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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2년말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후에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은 집중적으로 국방과학 분야에 집중을 해왔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90여회 이상의 미사일 발사시
험을 통하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은 물론, 순항
미사일과 전술탄도미사일 등 정밀타격무기체계의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어왔다. 이렇듯 국방기술분야
가 발전한 결과, 북한은 군사대비 태세의 강화에 만족하지 
않고, 군사력을 활용하여 동북아시아 정치에 적극적인 영향
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2017년 ‘화성15’ ICBM의 발사 성공과 후속된 북미
협상의 영향으로 북한은 ‘핵 무력’을 과시하기 보다는 점차 
재래식 전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는 냉전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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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방개혁: 기술개발을 통한 전략적 역량 확보

North Korean Defense Reform: Strategic Strength through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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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북한은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꾸준한 국방개혁을 실시해왔으며, 특히 군사기술개발과 군수산업역량 강화를 국
방개혁의 중점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북한의 국방개혁은 궁극적으로는 핵전력 확보를 목표로 했으며, 김정은 시기에 
이르러 기술적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수소탄과 ICBM/SLBM 등 전력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핵전력을 확보한 
북한은 또다시 국방개혁을 통하여 재래식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추구함으로써 전략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재래전력
에서의 대칭성까지 추구하고 있다. 여태까지 북한의 국방개혁은 성공적이었으며, 김정은의 새로운 집권체제 확립과 
대미협상 등의 동력을 만드는데 성공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어 : 국방개혁, 국방정책, 무기체계, 북한군 전략, 국제분쟁 

Abstract North Korea has steadily implemented defense reforms to strengthen its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and in 
particular, has made military technology development and military industrial capability strengthening as the focus of national 
defense reform. North Korea's defense reform ultimately aimed at securing nuclear posture, and as technical achievements 
accumulated in the Kim Jung-Un era, it led to the development of military strength such as hydrogen bombs and 
ICBM/SLBM. Having secured nuclear capability, North Korea is also pursuing a symmetricality in the conventional military 
strength by securing a strategic advantage by pursuing the modernization of the conventional weapon systems through defense 
reform again. Up to now, North Korea's defense reform has succeeded in establishing a new ruling system for Kim Jung-Un 
and creating a driving force for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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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무렵 핵 과학기술과 무기체계의 개발에 몰입했던 핵보유
국들이 핵전력 확보 후 재래전력을 강화하는 모습과 유사한 
정책수행의 양상이다. 즉 북한의 핵 개발은 이미 양산단계로 
넘어가면서 정권이 목표했던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재래전력의 현대화로 국방획득정책이 변환하고 있음을 추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 역량이 핵보유국과 비교
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가, 그리고 재래전력 강화
를 위해 어떠한 국방과학기술과 무기체계에 집중하는가를 
조명하고, 기술 심화와 무기체계의 개발 방향에 대하여 예측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이러한 정책 현황과 전망을 통하여 
북한의 국방개혁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미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Ⅱ. 북한의 국방개혁 기조

1. 군수산업을 통한 대남 우위추구   
어느 나라든 상대국보다 군사적인 우위를 추구한다. 

국방이란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안보환경이 변
화할 때 이를 대응하지 못하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며 
도태하게 된다. 특히 공산혁명을 기반으로 탄생한 공산
주의 국가들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요소를 투입하여 정치적 승리를 쟁취하려는 성향
을 가진다. 

북한은 1948년 건국 이후 국방개혁으로 소화기와 
야포 등 기본무기체계의 생산능력 확보를 우선시하여 
6.25 남침을 준비했다. 이후 북한은 1962년 조선노동
당 제4기 4차 전원회의에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직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책’을 당의 기본 방침
으로 정하였다. 특히 당시 대한민국보다 우수한 경제역
량을 바탕으로 인민경제보다 군수공업을 우선시 하면
서 1960년대는 기본화기 국산화, 1970년대는 주요 전
투장비 국산화로 대한민국에 비하여 한 단계 높은 군사
력 건설에 성공하였다 [1]. 

2. 군사기술 개발을 통한 대미 억제력추구    
그러나 북한의 국방개혁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최대

의 적수인 미국에 대한 억제력의 확보였다. 6.25 전쟁
당시 주한미군은 최대 32만 명까지 이르렀으나, 전후부

터 60년대 말까지 5만~6만여 명 수준을 유지했다 [2]. 
병력은 줄었지만 미군 본토로부터 증원이 가능했을 뿐
만 아니라 전술핵을 배치하는 등 확고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미군에 대하여, 북한은 핵 능력 확보를 숙원으
로 삼아왔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국방과학기술의 확보를 위해 투입해왔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북한은 이미 한국전쟁 직후부터 핵 개발과 운반시스
템인 미사일의 개발을 위하여 조직적 노력을 해왔다. 
특히 국가과학원과 국방과학원을 주축으로 핵탄두와 
운반수단(미사일)의 유도장치·추진체계 등 관련 기술을 
수십 년에 걸쳐 기술복제와 자체개발을 추진하여 드디
어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스커드 단거리 탄도미사일
의 자체개발에 성공했다. 1990년대에는 핵탄두에 대한 
개발을 가속하는 한편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발
사체 개발에 매진했으며, 2000년대 이르러서는 드디어 
핵실험까지 실시했다. 2010년대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투발 수단을 통합함으로써 북한은 드디
어 본격적인 핵 보유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이렇듯 북한은 군수산업 역량 강화와 군사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전략적 변곡점을 확보하여왔다. 북한은 전쟁의 위협
을 통해 국가적 교환가치를 부여해왔고 이러한 전략적 경향
은 김정은 집권기의 핵무장으로 더욱 강해졌다. 

Ⅲ. 핵전력 확보를 위한 국방개혁

1. 김정은 집권기의 핵전력 개발사   
핵 보유국은 통상적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3원 핵전력(Nuclear Triad)의 확보를 추구한다. 3원 핵전력
으로 지적되는 것은 역사상 개발순서에 따라 1) 핵폭탄을 
투하하는 전략 폭격기, 2) 대륙간탄도미사일, 3) 잠수함발
사 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의 3가지이다. 이러한 핵전력은 전시사용을 목표로 
개발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평시 주변국과의 분쟁을 예방
하고 상대방의 선제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목표로 활용된다 
[3].  

북한은 핵전략의 확보과정에서 항공우주기술과 예산투
입의 한계로 인하여 전략 폭격기의 개발을 건너뛰고 곧바로 
미사일 개발로 방향을 설정했다. 최초에는 스커드 미사일이
나 SS-21 전술탄도미사일 등의 모방생산이 주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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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를 거치면서 독자적인 형상의 미사일을 개발해왔
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2020년 3월초까지 북한은 미사일
과 정밀 유도로켓 등 발사체의 시험발사를 무려 93회나 
실시했으며, 이는 전체 발사회수의 약 72%에 이른다. 김일
성 집권기 중 9년간 시험발사 8회, 김정일 집권기 18년간 
시험발사 28회라는 수치를 비교하면, 불과 9년간 전체 시험
발사의 약 3/4 가량을 실시하여 매우 밀도 높은 시험 발사를 
하였다.
2. 핵전력화의 과정  

1) 핵탄두의 확보 
핵 개발에서 주체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노동당 군

수공업부로, 특히 탄두는 핵무기연구소인 일명 ‘83연구
소’를 주축으로 개발됐다. 북한은 1998년 탄두의 임계 
핵폭발을 위한 폭발렌즈 실험을 완료함으로써 이미 임
계 핵실험만을 남겨놓은 상황이었다. 이후 2006년 1차 
핵실험에서 임계 핵폭발, 2009년 2차 핵실험에서는 핵
폭발 위력의 증대, 2013년 3차 핵실험으로는 소량화·경
량화·다종화를 통하여 무기체계로의 통합, 2016년 1월 
4차 핵실험에서는 증폭핵분열탄을 통한 수소탄 개발능
력 검증, 2016년 9월 5차 핵실험에서는 표준화·규격화
를 기치로 실전용 핵분열탄(원자탄)의 검증, 2017년 6
차 핵실험에서는 실전용 열 핵탄두(수소탄)의 검증을 
차례로 실시해왔다. 즉 차분한 개발일정에 따라 실전적
인 핵전력의 관문(threadhold)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
탄의 개발까지 성공했다. 

이제 남은 기술적 과제는 우선 여태까지는 제한되었던 
핵물질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다. 핵탄두 소형화에 필수적
인 플루토늄의 추가적 확보는 물론, 고농축 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의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양산 탄두에 사용되는 핵물
질을 양을 줄이면서도 최적의 파괴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고도화된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을 감안하면 탄두 1개당 
HEU 25kg보다 훨씬 더 적은 양으로도 실전용 탄두를 만들 
수 있으며, 대량생산에 접어들면 북한도 핵물질을 최소로 
사용하여 탄두수를 최대한 확보할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2) 운반수단의 고도화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개발도 핵 개발만큼이나 지난한 

과정이었다. 핵 대결의 대상이 미국임을 감안하면 북한은 
반드시 미국 본토를 수소탄으로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확보해야만 했다. 그러나 북한은 1980년대 초까지 스커드B
형을 역설계하여 생산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1세대 탄도미
사일인 스커드B(북한명 화성3호)는 9D21 액체연료 엔진을 
장착하며 추력은 15톤 정도에 불과했다. 그 크기를 확대한 
노동(화성 7호) 미사일 엔진도 23톤 정도의 추력에 불과하
여, 4개를 클러스터링 하더라도 ICBM에서 요구되는 충분한 
추력을 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냉전종식 직후 구 
소련의 R-27 지브(Zyb) SLBM을 확보하여 2세대 탄도미
사일인 무수단(북한명 화성 10호) 미사일을 만들었지만, 
최대추력이 28톤에 불과한 2D10 엔진으로는 역시 ICBM의 
1단 추진체로는 역부족이었다 [4]. 

더 나아가 북한은 2016년까지도 2D10 엔진의 클러스터
링으로 1단 추진체를 개발하다가, 돌연 2017년 3월 19일 
‘백두산 3.18 혁명 엔진’을 선보였다. 백두산 혁명엔진은 
구소련 R-36 ICBM의 추진체계로 사용되던 RD250엔진으
로, 노즐 1개당 추력은 80톤으로 추정되었다. 북한은 우선 
신형 IRBM인 화성12에 백두산 혁명 엔진을 장착하여 후추
진제(post boost vehicle) 성능까지 입증하면서 발사를 성공
시켰다. 이후 북한 최초의 실전용 ICBM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화성14의 1단 추진체에도 백두산 혁명 엔진을 그대로 
사용했다 [5]. 

한편 화성14호는 대형 중량 탄두(열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미국본토 타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북한
은 백두산 혁명 엔진 2개를 클러스터링하여 한 데 묶은 
화성15호를 개발하였다. 화성15호는 열핵 탄두를 장착하고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추력을 확보하였
으며, 실전용 ICBM의 관문을 통과한 무기체계가 되었다.

물론 이외에도 유도장치의 정확성, 대기권 재진입능력, 
다탄두의 활용 여부 등 아직 북한의 ICBM이 극복해야할 
기술적 관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욱이 미국이 냉전 이후 
꾸준히 구축해온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MD)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탄두 기술을 적용하여 MD 돌파능력을 과시해야
만 한다. 또한, 추진체계의 문제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액체연료 기반의 로켓엔진은 미사일의 운용과 실전 대비태
세에 있어 작업시간과 지상지원장비 등의 소요가 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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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태세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는 고체연료 
로켓 모터를 사용하는 ICBM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목표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미 2017년 4월 열병식에서 발사차량부터 공개
면서, 고체연료 ICBM의 개발의지를 과시한 바 있다. 북한은 
이미 2015년 북극성1호 SLBM의 발사 성공으로 제4세대 
탄도미사일의 시대를 개막하였다. 북극성 1호를 지상발사
형으로 전환한 북극성 2호 MRBM도 이미 2017년 실전적 
검증발사를 마쳤으며 [6], 2019년 10월에는 북극성1호에 
비하여 훨씬 더 긴 사정거리를 보유한 북극성 3형까지 시험
비행을 실시한 바 있다. 물론 액체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진 효율성이 떨어지는 고체연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탄소섬유와 같은 신소재의 적용 등 재료기술 및 공정분
야에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북극성 
계열 미사일들은 필라멘트 와인딩(filament winding) 공법
으로 만든 아라미드 섬유 동체를 보유하고 있어, 북한은 
기술적 한계를 해결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3) 핵태세의 부여문제 
미사일 자체의 한계를 해결해도 그 발사 플랫폼으로 무엇

을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ICBM은 통상 지하의 
사일로(silo)나 이동식 발사차량을 사용하며, SLBM은 미사
일을 수납하여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전용 잠수함을 
필요로 한다. 화성 14호나 15호의 발사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 북한은 아직 미사일을 차량에서 직접 발사하지 못하고, 
발사대를 차량에서 분리시켜 지상에 고정시킨 후 발사하고 
있다. 이는 발사시 고열에 의한 차량 파괴를 막기 위함인데, 
결국 러시아의 RT-2PM 토폴이나 중국의 DF-31 ICBM에
서처럼 고체연료 미사일과 콜드런칭 방식을 채용할 것으로 
예견된다 [4].  

한편 SLBM을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잠수함은 현재 고래
급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동급함은 작은 크기로 잠망탑에 
SLBM 1발만 탑재하고 발사할 수 있을 뿐이며, 실전용이 
아닌 시험발사용 플랫폼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사거리 증가로 길이가 더욱 길어질 북극성3형 SLBM의 
발사에 고래급은 부족한 플랫폼이기에, 2019년 10월의 시
험발사도 고래급이 아니라 수중발사시험용 바지선(test 

barge)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북한은 SLBM을 여러 발 장착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3000톤 이상급의 탄도미사일잠수함이 필요할 것이
라고 추정되는데, 2019년 7월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신형 
잠수함(그림1)이 바로 이런 용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8]. 
그러나 SLBM은 2차타격(second strike) 전력으로써 기능
할 때 핵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자력 추진체계를 갖추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
에 대한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략원잠
(Nuclear-powered Ballistic missile Submarine, SSBN)
을 개발할 것이라는 논리적 귀결에 다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은 잠수함에 장착 가능한 소형원자로를 개발
하고 있으며, 이를 장래 실전배치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림 1. 북한 최초의 실전용 탄도미사일 잠수함 예상도
Figure 1. New Ballistic Missile Submarine for DPRK Navy

3. 핵전력 개발의 성공요인    
북한이 김정은 집권 후 이렇게 단기간 내에 핵전력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점은 역시 정권의 사활을 건 
국가 최우선순위 사업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NLL분쟁
과 핵개발 등 남북관계의 악화와 잇단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제재는 역설적으로 북한에게 국제여론에 개의치 않고 
개발일정을 추진시킬 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
적·정치적 요인 이외에 주목할 점은 과학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다. 기존의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김정은은 2014년 군 현대화 5개년계획
(2014~2018)을 수립하고 2018년까지 북한 육군, 해군 
및 지상군의 핵 타격능력을 완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9].  

북한은 1957년부터 과학기술발전 10개년 장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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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1966)을 수립, 2차 계획(1967~1976)까지 이어갔
다. 이후 한동안 기간계획은 제시되지 않다가, 1988년부터 
김정일 주도로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1988~1990)이 
시작되고 그 뒤를 이어 2차 3개년 계획(1991~1993)이 
실행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 우선정책은 1998년부터 시작
된 1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에서 가속화
되었다. 특히 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8~2012)
에서는 국가과학원에 합병되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분리 독립시켜 과학기술행정과 연구개발을 분리시켜 범부
처적 과학기술지원 역량을 높였다. 김정은 집권 후의 4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에서는 원자력공
학과 우주공학 분야의 성과로 잇단 핵실험과 광명성 4호의 
발사 성공을 제시하였다 [10].  

한편 북한은 2016년부터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을 경
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에 통합시키면서 경제와 
과학기술의 연동과 일체화를 강조하고 있다 [11]. 이를 
놓고 북한의 정책방향이 국방과학에서 민수분야로 전환했
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북핵에 대한 국제제재국
면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설사 북한의 정권 수뇌부가 민수분
야 강화를 강조하더라도, 실제로는 정권생존을 위한 국방과
학 분야의 집중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도외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Ⅳ. 재래식 전력강화를 위한 국방개혁

1. 재래전력의 건설현황 
지금까지의 통념은 북한군은 절대적인 예산의 부족으로 

재래전력의 본격적인 현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 
재래전력의 주력 무기체계 중에서 완전히 새롭게 개발되거
나 획득한 무기체계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일례로 전차는 
2010년 10월 열병식에서 최신형 ‘선군호(또는 선군-915
로도 불림)’가 식별되었다. 그러나 선군호는 북한이 1976년
부터 생산해오던 천마호의 최신개량형으로, 2002년 등장한 
천마호 개량형인 ‘폭풍호(또는 천마-216)’의 포탑을 강화
하여 전투능력을 높인 개량형이다. 기존의 천마호도 천마5
호, 6호등 꾸준한 개량을 통해 성능을 강화했으며, 2005년 

후 7년간 선군호와 천마호 최신형을 900대 이상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12]. 

군 전력도 나름의 진전을 거듭해왔다. 우선 연어급 잠수정
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상어급 잠수함도 추가 도입하여 
73척의 잠수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상황을 역전하고자 시도
하고 있다 [13]. 여기에 더하여 스텔스 형상에 대함미사일을 
장착한 신형 미사일 고속정인 ‘해삼’급(한미분류명, 북한명 
미상)이 2015년부터 공개되었으며, 76mm 함포와 대함미
사일을 장착한 1천톤급(추정)의 신형 미사일호위함인 ‘농
어’급도 공개됐다. 북한은 구소련이 운용하던 만재 3,500여 
톤의 크리박III급 호위함을 2004년 도입하여 신형 구축함의 
건조를 시도했고, 2016년 남포항과 나진항에서 각각 건조중
인 신형 스텔스 호위함(일명 ‘남포’급)이 목격되면서 북한이 
수상함 전력의 본격적인 건설에 나서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13]. 

북한의 전력증강이 가장 더딘 분야는 공군이다. 독자개발
이 불가능하고 해외 도입시 고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전투기 
전력은 1980년대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MiG-29 전투기가 
가장 최근에 도입한 정예전력이나, 애초에 2개 대대분이 
도입된 것이 전부이며, 현재는 18대 이상이 운용가능한 
상태로 대한민국의 전투기 전력에 대하여 역부족인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북한군의 주력전투기는 1960년대 기체인 
MiG-21(중국제 면허생산기체인 J-7 포함) 120여 대와 
MiG-19 100여 대이다 [14]. 대대적인 예산이 필요한 기체
개수사업은 불가능하며, 김정은 집권기에 접어들어 해외로
부터의 전투기 부품밀수, 항공기의 도장변경 등 한정적인 
업그레이드에 그치고 있다. 다만 북한은 An-2 수송기처럼 
스스로 정비나 제작이 가능한 저성능 기체에 GPS나 통신안
테나, 또는 로켓 무장을 장착하는 등 개량을 통해 침투와 
공격능력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2. 첨단무기체계로의 전환  
북한군의 재래전력 현대화 사업은 최근 국방기술력의 

발전과 함께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바로 그 방향성의 대표적인 모습은 정밀타격능력의 추구이
다. 현대전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량으로 평가되는 정밀타격
(Precision Strike) 능력은 이미 2차대전 당시부터 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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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TV 유도식의 원격무선 비행폭탄인 프리츠X(Fritz 
X)의 개발을 시도하는 등 반세기가 넘도록 핵심적인 군사역
량으로 지목되며 냉전시 과학기술개발의 핵심적인 노력선
이 되어 왔다 [15]. 

북한의 유도무기 개발은 소련의 P-15 테르미트 대함미
사일(NATO 분류명 SS-N-2 스틱스)을 모방 생산한 
KN-01 대함미사일(북한명 ‘금성1호’ 추정)을 시초로 볼 
수 있다. P-15는 기본적으로는 순항미사일로, 1960년에 
실전배치를 시작한 무기였다. 북한은 KN-01의 시험발사
를 1993년 최초로 실시한 이후, 무려 12년 만인 2007년 
6월에 10차례 이상 추가적인 시험을 실시했다 [16]. 이 
사례는 북한의 정밀 유도미사일 개발이 매우 더딘 경과를 
보여주었음을 알려주는 사례였다. 

한편 북한은 2015년 6월에는 전혀 새로운 대함미사일인 
금성3호를 스텔스 고속함에서 발사했는데 이는 러시아제 
Kh-35 ‘우란(Uran)’ 대함미사일과 거의 동일한 형상이었
다. Kh-35는 미국의 하푼처럼 웨이포인트 비행이 가능한 
현대적인 대함미사일로, 소련은 1983년 개발을 시작하였으
나 예산 부족과 연방정부 붕괴 등으로 2003년에서야 개발에 
성공하여 겨우 실전배치를 할 수 있었다. 즉 소련·러시아가 
약 40년이 걸려서 이룩한 기술적 성과를 북한은 약 8년 
만에 달성한 셈이다. 물론 이러한 도약이 북한의 능력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핵심부품만을 수입한 것인지, 
역설계에 바탕한 것인지 등은 판단해야할 부분이다. 그러나 
시연이 가능한 무기체계를 개발했다는 점, 계속되는 시험발
사의 시행착오 속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는 점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북한의 정밀타격능력에 대한 획기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는 2017년 5월 29일에 발사된 스커드 개량형(한미분류
명 KN-18)이었다. 기존의 스커드B 미사일(북한명 화성5
호)은 원형공산오차(Circular Error Probability)가 무려 
450m에 이르러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고서는 전술적 정확성
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KN-18은 탄두부에 조종면 
4개를 장착하여 정밀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실제 북한은 7m 이내에 명중했다고 발표했다. KN-18은 
과거 소련의 마케예프 설계국(Makeyev Design Bureau)이 
1980년대 중반 개발에 성공한 R-17 VTO(스커드 D형)와 

유사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KN-18은 그리드핀이 아니라 
카나드 4개를 장착하여 조종면을 구성하고 광학유도가 아니
라 레이더유도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오히려 원형이랄 수 
있는 R-17 VTO보다 개량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는 점에
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독자적 역량을 쌓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17]. 

더욱 결정적인 진전은 2018년 초부터 관측됐다. 북한은 
2018년 2월 8일 열병식에서 러시아의 최신형 전술탄도탄 
9K720 이스칸데르-M과 유사한 미사일(한미분류명  
KN-23)을 선보였으며, 북미회담 좌절 후 2019년 5월에 
2차례, 8월에 한 차례 시험발사으로 발사능력을 검증하였
다. 특히 8월의 발사에서 KN-23은 450km를 비행하면서 
최대고도는 37km, 최대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을 기록하
며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 미사일에 육박하는 비행능력을 
과시했다 [18].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은 일반 탄도미사
일과는 달리 추력편향으로 최종돌입시 진입각도를 조정할 
수 있어 패트리엇 PAC-3와 같은 기존의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이 어렵다.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2A/B 
미사일도 이와 동일한 기술에 바탕하고 있다. 북한은 스커드 
개발 후 35년 만에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기술 수준까지 
추격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재래식 정밀타격무기개발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
다. KN-23의 시험발사 이후 북한은 2019년 한 해 동안 
미국의 ATACMS 전술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KN-24 탄도
미사일과 초대형 정밀유도 방사포인 KN-25의 시험발사를 
5회나 실시했으며, 2020년 3월 2일과 10일에도 KN-25의 
발사시험을 실시하면서 정밀타격능력을 실전배치 수준으
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19]. 

3. 재래전력 첨단화의 의의   
핵무기체계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과학기술 개발

에 모든 국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개
발을 경제발전과 연결시키며 ‘자강력제일주의’의 원동력으
로 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과학기술을 민생 전반에 
적용할 만큼의 충분한 사회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군사분야이다. 즉 과학기술연구개발의 주축은 국방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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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맡을 수밖에 없으며, 그 개발을 성과를 첨단무기체계로 
구현함으로써 일종의 군사케인즈주의(Military Keynesianism)
를 통하여 경제적 활력을 찾는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핵개발이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국방과학기술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북한은 필연적으로 재래식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방향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지난 수십여 년간 한미의 정밀타격능력에 열세였던 
북한은 KN-23/24/25와 같은 차세대 정밀타격수단을 완성
시킴으로써 전력적 열세를 뒤짚는 공격능력을 확보할 기회
를 맞이했다. 이외에도 북한은 현대전의 요구능력으로 평가
되는 정보감시정찰 능력이나 전자전 능력, 현대적인 실시간 
지휘통제 능력의 확보 등도 차분히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ICT 기반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북한이 관련예산을 늘려나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북한산 재래식 첨단무기체계는 저가에 고성능 무기
체계를 구매하려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중국산 무기체계
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UN 안보리 대북제재 
제1718호와 1874호로 인하여 북한은 진작에 무기수출의 
길이 막힘으로써 국방과학기술이 곧바로 무역수익과 연결
되지 못하고 있다 [20].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조광무역회사등 국영 무역회사를 통하여 전차, 
방사포, 대공미사일 등 재래식 첨단무기의 불법거래를 계속
해온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21], 외화벌이의 주력수단으로
서 재래식 첨단무기의 개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Ⅴ. 북한의 국방개혁에 대한 평가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은 선군정치 노선에서 벗어나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조선노동
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추구해왔다. 특히 군 사업권을 
회수하고 총정치국장의 전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
며 국방위원회를 해편하고 인민무력부를 성으로 격하
하는 등 당의 군에 대한 통제우위를 강조해왔다. 특히 
북한은 ‘우리국가제일주의’나 ‘우리민족제일주의’를 강
조하는 등 국가주의를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영향력

과 인지도가 부족할 김정은을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
로서 부각해야만 했다. 그러나 국방력의 질적 열세에 
있던 북한이 선군노선을 전환하려면 열세를 단번에 뒤
집을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필요했으
며, 북한은 핵무기의 완성을 그 목표로 삼았다. 즉 북한
은 수적 우위에 바탕한 국방태세를 전환하는 국방개혁
의 정책으로 우선 핵전력 확보를 목표로 했다. 즉 김정
은의 집권성공을 위해서는 국방개혁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만 했다. 

한편 북한은 전통적 동맹이었던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핵전력을 도입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핵탄두와 운반수단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냉전체제의 
붕괴와 고난의 행군으로 중·러 양국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북한은 국방과학기술을 스스로 고도화시켜
야만 했다. 김정일은 3년 단위로 실험적으로 추진되어오던 
과학기술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정기화함으로써 과학기술 
역량을 끌어올려 2차 핵실험과 중거리 미사일기술까지 완성
시켰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러한 선대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소탄 실전 탄두의 폭발시험과 미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는 
ICBM 개발을 완료하면서 2017년 11월 29일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22]. 

북한은 핵능력을 완성시킨 이후에는 미국과 정상회담에 
나서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해나갔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인하여 미·북 간의 짧은 데탕트 
시기 동안에도 무기체계 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특히 
2019년 공개된 신형 전략잠수함과 북극성3형 SLBM의 개
발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게다가 북한은 2017년 이후 
점차 정밀타격 등 재래전 능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핵전력이 강화되더라도 재래전력의 질적 우세가 없이는 
병력감축이나 군 병력의 경제건설 동원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 기존의 선군정치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북한
은 국방개혁의 다음 단계로 재래전 전력 현대화를 추구해왔
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병영국가로서 군사 케인즈주의를 채택했다고 가
정했을 때, 결국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군사력 확보와 적극적 활용, 잉여군사 장비의 수출, 군사기
술의 민간기술로의 전용 등이 다음에 취할 수 있는 행보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력 개발의 기반에 자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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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높은 수준의 국방과학기술이다. 북한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1%씩 과학기술예산을 늘려나가는 
것도 이러한 국방개혁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11]. 

현대전에서는 통상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첨단 무기체계
를 증강함으로써 전력의 공백을 줄이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 
기존의 무기체계를 압도하는 게임체인저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력 확보와 군비증강의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통상 예산투입량으로 드러난다. 
일례로 제3상쇄전략 등을 제시하면서 국방기술력의 우위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은 2017년 국방 R&D에 미화 554억 
불을 투입하였는데, 이는 기타 OECD 국가들의 국방R&D 
예산 총합의 4배를 넘으며, 대한민국 해당 예산의 16배에 
이른다 [23]. 

북한의 국방분야 투자액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미 국무부가 ‘세계 군비지출 무기이전 보고서’를 통하여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의 23.3%를 국방비로 지출한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23]. 같은 시기 미국이 평균 4.2%, 
중국이 평균 1.9%를 지출한데 비하면, 북한이 얼마나 병영
국가에 가까운 지를 알 수 있다. 20세기 이후 국방분야에 
20%가 넘는 국가의 수익을 투입한 대표적인 국가는 나치 
독일이었다. 독일은 1933년 히틀러 집권 이후 2차대전을 
시작하기 직전인 1938년까지 연평균 국가수익의 23.3%를 
국방분야에 투입했다 [24]. 정부가 국방분야에 지출을 증대
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군사케인즈주의 모델을 취했던 
나치 독일과 유사한 정책적 형태를 북한이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Ⅴ. 결 론

김정은의 새로운 집권체제 구축을 위한 국방개혁은 상당
부분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핵전력의 확보로 더 
이상 선군정치체제를 통하지 않고도 체제유지가 가능해지
는 상태로 이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국방개혁이 
가능했던 원동력은 국방과학기술 우선시 정책이었으며, 그
러한 원동력을 바탕으로 북한은 이제 핵 개발을 지나 재래식 
무기의 첨단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 우선시 정책

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우주개발을 명목으로 핵 운반수단의 
고도화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무기체계의 현대화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경제와 연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UN의 대북경제제재 상황 속에서 
사실 북한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 등 협력국가
들의 은밀한 지원이 여전히 정권 유지의 동력이지만 이것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국방과학기술의 산물인 무기체
계를 밀매하거나, 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국방 과학기술을 
민간기술로 전환하여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북한은 세계 무역시장에 편입되지 
못한다면 본격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의 목적
이 국제분쟁 역량의 강화를 통한 체제의 유지라면 국방개혁
의 다음 단계에서 핵전력의 증강과 재래전력의 현대화라는 
목표는 가속될 것이며,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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