

becameincreasinglymatureandballisticmissilerangeextendedto

thepointthatultimatelyisexpectedtoreachthecontiguousUnited

States(CONUS).

Japan’ssolutionforincreasedNorthKoreanthreatwasequipping

itselfwithanintegrateddefensesystem thatactivelycapitalizedon

theU.S.missiledefensepolicy.Japanisintegrating commandand

controlsystems(C4I),RADAR,anti-ballisticmissileswiththeU.S.

forces.However,KoreapursuedapolicyofbuildingaKoreanmissile

defense system (KAMD)instead ofintegrating with the missile

defensesystem oftheUnitedStates.

Previousstudieshavelookedattheintentionofthetwocountries

againsttheNK missilethreat.Ofcourse,nationalintentisacore

variable.Butevendespitethe completelydifferenttendenciesofthe

governments in Korea and Japan,they both adhereto thesame

securitypolicy.Thus,nationalintentaloneisinsufficienttoex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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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ecisionofKoreaandJapan’smissiledefensepolicies.Today,the

statemustsolvedomesticproblemssuchaseconomicdevelopment

andwelfarewithlimitedresources.Therefore,countriesfindthemost

cost-effective alternative in terms ofconvenience.In particular,I

argue that a cost-benefit analysis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how andwhentodecidemissiledefensepolicy.Inother

words,even ifintegration with USMD is the mostobvious,a

governmentmightwithholdthatdecisionifitisdifficulttobearthat

cost.There is a certain threshold for ballistic missile defense

cooperationwiththeUnitedStates.SoSouthKoreaMD policywill

be determined based on whetherthe internationalregime orthe

cooperation ofKorea’sneighborskeep arein on NK nuclearand

missiledevelopment.

Inaddition,thealliancewiththeUnitedStatesandChinaare

importantexternalvariablesbecausetheyanalyzethedynamicsthat

workinbothcountries.MD isacrucialpartofaglobalsecurity

strategysotheUnitedStatesdemandstheparticipationofitsallies,

butChinaregardsitasablockadeandcreatesopposition.

Succinctly summarized it is as follows.When North Korea

launchedaTaepodong missile,Japan rapidly increaseditsbenefits

whenitincorporatedtheUSMD.Butthebenefitwasminimalfor

KoreasinceitwasalreadyunderNK threat.Moreover,SouthKorea

wantedtoavoidthefearofentrapmentinitsalliancewiththe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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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andwasmorevulnerabletoeconomicretaliationfrom China

thanJapan.Asaresult,JapanhasactivelyparticipatedintheUSMD,

whileKorea withheld.However,ifthethreatfrom North Korean

missilesincrease,therewillbechangestoSouthKorea’sMDpolicy.

Keywords:MissileDefense,Cost-BenefitAnalysis,Alliance

Dilemma,EntrapmentandAbandonment

StudentNumber:2013-2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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