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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 배치의 중요성 

 

 한‧미는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공식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사드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에 

배치시켜 작전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사드에 대한 한국의 정책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한국은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으나, 이제는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북한의 핵위협은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는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이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는 왜 우리 안보에 중요한가?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첫 행동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시발점으로 우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억제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들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보장을 반복적으로 

천명하였으며, 한‧미는 북한 핵위협 억제를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하였다. 북한 미사일을 

탐지‧교란‧파괴‧방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을 

합의하였다. 한‧미 연합연습의 강화, B-2/B-52 전략폭격의 무력시위, 전략잠수함의 한국 방문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실제로 

배치된 주한미군 전력의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제공한다. 

한‧미의 패트리어트 저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갖고 있는 제한점을 보완하여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공격의 성공 가능성을 대폭적으로 낮추어 준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전략적 불확실성을 높여주어 

북한이 공격에 보다 신중하도록 만든다. 특히, 한‧미의 핵미사일 억제 개념은 킬체인 능력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합 운용하여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공격 징후가 

포착될 경우, 이를 조기에 탐지하여 킬체인 능력에 의해 사전에 자위권적인 타격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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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하고, 남아있는 미사일에 의한 공격을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사용하여 

요격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갖고 있는 기술적 제한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미사일 방어체계의 효용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생존을 위한 이러한 기본적인 군사적 조치들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직접 훼손하고, 

관련국이 한반도 문제를 이용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이나 대북정책의 기조는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냉혹한 국제적 안보현실을 다시 한 번 깨닫도록 만든다. 중국이 자신의 안보만 중시하고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의 생존문제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중국이 책임 있는 

강대국 위상과 역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보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보도 동시에 

고려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서 남북 간 게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안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뿐만 아니라 모든 가용한 

선택방안(옵션)을 책상에 올려놓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의 독자적인 핵억제 능력 강화도 

중요하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억제전략은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한‧미의 첨단기술 

능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억제체제가 요구된다. 또한 중국에게도 북한 핵위협에 대한 우리의 

선택 전략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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