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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미국은 2018년 공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에서 신형
저위력(low-yield) 핵무기 개발을 선언하였습니다. 과거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였
던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르게 핵무기의 역할을 인정하고, 러시아, 중국, 북한, 및 새
로운 위협에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의 신형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재평가는 유의미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조명하
는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위력 핵무기는 새로운
억제·확장억제의 수단으로서 다양한 기술적·전략적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를 강화하고 독자적인 재래식 억제력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위력
핵무기는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한미 간 확장억제와 국방정책 수립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금번 국방정책연구시리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개발·배치된 저위력 핵무기 동향을
추적하고 기술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탈냉전기를 거치며 변화해
온 미국의 핵전략과 트럼프 행정부의 연속성을 조명하며 향후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
제의 수단으로 전개·배치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저위력 핵무
기에 대한 전략적 득실과 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대외안보정책 및
국방정책 수립에 관련된 실무자 및 전문연구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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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기반으로 자체 핵무장과 같은 핵 옵션 대
신 첨단 재래식 전력증강을 선택해왔다. 핵우산은 동맹국인 미국에 의존하면서 자체
적으로는

미사일

방어망과,

정보·감시·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자산, 재래식 정밀타격 수단을 요구하는 킬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대량응징보복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의 ‘3축체계’를 구축하여 북한
의 위협을 억제·방어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자리잡은 시
점에서 우리가 재고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은 “재래전력을 통한 북핵 억제는 가능한
가?”이다. 특히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국이 북
핵 위협을 충분히 억제·방어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핵무기의 심리적·물리
적 파괴력에 따르는 군사력과 협상능력은 웬만한 재래무기로는 대체되기 어려운 부
분도 있다. 한반도 비핵화, 국제적 비확산이라는 가치에 배제되어오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의 자체 핵무장까지 다시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이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개발·배치 중인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에 주목하였다: 1) 이미 2019년부터 개발 및 배치가 시작된 W76-2 저위력
탄두형(5-7kt) Trident-II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 2022년까지 개발이
연기된 B61-12 중력폭탄(최소 0.3kt-최대 50kt), 그리고 3) 중장기로 재건될
Tomahawk 순항미사일(SLCM)에 탑재하는 저위력 핵무기 3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전략과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의와
기술적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에서의 배치 및 운용의지를 평가해보고자 하였
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입장에서 저위력 핵무기의 전략적 득실, 효율적인 대응 및
운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크게 ４가지의 문제를 다룬다. 첫째, 저위력 핵무기
란 무엇인가? 미국은 왜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배치하였는가? 둘째, 미국은 확장억제
차원으로 한반도에서 저위력 핵무기를 배치·운용할 의지가 있는가? 셋째, 북핵 억제
력으로서의 실효성은 무엇인가? 한국의 입장에서 전략적 득실은 무엇인가? 넷째, 배
치·전개 시, 효율적인 운용 방향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목적으로 본 연구가 도출한 분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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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는 저위력 핵무기란 최소 0.3kt까지의 위력으로 전략적·전술적 작전
범위의 전개가 가능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춘 첨단 핵전력이라고 정의한다. 정밀성
을 기반으로 장거리 전략핵무기에 사용되는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전술핵무기에
사용되는 중단거리의 미사일과 전투기/전폭기가 투발수단으로 활용되어 전략핵·전술
핵 구분의 작전 범위와 사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적 특성을 갖고 있다.
둘째, 왜 저위력 핵무기인가? 저위력 핵무기는 거부적 억제력과 응징(보복)적 억제
력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다. 기존의 핵무기는 대량살상에 따르는 정치적·
군사적 부담으로 사용이 사실상 금기시(nuclear taboo) 되어왔지만 저위력 핵무기는
제한된 핵 사용과 정밀성을 기반으로 유사시 적의 수뇌부와 군사시설에 대한 외과적
수술(surgical strike)을 가능케 하여 핵을 정말 “사용”하겠다는 상징성을 갖는다. 또
한, 파괴력의 규모에서 기존의 전술핵무기보다는 약하지만, 낙진이나 대규모 살상 없
이 사용될 수 있어서 오히려 실질적인 2차 보복의 신뢰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셋째, 미국은 확장억제 차원으로 한반도에 저위력 핵무기를 배치·운용할 의지가 있
는가? 가능성을 전부 배제할 수는 없다. 크게 2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저위력 핵무
기의 개발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외’적인 선택만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
다. 과거 부시 행정부부터 ‘핵 없는 세상’을 지향한 오바마 행정부까지도 연속성을 띠
고 있는 부분이 있다. 외부 위협 환경과, 전략핵사용의 금기를 극복, 노후화된 핵전력
의 현대화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왔다. 둘째, 미국은 확장억제를 통해 지역 위
협을 관리하고 동맹·우방국들의 자체 핵무장을 억제하는 비확산을 추구해왔다. 핵 위
기와 같은 지역 내 군사적 긴장상태가 가중될수록, 이미 개발과 배치가 시작된
W76-2형의 저위력 핵무기와 같은 제한적인 핵 옵션은 확장억제력을 신속하게 증진
시킬 수 있는 선택지 중의 하나이다.
넷째, 한국의 대응 방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핵 위기와 같은 급변사태 발생 시
저위력 핵무기는 한미 확장억제를 신속하게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한다.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신속하게 증진하여 한국의 비핵노선과 북한의 비핵화 원
칙을 견지하면서도 핵 위기를 억제·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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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1) 한국의 북핵 억제력의 현주소

본 연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자리 잡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억제력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방어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강화하는
“튼튼한 국방”을 실현하자면(국방부, 2020) 많은 도전들이 산적해 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기반으로 자체 핵무장과 같은 핵
옵션 대신 첨단 재래식 전력증강을 선택해왔다. 핵우산은 동맹국인 미국에 의존하면
서 자체적으로는 미사일 방어망과, 정보·감시·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자산, 재래식 정밀타격 수단을 요구하는 킬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대량응징보복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의 소위 ‘3축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의 위협을 억제·방어하는 전략이다.1) 하지만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자리
잡은 시점에서 우리가 재고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은 “재래전력을 통한 북핵 억제는
가능한가?”(차두현·양욱·홍상화, 2020)이다. 특히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
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국이 북핵 위협을 충분히 억제·방어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
아야 한다. 핵무기의 심리적·물리적 파괴력에 따르는 군사력과 협상능력은 웬만한 재
래무기로는 대체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한반도 비핵화, 국제적 비확산이라는 가치
에 배제되어오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의 자체 핵무장까지 최근 다시 대안으

1)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략적 타격체계(킬체인, KMPR)’와 ‘한국형 미사일방어능력(KAMD)’으로
새롭게 명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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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론되는 이유이다.
2) 미국의 신형 저위력 핵무기와 확장억제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이 개발·배치 중인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에
주목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2월에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에서
‘사용가능하고,’ ‘유연한’ 핵능력으로 저위력(low-yield)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 선
언하였다. 이후 미국은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로 저위력 핵탄두 W76-2(5~7kt)가
탑재된 Trident-II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여 2019년 말부터 실전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공중에서 투하되는 저위력 중력폭탄 B61-12의 개발, 그리고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SLCM)의 재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미 간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자 선택지로서 타당성
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3) 관련 선행연구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입장에서 저위력 핵
무기에 관한 심층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2018년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가
저위력 핵무기의 개발 및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들이 관련 이슈
를 다뤄왔지만, 배치 이후의 후속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표 1). 대표적으로 한국국
방연구원의 김진아 박사의 연구 “2018 美 핵태세검토보고서의 정책·전략적 함의 분
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전략의 변화와 주요 함의를 도출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위력
핵무기 문제를 다루었다. 하지만 미국이 저위력 핵탄두 개발을 마치고 2019년부터
실전 배치를 시작한 이후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한반도의 확장억제와 연계한
체계적인 후속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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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국방연구원 확장억제 관련 연구동향, 2010-2020
년도

연구과제명

연구책임

2010

확장억제 관련 한미 협력체제 구축 방안

박창권

2014

미국의 확장억제정책과 대북 핵억제전략 발전방향

박창권, 함형필, 설인효,
손효종, 최수온

2016

북한 핵 위협 증대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

천명국

2017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전략

최수온

2018

한미 핵공유 조건 검토 및 추진방안 연구

조남훈

2018

핵억제전략의 시대적 변화 방향과 한반도 적용

조남훈, 이호령, 손효종

2018

2018 美 핵태세검토보고서의 정책·전략적 함의 분석

김진아

2019

잠재적 핵 위협 평가 및 대응 소요 연구

천명국

2020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역 제고 방안 연구: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TTX)을 중심으로

천명국

무엇보다 한국의 입장에서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향후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 방향에 대한 사전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방안(맞춤형 핵억제)과 같은 미국의 핵전략(최수온, 2017), 한국의 확
장억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박창권, 2010; 박창권 외, 2014; 천명국, 2016, 2019,
2020; 조남훈 2018; 조남훈·이호령·손효종, 2018)로 신형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구
체적인 분석,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개·배치 가능성 및 의지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
는 다뤄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정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
다. 미국의 신형 저위력 핵무기가 기존의 전략핵·전술핵무기와 어떻게 다른가, 전략
적 함의는 무엇인가? 저위력 핵무기는 정말 ‘사용가능한가’? 확장억제인가 확장위협
인가? 특히 최근 첨단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핵 위협이 핵으로만 억제가 되던 세상은
지났다는 “New Era of Counterforce(대군사타격의 새로운 시대)”의 논의가 점증되
고 있다(Lieber & Press, 2017.; Son, 2019.). 핵억제, 확장억제의 차원에서 저위력
핵무기가 갖는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분석해보아야 한다.

나. 연구목적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근본연구이다. 트럼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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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핵전략과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의와 기술적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에서의 배치 및 운용의지를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는 한국의 입장에서 저위력 핵무기의 타당성, 전략적 득실, 효율적인 대응 및 운용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크게 4가지의 문제를 다룬다:
첫째, 저위력 핵무기란 무엇인가? 미국은 왜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배치하였는가?
둘째, 미국은 확장억제 차원으로 한반도에서 저위력 핵무기를 배치·운용할 의지가
있는가?
셋째, 북핵 억제력으로서의 실효성은 무엇인가? 한국의 입장에서 전략적 득실은 무
엇인가?
넷째, 배치·전개시, 효율적인 운용 방향은 무엇인가?

2. 연구범위 및 주요 내용
가. 연구 범위
이상의 연구목적으로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놓은 신형 3종 저위력 핵무
기를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1) 이미 2019년부터 개발 및 배치가 시작된 W76-2 저
위력 탄두형(5-7kt) Trident-II SLBM, 2) 2022년까지 개발이 연기된 B61-12 중
력폭탄(최소 0.3kt-최대 50kt), 그리고 3) 중장기로 재건될 Tomahawk SLCM에 탑
재하는 저위력 핵무기이다. 저위력 핵무기 개발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던 부시 행정
부에서부터 트럼프 행정부까지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나. 주요 내용

본 연구가 도출한 분석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저위력 핵무기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저위력 핵무기란 최소 0.3kt까지의 위
력으로 전략적·전술적 작전범위의 전개가 가능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춘 첨단 핵전
력이라고 정의한다.2) 정밀성을 기반으로 장거리 전략핵무기에 사용되는 전략폭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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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핵잠수함, 전술핵무기에 사용되는 중단거리의 미사일과 전투기/전폭기가 투발수
단으로 활용되어 전략핵·전술핵 구분의 작전 범위와 사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
적 특성을 갖고 있다.
둘째, 왜 저위력 핵무기인가? 이론적 측면에서는 저위력 핵무기는 거부적 억제력과
응징(보복)적 억제력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다. 국가의 거부적 억제력의
효과/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은 바로 즉응력과 사용(가능)성을 갖추는 것이다. 적
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표적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즉시 파괴
할 수 있는 ‘사용가능한’ 타격 수단이 필요하다. 기존의 핵무기는 대량살상에 따르는
정치적·군사적 부담으로 사용이 사실상 금기시(nuclear taboo) 되어왔다. 반면, 저위
력 핵무기는 정밀성을 기반으로 제한적 범위에서 핵 사용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핵
위기와 같은 실존적 위협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것이라는 의사전달이 가능하다. 여전
히 핵 사용에 따르는 확전의 위협, 정치적·도덕적 부담감에 의한 핵 금기가 완전히 해
소될 수는 없지만, 핵 위기·급변사태와 같은 높은 수준의 군사적 긴장상태에서 신속
하게 거부의 의지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효과적인 응징(보복)적
억제가 이루어지자면 적의 도발에 대한 2차 보복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위협, 즉 파괴력을 갖춘 능력이 요구된다. 저위력 핵무기는 파괴력의 규모에서 기존
의 전술핵무기보다는 약하지만, 유사시 적의 수뇌부와 군사시설에 대한 외과적 수술
(surgical strike)을 가능케 하는 상징성으로 적의 사전공격의 비용을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다. 낙진이나 대규모 살상 없이 사용될 수 있어서 오히려 실질적인 2차 보복
의 신뢰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이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한 직접적인 배경에는 외부 위협 환경, 전략
핵 중심의 억제·확장억제의 실효성 문제, 그리고 노후화된 핵전력의 현대화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은 2000년대 9.11을 변곡점으로 기존 억제력의 한계를
인지해왔다. 특히 핵사용을 스스로 금기시해오면서 ‘방어용’이라는 인식이 강해질수
록 상대방의 선제공격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왔다. 여기에 더해
2010년대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하고 북
한과 같은 새로운 핵보유국이 등장하면서, ‘핵 없는 세상’을 지향한 오바마 행정부도
기존의 핵전략을 개선해야 한다는 어느 정도의 초당적인 위기인식이 형성되었다. 노

2) 통상 매체에서는 20kt 이하의 위력을 갖는 것으로 지칭된다(김대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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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화된 핵전력만으로 자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는 ‘제2의 핵 시대(Second Nuclear
Age)’에서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가 등장하였다.
셋째, 미국은 확장억제 차원으로 한반도에 저위력 핵무기를 배치·운용할 의지가 있
는가? 가능성을 전부 배제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QUAD 논의에서 나타난 대중국, 강대국 경쟁 기조, 지역안보 및 동맹전략을 볼 때,
핵 위기와 같은 높은 군사적 긴장상태가 발생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게도 사용가능
한 확장억제의 수단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해온 전략적 속내
를 상기해보았다.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지역안보를 통한 자국의 안보 확대이다.
유럽, 중동, 아시아의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미국은 동
맹과 우방국에 대한 핵우산과 억제력을 제공하고 안보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역내
위협이 그 지역 밖으로, 미국의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미치지 않도록 억제하
고 관리하여왔다. 둘째는 비확산을 통한 자국의 안보 증대이다. 미국은 냉전기부터
동맹과 우방국에게 확장억제를 통해 이들 국가들이 자체 핵능력을 갖는 것을 억지하
고자 하였다. 이 두 가지의 전략적 목적을 고려하면 핵 위기와 같은 지역 내 군사적
긴장상태가 가중될수록, 이미 개발과 배치가 시작된 W76-2형의 저위력 핵무기와 같
은 제한적인 핵 옵션은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신속하게 증진시킬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이다.
넷째, 한국의 대응 방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핵 위기와 같은 급변사태 발생 시
저위력 핵무기는 한미 확장억제를 신속하게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한다.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증진하여 한국의 비핵노선과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견지
하면서도 핵 위기를 억제·관리할 수 있다. 핵 위기시 결정과정에서 한미 간 책임분담
과 공동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제, 한중관계에서의 대응 방안, 주
변국·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전략커뮤니케이션 방안에 대한 사
전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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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연구수행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가. 이론적 검토
첫째, 저위력 핵무기를 기존의 억제·확장억제 이론에 대입하여 주요 정의, 기술적
특성, 이론적·전략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정치상에서 핵무기의 역할에 대
한 연구들을 토대로 저위력 핵무기의 이론적·전략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특히, 핵무
기에 대한 상이한 인식에 따라 저위력 핵무기의 타당성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요약하면 크게 3가지의 시각이다. 첫째, 핵이 개발된 이후 더 이상의 새
로운 핵·비핵전력은 무의미한, 국가관계의 제도화와 전략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소위
‘핵 혁명주의(nuclear revolution)’의 시각이다(방어적 현실주의와 제도주의). 둘째,
이러한 핵 혁명주의를 너무 낙관적이라고 비판하고 새로운 핵·비핵전력의 필요성을
주장한 ‘핵 회의주의(nuclear skepticism)’의 시각이다(공세적 현실주의). 셋째, 핵
없는 세상을 지향한 ‘비핵주의’이다(구성주의). 정책지도자들이 이 3가지 중 어떤 인
식을 갖는지에 따라 한반도에서 저위력 핵무기의 활용 가능성, 한국의 입장에서 저위
력 핵무기에 대한 전략적 득실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나. 미국의 핵전략, 억제·확장억제전략에 대한 정성적 평가
둘째, 한반도에서의 배치·전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국의 핵전략, 억제·확
장억제전략의 변화와 연속성의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과거 부시 정부부터 현재 트럼
프 행정부의 핵전략, 핵인식, 억제·확장억제전략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특히 각 정부마다 발간된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 와 미
합동참모본부의 합동핵작전(Joint Nuclear Operations, JNO) 문건을 면밀히 분석
하였다. 미 합참의 JNO는 그동안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다는 점, 미국의 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NSS), 국방전략서(NDS), 및 NPR을 전장에서의 구체적인 핵운용전
략으로 구현해내는 합참의 내부 문건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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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의 동맹전략, 지역전략, 나토와 미일 동맹에서의 저위력 핵무기 관련 논
의 동향을 추적하여 한반도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질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다. 시나리오 구상 및 대응 방향 제시
분석을 토대로 주한미군 내 배치 및 아시아 역내 배치·전개 시나리오를 중점으로
한국의 전략적 득실을 검토해보았다. 각 시나리오별 한국이 가질 수 있는 북핵 억제
차원에서의 득실,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득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 차
원에서의 득실 - 총 3가지의 층위에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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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저위력 핵무기와 확장억제

1. 저위력 핵무기의 특성과 정의
가. 미국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
먼저 미국의 신형 3종의 저위력 핵무기의 종류를 개괄하면 아래와 같다(표 2).

<표 2> 미국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
W76-2형 Trident-II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구분
위력

5-7kt
현
재

핵탄두

전
신

저위력 핵탄두 W76-2



전략핵
W76-0(100kt)
W76-1(90kt)

B61-12 중력폭탄
(gravity bomb)
0.3kt, 1.5kt, 10kt, 50kt
(“dial-a-yield”)
저위력 중력폭탄
B61-12
전술핵
 전술폭탄 B61
(0-500kt)

Tomahawk
핵순항미사일 (SLCM)
미정
(추정: W80-4 개량형)
전략핵 W80, W80-4로
추정

투발수단

Trident-II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전투기, 폭격기 등
(F-15E, F-16C/D,
F-35, B-1B, B-2A,
B-52, B-21 등)

Tomahawk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SLCM)

개발여부

2019년 개발·배치 완료

2022년으로 연기
(*수명관련 부품문제)

장기 프로그램

출처: 저자 작성.

첫째, 신형 저위력 핵탄두인 W76-2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다.
W76-2는 약 5~7kt의 위력을 가진 저위력 핵탄두로, 그 전신은 미국이 1978년 개발
한 전략핵 W76-0(100kt 고위력 핵탄두)과 2008년 W76-0을 다시 90kt로 감소시
킨 W76-1이다. 2018년에 W76-1을 다시 5~7kt까지 줄이면서 W76-2로 명명되었
다. 투발수단으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핵무기로 운영되어온 Trident-II SLB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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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데, 기존의 Trident-II에 탑재된 고위력 핵탄두(100kt급 W76, W76-1, 또
는 475kt의 W88)를 W76-2로 교체하여 운용하는 원리이다(유용원, 2020). 이미
2019년 말부터 대서양에서 운용되는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에 실전 배치
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0년 2월 3일 미 국방부 차관 John Rood가 이를 공식
확인하였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20). 미국과학자연맹(FAS)의 2020년 1
월 2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W76-2 탄두형 Trident-II SLBM이 최초로 탑재된 오
하이오급 핵잠수함은 USS 테네시함(SSBN-734)이며, 2019년 말부터 대서양에서
‘전략핵 억제 작전(strategic nuclear deterrence operation)’을 수행한 뒤 2020년 1
월 11일 조지아주 킹스베이(King’s Bay) 핵잠수함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rkin & Kristensen, 2020).
두 번째는 ‘핵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저위력 중력폭탄(gravity bomb) B61-12이
다. 전투기와 폭격기에서 투하되어 지하 깊은 곳(최대 100m)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
할 수 있도록 고안된 B61-12는 0.3kt에서 500kt까지 위력이 조정되었던 전술핵폭
탄 B61을 개량하여 최소 0.3kt부터 1.5kt, 10kt에서 최대 50kt의 위력으로 제한한 것
이다(Airforce Technology, 2020). B61과 마찬가지로 자유 낙하 폭탄이지만 현대화
에 방점을 두고 고안되어, B61의 경우 낙하산이 펴져서 하강하는 동안 전투기가 투
하지역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대신 꼬리 날개를 달아 목표로 정확히 날아갈 수
있도록 하였고, 내부에는 GPS와 같은 유도체계를 장착해 정밀폭격이 가능하도록 설
계된 미국의 최초 핵유도폭탄(nuclear-guided bomb)이다(박희준, 2020). 2017년 4
월 미공군핵연구소가 이미 F-16 전투기에서 B61-12 투하하는 시험에 성공하였다.
2020년 6월 8일에는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기관인 샌디아국립연구소가 미 공군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의 B61-12 핵폭탄 투하 최종 성능시험을 성공적으
로 완료했다”고 밝혔다(유용원, 2020). 나아가 11월 23일에는 F-35A 전투기에 탑
재하여 진행한 첫 투하 실험이 이루어졌다(Sandia National Laboratories, 2020).
2020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수명과 관계된 부품문제로 현재 2022년까지 연
기된 상황이다.
세 번째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퇴역한 Tomahawk 순항미사일을 재건하여 그
위에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하는 핵순항미사일(SLCM)이다. 약 1,600-2,500km의 목
표물을 3m 이내의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는 Tomahawk는 냉전시기 450kg의 재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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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두와 200kt급 W80 고위력 핵탄두의 투발수단이 되어온 상징적인 무기체계이다
(황성준, 2019). 하지만 향후 7년에서 10년 이후에나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
어 구체적으로 어떤 저위력 핵탄두가 탑재될지,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지는 공식
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으나, W80-4 핵탄두의 개량형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Mehta, 2020). W80-4는 현재 미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ALCM)에 탑재된 W80-1 고위력 핵탄두(최대 150kt)를 수명연장프로그램(LEP)
을 통해 개량한 것이다. 향후 신형 핵순항미사일로 개발 중인 장거리 원격무기
(LRSO)의 핵탄두로 사용될 예정이다(NNSA, 2019).

나. 저위력 핵무기의 기술적 특성
보다 체계적으로 저위력 핵무기의 기술적 특징을 분석하자면 기존의 전략핵과 전
술핵무기를 구분해온 주요 표적(사용목적), 위력, 투발수단, 작전범위와 같은 기본적
인 기준(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pp. 8-10; 이상규·김희정, 2020, p.
68; 차병길, 2017)들을 토대로 저위력 핵무기를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저
위력 핵무기는 기존의 전략핵과는 핵탄두의 위력에서, 기존의 전술핵과는 투발수단
과 작전범위에서 가장 큰 기술적 차이점을 갖고 있으며, 사용목적/표적, 위력, 투발수
단의 ‘유연화’ 및 ‘다양화’라는 전략적 특수성을 가진 점에서 기존의 전략핵 및 전술
핵과 큰 차별성을 띤다.
예컨대 전략핵무기(strategic nuclear weapons)는 주요 표적 및 사용목적을 비군
사자산인 대도시, 산업시설과 같은 상대방의 도시와 일반 국민까지 포함되는 대가치
타격(countervalue)을 상정하여, 수백에서 수천kt의 위력을 발휘하는 고위력 핵탄두
를 장거리의 투발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에 탑재한 핵무기를 지칭해왔다. 반면 전술핵무기는 특정 군사시설을
타겟으로 하는 대군사표적(counterforce)을 목적으로 하여 수십kt 내외로 제한된 위
력의 핵탄두를 단거리의 사정거리를 가진 순항미사일, 어뢰, 야포, 중력폭탄 등을 투
발수단으로 활용한 핵무기를 지칭해왔다(표 3).3)

3) 미 국방부 군사용어사전에 따르면 전술핵은 “국지전(제한적 공간)에서의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적 부대, 시설에 대한 지해공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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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존의 핵무기 구분: 전략핵 vs. 전술핵
구분

전략핵(strategic nuclear weapons)

전술핵(tactical nuclear weapons)

표적/사용목적

대가치표적(countervalue)
대도시, 산업시설, 비축물자 등 상대
방의 도시와 일반국민까지 대상

대군사표적(counterforce)
- 지휘소 등 특정 군사 시설

투발수단

주요 핵3축체계:
ICBM, SLBM, 전략폭격기

순항미사일, 어뢰, 야포, 중력폭탄 등

위력

수백~수천kt 이상

수십kt 내외

작전범위

전 세계, 전 지역

지역적, 제한적(100-3,000마일)

출처: Lieber & Press (2006), 이상규·김희정(2020, p. 68) 참조.

하지만 미국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를 이 두 개의 범주에 놓고 보면, 저위력
핵무기란 전략핵과 전술핵 측면의 기술적 특징을 혼재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
다. 가장 쉬운 일례로 저위력 핵탄두 W76-2가 탑재된 Trident-II SLBM은, 그 위력
이 5~7kt로 제한되어 위력에서 전술핵무기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투발수단으
로 핵잠수함에 탑재된 Trident-II를 사용하면서 작전범위가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실제로도 2019년 말부터 대서양에 배치된 USS 테네시함이 이 저위력 핵무기를 싣고
‘전략핵 억제 작전’을 수행하고 복귀한 것(Arkin & Kristensen, 2020)처럼 기존의
전술핵의 범주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 여기에 W76-2와 같은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데
(Cummings, 2020; Trevithick, 2020), 마찬가지로 저위력 핵탄두의 투발수단이 기
존의 전술핵이 운영되던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전 세계의 작전범위로 확장이 가능하
다. 나아가 저위력 중력폭탄 B61-12도 B-1B, B-52와 같은 전략폭격기를 투발수단
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전략적 특성과 전술적 특성을 모두 내재하고 있다.
1) 사용목적(표적)

전략핵과 전술핵으로의 구분이 모호한 가운데, 저위력 핵무기만 갖고 있는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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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특수성은 바로 사용목적/표적에 기인한다. 간략히 말해, 저위력 핵무기는 핵
전력의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되면서 단순히 핵탄두의 위력을 작게 개량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밀성을 높이고 그동안 실질적인 핵 사용을 제한해왔던 대규
모 살상, 방사성 낙진과 같은 인명피해에 따르는 안전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특
히 미국은 9.11 이후 소위 ‘땅굴 전략,’ 유사시 땅속 깊이 은닉된 지하 시설물과 적의
수뇌부를 신속하게 파괴하는 군사기술을 고민해왔다. 최근에 등장한 것이 ‘어스 페네
트레이터(Earth Penetrator)’인데, 투하 후 땅속으로 파고들어가 폭발하여 그 아래의
시설물을 함몰시켜 파괴하는 무기체계이다.4)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 중 B61-12
저위력 핵 벙커버스터가 바로 이러한 개념으로 개발되어왔다. 핵 사용에 따르는 낙진
문제와 지하에 은닉된 적의 군사시설을 정밀하게 표적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술핵
무기와 다르다.
2) 위력

또한, 저위력 핵무기는 위력 부분에서 기존의 전술핵·전략핵과 다르다. 물론 저위
력 핵무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신형 저위력 핵무기 3종은 이미 기존의 전술핵 전
력들과 중첩된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B-61의 경우 0.3kt, 1.5kt, 5kt으로 위력이 설
정될 수 있고, 순항미사일에 탑재된 W80 핵탄두도 150kt에서 5kt까지 조정이 가능
하여

신형

W76-2와

같은

저위력

핵탄두(5~7kt)와

저위력

중력폭탄

B61-12(0.3kt, 1.5kt, 10kt, 50kt)와 중첩될 수 있기 때문이다(Lodal et al, 2010).
하지만 본 연구가 전술한 것처럼, 저위력 핵무기의 위력은 소위 ‘폭발력 플러스 정
밀성’ 또는 ‘폭발력 플러스 낙진 범위 축소’의 맥락에서 그 위력의 특성이 기존의 전
술핵과 같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앞서 서술한 B61-12 중력폭탄의 경우 저위력 핵어
스 페네트레이터로 활용하여 효과적인 폭발력과 함께 낙진을 땅속으로 제한하여 민
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Lieber & Press(2009)가 미국 국방부의 시뮬레이
션 프로그램인 ‘위험 예측 및 평가(HPAC: Hazard Prediction and Assessment
Capability)’를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모든 ICBM 사일로(고정표적)를 타격
할 경우를 측정하였을 때,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700명의 사상자를, 전

4)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 책임연구원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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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4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2017년에
도 북한 내 다섯 곳의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475kt의 위력을 갖는 W88 전략핵탄
두가 탑재된 Trident-II 10발을 사용하면 남북한에서 200만~3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반면, 저위력 핵무기 B61-12 20발을 투하했을 때 100명 미만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였다(Lieber & Press, 2017). W76-2의 원형 공산 오차는
90m 이하로 알려져 있으며 슈퍼신관을 사용한 ‘핵 벙커버스터’로의 사용도 가능해졌
다는 평가다(김대영, 2020). 핵능력의 현대화와 정밀성을 통하여 핵사용의 금기를
극복한, ‘사용가능한’ 위력을 발휘하는 점에서 기존의 전술핵과는 다르다.
3) 투발수단/작전범위

본 연구가 꼽는 저위력 핵무기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특수성은 투발수단의 ‘다양
화’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투발수단 또는 작전범위는 그동안 전술핵무기와 전략핵
무기를 구분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전자의 경우 순항미사일, 어뢰, 야포, 중력폭탄과
같은 단거리의 사정거리로 한정된 투발수단, 후자의 경우 전역으로 작전범위가 운용
가능한 ICBM, SLBM, 전략폭격기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미국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는 바로 이런 기존의 전술·전략핵무기의 구분을 없애는 데 있다. 유사시 필요
에 따라 다양한 위력의 핵탄두가 다양한 투발수단에 탑재되어 즉응적으로 필요한 지
역과 전장에 투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전술핵무기와 유사한 위력을 갖는
W76-2를 과거 전략핵무기로 인식되어온 Trident-II SLBM을 투발수단으로 활용하
여 지역에서 전역으로 작전범위의 조정이 가능해졌다. 저위력 중력폭탄 B61-12도
마찬가지로 F-15, F-16, F-35 계열의 전투기뿐만이 아니라 장거리 전략폭격기에
도 탑재하도록 고안되어 작전범위가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저위력 핵무기는
투발수단으로 활용되는 플랫폼의 다양화를 통해 작전범위의 유연성을 높이는 기술적
특징을 내재한다.
이외에도, 저위력 핵무기는 기존 핵무기와의 ‘조합’을 전제로 개발된다는 점이 특기
할만 하다. 일례로 W76-2가 탑재되어 운용되는 Trident-II SLBM은 다탄두 각개목
표 재돌입체(MIRV)인 Mk4A와 Mk5A의 두 가지 재진입체를 탑재할 수 있다
(Kristensen, 2020). 이 중 Mk4A 재진입체는 내부에 W76-2와 더불어 기존의
W76-1(90kt)을 최대 8발까지 탑재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저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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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투발수단은 기존의 핵전력과의 통합운용을 전제로 하여 다양한 위력과 작
전범위를 제공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다(Kristensen, 2020; 유민규, 2020, pp.
100-101).
추가적으로, 저위력 핵탄두는 기존의 재래식 탄두보다 가벼운 중량으로 같은 수준
의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투발수단 자체의 작전범위를 늘리는 기술
적 효과도 있다. 일례로 미 공군이 2018년 실전 배치하였다고 밝힌 초대형 재래식 폭
탄 GBU-57 MOP의 경우,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에만 장착될 수 있다(김영권,
2018. 1. 26.). 지하 60m 안까지 파괴할 수 있는 이러한 재래식 무기를 훨씬 가벼운
중량과 다양한 투발수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저위력 핵무기가 대체할 수 있다.

다. 저위력 핵무기의 정의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저위력 핵무기란 최소 0.3kt까지의 위력으로 전략
적·전술적 작전범위의 전개가 가능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춘 첨단 핵전력이라고 정
의한다(표 4).
이상규·김희정(2020, p. 68)은 “저위력 핵탄두”의 명칭을 사용하여 저위력 핵무기
가 갖는 전략적·전술적 범주의 모호성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저위력 핵무기의 중요
한 기술적 특성인 투발수단, 작전범위의 다양성이 저평가된 점에서 미흡하다고 판단
된다. “소형 핵”(김성걸, 2018)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2020년에 발간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군축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비전략핵무기와 전략핵
으로 구분하거나 미국의 핵3축체계(nuclear triad)로 지칭되는 ICBM, SLBM, 전략폭
격기와 3축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는데, 본
연구는 저위력 핵무기의 개발 취지가 바로 이러한 기술적, 작전적 경계를 넘어서고자
한다는 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저위력 핵무기의 정의는 저위력 핵무기의 특징
이자 전략적 함의인 핵전력의 현대화, 정밀성, 유연성/다양성을 함축할 수 있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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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저위력 핵무기의 기술적 특수성 요약
구분

저위력 핵무기의 기술적 특수성

표적/사용목적

정밀 대군사타격(counterforce), 사상자·낙진문제 축소
0.3kt~10kt - 핵탄두의 현대화, 정밀성

위력

저위력 W76-2형
Trident-II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저위력 중력폭탄
B61-12

저위력 Tomahawk
핵순항미사일(SLCM)

5-7kt

0.3kt, 1.5kt, 10kt
(50kt까지도 가능)

미정

전 세계/전지역 & 지역적/제한적 사용 가능 - 다양성, 유연성 확보

작전범위/
투발수단

저위력 W76-2형
Trident-II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저위력 중력폭탄
B61-12

저위력 Tomahawk
핵순항미사일(SLCM)

Trident-II (SLBM)
핵추진잠수함

전투기, 폭격기 등
(F-15E, F-16C/D,
F-35, B-1B, B-2A,
B-52, B-21 등)

Tomahawk (SLCM)
핵추진잠수함
이지스함

출처: 저자 작성.

2. 저위력 핵무기와 확장억제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바탕으로 저위력 핵무기가 가질 수 있는 확장억제의 역할은
무엇인가?

가. 억제와 확장억제의 개념
먼저, 주요 개념을 개괄하면, 억제란 “공격으로 인한 이익보다 보복으로 인한 피해
가 클 것이라는 위협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방지하는 것”이다(Snyder, 1961, pp.
14-16; Mazarr, 2018). 크게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와 “응징(보복)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retaliation)”라는 두 개의 하위개념 또는 유형으로
구분되어, 전자의 경우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인지시킴으로써 적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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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사전에 방지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공격 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을 위협(2차 보복)함으로써 공격을 억지하는 것을 가리킨다(Snyder,
1961, pp. 14-16; Mueller, 2018, p. 78). 혹자는 보복적 억제(deterrence by
retaliation)를 응징적 억제와 별도로 구분하여 거부적 억제와 총 세 가지로 유형화하
기도 하지만(Wirtz, 2018, pp. 66-68),5) 통상 거부적 억제와 응징(보복)적 억제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박창권 외, 2014, p. 28).
확장억제는 이런 억제의 개념을 확장하여 우방국과 동맹국을 공격하고자 하는 적
의 공격을 거부(denial)하고 응징(보복)(punishment/retaliation) 할 것이란 위협으로
적의 공격을 단념시키는, 우방과 동맹국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이
다(조남훈·이호령·손효종, 2018, p. 24).
억제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미국 합참은 이를
소위 “3C”라고 일컫는데, 첫 번째는 의사전달(communication)이다. 상대방의 공격을
거부/보복할 것이라는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여 인지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이러한
거부/보복을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capability)을 갖춰야 한다. 세 번째는 신뢰
성(credibility)이다. 즉,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거부/보복조치를 가할 능력(수단)과
사용 의지에 대한 충분한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공격으로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클
것이라는 위협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한다(Haffa, 2018; 조남훈·이호령·손효종,
2018).
이는 확장억제에서도 적용된다. 우방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능
력(capability)을 갖추고, 적국의 공격 시 이 능력을 활용할 것이라는 의지가 충분히
전달(communication)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런 능력과 사용 의지의 신뢰성
(credibility)이 보장되어야 적국의 행동을 억지할 수 있다(조남훈 외, 2018, p. 23).
또한, 3C 요소는 우방국과 동맹국들이 제공받는 안전보장에 대한 확신(assurance)을
갖게 하고, 확장억제에 관한 연루 및 방기의 위협(fear of entrapment·abandonment)
에 대한 우려를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과 같은

5) 보복적 억제와 응징적 억제의 차이점은 ‘시기/시간(time horizon)’에 있다. 응징적 억제는 상대
방이 순응할 때까지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위협을 지속하는 것(“to inflict costs continuously
... until compliance is achieved”)으로 (Wirtz, 2018, p. 68) 공격 시 보다 큰 보복으로 피해를
입힐 것이라 위협하는 보복적 억제와는 다르다(“all-or nothing proposition that is not
affected by the prospect of future: costs are simply inflicted that outweigh the gains
achieved through prohibited action”)(Wirtz, 2018,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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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입장에서는 확장억제를 통해 동맹과 우방국에 대한 적국의 도발을 억지함과
동시에, 확장억제를 제공받는 동맹과 우방국의 ‘핵 확보 의지’를 억지하는 양면의 효
과를 갖는다.
억제와 확장억제의 개념적 차원에서 한 가지 더 명시하고 싶은 것은 억제·확장억제
전략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인식과 비용-편익 계산에 ‘사전적 영향’을 끼치는 심리
전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조남훈·이호령·손효종(2018, p. 23)이 지적한 것처럼 억
제정책은 표면적으로는 공격과 방어와 같은 실질적인 “군사력 사용”과 결부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상대방의 행동이 취해지기 이전에 상대방이 공격을 취했을 때 직면
할 결과를 상상하게 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이다. 박창권·석혜림·부형욱
(2010, p. 31)도 확장억제를 설명하면서 “국가 간 무력 충돌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현재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언급하였다.
물론 Karl P. Mueller(2018, p. 78), Eric Gartzke와 Jon R. Lindsay(2019, p. 14)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에서는 그 구분이 모호할 수 있으나 개념상 억제와 확장억제
는 적국의 도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억지하는 단계에서의 주요한 안보 수단이다 (그
림 1).

<그림 1> 억제·확장억제의 유형, 단계, 주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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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위력 핵무기의 확장억제 효과:
거부적·응징(보복)적 억제·확장억제력의 확대
이상의 배경에서 저위력 핵무기는 어떠한 억제·확장억제 효과를 갖는가? 저위력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거부적 억제력과 응징(보복)적 억제력을 “확대”한다고 판단
된다.
(표 5)에 명시하였듯, 국가의 거부적 억제력의 효과/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은
바로 즉응력과 사용(가능)성을 갖추는 것이다. 적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표
적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과 유사시 즉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격 수단이 필
요하다(손한별, 2018, p. 70). 이런 맥락에서 저위력 핵무기는 정밀성을 기반으로 제
한적 범위에서 핵 사용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유사시 상대방의 도발을 사전에 적극
적으로 거부할 것이라는 의사전달과 함께,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큰 손해
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거부적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많은 전문가
들은 대규모의 살상력을 갖는 기존의 핵전력으로는 사용 이후에 따르는 핵전쟁으로
의 확전의 위협, 낙진과 같은 안전 문제, 정치적·도덕적 부담감에 의해 사실상 국가지
도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용을 억제(self-deterrence)하고(Nitze, 1966-77) 금기
(nuclear taboo)시하게 된다고 본다.6) 저위력 핵무기와 같은 신무기도 여전히 핵 금
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핵 위기·급변사태와 같은 높은 수준의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신속하게 거부의 의지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핵무기는 방
어용일 뿐 결코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방의 인식이 강해질수록 선제
공격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억제와 확장억제의 효과는 사라지는 지점
에서, 저위력 핵무기가 다시 사전공격의 비용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6) 핵무기 사용 이후의 낙진과 같은 안전문제와 정치·도덕적 부담에 의한 핵무기의 ‘사용 불능’ 논
의: Daugherty, Levi, & Hippel (1986), Sagan (1993), Pau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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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저위력 핵무기를 통한 거부적·응징(보복)적 억제
구분
요구능력

거부적 억제

응징(보복)적 억제


사용(가능)성



즉응력

저위력 핵무기의
기술적 특성



정밀성을 기반으로 제한적 핵사용이 가능함 (최소 0.3kt)

억제력의
구성요소
충족 여부





요구능력: 충족
의사전달: 강화
신뢰성: 증가

억제력



확대



적국의 주요
군사시설(counterforce) 사전
타격 능력
참수작전(decapitation),
외과적 수술(surgical
strike)에서의 활용성

활용 예시







파괴력




요구능력: 파괴력은 제한적이나
사용가능성은 충족
의사전달: 부분적 강화
신뢰성: 부분적 강화



확대




적국의 주요 군사시설 타격 능력
참수작전(decapitation), 외과적
수술(surgical strike)에서의
활용성

출처: 저자 작성

저위력 핵무기는 응징(보복)적 억제력도 확대시킬 수 있다. 물론 효과적인 응징(보
복)적 억제가 이루어지자면 적의 도발에 대한 2차 보복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힐 것
이라는 위협, 즉 파괴력을 갖춘 능력이 요구된다(손한별, 2018, p. 70). 저위력 핵무

기는 위력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파괴력에서는 전략핵무기에 비해 ‘보
완’적일 수 있으나, ‘사용가능성’에서 다시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저위
력 핵무기는 적의 공격에 대한 응징(보복)으로 적의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 특
정 군사표적(counterforce)에 대한 외과적 수술(surgical strike)을 가능케 하는
상징성으로 적의 사전공격의 비용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정밀성을 기반으
로 기존의 핵전력보다 2차 보복의 신뢰성을 효과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7)
제한된 파괴력이지만 낙진이나 대규모 살상 없이 ‘사용가능한’ 저위력 핵무기
는 유사시 미국의 거부적 억제와 응징(보복)적 억제력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
운 선택지이다.

7) 박상현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 연구위원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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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정치이론으로 본 저위력 핵무기: 3가지의 관점
저위력 핵무기가 억제·확장억제의 수단으로서 갖는 전략적 가치 및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국제질서와 핵에 대한 기존의 논쟁 구조를 바탕으로 상반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억제·확장억제의 수단으로써 핵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 나아가 국제질서와
국가에 대한 전제에 따라 저위력 핵무기의 역할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크게 3가
지의 시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6).

가. 핵 혁명(nuclear revolution)
첫 번째는 ‘핵 혁명(nuclear revolution)’의 시각이다. 핵무기의 등장으로 형성된
‘상호 확증 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의 기제 속에서 비로소 전쟁의
종말과 ‘긴 평화(long peace)’가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으로, 핵무기가 있는 한 국가들
은 더 이상의 양적, 질적으로 발전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갖추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고 본다.8) 따라서 최소한의 2차 응징(보복) 능력만 확보되면 충분하다고 본 최소억
제(Nalebuff, 2018, p. 416)와 소극적 억제(Williams, 1975), 또는 “핵절대주의
(nuclear absolutist),” “핵 강제론(nuclear coercion theory)”의 논지와 궤를 같이 한
다(Beardsley & Asal, 2009, p. 297; Kroenig, 2013; Dittmeier, 2013, p. 494). 또
한, 새로운 유형의 핵무기는 오히려 상호 확증 파괴를 기반으로 형성된 ‘전략적 균형
(strategic stability)’을 흔들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킨다고 본 전략적 균형론과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시각을 관통하고 있는 국제질서와 국가에 대한 전제는 바로 국
제질서가 무정부(anarchy)의 상태일지라도 국가들이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임박한 실존적 위협이 없는 한 현상유지(status-quo)를 한다고 본 방어적 현실주의
(defensive realism)(Waltz, 1979), 국가 간 상호의존성과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국
가 간 협력의 가능성을 낙관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와
도 일맥상통하다(Grieco & Ikenberry, 2003). 이런 배경에서 저위력 핵무기의 가치
를 따져보면 ‘무용론’의 주장으로 귀결된다. 핵이란 가진 것만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8) Jervis, Robert. (1984). The Illogic of American Nuclear Strateg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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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할 수 있고(Horowitz, 2009, p. 251; Schelling, 1960; Powell, 1990;
Trachtenberg, 1985), 오히려 새로운 핵무기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Cheryl Rofer(2020)는 저위력 핵무기가 상대국(러시아
등)의 위협인식을 심화시키고 군비경쟁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자국(미국)의 안보
를 오히려 반감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핵 회의론(nuclear skepticism)
두 번째는, ‘핵 혁명’과 핵에 의한 ‘긴 평화’의 허구성을 비판한 “핵 회의론(nuclear
skepticism)”의 시각이다(Secher & Matthew, 2017, pp. 12-14). 이들은 무엇보다
‘핵 혁명’의 논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본다. 주요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대규모의 살상력을 갖는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다. 사용 이후에 따르는 핵전쟁으로의 확전가능성, 낙진과 같은 안전문제, 지도자들
에게 따르는 정치적·도덕적 부담 등으로 핵 옵션은 사실상 스스로 금기(nuclear
taboo)시되어,9) 더 이상 적에게 신뢰성 있는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
째, 탈냉전 이후 다극화된 질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변화된 전장상황으로 제한
적 핵전쟁의 가능성(Kartchner & Gerson, 2014, p. 125)이 높아졌다는 평가이다. 소
위 “제2의 핵 시대”(Gerson, 2009; Gray, 1999; Bracken, 2012; Koblentz, 2014;
Montgomery, 2016) 또는 “대군사력의 새 시대(New Era of Counterforce)”(Lieber
& Press, 2017; Press & Lieber, 2009)로 지칭되는 현재, 기존의 핵전력만으로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국가들을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 권력의
극대화(power maximizer)를 추구하는 현상타파세력으로 보고, 무정부 상태에서 자
신의 안전을 보장할 유일한 방법은 지속적인 국력의 확대(상대적 우위)라고 본 공세
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의 세계관(Mearsheimer, 2001), 최대억제 또는 적극
적 억제의 논지와 가장 밀접하다. 이런 배경에서 핵 현대화와 핵전력의 다양화는 약
화된 핵억제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데 시급한 과제이다. 물론 첨단 비핵/재래식 전력
을 대안책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저위력 핵무기를 무의미하거나 부수적이라고 보지만
9) 핵무기 사용 이후의 낙진과 같은 안전문제와 정치·도덕적 부담에 의한 핵무기의 ‘사용 불능’ 논
의: Daugherty, Levi, & Hippel (1986), Sagan (1993), Paul (2009); Nitze (억제966-77)은
이를 자체억제(self-deterrence)라고 명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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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 2019), 핵 도발은 여전히 재래식 억제로는 불충분하다고 본 ‘핵 필수론’의 입
장(Payne, 2008, 2016; Sestanovich, 2016; Kim & Warden, 2020, p. 31; Solomon,
2013, p. 130; Gerson, 2009, p. 36; Zhang, 2008; Christensen, 2012; Stone, 2012,
p. 119)에서는 저위력 핵무기는 타당하다. 21세기 억제는 첨단 재래식·핵 전력의 통
합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재래식-핵전력의

통합(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10) “크로스 도메인 억제(cross-domain deterrence)”(Gartzke &
Lindsay, 2019), “맞춤형 억제(tailored deterrence),” “계층형 억제(stratified
deterrence)”의11) 시각에서도 정밀성을 기반으로 제한적 핵 사용을 가능케하는 저위
력 핵무기는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단념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억제·확장억제의 수단이
다(Talbot 2020, p. 31; Press & Lieber, 2009; Lodal et al., 2010).

다. 비핵주의
마지막은 핵무기 자체를 본질적으로 군축의 대상으로 보는 ‘비핵주의’이다. 무정부
상태의 현실을 필연적인 구조가 아니라 국가행위자들의 인식과 아이디어에 따라 다
르게 구성(constitute)될 수 있다고 보는 구성주의(Wendt, 1992; 김준형, 2003, pp.
253-254)의 관점에서는 국가 간의 협력과 공존은 가능하다. 핵무기란 억제·확장억
제의 필수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핵 없는 세상(world without nuclear)’과 같은 새
로운 국제질서만이 모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다. 앞서 언급한 핵사용에 따른 확전 문제, 안전성 문제, 핵 금기의 현상으로 인하여
핵무기의 전략적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논지의 흐름과 동일하면서도, 그 대안으로 새
로운 핵전력의 도입이 아닌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핵/재래식 전력으로의 대체를
지향한다. 저위력 핵무기와 같은 새로운 핵 전력은 지양해야 할 대상이다.

10) 2020년 10월 2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CSIS 행사 중 Katheleen Hicks가 사용된 키워드로 현
재 미국 국방부 산하에서 통용되고 있음 (2020년 10월 21일, “International Security at the
Nuclear Nexus," CSIS, Washington, DC, US). Lieber & Press (2016), Schneider (2009a,
2009b), Peters, Anderson, & Menke (2018)의 연구도 일맥상통.
11) Talbot(2018, 2020, p. 38)이 제시한 계층형 억제는 핵과 비핵전력의 혼합(“mixing nuclear
and non-nuclear forces”)을 지칭한다. 첫 번째 층위는 강대국을 대상으로한 전략핵, 두 번째
층위는 저위력 핵무기, 세 번째는 동맹국을 위한 핵무기와 첨단 재래식 전력, 그리고 마지막으
로 미사일 방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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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핵무기에 대한 3가지 시각과 저위력 핵무기
핵 혁명론
(nuclear revolution)

구분

핵무기에
대한 입장

국제질서
인식
(국가관)






핵 혁명
핵 절대주의
핵 강제론
전략적 균형론

협력 가능
 방어적 현실주의
(현상유지, absolute
gains, 협력 여지
있음)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상호의존과
협력)

핵 회의론/한계론
(nuclear skepticism)




핵 혁명의 신화
핵 상대주의
핵 금기

협력 어려움
 공세적 현실주의
(현상타파, relative
gains, 안보딜레마와
경쟁은 필연적,
진정한 협력, 공존은
어려움)


주요
억제·확장
억제 수단



전략핵무기





첨단 재래식-핵
전력의 통합 운용
크로스 도메인 억제
맞춤형 억제
계층형 억제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입장




반대
(X)




찬성
(O)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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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주의




핵 없는
세상(nuclear-free
world)
군축(arms control)

협력 가능
 구성주의







첨단 비핵/재래식
전력
군축을 통한
상호억제

반대
(X)

Ⅲ. 미국의 확장억제전략과 저위력 핵무기

1. 미국의 핵전략과 저위력 핵무기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이론적·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저위력 핵무기
에 대한 논의를 미국의 핵전략, 억제·확장억제전략의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
고자 하였다. 왜 저위력 핵무기인가? 미국은 왜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배치하였는가?
미국은 확장억제 차원으로 한반도에서 저위력 핵무기를 배치·운용할 의지가 있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논의가 부침을 거친 부시 행정부부터
트럼프 행정부까지 미국 핵전략의 변화와 연속성의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하였다. 물
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2021년 1월부터 국방 분야에서 ‘트럼프 정
책 뒤집기’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핵전략이 과거 미국
정부들과 단절만이 아닌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행보를 전망하는
데 여전히 타당하다.

가. 부시 행정부: 저위력 핵무기의 등장
탈냉전기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조지 W. 부시 행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배경에는 9.11 테러 이후 소위 ‘불량국가’로 인한 대량살상무기
(WMD)·핵테러 가능성에 대한 위협인식이 기반이 되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서의
저위력 핵무기의 도입 배경과는 차이가 있으나, ‘어떻게 국가의 생존을 보장할 것인
가’에 대한 질문에 저위력 핵무기 옵션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많다.
사실상, 90년대에 핵이 미국의 전략에서 갖는 역할은 점차 감소하여왔다. 냉전시기
대량살상과 대량보복을 상징하는 핵무기의 사용이 스스로 억제 및 금기시되고 탈냉
전기에 접어들며 소련이라는 위협이 낮아지면서, 핵이란 실현성이 매우 낮은 시나리
오에 대비하는 상징적인 차원으로 인식되어왔다(Peters, Anderson, & Menke,
2018, p. 16). 기존의 전략핵 중심의 핵3축체계(Nuclear Triad)인 ICBM-SLBM-전
략폭격기의 보강에 초점을 두면서도, 경제 제재, 정치적 고립과 같은 비군사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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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Guertner, Haffa, & Quester 1992; Cimbala, 1992; Payne, 2001)과 비핵전
력과 같은 대안들에 보다 많은 전략적 비중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핵에
대한 미국의 주요 문건인 NPR 외에도 그동안 공개된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합동핵
작전(Joint Nuclear Operations, JNO) 문건을 통해서도 보다 면밀하게 추적해볼 수
있다.12) 이 문건은 미국의 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NSS)와 국방전략서(NDS)
를 전장에서의 구체적인 운용전략으로 구현해내는 합참의 작전계획 중 핵전력의 운
용에 대한 내부 문서이다. 따라서 NPR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간 층위에서 구체성을 띠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문서는 1993년 4월 29일 처음 원문이 공개되며 존재
가 알려졌고(US Joint Chiefs of Staff, 1993), 이후 1995년에 다시 한 번 수정본이
발간(US Joint Chiefs of Staff, 1995),13) 1996년부터는 비전략핵무기에 대한 합동
운용지침 Joint

Publication 3-12.1: Doctrine for Joint Theater Nuclear

Operations(“guidance for nonstrategic nuclear force employment”)이라는 별도의
문건으로 분리되어 작성되기 시작하였다(US Joint Chiefs of Staff, 1996;
Kristensen, 2004-2006). 전략핵의 실질적인 사용가능성/의지가 탈냉전기에 접어들
며 상징적인 역할로만 상당 수준 축소되었던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며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는 그해 새로 부임한 부
시 행정부에게 새로운 실존적인 위협이자 기존의 억제전략과 대응태세만으로는 미국
의 생존을 보장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를 인식하게 되는 변곡점이 되었다(Wenger
& Wilner, 2012; Cordesman, 2001; Gabel, 2004). 이런 배경에서 2002년 3월에 공
개된 부시 행정부의 NPR은 9.11 사태 이후 과거의 전략핵 3축체제(Nuclear Triad:
ICBM-SLBM-전략폭격기)를 기반으로 유지되어온 억제전략을 “새로운 3축체제
(New Triad)”로 재편할 것이라 명시하였다. 또한, 그해 9월에 공개된 국가안보전략
서(NSS)가 최초로 선제적(preemptive) 공격 가능성을 명문화하면서(The White
House, 2002), 보다 공세적인 미국의 억제전략이 전망되었다. 특히 2001년 NPR은
어떠한 무력공세도 저지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핵과 비핵 옵션”의 필요성을 명시하
며 기존의 핵3축체계를 다른 비핵무기와 조합하여 보다 유연하고 “공세적인 핵·비핵
타격시스템(offensive strike systems, both nuclear and non-nuclear)”을 구축하는
것을 첫 번째 축으로 제시하였다. 나머지 두 가지 축으로는 미사일 방어를 중심으로
12) 관련 문건에 대한 상세한 조사자료는 Kristensen (2004-2006) 참조.
13) Joint Publication 3-12: Doctrine for Joint Nuclear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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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괄적 “방어체계(defenses, both active and passive)” 구축과 새로운 위협에 대
처할 수 있는 방어 인프라의 재활성화(revitalize)를 명시하였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02). 2001 NPR이 언급한 것과 같이, 이러한 신3축체제는 기존의 핵3축
체제를 하나의 꼭지로만 축소시키면서 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this New
Triad can both reduce our dependence on nuclear weapons...”) 대안적 차원에서
비핵전력의 증강을 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2001년 NPR이 21세기 다
변화된 위협에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새로운 핵, 비핵,
방어적

능력의

혼합(“new

mix”

of

nuclear,

non-nuclear,

and

defensive

capabilities)”을 제시하였다는 점(US Department of Defense, 2002, p. 7)에서, 핵
의 축소보다는 ‘핵 플러스 비핵전력의 증강’을 추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확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미 합참의 JNO를 보면, 1996년부터 Joint Pub 3-12 JNO(US
Joint Chiefs of Staff, 1995)와 Joint Pub 3-12.1(US Joint Chiefs of Staff, 1996)
로 전략핵무기와 비전략핵무기에 대한 별도의 독트린으로 분리되었던 것이, 2001년
3월부터는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 핵무기에 대한 분량도 총 22페이지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적대세력에 대한 억제·확장억제 차원에서 다시 핵전력의 역할이 강
화되면서, 부시 행정부가 전략핵과 전술핵의 운용지침을 통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다시금 부시 행정부의 공세적 핵전략, 핵인식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05년 수정본은 적대국가/세력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및 확산을 억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전역사령관들이 이들 무기가 저장된 지하저장시
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적이 미국의 우방,
다국적군,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량살상무기로 공격하거나 “사용할 의도를 보
일 경우”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즉, 지난 클린턴 행정부 시
절 작성된 1993, 1995 버전에 없었던 선제핵공격(preventive nuclear strikes)을 허
용하고 있다는 점은, 당시 부시 행정부가 적극적인 핵 사용 의지를 전달하고 과거
전략핵을 기반으로 한 억제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QDR에서 처음 제시된 “맞춤형 억제(tailored deterrence)” 전략도 마찬가
지로, 대량보복의 핵무기에 의존한 응징적(거부적) 억제만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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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별적인 상황에서 억제가 작동할 핵심적인 기
능과 강제적인 위협”이 가능한, 맥락에 맞는 억제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06, p. vi; Payne, 2001). 이를 위해선 기존의 전략핵 중
심의 핵전력, 특히 주요 투발수단의 정확성과 파괴력이 부족한 부분을 “모던하고, 대
응적인 핵무기(modern, responsive nuclear weapons)”로 대체하는 것이 필수이고,
(US Department of Defense, 2002, pp. 10-11), 여기에 더해 미사일 방어망과 같
은 새로운 첨단 재래식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소위 ‘소형핵탄두(mini-nukes)’라고도 불린 저
위력 핵 벙커버스터(Harris, 2003)에 대한 논의이다. 부시의 2001년 NPR은 기존의
전술핵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폭발실험이 필요하지 않은 신형
저위력

핵

벙커버스터를

개발하여

보다

‘유연하고’

‘적재적소에,’

‘대응적

(responsive)’인 핵전력으로 활용하고, 불량국가로부터의 위협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부시 행정부는 저위력 핵무기의 개발이 미국의 핵사용 문턱을 낮추고
군비경쟁을 초래하여 오히려 미국의 안보를 위협에 빠트릴 것이란 국내외 반대를 넘
어서지 못하였다(Ruppe, 2003).14) 비핵전력 및 재래식 전력으로의 보완이 불가피하
였지만,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존과 억제력을 위해 저위력 핵무기를 포함한 핵전력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연속성을 갖고 있다.

14) 예를 들어, 부시 행정부가 국내외 반대에 부딪혀 저위력 핵무기와 같은 핵전력 개발이 좌절되
고, 궁극적으로는 비핵전력·재래식 전력으로 보완하고자 한 것처럼, 미 합참의 2005년 JNO 2
차 수정본은 그해인 2005년 8월 15일 최종 발간될 예정이었으나 선제핵공격 등의 부분에서
큰 반대에 부딪히면서 파기되었다. 특히 Arms Control Today와 The Washington Post에 2차
수정본이 공개되면서 국내외로 큰 논란이 되고, 1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서한을 보내기
도 하면서, 결국 부시 행정부는 2006년 2월 2일 발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과거 공개되었던
JNO들도 함께 무효화되었다; “Rep. Tauscher Cautions Against Aggressive Nuclear Policy:
16 Democrats Voice Concern about Draft Nuclear Document,” December 2, 2005.
Congresswoman Ellen O. Tauscher. Letter by seven Senators and nine Representatives joint letter to President Bush (Senators: Dianne Feinstein (CA), Daniel Akaka (HI),
Edward Kennedy (MA), Jack Reed (RI), Byron Dorgan (ND), John Kerry (MA), Frank
Lautenberg (NJ); and Representatives: Neil Abercrombie (HI), Rob Andrews (NJ), Marty
Meehan (MA), Ed Markey (MA), Susan Davis (CA), Loretta Sanchez (CA), Adam Smith
(WA), Mark Udall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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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바마 행정부: ‘핵 없는 세상’의 한계
오바마 행정부도 실질적인 핵능력과 사용가능성의 괴리, 소위 ‘say-do gap’(Wort,
Bersabe, Clarke, & Bello, 2019, p. 75)에 인한 억제력 약화, 억제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2009년 집권 첫해에 체코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선언하고, 2010년에 발간한 NPR에서도 핵무기의 ‘역할 축
소’를 명시한 것처럼(US Department of Defense, 2010), 부시(2002 NPR)와 트럼
프(2018 NPR) 행정부와는 상반된 해결책을 선택하였다: “미국의 정책은 가능한 최
소한의 핵무기로 신뢰성 있는 억제를 달성하는 것(US policy is to achieve a
credible deterrent, with the lowest possible number of nuclear weapons)”(The
White House, 2013. 6. 19.). 다시 말하자면, 부시와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논의된
핵 회의론/한계론과 같은 시각에서 억제력을 ‘상호보완’하는 수단으로 핵과 재래식
전력의 다양화를 추구한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핵 혁명 또는 비핵주의가 결합된 시
각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고 비핵전력으로의 ‘대체’를 통한 전략적 안정성을 지
향하였다고 할 수 있다.15)
“핵 없는 세상(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US Department of Defense,
2010, p. 29)을 지향한 오바마 행정부의 주목할만한 특징은 ‘핵과 비핵전력의 (재)분
리’라고 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핵의 역할을 핵(대량살상무기)
과 재래식 공격에 대한 억제와 방어로 상정한 것과 달리(US Department of
Defense, 2001, 2018),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NPR에서 핵의 “유일한 목적(sole
purpose)”은 미국과 주요 동맹·우방국가들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재래식 공격(비핵공격 “non-nuclear attacks”)에 대한 억제력으로도 활용되
어온 핵의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선언하였다.16) 즉, 핵은 핵으로, 나머지 비핵/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에는 재래식 전력으로만 대응하겠다는 의사전달을 통해 군비경쟁을
완화하고 전략적 안정성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는 비확산과 핵 없는 세상에 우선적
15) 2016년 5월 히로시마 방문시 이와 같이 말함: “among those nations like my own that hold
nuclear stockpiles, we must have the courage to escape the logic of fear and pursue a
world without them" (The New York Times, 2016).
16) “US will continue to reduce the role of nuclear weapons in deterring non-nuclear
attacks"(p. viii); "deterrence of nuclear attack on the US or our allies and partners the
sole purpose of US nuclear weapons"(US Department of Defense, 2010, p.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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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두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억제전략에서는 비핵/재래식 전력이 우선순위를 점
하고, 핵은 “안전하고, 안정적(a safe, secure, and effective arsenal)”으로 유지되는
(US Department of Defense, 2010, p. iii), 최후의 수단으로의 역할로 축소되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신형 저위력 핵무기의 투발수단으로 재건을 계획한
Tomahawk 핵순항미사일(TLAMN)은 오바마 행정부의 2010년 NPR에서는 기존의
핵전력과 “중복적(redundant)”이고 대체가능하단 판단에 퇴역 결정되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0, p. 28).17)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노후된 핵전력의
현대화를 언급하면서도 부시나 트럼프와 상반되게 추가 핵 생산과 실험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수명연장 프로그램만을 추진하며 핵시설에 투자하여 오히려
비축된 핵무기까지 감축하고자 하였다.18) Tomahawk를 퇴역시킨 것과 더불어
B-61

전술핵무기의

수명연장만을

실시한

점,

전략핵무기의

위력

축소

(Minuteman-III ICBM의 ‘deMIRV’19)) 및 재래식 역할로 전환한 것(B-52 전폭기
일부를 재래식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전환), 대신 미사일방어망을 포함한 비핵전력으
로 ‘대체’하고자 한 것이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와 과거 부시 및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연속성은,
‘핵 없는 세상,’ 미국의 핵 의존도를 축소하고자 한 오바마 행정부도 점증되는 러시
아·중국과의 강대국 경쟁,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같은 위협요인에 따라 핵을 ‘포함
한’ 억제력 구축으로 되돌아왔다는 점이다. 특히 취임 초기 미러 관계를 ‘리셋(reset)’
하겠다는 목표가 핵 축소를 통한 전략적 안정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동인이 되었지
만,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리비아사태,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전이 시
작한 2014년부터 미러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반격으로 신형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미국은 러시아가 1987년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
바초프 총서기가 체결한 미러 간 전략적 안정성의 상징인 중거리미사일(INF)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러시아는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미사
일방어체계가 INF를 먼저 위배하였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미국이 배치한 미사일방
17) “deterrence and assurance roles of TLAMN can be adequately substituted”
18) “will not conduct nuclear testing... will not develop new nuclear warheads...”(p. xiv), “By
modernizing our aging nuclear weapons-supporting facilities... we can substantially reduce
the number of stockpiled nuclear weapons”(US Department of Defense, 2010, p. 7).
19) Minuteman-III ICBM에 탑재되는 핵탄두 수를 1개로 감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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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체계의 발사대가 공격용 중거리 순항미사일의 발사대로 사용되어 나토에 배치된
전술핵의 투발수단으로 운용될 것이라 인식하며 신형 순항미사일 개발에 나섰다. 미
국은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개발한 신형 순항미사일이 러시아의 핵탄두를 탑재한 전
술핵무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
을 모두 폐기하여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해오던 INF가 파기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러시아가 “핵전력을 돌입시킬 준비”와 함께 무력으로 크림반도 합병을 강행하면서20)
미국은 노후화된 미국(나토)의 전술핵 전력과 사용에 스스로 제한되는 전략핵에 의
존한 미국의 억제전략의 한계를 직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Tucker, 2017;
Kartchner & Gerson, 2017, p. 145).
이에 따라 2012년 미 국방부 전략지침(Strategic Guidance)부터는 유사시 미국은
핵을 사용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unacceptable damages)”를 입히겠다는, ‘핵을
기반으로 한’ 응징(보복)적 억제를 다시 전면으로 내세우기 시작하였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2).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대통령 국가안보
지침-14(NSPD-14)도 잠재적 위협에 대한 보다 생존성이 높고 유연한 핵전력의 필
요성을 명시하였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1년은 “강대국 간 군사적 갈등 고
조”에 초점을 둔 안보와 국방정책이 추진되었다(박원곤·설인효, 2017, p. 10). 물론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취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는 없다. 다만,
이러한 배경은 트럼프 행정부의 훨씬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핵전략 형성에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20) 2015년 3월 15일, 러시아 국영TV 로시아1 다큐멘터리 “크림: 모국으로 돌아오는길”에 출연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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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 행정부의 핵전략과 저위력 핵무기
가. 핵이 필요한 세상으로: 변화와 연속성
이렇듯, 소위 “제2의 핵시대(Second Nuclear Age)”(Bracken, 2012; Koblentz,
2014; Montgomery, 2016; Tellis, Denmark, & Tanner, 2013)라고도 명명된 2010
년대를 거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의(America First)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The White House, 2017, p. 4), “훨씬 치명적이고 민첩
한(more lethal and agile)” 전력을 구축(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9, p. 1) 하기 위해, 그 수단으로써 ‘핵무기의 역할을 재확장’하였다. 과거 부시 정
부의 핵회의주의/한계론, 오바마 임기 말의 전략환경의 변화와 연속성을 띠면서, 러
시아와 중국과의 “전략경쟁(strategic competition)”(US Department of Defense,
2018a), 중동문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떠오른 북한과 같은 위협 요인에 대하여 적
극적인 억제·확장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전략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표 7).
1) 핵전력의 증강 & 현대화

첫째, 핵 축소가 아닌 ‘핵 증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은 ‘대체 불가’한 것으로 보고, 축소되었던 핵전력의 역할을 적극
적으로 재확장하겠다는 전략적 속내이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핵전략의 변화는 여
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2018년 NPR은 미국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근본적
인 진실(bedrock truth)”은 핵무기는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중요한(critical)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8a, p.
III). 트럼프 행정부는 핵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바탕으로 30년간 1조 2,000억
불이라는 냉전기 이후 유례없는 규모의 핵전력에 투자할 것을 선언하며, 핵전력의 현
대화, 기존의 핵시설에 대한 자본재조달(recapitalization), 오바마 정부에서 감축/퇴역
결정되었던 핵전력을 재건 또는 연기하였다. 궁극적으로 “유연성, 적응성, 탄력성
(flexible, adaptable, and resilient)”을 갖춘 핵전력의 증강을 추진하였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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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미국 핵태세검토보고서 비교: 2001, 2010, 2018
2001 NPR

2010 NPR

2018 NPR

핵 한계론/회의주의

핵 혁명/비핵주의

핵 한계론/회의주의

테러(불량국가)
비국가중심
(북한,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러시아,
중국 순서)

핵확산 및 핵테러
(북한 & 이란)
강대국과의 전략적
안정성
(러시아 & 중국)

강대국 경쟁
(러시아, 중국)
핵확산 및 핵테러
(북한, 이란)

핵 인식

주요 위협

거부적·응징(보복)적 억제 & 방어

핵전력의
역할

억제
대상

비핵
전력의
역할

핵전력의
필수 속성

핵전력
증강 vs.
감축

공세적

수세적

선제적·공세적

WMD/핵(확산) & 재래식
공격

WMD/핵

WMD/핵(확산) & 대규모
재래식 공격

상호보완적
(“new mix” of nuclear,
non-nuclear, and
defensive cap.)

대체적
- 핵은 핵으로만
- 추후 비핵전력으로
핵/재래식 억제 달성

통합적·보완적=대체는
불가
(“bedrock truth”)

“modern, responsive”

“safe, secure”

“flexible, adaptable, and
resilient”

핵전력 현대화
- 투발수단의 정확성,
지하 침투/파괴력, 고위력
탄두 필요성 지적

전략핵·전술핵 감축
수명연장 중심
추가 핵 생산 금지

핵전력 현대화 & 증강
recapitalization
감축 연기 및 신형 개발

출처: 저자 작성

또한 (표 8)에 정리한 바와 같이, 부시 행정부와 다시 비교해보면 부시 정부는 신
형 저위력 핵 벙커버스터와 같은 보다 적재적소에 사용가능한(responsive) 핵무기를
- 41 -

개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2001년 NPR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바마 행정부와 마
찬가지로 전략핵 전력의 감축도 명시하였다. 2001년 NPR에서 2012년까지
1,700-2,200개 핵탄두로 축소하는 계획을 명시한 것과 더불어 노후화된 전략핵무기
인 Peacekeeper ICBM과 Trident SLBM이 탑재된 핵잠수함(SSBN) 4대, 일부
Minuteman ICBM, 그리고 B-52H와 B-2 전폭기를 퇴역시킬 것이라 언급하였다
(US Department of Defense, 2001, pp. 17-19). 오바마 행정부는 ‘핵 없는 세상’의
기치에 따라 1,550개 이하의 핵탄두, 전략핵과 전술핵 모두의 부분에서 감축을 추진
하였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0, pp. 21-28). 오바마 행정부도 핵 현대화
프로그램을 이어갔지만, 전술한 대로, 그 목적은 비축된 핵전력을 제거하는 군축을
목적으로 지향되었다.
이에 반해 트럼프 행정부는 핵 현대화를 통한 전략핵과 전술핵 부문 모두에서 전체
적인 전력증강을 추구하였다. 2018 NPR도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현대화 및 수명연장
프로그램의 내용을 리스트업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8a, pp.
XIV-XV). 특히, 전략핵 부분에서는 오래된 Minuteman ICBM의 발사대 450대를 대
체하고, 오바마가 감축을 결정하였던 핵잠수함도 “최소 12대의 Columbia-class 핵잠
수함”으로 대체될 때까지 기존의 14대의 핵잠수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폭기도 마
찬가지로 새로운 B-21 전폭기의 도입계획을 명시하였다. 전술핵 부분에서는 수명연
장 협의를 통해 전술핵을 감축대상에 포함할 의지를 보인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트
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B83-1, B61-11 중력탄을 유지하고, B61의 수명연장을 진행
하며, F-35와 같은 새로운 투발수단을 이용하는 운용 계획을 제시하였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8a, p. X),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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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미국의 핵전력 증강 vs. 감축 추세와 저위력 핵무기

핵전력
증강 vs.
감축






전략핵








2001 NPR

2010 NPR

2018 NPR

전략핵 감축
핵전력 현대화

전략핵·전술핵 감축
수명연장 중심
추가 핵 생산 금지

핵전력 현대화 & 증강
감축 연기 및 신형 대체

현황
14 Trident SSBNs
500 Minuteman III
ICBMs
76 B-52H
21 B-2
감축 계획
2012년까지
1,700-2,200개
핵탄두
Peacekeeper ICBM
Trident SSBN
(전략형 4대분)
Minuteman ICBMs
B-52H, B-2
전폭기













현황
14 Trident SSBNs
450 Minuteman III
ICBMs
76 B-52H
18 B-2
감축 계획
1,550개 이하의
핵탄두로 감축, 추가
감축 의지 있음
14 Trident SSBN->
12(의지)
Minuteman III
ICBM의 “deMIRV"
B-52s ->
“conventional-only
role"
Tomahawk TLAM-N

전술핵

구체적 언급 없음

수명연장 & 감축 의지
수명연장 협의 통해
감축대상에 포함할 의지
있음

저위력
핵무기

핵 벙커버스터

X












현황
14 Trident SSBNs
400 Minuteman III
ICBMs (w/ 핵탄두
1개씩 탑재형)
46 B-52H
20 B-2A

증강 계획
(현대화를 통한 대체)
ICBM 450개 발사대
및 Minuteman 대체
SSBN
Columbia급으로 대체
B-21 전폭기
F-35활용

수명연장 + 보완
B83-1, B61-11 중력탄
유지, B61 수명연장,
F-35 전투기로 투발수단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

출처: 저자 작성

2) 핵전력 역할의 재확대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핵전력의 역할을 ‘핵 + 재래식’ 위협에 대한 범주로 재확장
하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핵은 핵으로,’ 핵의 역할을 핵 위협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선을 그
었던 것과 상반되게, 트럼프 행정부의 2018 NPR은 핵을 “핵과 비핵 공격 모두에 대
한 특별한 억제력(they contribute uniquely to the deterrence of both nuclear and
non-nuclear aggression)”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US Depar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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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2018a, p. VI).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JNO도 핵전력의 첫 번째
역할로 “핵과 비핵(재래식) 공격에 대한 억제(deter nuclear and nonnuclear attack)”
를 명시하고 있다(US Joint Chiefs of Staff, 2019). 과거 JNO에서도 나타난 ‘핵에는
핵’의 구분을 허물고(1993, 1995 JNO), 핵 사용의 의지와 범주를 재래식 위협까지
확장하였다. 과거 부시 행정부에서 나타났던 경향(2003 JNO)이 2019년 트럼프 행
정부의 JNO에서 다시금 명시된 것이다(표 9). 부시 정부의 2005년 미 합참의 JNO
2차 수정본이 파기된 이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 문건이 부재하였는데, 최근 트럼
프 행정부에서 2019년 6월 11일 재작성본을 공개하였다.21) 문건의 부재와 존재의
여부만으로도 오바마 행정부가 지향한 핵 없는 세상과 트럼프 행정부의 핵이 필요한
세상의 전략적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다. 과거 2010년 NPR에서 핵억제가 총 97회
(US Department of Defense, 2010), 2018년 NPR에서는 약 2배인 191회가 언급된
것을 보아도(US Department of Defense, 2018a), 미국의 억제·확장억제전략에서 갖
는 핵무기의 비중이 다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9> 미 합참 합동핵작전에서 나타난 핵전력의 역할 변화
합동핵작전
문건

핵전력의 역할

1993.4.29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공격 억제

1995.12.15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공격 억제

2003.9.3
핵·대량살상무기,
+재래식 공격
억제
2005.3.12

“fundamental purpose of US nuclear forces is to deter
the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particularly nuclear weapons, and to serve as a hedge
against the emergence of an overwhelming conventional
threat."
“fundamental purpose of US nuclear forces is to deter
the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particularly nuclear weapons, and to serve as a hedge
against the emergence of an overwhelming conventional
threat."
“continue to deter the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to serve as a hedge against
the emergence of an overwhelming conventional threat"
"four key goals": 1) "assuring allies and friends of the
US...commitment"; 2) "dissuading adversaries..."; 3)
"deterring aggression and coercion by deploying
forward the capacity to ...; 4) "decisively defeating an

21) 2019년 6월 11일 공개된 이후 논란이 일자 다시 비공개 처리됨.

- 44 -

adversary if deterrence fails" - namely, Assurance,
Dissuasion, Deterrence, and Defeat

2019.6.11

핵·재래식 공격
억제

"four principal roles for US nuclear forces...: 1) Deter
nuclear and nonnuclear attack, 2) Assure allies and
partners [(“if necessary, defeat any threat's nuclear or
nonnuclear aggression"), 3) If deterrence fails, achieve
US objectives, 4) Hedge against an uncertain future" namely, Deterrence, Assurance, Achievement, and
Hedge (Chapter I. Overview of Nuclear Strategy, p. 1)

출처: 저자 작성, US Joint Chiefs of Staff, JNO series.

3) 유연하고 사용가능한 핵전력의 확보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속내는 “유연(flexible)”한 핵전력을 확보하여
제한된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사용가능한 핵’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
다.
2019 JNO가 확장된 핵전력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술한 “필요한 능력
(necessary capabilities)”에 대한 부분이 가장 특기할만하다. 1993년 JNO부터 2003
년 JNO는 “다양한 재래식 전력의 조합(diverse mix of conventional forces)”과 “생
존가능하고 유능한 핵전력(survivable and capable nuclear forces),” 그리고 C4체계
/C4ISR - 즉, 재래식-핵-전장관리체계라는 3축을 합동핵작전을 위해 필요한 능력
이라고 명시해왔다(여기서 명시된 핵은 전략핵을 중심으로 한다). 이에 비교하면 트
럼프 행정부의 2019 JNO는 핵에 대한 부분에 훨씬 많은 분량과 상세한 내용을 서술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의 3축의 전략핵(strategic triad)인 ICBM,
SLBM, 전략폭격기를 강조하면서도 이런 핵전력의 유연한 운용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른 무기체계와 탄두를 이용하여... [기존의 전략핵 3축체계가] 전략과 비전략의 목
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with different weapon systems and warheads to
achieve both strategic and nonstrategic objectives)” 운용되어야 한다(US Joint
Chiefs of Staff, 2019, p. 2). 또한,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무기체
계와 핵탄두의 ‘유연한 조합’을 통해 맞춤형 억제(tailored deterrence)를 위한 “다양
한 핵 능력(diverse nuclear force capability)”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과거 부시 행정
부도 핵전력으로서 요구되는 성격을 “유연성, 효과성, 생존성, 대응성(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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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survivability, and responsiveness)”이라고 언급한 것처럼(US Joint
Chiefs of Staff, 2005), 트럼프 행정부도 핵전력의 핵심 가치/성격을 “다양성, 유연
성, 적응성, 효과성, 대응성, 그리고 생존성(It is imperative that nuclear force
capabilities

are

diverse,

flexible,

adaptable,

effective,

responsive,

and

survivable)”으로 표현하고 있다(표 10).

<표 10> 미 합참 합동핵작전에서 나타난 핵전력의 성격 변화
합동핵작전
문건

합동핵작전을 위해 필요한 능력(necessary capabilities)
“diverse
mix
of
conventional
forces
capable
of
high-intensity, sustained, and coordinated air, land, sea, and
special operations; survivable and capable nuclear forces; and
the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and computer
systems required to control these forces"

1993.4.29

1995.12.15
재래식-핵전장관리체계
2003.9.3.

"diverse
mix
of
conventional
forces
capable
of
high-intensity, sustained, and coordinated range of
operations; survivable and secure nuclear forces; and the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4ISR) systems required
to direct these forces"

2005.3.15

핵-비핵전력

The new triad as "mix of strategic offensive and defensive
capabilities that include nuclear and non-nuclear strike
capabilities, active and passive defenses, and a robust
research, development, and industrial infrastructure to
develop, build, and maintain offensive forces and defensive
systems..."
“nuclear triad offers characteristics that collectively provide a
wide range of employment capabilities such as flexibility,
effectiveness, survivability, and responsiveness"

전략-비전략
핵무기의 다
양성

*"new triad" => "Strategic Triad": "The US maintains a triad
of strategic nuclear forces" (ICBM, SLBM, long-range
bombers).
*"diverse nuclear force capability - the strategic triad with different weapon systems and warheads to achieve both
strategic and nonstrategic objectives"
- “It is imperative that nuclear force capabilities are diverse,
flexible, adaptable, effective, responsive, and survivable."

2019.6.11

출처: 저자 작성, US Joint Chiefs of Staff, JNO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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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NPR에서 미국이 구축해야 하는 핵전력의 주요
특성에 대해 언급한 키워드들을 보면, “유연성(flexible)”의 키워드가 총 21회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오바마 행정부의 2010년 NPR에서는 유연
성의 키워드는 언급되지 않고, 대신 안정성(secure)과 안전성(safe)가 각 29회, 25
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NPR도 핵 운용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다루지만 그 횟수는 각각 총 7회, 총 9회에 그친다(그림 2).

<그림 2> 2010 NPR vs. 2018 NPR 핵전력의 필수 속성 (언급 횟수 비교)
출처: 저자 작성

나. 저위력 핵무기의 재등장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꺼내든 저위력 핵무기는 바로 이러한 핵전략의 변화를 추동
한 주요 수단이자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기술적 특징들을 바탕으로
저위력 핵무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 현대화와 증강의 수단으로, 사용가능한 핵전력,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억제·확장억제력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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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전력의 현대화와 증강의 수단으로

첫째, 저위력 핵무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확장하는데 가장 비
용이 “알맞은(affordable)” 수단으로 활용되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8a, p. XI). 미국은 여전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의 미비준국이지만 핵 실험이 갖는 공세적 상징성을 갖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핵무기들의 정비, 개량, 현대화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정치
적 부담이 수반된다. 이런 배경에서, 저위력 핵무기는 이런 부분들을 우회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안이다. 왜냐하면 저위력 핵탄두는 실질적 핵폭발을 수반하지 않는 ‘임계
전 핵 실험’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임계 전 핵 실험이란 소량의 출력을 이용해 플루
토늄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직전의 상태에서 핵물질의 반응을 분석하여 폭발 위력
을 예측한다. 즉, 핵폭발을 수반하지 않는 핵 실험이다. 따라서, 저위력 핵무기는 미
국이 CTBT를 전면으로 위배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노후화된 핵전력을 보완할 수 있
는 우회 방안이다. 물론 임계 전 핵 실험을 통해 그 이상의 위력을 갖는 핵무기도 개
발이 가능하지만, 신뢰성과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없다는 점에서 10kt 미만으로 조절
할 수 있는 저위력 핵탄두가 가장 전략적인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핵전력의 현대화와 확장을 위해 이미 개발 및 배치된 W76-2 저위력 핵탄두의 경
우 약 40억 달러의 규모로 총 1,500개의 W76-1 핵탄두(W76-2의 전신)를 재건하
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과거 20여 년간 축소되어온 미국의 핵 안보의 산
업기반(nuclear security enterprise)을 대대적으로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2) 핵전력의 유연성·다양성 확보의 수단으로

둘째, 저위력 핵무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억제’를 구축하
는데 필요한 핵전력의 유연하고 다양한 사용가능성을 제공한다. 앞장에서 다루었지
만, 단기적으로는 저위력 핵탄두인 W76-2(5-7kt)를 개발하여 전략핵무기의 투발
수단으로 운용하고 있는 SLBM Trident-II 중 일부를 교체하고, 신형 핵 벙커버스터
개발(0.3kt-50kt), 장기적으로는 퇴역한 Tomahawk 순항미사일(전략핵무기의 투발
수단)을 재건하여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할 것을 공언하였다. 즉, 탑재되는 핵탄두의
위력이 조절가능하고, 전략핵무기의 투발수단과 조합하면서 사거리도 확대되면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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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전략-비전략 핵무기의 구분에 제약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핵 옵션을
제공한다.
3) 핵·비핵전력을 통합하는 수단으로

마지막으로, 저위력 핵무기는 핵과 비핵무기를 다양하게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미국은 냉전기부터 신군사기술을 주목하며 다양한 전장 상황을 고민해왔다. 트럼
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전략사령부(USSTRATCOM) John Hyten 사령관이 지적한 바
와 같이 북한, 러시아, 중국과 같은 위협 국가들이 “핵, 재래식, 우주, 사이버와 같은
영역들을 통합하여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 하이브리드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였다. 2018년 미 국방정보국(DIA)가 발간한 2018년 글로벌 핵 환경
(Global Nuclear Landscape 2018) 도 핵무장을 한 적국들이 재래식 투발수단의 다
양화를 통해 위협을 휘두른(brandishing)다고 평가하였다(US Defense Intelligence
Agency, 2018, p. vi).
따라서, 앞서 다룬 트럼프 행정부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핵과 비핵전력의 경계를 두
는 것이 아니라 핵과 재래식의 능동적인 하이브리드 전략(Pellerin, 2017)에 방점을
둔다. Gartzke & Lindsay(2019)가 주장한 “크로스-도메인 억제(cross-domain
deterrence)”나 Talbot(2020, p. 38)이 주장한 “계층형 억제(stratified deterrence)”
의 개념처럼 핵과 비핵무기의 ‘결합’을 기반으로 다차원의 영역에서 전력을 운용하여
위협을 능동적으로 거부하고 응징(보복)하고자 하였다. 특히 Talbot(2020, pp.
34-36)은 강대국 억제의 핵심인 전략핵무기를 일부 축소하여, 거기에서 남는 것을
저위력 핵무기를 확보하는 데 활용,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차원으로 필요한 핵무기와
첨단 재래식 전력 확보, 그리고 미사일방어망의 확충을 통해 미국의 억제·확장억제력
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22) Lieber & Press(2009; 2016)도 오바마 정부 시기부
터 진행된 핵 축소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미국의 억제·확장억제력을 보장하기

22) Talbot (2020, p. 38): "this essay advocates some type of reduction in strategic nuclear
weapons - providing a finite deterrent instead of the planned MAD-based triad. Savings
therefrom provide a means for additional theater nuclear and conventional weapons
funding." 또한 ICBM 전력의 축소를 제안한 Talbot(2018)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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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3가지의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ress & Lieber, 2009, pp.
47-48): 1) 고위력 핵무기(high-yield nuclear weapons), 2) 재래식 대군사타격 무
기(conventional counterforce weapons), 그리고 3) 가장 낮은 위력의 핵탄두
(lowest-yield warheads in its nuclear arsenal)이다.

3.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억제전략과 저위력 핵무기
가. 트럼프 행정부의 지역안보, 동맹, 확장억제전략과 저위력 핵무기
그렇다면 미국은 확장억제 차원으로 한반도에서 저위력 핵무기를 배치·운용할 의
지가 있는가? 트럼프 행정부의 지역안보, 주요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한 전략을 볼 때,
핵 위기 시 저위력 핵무기가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저위력 핵무기의 등장이 오히려 불필요한 안보적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그 실
효성이 적을 수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와 “군사력 재건”을 앞
세우면서도 철저한 자국 중심,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국방력 강
화를 추진하여왔다. 트럼프의 동맹 경시적 성향은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제한적” 또
는 “선택적 개입”의 동맹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잘 드러나듯(박원곤·설인효,
2017, p. 4), 신형 무기를 타국에 대한 확장억제로 제공할 가능성은 확실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국이 자신의 군사력을 동맹과 우방국들에 대한 확
장억제력으로 제공해온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크게 두 가
지일 것이다. 첫째는 지역안보를 통한 자국의 안보 확대이다. 유럽, 중동, 아시아의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미국은 동맹과 우방국에 대한
핵우산과 억제력을 제공하고 안보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위협 요인이 그 지역 밖으
로, 미국의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미치지 않도록 억제하고 관리하여왔다. 따
라서, 핵 위기와 같은 높은 군사적 긴장상태가 가중될수록 이미 개발과 배치가 시작
된 W76-2형의 저위력 핵무기와 같은 옵션은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신속하게 증진시
킬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일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2016년 저서에서 미국은 “협력하는 국가에게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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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협력하지 않는 국가에게는 처벌해야”(Trump, 2016)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굉
장히 비즈니스적이고 비용편익에 입각한 군사력 사용을 지향해왔다(설인효·박원곤,
2017, p. 22).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상호관계보다는 동맹과 우방국들을 ‘매개로 한’
안보분담, 미국 중심의 안보이익에 중점을 둔 트럼프 행정부가 연루의 위협이 높은
핵우산을 적극적으로 동맹과 우방국들을 위해 펼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동시에, 최근 한미와 미일동맹 간에 나타난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공방을 볼
때, 오히려 신형 저위력 핵무기의 활용 여부로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가를 요
구하는 전략적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둘째는, 비확산을 통한 자국의 안보 증대이다. 미국은 냉전기부터 동맹과 우방국들
에게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력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이 자체 핵능력을 갖는 것
을 억지하고자 하였다. 유럽에는 나토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전술핵을 배치하여 러시
아를 포함한 미국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의 결속과 비확산을
관리해왔다. 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는 양자동맹과 재래식 중심의 전방전개를 통한
안보보장을 통해 이들 동맹·우방국들의 핵무장을 억지해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 급증하였던 2016년에도 당시 가장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Michele Flournoy는(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당선시), 방한 중 다양한 전문
가들을 접촉하며 공통되게 질문하였던 것이 “한국은 정말 핵무장을 할 의지가 있는
가?”였다.23) 비확산이라는 안보적 이익을 위해, 미국은 북핵 위협이 증가하고 한국내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수록, W76-2와 같이 주한미군 내 배치하지 않고도
충분히 사용가능한 저위력 핵무기의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과학자연맹의 핵 정보 책임자인 Hans M. Christensen도 “저강도 핵무기가 러
시아 [외에도], 북한과 이란을 포함해 다른 적들에게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지적한 것처럼(조일준, 2020), 북한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갖는 한미동
맹 차원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이철재, 2020; 박휘락, 2020; 김대
영,

2020).

랜드연구소의

Bruce

Bennett

선임연구원도

최근

Voice

of

America(2020)와의 인터뷰에서 재래식 무기로 파괴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북한 핵
무기들은 파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저위력 핵탄두의 활용 가능성을 전망하
였다. 마찬가지로, David Maxwell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저위력 핵

23)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방문, 비공개회의, 2016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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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이 핵무기를 동원해 파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평가하였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전망 외에도, 최근 2020년 10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2
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공동성명 중 제6항에서, 미국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억제를 제공할 것
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24) 또한, 트럼프 행정부 초기 미
국방과학위원회(Defense Science Board)의 자문위원회가 작성한 76쪽 분량의 보고
서 Seven Defense Priorities for the New Administration는 “저위력 전술 핵옵션
(tactical nuclear option)”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헷징(“hedge for future
uncertainties”)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US Defense Science Board, 2016). 여기에
더해 2019년 미 합참의 합동핵작전(JNO)을 보면, 이 문건은 미국의 핵전력의 역할
을 4가지로 명시하며 그중 두 번째로 동맹과 우방국들에 대한 안전 보장(assurance),
네 번째로 불확실성에 대한 헷지(hedge)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US Joint Chiefs
of Staff, 2019). 저위력 핵무기의 확장억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나. 저위력 핵무기를 통한 확장억제 논의 동향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등장한 저위력 핵무기는 한미 간 확장억제 차원 외에도, 나토
와 미일 동맹 차원에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찬반론이 쟁점화되고 있다.
1) 나토

현재 미국과 유럽은 사실상 나토의 매커니즘 아래 공통의 위협을 재정립하는 과정
에 놓여있다. 예를 들어 최근 2020년 11월 9일 미국 CSIS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발제
한 미 국무부 부장관 스티븐 E. Biegun은 미국의 나토 동맹국가들에 대한 불만을 직
접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바로 러시아라는 공통된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
응이 부족하고, 특히, 러시아에 대해 높아지는 서유럽의 에너지 의존도가 독일에서의
미군 철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위협 요인이라고 일침한 것이다(“more alarming is

24)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2020년 10월 14일,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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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Europe's increasing energy dependency on Russia than troop withdrawal
from Germany”). 또한 미국과 나토의 핵심 미션은 유럽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인데,
나토와 미국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평가하였다.25) 여기
에 더해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는 독일(약 20개의 B61, Buechel Air Base)에
서는 최근 전술핵무기의 철수론이 주류의 목소리로 떠오르고 있다(Fuhrhop, Kuehn,
& Meier). 특히 가장 최근에 2020년 4월 독일 국방부가 현재 핵-비핵전력으로 이
중으로 활용될 수 있는 Tornado 전략폭격기를 90대의 Eurofighter Typhoon과 45대
의 미국 F-18 전투기로 교체(이 중 30대는 미국의 핵무기 운반이 가능)하기로 발표
하면서, 핵무기 배치에서 오는 리스크가 안보 효과보다 낮다는 지적이 재점화되었다.
현재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의 대표 Rolf Muetzenich(2020. 5. 3.)는 이번
전투기 도입으로 불거진 논의를 계기로 전술핵 철수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철수
론의 경향에서는 영토 내 신형 저위력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보다 큰 안보적 부담
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되어야 할 것은, 나토하 핵공유의 확장억제 매커니즘은 당
분간 현상유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철수론’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나
토 하 핵무기 관련 연합훈련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2019년 10월 18일의 독일의 주
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연방군을 포함한 나토의 비밀 연합훈련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동 훈련에 핵무기 투입 훈련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Steadfast
Noon” 훈련으로 가상 핵무기 전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구체적으
로는 독일 연방군의 공군 제33전술비행전단의 Tornado 폭격기가 참여하였다고 보도
되었다. Tornado 전폭기는 미군의 전술핵무기 B61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독일
Buechel Air Base에 같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2020년 5월 1일에는 4대의 B-1B 장거리 전략폭격기가 아시아지역에서의
훈련을 위해 괌의 디에스 공군 기지로 출격하였고, 그다음 주에는 나토 동맹군 훈련
에 참가하기 위하여 B-1B 2대가 발트 지역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2018년 나토의
Trident Juncture 훈련 이후 처음 투입된 것이다. 2020년 6월 4일에는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 4대가 노르웨이 공군 F-35 전투기 4대 및 F-16 전투기 3대와 합
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즉, 향후 미국이 W76-2형 Trident-II 외에도 B61-12 핵
25) 미 국무부 부장관 스티븐 E. 비건의 발언, CSIS. (2020. 11. 9.). "The Ninth Annual
Transatlantic Forum on Russia: The Future of Transatlantic Policy Towards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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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버스터와 같은 폭격기와 전투기에서 투하 가능한 신형 저위력 핵무기의 개발을
완료한다면, 점증하는 위협의 정도에 따라 이미 갖고 있는 나토와의 핵공유 체제 속
에서 충분히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소재 유럽정책분석 센터(CEPA)
의 로렌 스페란자(2020. 7. 8.)가 지난 2020년 7월 8일 Foreign Policy 기고문에서
“나토의 새로운 문제는 중국이다”이라고 언급하였다. 최근 나토에서도 중국의 문제를
미국과의 공통의 위협으로 상정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Robertson et al.
2020, pp. 1-5), 나토에서의 확장억제전력으로 저위력 핵무기가 활용될 가능성은 커
진다.
최근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한 논의 동향도 주목할만하다. 미국의 2019년 Missile
Defense Review를 보면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대한 위협인식이
강조되어 있다. 특히 핵무기 사용의 제약에 따르는 억제·확장억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거부적 억제의 차원으로 구축되어온 미사일 방어망이 이러한 신기술에 의해 무
력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9, p. 6).
이런 배경에서 저위력 핵무기와 같은 보다 사용 가능한 핵무기의 등장은 미국의 억
제·확장억제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미일 동맹

미국의 일본전문가 Eric Heginbotham이 언급한 것처럼, 미일 동맹에서의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just starting)”되었다고 할 수 있다. Narushige
Michishita의 경우 전략적 가치, 특히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로서 갖는 효과는 아직 불
명확(uncertain)하다고 판단한다(The Brookings Institution, 2018, p. 20).
2018년 NPR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확장억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
된 것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저위력 SLBM이고, 두 번째는, 핵순항미사일이다. 미
국이 개발 및 배치 추진 중인 W76-2형 Trident-II SLBM과 Tomahawk를 재건하여
활용하는 핵순항미사일을 지칭하는 것이다. 아베 정부는 2018년 NPR이 발간된 바로
다음 날 지지를 표명한 것을 고려할 때, 미일 동맹간 확장억제 차원으로 저위력 핵무
기의 활용가능성은 높다. 또한, 미 국방부의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아시아내 동맹국
들은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를 탈퇴한 이후의 행보로 W76-2의 아시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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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지를 밝혀왔다고 한다.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지 않았지
만, 아베 정부의 지지 표명과의 연장선상으로 일본임을 추정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특히 W76-2이 역내 위협을 다룰 수 있다는 확장억제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덜 비싸고 신속한 방안,” “동맹과 적국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지지를 하
였다고 보고되었다(백나리, 2020. 2. 22.).

4. 미국의 한반도 전개·배치 가능성 평가

보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의 전개·배치 가능성을 평가
하자면 크게 주한미군, 아시아 역내, 및 본토로부터의 전개라는 3가지 부분에서 검토
해볼 수 있다.

가. 주한미군 내 배치 가능성
가장 먼저, 주한미군 내 저위력 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은 낮다.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동맹, 나아가 확장억제전략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미국은 주한미
군의 증강보다는 축소, 한반도 내 ‘붙박이’보다는 ‘전략적 자율성’의 확대를 지향해왔
기 때문이다.
미국의 세계와 동맹전략은 냉전이 끝나고 형성되었던 단극체제가 9.11 이후에 첫
전환기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 테리리즘과 같은 비국가행위자들
에 의한 새로운 위협을 인지하며 냉전기 이후에도 큰 틀에서 유지되어오던 동맹전략
과 해외주둔미군배치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2004 Global Posture Review, GPR).
특히 위협대상의 인접지역에 고정군을 두었던 미국의 전략은 방위비 부담, 초국가적
위협의 등장,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재부상에 따른 다극체제로의 이행 속에
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냉전 시기보다 축소된 국방예산으로 부상하는 강대국들과
경쟁하고 다변화된 위협에 대해 신속히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고정 주둔 형태
의 미군 배치는 비용과 전략적 측면에서 이익보다는 제약의 요인으로 인식되게 되었
다. 이런 배경에서 2010년대를 거치며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동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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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국들에게 보다 많은 안보분담을 요구하고, 장거리 투사력을 갖는 첨단 군사기술
을 활용해 한정된 지역에 발이 묶이기보다는 역외균형과 전략적 유연성을 확장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한 화법’으로 과
거 행정부보다 동맹 경시적인 것은 맞지만, 해외주둔미군의 유연한 운용, “역동적 전
력 전개(Dynamic Force Employment)”(US Department of Defense, 2018b, p. 5)
를 추구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만이 아닌 2000년대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의 큰 흐
름이다.
또한,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된 Pivot to Asia가 미국이 2000년대에 중동에
두었던 전략적 비중을 2010년대에 들어서며 동북과 동남아시아로 어느 정도 재균형
화하였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속화된 “인도-태평양 전략”은 그 전선을 보다 동
남아로 그 축을 이동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최근 김성한 교수(2020. 10. 6.)
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점으로 “봉쇄의 최전선”을 “동남아”로 이동하여, 주
둔군의 필요성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의 육군 병력의 일부를 동남아로 옮길 수 있다
는 전망도 내놓았다.
다시 말해,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북한(만)이 아니다.
물론 2017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주요 외교 및 국방전략
으로 자리 잡기 이전에도, “이름만 없었을 뿐”(이재현, 2020), 미국은 이미 지역 안보
의 차원으로 이곳에서 동맹·우방국들과의 책임분담과 안보협력을 꾀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6월 1일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준비태세, 파트너십과
네트워크화된 지역(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을 펴내며 과거 행정부보다 공세적으로 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26) 그리고 미 국방부 보고서에는 2쪽의 분량으로 한국이 북한과
한반도 문제로 국한되며 인도-태평양 부분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이 자리하고 있는 전략적 비중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4자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호주인도-일본을 엮는 소위 쿼드(QUAD)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미국의 “다자

26) 미국이 6개의 지역사령부를 두고 있는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중
인도-태평양만 보고서 형태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문서화 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인도-태평
양 지역에 두는 전략적 비중을 알 수 있으며, 역으로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한국과 한반도에는
그 비중이 제한적일 수 있는 측면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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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화”(박철희·김준형·전재성, 2020, p. 27)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 양자동맹, 양자
관계 중심의 아시아 전략을 넘어서 쿼드와 같은 다자동맹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한국은 빠져있다. 마크 T. 에스퍼 국방장관은 2020년 10월 20일 워싱턴
에 위치한 Atlantic Council이 주최한 “미국 안보와 동맹의 역할” 회의에서 미국의 전
략적 최우선 과제는 “중국, 러시아와의 거대 패권 경쟁,” “강대국 경쟁시대(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전구를 유럽(나토)과 인도-태평
양의 두 가지로만 나누어 언급하였다. 또한, 쿼드의 형태로 미국-일본-호주-인도를
다루고, 대중공조의 역내 핵심협력국으로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몽골, 타이완, 팔라우, 말타, 동티모르와 같은 10개국을 리스트하면서도, 한국
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20. 10. 20.). 2018년 미
국방부가 공개한 국방전략서에서도 지역적 범주를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및 서반
구”로 나누고 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8b).27) 대러·대중견제가 미국의
핵심 안보이익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신형 저위력 핵무기를 주한미군에 고정화할
전략적 가치는 매우 낮다.
관련하여,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한반도 내 전략무기
의 상시순환 배치(permanent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on rotational basis)
요구를 거부해왔다. 오바마 행정부 임기말인 2016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와 그해 12월에 처음 개최된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도, 미국은 한반도 내 전략무기를 ‘정례 배치’하는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에 그쳤다.
가장 최근 2020년 10월 14일에 개최된 제52차 한미안보협의(SCM)의 공동성명에
서도 “주한미군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지게 된 것도 상징적이다. 주한미
군 감축과 무관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지만, 한미 정상이 2008년 주한미군을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SCM에서 합의하고 성명에 포함한 이후 지금까지 매
년 명시되어오던 문구가 약 12년 만에 빠졌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일각에서는 한
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레버리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트럼프
의 전략이라고 해석하며, 특히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
27) 동맹 강화와 새로운 파트너십 확대라는 목표 아래, 인도-태평양, 대서양 지역/대서양 횡단
(Trans-Atlantic) 나토 동맹, 중동지역, 서반구(Western Hemisphere)라는 4가지의 지역적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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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안보전략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이 대대적인 조정기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상호 간의 확고한 합의가 없
이는 실현이 어려운 새로운 저위력 핵무기의 배치는 당분간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추가로, 1991년 전술핵이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된 이후, 미국은 주한미군이 북한
을 포함한 역내 경쟁국들의 주요 타겟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지양하여왔다. 군사기술
의 발전에 따라 한국의 영토 안에 주둔하지 않고도 충분히 북한의 주요 타겟을 유사
시 타격할 수 있는 점에서, 새로운 저위력 핵무기를 배치할 때 따르는 비용과 리스크
를 감당할 만큼의 전략적 가치가 없는 한 현실성이 낮은 선택지이다.

나. 아시아 역내 전개·배치 가능성
미국이 한미를 포함한 확장억제 차원으로 저위력 핵무기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한
국의 본토(주한미군)보다는 아시아 역내에 대한 확장억제, 다자동맹화의 수단으로써
전개·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먼저,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를 중점으로 전개·배치 가능성을 평가해볼 수 있다.
첫째, W76-2형 Trident-II의 경우는, 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핵잠수함에 탑재
될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핵잠수
함의 경우 군사 훈련 및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입항하고 있는 것을 고
려할 때, 향후 한반도에서의 대북 또는 북한을 명분으로 한 대중 및 대러 압박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Tomahawk 핵순항미사일은 개발이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W76-2형 Trident-II는 이미 개발과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핵잠수함에 탑재되어 다른 신형 저위력 핵무기들보다 높은 은밀성과 생존성
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활용가능성이 높은 전력이라 판단된다. 필요시 한반도
인근까지 은밀하게 접근하여 북한의 핵무기 저장소나 생산시설만을 선별하여 정밀타
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거부적·응징적(보복적) 억제로 활용
될 수 있다.
둘째, B61-12 핵 벙커버스터는 F-35를 주요 투발수단으로 전망이 가능하다. 예
를 들어, 최근 미 국방부장관 마크 T. 에스퍼는 미국과 영국은 Queen Elizabeth
Carrier 항모를 2021년에 미국의 F-35를 탑재하여 태평양으로 전개하여 합동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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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 인도-태평양에도 투입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20). 제2장에서 다룬 것처럼 미국이 B61-12 핵 벙커버스터를 F-35에
탑재하여 투하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볼 때, 저위력 핵무기를 탑재한
F-35가 아시아와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미국은 본토에서 출발한 B-52 폭격기를 알래
스카에 배치하였다. 6월 19일 알래스카에서 출동하여 일본 북쪽 미사와 기지 인근까
지 진입하였다가 되돌아간 바 있다. 8월 17일에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1B
전략폭격기2대와 인도양의 디에고가르시아에 배치된 B-2가 일본 근해까지 비행하
였는데, B61-12를 싣고 공해상에서의 훈련을 통해 역내 확장억제의 방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에서 B61-12 핵 벙커버스터의 생산이 마무리될지는 아직 미지
수이다. 이미 개발을 마치고 실전배치가 시작된 W76-2형 Trident-II와 달리
B61-12는 현재 2022년으로 2년 가까이 양산이 연기된 상태이다. B61 계열 핵 중력
폭탄의 수명연장 프로그램을 주도해온 미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
Charles Verdon 부국장은 작년 2019년 9월 미 하원 군사위 소위에 출석하여 현재 부
품 문제로 B61-12의 양산 시점을 2022년 1/4분기로 최소 18개월 이상 연기할 수밖
에 없게 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문제가 발생한 부품은 약 5달러에 불과한
capacitor라는 부분인데,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불안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양산시 20년간 지속적인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바, 미 국가핵안보국은
2019년 6월부터 개당 75달러의 신규 부품 제작에 나섰다. 문제는 이 부품이 핵현대
화 프로그램으로 W88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부품이어서 새 부품 제작에 따른 추가
비용이 7억-9달러, 약 1조원에 달하게 되어, 총 120억 달러 규모의 B61-12의 양산
체제 및 배치 계획이 최소 18개월 연기가 불가피하였다.
마지막으로 Tomahawk 핵순항미사일은 파기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맥락에
서 평가해볼 수 있다. 보고에 따르면 미국은 2019년 8월 19일에 첫 Tomahawk 순항
미사일 실험을 하였다(Korda & Kristensen, 2019. 8. 20.). 이는 INF가 8월 2일에
파기가 되지 않았다면 INF에 위배되었을 사항이지만,28) INF의 파기를 최종적으로
공식화한 이후 약 16일 만에 미국이 실험을 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미 역내 중거
28) 미국은 이미 2019년 3월에 INF가 만료되는 8월 이후 2개의 미사일 테스트를 할 것이라 선언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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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억제·확장억제 전력으로 Tomahawk 핵순항미사일의 개발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저위력 핵무기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 미일 동맹(주일미군) 또는 미국의 역내 인
도-태평양 전략의 다자동맹의 접근방식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로 군사적 긴장상태·핵 위기로의 확전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토로부터
전개되어 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사시에는 30분 내외로 작전이 완료된다고 생
각하였을 때, 본토에서 전개되는 낮은 위력의 핵무기로 얻을 수 있는 억제력은 크게
제한적일 수 있으나(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20. 4. 28.), 지역
차원의 배치가 지연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미 본토에서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와 같
은 주요 장거리 투발수단에 저위력 핵무기를 함께 탑재하여 핵능력의 다양성이 증진
된 무기를 전개한다는 차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17일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에 따르면 B-1B 전략폭격기
4대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 등 6대의 폭격기가 미국 본토와 괌에서 출격
해 대한해협과 일본 인근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1B 2대는 미국 텍사
스 다이스 공군기지에서, 다른 2대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각각 출격한 것으로,
B-2는 최근 배치된 인도양의 디에고가르시아에서 출발해 일본 근해까지 비행하였
다. 미국 본토 다이스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2대는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J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하였고, 이 훈련에는 오키나와 가데나기지에 있던
F-15C 전투기 4대와 F-35B,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항모타격탄 F/A-18 수
퍼호넷 전투기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공군은 이번 훈련을 보도하며 “이번
임무는 언제, 어디서든, 전 지구적으로 전투사령부 지휘관들에게 치명적이고, 준비된,
장거리 공격 옵션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본토 자산과 지역 및 동맹 자산과의 연합훈련이 정례화되어 미국의 억제 및 확장
억제력을 높이는 군사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B61-12와 같은 중력
핵폭탄을 탑재한 전폭기라던지 W76-2형 Trident-II가 탑재된 핵잠수함이 활용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는 변화하는 위협 요인에 따라 보다 공세적이고
선제적으로 변화하는 미국의 핵전략 속에서 재등장하였다. 지역의 위협 요인을 사전
에 억지하여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고, 동시에 동맹국들의 자체 핵무장을 억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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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확산 차원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해온 미국은 향후 아시아지역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러 강대국과의 경쟁에 의한 핵 위기, 높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관리하는 수
단으로 저위력 핵무기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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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반도에서의 저위력 핵무기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은 무엇인가? 한국의 입
장에서 미국의 신형 저위력 핵무기가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득실은 무엇인가? 한미
간 확장억제의 차원에서 저위력 핵무기가 갖는 전략적 가치는 무엇인가?
본 장에서는 한미 간 확장억제 및 북핵 대응태세 현황을 개괄한 뒤, 미국이 한반도
에서 저위력 핵무기를 전개·배치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의 전략적 득실을
검토하고 시나리오별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한미 간 확장억제 및 북핵 대응태세 현황
가. 한미 간 확장억제 현황

북한에 대한 한미 간 확장억제는 탈냉전기 이례 미국의 전략핵무기와 미사일방어
망을 중심으로 한 재래식 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1992년 이전까지는 미국
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전술핵이 모두 철수된 이후부터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지역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핵우산으로는 해상발사 Tomahawk 순항미사일
(TLAM-N), 전략폭격기, 및 ICBM과 같은 전략핵을 중심으로 의존해왔다. 미국의
억제와 확장억제의 보완·대안으로 첨단 재래식 타격 능력 외에도 미사일 방어망을 수
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의 종심과 남북관계, 중국과 같은 주변국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은 미국이 제안하는 미사일 방어망 구상에는 소극적이었다. 거기에
2010년 NPR부터는 해상발사 순항미사일이 퇴역결정되면서, ICBM과 전폭기가 미국
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
은 수차례의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2017년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ICBM 실험
에 성공하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자리잡았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재확인 및 공고화하기 위하여
한미 간 정례화된 협의체를 구축하고 그 내용을 명문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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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개최된 제38차 SCM에서 한미가 처
음으로 “확장억제”란 단어를 명시화하며 핵우산, 재래식 정밀타격무기, 미사일방어체
계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군사력[을] 활용”할 것을 공동성명에 담아내었다.29) 북한
이 2차 핵실험을 한 2009년에도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제41차 SCM 공동성명에서 확장억제의 수단
으로 다시 한 번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그리고 미사일 방어능력을 그 수단으로 확
인하였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도발에 이어서 한
국은 미국과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를 구성하게 되었다. 나아가, 김정은 정권에서 급증한 미사일 발사와 2013년 3차 핵
실험을 감행한 이후에는 2013년 개최된 SCM에서 미국과 함께 한미 간 ‘맞춤형 억제
전략’에 대한 합의를, 2014년 SCM에는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4D) 작전개념을
새롭게 내놓았다. 이후 2016년 12월에는 첫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개최되
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며, 주한미군의 주둔과
미국의 거부적·응징적 억제력이 보장되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2017년 트럼프-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주한미국대사관, 2017. 9.
5.). 한국의 독자적인 ‘튼튼한 안보,’ 북핵 억제태세에 더하여,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
반으로 한 한미 간 연합연습과 훈련,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의 활용 가
능성을 전달하여,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도발을 억제하
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확장억제를 기반으로 한 북핵 대응태세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2018년 4월에 개최된 판문점을 기점으로 남북 및 북미
관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남북간 멈추었던 대화 채널과 만남이 복원되고,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최초로 만나는 트럼프-김
정은의 정상회담도 성사되었다. 이어서 9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의에서
는 남북 간 분단 역사상 이례적인 구체성의 상호 군축 내용을 담는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되었다. 앞서 한미 간의 확장억제의 ‘제도화’의 노력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
한 연쇄작용으로 나타난 것처럼, 2010년대에 볼 수 없었던 남북, 북미 간의 긴장 완
29)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
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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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이루어지면서 한미 간의 확장억제의 노력도 그만큼 사실상 축소되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편익적 동맹인식, 근래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연기가
불가피하였던 연합훈련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은 한미 간의 확장억제의 동력을 상
쇄시켰다.
이에 반해, 2020년 현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게 되면서, 다시 미사일 실험을 중심으로 한 무력시
위로 회귀하였다. Nuclear Threat Initiative(NTI)의 기록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부터 다시 총 36번에 이르는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으로 다가오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 진행되어 2019년에만
총 8번의 KN-23 단거리 미사일, 4번의 KN-24 단거리 미사일, 11번의 KN-25 단
거리 미사일로 추산되었다. 이외에도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미국에게도 위협적인 북
극성-3 SLBM을 세 차례 실험하였다. 2020년에도 2번의 KN-24, 7번의 KN-25 단
거리 미사일 실험이 지속되었다. 지난 75주년 열병식에서는 신형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총 24종, 225대를 대거 공개하였다.
이렇듯,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한미 간의
관계도 녹록하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위협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훨씬 자국 우선적이
다. 일례로 미 국가안보보좌관 Robert O'Brien의 2020년 11월 23일 발언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한 번도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이
없었다는 것에 만족(graitified)”한다고 밝혔다(김은중, 2020. 11. 23.). 장거리 미사
일과 핵실험이 부재한 상황에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해야 할 의지가 미국의 입장에
서는 낮아지는 반면,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개발은 현대화 및 소형화된 북한의
핵능력에 더해 한국에게 훨씬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비대칭 위협이다. 또한, O'Brien
은 “한국에 수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를 보낸다
고 얘기하였다. 한미 간 북한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멀어졌음(significantly
estranged)”을 확인할 수 있다(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20. 4.
28.). 중국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THAAD의 한국 내 배치 이후 중국이 가한 경제적
보복 사례들과 같이, 미중 관계가 악화될수록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동조하지 않도록 압박을 가중시켜왔다. 미국은 대중국 압박 전략에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한국은 전략적 위치상 선택이 어려운 점에서 한미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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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나. 한국의 북핵 억제, 대응태세 현황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외 한국의 북핵 억제력은 사실상 재래식 전력에 의존하고 있
다. 자체 핵무장과 같은 핵옵션 대신 첨단 재래식 전력인 미사일 방어망과, 정보·감
시·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자산, 재래식 타격 수
단을 요하는 킬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의 ‘3축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방어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3축
체계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져 ‘전략적 타격체계(킬체인, KMPR)’와 ‘한국형 미사
일방어능력(KAMD)’으로 새롭게 명명되었다.
하지만, 최근 차두현·양욱·홍상화(2020)가 제기한 바와 같이 한국의 북핵 억제에
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재래전력을 통한 북핵 억제는 가능한가?”이다. 특히
한국형 3축체계가 실질적인 억제효과를 가지려면 북한의 핵·미사일을 탐지·타격하는
능력, 특히 돌발표적에 대한 ‘긴급 표적처리(Dynamic Targeting)’ 능력이 요구된다.
북한이 새롭게 발전시킨 단거리 KN-23(이스칸데르), ATACMS, 초대형 방사포를
적시에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도 보완되어야 한다. 현재의 재래식 전력만으로
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거부적·응징적 억제와 방어력을 확보하는 데는 제
한적이다(차두현·양욱·홍상화, 2020, pp. 2-5). 한반도 비핵화, 국제적 비확산이라는
가치에 배제되어오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의 자체 핵무장까지 다시 대안으
로 거론되는 배경이다.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의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게

된

시점에서

Mira

Rapp-Hooper는 “이제는 그 누구도 미국이 예전처럼 한국을 위하여 자국 본토의 안
전까지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No one can argue that it
is plausible for the United States to be willing to expose its homeland on behalf
of South Korea's defense as it was before)”고 하였다(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20. 4. 28.). 이런 상황에서, ‘사용가능한’ 새로운 저위력 핵무기
는 핵 위기와 같은 높은 군사적 긴장상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 간 맞춤형 확장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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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와 신뢰성을 신속하게 높이고 북한에게 거부적·응징적 억제력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새로운 수단이자 선택지이다.

2. 한미 확장억제에서 저위력 핵무기의 전략적 가치
구체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저위력 핵무기의 한반도 전개·배치의 시나리오별 전
략적 가치와 득실은 아래와 같다. 단, 여기에서 주요 전제는 핵 위기와 같은 높은 군
사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로 제한한다.

가. 주한미군 내 배치
앞장에서 다루었듯이 미국의 전략적 득실을 따져볼 때 주한미군 내에 배치될 가능
성은 낮다. 굳이 한반도 내에 배치하여 정치적·군사적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운용할 필요 없이 위기 시 아시아 역내에 전개·배치하여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이 옵션의 득실을 따져보면 아래와 같다
(표 11).

<표 11> 주한미군 내 저위력 핵무기 배치: 전략적 득실
차원

전략적 이익

북핵
억제

 북핵 억제·확장억제력 강화
(북한 8차 당대회: 핵기술의 고도화, 소형경
량화, 전술무기화)
 안보 불안 관리 통한 비핵화 원칙 견지

한미
동맹
주변국
및
국제
사회




전략적 손실



“핵동맹”으로의 마중물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의 전략적 위치 제고
(인태전략 등)
한미동맹 결속력 제고 (방기의 위협 해소)



“강군 건설”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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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명분 상쇄
역내 안보의 불안정성, 군비경쟁
심화, 북한의 오인 가능성




연루의 위협 증가
미국 의존도 증가 (전작권 전환
연기; 방위비 분담금 가중)




한중관계 악화
핵확산방지조약(NPT)의 가입국
으로서의 비확산 국제규범 상쇄

1) 북핵 억제 차원에서의 득실

먼저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다 직접적인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력일 것이다.
핵 위기와 같은 높은 군사적 긴장소요가 발생할 경우,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었던
확장억제 공약의 상징성으로 북한의 도발의 비용을 높이고 억제하였던 것처럼, 유사
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에 새로운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자리 잡은 시점에서 미국이 연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북
핵 위협을 억제·방어하겠다는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
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저위력 핵무기는 정밀성과 지하까지의 폭발력을 토대로 북
한 지도부의 도발 비용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기존의 미국의 확장
억제 차원에서 공약해오던 전략핵무기, 첨단 재래식 자산, 미사일 방어망에 더하여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중첩자산 확보를 통한 안보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핵 위기 시
확장억제 차원에서의 배치를 통해 한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여 비핵노선을 견지하
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역으로,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남북관계에서의 긴장고조이다.
북한의 경우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저위력 핵무기는 자신의 비대칭 핵·미사일 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협이다. 이것을 빌미로 핵·미사일 능력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강화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해온 명분이 상쇄되고 역내
군비경쟁이 심화되는 전략적 손실을 예상할 수 있다.
2)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득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튼튼한 국방”(국방부, 2020)의 수단으로 저위력
핵무기가 기능할 수 있다. 일례로, 주한미군 내 배치되는 저위력 핵무기는 한미동맹
을 소위 ‘핵동맹’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실효
성 있는 한미 확장억제를 위해 나토식 핵 공유체제를 구축하여 미국 정부의 선언적,
수사적 행위와 대화 채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미국의 안보공약을 확보하여 북핵 억제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런 배경에서 새로
운 저위력 핵무기의 도입은 한미 간 공유 체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마중물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논의과정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정보협력, 위기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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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도화하여 확장억제정책의 이행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저위력 핵무기의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계획화의 단계까지 나아
갈 수 있다면, 한국은 한미동맹의 결속과 미국의 전략하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는 계기로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북핵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앞장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다룬 바와 같이, 미국의 대전략 차원에서 한반도의 지리적
가치와 주한미군의 지위가 변하고 있다. 주한미군 내 신형 저위력 핵무기의 배치와
작전계획화를 통해 한반도 내 주한미군의 주둔과 나아가 향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하에 한반도의 위치 설정을 꾸려나가는 데 전략적인 포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옵션에는 한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인
도-태평양 전략은 한국의 국가이익과 부합하는가? 연루와 방기의 위협 사이에서 한
국은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또한, 전작권 전환 연기와 같은 전략적 비용도 따른
다. 특히, 미국이 핵공유와 같은 운용문제를 미국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제한하
여 협의에 매우 소극적인 것을 고려할 때, 전작권이 전환되고 한미 간 지휘체계가 변
경된 상황에서 저위력 핵무기와 같은 신형 무기(게임체인져)에 대한 작전권을 나눌
가능성은 낮다. 한미 간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미국이 작전계획의 세부 내
용을 공개하기를 꺼려온 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듯 미국의 저위력 핵
무기의 활용 과정에서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인바,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저위력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한국의 안보 이익의
반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위비 분담 문제도 있다. 물론 최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
서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왜냐하면
최근 한미 협상단에서 만든 잠정 협상안에서 미국이 한국이 많이 양보했다는 것을 인
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져간 바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거
부권을 행사하여 다시금 협상이 결렬되었지만, 바이든 내각에서도 하마평에 오르는
Michele Flournoy 같은 사람들이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철저하게 미국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런 분담금 논의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박철희, 김준형, 전재성, 2020, p. 15). 하지만,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만을 기
다릴 수만은 없다.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강대강
전략을 토대로 적극적인 동맹국의 참여를 요구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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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미 상·하원은 2020년 12월 3일 화웨이·중싱통신(ZTE) 등 중국산 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는 미군 부대나 주요 무기체계 배치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조
항이 새롭게 담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합의한 바 있다. LG유플
러스가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 정찰자산과 같은 주요 무기체
계와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와 관련해 미국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또한, 이번 법안
에는 미군 장비나 병력으로 상주하는 조건으로 주둔국에게 안보 위협을 낮출 조치와
관련한 비용분담을 요구하는 조항도 명시되었다. 이번 법안이 2021년 1월 2일 최종
통과되어 발효절차를 밟게 된 상황에서, 저위력 핵무기와 같은 신형 무기체계는 한국
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3) 주변국 관계 및 국제사회 차원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차원에서는, 주한미군 내 저위력 핵무기의 배치는 얻을 것보다
는 잃을 것들이 많다. 주변국과 국제사회에서 “강군”(국방부, 2020)의 한국으로 발전하
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핵확산방지조약(NPT)의 가입국이자 북한의 비
핵화를 주장해온 한국의 입장에서 규범적·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중국 문제도 있다. 미국의 THAAD 도입과 같은 선례를 토대로, 주한미군 내 배치하
는 저위력 핵무기는 그보다도 훨씬 심각한 중국의 반응을 예상해볼 수 있다. 특히 미국
은 위에 언급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마찬가지로 미중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협력의 압박을 강화시켜 왔다. 한국이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를 배
치한다면 중국은 훨씬 공세적인 경제적 보복과 군사적 대응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나. 아시아 역내·동해에서의 전개
두 번째, 핵 위기 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가 아시아 역내 미군기지에 배치 및 동
해상에서 전개되는 시나리오이다. W76-2형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나 B61-12를
실은 전폭기 및 전투기를 주일미군이나 괌에 배치하여 동북아 역내, 동해상에 상시
배치·전개하는 방안이다(표 12). 주한미군 내 배치 경우와 유사한 전략적 득실의 구
조를 나타내는데, 크게 2개의 추가적 전략적 이득과 2개의 전략적 손실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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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아시아 역내·동해에서의 저위력 핵무기 배치: 전략적 득실
차원
북핵
억제

한미
동맹

주변국
및
국제
사회

전략적 이득

전략적 손실






북핵 억제·확장억제력 강화
안보 불안 관리 통한 비핵화 원칙 견지
유연성 및 생존성이 강화된 확장억제력
국내 정치적 부담 우회




“핵동맹”으로의 마중물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의 전략적 위치
제고 (인태전략 등)
한미동맹 결속력 제고 (방기의 위협 해
소)





주변국/국제사회에서의 군사적 정치적
부담 우회












북한 비핵화 명분 상쇄
역내 안보의 불안정성, 군비경쟁 심
화, 북한의 오인 가능성
운용에서의 개입 여지 축소
연루의 위협 증가
미국 의존도 증가 (전작권 전환 연
기; 방위비 분담금 가중)
운용에서의 개입 여지 축소

한중관계 악화
한일, 한미일 안보관계 문제, 중국의
공세적 대응 가능성
핵확산방지조약(NPT)의 가입국으
로서의 비확산 국제규범 상쇄

출처: 저자 작성.

1) 북핵 억제 차원

첫째, 주한미군 내 배치 옵션보다 훨씬 유연한, 생존성 높은 한미 간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W76-2형 SLBM의 경우 잠수함에 탑재되어 탐지
가 어려워 높은 생존성을 갖는다는 기술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이 옵션은 한미 간 합의점을 찾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결과적으로 과거
운용되었던 미국의 해상발사 순항미사일과 유사하게 미국의 확장억제의 역할을 수행
하며 약화된 한미 간 확장억제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주한
미군 내에 새로운 핵무기를 배치하는 데 따르는 국내외 군사적·정치적 부담을 이 옵
션을 통해 상대적으로 우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내 배치 옵션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켜 군비경
쟁을 야기하고, 북한 비핵화 명분을 상쇄, 역내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양면성
이 여전히 내재한다. 또한, 주한미군이 아닌 아시아 역내에서 미군이 운용한다는 점
에서 북핵 확장억제력으로서의 상징성이 한반도 내 배치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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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다. 운용에서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줄어
들 수 있다.
2) 한미동맹 차원

사드와 같이 한미 간 새로운 첨단 자산의 도입은 국내외적인 정쟁요소가 되어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런 배경에서 주한미군이 아닌 한반도 밖
에서 운용하는 이 옵션을 통해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적·정치적 부담을 우회할 수 있
을 것이다. 동시에, 주한미군 내 배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미 간 확장억제와 북핵 대
응태세에 대한 상호 간의 인식을 조율하고 한미 간 맞춤형 억제전략을 강화할 수 있
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한미동맹의 전략
적 위치를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제고, 궁극적으로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
성을 강화할 것이다.
한국의 전략적 손실 차원에서는 여전히 전작권 전환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있다. 주한미군 내 배치 옵션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이다. 아시아 역내에서 배치·전
개하는 과정에서 일본, 호주와 같은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과 연계하여 분담압박을 조
정할 여지도 있겠지만, 관여되는 국가가 많을수록 협상 과정이 복잡하고 한국이 낼
수 있는 목소리도 그만큼 축소될 것이다. 북핵 억제력으로서의 운용에 있어서 개입
여지와 자율성이 축소될 수 있다.
3) 주변국 및 국제사회 차원

주한미군 내 배치 옵션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인근 운용이 공식화된다면 남북관계
와 비핵화 대화, 한중관계, 비확산 차원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성은 증가하겠지만, 북한과 중국의 군
사력 증대 및 협력체제를 새롭게 강화하는 양상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공세
적으로 한미동맹 및 일미동맹 등 미국으로부터의 포위와 압박정책에 대응해왔다. 저
위력 핵무기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임을 전달할 수 있을지라도, 중국
은 이것을 위협으로 인식하며, 동시에 주요 명분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안보적 압
- 72 -

박을 통해 한미 간의 결속관계를 와해시키고자 할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향
후에도 묵시적으로 용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한일관계와 한중관계의 문제도 있다. 동해상에서의 작전은 주일미군에 저위력 핵
무기가 배치되거나 주일미군과 지역사령부를 전제로 한 한미일 삼자체제, 또는 인도
-태평양 전략하의 다자동맹 형태에서 운용될 개연성이 높다. 한일 간의 관계 악화는
이러한 새로운 저위력 핵무기의 역내 운용을 어렵게 하고,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부담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주도의 동맹전략, 한미일 및 다자 안보체제 형성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인 반응을 예측해볼 수 있다.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에는 정반대의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3. 한국의 대응 방향
가. 저위력 핵무기와 한국의 전략적 가치·우선순위 정립
이상의 배경에서 한국의 대응 방향은 무엇인가? 배치·전개 시, 효율적인 운용 방향
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한국은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우선순
위를 정립해야 한다. 한국의 비핵노선, 북한의 비핵화 목표, 심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
서 한국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본 연구는 크게 4가지의 기본 전제, 전략적 가치를 중점으로 한국의 향후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적극적인 자강노력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미국이
방기할 가능성에 항시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적극적
인 자강 노력을 기반으로 북핵에 대한 실효성 있는 거부적·응징적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발전시켜나
가야 한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철희 교수는 미중 간에 어디를 선택해야 하냐는
질문에 ‘새로운 친구를 얻기 위해서 이전의 친구를 버려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
한 바 있다. 75년간 지속되어 온 한미관계는 한국의 지경학적인 상황에서 한정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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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최대한의 안보를 확보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이다. 또한, 박철희, 김성한, 신범
철과 같은 전문가들은 미중 경쟁에서의 한국의 선택은 고민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6.25 전쟁에서 선택이 내려진 것으로 본다(박철희, 2021. 1. 4.; 김성한, 2020. 12.
22.). 오히려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중국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한미동맹을 와해시
키는 여지를 준다는 지적이다.
셋째, 동맹 원칙을 기반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동맹에 대한 절대
적인 찬성론이 아니라 70년이 넘는 동맹관계에서 오는 전략적 안보이익을 확실히 인
식하고 그것을 상쇄시키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넷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
한국의 자강노력을 기반으로 한미동맹과 같은 안보 수단,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전
략적으로 활용하여 북핵에 대한 실효성 있는 거부적·응징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북한
의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4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저위력 핵무기 전
개·배치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대응 방향은 아래와 같다.

나. 시나리오 (1): 주한미군 내 배치
1) 대군사표적으로 주요 표적 제한

핵 위기 시 저위력 핵무기가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경우,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주요 표적을 북한 핵·WMD 시설, 지하벙커를 중심으로 한 대군사표적으로 한정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북핵 억제력과 연계하는 동시에 미중 관계에서 한국
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B61-12 중력폭탄 활용

주한미군 내 배치하는 저위력 핵무기는 “핵 어스페네트레이터”로서 낙진과 사상자
를 최소화할 수 있는 B61-12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 위기 시 기존의 B-61
에 의존해오던 한미 핵확장억제의 실질적인 보완책으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의 비핵화 노선을 견지하면서 신속하게 북핵 억제력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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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차원의 책임분담 및 공동수행체제 모색

저위력 핵무기를 기반으로 한 한미 확장억제 공약과 같은 선언적 확인과 연합훈련
에서 포함하는 방안으로 한미 확장억제력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만, 주한미
군 내 배치·전개 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운용 측면에서의 한계이다. 한국의 입장에
서 저위력 핵무기와 관련한 지휘체계, 사용시기, 결정과정이 모호한데, 한국이 결정
과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책임분담 또는 공동수행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
속해야 한다. 저위력 핵무기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사전 연구와 한미 간 다양한
대화채널과 고위급 자문단, 전문 스터디 그룹이 지속되어야 한다.
4) 적극적인 한국 주도의 국내외 전략커뮤니케이션(SC)

한국의 국가전략, 국방백서, 정부 성명, 한미 공동성명과 같은 전략적 신호보내기
를 활용하여 ‘전쟁을 위함이 아닌, 평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
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커뮤니케이션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대중관계 차원에서, 한
국이 처한 위기 인식을 전달하여 배치 배경을 설명하고, 중국이 대북제재나 비핵화에
동참하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국내 차원에서는 한미 간 확장억제 제고를 통해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국의 북한 비핵화·비핵노선 원칙을 견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설득
할 수 있는 논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 시나리오 (2): 아시아 역내 및 동해에서의 전개
1) 한반도 별도의 운용 지침에 대한 선언적 확인

핵 위기 시 미국이 아시아 역내에서 저위력 핵무기를 전개·배치하고자 한다면 그
표적을 북한으로만 한정시키기는 어렵다. 특히 W76-2형 Trident-II의 경우 태평양
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핵잠수함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군사 훈련 및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입항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한반도에서의 대북 또
는 북한을 명분으로 한 대중 및 대러 압박용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무엇보다 Tomahawk 핵순항미사일은 개발이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W76-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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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dent-II는 이미 개발과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핵잠수함에 탑재되
어 다른 신형 저위력 핵무기들보다 높은 은밀성과 생존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가
장 활용가능성이 높은 전력으로 판단된다. 핵 위기 시 한반도 인근까지 은밀하게 접
근하여 북한의 핵무기 저장소나 생산시설만을 선별하여 정밀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북한에 대한 거부적·응징적(보복적) 억제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 표적을 북한으로
만 한정하기란 어렵다. F-35이나 전폭기에 탑재 가능한 B61-12의 경우도 마찬가지
로 주일미군을 포함한 아시아 역내 미군 기지에 배치되어 운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핵 위기 시’에 사용되는 저위력 핵
무기에 대한 ‘한반도’ 별도의 운용체계를 구체화하고 그 표적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
협으로 한정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화가 어렵다면 미국 정부로부터 선언
적인 차원에서 표적을 한정시켜 북한과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긴장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적극적인 한국 주도의 국내외 전략커뮤니케이션(SC)

주한미군 내 배치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한일관계,
한중관계, 남북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커뮤니케이션(SC)가 추진되어야 한다. 한
미 및 한국의 전략에 대한 오판 가능성을 낮추고, 한국의 비핵노선 및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한미차원의 책임분담 및 공동수행체제 모색

주한미군 내 배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저위력 핵무기의 아시아 역내 배치·전개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운용 측면에서의 한계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관련한 지휘체
계, 사용시기, 결정과정이 모호한데, 한국이 결정 과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책임분담
또는 공동수행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을 설득하고 국민의 신뢰
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논리 개발도 필요하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산하 한미 고
위급 자문단을 활성화시켜 한미차원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저
위력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유체제가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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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한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를 중심으로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기술적 특징, 미국의 핵억제·확장억제전략 속에서의
저위력 핵무기의 전략적 가치를 조명하고, 향후 핵 위기 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에서의 확장억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물론 최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Bender, 2020. 11. 7.)가 전망한 것처럼,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일부 국방 사업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다. 국방
전략의 변화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방비의 재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폴리티코가 지적한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시기 대규모로
증액되었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예산이 삭감되면, 미국의 신형 저위력 핵무기
프로그램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실전배치가 시작된 W76-2형
SLBM 외에 장기계획으로 예정되었던 Tomahawk 순항미사일, 2022년까지 개발이
연기된 B61-12 저위력 핵 벙커버스터에 탑재될 핵탄두 관련한 예산도 삭감될 수 있
다. B61-12에 활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W80-4는 신형 장거리 원격 핵 순항미사일
(LRSO)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B-52 전략폭격기과 함께 축소되
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2021년 2월 만료예정인 New START
(신전략무기감축협정)가 5년간 더 연장되면서, 저위력 핵무기를 포함하여 과거 오바
마 행정부와의 연속성으로 ‘핵무기를 축소’할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Burns,
2020. 9.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개발과 실전 배치가 시작된
W76-2형 SLBM을 중점으로 향후 바이든 정부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외부환경요인이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강대국과의
경쟁구조가 심화되었고,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자리잡았으며, 빠른 군사적 기
술 발전으로 다변화된 전장상황에서 기존의 핵전력으로만은 자국의 안보와 전략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소위 ‘제2의 핵 시대(Second Nuclear Age)’ 또는 ‘대군사
력의 새 시대(New Era of Counterforce)’에 직면하였다.
둘째, 신형 저위력 핵무기는 과거 미국 정부의 핵전략과도 연속성을 띠고 있기 때
문이다. 미국의 신형 저위력 핵무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외적인 선택, ‘일탈’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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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부시 행정부와 2010년대 ‘핵 없는 세상’의 한계를 보여준 오바마 행정부와
도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셋째, 이러한 배경에서, 저위력 핵무기는 바이든 행정부에게도 핵 위기시 고려할
수 있는 확장억제의 수단이다. 전략핵을 기반으로 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저위력 핵무기는 핵무기라는 상징성과 동시에 높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신
속하게 억제·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해온
전략적 속내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지역안보를 통한 자국
의 안보 확대이다. 유럽, 중동, 아시아의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미국은 동맹과 우방국에 대한 핵우산과 억제력을 제공하고 안보적 협력체
계를 구축하여 위협 요인이 그 지역 밖으로, 미국의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미
치지 않도록 억제하고 관리하여왔다. 둘째는 비확산을 통한 자국의 안보 증대이다.
미국은 냉전기부터 동맹과 우방국들에게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력을 제공하여 이
들 국가들이 자체 핵능력을 갖는 것을 억지하고자 하였다. 이 두 가지의 전략적 목적
을 고려하면 핵 위기와 같은 지역 내 군사적 긴장상태가 가중될수록 이미 개발과 배
치가 시작된 W76-2형의 저위력 핵무기와 같은 옵션은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신속하
게 증진시킬 수 있는 선택지 중의 하나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전략, 지역안보, 동맹전략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저위력 핵
무기가 갖는 전략적 유용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QUAD,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다루었듯, 크게 두 가지의 초당적인 변화를 주목
해야 한다. 첫째, 미국이 강대국과의 전략경쟁에서 훨씬 공세적이고 노골적으로 동맹
과 우방국들의 협력과 안보부담을 압박한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강대국 경쟁, 전
략경쟁 속에서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전력은 과거의 붙박이형 주둔군보다는 역동적
전략 전개(Dynamic Force Employment)를 중점으로 변환하고 있다. 2021년 회계연
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명확히 담겨 있는 “태평
양 억제 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조항이 신설되어있다. 약 22억 3,500만
달러(약 2조 4,2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에 대한 대응으로 2014년에 내어놓은 “유럽 억지 구상”의 인도-태평양 버
전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역내 억지력과
방어 태세 강화에 초점을 두고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협조를 강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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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 평가한 것처럼, 이는 “미 의회가 중국
에 대한 군사적 연합체에 참여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며 “원칙에 충
실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와 달리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 참
여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외에도 이 구상에는 무인항공체계, 순항미사일, 탄도·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능동적 방어, 차세대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 C4I 및 감시정찰
체계 등에 대한 강화 방침이 담겨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
만 최신형 버지니아급 원자력추진 공격잠수함 2척의 예산을 책정한 것을 토대로 볼
때(당초 1척의 건조 예산을 요청), 이미 개발된 W76-2형 Trident-II SLBM의 추가
양산 및 활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김상진, 2020. 12. 7.). 저위력 핵무기는 탄두
의 위력을 조정하고 투발수단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단거리에서 장거리로 조정될 수
있는 측면에서 ‘역동적’ 활용에 용이하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결언을 대신하여 몇 가지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전략 방침을 제시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
한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저위력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적하
고 그 함의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post-INF 시대의 맥락에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와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New START가 연장되더
라도 이미 INF는 파기된 시점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역내에서의 활용가능성,
특히 저위력 핵탄두의 활용 여부를 추적하는 것도 유의미한 후속연구가 될 것이다.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한국의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도 재검토해보아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저위력 핵무기의 활용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 인식, 한국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대중인식, QUAD에서처럼 한국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을 묶어서 보아야 하는지가 검토되어야만, 대중국, 한미일, 미국의 지
역안보의 차원에서 한미 간 저위력 핵무기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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