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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체인저로서 북한 SLBM 위협고도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변화되는 게임진단과 SLBM 상쇄전략 1)
반 길 주*
❖요 약❖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
무소 폭파로 한반도에 다시 갈등국면이 부상
하고 있다. 앞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북한의 다양
한 도발카드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
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그중 하
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 SLBM은
새로운 카드가 아니라 핵 프로그램에 필수요
소로 포함되어 북한이 오랜 기간 추진하여온
진행형 카드다. SLBM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
으면서 미국에 전략적 압박을 가하는데 북한
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색지대 성격
의 카드이지 동시에 한반도 군사주도권을 장
악하는 대한국 협박카드이기도 하다. 북한은
북극성-1/3형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탑재 잠
수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SLBM 전력
화를 위한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다. 문제는 S
LBM 전력화가 북한이 단지 하나의 무기체계
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는 점이다. 북한이 SLBM 투사능력을 확보하

면 5가지 게임-국내정치 게임, 국제정치 게
임, 전략 게임, 핵 위협 게임, 재래식 군사위협
게임-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게임체인저”라 할 수 있다.
SLBM 전력화와 동시에 북한이 게임을 완전
히 변화시킬 수 있기에 전력화라는 결과로서
의 의미뿐 아니라 전력화 과정에서도 이런 게
임변화의 파괴력을 협박용 카드로 활용하며
북한은 정치적, 전략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게임체인저 위협
에 한국은 해군 차원을 뛰어넘어 범정부적으
로 포괄적 상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대응조
치는 작전운용 및 체계구축 분야, 전력건설 분
야, 군사적 공조 분야, 외교적 공조 분야, 전략
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범정부적 T/F를 중심으로 SLBM
상쇄전략이라는 포괄적 대응조치를 통해 자원
사용과 정책구상에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게임체인저, 회색지대 도발, 북핵, 수중킬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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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남북협력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
무소)를 폭파하며 강온양면전략의 재개를 선포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대화국
면을 도발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북한이 전통적으로 구사하여
온 냉온전략의 복귀를 의미한다. 연락사무소 파괴의 다음 조치로 북한의 다양한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이 남다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SLBM 도발은 가능성 높은
카드임은 맞지만, “다음 카드”라는 평가는 적합하지 않다. 이보다는 SLBM 카드는
완급조절만 했을 뿐 지속적으로 그 위협을 고도화한 “진행형 카드”라는 분석이
합리적이다.
북한은 협상력 제고, 국내 결속강화 등 다양한 이유로 도발을 구사하여 왔다.
마찬가지로 비핵화 협상이 자국의 의사대로 진행되지 않자 북한은 2019년 5월
4일을 시작으로 일련의 SRBM 도발을 이어왔고 2020년 4월 14일에는 대함순항미
사일(ASCM)인 금성-3형 미사일도 발사했다.1) 그렇다면 왜 하필 SLBM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가? SLBM 전력화는 단지 무기체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넘어
게임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보유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지도자의 불만을
외부로 강하게 표출하고자 할 때도 SLBM 카드를 사용했다.
2019년 6월 30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판문점을 방문해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
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지도자와 악수를 하며 북미정상 간 친분외교를 과시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는 남·북·미 정상회동까지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소위 북한의 “최고존엄”이 판문점까지 나와 그를 환영했고 북미정상은 1시간가량
1)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분석은 CSIS,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 Nuclear Tests:
1984-Present,” Missile Threat, April 20, 2020 참고, https://missilethreat.csis.org/north
-korea-missile-launches-1984-present/(검색일: 2020. 7. 7).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기준으
로 크게 다음과 같이 4종류로 구분한다. 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1,000km 이하 ②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1,000∼3,000km ③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Intermediate Ballistic Missile): 3,000∼
5,500km ④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최소 5,500km
이상, 통상 10,000km 이상. Joshua H. Pollack, Miles Pomper, Ferenc Dalnoki-Veress,
Joy Nasr and Dave Schmerler, “Background: North Korea’s Missile Complex,” CNS
(201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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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을 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이 회동이 있은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7월 23일 북한은 “대화”에서 “갈등”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카드를 다시 꺼내어 들었
다. 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북한 지도자가 직접 시찰하는 장면을
공개한 것이다. 이어 10월 2일에는 이 신형잠수함에 탑재할 것으로 판단되는 북극성
-3형(KN-26) SLBM을 원산에서 시험발사하는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이 사용하는 카드를 면밀히 따져보면 최고지도자의 불만수위를 짐작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지도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의 최고존
엄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지체없이 판문점으로 달려갔지만 해제를 요구하던
경제제재는 지속되었다. 북한도 비핵화를 위해 한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최고존엄이
판문점까지 달려갔다면 미국을 포함하여 그 누구라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북한식 사고가 통하지 않자 북한은 불만을 공세적으로 표출하는 전략적
카드가 필요했고 그것이 SLBM이었다.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정한 ICBM이 아니기
에 최고조의 군사적 긴장을 피하면서도 국제적 우려를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가
바로 SLBM이었던 것이다. SLBM은 회색지대(gray zone) 도발로도 이용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라는 의미다. 이처럼 SLBM은 전략적 카드로서 다른 유형의 도발과는
확연한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북한 SLBM이 “게임체인저(game
changer)”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그 함의와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Ⅱ. 북한 SLBM 위협고도화 과정과 전력화 수준 진단
1. 북한 SLBM 위협고도화 과정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핵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왔다(NTI 2018b). 핵물질을
확보한 북한이 지상기반 탄도탄까지 확보한다면 사실상 핵무기의 전력화를 의미한
다. 한편 해상기반 탄도탄은 핵무기 보유를 넘어 핵 투사력 및 억제력의 완성을
의미한다. “핵무력 완성”이 정권안보의 핵심도구라는 점에서 북한은 SLBM 능력고
도화를 “선택지”가 아닌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필수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SLBM 능력확보를 모색하던 중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절호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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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하게 된다. 국내적 혼란에 휩싸인 러시아는 소련 시절 사용하던 전략무기까지
생계를 위해 매각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틈새를 활용해 북한은 조총련을 통해
SLBM을 운용하는 소련의 골프II급 1척을 구입한 후 1993년 청진항으로 가져와
해체시켜 수중발사 등 SLBM 관련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이일우 2020). 북한이
은밀히 진행하던 SLBM 개발이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들어서부
터다. 북한은 2014년 육상에서 SLBM 사출시험을 실시하고 2015년 1월에는 해상
에서 2차 사출시험을 진행했다. 이어 속전속결로 같은 해 5월 북극성-1형(KN-11)
수중 사출시험을 감행했다.
북한이 이처럼 SLBM 개발을 본격화하는데 소련이 재발한 R-27(SS-N-6) 기술이
큰 도움이 된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CSIS 2018, June 15). 국제사회의 우려에
도 북한은 SLBM을 지속개발하며 2015년 11월과 12월에 각각 SLBM 수중발사
시험을 진행했다. 2016년 4월에는 최초로 고체연료를 사용해 SLBM을 수중발사했
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 대비 운반이 용이하고 장기보관이 가능하며 저비용이라는
강점이 있어서 전술적 효용성이 높고 전략적 가치도 크기에 SLBM 위협이 고도화되
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김보미 2019).
SLBM 개발과 함께 탑재가능 잠수함의 전력화도 꾸준히 추진되었다. SLBM 탑재
잠수함도 소련의 골프II를 역설계하며 북한은 SLBM 1발을 운용할 수 있는 2,000톤
수준의 신포급 잠수함을 건조하게 된다. 이 잠수함의 존재가 최초로 확인된 것은
2014년 10월이었다(GlobalSecurity). SLBM 운용가능 잠수함을 현시하는 차원에
서 북한은 2016년 8월 신포급 잠수함에서 북극성-1형을 고각 발사해 500km를
비행시키는 데 성공한다. 북극성-1형은 정상발사 시 최대 2,000km 사거리를 가질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극성-1형 시험발사 성공은 북한이 소위 SLBM의 초기 운용능
력을 통과했다는 의미가 있다.
2017년 북한은 콜드론치(cold launch) 기술시험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콜드론치 방식은 플랫폼 외부에서 엔진이 점화되기 때문에 잠수함 운용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잠수함 선체의 크기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SLBM 능력고
도화의 관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2017년 2월 북한은 북극성-1형 미사일을 지상형
으로 개조하여 북극성-2형 미사일을 콜드론치 방식으로 시험발사하며 새로운 준중
거리탄도미사일(MRBM: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의 확보를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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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7. 2.13). 같은 해 7월에도 콜드론치 사출시험을 3차례나 진행하는
등 2017년 한해를 콜드론치 기술확보의 해로 삼았다.
<표 1> 북한 SLBM·탑재잠수함 개발과정2)
구분

내용

비고

1993

러시아로부터 골프Ⅱ급 매입

해체 후 기술 습득

2012∼13

지상사출 시험장 건설

신포조선소 인근

2014.10

신포급 잠수함 존재 최초확인

2,000톤급

2014.10

SLBM 1차 사출시험(육상)

2015. 1

SLBM 2차 사출시험(해상)

2015.11/12

SLBM 해상발사 시험

각각 원산, 신포 인근

2016. 4

SLBM 수중발사

고체연료 사용(최초)

2016. 8

신포급 잠수함, 북극성-1형 고각발사

예상사거리: 2,000km

2017. 1

콜드론치 사출시험

2017. 2

북극성-2형(지대지 탄도탄) 시험발사

2017. 7.

콜드론치 사출시험 3회

2019. 7.23

신포-C급 잠수함 공개

3,000톤급

2019.10. 2

북극성-3형 고각발사

예상사거리: 2,500km

2020. 5.24

핵전쟁 억제력 강화 천명

2020. 7.27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안전 담보 천명

콜드론치 기술 적용

SLBM 완성주력 의도

비핵화 협상테이블에 앉은 2018년 북한은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SLBM 개발을
자제했지만, 비핵화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하자 북한은 2019년 7월 23일 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 규모의 신포-C급 잠수함을 전격공개했다. SLBM
발사관 추정위치는 모자이크로 처리했지만, 7월 31일 국방정보본부는 이 잠수함에
SLBM 3발 정도 탑재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김형준
2020). 이어 10월 2일에는 사거리 2,500km의 북극성-3형 미사일을 원산 인근
해상에서 발사했다. 2020년 5월 24일에는 SLBM 완성을 염두에 두고 핵전쟁 억제
력 강화를 천명했다(김환용 2020). 2020년 7월 27일 노병대회에서도 북한은 “자위
2) 논문, 보고서, 기사 등을 종합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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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핵 억제력” 확보 의지를 천명했는데 이는 SLBM 능력을 완성하겠다는 의도를
강력히 시사했다고 평가된다(YTN 2020. 7.28). 나아가 SLBM 10발 이상 탑재가
가능한 5,000톤급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백병선 2018, 72). 소형 원자로 기술을 러시아를 통해 확보
한 후 2025년경 핵추진잠수함을 전력화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예측까지
보도된 바 있다(오동룡 2020). 북한의 SLBM 전력화 프로젝트가 진행형이라는 점에
서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도발 방향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우선 신포-C 잠수함 진수카드다. 2019년 7월 공개된 사진을 놓고 이 잠수함이
새로 건조한 것인지 로미오급이나 골프급 잠수함을 개조한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김형준 2020). 하지만 SLBM 탑재잠수함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분명하고
건조 사진 공개의 다음 카드는 진수 장면 공개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물론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을 공개하며 건조 중인 사진을 다시 공개하는 저강도 카드사용도 가능하
다. 중강도 수준의 위협투사로 SLBM을 부두에서 잠수함에 탑재하는 모습을 연출하
는 카드를 던질 수도 있다.
<표 2> 북한 SLBM 위협고도화 현시 옵션
위협강도

내용

비고

[저강도 1]

신포-C급 건조 사진 재공개

모자이크 처리 부분 공개

[저강도 2]

신포-C급 진수

사진공개 혹은 보도

[중강도 1]

신포-C급에 SLBM 탑재

사진공개 혹은 보도

[중강도 2]

신포-C급 전력지원 시설 공개

실전능력 과시

[고강도 1]

북극성-3형 정상각도 발사

대미협박용

[고강도 2]

북극성-3형 개량형(북극성-4/5형) 발사

SLBM 능력고도화 과시

[고강도 3]

핵추진잠수함 확보 필요성 언급

당차원의 결정사실 공개 혹은
필요성 기관지 보도

북극성-3형 재발사 혹은 개량형(북극성-4/5형) 발사라는 고강도 위협의 도발도
가능성 높은 카드다. 2019년 10월 북극성-3형을 고각발사했기에 정상각도로 발사
하는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 성능을 개량해 다시 한번 고각발사 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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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북극성-3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한다면 대미협박용의 성격이 클 것이며 성능개
량된 북극성-3형을 고각발사한다면 SLBM 능력고도화를 과시하는 차원이 될 것이
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장기적 카드가
되겠지만 2010년대부터 핵추진잠수함 건조설이 흘러나온 점을 고려하면 건조 필요
성을 천명하는 수준의 수사적 위협카드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2. 북한 SLBM 전력화 수준 진단
1) SLBM 개발기술 수준
SLBM 기술 성숙도는 수직발사대, 추진체 연료, 콜드론치 기술, 재진입 기술,
탄두 기술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수직발사대는 육상, 수상, 수중 사출시험
을 통해 기본 기술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단 신포-C급에 2〜3발의 SLBM
탑재가 가능한 수직발사대의 설치가 완료되었는 지는 추가분석이 필요하다. 추진체
연료 측면에서 보면 SLBM 시험발사 초기단계 시 액체연료를 사용했으나 2016년
4월 시험발사 시부터 고체연료를 문제없이 지속 사용한 것을 고려 시 SLBM 추진체
연료 기술은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9년 10월 2일 바지선에서 북극성-3
형 발사 시 3단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해 성공했다는 점에서 추진체 연료 완성이라
는 평가에 힘이 실린다(윤상호 2019.10. 8). 콜드론치 기술은 2017년에 이미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실전 적용시험을 하는 마지막 단계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재진입 기술은 평가가 엇갈린다. 북한은 2017년 화성-12형(IRBM),
화성-14/15형(ICBM) 발사를 통해 재진입 기술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완성
수준은 아니란 시각도 있다(하수영 2020). 물론 재진입 기술이 ICBM과 SLBM의
공통기술이기에 완성여부를 동시에 평가한다고 해서 ICBM과 SLBM의 전력화 수준
이 같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지상기반 탄도미사일은 재진입 기술이 완전성을
갖추지 못했다 가정하더라도 발사대 자체는 사실상 구비가 완료된 상태이고 필요한
거리대에 맞추어 미사일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SRBM, IRBM, ICBM 등 미사일
을 다양화했기에 사실 전력화가 완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탄두 기술은 우선 핵탄두를 SLBM에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는
지가 관건이다. 2016년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며 모형을 공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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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MIDAS 2016).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는 완성
직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은 2020 방위백서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TV 2020. 7.14). 유엔도 2020년 8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분석을 통해 북한이 “소형화된 핵 장치”를 완성했다고 진단
했다(장예진 2020. 8. 4). 탄두가 단수인지 다수인지도 SLBM 능력고도화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북극성-1형은 탄두가 1개였지만 북극성-3형에서는
직경이 0.3m, 전장이 2∼3m 증가되어 중국의 JL-2 유사하게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개량되었다는 분석이 많다(손효주 2020).
SLBM 기술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북한은 원천기술을 러시아 등 외부도
움을 받아 확보한 후 다양한 시험을 통해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 현재는 사실상
잠수함 탑재 하 실전 적용시험을 하는 마지막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2016년 8월 북극성-1형 발사 후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게 “전력화까지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 보고한 바 있다(김성걸 2016, 70). 그 후
4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북한은 북극성-2형, 북극성-3형으로 성능을 향상시켜왔는
바 SLBM 전력화 단계를 무리 없이 밟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SLBM 전력화에는
많은 단계가 필요하지만 북한은 해·육상 사출시험을 거친 후 잠수함에서 북극성-1
형의 실발사에 이미 성공했기에 이제 SLBM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을 마치고
2단계 최종운용능력(FOC) 확보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 2단계가 완료되
면 복수 이상의 수직발사대, 다탄두 탑재 등이 포함된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FMC) 시험을 거쳐 전력화 및 작전배치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SLBM 탑재 잠수함 전력화 수준
북한은 잠수함 운용 경험이나 척수에서 한국을 앞선다. 북한은 1963년 소련에서
위스키급 잠수함을 도입하고, 1973년에는 중국에서 로미오급 잠수함을 도입하는
등 한국보다 30년 앞서 잠수함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현재 70여 척의 잠수함(정)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NTI 2018a; 대한민국 국방부 2018). 장기간 습득된 노하우
를 고려시 SLBM 탑재가능 잠수함만 확보되면 운용능력 습득에 필요한 기간은 많이
3) 박재완(2017, 58)은 SLBM 전력화를 5단계-지상사출, 수중사출, 초기비행, 시험발사, 전력화-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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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은 크게 신포급(SSB), 신포-C급(SSB), 핵추진잠수함
(SSBN)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2,000톤 수준의 신포급 잠수함은 미국 정보
기관에서 2014년 10월 최초로 건조 사실이 확인된 후 단 2년 만인 2016년 8월
SLBM을 탑재하여 수중발사하였다. 신포급 잠수함의 SLBM 1발 탑재능력은 북한이
SLBM 전력화의 최소사양은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2019년 7월에는 공개된
신포-C급 잠수함은 SLBM 1발 탑재라는 기존의 작전적 제한을 극복한 것으로 보인
다. 정보당국은 2020년 8월 20일 국회보고를 통해 이 잠수함은 “기존 로미오급을
개조한 것”으로 “건조는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박희준 2020. 8.23). 신포
급 잠수함이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강제로 공개된 지 2년 만에 SLBM을 탑재하고
수중발사를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포-C급 잠수함을 북한이 스스로 공개한 것은
SLBM까지 탑재할 시점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신포-C급 잠수함을
건조함으로써 SLBM 탑재수량이 증가되고 나아가 잠수함도 복수로 운용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SLBM 위협고도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아직 판단하기 시기상조지만 SLBM을 확보한 국가는 공통적으로 핵추진잠수함 추
진을 했다는 점에서 전력기획의 옵션에 포함되어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바
확보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SLBM 탑재가능 잠수함의 전력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현재 운용가능
잠수함을 다양화하는 전력기획이 추진되고 있고, SLBM 탑재수량도 신장된 플랫폼을
확보하는데 진일보하고 있며 실제로 이러한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단 공기불요추진체계(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
등 모든 것이 갖추어진 제대로 된 잠수함 건조 혹은 개조에는 러시아, 중국 등
외부국가의 기술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다.4)

3) 실전적 운용능력 수준
SLBM이 개발되고 탑재 잠수함이 확보되었다고 작전 완전성과 운용 지속성까지
보장되지는 않는다. 작전성공 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잠수함이 작전준비를 하는 동안

4) AIP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DEFENCYCLOPEDI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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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의 유출이 차단되는 조치가 요구된다. 그런데 신포항 남방 2.25km에 위치
한 잠수함 신기지에 은폐시설을 구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영재 2016). 신포-C
급 2척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기지는 출항여부 판단 시 한미작전의 기만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고도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담대하다. 더불어 작전능력 지속
을 위해서는 승조원을 교육·훈련시키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2020년 6월 18일 신형
잠수함 훈련시설로 보이는 훈련센터의 지붕이 완성된 모습이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포착되었다(노석조 2020). 북한이 SLBM 작전지속 능력 및 작전배치 완전성에 신경
쓰고 있다는 의미다.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은 SLBM을 단지 상징적 의미가 아닌 실전적 운용을 위해
개발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잠수함 지원함이 없어 군수지원이
원활치 않아 장기작전에 한계가 있다. 잠수함은 외부 전력과 분리된 독립작전을
기본으로 하지만 북한 잠수함 선체는 노후도가 심하고 주·부식, 수리부속, 연료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공간도 적어 원거리 장기작전을 위해서는 잠수함 지원함이
필요한 실정이다. 탑재장비, 선체 수준을 고려하면 소음이 크다는 약점도 있기 때문
에 잠수함 작전 시 선진국 잠수함보다 피탐가능성이 높다는 작전한계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상시 잠수함 작전을 위해서는 SLBM 탑재 잠수함을 최소 3∼6척 보유
해야 하지만 당장 이러한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출항한 잠수함
에 대한 지휘통제 능력도 미비하여 임무형 지휘에 의존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
명령변경이나 임무취소 등 우발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제한적인 수준이나마 SLBM 작전운용 능력에서 상당수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4) 작전범위 진단
SLBM 능력의 투사범위는 탑재 잠수함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 신포급 잠수함
운용 시는 작전범위는 한반도 해역으로 제한되고 SLBM도 북극성-1형 1발만 운용
할 수 있기에 작전 완전성이 극히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군수지원도 제한되
어 장기작전이 어렵고 작전공백도 노출될 것으로 진단된다. 신포-C급 잠수함이
진수된 후 작전배치되면 한반도 해역을 포함한 일부 일본 근해 해역까지 작전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북극성-3형 3발 운용으로 발사실패 시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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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회할 수 있어 작전 완전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신포급 잠수함과 2교대로
운용 시 실질적 제2 타격능력 구비를 갖추게 된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핵추진잠수함
전력화 시 괌, 하와이를 포함한 서태평양 전역이 북한 잠수함의 작전범위가 될 것으
로 보인다. 이 경우 디젤잠수함과 3교대 운용도 가능하여 작전공백 제로화가 가능하
다. 잠수함 3교대 체계를 갖추어도 장기작전을 위해 잠수함 지원함이 필요한바 지원
플랫폼의 건조가능성을 지속 추적할 필요가 있다.

Ⅲ. 게임체인저로서 SLBM 전력화 함의:
무슨 게임을 어떻게 바꾸는가?
SLBM이 다른 무기체계와 어떠한 차별화된 특성이 있기에 게임체인저로 인식해
야만 하는가? 판을 뒤집는 수준의 변화를 주는 게임을 본 논거에서는 5가지-국내정
치적 게임, 국제정치적 게임, 전략 게임, 핵 위협 게임, 재래식 군사위협 게임-로
구분하기로 한다. 사실상 이 5가지 게임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임이라기보다는 각각의 게임이 다른 게임과 연계되어 시너지가 창출되는 속성이
있다. 그렇지만 각 게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차원에서 5가지
게임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1. 국내정치적 게임
북한 SLBM 전력화는 핵 프로그램의 입체적 완성을 의미한다. 핵 프로그램은
유훈통치의 핵심이고 이 유훈을 달성하면 김정은 체제는 세습의 정통성을 영구적으
로 담보 받게 된다. 2019년 11월 발간된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에는 북한 지도
자 김정은이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버지(김정일)의 유훈이라고 적시되었다는 것이 공개된 바 있다(정효식
2019). SLBM 전력화는 단지 김정은의 치적을 넘어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백두혈통
의 치적으로 추앙받아 사실상 영구집권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북한의 국내정치적
게임승리의 선봉장으로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장을 정권안보와 동일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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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은 영원히 철권통치를 할 것 같았던 리비아 카다피도 핵무기를 손에 쥐지
못했기에 정권이 몰락했다고 여긴다.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먼저 핵무장을
완성해야 한다는 생존의 논리에 따라 핵을 먼저 포기하는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에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임종주 2019).
북한이 SLBM 능력까지 확보하면 이는 핵 프로그램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에게 강성대국을 선사해주는 정치적 효과가 있다.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운용하는 국가는 대부분 유엔 상임이사국과 같은 강대국이다. 일제치하를
경험하고 6·25전쟁의 패배를 경험한 북한주민에게 강성대국은 국가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국가 대전환을 이끈 지도자가 바로 김정은이 된다는 의미가 있기에 경제
실패 등 어떠한 국내 난관에 봉착해도 주민들의 결속력이 이완되지 않는 정치적
기대효과가 있다.5) 만약 북한이 SLBM 전력화에 성공해 유수의 강대국처럼 핵탄두
장착 SLBM 운용국이 된다면 김정은의 치적으로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정치적
선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국내정치적 게임의 완벽한 승리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2. 국제정치적 게임
SLBM 완성은 국제정치적 게임도 변화시킨다. 약소국이 국제정치적 게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다. 핵무장을 하더라도 북한은 빈곤국이자 약소국이라는
처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제2 타격능력을 보유한 약소국과 그렇지 못한 약소
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은 전혀 다르다. SLBM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핵 강국의 위상을
부여해줌으로써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나서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전력화하면 최소한 핵 군사력 측면에서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선두그룹에 입성하게 된다.
북한이 SLBM을 완성하면 소량의 핵무기로 전통적 핵 강국과 어깨를 견주며 경쟁
하며 국제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온전한 핵보유국이 됨을 의미한다. 북한
이 핵 강국으로 위상을 정립하면 핵 협상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우선 정전체제, 통일방안 등 한반도를 둘러싼
5)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국내정치적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안문석(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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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협상에서 북한의 협상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 SLBM은 또한 한반도를 넘어
하와이, 괌 등 미 영토에 핵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로 인식되기에 대미 협상력도
제고될 수 있다. 미국도 이미 이러한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2019년 10월 북한이
북극성-3형을 발사하자 로버트 버크(Robert Burke) 미 해군참모차장은 북한의
SLBM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며 안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Yonhap News 2019, October 28).
제1, 2차 핵 타격능력으로 위협하며 협상안 수용을 강요하면 핵무기가 없는 한국
은 물론이고 핵전쟁 시 잃을 것이 많은 미국에게 많은 양보를 받아 내는데 유리하다.
즉 국제정치적 게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반도를 넘어 다양한 의제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한다면 한국은 핵무기 없는 약소국으로 치부하며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 의제에 대해서도 미국하고만 협상하려는 “통미봉남”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도 국제정치적 게임 변화라는 측면에서 우려할 대목이다(박휘락 2016,
101-102).

3. 전략 게임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면 다양한 전략 게임도 변화시킨다. 우선 북한의 전략군
이 전면에 나서면서 각종 전략적 도발을 주도하는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북한은
2014년 전략로켓군을 전략군으로 바꾸며 그 위상을 제고시켜왔는데 SLBM 운영전
력도 전략군에 포함되어 전략군의 임무영역이 지상위주에서 해상까지 포함된 다영
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6) 이렇게 되면 전략군 주도하에 해상을 통해 다양한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카드가 많아지게 된다.
둘째, SLBM은 “완벽한 공포의 균형”을 통해 핵전략을 완성한다. 핵 억제전략은
냉전기 미·소의 핵 경쟁 역학을 통해 정교화되었다. 핵 억제전략은 상대방이 공격을
가하면 막대한 보복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각인시켜 행동을 개시하지 못하게 하는
“응징적 억제”에 기반을 두었다(박휘락 2020, 44). 냉전기 미국은 소련이 핵을 완성
하자 대량보복전략을 디자인했고, 소련이 핵능력을 강화하자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상호확증파괴 보장을 위해서 제2격 능력이 필요했고
6) 북한 전략군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분석은 장철운(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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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장기간 은밀하게 운용가능한 SLBM이 핵억제전략의 요체로 부상했다.
소련은 SS-N-6 SLBM을 미국은 폴라리스, 트라이던트 I C4 등 SLBM을 개발하여
전략핵잠수함(SSBN)에 탑재하여 상호확증파괴 능력을 현시했고 이로 인해 “공포의
균형” 기제가 작동되었다(MacKenzie, 44). 이 균형 기제는 미국과 소련 양측이
서로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핵심동력이었다. 북한이 SLBM을 작전배치하면 냉전
기 작동된 이 핵 억제전략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역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SLBM으로 무장한 북한은 아무리 강한 핵보유국이 자신을 공격해도 핵무기로 반격
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 자명하고 이는 북한에게 온전한
핵 억제력을 제공해준다. “공포의 균형”으로 정권안보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핵전
략 게임에서 언제는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북한은 70여척의 잠수함
(정)을 보유하고 운용 노하우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대한민국 국방부, 24). 따라서
제2격 능력 확보옵션 중 SLBM을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SLBM을 통해 핵무장을 완성하면 북한에게 눈엣가시인 한미동맹을 이완시
키는 반동맹전략 가동이 가능해진다(유상범 2018). SLBM으로 무장한 북한은 미국
을 상대로 핵 반격을 할 수 있는 국가임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자국피해를 감수하면
서까지 한국에게 확장억지를 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 이
여론이 미국 정치에 실제로 반영되면 한미동맹이 이완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기(abandonment)” 위험이 커지게 될 것이다. SLBM이 단순한 전술적 무기체계
가 아닌 한미동맹이라는 제도적 메커니즘도 뒤흔들 수 있는 전략 게임변화의 묘수인
셈이다.

4. 핵 위협 게임
SLBM 전력화로 수사적 핵 위협이 아닌 실질적 핵 위협으로 게임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효과도 있다. SLBM은 ICBM, 전략핵폭격기와 함께 “핵전력의 삼위일체”로
평가된다. 핵 삼위일체를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했던 국가는 냉전기 미국과 소련
처럼 강대국이었다. 핵을 보유한 강대국이 상대방의 핵 공격에서도 자국이 보유한
핵무기가 파괴되지 않고 어디에선가 살아남아 핵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
하는 것은 핵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켜내는 생존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핵 강국은

게임체인저로서 북한 SLBM 위협고도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133

핵무기 운반수단 다양화에 착수한 결과 마지막으로 SLBM을 구비한 후 삼위일체를
완성했다.
북한이 기존 핵 강국이 추진했던 이러한 과정을 따라가는 것은 자국도 강대국처럼
타국가가 자국에게 핵 공격을 할 수 없는 구조를 창출시키는 의미가 있다. 핵보유국
이라도 제2 타격능력을 구비하지 못하면 완성된 핵 억제력 가동이 제한된다. 예방타
격 혹은 선제타격으로 핵무기 원점을 제거하면 더 이상 핵위협을 하지 못하는 상황
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핵무기 보유로 안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의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되어 되레 안보가 감소하는 결과에 봉착할 수
있다. 이처럼 제1 핵타격능력만 보유할 경우 노출가능한 이러한 취약성을 상쇄시켜
주는 것이 SLBM이 주는 제2 타격능력이다. 따라서 SLBM은 북한에게 핵억제력을
완성시켜주는 의미가 있다.
한편 SLBM 전력화는 핵 억제력 완성뿐 아니라 핵 비보유국에 대한 핵 위협 심화
라는 전략적 카드도 존재한다. 북한이 제1 타격능력만 보유하면 미국과 같은 핵
강대국으로부터 선제타격 위협이 늘 존재한다. 핵시설이 타격을 받아도 핵무기로
보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공격에서 미국 자신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자리하면 핵 선제타격 결정과정에서 공세적 카드사용의 선택지가 열릴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속박완화는 핵보유국 북한에게 조차 심각한 취약성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도 그 핵협박이나 핵강압을 함부로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북한이 SLBM을 보유하면 게임양상이 바뀐다.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수중에서 활동하는 것은 은밀성이라는 전술적 이점 외에도 작전반
경 신장이라는 전략적 이점도 지니고 있다. 괌, 하와이 등 미 영토에 대한 핵 타격이
가능한 능력을 구비한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핵무기 선제타격 카드를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SLBM 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국이 자국을 향해 핵무기를
발사할 수 없게 만드는 역학을 창출시킨다. 이런 구도가 창출되면 북한은 자유자재
로 핵 위협카드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북한은 한국, 미국을 대상으로 핵
위협을 일상화할 수 있다. 핵전략에서 SLBM의 효용성은 궁극적으로는 핵 억제력이
지만 북한은 이를 뛰어넘는 핵 위협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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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래식 군사위협 게임
SLBM 위협고도화는 핵 위협을 넘어 모든 군사적 대결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장악
하게 해줌으로써 재래식 군사위협 게임도 북한이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핵탄두가 없는 미사일이나 최소한 제1 핵타격능력만 갖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다면 “거부적 억제”와 “보복적 억제”에 기반을 둔 한국형 3축 체계가 제한
적이나마 나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7) 하지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KAMD
체계로 공중에서 요격되거나 도발원점이 Kill-Chain 체계로 선제타격되더라도 수
중에서 은밀히 핵무기를 발사하는 잠수함이 건재하다는 사실은 군사적 게임을 완전
히 변화시킨다.
북한의 핵 반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예방타격이나 선제타격 카드를 던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기존 3축 체계가 있더라도 수중에 있는 잠수함까지
제거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3축 체계는 무력화된다.8) 이에 북한이
재래식 자산을 이용 국지도발이나 고강도 도발을 감행해도 단호한 반격카드의 사용
을 주저하지 만들어 재래식 군사위협 게임마저 패배하게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개연
성이 높다.
SLBM은 나아가 한국의 재래식 전략의 전력분산을 강요하는 효과도 있다. 주지하
다시피 수중에서 활동하는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따라서 SLBM
탑재 잠수함 출항징후 포착 시 한국해군은 가용한 모든 전력을 작전현장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특정한 해역에서 작전공백이 발생할 취약성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빈틈을 역이용해 북한이 성동격서식으로 도발을 할 경우 무방비에 노출되어
심대한 작전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여 군사적 위협 카드로 활용하면 남북 간 재래식 무기
비대칭성을 돌파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재래식 무기의 열세
를 극복하기 위해 화학무기, 방사포 등 비대칭적 무기개발에 몰두하여왔는데 핵무기
는 재래식 무기의 비대칭성을 일소하는 효과를 지닌다.9) 특히 핵무기는 저비용,
7) 한국형 3축 체계에 반영된 억제전략 개념은 Kim Jong-Ha and Kim Jae-Yeop(2019) 참고.
8) 현재 구축된 KAMD로는 SLBM 대응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제
시한 논문은 이경행·임경한(2015) 참고. SLBM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의 제한사항을 분석
한 글은 하태영(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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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이라는 장점이 있기에 굳이 최첨단 함정이나 전투기 없이도 이지스함, F-35
전투기로 무장된 첨단 한국군을 제압할 수 있는 비대칭적 무기다. 그런데 SLBM은
저비용, 고효율에 은밀성까지 겸비한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재래식 군사대결의 게임
을 북한에게 유리하도록 완전히 변화시킨다.
SLBM 전력화는 이와 같은 5가지 게임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잡아 자신의 방식으
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체인저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SLBM 완성이라는 “최종상태
(end state)”뿐 아니라 전력화를 향해 진행되는 “과정” 하나하나가 주는 위협의
정도와 심리적 파괴력이 크다. 따라서 SLBM은 완성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개발의
“과정”만으로도 북한은 막강한 전략적 카드를 쥐게 된다.

Ⅳ. 한국의 대응방안:
게임체인저 위협을 어떻게 상쇄해야 하는가?
핵 위협능력 완성을 의미하는 게임체인저 SLBM 위협을 재래식 무기로 상쇄하는
극히 제한된다. 핵무기를 재래식 무기로 상쇄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전략적 결핍
으로 그대로 비칠 수 있다. 자체 핵무장이 어려운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게임체인
저에 부합하는 게임체인저급 변혁을 통해서 SLBM 위협을 상쇄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 SLBM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분야로 5가지-작전운용·체계구축,
전력건설, 군사적 공조, 외교적 공조, 혁신적 전략 디자인-를 상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작전운용 및 체계구축 분야
우선 작전운용적 개념에 공세성이 적용되는 변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군의
군사전략은 한반도 정전체제라는 특수성에 기반하여 평소 위기관리를 통해 전쟁을
억제하고 공격받을 시 방어를 하는 수세적 전략에 치중하여왔다. 물론 이러한 수세
적 작전개념을 탈피하려는 노력도 일부 있었지만, 그마저도 방어전략이 기반이 되었
9) 북한의 비대칭전략에 대한 분석은 Tasic(20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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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변혁적 수준의 작전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세적 작전개념이 선택지에
없다보니 협상전략이나 억제전략에서 항상 수세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한 후에도 핵무기가 없는 한국군이 방어전략을 고수하면
사실상 기존의 억제체계는 무용지물로 전락한다. 핵무기는 없더라도 미국의 확장억
제에 의지하면서 재래식 전력으로는 공세적 군사조치가 가능할 때 최소한의 억제기
능이라도 작동할 수 있다.
한국군은 거부적 억제개념으로 KAMD, Kill-Chain을 적용한 바 있다. 이 거부적
억제개념을 해상전장에 확대적용하되 공세성을 더하는 작전운용개념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신작전 개념의 하나로 “거부적 해상억제 3단계 작전개념(이하 해상억제
3단계)”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해상억제 3단계 작전구상은 SLBM 탑재 잠수함의
작전운용을 상쇄하기 위해 공세적으로 현장 대응하는 개념으로 1단계 항구봉쇄,
2단계 공세적 대잠전, 3단계 진화된 한국형 3축 체계 가동으로 단계화된다. 1단계인
항구봉쇄 작전은 마양도 등 북한 잠수함 기지 인근 해상에 한미 해상전력이 매복하
여 북한 잠수함 출항을 원천봉쇄하는 작전이다. 1단계의 핵심 작전전력으로는 은밀
성이 뛰어난 잠수함을 투입하면 북한에게 자신의 잠수함 기지인근에 SLBM을 무력
화시킬 수 있는 전력이 수중매복하고 있다는 불안을 심어줌으로써 북한이 원하는
“공포의 불균형” 역학을 방해할 수 있다. 1단계 작전에는 SLBM 탑재 잠수함 출항
차단을 위해 항구입구에 기뢰를 부설하거나 SLBM 실발사 정·첩보가 있을 시 선제
타격까지도 가능한 선택지로 포함된다.10) 물론 실제로 선제타격을 집행하면 확전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상정하되 오판을 줄이기 위해 선제타격 조건
충족여부를 사전 체크하는 작전시행 판단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1단
계 작전은 필연적으로 북한 영해 내 작전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중국,
러시아 등 북한과 공조를 하는 국가로부터의 마찰방지를 위해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전략 하에 진행하면서 작전수립 및 진행 간 한미동맹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잘 활용하여 외부국가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1단계 작전 실패 시 신속하게 2단계인 공세적 대잠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2단계
작전에서는 잠수함뿐 아니라 수상함과 항공전력 등 모든 가용수단이 동원되어야
10) SLBM 탑재 잠수함 정박 중 무력화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는 이윤철·류해성(2018,
93-94) 참고.

게임체인저로서 북한 SLBM 위협고도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137

한다. 우선 핵잠수함을 보유한 미 해군과 연합대잠전이 가능토록 전력배치 등을
사전에 조율하여야 한다. 한국해군은 가용한 대잠전 전력을 북한 잠수함 활동 예상
해역에 집중배치하되 정성적 판단에 따른 배치를 지양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한
과학적 기법을 통해 최적의 작전배치를 해야한다.11) 정·첩보를 바탕으로 북한
SLBM의 전략적 위협이 부상할 때 작전함정의 임무 우선순위를 자동적으로 전환하
는 작전 시나리오가 마련되어야 한다. SLBM 탑재 잠수함 수중접촉 시 부상을 강요
하여 적성으로 식별되면 어뢰 등 자위권 차원의 공격조치로 그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수중에서 활동하는 잠수함을 접촉·추적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되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 “무력화” 작전과 병행하여 소나부이 설치나 간헐적
폭뢰폭발로 북한 잠수함을 퇴거시키거나 위축시키는 “대잠거부” 작전도 실시할 필
요가 있다. 2단계 작전 시 북한의 양동작전을 경계해야 한다. 북한은 수적 우위에
있는 잠수함(정) 전력을 활용해 SLBM 탑재 잠수함이 아닌 일반 잠수함을 곳곳에서
동시에 출항시켜 SLBM 탑재 잠수함의 피탐을 거부하는 양동작전을 실시하여 한미
해군 전력의 분산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2단계 작전 간 3단계인 한국형 3축 체계 가동작전에 대한 작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 공세적 대잠전에도 SLBM이 특정해역에서 발사되어 비행 시 이를 즉각 포착하
여 요격할 수 있도록 공세적 대잠전 전력과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간의 작전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하려면 최소 15m 수심까지는 부상해
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한미의 공세적 대잠전력에 북한 잠수함이 포착되면 이 표적
정보가 3축 체계 전력과 자동적으로 공유되어 작전의 통합이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한·미·일 탄도탄 대응전력이 유기적으로 연합공조가 가능토록 사전에
“SLBM 대응 다자협력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해상억제 3단계 작전을 위해 “상쇄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북한의
SLBM이 전력화되어도 한국형 3축 체계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수중 Kill Chain”이
추가로 구축되어 기존 체계에 통합되어야 한다.12) 물론 수중 Kill Chain의 핵심은
북한 잠수함 항구봉쇄 및 타격뿐 아니라 대잠전 체계를 혁신적으로 진화시키는

11) SLBM 탐지확률 증대를 위한 구축함 최적배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글은 이진호(2018) 참고.
12) 해상을 공세적으로 이용하는 개념의 “수중 킬체인 체계”에 대한 논의는 김법헌·김덕기(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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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도 주안을 두어야 한다.13) 이를 위해 미 해군이 21세기 대잠전 개념으로 구상하
고 있는 “포괄적 대잠전 마스터 플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U.S. Navy). 이
구상에는 수중자료 수집 및 공유, 통신, 실시간 계획, 정밀교전 등 광범위한 세부조
치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해군도 플랫폼 위주의 대잠전 능력보강을 뛰어넘어 포괄적
시스템에 기반한 대잠전 혁신이 필요하다. 포괄적 대잠전 체계를 통해 SLBM 탑재
잠수함을 항구에서부터 감시하고 수중활동 시에는 탐지·추적·공격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어 작전능력이 배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잠전 실패는 전술의
실패가 아닌 핵 공격 방어의 실패라는 현실적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혁신적 구상을
통해 대잠전 능력 전반을 점검한 후 체계구축의 세부방향을 정교화해야 한다. 기존
의 KAMD도 해상방어 체계를 강화한 “KAMD 2.0”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이지스함
등 함정플랫폼에 기반한 탄도탄 타격능력 보강뿐 아니라 북한 잠수함 활동의 핵심거
점 인근에 위치한 섬들에 탄도탄 요격체계를 구비하여 현장성과 적시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해상기반 KAMD가 PAC-2/3, 사드 등 지상기반 KAMD와 유기적
으로 통합되도록 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2. 전력건설 분야
전력기획은 게임체인저 상쇄를 위해 해상타격능력 보강 및 대잠전 능력 강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M-3 등 해상방공 성격의 타격자산뿐
아니라 초음속 공동어뢰 등 수중타격 능력보강도 필요하다. 플랫폼 측면에서는
SLBM 대응강화를 위해 다양한 구상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잠수함 능력보강
차원에서는 209급 잠수함을 대체하는 장보고3 사업추진 시 SLBM 대응능력을 강화
하도록 작전요구성능(ROC)을 변경하거나 214급 잠수함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보고3급 이후의 차기 잠수함 전력소요기획 시 SLBM 대응능
력을 ROC 선정의 우선순위로 배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공세적 대잠전을 위해서
는 장기작전이 불가피한 바 이를 현장에서 지원하여 작전 지속성이 유지되고 우발상
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잠수함 지원구조함을 추가로 확보하는 전력소요기획도 필요
할 것이다.
13) 수중 킬체인 개념에 대한 소개는 김민석(20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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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해역에 대한 초계가 가능한 최적의 전력인 항공대잠능력 강화도 시급하
다. 대잠헬기는 악기상에서도 운용하며 탐지 및 공격 모두가 가능한 플랫폼이 차기
항공전력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대잠헬기 확보수량 기획 시 비전투함을 포함
항공격납이 가능한 전 수상 플랫폼을 기준으로 하여 대잠헬기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상초계기도 북한 잠수함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질적,
수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해군은 2023년까지 P-8A 해상초계기를 총 6대
획득할 계획이다(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8). 현재 운영 중인 P-3C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P-8A 6대로는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전방위로 감시하기는 턱없
이 부족하다.
수상함 플랫폼 전력기획 시도 ROC 설정 시 대잠전 능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DDH-1급 구축함 후속함 등 모든
전투함 획득 시 저주파 고출력 HMS(선체고정형음탐기) 뿐 아니라 능동 TASS가
설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 기본사양이 되도록 해야한다. 차기 전투함 건조에 “필수
대잠전 능력+∂”를 구비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로 기획하되, 이와 병행하여 단기적
과제로 현재 운용 중인 전투함을 대폭 성능개량하여 대잠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포괄적 대잠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플랫폼 중심의 미시적 차원뿐 아니라 거시적
차원의 대잠전 능력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쇄개념을 적용하여 한국해군의
대잠탐지체계 전반을 “단상태”에서 “다중상태(multi-static)” 소나시스템으로 전환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이윤철·류해성 2018, 97). 나아가 북한 잠수함의 수
중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핵심해역에 고정형과 부이형 음향탐지장비를 상시 설치·
운용해야 한다. 이 장비운용의 핵심 통제소로 한반도 해역에 산재된 섬을 잘 활용할
필요도 있다.

3. 군사적 공조 분야
북한의 SLBM 위협은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전략 혹은 핵
능력고도화라는 상위개념과 연동되는 것이므로 포괄적인 군사공조가 요구된다. 우
선 한미동맹이라는 오랜 군사적 공조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북한 잠수함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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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탄 운용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전략자산 등 억제 차원으로 군사자산
투입 시 한국과 사전 소통하고 한국의 전략자산도 함께 가동하는 연합 억제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연합연습 위주의 전구대잠전에서 탈피 한미해군 간 상시 전구대잠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미국방부 간 협조를 거쳐 한미 잠수함 당국 간 실무조율에 나서야
한다. 북한 SLBM 상쇄를 위한 전구대잠전이라는 작전적 방향에 주안을 두고 대잠전
에 공세성이 가미되도록 대잠전 공조의 방향이 SLBM 상쇄 맞춤형으로 정교화되어
야 한다. 한미 해상전력의 배치구역 등이 담긴 SOP를 사전에 작성하여 “선택과
집중”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잠수함이 SLBM을 탑재하여 수중에서 활동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위협을
넘어 동북아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핵안보 해상 다자협력체”
구상을 통해 역내 국가해군과 공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협력체를
통해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의 정·첩보를 공유하고 대응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억제
력으로 기능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이런 억제차원의 공조노력이 북한에게 현시
될 수 있도록 역내에서 다자간 대잠훈련을 고강도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
이 SLBM으로 도발할 징후가 포착되면 이 다자협력체를 기반으로 “동북아 안전보장
회의”를 가동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외교적 공조 분야
외교적 공조는 북한 SLBM 전력화의 안보위협을 역내국가와 공유하여 능력고도
화를 차단하는 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든 SLBM 개발이든 외부의 기술협력과 원조가 없었다면 능력고도화에 큰 차질이
있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이 SLBM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신포급/신포-C급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러시아에서 구입한 골프급 잠수함이 가장 중요한 기술적 동력
이 되었다. SLBM을 포함한 미사일 기술에 이란과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았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다(한상미 2017). 2017년 북한이 군사열병식에서 선보인 ICBM
이 중국의 둥펑(DF)-41 혹은 러시아의 토폴(Topol)-M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다
(Panda 2017). 이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암묵적 기술협력이 있음을 배제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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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증이기도 하다. 2016년 8월 시험발사한 북극성-1형은 중국의 쥐랑(JL)-1
SLBM을 기본모델로 했기에 2017년 2월 발사된 북극성-2형도 중국의 기술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Chang 2017).
북한이 SLBM 전력화하기 위해서는 AIP, 원자로 등 아직도 외부의 원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과 기술협력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와 외교적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중·러 뿐 아니라 그 밖의 국가와도 SLBM 관련 미미한 협력도 할 수 없도록
외교적 공조가 정교화되어야 한다. 북한의 밀거래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해상봉쇄가
필요할 경우 다자간 협력으로 해상검색을 포함한 봉쇄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외교채널을 유지하는 것도 외교적 공조에 포함해야 할 사안이다(Borger
2017).

5. 전략적 측면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기존 억제전략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한국형 3축 체계의
근간이 되는 기존의 거부적 억제와 보복적 억제만으로는 제2 핵타격능력에 대응할
수 없다. 북한의 오판으로 기존 억제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하여 공세
적 억제를 전략개념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전략개념 하에 잠수함을 통해
앞서 언급한 북한 잠수함 기지에 은밀히 침투하며 SLBM 탑재 잠수함을 무력화시키
는 선제적 작전도 선택지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존의 동맹전략을 뛰어넘는 “동맹 핵 상쇄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의 SLBM
전력화가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방기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확장억제 개념을 공고화·정교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관보급으
로 운용되는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ment)를
장관급 이상으로 격상하여 현안을 점검하고 토의하는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 상쇄
핵전략이 존재한다는 신호를 북한에게 지속 전달하여 역내 안보불안을 없애고 북한
이 목표로 하는 한미동맹 디커플링이 달성될 수 없음을 현시해야 한다.
특히 격상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는 “상쇄 확장억제”라는 새로운 핵전략을 구상
해야 한다.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면 북한과 미국 간에는 “공포의 균형”이 작동하
겠지만 북한과 한국 간에는 “공포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북한은 공포를 느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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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한국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는 군사적 불균형에 놓이는 것이다. 따라서
북미 간 핵균형 역학처럼 남북 핵역학도 “공포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억제 조치라도 공세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핵무기 직접 보유가 현실적 대안이
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의
핵무기를 통해 한국이 간접적으로나마 핵 투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상쇄 확장억제 전략”에는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수중 핵공유 등 확장억제를 혁신적으로 신장시킬 다양한 하위조치들을 담아내야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기구로 격상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를 지정해야 한다.
한편 새로운 전략이 공세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협력을 완전차단하는 역학에 매몰되
어서도 안 된다. 북한과 기술협력 가능성이 높은 중국, 러시아와도 외교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신뢰구축조치(CBM: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도 병행하는
전략적 유연성도 필요하다. 한국의 대중, 대러 신뢰구축조치는 “북방 3각”의 핵무
기 협력이 이루어지는 기제를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뢰구축조치를
통해 이들 국가가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혜안이
필요하다.

Ⅴ. 결론
게임체인저로서 SLBM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은 비단 한국의 안보
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면 동북아 국제정치 역학관계
도 크게 변화될 수 있다. 대미억제력이 신장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자율성이 커지
기에 독자적 노선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면 중국도 북한의 오판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서 사실상 어느 국가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이 SLBM 전력화로 제2격 능력을 구비하게되면 일본에 대한 핵위협도 고도화되
어 한미동맹 디커플링뿐 아니라 미일동맹 결속력에도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SLBM
작전배치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빈곤국이지만 핵군사력으로는 강국으로 위상을 갖
게 되면 북한은 역내에서 정치적·군사적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
역내에서 선진국이자 부국인 일본등 역내 국가의 전략적 선택지가 좁아지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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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질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한국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북한과 전면전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책결정자는 SLBM이 북한
해군 차원에 추진되는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해군
이 홀로 SLBM 전력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 전체가 나서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한국도 해군 홀로 대응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현실적으로도
게임체인저에 해군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제한된다. 투지와 사기가 임무성
공의 관건이자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되어주지는 못한다는 현실인식이 필요
하다.
SLBM은 바다라는 영역에 위협의 원점이 있기에 해군이 주무 책임자로서 상쇄개
념이나 대응조치를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해군 밖의 전문가나 정책결정
자의 역할이나 공감 없이 한 걸음 내딛지 못하는 분야도 적지 않다. 우선 해군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부분부터 검토에 들어가 공세적 대응조치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작전개념 구상과 전력건설이 대표적 추진분야가 될 수 있다. 공세적 작전과
획기적 대잠전 전력건설에 대한 게임체인저 대응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사실 이마
저도 해군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해군은 물론 탄탄한 논리를 개발하여
절박함을 피력해야 하겠지만 조직이기주의와 같은 임무대응 논리 이외의 장벽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전력소요 결정은 합동참모회의를 거쳐야하고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국방부 전력정책관실, 기품원 등 다양한 기관의 사전검증을 거쳐야하며 소요결
정 후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진행되어도 KIDA 등 외부기관에서 또 다른 고강도
검증이 진행된다. 따라서 해군은 전력건설 시 자군 이기주의로 비치지 않도록 과도
한 전력건설이 아닌 맞춤형 전력건설 비전을 구상해 이를 논리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해군 밖 많은 전문가와 공세적 전력건설을 공감대를 형성하려
는 노력도 필요하다. 작전의 경우도 공세적 작전개념 초안이 마련되더라도 결국
작전을 지휘하는 합참이 주도해야하기에 작전개념 발전과정에서 합동작전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합동작전이지만 해군이 주도하는 작전이라는 이유로 그
임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작전개념 구상단계부터 T/F에 육·공군 작전실무자를 참가
시켜 합동성을 녹여 작전개념을 완성한 후 합참, 국방부의 재가를 받는 방식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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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M 위협은 근본적으로 해양영역에 기반을 두기에 해군이 전문적 식견을 바탕
으로 대응방안을 주도하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지만, 이는 시작일 뿐 대응책의
완성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적 SLBM 대응조치를 위해 범정부적
협력기구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 조직에서 해군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통합적 대응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범정부적 협력기구를 통해 임무를 세분화
시킨 후 각 부처에게 임무 책임을 주어야 한다. 국방부는 북한 SLBM 개발현황을
추적·분석하고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교부는 기술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외교공조체를 주도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봉쇄 등 해상대응작
전 시 해군과 협력하는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와 군의 정보기관은 국가적 차원
의 정·첩보를 범정부 협력기구에 제공하여 이것이 통합적 대응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범정부 협력기구는 T/F 개념으로 운용하되 중앙정부 차원에서 T/F장을
선발해야 한다. SLBM 상쇄전략이 범정부적 기구로 주도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으로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투 고 일: 2020. 07. 13.
심사완료일: 2020. 08. 18.
게 재 일: 2020.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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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Growing Threat of SLBM as a Game
Changer and South Korea’s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What to Change and How to Offset It
Kil Joo Ban

As North Korea exploded a joint liaison office with South Korea, located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on 16 June 2020, a phase of the conflict is rapidly
rising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wake of this provocation,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is expected to become the next provocative option taken by Pyongyang. An option of SLBM should not be dealt with as a “next”
card, but as a “progressive” card because Pyongyang has included SLBM capability
to its nuclear program and striven to develop it for a long time. Projecting a card
of SLBM, North Korea can not only avoid a red line set by the U.S. but compel
the U.S. to meet its demands, which is characterized as a gray zone strategy. To
top it off, Pyongyang can also take an option of SLBM projection to seize the initiative of military preponderance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threatening South
Korea. Firing the Pukguksong-1 (KN-11) and 3 (KN-26) successfully and vowing
to develop submarines, which can launch SLBMs, North Korea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SLBM capability. What matters is that the SLBM capability as a game
changer draws out a wide array of implications simply beyond another weapon
system. Pyongyang can change five games in favor of its intentions: domestic politics game, international politics game, strategic game, nuclear blackmail game and
conventional military game. This destructive change of the games allows external
actors to pay tremendous attention to the process of the North’s SLBM development
as well as its end state. South Korea needs to tak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to offset its growing SLBM threat while classifying detailed measures into five
areas: operations and systemic infrastructure, force planning, military cooperation,
regional diplomacy and comprehensive deterrence strategy.
Keywords: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LBM), Game Changer, Gray

Zone Provocation, North Korea Nuclear Program, Underwater Kill Ch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