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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과 저위력 핵무기
❍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가 여러 차례 핵 사용 위협을 가함에
따라 상상할 수 없던 일로 여겨지던 핵무기 사용이 다시 가능성의 영
역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는 우려 고조
❍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핵 금기(nuclear taboo)가 깨질 가능성이 제
기되는 데에는 저위력 핵무기의 존재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음.
❍ 전략핵과 달리 민간인 대량살상 등 부수 피해가 적은 저위력 핵무기는
핵 사용 문턱이 낮아 전장 사용이 가능한 무기로 부각되고 있고, 미·러
를 비롯한 핵 보유국들 간 현대화 경쟁도 진행 중

 핵전쟁의 문턱과 수행방식을 둘러싼 논쟁
❍ 최근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핵무기의 용도,
핵전쟁의 문턱, 그리고 핵전쟁 수행방식과 같은 핵 억제의 질문들은 냉
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논쟁 사안
❍ 핵무기가 최후의 억제(deterrence) 수단으로 남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전 전력(war-fighting)인지는 핵전략 역사
에서 대표적인 쟁점
❍ 핵무기의 억제적 성격을 강조하는 진영에서는 보복 위협(확증 파괴)에
기초한 전략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반면, 실전 전력의 성격에 중점을
둔 진영에서는 억제가 깨졌을 경우를 대비한 핵전쟁 수행에 관심 경주
❍ 인류 공멸을 불러오는 무제한적인 전면 핵전쟁이 난센스라는 점이 분
명한 만큼, 만약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조절되고 제한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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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어야 한다는 제한핵전쟁 관념 등장
❍ 즉,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핵전쟁을 수용 가능한 조건에서 종결
짓기 위해 전쟁 목표, 타격 대상, 사용 무기의 선정 등에서 의도적인
제한을 부과하자는 발상
❍ 그러나 제한핵전쟁론에 대해서는 핵전쟁이 과연 통제될 수 있는지,
오히려 핵 사용 문턱을 낮춤으로써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반론과 논쟁이 계속

 한반도에의 함의
❍ 한반도에서 핵 대치의 성격이 더 이상 공포의 균형에 머물지 않고 있어
저위력 핵무기의 전술적 사용 가능성에 대해 유념해야 할 필요성 증대
❍ 북한은 재래식 충돌 상황에서도 전술핵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비대칭
확전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현대화는
한반도 확장억제 수단으로서의 핵 옵션을 다양화하는 효과가 있음.
❍ 북한의 핵 사용 억제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가 핵전쟁 수행
능력과 태세를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 당위성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
이 현실
❍ 그러나 억제 실패 가능성에 집착하여 핵 사용 옵션을 극대화하고 핵전
쟁에서의 확전 우위에 몰두할 경우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위기 안정성
을 훼손한다는 딜레마가 존재
❍ 따라서 핵 사용 가능성의 원천적 억제와 억제 실패 시의 대응책 마련
이라는 두 가지 요청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대북
억제 전략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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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가 여러 차례 핵 위협을 가함에 따라 상
상할 수 없던 일로 여겨지던 핵무기 사용이 다시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
온 것 아니냐는 우려 고조
푸틴 대통령은 2월 27일 러시아 핵전력 부대에 대해 특별 경계 태세를 하달했고,
이어 러시아군은 핵잠수함 훈련, 미사일 발사대의 분산 훈련 등의 동향 노출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Iskander-M 미사일을 벨라루스
와 러시아 동부지역에 배치했으며, 3월 22일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에 실존적
위협이 있다면 핵 사용이 가능하다고 재차 핵 위협 카드 거론

❍ 극단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에는 푸틴의
모험주의 성향도 있지만 저위력 핵무기(low-yield nuclear weapons)의
존재와 이를 활용한 제한핵전쟁(limited nuclear war)의 가능성 때문임.
위력이 하향 조정되고 정밀성이 향상된 저위력 핵무기는 전략 핵무기와 달리 민간
인 대량 살상 등 부수 피해(collateral damage)를 최소화할 수 있어 전장 사용이
가능한 무기로 부각
핵 사용은 반드시 막아야 하지만 만약 억제가 깨져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피
해를 최소화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전쟁 종결을 도모하자는 제한핵전쟁 논리
가 냉전 시대부터 제기

❍ 저위력 핵무기 경쟁과 제한핵전쟁 관념은 한반도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몇가지 쟁점에 대한 고민 필요
전략핵과 아울러 전술핵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핵 교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신형 저위력 핵무기가 확장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핵 사용 문턱의 하향화와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
억제 실패에 대비하는 핵전쟁 수행 능력의 강조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
이고 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군비경쟁과 위기 안정성의 문제)
한반도에서 핵 사용을 막기 위해서 평시 대북 억제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
는가? (사전 억제와 확전 통제의 선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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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
❍ 예상과 다르게 우크라이나 전황이 장기화되고 서방의 고강도 압박이 가해
지자 러시아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핵 사용 위협 거론
푸틴 대통령은 2월 27일 TV 연설을 통해“핵 억지력 부대의 특별 전투임무 돌입을
국방부 장관과 총참모장에게 지시했다”고 공개. 전날 서방은 러시아 은행들을
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전례 없는 고강도 금융제재를 부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푸틴 대통령의 지시가 “위험한 언사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
이어 3월 1일 러시아 북방함대(Northern Fleet)는 러시아 핵잠수함들이 훈련 중
이라고 밝히고, 국방부는 이동형 핵미사일 발사대가 시베리아로 분산 배치하는
훈련을 했다고 언급
3월 22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 CNN에 출연하여 실존적 위협이
있다면 핵 사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는 등 재차 핵 위협 카드 거론

❍ 핵전쟁의 가능성은 요원한 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금번 우크라
이나 전쟁을 계기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76년간 유지되
어 온 핵 금기(nuclear taboo)마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고조
3월 14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때 상상도 할 수 없던 핵전쟁이
이제 다시 가능한 영역으로 돌아왔다”며 “러시아의 핵전력 경계 태세 강화는
오싹한 전개”라고 발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이
중용도 미사일인 Iskander-M을 벨라루스와 러시아 동부지역에 배치1)(핵탄두 탑
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히로시마 원자탄의 약 3분의 1 위력에 해당하고
300마일 사거리 능력을 보유)
러시아는 이 외에도 러시아 영토 내에서 항공기, 함정, 지상 기반의 다양한 수단
으로 유럽 전력은 물론 영국까지 타격 가능한 핵 옵션 보유

1) William J. Broad(2022), “The Smaller Bombs That Could Turn Ukraine Into a
Nuclear

War

None,”

New

York

Times,

March

21,

https://www.nytimes.com/2022/03/ 21/science/russia-nuclear-ukrain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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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론 가능
3월 12일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부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의 호
송 차량들도 정당한 공격 대상(legitimate targets)이라고 경고
만약 이 같은 수송 차량이 공격당하거나 오폭으로 폴란드 영토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졌다면 위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고조될 가능성 존재(실제로 러시아는 3월
13일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 군사훈련 시설을 미사일
로 폭격)
특히, 러시아가 교착된 전황을 타개하고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키기 위한 충격
요법으로 생화학 또는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 제기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은 나토의 군사적 개입을 저지하려는 사전 경고의 성격이
강하지만,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군사적, 정치적 돌파구 마련이 절실해진다
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

❍ 러시아의 핵전략은 소위 ‘escalate to de-escalate’로 알려져 있음.
즉, 제한적인 핵 사용을 통해 의도적으로 ‘위기를 고조’(escalate)시킴으로써
상대방의 양보와 자제를 압박한다는 전략. 이로써 ‘위기는 완화’(de-escalate)
되고 대규모 핵전쟁으로의 격상을 막을 수 있으며, 러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목적
을 달성한다는 논리
실제 2020년 6월 러시아는 <핵 억제 관련 러시아 국가정책의 기본원칙>이라는
문건을 통해 재래식 분쟁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는 공식 입장 천명2)
문건에 따르면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이 기본원칙은 위기가 격상되는 것을 방지
하고, 러시아와 그 동맹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적대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고 명시3)

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Basic Principles of

State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Moscow,

June

8,

2020.

https://archive.mid.ru/en/web/guest/foreign_policy/international_safety/disarmamen
t/-/asset_publisher/rp0fiUBmANaH/content/id/4152094
3) ‘escalate to de-escalate’ 교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이나, 러시아의
전략 사고 이면에는 미국에 비해 열세에 처해 있는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 격차를 메우기 위한
고려도 존재. 냉전 시대 나토가 소련의 재래식 우위를 상쇄하기 위해 핵에 의존했던 것과 마
찬가지로 해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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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서는 냉전 당시 제기된 ‘확전 사다리’(escalation ladder) 개념을
적용하여 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쟁 강도가 핵전쟁의 문턱을 충분히 넘
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우려 표명4)
핵 전략 이론가 허먼 칸(Herman Kahn)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
라’(think about unthinkable)고 촉구하면서 만든 44개의 확전 사다리는 핵 무
장한 국가 간의 갈등이 어떻게 확대되고 종국에는 마지막 ‘발작적 전쟁’(Spasm
War)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적 틀
칸의 이론에 따르면 핵무기는 사다리 15번째에서 처음 사용되는데,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규모 재래식 전쟁에 해당하는 사다리 12번째(Large Conventional War)
로서 핵무기 사용 단계에 상당히 근접한 상황
일부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푸틴이 흑해나 북대서양 지역에 저위력 핵무기를
터뜨리는 시범적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이는 칸의 사다리에서 18번째 경로
(Spectacular Show or Demonstration of Force)에 해당
이 경우 비록 인명피해는 없지만 실제 핵무기의 투하라는 점에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며, 서방의 적절한 대응을 둘러싼 고민과 논란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
만약 국내외적 압력이 높아져서 서방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러시아가 나토
군에게 시범적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사다리 27단계(Exemplary Attack on
Military)에 해당하고, 서방의 도시 지역에 대한 시범적 핵 공격까지 간다면 사다
리 29단계(Exemplary Attacks on Population)에 해당
확전 사다리는 하나의 비유일 뿐 이대로 갈등이 진행된다는 예상 경로는 아니지
만, 미소 핵 경쟁이 극심했던 냉전 시대의 이론이 다시 소환될 정도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핵전쟁의 위험성을 다시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만큼은 분명

3. 저위력 핵무기의 현황과 영향
❍ 핵무기 사용은 극단적인 선택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그 가능성
에 대해 우려가 고조된 것은 저위력 핵무기의 존재 때문
❍ 수십만 명 이상을 대량 살상하는 전략핵과 달리 위력을 인위적으로 하향
4) “The risk that the war in Ukraine escalates past the nuclear threshold,” The

Economist, March 19, 2022 edition.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22/03/
19/the-risk-of-escalation-past-the-nuclear-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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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고 정밀성이 향상된 현대의 저위력 핵무기는 부수 피해를 최소화하
면서 전장 사용이 가능한 무기로 부각
❍ 위기 단계별 다양한 핵 옵션의 확보는 핵 억제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측면
도 있어 주요국들은 다양한 전장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저위력 핵무기 개발에 노력을 경주
❍ 그러나 비록 저위력이라 하더라도 일단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핵전쟁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둘러싼 논
란과 우려 제기

가. 저위력 핵무기의 정의
❍ 무엇이 저위력 핵무기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합의된 분명한 기준은 없
으나 대략 10kt 미만을 지칭하며, 최소 0.3kt 위력으로 전략적, 전술적
작전 범위의 전개가 가능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춘 핵전력으로 정의 가능5)
❍ 저위력 핵무기의 정의에 ‘전략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과거와 달
리 전략핵과 전술핵의 구분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6)
❍ 통상 전략핵과 비전략핵(전술핵)은 임무의 성격, 운반수단의 작전 범위,
그리고 탄두의 위력에 따라 구분
전략 임무는 핵심 산업시설, 전력·교통·통신 인프라 등 적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파괴하는 데 역점을 두는 반면, 비전략 임무는 제한된 범위에서 현장 지휘
관의 전투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장의 군사 표적을 타격
통상 전략 임무는 장거리 미사일, 중폭격기, 핵잠수함에 의해 수행되며 이때는
대량 파괴 능력을 갖춘 고위력 탄두가 필요하고, 비전략 임무는 단거리 미사일,
대포 등 짧은 작전 범위를 가진 운반수단에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하여 수행

❍ 그러나 임무의 성격, 작전의 범위, 위력의 크기로 구분하던 이러한 전통
적인 분류가 점차 모호해지고 어려워지는 현상 발생
5) 조비연(2021),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와 한반도에서의 확장억제전략 연구,” 「국방정책 전문
연구시리즈 2021-01」, 한국국방연구원, p. 23.
6) Amy F. Woolf(2022),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rch 7, 2022, pp.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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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전략 무기로 간주 되지 않는 전투기에 고위력 탄두가 탑재되는가 하면(500kt
중력탄 B-61을 F-15E 전투기에 탑재하여 투하), 대표적 전략 무기인 SSBN에 저위
력 SLBM(W76-2형 5~7kt의 Trident-II) 탑재 가능
전략적 운반수단으로 간주 되는 중폭격기에 저위력 핵무기 탑재도 가능하고, 정
밀성이 크게 향상된 현대의 저위력 핵무기는 과거 고위력 탄두가 달성하는 수준의
전략적 파괴도 가능

나. 미국과 러시아의 비전략 핵무기 현황7)
❍ 냉전 시대 미국의 비전략(전술) 핵무기의 숫자는 수천 개에 달했으나 그
규모는 위협 평가와 기술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8)
1970년대 중반 7,000여 개에 달했던 비전략 핵탄두는 1980년대에 들어 6,000개
미만으로 축소
수량 감축의 주요 배경은 핵무기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더 적은 숫자로 억제력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예를 들어 1983년 나토 국방장관들은 핵무기
현대화 사업을 승인하면서 1,400개의 비전략 핵무기 감축을 결정)

❍ 냉전 종식과 1991년 부시 대통령의 지상과 해상 기반의 모든 전술 핵무기
철수 발표 이후 비전략 핵무기 수량은 급속히 감축
미국은 850개의 랜스(Lance) 미사일 탄두와 1,300개의 핵포탄 등 2,150개의 지상
기반 탄두를 해체하고, 수상함과 잠수함에 탑재된 500여 개의 핵무기도 폐기
미국이 전술핵 무기 철수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소연방 붕괴에 따른 안보적 위
협 감소와 함께 구소련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핵무기의 안전성 문제가 주요 동기
로 작용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약 1,100개의 비전략 핵무기 보유(이
중 약 500개는 유럽 공군 기지에 배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공중 기반 폭탄과 해상
기반 미사일은 미국 내에 보관)

7) 앞서 살폈듯이 저위력 핵무기와 비전략 핵무기가 개념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냉전 이래 오
랜 기간 전략핵과 비전략핵(전술핵)이 구분되어 논의되어 온 상황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비전
략무기로 표현하고 기술하였음.
8) Woolf(2022),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pp.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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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국은 약 230개의 비전략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00개
는 유럽 5개국(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의 6개 미 공군기
지에 배치9)
❍ 냉전 시대 소련은 다양한 형태의 비전략 핵무기를 생산하여 작전 배치10)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 중력 폭탄, 핵 지뢰, 핵포탄 등
종류 다양
수량에 대한 예측치는 다양하나, 1991년 기준으로 20,000개 이상 보유했던 것으
로 추정

❍ 현재는 지상, 해상, 항공 등 다양한 형태로 탑재가 가능한 1,912개의 비전
략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11)
해군: 약 935개 탄두(크루즈 미사일, 대잠 로켓, 대항공기 미사일, 어뢰 등)
공군: 약 500개 탄두(전투기와 폭격기 탑재)
육군: 70개 탄두(단거리 미사일 및 대포) + 이중용도 9M729 중거리 미사일 탄두
미사일 방어: 380개 탄두(방공 및 미사일 방어)

❍ 러시아는 ‘escalate to de-escalate’교리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과
거의 전술 핵탄두를 교체, 개량하는 핵전력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
2018 NPR은 러시아가 현재 2,000개에 달하는 비전략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음을
확인
최근 2022년 3월 의회 청문회에서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이미 다양한 형태
로 존재하는 1,000~2,000개의 러시아 전술 핵탄두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증언
9) Eva Lisowski(2022), “Potential Use of Low-yield Nuclear Weapons in a Korean
Context,”

The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APLN),

February

23,

2022,

https://cms. apln.network/wp-content/uploads/2022/02/FINALNWS_Lisowski.pdf
10) Woolf(2022),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pp. 29-32.
11) Hans M. Kristensen and Matt Korda(2022), “Russian Nuclear Weapons, 2022,”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February 24, 2022, pp. 111-115. https://
www.tandfonline.com/doi/pdf/10.1080/00963402.2022.2038907?needAccess=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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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핵무기는 전략핵과 달리 군비통제의 대상이 된 적이 없어 미러 모두
아무 법적 제약 없이 현대화가 가능하며, 2019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이 폐기되는 등 국제비확산 규범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
<표 1> 러시아의 비전략 핵무기 2021
작전배치

구분

탄두 x 위력(kilotons)

탄두 수

1992/2007
1986
1973
2015

1 x low
1 x 10
1 x 350
1 x 10

~290
68
4
25

1974-2018

ASMs, ALBM, bombs

~500

2005

1 x 10-100

70

2017

1 x 10-100

20

연도

대탄도탄방어
S-300/S-400(SA-20/SA-21)
53T6 Gazelle
SSC-1Sepal
SSC-5 Stooge (SS-N-26)
폭격기/전투기
Tu-22M3/Su-24M/Su-34/MiG-31K
지상 기반 미사일
SS-26 Stone SSM
SSC-7 southpaw GLCM
(R-500/9M728, Iskander-M)
SSC-8 Screwdriver GLCM

LACM, SLCM, ASW,

해상 기반
잠수함/수상함

SAM, torpedoes

비전략무기 총계

~935
1,912

출처: Kristensen and Korda(2022), p. 99.

다. 저위력 핵무기의 특징 및 함의
❍ 저위력 핵무기는 탄두의 폭발력만 약하게 조정한 것이 아니라 타격의 정
밀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대규모 살상이나 방사능 낙진을 최소화
W88 전략핵탄두(475kt)가 탑재된 Trdident-II 10발로 북한 내 5개 표적을 타격할
경우 200만~3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반면, 저위력탄두 B61-12 20발을 투하
할 경우 100명 미만의 사상자가 나온다는 연구 결과 존재12)
핵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B61-12 저위력 중력탄은 투하 후 땅속 깊이 파고 들어
가 지하 깊숙이 은닉되어 있는 견고화 시설과 적 수뇌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으
로 주목
12) Keir A. Lieber and Daryl G. Press(2017), “The New Era of Counterforce: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Future

of

Security, vol. 41, no. 4, pp.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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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Deterrence,”

International

❍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신형 3종의 저위력 핵무기는 핵탄두의
현대화와 정밀성으로 인해 사상자와 낙진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정밀 대군
사(counterforce) 타격이 가능한 무기로 평가
<표 2> 미국 신형 저위력 핵무기의 기술적 특성13)
구분

저위력 핵무기의 기술적 특수성

표적/사용목적

정밀 대군사타격(counterforce), 사상자와 낙진 문제 축소
0.3kt~10kt 핵탄두의 현대화, 정밀성

위력

W76-2형
5-7kt

B61-2 중력폭탄
0.3kt, 1.5kt, 10kt

W80-4 개량형
미정

전 세계/전지역 & 지역적/제한적 사용 가능 – 다양성, 유연성
작전범위
투발수단

Trident-II SL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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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mahawk
SLCM

출처: 조비연(2021), p. 24

❍ W76-2형 Trident-II SLBM은 기존의 고위력 핵탄두인 W76-0(100kt),
W76-1(90kt)을 5~7 kt 위력으로 개량한 것으로서 이미 2019년에 오하이오
급 전략핵잠수함(SSBN)에 탑재되어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짐.
❍ B61-2는 0.3kt부터 1.5kt, 10kt, 50kt까지 위력 조정이 가능하며, 그 전
신은 최대 500kt의 위력을 가졌던 B61임.
B61-2는 다양한 전투기와 폭격기(F-15E, F-16C/D, F-35, B-1B, B-2A, B-52, B-21
등)에 탑재하여 투하하는 중력 폭탄(gravity bomb)으로서 꼬리 날개와 내부에
장착된 GPS를 통해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핵유도폭탄
2017년 F-16, 2020년 F-15E와 F-35 전투기에 탑재하여 성공적인 투하 실험이 이
루어졌으나 일부 부품 문제로 2022년 말까지 개발 완료가 연기된 상태

❍ W80-4형은 과거 200kt급 고위력 핵탄두 W80 토마호크 미사일을 개량한 핵
순항미사일(SLCM)으로서 위력은 미정이며 작전 배치까지는 7~10년이 소
요될 것으로 예측

13) 이하 3종 저위력 핵무기 제원 설명은 조비연(2021),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와 한반도에서
의 확장억제전략 연구,” pp. 17-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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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전쟁의 문턱과 수행방식을 둘러싼 논쟁
❍ 적어도 냉전 종식 이후에는 선제적이며 전면적인 핵전쟁을 진지하게 고려
하고 있는 국가는 없을 것이나, 재래식 전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격상되고
핵보유국이 절박한 상황에 빠질 경우 핵무기가 전장에 사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 불가
❍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 사용 없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핵 국가가 개입된 미
래의 전쟁에서 핵 금기의 붕괴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
일단 어느 일방이 핵 사용을 시작하면 아무리 저강도의 시범적 사용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은 맞대응 아니면 굴복이라는 선택에 직면
예를 들어 러시아의 저위력 핵무기 사용에 대해 미국이 핵전쟁 위험성을 우려하여
맞대응을 삼간다면 이는 러시아의 ‘escalate to de-escalate’ 전략 성공을 의미
반대로 미국이 맞대응을 선택한다면 칸이 얘기하는 ‘확전 사다리’를 핵 국가들
이 타고 올라가는 형국으로 확전된다는 의미

❍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주요 국가들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경쟁으로 핵
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핵전쟁의 문턱과 수행
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사실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연원의 산물
❍ 핵무기가 과연 전투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억제가 깨졌을 경우 핵전쟁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핵전쟁 수행을 위한 준비가 초래하는
부작용과 위험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동안 이루어진 역사적 논쟁을 이해
하는 것은 따라서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

가. 핵전략의 역사: 억제(deterrence) vs. 전쟁 수행(war-fighting)
❍ 핵 시대의 도래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의
하나는 ‘핵무기가 최후의 억제 수단인가 아니면 군사력의 본질적 요소로
서 필요시에는 적극적으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 수단인가’임.
트루먼 대통령은 일찍이 “핵무기는 군사적 무기가 아니다. 그건 군사적 용도가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비무장한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데 쓰인다. 우리는
이걸 소총과 대포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언급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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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5년 3월 기자회견에서 군사 표적을 타격하고 군사
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전술핵을 총알이나 다른 무기처럼 똑같이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15)
다시 말해 ‘핵무기가 정치인의 무기인가, 장군의 무기인가’라는 질문이며 냉전
이후 핵전략의 진화는 어찌 보면 핵무기를 군사 무기로 만드는 노력
(conventionalization)이었으며 이로 인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경계가 점점
좁혀져 온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트루먼 행정부 시절에는 핵무기를 재래식 무기와는 다른 종류로 인식했으
며 이를 군사적 무기라기보다 일종의 테러의 무기(weapons of terror)로
간주
미국의 핵 독점(nuclear monopoly) 시기였으나 핵폭탄의 숫자가 적었고 운반수단
(B-29 폭격기)도 제한되어 있어서 핵무기의 군사적 유용성에 한계가 있었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미국 핵전략의 골격이 형성되기 시작(미국의 핵
작전계획 SIOP(Single Integrated Operations Plan)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JSOP(Joint Strategic Objective Plan)가 1952년에 작성)16)

❍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대량보복전략’(massive retaliation)을 채택,
도발의 크기와 무관하게 소련에 대한 전략적 핵 보복 위협을 통해 유럽의
군사적 안정성 달성 노력
1949년 소련의 핵실험으로 핵 독점은 종식되었으나 아직 미국의 핵 우위(nuclear
superiority)가 유지되던 시기였으며, 단순한 선언정책이 아니라 작전적인 핵
정책 수반(예를 들어 핵탄두의 숫자가 1953년에 1,000여 개였으나 아이젠하워
행정부 말기에 13,000개로 급증)
전략공군사령부(SAC)는 과잉 파괴(over-kill)를 특징으로 하는 핵전쟁 계획을
수립했는데, 유사시에 수천 개의 전략 핵무기를 소련과 중국, 그리고 그 위성
국가들에게 한꺼번에 쏟아붓는 계획이었음.

14) Lawrence Freedman(1981),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New York: St.
Martin’s Press), p. 52
15) Freedman(1981),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pp. 77-78
16) David S. McDonough(2005), “Nuclear Superiority or Mutually Assured Deterrence:
the Development of the US Nuclear Deterrent,” International Journal, vol. 60, no. 3,
p.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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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젠하워 행정부가 핵무기에 의존하는 대량보복전략을 채택한 배경에는 유럽
에서 소련이 재래식 군사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현실이 작용
(소련의 위협에 나토가 재래식 전력 증강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치적,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 케네디 행정부는 기계획된 과잉 파괴 전략을 대체하는 ‘유연반응전
략’(flexible response)을 채택
취임 2주 후 SAC 본부에서 SIOP-62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맥나마라 장관은 소련과
동유럽의 4,000개 표적에 핵무기를 쏟아붓는 전쟁계획에 경악. 이후 대통령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핵전쟁 계획 검토를 지시17)
대량보복전략의 가장 큰 약점은 소련이 서유럽 침공 시 미국 대통령이 ‘항복
(surrender)이냐 재앙(holocaust)이냐’라는 끔찍한 양자택일에 직면한다는 문
제였음. 즉, 도발의 비례성과 상관없이 전략핵 보복에만 의존함으로써 억제 전략
으로서의 신뢰성이 의문시됨.
따라서 군사적 충돌 시 재래식 대응-전술핵 사용-전략핵 보복의 3단계로 나눠
문턱을 설정하여 소련의 반응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유연반응전략 탄생
맥나마라는 무제한적인 전면 핵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도시공격을 최대한 유보하
고 군사 표적을 겨냥한 통제된 핵 사용을 강조(SIOP-63 지침을 통해 군에 소련과
중국의 핵무기 타격부터 시작하여 군사시설로 표적 확대, 마지막 도시를 포함한
전면 핵 공격 옵션을 포함토록 지시)

❍ 맥나마라는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유연하고 통제된 핵 사용을 강조했으나
이내 그 한계를 깨닫고 확증 파괴(assured destruction) 전략으로 선회
대군사전략(counterforce strategy)이 강조되자 군은 소련과의 핵전쟁에서 우위
를 점할 수 있도록 노골적인 핵 능력 증강을 요구(맥나마라는 미니트맨 ICBM을
1,000개 수준으로 억제하려 했으나 공군은 1메가톤 위력의 ICBM 2,300개 건설을
요구)
맥나마라가 보기에 미국이 억제 소요보다 더 많은 ICBM을 보유하게 될 경우 소련
으로부터 선제 핵 공격의 의심을 사고 끊임없는 군비경쟁의 늪에 빠질 것을 우려
미국이 선제 공격을 당하더라도 소련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17) Fred Kaplan(2020), The Bomb: President, Generals, and the Secret History of

Nuclear War (New York: Simon & Schuster Paperbacks), pp.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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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을 보유하게 되면 핵전쟁은 충분히
억제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핵 군비경쟁은 불필요하다는 논리에 도달(예를 들어
소련 인구의 30%, 산업시설의 50% 파괴 이상의 핵 능력은 불필요)
소련 역시 미국을 향한 제 2격 능력을 갖게 될 경우 미소 간에는 안정적 공포의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는 상호확증파괴(MAD) 논리로 발전18)

❍ 확증 파괴 논리가 핵전쟁 자체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반면, 이후 등장하는 많은 전략 개념들은 억제가 깨질 경우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떤 방식으로 핵전쟁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심
닉슨 행정부는 시나리오별 최적 표적과 타격 수단을 차별화하여 핵 공격의 타이밍
과 속도 통제를 강조하는 ‘슐레진저 독트린’을 마련
핵무기에 대한 반감과 혐오를 품고 있던 카터 대통령도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이
주도하는 핵 표적 정책 검토를 통해 소련 지도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 공격
타겟을 최신화하는 노력을 경주(우선순위: 소련 리더십-핵전력-재래식 전력-도시
산업 시설 순)
레이건 행정부도 핵전쟁 수행 능력(nuclear war-fighting capability)을 높여
억제력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핵전쟁 상황에서 미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정
수준에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확전 지배(escalation dominance)를 추구

나. 제한핵전쟁(limited nuclear war)의 관념
❍ 핵전쟁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므로 반드시 억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억제가 깨질 수 있다는 비관론과 그 경우 군사적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현실적 요청을 부인하기 곤란
인류 문명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무제한적인 전면 핵전쟁이 난센스라는 것은
분명
따라서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는 조절되고 제한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평시 핵전략과 태세도 그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제한핵전쟁 관념 등장
18) 그러나 이와 같은 선언 정책(declaratory policy)의 변화가 전략공군사령부(SAC)가 작성
하는 실제 핵 표적 정책에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니었음. 즉, 대가치와 대군사 공격의 혼합이
지속되는 가운데 행정부별로 강조점이 변해왔던 것이 미 핵전략의 진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
음. Kaplan(2020), The Bomb: President, Generals, and the Secret History of Nuclear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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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핵전쟁은 완전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전쟁 종
결을 지향하며(전쟁목표의 제한), 공격의 범위와 타이밍, 무기의 선정에
서도 의도적인 제한을 부과(전쟁방식의 제한)19)
❍ 맥나마라가 강조한 ‘도시 회피’(city avoidance) 전략도 제한핵전쟁
취지에 부합
일거에 전략 핵무기를 소련 전역에 쏟아부어 수억 명의 살상을 초래하는 전쟁이
아니라 재래식 전쟁처럼 적의 군사적 힘을 약화시키는 데 집중
도시 공격을 최대한 유보함으로써 소련에게도 미국의 대도시 공격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으로 맥나마라는 이를 일종의 협상(bargaining)의 관점에서 제시.
다시 말해 인구를 인질로 삼아 나중에 입힐 가장 큰 손해를 남겨 둔다는 발상
도시에 대한 파괴적이고 의미 없는 공격 대신 적의 군사능력을 약화시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핵전쟁 종결을 기도(1960년대 초 팬
타곤은 핵 교환에서 도시 공격을 회피한다면 사상자가 1억 명에서 1천만 명 수준
으로 줄어든다고 계산)20)
이후 등장하는 슐레진저 독트린 등 핵전쟁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작전적 성격의
전략 개념들도 제한핵전쟁 관념과 연결

❍ 제한핵전쟁은 미·소 간 핵 교환이 조심스럽게 등급화되어 비례성을 잃지
않으면서 조절되고 통제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
마치 어떤 도발에도 가격표가 붙어 있어 그에 따라 비례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합리적 파괴의 전략’(strategy of rational demolition)이라고 할 수 있음.21)

19) 통상 사용된 무기의 수량과 유형, 전쟁 지속 기간, 지리적 범주, 전쟁 목표, 타격 대상 등
에서 하나 이상이 제한적일 때 제한전쟁으로 간주. 제한핵전쟁에 관한 초기 연구로는 Robert
E. Osgood(1957), Limited War: The Challenge to American Strate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ernard Brodie(1957), “More About Limited War,”

World Politics, vol. 10, no. 1; Henry Kissinger(1957),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Harper & Brothers) 등이 있고, 최근 연구로는 Jeffrey A. Larsen and
Kerry M. Kartchner eds.(2014), On Limited Nuclear War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dford University Press)를 참고할 것.
20) Freedman(1981),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p. 238.
21) Freedman(1981),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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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먼 칸이 고안한 확전 사다리 44개 사다리는 15번째에서 핵이 처음 사용된 이후
마지막 무제한 핵전쟁까지 30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시
제한핵전쟁론자들은 이 같은 접근이 핵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이고 논
리적인 전쟁 수행 방식일 뿐 아니라 도발과 반격의 비례성 유지는 평시에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강조

❍ 핵무기의 사용은 처음부터 억제되어야 하지만 만약 억제가 깨져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엔 전쟁 중의 억제(intra-war deterrence)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
❍ 제한핵전쟁은 냉전 시대부터 존재한 관념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중
국의 핵전력 현대화와 대만 문제, 그리고 더욱 정밀화되고 위력 조절이
탄력적인 저위력 핵무기가 등장으로 현대의 무력 분쟁에서도 계속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

다. 해소되지 않는 논쟁
❍ 피해 최소화와 대군사 타격을 중시하는 제한핵전쟁 전략에는 치명적인 약
점과 딜레마가 존재22)
❍ 먼저 ‘과연 핵전쟁이 통제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상대가 나의 조절
된 대응에 호응하여 통제된 방식으로 핵 교환을 한다는 보장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가능
제한핵전쟁론자들은 핵전쟁이 마치 도발의 가격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도를 높
여가는 합리적 파괴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과연 적대적인
핵 보유국 간에 합의된 눈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예를 들어 러시아 도시
의 가치와 유럽 도시의 가치를 엄격하게 비교할 수 있을지는 지극히 불투명)
맥나마라가 1962년 대군사전략을 공식화 했을 때 소련은 미국에 대해‘홀로코스
트 규칙을 쓰려 하는가’라며 군사적 미치광이라고 비난23)
22) 핵전략에 내재하는 소위 ‘확증 파괴 전략(최소 억제 기반)’과 ‘피해 최소화 전략(대군사 능
력 강조)’ 간의 긴장에 대해서는 김정섭(2021), “핵전략의 내재적 딜레마와 북핵 대응 전략의
선택,” 「국가전략」 제27권 2호, pp. 33-57을 참조할 것.
23) Kaplan(2020), The Bomb: President, Generals, and the Secret History of Nuclear

War,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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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무리 저위력이라도 일단 핵무기가 터지고 나면 이후의 상황 전개의 불확실
성, 상대의 의도에 대한 혼선, 그리고 공포, 분노 등 심리적 변수로 인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위기가 번질 가능성도 상당
도시 회피 전략에도 불구, 조종사의 패닉으로 인한 오폭, 표적 선정의 실수, 군사
시설과 인구 밀집 지역 간의 완벽한 분리의 한계 등 여러 현실적 변수도 개입

❍ 또한 저위력 핵무기 활용을 강조하는 핵전략은 핵 사용 문턱을 낮춤으로
써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도 가능
대량 인명 살상과 방사능 낙진 위험이 낮아짐에 따라 핵 금기(nuclear taboo)가
약해지는 효과가 있어 위기에 몰릴 경우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커질 수 있고, 이는 핵무기 사용 억제 측면에서 부정적
저위력 핵무기의 발전으로 재래식 무기와의 차별성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히로
시마에 투하된 원자탄 위력(16kt)의 절반에 해당하는 저위력 핵무기가 뉴욕 맨하
튼에 터질 경우 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24)

❍ 확증 파괴 논리가 최소 억제를 넘어서는 핵 능력 추구를 제어하는 반면에,
대군사 타격과 핵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강조는 끊임없는 군비경쟁을 촉
발하고 위기 시에는 선제 공격의 위험성을 부추기는 부작용 존재
대량보복전략을 비판하며 유연반응전략을 고안해 냈던 맥나마라가 다시 확증파
괴 전략으로 회귀한 것도 대군사타격 논리가 안고 있는 딜레마 때문
실제로 케네디 행정부가 대군사 공격 옵션을 강조하자 소련은 미국이 선제 핵 공
격을 기획하고 있다고 의심했고, 심지어 미 공군도 핵전쟁 승리의 관점에서 도시
공격 회피 전략을 환영하며 대규모 핵 증강을 정부에 요구

❍ 핵전략의 역사는 어느 의미에서 확증 파괴(assured destruction) 진영과
피해 최소화(damage limitation) 진영 간의 지적 투쟁의 기록
확증 파괴 진영은 핵전쟁을 수행한다는 발상 자체를 난센스로 보고, 전략적 안정
을 통한 핵 사용 가능성 자체를 막는 데 중점을 둔 반면
피해 최소화 진영은 억제가 깨질 경우를 대비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며, 억제
실패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핵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
24) Broad(2022), “The Smaller Bombs That Could Turn Ukraine Into a Nuclear War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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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반도에의 함의: 쟁점과 과제
가. 북한의 핵 억제 교리와 한반도 확장억제
❍ 북한의 핵 개발 경로는 전략핵과 전술핵 개발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대미
최소 응징 억제와 한반도 역내를 겨냥한 거부적 억제 전략을 병행25)
❍ 북한 핵전략의 근간은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억제하려는 ‘확증 보복’(assured
retaliation) 태세로 해석
보복 위협을 통한 억제라는 면에서 응징적 억제의 성격이며 이를 위한 수단은 신
뢰성 있는 제 2격 능력의 확보임.
화성-14/15/17형의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 북극성 계열 SLBM과 중형 잠수함
건조, 핵전력의 생존성 향상을 위한 이동형 발사대(TEL), 열차기동 미사일 연대
등은 모두 북한이 대미 최소 억제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 아울러 북한은 전술핵과 단거리 신형 전술 유도무기의 개발을 통해 전술적
수준에서 핵전쟁 수행(nuclear war-fighting) 능력 확보도 병행 추구
한반도, 일본 등에 대한 핵 타격을 통해 미 증원군의 전개를 거부하고 전황에 따라
군사 표적을 작전적으로 타격하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거부적 억제 효과 도모
미국의 군사적 개입 방지를 미 본토 응징 옵션에만 의존할 경우 억제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
이를 위해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를 토대로 생존성, 정밀성, 요격 회피 기능이
보강된 신형 전술유도무기(KN-23, KN-24 등)를 개발
한미의 우월한 재래식 전력을 상쇄하는 차원에서 전술핵의 작전적 운용 능력을
강조하는 비대칭 확전 태세로 해석(인도에 비해 군사력이 열세에 있는 파키스탄
이 채택하고 있는 억제태세와 유사)

❍ 북한이 ‘비대칭 확전’(asymmetric escalation) 태세를 염두에 두고 있음
은 여러 정황을 통해 확인
25) 김정섭(2021),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전술·전략 무기 개발 동향과 핵 억제 교리 진화의
함의,” 「세종정책브리프 2021-6」,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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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실시된 미사일 훈련 상황과 관련, 북한은 한반도의 부산, 포항은
물론 이와쿠니 등 주일미군 기지가 표적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의도적으로 노출
 최근 4월 5일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 전투무력이 동원되게 된다”며 핵무기를 최후 보복 수단이 아닌 전쟁
초반의 전투력 수단으로 적극 고려하고 있음을 명확화

❍ 한편, 미국의 핵우산 공약은 냉전 종식 이후 전술핵 철수로 전략핵에 의존하
는 상황이었으나, 최근 저위력 핵무기의 개발로 확장억제의 수단 다양화
❍ 2019년에 작전 배치된 W76-2형 Trident-II SLBM 등의 저위력 핵무기 옵션은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
저위력 핵무기는 민간인 살상, 낙진 위험 등 부수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즉응
력과 사용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억제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특히 전장에서 작전
적 효과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거부적 억제 효과 강화
응징적 억제 측면에서 볼 때 위력의 약화는 단점이나 사용 가능성(2차 보복의
신뢰성)과 적 수뇌부에 대한 정밀 타격은 강점으로 작용
무엇보다 북한의 전술핵 사용 시 미국의 핵 대응 옵션이 다양화되었다는 면에서
북한이 노려볼만한 확전 사다리의 빈틈이 없어졌고, 미국의 대북 확전 우위
(escalation superiority)가 의심 받을 여지는 더욱 없어졌다고 해석26)

❍ 북미 모두 추구하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 역량 확충은 억제의 신뢰성을 높
이기 위한 차원이지만, 다른 한편 유사시 핵 사용의 용이성이 커짐으로써
핵 금기를 허무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

나. 군비경쟁과 위기 불안정성의 문제
❍ 억제가 깨졌을 경우를 대비한 핵전쟁 수행 능력의 강조는 대군사 타격에
중점을 둠으로써 불가피하게 군비경쟁을 촉발
26)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보유한 저위력 핵무기의 존재가 상대의 핵 사용 임계점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으로는 Scott D. Sagan(2018),
“Armed and Dangerous: When Dictators Get the Bomb,” Foreign Affairs, vol. 97,
no. 6, pp. 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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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확전 시나리오에서 상대보다 우위에 서면서 핵 교전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포의 균형 유지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다양하고 충분한
핵전력과 군사 옵션 구비 필요
또한 핵 교환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아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공격보다는 적의 군사능력(핵전력) 약화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상대
의 입장에서는 억제력의 약화와 선제공격의 두려움을 낳는 효과 발생
자신의 보복능력(제 2격) 훼손을 우려한 상대국은 핵무기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
해 분산, 은닉, 중복 등의 방법으로 핵전력 증강을 도모하며 스스로도 확전 시나
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핵전력 옵션을 추구

❍ 대군사 전략이 초래하는 군비경쟁의 부작용은 냉전 시대 핵전략 논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
대량보복전략을 비판하며 융통성 있는 핵 옵션 필요성을 제기했던 맥나마라 국방
장관은 대군사 전략이 요구하는 핵 군비 증강의 압력에 직면했고, 이후 스스로
확증 파괴 전략으로 선회함으로써 장군들의 핵미사일 증강 요구를 억제
카터 행정부 시절 핵 표적 정책이 검토될 당시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은 지속 가
능한 핵전쟁 수행 능력과 이를 위한 최적화된 핵 옵션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었으나, 당시 브라운 국방장관은 핵무기는 억제용이라며 최종 대통령 지침에서
핵전쟁에서의 ‘승리(winning)’,‘지배(prevailing)’와 같은 단어를 삭제27)
레이건 행정부는 대통령의 NSDD-13 문서에 억제 실패 시 미국은 “must prevail,
must win”이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핵무기를 전투용으로 생각하는 관념을
공식화하고, 카터 행정부 시절 삭감된 모든 핵 프로그램(B-1 폭격기 등)을 부활하
는 등 국방비를 13%나 증액

❍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남한의 재래식 첨단무기 증
강이 상호작용하는 군비경쟁의 양상 대두
북핵 위협 고도화에 따라 한국군은 현무-4 등 고위력 지대지 미사일, F-35 스텔스
전투기, SLBM 등 첨단 재래식 전력 증강에 매진(한국의 국방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14조 원 이상이 순증하여 54조 6천억 원을 상회, 수년 내 일본 국방비 추월
예상)
27) Kaplan(2020), The Bomb: President, Generals, and the Secret History of Nuclear

War, pp. 144-145.

- 21 -

북한은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고 생존성, 정밀 타격 능력이 향상된
다양한 미사일(변칙 기동의 KN-23,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추구

❍ 북한의 전술핵 개발 및 비대칭 확전 핵 교리, 저위력 핵무기 사용이 포함
된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공약은 위기 안정성 측면에서도 어려운 문제
를 야기
❍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계속 진화할 경우 위기 단계별 북한이 사용
할 수 있는 핵 옵션이 다양화되고 그만큼 핵 사용 임계점이 낮아짐을 의미
현재 KN-23 등 단거리 미사일에도 1개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많은 전문
가들은 판단28)
또한 단순히 핵무기의 단거리 미사일 탑재에 그치지 않고 수 kt의 저위력 핵무기
를 포탄, 어뢰의 형태로 운용하는 능력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

❍ 북한이 러시아식의 ‘escalate to de-escalate’를 흉내 내는 것은 평양
과 러시아의 차이를 감안할 때 위험한 선택
러시아는 미국과 상호확증파괴(MAD) 상태에 있으므로 전술핵 사용 위협을 통한
핵 확전 가능성이 미국에게 실존적 위협
반면, 북한은 미 본토에 대한 신뢰성 있는 확증 파괴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한
언제든지 미국에 의해 선제적, 예방적 무력화의 대상이 될 가능성 존재
따라서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하거나 그러할 징후가 보일 경우 한반도에서의 핵
위기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우려

❍ 한편, 북한의 전술핵 고도화에 대응하여 한미도 전술적 대응 능력을 강화
해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

28) SCUD, KN-23, KN-24 등 단거리 미사일에는 핵탄두 1발, ICBM(화성 15형)에는 2~3발,
SLBM(북극성 3형)에는 2발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 Jeffrey Lewis, “Preliminary Analysis:
KN-23

SRBM,”

June

5,

2019,

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https://nonproliferation.org/preliminary-analysis-kn-23-srbm/, Michael Elleman,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KN-24

Missile

Launches,”

https://www.38north.org/2020/03/melleman03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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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North,

March

25,

2020,

최근 대선 과정에서 대두된 대북 선제타격 주장은 억제 실패 시에 한국군도 북한
핵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해야 한다는 압박감의 발로로서 아측의 피해 최소화를
염두에 둔 거부적 억제의 일환
그러나 선제 타격, 참수 작전과 같은 선제적 교리는 북한의 핵 사용을 자제시키기
보다 오히려 압박하는 역효과 가능(use it or lose it dilemma)29)
특히, 한미가 선제적 교리를 강조할수록 북한으로서는 위기 시 전술핵 사용이
즉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임형 핵 지휘통제를 채택할 압력이 강해질 것으
로 예상
북한 정권의 속성상 전술핵 사용도 현장 지휘관에게 사전 위임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전황이 급박하게 전개된다면 위임의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30)

다. 대북 억제 메시지의 구성
❍ 억제는 일종의 심리작용이기 때문에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직면
하게 될 보복의 성격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
❍ 평시 한미가 대북 억제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이
가능31)
첫째, 북한의 무력 도발로 한국이 위험에 처할 경우 한미가 보유한 전력을 한꺼번
에 쏟아붓겠다는 강력한 억제 메시지 가능. 이는 전쟁 자체를 막고자 하는 목적에
서 ‘사전 억제’에 중점을 두는 방식
둘째, 북한과의 무력 충돌 시 북한의 도발 수위와 전황에 따라 한미의 군사적 대
응을 단계적으로 올려갈 것이라는 억제 메시지 가능. 냉전 당시 유연반응 전략과
유사하게 ‘확전 통제’에 중점을 두는 방식

29)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 작전, 선제타격 등의 강조가 한반도에서 위기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으로는 Vipin Narang and Ankit Panda(2020), “North Korea: Risks of
Escalation,”

Survival,

vol.

61,

no.

1,

pp.

47-54;

Adam

Mount

and

Mira

Rapp-Hooper(2020), “Nuclear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rvival, vol. 61,
no. 1, pp. 39-46 등을 참고할 것
30) 2020년 5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이 제시됐다”고 공개한 노동신문의 보도(2020.5.24.)는 이런 측면에서 주목
31) 억제 메시지 선택에 대해서는 황일도(2017), “북한의 ICBM 보유 이후 한국의 대응: 1960
년대 유럽 사례의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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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억제모델은 초기 도발 억제와 확전의 측면에서 각기 장단점이 있음.
만약 사전 억제에 중점을 둘 경우 도발 자체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초기 도발이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 증대(북한으로서는 일단 무력 충돌이 발발한 경
우 군사력 사용을 자제할 유인이 없고 초기에 모든 전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합리
적 선택)
반대로 확전 통제를 강조할 경우 확전의 위험성은 낮출 수 있지만 저강도 도발이
나 재래식 전쟁의 문턱이 낮아지는 문제 존재

❍ 한미 전략목표의 최우선순위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재래식 충돌과 핵 사용 간에 확전의 문턱이 놓여 있음을 분명히
하는 억제 메시지가 바람직
북한이 일단 핵을 사용한 이후에는 단계적인 핵 교전은 있을 수 없고 한미의 모든
수단이 동원된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 발신. 즉, 재래식 교전과 핵 사용은
차원이 다른 성격으로 규정,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억제하는 데 집중
저위력 핵무기 등장으로 제한핵전쟁 개념이 주목받고 있으나, 한반도는 전장 환
경이 너무 좁아 전술핵-전략핵의 구분이 무의미하고 핵 교전이 통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농후
북한이 재래식과 전술핵을 하나로 묶고 전략핵을 별도로 구분하는 교리(비대칭
확전 태세)를 추구한다면, 한미는 전술·전략핵을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묶음으
로 삼아 재래식 충돌과는 확연히 구별하겠다는 메시지 선택 필요

❍ 한국군의 ‘핵·WMD 대응 체계’(3축 체계) 역시 이러한 핵 억제 기조에
맞춰 다시 정리 필요
대량응징보복(KMPR)을 북한 도발 초기에 단행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조건이 도
달할 때까지 유보할 것인지의 실행 시점에 대한 메시지 선택 문제
만약 재래전 상황에서 KMPR을 가동하겠다고 위협한다면 이는 북한 입장에선 핵
사용의 유인(압박)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KMPR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단행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바람직(초기 재래식 도발 억제 효과의 약화는 감수)
KMPR은 비록 비핵 보복이지만 대량으로 일거에 단행될 경우 미국의 전략핵 사용을
강제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어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북
한에 대해서는 중첩적인 억제 효과 발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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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식 충돌 단계에서는 북한이 핵 사용 문턱을 넘지 않도록 확전 통제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
재래전으로 상황을 국한시키는 것이 한미의 목표라면 북한의 ‘use it or lose
it’ 딜레마를 자극할 필요가 없으며, 북한에 대한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정책도 충분히 고려 가능
재래식 전력에서 한미가 북한을 압도하기 때문에 NFU 정책이 대북 억제력을 약화
시키지는 않을 것임.

❍ 한편, 북한이 실질적인 핵무장 국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술핵의 작전
적 사용을 과시하는 비대칭 확전 태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
이 기존의 작전계획과 전쟁개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고민 필요
초기 방어단계를 거쳐 공세로 전환, 북한 정권을 제거하고 북한군 격멸을 통해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을 이룩한다는 현재의 작전개념과 전쟁 목표가 한반도에서
의 핵전쟁 방지라는 목표와 조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
북한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핵 사용을 결심할지는 알 수 없으나, 정권 붕괴 임
박 또는 완전한 군사적 패배 시점보다는 앞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이 합리적. 따라서 현재의 무제한적인 전쟁수행 방식은 북한의 핵 사용 억제와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따라서 평시 억제가 실패하여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이후에는 전시 억제 개념으로
전환하여 핵전쟁의 참화를 막는 노력을 전쟁 중에도 지속할 필요성 존재
평시 억제뿐 아니라 전쟁 중 억제에 유념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전략목표를 달성하
는 수준으로 전쟁의 최종 상태를 상정하고 군사행동의 수단과 작전 범위에도 일정
한 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

❍ 즉, 재래식 교전 국면에서는 단계적 대응, 핵 사용 시에는 전면 보복 위협
이라는 억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핵전쟁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6. 결론
❍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핵무기의 실전 사용에 대해서는 일종의
국제규범과 같이 핵 금기(nuclear taboo)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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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기시켜주듯이 재래식 전쟁이 핵 사용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저위력 핵무기의 존재는
핵 사용을 더 쉽게 결심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
❍ 핵 사용 상황을 상정한다면 핵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가의 문제
를 피할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제한핵전쟁 개념임.
즉, 끔찍한 핵전쟁이라도 일단 발발한 이상 공멸을 막고 최대한 아측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쟁 목표와 방식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발상임.
이를 위해 대도시 공격은 최대한 유보하고 상대의 군사 표적을 겨냥하되, 공격을
상대의 반응과 전황에 따라 조절되고 통제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접근
따라서 단순한 보복능력(제 2격 능력)으로는 충분치 않고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확전 우위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한핵전쟁론자들의 주장

❍ 억제 실패에 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제한핵전쟁 논리
에 내재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유념 필요
즉, 핵전쟁 수행 능력 준비가 오히려 핵 사용 문턱을 낮춤으로써 핵전쟁의 가능성
을 높일 수가 있으며, 끊임없는 군비경쟁과 유사시 위기 안정성 훼손을 초래하는
문제 초래
이 때문에 핵무기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억제용이지 전투 무
기가 아니라는 반론과 논쟁이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고 진행

❍ 한반도에서의 핵 대치와 전략 균형의 성격도 더 이상 공포의 균형에 머물지
않고 있어 저위력 핵무기의 전술적 사용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성 증대
북한은 전략핵과 아울러 전술핵 개발을 병행하고 있으며 핵 사용 교리도 재래식
충돌 상황에서 전술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비대칭확전 태세로 해석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다시 본격화된 저위력 핵무기 개발로 인해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높아진 반면, 미국의 핵 사용 옵션은 더 다양해지고 용이해진 측면 존재

❍ 억제 실패 시에 대비한 핵전쟁 역량의 준비는 군비경쟁 및 위기불안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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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대북 억제 전략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 필요
억제가 깨져 핵 사용이 이루어진 상황을 가정하여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고 불가피한 현실
다만,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옵션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한반도에서 핵 균형이
그렇게 미묘하고 깨지기 쉬운 것인지 자문 필요
한반도에서는 한미와 북한 간에 쌍방 억제가 작동하고 있어 어느 일방의 전면적
군사 옵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만약 한반도 전략 균형의 성격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보복 능력에 기초한 응징 억제
(deterrence by punishment) 전략이 훨씬 안정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대안
정책적 차원에서 보면 공격(보복)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 구축의 우선순위 문제,
대북 억제 메시지의 선택(선제타격 등) 문제 등에 영향

❍ 전장 환경이 좁고 북한과 한미의 전력 차이가 비대칭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 제한핵전쟁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 존재
핵 사용 억제 실패 이후 조절된 방식으로 확전을 도모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통제
되지 않은 전면적인 핵 교전으로 치달을 가능성 상당
따라서 평시 대북 억제 메시지는 핵 사용 이후에는 전면적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하는 사전 억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즉, 핵무기는 저위력, 고위력을 구분하지 않고 재래식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성격
으로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핵 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데 역점
재래전 상황에서는 북한이 핵 사용 문턱을 넘지 않도록 확전 통제의 관점에서 전쟁
중 억제(intra-war deterrence) 노력 경주

❍ 결국 관건은 핵전략에 내재하는 딜레마를 고려하여 정책 조합과정에서 적절
한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되, 한반도에서의 핵 사용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
향으로 억제 메시지와 태세 정비 필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jong.org 문 의: public@sejong.org
『세종정책브리프』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
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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