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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배치, 불가피한 선택이다

1.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의미와 THAAD 
여기에 답하자면 우선 ‘북한 핵미사일’이 갖는 의미부터 알

아야 한다. 돌이켜보면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2억 달러, 

많아봐야 3억 달러면 살릴 수 있었다는 데 무려 300만 가까

운 북한 동포를 굶겨 죽이면서 1발에 3억-5억 달러 든다는 

핵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도 온 세계가 둘러서서 ‘너 그것 

만들면 혼내 줄 거야.’ 겁주고 가로막는 가운데 절치부심切

齒腐心 만들었다. 도대체 북한은 핵에 왜 이리 집착한 것일

까? 

 북한은 언필칭 ‘북한 체제에 대한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해

서’라고들 한다. 그러나 오늘 북한의 체제위기는 ‘미국의 위

협’ 때문이 아니라 북한체제 자체의 모순 때문이다. 북한인

들 그것을 모를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뜻이다. 2006

년 1차 핵실험 때 우리 언론이 ‘미국과 대화의 문을 열려는 

것’이라느니 ‘협상카드’니 중언부언重言復言하니까 김정일

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던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은 ‘김

정일의 꿈인 통일의 원동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일갈 

했다. 

 실제로 핵은 이른바 절대무기, 정치무기라는 것 아닌가? 

만약 북한 핵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되고 북한이 세계에 핵

국가로 공인되면 남·북의 군사력 균형은 결정적으로 붕괴

되고 한국은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가 되어 전쟁이냐? 항복

이냐? 한없이 시달리면서 점차 한반도 적화赤化의 길로 끌

려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설사 평화가 가능하다 해도 종속

적從屬的, 노예적奴 的 평화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완벽한 대책도 찾기 어렵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미국 핵우

김 희 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장 

 2014년 6월 스캐퍼로티(Curtis M. Scaparrotti) 당시 연합사사령관이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지 2년 여, 금년 2월 7

일 한미 양국이 공식 협의를 시작한지5개월 만인 7월 8일 한미 양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를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지금 온 나라가 벌집을 쑤

셔 놓은 듯 소란스럽다. 특히 7월 13일 경북 성주의 성산포대에 배치한다고 발표하면서 성주 군민의 반발이 드세다. 

 지역 주민들은 머리띠부터 두르고 지도층은 그들을 설득하는 대신 삭발부터하고 그 앞장을 섰다. 지난 7월 17일에는 지

역 주민을 설득하러 성주를 방문한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폭력으로 막아서는 시위대에 6시간 넘게 억류당하는 참담

한 사태까지 있었다. 성주 군민의 이런 반발에 밀린 정부가 성주군 내 제3의 장소(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를 검토한다

고 하자 이번에는 5-7km 이격離隔된 김천지역에서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마치 광우병 사태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2014년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한국에 사드배치를 건의’ 했다는 보도 이후 한·미·중 사이에 내연內燃해오던 

사드(THAAD)배치 갈등이 갑자기 한중간의 가장 뜨거운 안보 현안요소가 되어버렸다. 중국은 ‘보복報復’ 운운하면서 강하

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런 속에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적나라한 야심이 느껴지고 중국이 반대한다고 전전긍긍戰戰兢兢

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한 의구심도 엿보인다. 도대체 ‘사드’가 무엇이기에 우리 사회를 이런 혼란에 빠뜨리고, 중국은 

왜 여기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까? 또 그것은 과연 타당 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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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 중국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의 핵이라면 몰라도 우리

에 대한 북한 핵의 위협은 ‘미국 핵우산’으로 카버 할 수 없

는 부분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도 ‘자위적 핵을 만들자’

고들 하는데, 그래 봤자 도움은 될망정 완벽한 대책은 안 

된다. 남과 북이 각각 핵을 머리에 이고 대치하면 아무래

도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우리가 불리하기 마련일 것이 아닌

가?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핵을 가지면 북한 핵은 저절로 기

정사실이 될 게 아닌가? 또 핵을 가진 통일한국을 누가 환

영하겠는가? 지금 이 시점에 핵 만들기를 너무 서두는 것

은 좀 비현실적, 비전략적 일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 

핵은 어떻게든 폐기시키는 것 외에는 우리의 안보를 보장 

받을 길이 아예 없다.

 그런데 북한 핵은 수차에 걸친 실험 끝에 이제 거의 완성단

계에 들었다. 지난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6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태’는 ‘북한에 저런 체제가 존재하는 한 핵미

사일의 실전배치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 살아남자면 어떻게든 서둘러 실질적 대책을 갖추어야지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경고警告에 다름 아

닌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든 폐기시켜야 하지만 오늘 북한에 있어서의 핵

은 북한 체제 정통성의 방증傍證이자 권위의 상징이요, 이

른바‘적화통일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연초부

터 핵미사일 개발에 전력투구 하는 모양새다. 그러니 폐기

가 어떻게 쉽겠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스라엘처럼 폭격하는 것이지만 아

무래도 좀 늦었고, 내세우는 것은 오로지 ‘6자회담’이다. 그

러나 러시아는 관심도 별로 없고 일본은 영향력이 거의 없

다. 미국은 주로 중국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럼 중

국은 어떠냐? 말뿐이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개발 시간벌

기요 주변국으로부터 식량과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한 사기

수단’이라고 말한 사람이 다른 이도 아닌 바로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그것을 모를까? ‘6자

회담’ 따위로는 애초부터 해결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다. 이

번 UN 안보리 결의 2270호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는 기

대도 크지만, 그래도 북한이 좀 곤혹스럽기는 할망정, ‘핵미

사일 포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사생결단 만

들겠다는데 중국은 북한체제붕괴는 안 된다며 원유原油같

은 결정적인 제재는 못하게 가로막고 뒷문까지 열어주고 

있으니 뻔한 결론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가능한 길은? 단 하나, 2007년 아미티지 전 미국

무부 부장관이 2차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또 이제는 세

계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듯이, 한반도 자유통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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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키신저의 키신저」라는 중국 통 윈스턴 로드 전 미 

국무차관보도 지난 3월 19일 조선일보에 ‘한반도 자유통

일’만이 "북한 핵 폐기 가능한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

고 단언했다. 그것도 서둘러야 한다. 중국은 지난 수십년 

철저히 조중동맹 위에 서 있던 나라다. 만약 중국이 앞으로

도 조중동맹 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 항모는 동서 해를 

횡행하는데 북한 핵이 기정사실이 되면, 여기에 혹시 우리 

연합사까지 해체되는 날이면 우리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이렇게 좀 멀리 보면, 싫든 좋든 미국의 힘이 그나마 살아

있는 지금, 자유통일을 서둘러야하고 그 위에 좀 괘씸하더

라도 일본과도 손을 단단히 잡고 여기에 미국의 확고한 동

맹적 뒷받침을 받아내는 매우 대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할 상

황인 것이다. 또 그래야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으로 

항구적 삶이 가능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유통일을 향한 대전략적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고 그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당

장은 바로 우리 머리 위를 덮쳐오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

한 대책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적화통일

이 먼저 올지도 모르니까. 그러자면 지금 진행 중인 외교

적, 경제적 제재制裁 등의 노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을 지연 및 억제시키는 노력은 계속 중요할 것이다. 우리

의 효과적 대비태세가 이미 많이 늦어 있기에 더욱 더 그렇

다. 그러나 그런다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가능

성은 전혀 없으니, 우리로서는 어떻게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 및 방어태세’부터 서둘러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자유통일은 튼튼한 ‘억제 및 방어태세’의 바탕 

위에서 추진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억제 및 방어태세’의 확립? 그것은 어

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①북한 핵미사일 실전實戰 

사용의 억제, ②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시 요격·파괴 즉 발

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적극방어 및 ③중요시설의 분산 

은닉 방호 등 소극적 방어, 그리고 ④핵미사일을 배경으로 

한 이른바 ‘핵 전면전’ 혹은 ‘복합도발’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 등이 모두 포함 된다. 이 중 ①‘실전 사용의 억제’를 위

한 대책이 이른바 ‘자위적 핵개발론’이나 ‘미 전술핵 재배치

론’ 그리고 ‘미국 핵우산 강화’ 같은 것들이고 ③방어 대책은 

‘핵 대피시설’ 같은 것들이며 ④의 경우에 대비 한 것이 작계 

5027 등으로 대표되는 한미연합방위 태세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중 ②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적극방어를 위한 대표

적 수단의 하나가 바로 ‘사드’다. 얼핏 북한 핵미사일에 대

처하는 수많은 과제 중의 아주 작은 하나에 불과 한 것 같지

만, 실은 바로 이것이 전체 북한 핵미사일 대비태세의 핵심

이자 기저基底다. 날아오는 북한 핵미사일을 저지沮止, 파

괴 할 수 있어야 ④ ‘핵 전면전’이나 ‘복합도발’에도 효과적

으로 대처 할 수가 있고, 북한으로 하여금 ① ‘핵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하고 싶은 유혹’도 억제 할 수 있

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드가 바로 오늘

「한국의 효과적 대비태세」의 핵심요소인 

셈이다.

2. 왜 ‘사드(THAAD)’ 인가?   
‘사드’는 원래 록히드마틴에서 1991년 걸프전

쟁에서 이라크의 스커드 같은 중거리 미사일

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된 미사일방어(MD)시

스템이다. 그동안 한국이 강구해온 대책은 이

른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KAMD)를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

한 우려는 진작부터 있어왔다. 킬체인은 그 기
사드 배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 위해 15일 경북 성주를 찾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고립됐다가 6시간 30분 만에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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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수준이나 개발 배치 시점도 문제지만 선제타격의 실효

성도 의심스럽고 PAC-2/3 미사일 중심의 KAMD체제도 북

한 핵미사일에 대한 효과적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 사실 PAC-2는 대략 15-20km의 저고도에서 폭발

하여 파편과 화력으로 파괴하는 형태로 파괴력도 좀 약하

고, 2016년에 도입될 개량형 PAC-3는 충돌파괴형(hit-to-

kill)으로 비교적 강력한 하층방어 요격체계이긴 하지만 

여전히 요격고도 15-30km 정도의 저고도 ‘점방어체계’에 

불과하다. 요격고도 40~70㎞의 한국형 고고도요격미사

일(L-SAM)은 좀 났지만 2020년 중반을 목표로 개발 중인

데다가 이 역시 북한 핵미사일에 대처하는 데는 많이 미흡

하다. 

 그에 반해 ‘사드’는 충돌파괴형 탄두로 속도와 정확도도 뛰

어나지만 무엇보다도 요격고도 40-150km 이상으로 방어 

범위가 훨씬 넓은 대기권 내외를 포괄하여 방어가 가능한 

‘지역방어체계’ 다. 그러므로 PAC-2/3로는 청와대나 연합

사 같은 특정의 시설 혹은 국지지역 방어는 몰라도 서울과 

같이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를 방어하려면 적어도 ‘지역방

어체계’ 인 ‘사드’ 라야 가능하다. 또 원거리에서 탄두를 파

괴해야 하는 핵核 같은 대량살상용(WMD)탄이나 조기투하 

확산탄, 특히 한국의 전자기기들을 일시에 무력화 시켜 한

국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는 전자자기파(EMP)

탄은 30-120km 상공에서 폭발 할 때 더욱 효과적인 것이

어서 여기에 대처하려면 PAC-2/3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고 요격고도 40-150km라는 ‘사드’라야 가능하다. 특히 

‘사드’는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두를 직접 맞춰 파괴하기 때

문에 이런 대량살상무기의 효과를 크게 약화시킬 수도 있

다고 한다. 지난번 북한은 미사일을 고각高角으로 발사해서 

대략 400km 거리 밖의 상당한 고공高空에서 탄두를 폭발시

키는 실험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그것이 바로 EMP탄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었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 당

장은 사드 외外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는 오늘 우리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몇 

가지 장점들이 있다. 예컨대 전시戰時 우리의 가장 큰 위협

의 하나가 약 800기 이상에 달한다는 북한의 대규모 미사

일 전력인데, 사드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데다가 특히 공격해오는 다수의 적 미사일을 동시에 요격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사드의 레이더’는 매

우 정밀해서 기만체欺瞞體 등으로부터 실제탄두를 정확히 

식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 핵이나 화생 탄두 미사

일의 요격에 유리하고 높은 속도로 날아오는 SLBM 대응에

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8월 24일 북한은 함경남도 신포에서 SLBM을 

발사했다. 고각高角 발사로 500km를 날았다면서 정상 각

도로 발사하고 고체연료만 충분히 채우면 2000km도 가능

할 것이고 이렇게 실험에 성공했으니 내년 조기早期 배치

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큰 충격을 주었다. 전방前方만 바

라보는 ‘사드’로는 한계가 있다며 새삼 ‘사드’ 무용론까지 나

왔다. 그러나 미국 정보분석업체 올소스 애널리시스의 조

지프 버뮤데스나 38노스의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분석

관 등은 ‘SLBM 탑재 가능한 ‘3000t급 이상 핵잠수함’도 갖

추어야 하니 실제 SLBM의 실전 배치는 2020년은 되어야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SLBM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보

면 핵탄두를 장착한 지상의 이동식 탄도미사일이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도 한다. 또 SLBM이 실전배치 된다고 ‘사드’

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사드’

로 북한의 SLBM도 요격할 수가 있으니 동·남해 등을 향

한 ‘사드’의 추가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여기에 해상초계기를 늘리고 우리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에 

SM-3 요격미사일을 장착하는 동시에, 우리도 핵잠수함을 

확보하는 등 대잠수함전 역량도 강화해 해상海上 킬체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대對잠수함전 역량을 갖

추려면 당장은 한·미, 나아가 한·미·일 대잠수함 작전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래 대잠수함

전 역량은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야하는 매우 특수한 분야

다. 미국은 핵잠수함으로 공해公海에서 북한의 이번 SLBM 

실험도 감시하고 확인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미국 신안보

센터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 패트릭 크로닌은 8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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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단

우리 동아일보에 “북한이 이번에 SLBM을 발사했다고 하

지만 한미동맹은 일본과 함께 북한의 잠수함을 언제든 탐

지해 무력화할 수 있는 군사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

하다.  

 다시 ‘사드’로 돌아가서, 일부에서는 ‘개발 중인 한국의 킬

체인과 KAMD와 중복 투자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

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사드를 확보해야 PAC-2/3와 

L-SAM등과 함께 효율적 ‘다중 방어 체제’를 갖출 수가 있

다고 강조한다. 하긴 미사일 방어에 있어 ‘다중 방어 체제’

의 중요성은 그야말로 상식常識이다. 사드가 지나치게 고

가高價무기가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당장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스스로 배치하겠다는 것이고 설사 한국 

방위를 위해 1-2개 포대를 추가 도입한다 해도, 포대 당 대

략 8,000억 원 내외인 미군 납품가격과 현 해외 판매가에 

비추어 대략 1-2조원이면 가능하고 그렇다면 적어도 비용

대효과(cost effectiveness)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하

다고 주장한다.  

어쨌건 분명한 것은 각일각 다가오는 대규모 북한 핵미사

일에 대처하려면 지금은 ‘사드’든 뭐든 가능한 대책을 사활

死活을 걸고 찾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이런 때에 중국과 

함께 우리 사회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나섰으니 그 민첩성

은 놀랍지만 실은 좀 우습다. ‘사드’는 LDHD(Low Density 

High Demand) 즉 ‘소요는 많으나 전력화된 수량이 적은 체

계’로 ‘사드’ 확보 경쟁이 치열해서 연합사령관은 물론 우리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고 해도 한국에의 우선 배치가 가능

할지가 의문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우리 사회의 

반대가 심하면 가능성은 그만큼 더 멀어질 것이었다. 지난 

2004년에도 PAC-2 미사일을 광주지역에 배치하려 했다가 

‘중국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턱없는 주장에 선동된 주

민에 밀려 2005년 평택 오산지역 미군기지 방어용으로 전

환轉換되고 만적이 있었다. 원래 공격할 표적을 선정 할 때

는 전술적 효과 못지않게 성공 가능성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법인데, 생각해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닌가? 

3. 우리 사회의 사드 반대 논리 타당한가?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머뭇거리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지

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2월 7일의 광명성 미사일

실험 사태가 ‘사드 배치’결정을 앞당겼다. 사실 1월 6일 4차 

핵실험은 북한이 언필칭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하고 객

관적으로도 ‘증폭增幅핵분열탄’이라거나 적어도 핵탄두 소

형화·경량화에 일부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 실험이었

다. 그리고 2월 7일에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광명성 장

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한 핵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음이 증명된 셈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어떻게든 대비태세를 서둘러야하고 대비태세

가 튼튼하면 북한의 도발도 그만큼 더 억제될 것이니 이 시

점 ‘사드 배치’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

이다. 

 그래선지 ‘미국과 사드 배치협의를 시작한다.’는 2월 7일 

정부의 발표에 대한 국민 여론은 그리 나쁘지 않았었다. 당

시 여론조사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 KBS는 찬성 67.1% 반

대 26.2%, 특히 대구/경북의 찬성여론은 72.5%였다. 이때

는 중앙일보까지도 찬성 67.7% 반대 27.4%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8일 사드 배치가 발표 

된 후인 7월 15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50%

에 '반대' 32%, '의견 유보'는 19%였고 새누리당 지지층에선 

찬성이 74%로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8월 들어서는 찬성이 

56%로 다시 더 올랐다. 

 사실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 한다는 데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반대 할 것인가? 제대로 보면 지역 주민 

입장에서도 ‘사드’는 전혀 싫어할 이유가 없는 시설이

다. 사드 레이더의 강력한 전자파가 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농작물까지 오염시킬 것이라는 등등의 괴담怪談이 돌았지

만 우리 국방부에서 이미 증명 했듯이, 실제로는 일상적으

로 사용하는 휴대폰보다도 약하다는 것 아닌가? 또 전자파 

유해론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은 미국과학원·국

립암연구소·미국물리학회 등등 세계적 권위기구들에 의

해 진작부터 분명하게 밝혀진 사실이다. 도대체 전자파가 

정말 그리도 위험하다면 그런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군인들

은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그 반면, 주둔지의 여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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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불가피한 선택이다

좀 다르겠지만, 군부대의 주둔은 어떤 

형태로든 그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많은 나라에서 군사시

설의 유치는 정치인의 유능한 공로로 인

정되는 것이 통상이 아니던가? 

 무엇보다도 철딱서니 없는 어린 지도

자가 함부로 핵미사일을 휘두르고 있는 

오늘의 이 특별한 상황에서 ‘사드’ 같은 

방어 우산을 가진다는 것은 더 할 수 없

는 행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사드

는 님비(NIMBY)가 아니라 오히려 핌피

(PIMFY) 시설인 것이다. 그런데 사드 배

치 반대가 왜 이렇게 격렬하게 되었을

까? 솔직히 일단은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다. 사실 어디까

지나 일개 방공포병 포대(중대)의 교체라는 단순한 전술적 

과업일 뿐인데 그것을 온 나라를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제적 안보이슈까지 되게 키워 낸 재주가 놀랍다

고 해야 할까? 

 사실 이런 문제일수록 국민적 신뢰가 중요한데 진작 당당

히 밝혔어야 할 문제를 거론될 때마다 3NO(요청도 없었

고-협의도 없었으며-결정된 바도 없다.)를 강조하며 이른

바 ‘전략적 모호성模糊性을 내세운 것부터가 국민의 의혹

을 살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또 그 과정에 당장 좀 곤혹스

럽다고 이런저런 다른 말로 사태를 호도糊塗한 것이 문제

를 더욱 키웠다. 정부가 ‘괴담’이 끼어 들 틈새를 스스로 만

들어 준 셈인 것이다. 물론 ‘사드 괴담’을 쏟아 내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긴 일부 시민단체와 그것을 확대 재생산한 일

부 언론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고 국가안보를 앞장서 다지

는 대신 오히려 잘못된 민심에 편승하는 무책임한 정치권 

등의 책임도 크지만 그런다고 정부의 책임이 경감輕減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을 바로잡아 주는 일도 결국은 정부의 일일 테니까. 

어쨌건 일단은 우리 사회의 턱없는 의구심부터 서둘러 풀

어주어야 할 텐데 어쩐지 여전히 어설프기만 하다. 예컨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을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증명해 놓고는 지역 주민이 반대

한다고 ‘제3의 장소’를 찾고 있으니 그동안의 해명이 어떻

게 신뢰를 유지 하겠는가? ‘해害가 안 된다면 왜 옮기느냐?’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고 새로운 반발을 야기惹起하고 있

지 않은가? 

 사드를 동남부 후방 성주에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이 사드 

방위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 대한 해명도 그렇다.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는 데 수도권 방위랑 

상관없는 미사일 요격시스템이 핵 억지력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하는 것이 사드 반대론자의 힐문詰問이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3가지 해명 논리를 보면 그 중 타당해 

보이는 것은 ‘북한 300미리 방사포 위협으로부터 북한의 도

발 시 사드 포대의 초기 생존성을 보장 할 수 있다’는 것뿐

인 듯하다. 중국의 반발 때문에 서해안에서 먼 내륙을 선택

했다는 것은 중국 역시 사드 체계의 기술적 특성을 모르지 

않을 테니 사실이라면 불필요한, 아니 단순히 불필요 할 뿐

만 아니라 공연히 중국의 오만한 협박이나 격려하는 매우 

졸렬한 배려다. 또 ‘수도권 방어에는 PAC-3 미사일이 더 효

과적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드 배치 불가피성’을 주장해온 많은 

전문가들을 웃음꺼리가 되게 만들었다. 

 또한 ‘사드’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에 참여 

또는 편입 된다’는 것도 단순한 오해일 뿐이다. 미국은 이미 

아태지역에서 본토방어를 위한 다양한 센서를 운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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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일미군 이지스 함의 SPY-1레이더일본의 조기경보용  

TPY-2, 대만의 PAVE PAWS 등으로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 도대체 한국의 사드가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 MD 참

여 또는 편입(가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

이다. 

4. THAAD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타당한가? 
 그런데 중국은 왜 여기에 반대하고 나선 것일까? 작년 추

궈홍(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가 우리 여당의원들과의 만찬

에서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밖에 없으니, 한국 배치 사드는 

결국 중국에 적대하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환’

일 것이라며 펄쩍 뛰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드는 본래 북한

의 스커드(SCUD) 같은 단거리 미사일 대비용으로 개발 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주로 문제 삼는 것도 미사일 보다는 

주로 AN/TPY-2 이른바 X밴드 레이더인데, 이 X밴드 레이

더에도 두 종류가 있다. 일본이나 터키 등에 배치된 조기경

보용(FBM)레이더의 탐지거리는 2,000km 정도로 보지만 

한국에 배치될 사격통제형 레이더(TM)의 유효 탐지거리는 

600-800km 정도에 불과하다. 중국의 우려는 ‘위협이 될 가

능성이 있다’는 의구심뿐 실체적 위협은 전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사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미흡한 듯하다’는 

이들도 있다. 지난 8월 23일 서울 한중 포럼에서 어느 중국 

측 대표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배치되고 난 뒤에 미국이 내부를 바꾸

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것은 레이더의 소프트웨어

(software)를 완전히 바꿔야 하니 다시 만드는 것과 다름없

다. 불가능 하다.’고 했지만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중국이 정말로 사드의 실체를 몰라서 그러

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 3월 말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

변인의 “사드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전략

적 문제”라고 하지 않았던가?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계속되는 중국의 ‘외교적 결례와 협박’에는 분통

이 다 터진다. 특히 ‘중국에 사전 양해를 얻지 않았다’는 식

의 반발에는 어이가 없다. 근본적으로 안보 문제야 말로 주

권 국가 고유의 주권적 문제인데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식의 불만 자체도 우습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북한의 4

차 핵실험 전까지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중국을 의식하는 듯한 정부의 그런 태도에 미국

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도 의아하게 보면서도 그래도 ‘대북 

제재에 중국 협조가 필요하니까.’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

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직후 우리 사회에는 시

진핑 주석이 박대통령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는 설이 돌

고 그 와중에 북한은 2월 7일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까지 쏘아 올렸다. 그날 오후 비로소 정부는 미국과 

사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전후 사정이 이런데도 

중국의 양해를 얻지 않았다며 섭섭해 한다고 한다니-

 어쨌든 중국은 관제 언론을 동원해 ‘보복 할 것’이라며 ‘한

중관계 파탄’을 거론하고 심지어 ‘한국이 중국의 공격 목표

가 될 수 있다’며 협박까지 해 왔다. 그러나 2014년 10월 서

울에서의 비공개 포럼, 지난 4월 워커힐에서의 한·중·일 

포럼 그리고 최근 8월의 한중포럼 등에서 들을 수 있는 중

국 측의 사드에 대한 불만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논리는 궁

색하고 같은 말만 반복하는 억지뿐이다. 그러면서도 군사 

전문가든 경제학자든 모두다 이에 대해 어떻게든 한마디씩 

하려 드는 것을 보면 중국 정부차원에서의 어떤 전략적 지

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래도 이런 

모임들이 중국의 억지를 반박하고 우리 입장을 설득하는 

좋은 기회는 되었다. 다음은 그동안 이런 모임에서 중국의 

압박에 반박했던 요지다.

『중국은 북한이 왜 핵 개발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때 김정일

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김명철 조미평

화센터 소장(지난 8월 18일 영국 언론에 태영호 공사의 귀

순을 한국 정보기관의 공작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이다.)은 

‘김정일의 꿈인 통일의 원동력原動力’을 구축하려는 것

이라고 일갈 했다. 북한은 처음부터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해 사생결단死生決斷 개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 핵미사일은 당신들 중국에게는 북한이 미국을 좀 괴

롭혀 주니까 귀여울 수도 있고 아니라도 그저 좀 골치 아픈 

국제 안보이슈의 하나에 불과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다. 중국 측에서는 걸핏하면 ‘사드가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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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불가피한 선택이다

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국가 생

존生存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 누가 무어라하든 북한에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가 없는 것이다.

 중국은 또 왜 미리 협의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안보적 

조치가 어디 다른 나라와 협의 할 사안인가? 중국은 그렇

게 했던가? 중국은 지금 한국과 인접한 동북부 지역 등에 

중·장거리 레이더는 물론 대규모 탄도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다. 특히 지린성 퉁화(通化) 제816여단, 산둥성 라이

우(萊蕪) 제822여단, 다롄시 인근 제810여단은 모두 한반

도를 작전구역으로 삼고 있는 부대다. 이들은 사거리 600

㎞의 미사일 600여기로 한반도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그 

뿐인가? 중국은 이미 약 200여개의 위성으로 한반도는 물

론 일본까지도 샅샅이 감시하고 있고, 헤이룽장(黑龍江)성 

솽야산(雙鴨山)과 푸젠(福建)성에는 탐지거리 5500㎞의 대

형 X밴드 레이더로 일본과 서태평양 일대까지 감시하고 있

다. 백두산에만도 사거리 최대 3200Km에 500㏏ 핵탄두를 

장착한 둥펑(東風)-21을 배치해 놓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대규모 방어 및 

공격용 레이더와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는 것이다. 중국

이 한반도 주변과 백두산 등지에 이런 공격기지들을 설치 

할 때 우리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적이 있었나? 그런데 어

떻게 우리 방어 무기 배치를 문제 삼을 수가 있나? 물론 냉

전시대 미국이나 소련 어느 나라도 상대에 변명해가면서 

미사일을 배치하지는 않았다. 우리도 이런 시설을 구축 할 

때 중국에 항의하지는 않았다. 주권 국가의 있을 수 있는 

주권적 조치로 받아드린 것이다. 중국도 그동안 다른 나라

에는 그랬다. 일본의 조기경보 레이더, 특히 대만에 배치된 

페이브 포스(PAVE PAWS) 조기경보 레이더의 감시거리는 

무려 5,556km, 중국을 매우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지만, 정

작 이런 감시시설이 배치 될 때 중국은 별 말이 없었다. 그

런데 유독 ‘중국에 아무런 기술적 위험조차 없는’ 우리 사드

배치만 집요하게 문제를 삼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필요한 (군사적) 조치도 고려”하겠다는 둥 끊임

없이 협박(脅迫)을 계속하고 있다. ‘아니 중국이 지금 한·

미를 상대로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쉽지 않을 것이

다. 또 중국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미 우리를 향한 충분한 

전력을 배치해 놓고 있다. 새삼 무슨 군사적 조치를 더 할

게 있나?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처럼 겁도 주는데 

언제 중국이 대북제재에 정말로 동참 한 적이 있는가? 말

뿐이었다. 당장 지금도 북한은 사생결단死生決斷 핵을 만들

겠다는데 중국은 말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겠

다고 하면서도 ‘북한 체제 붕괴는 안 된다.’면서 사실상 효

과적 대북제재는 앞장서 막고 뒷문까지 열어주고 있지 않

은가? 무엇보다도 북한 핵 문제만 나오면 중국은 항상 ‘6자

회담’만 내세우는데 ‘6자회담은 북한의 핵개발 시간벌기요 

주변국으로부터 식량과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한 사기수단’

이라고 말한 사람이 다른 이도 아닌 바로 저명한 중국의 학

자다. 중국이 정말로 적극 나섰으면 북한 핵문제는 진작 해

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보 양보해서 설사 ‘사드’가 다소 위협이 된다고 해도 그

렇지, 도대체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하겠다는데 중

국이 ‘되니 안 되니’ 말 할 수 있는 입장인가? 중국은 북

한 핵미사일 폐기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6자회담 의장국이

다. 그런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은 내버려두고 어떻게 우리 

방패만 없애라고 다그칠 수 있나?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

이 중국의 공격목표가 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데, 물론 우리

도 서울에 1메가톤 쯤 터지면 서울이 다 날아 갈 것이다. 잘 

안다. 그러나 이쯤 되면 대화가 아니라 협박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베이징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핵 보복 능력을 갖추

라는 뜻인가? 내게는 그렇게밖에 안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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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협박이 계속되면서, 나는 많은 대선배 원로 군인들

로부터 빗발치는 전화를 받고 있다. 목소리에는 다들 분노

가 가득하다. ‘지금도 눈만 감으면 6.25때 중공군과 싸우던 

악몽을 꾸곤 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왜 중국의 저런 경멸輕

蔑과 핍박逼迫을 감내하고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중국이 우리를 저렇게까지 우습게 보느냐?’ 며 ‘한중수교 

때 중국의 사과를 받지 않았던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두말 할 필요 없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도

를 넘는 모욕적 협박과 치사한 보복에 대한 분노다. 여기서 

중국이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오늘 중국의 ‘사드 협박’은 중국이 아직

도 철저히 조중동맹 위에 서 있다는 증거證據로 보인다는 

것이 그 하나고, 세계는 다들‘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데 반해 중국은 굳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데 최

근 한국에 ‘자위적 핵개발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

을 아는가? 아마 국민의 60% 정도는 여기에 찬성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우리 머리 위를 덮쳐 오

는데 사드 배치까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실은 나도 과거 한중수교를 한 노태우 정부 당시 청와대 국

방비서관이었던 사람으로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

착과 긍지를 갖고 있다. 한중수교 당시에는 장차 한중관계

가 ‘사드’같은 이런 터무니없는 문제로 갈등을 겪을 것이라

고는 상상도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중수교 후 중국

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경제인들을 보면서 ‘중국이 장차 어

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중국에 너무 빠져 드는 것 아

니냐? 대 중국 투자를 전략적으로 좀 통제하자’는 건의를 

했는데 윗분들은 그것은 참된 우의를 만들어 나가는 큰 길

이 아니라고 말했었다. 

 중국도 과거에는 많이 달랐다. 1992년 여름 덩샤오핑(鄧小

平) 주석은 상하이 영빈관으로 당시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

을 초청했고 그 후 박태준은 바오산(寶山)강철의 셰치화(謝

企華) 부사장에게 포항·광양 공장을 견학시키고 많은 것

을 알려 주었다. 덩샤오핑(鄧小平) 주석이 도광양회韜光養

晦를 100년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때다. 또 나는 

2000년 중국 국방대학교에 강의 후 츠하오텐(遲浩田) 국방

부장을 만났을 때 그가 열심히 6.25 때 중국의 개입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열심히 설득하던 것을 기억한다. 그

가 내가 그 말을 믿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단지 한중관계의 미래를 잘 가져가야 한다는 큰 뜻에서 나

온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최근 중국은 이런 옛 지도자들의 

큰 뜻을 잊은 것 같다.』 

 그랬더니 회의 후 중국 측 대표들이 찾아와 악수를 청하고 

어떤 때는 정중히 ‘양해해 달라.’는 이도 있었다. 중국도 그것

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인지 알고 있다

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중국은 왜 

이렇게 턱없는 무리를 감행하는 것일

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중국이 사

드 논란을 빌미로 ‘한·미·일 삼각 동

맹체제의 약한 고리’인 한미동맹을 흔

들어 보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추정이

다. 하긴 최근중국 사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배신감이 높다고 한다. 배신감? 

그게 무슨 말일까? 그동안 우리는 한

중관계만 좋으면 북한 핵, 자유통일 

뭐든지 잘될 듯이 한중 수교 이래 역

대 정부가 하나 같이 한중관계에 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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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현 정부는 동맹 미국의 의구심을 

유발 할 만큼 더욱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보

니 중국이 ‘잘하면 한미동맹에도 끼어들 수 있겠다.’는 턱없

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고 그것이 배신감 운운의 배경일 것

이다. 사실 중국이 사드배치라는 한국의 안보문제에 까지 

관여하고 간섭하려드는 그 자체가 놀랍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닌가? 

 중국이 철저히 조중동맹위에 서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그 

못지않게 많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 핵미사일의 

효용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교수도 있다. 사실 

중국의 우리에 대한 태도는 하나같이 한중관계에 최선을 다

했던 역대 우리 정부와는 많이 달랐다. 물론 중국도 한동안 

얼핏 좀 달라지는 듯 보였지만 중국의 진짜 본심은 어디까

지나 우리의 핵심국익에 대한 태도로 가늠해 볼 수밖에 없

는데, 중국은 북한 핵에 대해서는 항상 빛바랜 6자회담이나 

찾으면서 오히려 ‘한국의 핵’을 경계하고, 자유통일에 대해

서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한 적이 없으니까. 

 특히 이번에 중국이 느닷없이 북한이 오래 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평화공세로 활용해 오던 이른바 ‘미·북 평화

협정’을 대신 주장하고 나선 것은 매우 고약한 일이다. 중국

이 미·북 평화협정의 함정陷穽에 대한 고려 없이 ‘미·북 

평화협정’을 들고 나왔다면 너무 무책임 한 것이고 알면

서 그 총대를 멘 것이라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

는 것이다. 사실 이번 ‘사드 배치’ 논란이야말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일부에서 ‘사드가 동북아 신냉전 시대를 연다.’고 우

려하지만, 실은 중국이 사실상 조·중동맹에서 아예 떠난 

적이 없었다는 증거라는 말이다. 

 더 강한 의구심도 많다.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은 ‘사드’

가 중국이 설정한 제1 해상방어선 즉 쿠릴열도·일본·말

라카 해협에 이르는 제1도련선(島鏈線) 내에 있는 주한미

군 기지에 대한 공격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기고했다. 

그리고 보니 “중국의 발전을 위해 더 넓은 '안전 공간'을 확

보하고 싶어 한다”는 왕융(王勇) 베이징대 교수의 말은 더 

고약하다. 중국을 잘 아는 릴리(James Lilley) 전 미 대사는 

2007년 1월 미 의회에서 ‘중국 지도층이 북한의 반 정도를 자

기 땅으로 생각하고 동북공정과 백두산 주변의 대군이 그와 

무관치 않다’고 증언했는데, 실제로 1950년대 중국교과서에

는 한반도가 되찾아야 할 실지(失地)로 표시 되었었다. 

 또 중화사상의 국제질서는 본래 서구적 횡적질서橫的秩序

가 아니라 중국을 정상으로 한 패권적 종적縱的질서다. 그래

서 천안함 사태 때 중국이 미 항모의 서해 진입을 한사코 막

아 나섰을 때 매우 불쾌했다. 서해를 중국의 내해內海 화하

려 든 것이고 서해가 중국의 내해가 되면 한반도 중국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통일을 위해서도 

한중관계는 더없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무릇 나라가 죽고 

사는 안보문제는 항상 최악의 경우에도 대처 할 수 있어야 

하는 법이고 우리로서는 이런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사드 사태를 두고 ‘중국이 한국의 핀란드화를 

강요하려 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

민일보의 “한국의 지도자는 신중하게 문제를 처리하라”는 

오만한 내정간섭이나 ‘한국에 지금처럼 계속 압력을 가하면 

한국의 정권교체가 가능 할 것’이라는 보도가 그 증거라고 

본다. 하긴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중국과 손잡으면 굶어 죽

을 걱정이 없다’는 식의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을 보면 우리 

사회 내에서도 ‘한국의 핀란드화’를 수용할 준비가 진행 중

인지도 모르겠다. 또 그런 모습에서 중국도 자신감을 갖고 

협박의 강도를 더욱 높여 왔을 것이고. 우리가 ‘이미 1000년 

이상 그렇게 살아 왔는데 뭘?’ 싶은 것일까? 그러나 오늘 우

리의 번영은 서구적 횡적질서 속에서 이루어 낸 것이다. 만

약 정말로 그리되는 날이면 오늘 우리의 자유와 번영은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오늘의 우리는 조선시대의 

우리가 아니다. 아예 살아 내지를 못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도 무릇 정상적 외교의 기저基底는 상호존중이

고 특히 상대의 경멸을 사는 일은 금기禁忌 중의 금기인데, 

그랬다가는 중국의 더 큰 경멸만 사게 될 것이다. 아니 적어

도 중국의 사드 협박처럼 이렇게 부당하기 짝이 없는 협박

에 휘둘려 우리의 ‘국가적 생존’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의연하게 그 부당함과 오

만함부터 꾸짖고 따져 들었어야 할 일이다. 그랬더라면  중

국의 태도도 달랐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 ‘격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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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단

반중시위’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면 중국의 오만함도 ‘엇 

뜨거라’ 많이 조심스러워지지 않았을까?  

5. ‘사드’ 논란에 대한 미국의 시각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이런 반발에 미국은 한마디로 어

이없다는 표정이다. 작년 2월 미 국무부 프랭크 로즈 차관

보는 미국 과학자연맹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미사일위협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나 이란 같은 비이성적 불량국가의 소규모 핵미사일

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규모 전략핵 미사일, 그것도 다탄두독립목표재돌입탄도

탄(MIRV)을 막는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2가격(second strike)’ 역량

으로 적의 공격을 억제하는 전통적 핵전략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중국이 사드의 실체를 잘 알

면서도 한·미 동맹의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한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미국에 한국의 중

국 편향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가고 있던 때가 아닌가? 그

래선지 미국은 처음에는 ‘한국에 운만 띄워 놓고’는 중

국과 한국사회의 논란을 냉정하게 지켜보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흘러나오는 내심에는 한국의 애매한 태

도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 한반도 전문가 마이클 그린도 

“중국이 한미 동맹 사안에 가부可否를 말하고 이를 한국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는 (미국에) 매우 좋지 않은 시그널을 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미국 의회는 한결 더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의 이번 사드 문제처리가 장차 한국이 미

국과 중국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 있는 듯하다.’고 보고 있었으니까. 

 실제 충격도 컸을 것이다. 미국은 6.25 때 15만여 젊은 피

로 중국과 북한의 침략에서 한국을 구해낸 낸 나라가 아닌

가?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 파견된 주

한미군의 안전을 위해 미국 돈으로 배치할까 검토하고 있

는데, 또 그러면 한국방위에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뜻밖에 

적국이었던 중국이 되니 안 되니 간섭을 하고 나서고 한국

은 ‘중국이 싫어한다.’고 전전긍긍戰戰兢兢하는 모양새니 충

격을 받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항상 ‘사드 배치 여부는 한국이 결정 할 

일’이라고 말해왔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을 거듭 

강조하고 중국의 사드 문제 제기를 비판하면서도, 심지어 

‘한미가 공동으로 핵 사령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들 까

지도 마찬가지였다.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지만 어쩐

지 월남전 이래의 혈맹이라는 끈끈한 우의 대신 냉정하고 

건조한 논리만 느껴지는 듯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국에 얼마나 중요한 안보이슈인데 그것조차 꺼내기 조심

스러운 것이 오늘 한미동맹의 현실인가 하는 우려까지 나

왔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오해를 푸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들 하지

만-, 실은 중국 보다는 오히려 미국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지 모른다. 무릇 동맹의 기저는 신뢰이고 특히 군사동맹 

관계란 상호간의 깊은 이해와 우의가 있어야 그 기능이 사

는 특별한 관계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가 보안 시설인 그린

파인 레이더까지 개방하며 설득해도 국민이 안 믿는다니까 

미국이 괌(Guam)의 사드 포대를 개방하고 ‘한국 국민의 안

전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백악관까지 나섰다. 많은 국민

이 흘려듣고 말았지만 일개 야전 방공포대 하나를 배치하는

데 백악관까지 나서야 했을 때, 미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한국이 결국 미국 편에 서는구나.’ 하는 믿음과 고마움

뿐이었을까? 더욱이 지금이 과연 어떤 때인가? 북한 핵 폐

기와 자유통일을 비롯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에 기대하

는 동맹적 소요所要는 너무 큰 반면, 미국은 지금 외교, 경

제, 군사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다. 우리로서는 어떻게든 

한·미가 ‘한반도 자유통일을 내다보는 대 전략적 큰 차원

에서 함께 총체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이 더욱 튼튼하게 재정비 강화’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

런 차원에서 사드에 대한 중국의 오해(?)를 푸는 것 못지않

게 미국의 동맹적 신뢰를 복원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쯤에서 우리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개발에 나섰을 때 우리는 ‘6.25와 같

은 무력적화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이 유사시 핵으로 미국

군의 개입을 억제 차단遮斷하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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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 굳이 대륙간탄도탄(ICBM)까지 개발하려는 것도 주로 

그 때문일 것이다. ‘미국이 인명피해를 얼마나 겁내는데 북

한 핵을 상대로 전쟁을 하려 하겠느냐? 오히려 이핑계 저

핑계로 한반도 철수를 모색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었다. 그런데 북한 핵미사일이 눈앞에 바싹 다가오는 지

금, 중국이 싫어한다고 갖고 있는 사드도 못쓰게 하면서 주

한미군더러 벌거벗고 서 있으라고 강요한다? 굳이 한미동

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

은 단순히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동맹군에 대한 예의도 아

닐 것이다. 

6. 북한 핵의 궁극적 해결책은 자유통일 뿐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은 몇 번 곱씹어 

봐도 지극히 당연한 결론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반대한다

고 망서릴 수는 없다. 물론 주변국의 입장도 합리적이고 타

당 한 것이라면 고려해야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런 불합

리한 압박에 부응한다는 것은 국가적 자살 행위에 다름 아

닐 것이다. 

 오히려 차제에 우리의 대 핵미사일 방어체제를 좀 더 보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사드 배치’ 만으로 북한 핵미사일에 완

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궁극적으로는 자유

통일을 이루어야 가능 하겠지만, 우선은 앞에서 언급한 북

한 핵미사일을 선제·방어·응징 또 억제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추어 한다. 더욱이 현대는 미사일 전쟁시대다. 당

장은 물론 한반도 자유통일 후에는 더욱 더 완벽한 ‘미사일 

대처 역량’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 사드 배치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방어태세 강화만으로는 항구적 해결책은 안 된

다. 북한에 저런 체제가 존재하는 한 어떤 형태로든 도발은 

계속될 테니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계속 끌려 다

니기만 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지상발사 핵미사일에다 SLBM 등 새로운 

위협을 내세울 때마다 여기에 대처한다고 온 나라가 여기

에 매달리다보면 우리 국력이 아무리 압도적이어도 끝끝내 

지탱하기는 어려울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래서는 

북한 핵위협을 항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렇다면 앞에서 강조했듯이 북한 핵미사일이 실전에 배

치되고 북한이 핵 국가가 되기 전에 자유통일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최근 사드 사태는 중국이 여전히 조·중동맹 위

에 서 있다는 사실상의 증거다. 이번에 북한 대신 ‘미·북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더욱 고약해 보인다. 여기

에 일부 우리 사회에서 부응하고 나선 것은 더 고약하고. 

이런 문제까지 고려하면 더욱 더 서둘러야 한다.

 때마침 오늘 북한체제의 상황도 김정은이가 수많은 별들

을 뗐다 부쳤다 하고 막강한 고모부까지 마음대로 처형하

고 하니까 얼핏 통치권이 확고한 것 같지만, 실은 심한 골

다공증 환자 같다고들 한다. 그래서 ‘지금은 한반도 자유통

일의 기회’라는 것이 하버드 대학의 니얼 퍼거슨 교수나 골

드만삭스, IMEMO, 미국 CSIS 등등 세계 수많은 전문가와 

권위기구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다만 흔히 한국의 의지를 문제 삼는다. 생전의 황장엽 선

생은 ‘단결만하면 짧으면 3년, 길어야 5년이면 가능할 텐

데-’답답해하더니, 작년 10월 존스 홉킨스 대학 마이클 만

델바움 교수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한국 대통

령도 붕괴한 북한을 책임지겠다는 열정이 안 보이더라.’고 

아쉬워했다. 하긴 열정만 부족한 것은 아니다. 전쟁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우리가 막상 자유통일을, 그것도 평화

를 유지하면서 이끌어 내려면 -기회도 무릇 준비된 자에게

만 오는 법인데- 대내, 대외, 대북 모든 차원에서 좀 더 챙

기고 달라져야 할 것들이 적지 않으니까. 

 그러나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어 내자면 그 이상의 단호한 

의지와 용기 그리고 전략적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어쨌건 

분명한 것은 지난 ‘북한 4차 핵 및 미사일 실험 사태’는 우리

가 더 이상 회피하고 머뭇거릴 수 없는 결정적 시점’에 도달

해 있다는 경고警告라는 것이다. 오죽하고 지난 5월 4일 웬

디 셔먼 미 전 국무차관까지도 "북한 내부붕괴나 쿠데타 가

능성"을 거론하면서도 ‘호전적인 북한 지도자가 시간이 갈

수록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니 시간은 우리의 적’이

라고 까지 했을까? 이런 경고를 함부로 무시하면 자칫 우리 

아들딸들에게 영원히 죄罪 짖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김희상 육군중장(예), 정치학박사,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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