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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하는 북한 군사도발: 해상에서 육상으로? 

 

 지난 8월 4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우리군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으로 휴전선 인근 11개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20일 경기도 연천군 지역으로 두 

차례 포격도발을 감행한 뒤 심리전 중단을 요구하며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우리군은 이에 맞서 155㎜ 자주포 

29발을 대응 포격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은 군사분계선(MDL)을 무려 

440m나 넘어와 매설한 것으로서 이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도발이다.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사고는 

1966~67년 사이 발생한 이래 48년 만의 일인 것이다.  

 

북한은 이번 목함지뢰 도발도 2010년 천안함 폭침 도발 때처럼 도발 사실을 부인하며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은 도발 주체를 알 수 없는 방식의 

대남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나 무인기(UAV) 침투가 대표적 사례다.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없는 점을 교묘히 악용해 도발 사실을 부인하고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 도발과 비교하면 북한이 의도한 남남갈등 효과는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것 같다. 천안함 폭침 도발 당시에는 일찍부터 북한 소행 가능성이 대두됐고 사고 발생 이후 공식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번 DMZ 목함지뢰 도발은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이 합동 현장조사를 이틀 만에 신속히 마무리한 이후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내린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사고 초기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심증은 있었으나 

섣불리 결론 내지 않고 유엔사와의 합동조사 이후 북한 도발로 규정하는 공식 발표를 내놓은 것은 

차분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70주년까지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DMZ 목함지뢰 도발이 발생하기 전 북한군의 이상 징후는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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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됐다. 치밀하게 도발을 준비했다는 얘기다. 목함지뢰 도발은 북한군의 도발 범위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MDL까지 확대됐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군은 NLL 해상 도발 감행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지난 5월 서해 NLL에서 

이례적으로 야간 포사격 훈련을 진행한 데 이어 7월에는 연평도 서북방 4.5km에 있는 갈도에서 

진지구축 작업을 벌이고 122mm 방사포 4문을 배치하는 등 서북도서 지역의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어찌 보면 이런 식으로 서해 NLL에 우리 군 당국의 관심을 집중시켜놓은 뒤 성동격서식으로 DMZ 

도발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금 DMZ 도발로 우리군의 감시와 경계가 DMZ에 집중적으로 쏠려있는 상태이니 향후 NLL 해상 

도발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15년에 발간된 『2014년 국방백서』에 나온 유형별 침투 및 

국지도발 현황 자료를 보면 1950년대부터 2014년까지 북한의 대남 침투도발 및 국지도발 횟수는 총 

3040회로 이 가운데 1001회가 해상 침투도발이다. 특히 세부적 국지도발 가운데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과 북한 어선의 NLL 침범은 각각 273건과 186건, 포격 및 소규모 해전은 40회로 집계됐다. MDL 

월선은 29회, 지상 총·포격 도발이 94회인 점과 비교하면 해상 도발 횟수가 월등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8월 24일자 『국방일보』는 북한이 21일 대화 제의 이후 잠수함 전력의 70%가 모기지를 

이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군사도발이 지속적으로 진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양상의 군사도발을 일으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지난 천안함 폭침 도발과 연평도 포격 

도발도 예상했던 게 아니었다. 북한은 지난 5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했고 NLL 

야간 포 사격 훈련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는 등 도발 준비를 쉬지 않고 있다. 2010년 NLL 근해 천안함 

폭침 도발, 연평도 포격 도발 그리고 목함지뢰 도발에 이어 우리 군이 또 북한 군사도발에 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많은 국민들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약력 

김민서 기자(spice7@segye.com)는 2004 년에 세계일보에 입사하였다. 2011 년에는 영국 브리스톨대 

공공정책학 석사를 취득하였고, 2011 년 9 월부터 현재까지 외교안보부 소속 통일부 출입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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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Korea Moves Forces Amid Talks With South,” The New York Times (Aug 23, 2015) 

 

- “Experts Predict N. Korea Will Escalate Provocations,” Voice of America (Aug 20, 2015) 

 

- “Amid 'Quasi State of War,' North, South Korea Hold First High-Level Talks in a Year,” The Diplomat (Aug 

23, 2015) 

 

알림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 KIMS Periscope 는 매월 1 일, 11 일, 21 일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KIMS Periscope 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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