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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택 가능 대북(對北)군사옵션과 해상봉쇄  

 

최근 북한이 6차 핵실험 이후 화성-12/14형 등 탄도미사일로 지속 위

협하자 미국은 외교적 수단뿐만 아니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암시

하던 군사옵션을 더욱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군

사옵션이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북 군사옵션으로 ⑴ 전략무기

(전략폭격기, SSBN 등) 투사 맟 전개 ⑵전술핵무기 주한미군 재배치 ⑶사

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북한 미사일 요격수단 증강 배치와 

그리고 ⑷대북해상봉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예방적 선제공격

(타격)’ 옵션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북한의 군사보복(전쟁)으로 이어져 

한국 내 수 많은 인명피해를 줄 수 있어 미국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군

사옵션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핵·미사일 위기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옵션 선택 시에는 정전협정 등을 고려하여 한국과 주한미군을 

배제할 수도 있다. 

 

첫 번째 옵션은 전략무기를 투사하고 전개하는 것이다. 미국의 7함대 책임해역인 서태평양에

서 활동하고 있는 니미츠항모(CVN-68)와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은 명령만 받으면 한반도로 신

속하게 전개될 수 있다. 태평양 괌의 공군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Lancer는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의 하나로 괌 기지에서 이륙하면 최대 2시간 반이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다.  

 

두 번째 옵션은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기지에 배치하는 것이다. 전술핵무기는 국지전 등에서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폭발위력의 크기는 전장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kt (1kt-킬로톤: TNT 1,000톤 폭발력) 이하의 핵무기를 말한다. 야포

나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와 특정지역에서 폭발시키는 핵지뢰·핵기뢰 등의 전술핵무기

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한국의 입장에서 수용하려면 찬반 여론이 있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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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세 번째 옵션은 사드 등 북한 미사일 요격체계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다. 미국은 사드 외에 

태평양에 배치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17척(현재 미국은 약 33척의 이지스함이 미사일요

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의 이지스함을 언제든지 한반도에 전개시킬 수 있다. 

 

마지막 옵션은 북한을 해상에서 포위하여 선박을 통한 거래(핵·미사일 개발관련 전략물자나 석

유 등)를 완전히 차단하는 대북해상봉쇄로 대북제재의 최종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해상봉쇄는 물

리적 타격을 포함하지 않는 군사옵션이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가

장 강력한 수단이다. 해상봉쇄는 해군력을 이용하여 전쟁 발발전 적성국가에 대하여 경제적 압력

과 해상교통로 차단 등의 목적으로 싸우지 않고 적이 전쟁을 포기하도록 하여 전쟁의 피해를 미

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해상봉쇄는 해양통제권의 확보와 위기 시 강압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

고 있어 2차 대전 이후에는 6·25전쟁•쿠바미사일위기•3·4차 중동전쟁•베트남전쟁•3차 인도-파키스

탄전쟁 그리고 포클랜드전쟁 등에서 실시된바 있다. 해상봉쇄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보다

는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전략(군사)물자와 석유를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6차 핵실험 이후 UN안보리의 대북제재안 2375호에도 처음엔 대북 해상봉

쇄가 포함됐었으나 중국의 반대로 빠진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미국의 주도로 해상봉쇄를 추진한다면 과거 북한의 WMD 확산방지를 위해 추진되었던 

‘WMD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교훈을 고

려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옵션의 성공을 위해서는 UN안보리가 결정하고 다국적 국

가가 참가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중·러의 반대로 미국이 UN안보리의 동

의 없이 한·미·일 공조 하에 추진하면 미국·동맹국과 중·러의 대결구도로 전개되어 결국 북한에 힘

을 실어주고 북핵·미사일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기 옵션은 중·러가 UN제재

안을 성실히 수행하고, 양국의 육로를 통한 무역이 완전히 차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옵션이 비핵화를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이상 미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압박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나 물리적 타격을 포함한 군사옵션은 북한이 

도발을 실제로 감행할 경우로 한정한다는 점을 한·미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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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김덕기제독(예)(strongleg@naver.com)은 영국 헐(Hull)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세계인명사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2006)된 바 있다. 청와대 행정관‧합참 

군사협력과장‧해군본부 정보화기획실장‧세종대왕함 초대함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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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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