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과 핵공유

NATO 사례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시사점
황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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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1990년대
초 철수한 미군 전술핵 병기를 주한미군에 재
반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한미 양국의 확장
억제 논의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준
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전자의 경우 유럽 미군기지에서 미국 전술핵
탄두를 관리하는 ‘핵공유’ 프로토콜이, 후자
의 경우 1966년 구성된 나토 핵계획그룹
(NPG)이 일종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유럽에서 진행돼 온 관련 논의를
종합해보면, 주요 나토 동맹국은 이러한 메커

니즘의 실효성에 상당한 회의를 품어온 반면
그러한 문제제기로 인해 미국측이 독점적 결
정권을 양보하거나 핵 사용의 시기･방법･목
표물 선정 등의 핵심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수용한 경우는 발
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유럽 전
구의 미국 전술핵 배치가 군사대비태세 강화
같은 실질적 목적보다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의지와 안보공약을 상징하는 차원에
서 이뤄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핵심어: 북대서양조약기구, 확장억제, 핵공유, 핵계획그룹(NPG), 한반도 전술핵 재반입

Ⅰ. 서론
1. 연구의 의의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가시화되면서 한국의 군사 대비태세를 재편해야 한다
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
제기된 독자 핵무장 주장이지만, 한국이 처한 다양한 국제법적･국제정치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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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여건으로 인해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 암묵
적 합의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1) 이 때문에 관련 논의
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북핵 대비태세에서 한국의 발언권이나 결정권을 증가시
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로 빠르게 수렴되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의 경우 유사
시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선호가 굳어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제기된 아이디어 중 하나가 1990년대 초반 냉전이 해체되면서 철수
했던 미국의 전술핵 병기를 주한미군에 재반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다.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관련 논의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으로 강화하자
는 방안 역시 이와 관련이 깊다. 유럽 주둔 미군기지에 미국의 전술핵탄두를 보관
하는 핵공유(Nuclear Sharing) 메커니즘이 냉전 종식 이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북핵 위협이 가시화된 현재 시점에서 이를 한반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그 골자다. 한미 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전술핵 재반입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주장과 논의는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2)
양국 정부의 논의 역시 나토 모델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2016년 10월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 회담)과 연례안보협의회(SCM)
에 대해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모두 이러한 취지의 설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두 나라가 설치하기로 합의한 고위급 외교･국방 전략협의체(EDSCG)가 1966
년 구성된 나토 핵계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을 벤치마킹한 것이라
는 설명이 대표적이다.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가동을 위해 실질적인 논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나토에 이어 두 번째라는 해설도 뒤를 이었다.3)
북핵에 대한 한국의 군사대비태세를 구성하는 작업이 이렇듯 냉전 시기 나토의
1) 세계일보 2016년 2월 23일자에 따르면, 2016년 2월 국내 외교안보･핵 전문가 50명을 대상
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64%(32명)가 핵무장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11명이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6명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 조선일보 2016년 9월 26일자에 따르면, 2016년 9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
사에서는 북한 핵 위협의 대응방안으로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1.5%로
절반을 넘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42.1%로 나타났다. 핵무장 찬성자를 대상으로 핵무장 방
식을 질문한 결과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이 56.1%, ‘(미국의)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0.8%로 나타났다.
3) 동아일보 2016년 10월 20일자 “한미, NATO수준 핵우산 전략기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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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메커니즘을 주요 참고사례로 삼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제로 나토에서의
관련 논의가 어떻게 이뤄져 왔고 얼마나 실효성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작업 역시
필수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나토 사례가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논의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작업
역시 충분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 과시에도 나토 내부의 관련 절차나 협의기구 구성방
식, 핵공유 메커니즘 등에 대한 검토는 그만큼 심도 깊게 이뤄지지 못해온 게 사실
이다. 서구학계에서도 냉전 종식 이후 나토에 대한 관심 자체가 빠른 속도로 줄어
든 만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1, 2차 자료 역시 상당히 제한적이다. 우선 국내의
경우 ‘NATO 핵공유’나 ‘NATO 핵계획그룹’ 등의 주제어로 검색할 수 있는 선행연
구는 4~5편뿐으로(김정섭 2015; 김진호 2013; 윤형호 2010; 이창규 2011), 그나마
상당수는 확장억제나 동맹론에 관한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부수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나토 핵계획그룹을 포함한 핵공유 절차를 구체적으로 천착하거나
이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등 관련 메커니즘과 비교하는 논의에는 극히
제한적인 분량만을 할애하고 있을 뿐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선행연구가 간소한 논의에도 나토의 핵공유나 확장억제
협의 절차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전제한 뒤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
이다. 대북 억제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나토 수준의 핵 협의를 통해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Nuclear Posture Review) 작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나(이창
규 2011) 한미동맹의 논의 수준이 유럽에 미치지 못한다는 언급이 대표적인 경우
다(김정섭 2015).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국의 관련 부처
에서 ‘나토 수준’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배경 역시 이러한 선행연구의 문제의
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나토 핵공유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결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이렇듯 1차원적인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나토의 핵공유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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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그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유사
시 핵전력 가동과 관련해 미국과 주요 유럽동맹국이 설정해둔 의사결정 메커니즘
을 들여다보고, 미군 전술핵의 유럽 배치와 핵공유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프로토
콜로 구성돼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이러한 프로토콜이 과연 한국
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만한 것이었는지, 이를 따라잡는 과정에서 한국의 발언
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따져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냉전 시기 발간된 나토 및 주요 회원국의 공식문서와 관련
논문을 1차 자료로 삼는다. 1957년 옛 소련의 스푸트니크 위상 발사 이후 쏟아져
나온 유럽 각국의 관련 논문과, 이를 반영해 1966년 핵계획그룹 구성을 전후해 작
성됐던 나토 회의문서의 공개본이 첫 번째 대상이다. 이후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협의체계의 실효성 문제를 다룬 해당국가들의 관련 문서와 이를
분석한 학계 논문 역시 활용했다. 나토 주요 회원국의 핵 사용 지휘통제(Command
and Control) 체계를 다룬 주요 문헌, 이후 현재까지의 핵공유 프로토콜을 검토한
정책 보고서 등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나토 주요 회원국 및 핵공유 참여국가
전직 군 당국 관계자들의 발언과 인터뷰 역시 문헌 논의를 보충하는 재료로 활용
한다.

Ⅱ. 나토 핵공유 프로토콜과 핵 협의체계
1. 유럽 전구의 미군 전술핵 병기
1) 연원 및 현황
미군의 전술핵이 유럽에 배치되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공개자료
를 통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1950년대 소련의 재래식 전력 확충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략 1953년부터 관련 조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Ismay 1954), 1956년부터 63년까지 재임한 로리스 노스타드 전 유럽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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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최고사령관(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의 경우 첫 번째 전술핵 체계
가 1952년 여름부터 시작됐다고 회고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소련은 아직 전술핵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서유럽 국가들의 독자적 핵무장 욕구를 달램으
로써 전 세계적 핵 확산을 방지하고자 결정된 조치였다는 내용이다(Yost 2011).
이후 데비크로켓(Davy Crockett) 같은 핵 대포나 어네스트존(Honest John) 미
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핵 병기가 배치돼 1971년에는 무려 7300여기에 이르렀지
만, 한국에서 전술핵이 철수되던 1991년 무렵에 3000기 이상이 한꺼번에 철수
혹은 폐기됐고, 이후에도 숫자가 계속 줄어 현재는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B-61탄두
의 3, 4, 10번 모듈만이 주둔 미군기지에 남아 있다. 정확한 내역은 미국과 나토
모두 엄격한 기밀로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유럽에 남아있는 미국 핵탄두는 적게는
200여기, 많게는 330기 수준이라는 게 양측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추산이다(Beach
2009; Norris and Kristensen 2011).
당초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까지 총 7개국에 걸
쳐 있던 배치장소는 이후 수년 단위로 변경돼왔고, 2015년 현재는 영국과 그리스
가 빠진 5개국 6개 미군기지에 B-61 탄두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halessi 2015). 이러한 배치장소 변경 결정은 미국측 판단에 따라 이뤄졌고, 해
당 국가나 나토 차원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는 따로 없었다(Kristensen 2005).
이들 핵무기는 해당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탄약지원대대(Munitions Support
Squadron･MUNSS)의 전적인 관리와 통제 하에 놓여있으며, 현지 해당국 정부나
군 당국은 접근권한이 없다고 관련 문헌들은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전투대비태세 점검이나 정비, 교체 등의 일상
임무 역시 미군이 수행한다. B-61을 포함해 미군의 모든 핵무기에 부착돼 있는
PAL(Permissive Action Link) 장비 때문에 워싱턴에서 직접 송신하는 긴급행동메
시지(Emergency Action Message･EAM) 발사코드를 입력하기 전에는 활성화되지
않는다(Legge 1983).
다만 이들 탄두를 실어 적군에게 떨어뜨리는 임무는 기지를 나눠 쓰고 있는 해
당국가 공군이 담당한다. 유럽의 미군 전술핵 탄두를 핵공유 메커니즘이라고 부르
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해당 국가는 자신의 공군 주요 기종을
B-61 탄두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조해 보유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가군사지도부(NMA)가 EAM을 발신하면, 유럽 기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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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MUNSS가 이를 수신해 진본임을 확인하고 난 뒤에 해당 탄두에 PAL 코드를
입력해 현지 공군에 인계하고, 다시 이들 공군이 핵무기를 자국 전폭기에 장착해
발진한다는 게 전술핵 가동의 기본 프로토콜이다(Gregory 1996, pp.80-102).
유사시 이러한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현지 공군은 미군 MUNSS와 함께
B-61의 모의 핵탄두를 이용해 인수인계와 장착, 발진 훈련을 상시적으로 진행한
다. 다만 최근 독일과 터키 기지에서는 이전까지 관련 임무를 담당했던 해당 국가
공군기들이 최근 수년 사이 퇴역함에 따라 미 공군 F-16과 F-15가 직접 운반과
투하마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uer and van der Zwaan 2012).

2) 운용원칙의 함의
이러한 프로토콜 구성은 미국의 동의 혹은 결정 없이 이들 전술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핵공유 프로토콜 만으
로는 유럽 회원국이 미국의 독점적 결정권을 두고 느꼈던 불안, 즉 유사시 미국이
확전을 염려해 핵 사용을 주저할 것이라는 방기의 공포(fear of abandonment)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는 뜻이다. 다만 냉전 초기만 해도 이러한 핵공유 방식은
유럽 회원국들이 가졌던 불안의 정반대 측면, 다시 말해 유사시 미국이 유럽 측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재래식 전쟁을 핵전쟁으로 비화시킬지 모른다는 연루의 공포(fear
of involvement)를 달래는 데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워싱턴의
판단에 따라 핵 투사가 결정된 후에도 유럽 회원국들이 이를 거부하고 자국 공군
에 핵탄두의 수송이나 투하를 실행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했기 때
문이다.4)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들 미군 전술핵 탄두가 미국과 각국 정부 사이의 협의에
의해 배치된 게 아니라 나토 차원에서 운용된다는 사실이다. 각국은 미국 핵무기를
자국 내에서 유지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위해 상호방위목적핵기술협력합의 등 5개
4) 그러나 이러한 의의 역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미사일의 정밀도가 높아
져 미국이 역외에서도 언제든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1970년대 이후 급속도로 사
라지게 된다. 유럽 국가들이 투하 임무를 담당하는 현지 전술핵 없이도 워싱턴은 얼마든
유럽을 침공한 가상적국에 전술핵 사용과 확전을 단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훗날 유럽 전술핵의 군사적 효용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원인이 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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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의 양자협정을 맺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모두 나토차원의 결정을 이행
하기 위한 실무협약일 뿐 핵 사용 결정권과는 거리가 멀다(Hartley and Sandler
1999). 다시 말해 실제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이들 탄두를 사용할지 여부, 어떤
대상을 향해 언제 사용할지 등의 논의는 나토에 위임돼 있을 뿐 전술핵이 자리하
고 있는 개별국가가 별도의 발언권이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이들 탄두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는 앞서 본 5개 전술핵
배치국가뿐 아니라 나토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고, 그 의사결정은 참여국가 모두의
만장일치에 따라 이뤄진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다.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 핵
전력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프랑스를 제외한 27개 회원국, 즉 냉전 종식 이후
나토에 가입한 동유럽 및 옛 소련 국가들도 똑같이 결정권을 공유하는 구조다
(Fitzpatrick 2011).

2. 핵 확전 결정권 논쟁과 MLF 창설의 좌절
돌이켜보면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전술핵 등 미국의 확장억제 자산 운용과
관련해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은 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 발사와 그에 기반을 둔
ICBM 개발로 미 본토에 핵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된 1950년대 후반부터다(Yost
2011). 나토이사회 주요 회의의 결정사항을 담은 공식문헌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
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점 역시 1957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NATO 1974).
이전까지 소련의 핵무기는 서유럽을 침공하기에 앞서 서독 등 경계지역의 지상군
이나 인구밀집지역을 타격해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게 주된 용도라고 관측돼
왔지만, ICBM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기술이 일취월장함에 따라 이제는
워싱턴이 핵 위협에 놓이게 됐고, 유럽 각국은 ‘미국이 과연 워싱턴 핵 피격을 각오
하면서까지 우리를 지켜내려 하겠느냐’는 의문을 품게 된 것이 주된 배경이었다
(Freedman 2003, pp.271-314). 핵우산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이후 프랑스는 독자 핵무장을 선택했고, 당초 프랑
스를 은밀히 돕는 대신 핵 지분을 약속 받는 방안을 추진한 서독은 이 계획을 포기
하는 대가로 미국 핵무기의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을 요구하기 시작한다(Bluth 1995; Wohlstetter 1961). 유사시 핵 사용 여부를 비
롯한 나토의 주요 군사행동 결정을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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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렵 서독 측의 대표적인 주장이었다. 요컨대 미국이 반대한다 해도 다수 유럽
국가만 찬성한다면 미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던 셈이다
(Bader 1965).
그러나 이에 동의할 수 없었던 미국측이 대신 꺼내놓은 카드가 1960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나토 각료회의에서 제시된 다국적군(Multilateral Force･
MLF) 창설 아이디어였다. 그 골자는 주요 나토 회원국 병력과 미군 병력이 함께
부대를 편성해 폴라리스 핵미사일로 무장한 잠수함과 수상함을 운용하자는 것이었
다. 이를 통해 프랑스나 영국 수준의 핵 결정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서독 등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적극적으로 논의에 동참한다(Freedman 2003,
p.312). 이탈리아 잠수함과 미군 함정을 대상으로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등 아이디어는 그럴듯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독점적 핵 사용권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 유럽 각국이 비용 갹출과 부대 구성 등에 이견을 표출하면서 끝내
백지화되고 만다(Kohl 1965).
이와 함께 유럽의 주요 나토 회원국들은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핵을
사용한다’거나 ‘특정한 시점에는 미군 전술핵의 발사 키를 각국에 인계한다’는 식의
‘조건부 핵우산 가동계획’을 사전에 작성해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다. 그 대
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핵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에르 갈루아 장군의 1953년
제안과 1962년 논의됐던 이른바 아테네 가이드라인이다(Gregory 1996, pp.23-25).
이 과정에서 미국은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 주재의 특별위원회를 제안하는
등 ‘이를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대화를 진행하곤 했지만, 특정한 조건을 담은
지침을 만드는 방안 역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게 마무리됐다(Legge
1983).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중반에 지속적으로 이뤄진 이러한 미국과 유럽 사이
의 논쟁은, 기본적으로 핵 능력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싶었던 워싱턴의 정책방
침과 독자 핵무장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핵무기의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유럽 비핵국가 사이의 대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는
MLF 창설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본적으로 이 구상은 유럽 측의
반복되는 불만과 요구를 달래기 위해 워싱턴이 내놓은 카드였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핵무기를 운용하는 다국적 플랫폼이 창설된다 해도 미국 측은 핵무기 사용의
독점적 결정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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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이 시기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MLF 창설 논의를 위해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리빙스턴 머천트 대사와의 면담에서 MLF가 구성된다 해도 핵사용 결
정의 만장일치제를 유지하거나 미국이 배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Schwartz 1983, p.108: 박바르사 2001, p.179에서 재인용). 이러
한 양측의 근본적 견해 차이야말로 이 시기 논의됐던 주요 아이디어가 뚜렷한 결
실을 맺지 못하게 된 핵심 이유였다.

3. 핵계획그룹의 구성
1) 창설 배경과 개요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1960년대 중반까지 실제 전시 상황에서의 핵사용 결정
권 공유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나자, 유럽 주요 국가들은 핵 사용과 관련
한 작전계획(OPLAN) 수립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꾼다. 1966년 2월과
9월에 걸쳐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1966년 12월 14일 공식 창설된 나토 핵계획
그룹이 바로 그 결과물이었다. 이 시기는 독자 핵무장에 성공한 프랑스가 나토
군사기구 참여를 거부하면서 동맹으로부터 거리 두기를 시도하던 무렵으로, 핵
관련 논의기구의 창설은 또 다른 추가 핵무장 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한 워싱턴의
고육지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창설 당시만해도 방어계획위원회(Defence Planning Committee)의 특별위원회
형식(당시 명칭은 Nuclear Defence Affairs Committee, 핵계획그룹이라는 명칭은
1974년부터 사용)이었던 이 기구의 초대 위원장은 역시 맥나마라 장관이었다. 이
무렵의 참여국가는 총 7개국으로 제한돼 있었던 바, 핵 보유국인 미국과 영국,
직전까지 추진되다 좌초한 핵 다국적군(MLF) 논의에 적극적이었던 서독과 이탈리
아가 상임 참가국이었고, 나머지 3개 비상임 참가국은 여타 나토 회원국들이 1년
단위로 돌아가며 맡았다.
당시의 나토 공식문서가 기록하고 있는 핵계획그룹 창설의 실무 목표는 핵 사용
에 관한 나토 차원의 정치 지침(Political Guideline)을 작성하는 것이었다(Gregory
1996; NATO 1974, p.34). 창설 이듬해에는 현실성을 의심받기 시작했던 기존의 대
량보복전략(Massive Retaliation Strategy)을 대신해 유연반응전략(Flexible Response
Strategy)을 공식화한 ‘MC 14/3’도 이 기구를 통해 의결된 바 있다(Yos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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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979년 소련의 중거리 미사일 전진배치가 현안으로 불거져 핵 관련 논의에
대한 유럽 각국의 참여 의지가 커진 후에는 프랑스를 제외한 전체 나토 회원국이
상임 참가국을 맡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해서 냉전시기 동안 안보정책, 특히 전쟁수행 방식과 관련한 의제를 다
루는 나토의 관련 기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 유지돼 왔다. 최상층에는 1952년
구성된 나토이사회(North Atlantic Council)와 1966년 구성된 방어계획위원회, 핵
계획그룹이라는 세 개의 협의체가 자리한다.5) 다음 단계가 각국 최고 군 지휘관이
참여하는 군사위원회(Military Council)이고, 그 아래에 유럽동맹군최고사령부
(SACEUR)를 필두로 하는 4개 지역사령부가 자리하고 있었다. 달리 말해 지역사령
부가 군사위원회를 통해 상층부 3개 정치기구에 종속돼 있는 형식이다.

2) 조직과 운영방식
핵계획그룹은 주요 나토 회원국의 장관급 각료(주로 국방부 장관)가 참석하는
정기회의를 주축으로 삼는다. 핵계획그룹의 각료급 정기회의는 초기에는 1년에
한 차례, 70년대 중반 이후 1년에 두 차례 열려왔다. 공식적으로는 방어계획위원회
와 별개 협의체이지만 실제로는 방어계획위원회의 장관급 회의와 동시에 개최된
다. 즉 1970년대까지는 나토 회원국의 국방부 장관들이 모이는 방어계획위원회
회의에서 7개국만 따로 모여 핵계획그룹 회의를 개최하는 형식이었지만, 79년부터
는 두 기구의 공식회의를 사실상 한 자리에서 처리하는 모양새가 됐다.
또 한 가지 기억해두어야 할 것은 핵계획그룹의 논의를 위해 별도의 상설 지원
조직이 구성돼 운영돼 왔다는 사실이다. 1968년 핵계획그룹 회의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실무그룹(Staff Group)이 만들어졌고, 1977년에는 관련 논의의 연속성
강화와 기술적 자문을 위해 고위그룹(High Level Group)이 구성됐다. 이들 조직
의 수장 역시 모두 주로 미국측이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세부적인 활동
내용은 기밀로 묶여 있어 공개문서를 통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이수형 1998).
나토 공식문헌의 규정에 따르면 핵계획그룹은 회원국 사이에 핵 정책에 관한

5) 나토 회원국의 장관급 각료가 참석하는 이들 세 개 상층부 정치 기구는 그 위상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논의의 범주가 다르다. 나토이사회가 총론 차원의 원칙을 논의하는 테이블이라
면 방어계획위원회는 재래식과 비대칭 전력을 포괄해 전체적인 군사 대비태세를 논의하는
협의체이고, 핵계획그룹은 그 가운데 핵무기만을 별도로 논의하는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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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기획, 논의, 결정하는 주요 기구(principal body for planning, discussing and
deciding on matters relating to nuclear policy)다(NATO 1969). 회원국 전체의
군사목적 핵 정책을 관장하고 조율하며, 이후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는 나토 핵
전력은 물론 핵 확산이나 군축 같은 이슈도 함께 논의해 왔다는 취지다. 핵공유
프로토콜에 국한하자면 그 근간이 되는 미국의 핵 사용 작전계획, 즉 냉전시기에는
미군 전략공군사령부(SAC)가 작성하던 단일통합작전계획(SIOP)과 현재는 미군
전략사령부(STRATCOM)가 맡고 있는 유럽 전구 관련 작전계획에 대해 작성원칙
을 공동 협의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 역시 확인할 수 있다(Gregory
1996, pp.25-39).그러나 이러한 핵계획그룹의 명목상 구성과 기능이 현실에서도
제대로 구현됐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유럽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비판이
제기된다.

Ⅲ. 유럽 전술핵의 실효성 논쟁과 최근 논의
1. 유럽 회원국들의 문제제기
이렇듯 나토의 핵공유 프로토콜과 관련 협의체계를 살펴보고 나면, 현재 유럽에
남아있는 미국 전술핵의 운영방식은 핵무기에 대한 독점적 결정권을 놓치지 않으
려는 미국과 이를 어떻게든 나눠가지려던 유럽 각국의 오랜 줄다리기가 만들어놓
은 기묘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Charles 1987, p.211). 앞서 본
것처럼 미국이 자신들의 독점적 핵 사용 결정권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체제
나 제도적 장치를 최종적으로 수용한 사례는 냉전시기를 통틀어 한 차례도 발견되
지 않는다. 이러한 분위기는 냉전이 종식되고 핵 위협이 사실상 사라진 1990년대
이후 더욱 강해져서 아예 관련 나토에서의 토론 자체가 빠른 속도로 잦아들었고,
대신 ‘시대착오적인 미국 전술핵 배치가 과연 유럽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가’로 논
의의 초점이 바뀐다.
핵공유 관련 협의과정의 세부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 시기 유럽
각국의 공식문서를 살펴보면 유럽동맹군최고사령부를 제외한 상층부 협의체 논의
가 사실상 유명무실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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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형식만 놓고 보면 미군 전술핵을 포함해 나토 회원국의 핵 전력 전체를 각급
회의에서 조율하는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언급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975; NATO 1974).

1) 핵 사용 작전계획
우선 실제 핵사용과 관련한 작전계획 문제부터 살펴보자. 규정상으로만 보자면
핵계획그룹은 미국측 SIOP와 그에 상응하는 나토 NOP(Nuclear Operation Plan)
의 유럽전구 핵사용 작전계획을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해야 옳았겠지만,
실제로 냉전시기 이들 계획의 집필과 운용은 모두 미군 4성 장군인 유럽동맹군최
고사령관(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SACEUR)이 담당했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Gregory 1996, p.68). 이 자리는 미군 유럽사령부(USEUCOM)
사령관이 고정적으로 겸임하고 있고 나토가 창설된 이래18대 사령관에 이르는 현
재까지 미국 측은 이를 한 차례도 양보한 적이 없다.
핵계획그룹과 그 실무조직의 논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문서는 정
례 각료회의 종료와 함께 발표되는 최종 코뮤니케(Final Communiqué)가 사실상
유일무이하다(NATO 1966~2008). 나토 공식 아카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들
코뮤니케는 1966년 이후 2008년까지 총 103건이나,6) 대부분 1~2쪽의 소량인데다
방어계획위원회의 논의내용과 함께 총론적이고 피상적인 언급만을 담고 있는 경우
가 많다. 이 가운데 핵계획그룹 차원의 논의는 미국의 핵 전략 혹은 전력운용 원칙
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에 대응해 각 회원국의 관련 전력(예컨대 미군 핵탄두를
실어 나를 각 회원국 공군 전폭기)의 운용방식을 재조정하는 작업 등에 관한 개념
적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군 전술핵 관련 작전계획 등에 대해서도 유럽 측 회원국의 평가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군이 본토 기지에 배치해둔 전략폭격기나 전략핵잠수함(SSBN)에
보관중인 전략핵 미사일은 물론, 이들 전술핵과 관련해서도 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들은 아무런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공식문서에 등장하는 유럽 국가들의
반복되는 문제제기다(House of Commons Defence Committee 2008; NATO 1974;
1981). 유럽 내 전술핵 배치장소를 어떻게 바꿀지, 그 수량은 얼마나 유지할지,
심지어는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어떤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지 등에
6) http://www.nato.int/cps/en/natohq/official_text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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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모두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집행했을 뿐, 핵계획그룹을 비롯한
나토 협의체는 이를 추인했을 뿐이라는 이야기다(Ball 1981; Bracken 1983;
Charles 1987; Steinbruner 1978).

2) 목표물 선정과 사용 결정권
이러한 문제의식은 실제 핵 사용시 목표물을 설정하는 논의절차를 두고 한층
명확하게 드러난다. 어떤 대상을 잠재 타깃으로 설정하느냐는 문제는 핵 사용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지만, 냉전 기간 이를 조율하는 조직체계는 유럽이
아니라 미국 네브라스카 전략공군사령부(SAC)에 자리하고 있던 공동전략타깃기획
참모부(JSTPS)에서 진행했다. 그나마 주된 논의는 나토 내부의 핵무장 국가였던
미국과 프랑스, 영국 사이의 논의에 한정돼 있었고, 이들 국가의 핵 전력이 실제
유럽 전장에서 중첩 사용되거나 혼선을 빚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목표물을
나눠 맡는 논의에 가까웠다. 비핵 유럽 회원국은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기 어려웠
으며, 자국 미군 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해 유사시 자국 공군이 투하 임무를 맡게
돼있던 7개 국가(현재는 5개 국가)도 마찬가지였다는 설명도 확인할 수 있다(Meier
and Ingram 2012).
목표물 설정 못지않게 민감한 쟁점에는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 핵을 언제
사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핵계획그룹 차원의 논의 내용을 담은 문서들은 미
국이 유럽 전장에서 핵 사용을 결정할 경우 회원국들의 자문을 거칠 수도 있다
(may have been willing to seek)고 규정하고 있으나(House of Commons Defence
Committee 2008), 미국측의 관련 문서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강제적이 아니라 자
발적인 것이고 실제 전장환경에서 이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
이라고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Congressional Reasearch Service 1975).
미국측 문서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유럽 회원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직접적으로 단정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
하다.

3) 예외사례: ‘이중 트랙’채택과 INF 체결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렇듯 실제 핵사용 결정이나 실질적인 운용과
관련해서는 유럽 측의 불만이 해결될 수 없었던 게 사실이지만 동구 진영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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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협상이 연계된 문제에서는 핵계획그룹이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던 역사적 실
례가 있다는 점이다. 냉전 시기를 다루고 있는 주요 통사적 연구들이 핵계획그룹
의 ‘존재감’이 가장 두드러졌던 순간으로 꼽는 1970년대 후반 일련의 상황전개가
대표적이다(Freedman and Keegan 2001; Kugler 1993; Miller 2015).
이 무렵 소련이 SS-20 중거리미사일을 전진배치하면서 서유럽을 압박하자, 1977
년 나토는 핵계획그룹에 중거리 핵전력 현대화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지시
를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조직된 특별자문그룹(Special Consultative Croup)의
보고서에 의거해 1979년 12월 나토 각료회의는 소련과의 중거리핵전력 감축 협상
과 함께 미국 퍼싱-2 미사일과 지상배치순항미사일(GLCM)의 서유럽 배치를 동시
에 추진한다는 ‘이중 트랙(dual track)’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에 따라 전개된
나토와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80년대 중반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집권과
함께 소련의 핵 전략이 크게 수정되면서 1987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체결이라
는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체결된 INF가 이후 현재까지도 양대 핵 강대국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근본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핵 군비경쟁을 완화시키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음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US Department of State 2016).
따지고 보면 원래는 유관 7개 회원국만 참여하던 핵계획그룹 논의가 회원국 전
체로 확장된 것 역시 이 때의 상황 때문이었다. 이전 시기 핵계획그룹의 논의는
유럽 내 전술핵 운용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안으로 제한됐던 탓에 이에 관여하는
7개국의 협의가 주를 이뤘지만, 이중 트랙이나 소련과의 감축협상 같은 정치･외교
적 사안을 논의하려면 전체 회원국의 참여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중 트랙 전략의 개념 설정 작업을 맡았던 특별자문그룹은
이후 핵계획그룹의 공식 전문기구인 고위그룹(High Level Group)으로 상설화되
기도 했다(Freedman and Keegan 2001, p.161). 확장억제와 관련한 동맹 차원의
논의는 특정 군사자산의 운용보다 정치･외교 영역에 속하는 거시적 의제에서 훨씬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방증인 셈이다.

2. 미국의 현실적 고민
1) 핵사용 결정권 독점 원칙과 NPT
전술핵 사용에 대한 유럽 동맹국들의 반복되는 불만에도 미국측이 앞서 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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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 태도를 유지해온 것은, ‘대통령만이 핵무기 운용 및 발사에 관한 기본 권한
을 독점하며, 이러한 권한은 주요 동맹국이 연루된 전쟁 상황에서도 제한되지 않는
다’는 관련 국내법령 규정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미국측의 관련 절차에 따르면
전략핵과 전술핵을 막론하고 핵 사용은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참여하
는 국가통수기구(National Command Authority)를 거쳐 전적으로 행사하도록 돼
있다. 영국과는 핵 사용시 사전에 협의(consultation)하기로 양자동맹을 체결해두
었고 나토 차원에서도 상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들 규정은
모두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핵 사용에 관한 최
종결정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Congressional Reasearch
Service 1975).
미국과 나토 동맹국 사이의 핵 관련 협의를 제약하는 또 다른 한계로는 핵확산
금지조약(NPT) 문제가 있다. 냉전 시기 미국은 유럽의 전술핵이 평시에는 모두
자신들의 전적인 통제하에 있으므로 비핵국가의 핵 관련 군사활동을 금지한NPT
위반이 아니며, 전시에는 NPT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비핵국가들이 운반작업
에 참여한다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을 견지해왔다. 이 논리에 따르자면 핵
사용권한을 실질적으로 나눠 갖는 체제는 NPT 위반이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
운 셈이다.7)

2) 전술핵의 군사적 실효성 소진
군사적 실효성 차원에서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주지하다시피 이들 전술핵 병기
가 핵 삼원체제(Nuclear Triad)가 완성되기 전에 배치된 구시대적인 무기체계라는
점은 가장 대표적인 한계다. 1970년대 이래 미국은 ICBM과 핵잠수함을 활용해
유럽 밖에서도 얼마든 유럽을 침공한 가상적국에 핵을 투사할 수 있게 됐고, 실제
로 미국의 관련 작전계획 역시 유럽 내 전술핵을 사용해 핵우산을 가동한다는 개
념은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됐다는 게 정설이다(Freedman 1998). 일례로 콜린 파월
전 미군 합참의장은 “전술핵 무기, 특히 핵 포병전력은 문제를 일으키기 쉽고, 현대

7) 일각에서는 비핵국가 군대가 상시적으로 핵무기를 다루는 연습에 참여하고, 그 운반 등을
위한 개조장비를 개발해 자국 항공기에 장착하는 것 자체도 NPT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비
판이 제기된 바 있다(Khalessi 2015). 이는 나토 핵공유 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이들이 맨
먼저 내놓는 논리적 근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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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재래식 무기체계의 정밀성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 상황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Yost 2011).
2008년 로버트 게이츠 장관의 지시에 따라 미 국방부가 진행한 핵무기 관리
검열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견해는 역대 미군 유럽사령부 고위 지휘관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핵무기에 정치적 이유 외의 군사적 함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왕의 몸값(King’s Ransom)일 뿐”이라는 미군 고위 관계자의 언급이 대표
적이다. 2010년 4월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군 합참차장은 “(B-61탄두 같은) 항공기
투하 전술핵 탄두의 임무가 미군 전략핵이나 재래식 전력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가”라는 질문에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Schlesinger and others
2008).

3) 재정 부담과 관리 부실화
실리적인 차원에서도 나토 핵공유 메커니즘은 미국측에 상당한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 B-61 탄두를 비롯한 전술핵 탄두를 유럽에서 유지하는
데 미국은 1년에 2억 달러 안팎의 국방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uer and
van der Zwaan 2012). 향후 유지･보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B-61탄두를 현대화하
려면 4~5억 달러 수준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Meier and
Ingram 2012).
이를 실어 나를 항공전력 문제도 간단치 않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당초 이 임무
를 맡았던 토네이도 전폭기의 퇴역이 다가오면서 아예 자국 내에서 전술핵을 철수
해달라고 미국과 나토에 정식 요청한 적이 있다. 이러한 부담은 미국도 마찬가지
여서 냉전 기간 이 임무에 투입돼 있던 F-16이 향후 F-35로 대체되면 이 기종에
B-61 장착 장비를 탑재해야 한다(North Atlantic Council 2010).
더욱이 유럽 내 전술핵이 미국의 핵전력 구성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는 상태다
보니 그 관리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본 5개국 6개 기지에 미군은
항공기 격납고에 WS3(Weapons Storage and Security System)라는 전용 보관시
설을 구축해 탄두를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 자체가 워낙 오래되어 보안
이나 유지관리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더욱이 이를 관리하
는 MUNSS 부대원이나 그 대비태세를 감독할 인원들 역시 훈련부족 등의 이유로
정기 검열에서 여러 차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미군 당국 공식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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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확인된다(Kristensen 2005). 일례로 2007~08년 미 공군의 전비태세 점검에
서는 “운용인력, 장비, 설비 등 모든 측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inconsistency) 못
하며 미 국방부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려면 이들 기지에 상당한 추가 자원투입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US Department of the Air Force and Peyer
2008, p.52).

3. 전술핵 철수 요구와 잔류 결정의 배경
이렇듯 유럽 주요 회원국들이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미국측 역시 군사적
함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함에 따라 1990년대 후반 이후 핵공유 프로토콜을 근본적
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됐다. 우선 전술핵에 대한
나토의 공식결의부터 급속도로 수위가 낮아졌다. 1999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전
략개념(Strategic Concept) 문서에서는 이들 전술핵이 미국과 유럽을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필수불가결한 고리(indispensable linage)로 묘사됐지만, 2010년 정상회
의에서 채택된 같은 문서에서는 유럽에 제공되는 미군 확장억제의 중심축으로 전
략핵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North Atlantic Council 1999; 2010).
달리 말해 전술핵이 확장억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는 방증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 변화로 인해 2010년 5월 NPT 점검회의에서는 총 9개 유럽 국가가
전술핵 무기 철수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독일 측이 작성한 관련 성명의
초안 역시 전술핵 철수를 러시아와의 군축협상을 촉진하는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Sauer and van der Zwaan 2012). 2012년 5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를 담은 보고서가 각국 지도자에
게 회람된 바 있다(Meier and Ingram 2012).
이렇듯 크고 작은 논쟁에도 미국측이 현재의 전술핵 공유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원론적인 이유는 이들 전술핵 탄두가 미국이 나토 동맹국에 대해 제시하는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의 상징물이라는 암묵적인 공감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혹
은 이를 철수할 경우 유럽 동맹국들이 받을 정치적･심리적 영향을 우려해 철수를
단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99년 4월 전술핵
체계 유지 여부를 검토했던 나토 정상회의는 “핵무기를 동맹국에 배치하는 근본적
인 목적은 정치적이다. 군사적 공격에 대응해 동맹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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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외부강압을 차단하고 평화를 보존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는 결론을 공개한 바 있다(Futter 2011). 요컨대 유럽의
B-61 탄두는 그 군사적 실효성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유럽 국가들에게 심리적 안
정감을 제공하는 ‘핵우산의 물리적 상징물’ 혹은 ‘국제정치적 고려에 의한 제스처’
의 의미를 담보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Larsen 2006).
다만 유럽의 전술핵 무기 잔류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그 실질적인 근거로 이들
핵무기가 러시아와의 군축협상 과정에서 협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
놓기도 한다. 이를 철수하는 작업은 러시아 측의 전술핵 감축과 병렬적으로 이뤄
져야 하며, 군사적 효율성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철수 혹은 폐기
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취지다. 러시아가 여전히 수천 기 수준의 전술
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철수하는 것은 훨씬 복잡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Futter 2011).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러시아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따라 핵탄두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전술핵을 주요 감축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의도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과 관련한 상원 청문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이 남긴 “전술핵의 투명성을 높이는 러시아와
의 협상과정에서 유럽의 전술핵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나서 이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 역시 같은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Seay 2011).

Ⅳ. 한미동맹과 나토 사례의 비교
1. 확장억제 협의 체계
1) 한미간 협의기구 내역과 그간의 논의
한미 양국은 그간 확장억제 논의를 위해 양국 국방부 장관 회담인 연례안보협의
회(SCM)의 부속기구 수준에서 여러 협의체를 운용해왔다. 특히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가시화한 2010년 이후 이러한 움직임은 한층 본격화했는데, 그 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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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2015년 구성된 억제전략위원회(DSC), 2016년
합의된 고위급 외교･국방 전략협의체(EDSCG)가 대표적이다. 이들 협의체는 앞서
만들어진 기구의 참석자 수준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변경 혹은
발전돼온 것으로, EDPC가 국장급, DSC가 차관보급 논의였던 데 비해 2016년 10
월 합의된 EDSCG는 차관급이라는 게 국내 언론에 보도된 한국 국방부의 공식
설명이다.8)
2013년 공식화된 한미 양국의 ‘맞춤형 억제전략’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한다는 언급 외에, 이들 협의체의 세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공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극히 적다. 다만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가 2016년 8월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 협의체가 ‘‘확장억제와 관련해 과거 한국
측은 이를 미국측에 일임해두었으나, 앞으로는 핵무기나 투발 무기체계 등 미국측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언제 배치할 지와 같은 핵심 억제 이슈에 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Einhorn and Kim 2016).
반면 1991년 철수한 미군 전술핵을 국내 미군 기지에 재반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는 그간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에서는 그간 정치권과
민간 등에서 다양한 제안 혹은 요구가 있었지만, 한미 양국 당국자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방안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특히 미국측의 경우 성 김 국무
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모두 공식석상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한 바 있다.9) 이러한 미국측의 태도에 대응해 한국
국방부는 2016년 10월 SCM을 앞두고 미군의 관련 무기체계를 한반도 인근에 ‘상
시순환배치’함으로써 나토식 핵공유와 다를 바 없는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미국측
에 제안했으나, SCM 공식성명에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10)
핵공유나 확장억제 협의와 관련한 그간의 이러한 논의수준은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비확산정책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술핵을 러시아와의 핵군
8) 연합뉴스 2016년 10월 20일자 “한미, 북핵 대응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위원회’ 만든다”.
9) 조선일보 2016년 9월 14일자 “美 “전술핵 재배치 필요 없다””; MBC 2016년 11월 4일자
“연합사령관 “8~10개월 안에 사드 한반도 배치””. 특히 9월 13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
책 특별대표의 발언은 “(한･미) 양국의 정상, 더 중요하게는 군사 전문가들이 ‘핵무기를 한
반도에 재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10) 매일경제 2016년 10월 21일자 “韓美의 ‘전략자산 상시배치 미합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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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그 군사적 용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
고 있던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한국측 일각의 전술핵 재반입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으리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Einhorn and Kim 2016).
반면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같은 미국측의 입장은 2016년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앞으로도 유지될지 불투명해진 게 사실
이다.

2) 나토 핵계획그룹과 한미 EDSCG 비교
앞서 살펴본 나토의 전쟁기획 관련 3단계 논의기구는 형태만 놓고 보자면 한미
동맹의 군사구조와 흡사한 측면이 있다. 즉 나토이사회와 방어계획위원회, 핵계획
그룹 3개 협의체를 최상부로 두고 군사위원회가 다음 단계에 위치하며 그 아래에
유럽동맹군최고사령부를 필두로 4개 지역사령부가 구성돼 있는 나토의 논의구조
는, 양국 대통령의 국가통수기구(NCMA) – 국방장관 회의(SCM) – 합참의장 회의
(MC) –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어지는 한미동맹의 조직체계와 단계별 대응이 가능하
다. 거칠게 말해 최상층에는 각국 정부 수반 혹은 대표와 국방부 장관의 협의체,
다음 단계로 각국 군 최고지휘관 사이의 협의체, 그 산하에 연합 혹은 동맹사령부
가 편제되는 모양새다.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 즉 2010년 만들어진 EDPC나 2015년 구성
된 DSC, 2016년 합의된 EDSCG는 이 가운데 양국 안보부처 사이의 협의체에 해당
한다. 계선상 위치만 놓고 보면 역시 각 회원국 안보부처 사이의 협의체였던 나토
핵계획그룹과 비슷한 형식인 셈이다. 다만 나토 핵계획그룹이 장관들이 모이는
테이블이었던 데 비해,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협의체는 국장급에서 출발해 차관보급
을 거쳐 현재는 차관급에 이르렀을 뿐이므로 그 위상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나토 핵계획그룹이 ‘Planning Group’, 즉 함께 작전계획을 기획한다는
취지의 명칭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한미 양국의 EDSCG는 ‘Consulting Group’,
말 그대로 협의를 위한 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고 지적하기도 한다.11)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나토 핵계획그룹과 한미 EDSCG의 가장 큰 차이는
상설화된 지원조직의 유무에서 두드러진다. 앞서 설명했듯 핵계획그룹에는 창설
11) 연합뉴스 2016년 10월 20일자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나토 모델과 닮았지만 위상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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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부터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실무그룹이 조직돼 있었고 기술자문을 담당하는
고위그룹도 1977년부터 운영된 반면, EDSCG 산하에 이러한 상설조직이 구성됐다
는 소식은 전해진 바 없다. EDSCG의 세부 논의내용에 대해 공개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차이가 사실이라면 확장억제
논의의 실효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상설조직이 없는 상황에서는 논의
가 서로의 입장이나 요구를 교환해 수용 여부를 따지는 작업에 집중되기 쉽지만,
전문화된 상설기구가 있다면 폭넓은 아이디어나 방안을 함께 기획하는 작업이 한
층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아인혼의 연구는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협의체계와 관련해 두 나라 실무자들 사이에 상당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대목이 특히 그렇다. 관련 논의 테이블에서
한국측은 핵 사용 작전계획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
을 표시하지만 이미 미국은 한국에 다른 어떤 동맹국보다도 많은 관련 정보를 제
공하고 있으므로 더욱 면밀한 협의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미국측 당국자들의 속내
라는 취지다(Einhorn and Kim 2016).12)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북한의 핵 능력이 가시화하기 시작한 최근 수
년 사이 한미 양국 사이에서의 논의 흐름이 유럽에서의 사례와 상당부분 흡사하다
는 점이다. 예컨대 한국 국내에서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때마다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은 50여 년 전 유럽에서 워싱턴이 구사했던
패턴과 일견 유사해 보인다. 유럽 동맹국에게 핵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한 경우가 없었듯, 한미 확장억제 협의를 담당하는 미국측 실무자들이
어떤 경우든 자국 핵무기에 대한 독점적 결정권한은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남아있
어야 한다는 속내를 반복적으로 털어놓고 있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Einhorn and Kim 2016).13)

12) 이와 관련해 그간 확장억제 협의에서 한국측이 ‘나토 수준의 핵 사용 협의’를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미국측 실무자들은 이러한 요구가 핵계획그룹을 비롯한 나토의 핵 협의체
계를 과대평가(inflated view)한 결과라고 본다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도 눈여겨볼만하다.
13) 보고서에 등장하는 미국측 당국자는 “핵은 대통령의 무기(the President’s Weapon)”라는
한마디로 이러한 기조를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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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술핵과 관련한 군사적 여건 차이
앞서 살펴본 유럽에서의 한계에 더해, 현재의 한국과 냉전 시기 유럽의 객관적
차이도 전술핵 재배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냉전 종식
이 공식화된 1992년 이래 미군 핵사용 작전계획은 전략사령부(USSTRATCOM)가
담당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각 지역 사령관에게 상당한 재량이 주어져있던
전술핵 사용 역시 이후 전략사령부에 통합됐고, 이후 이 사령부에서 전략핵과 전술
핵 작전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 운용하고 있다(Kristensen 2008). 요컨대 특정지
역에 특정 핵무기체계를 붙박이로 배치한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없으며, 각
동맹국과의 상세한 이해관계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더욱이 유럽과 한반도는 전장 환경이 크게 다르고, 특히 억제 상대가 가진 특성
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냉전 시기 유럽과 한반도에 배치됐던 전술핵은 유사시 가
상적국으로 소련을 상정한 것이었다. 이 무렵 미국의 핵전쟁 교리는 상황을 크게
재래전 - 전술핵 사용 – 전략핵 사용의 3단계로 나눠 전황의 전개에 따라 확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이른바 유연반응전략(Flexible Response Strategy)이었다. 소
련의 대규모 재래식 침공을 저지할 수 없거나 소련측 전술핵이 서유럽 혹은 남한
을 유린할 경우 미국도 전술핵을 사용한다는 게 기본개념이었고, 전략핵으로 상대
의 수도를 노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전장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한 관건이었다(Gray 1979).
반면 현재 시점에서 한미동맹의 주된 위협은 소련 혹은 러시아가 아니며, 북한
이 전술핵을 실전에 투입할만한 역량을 갖췄다는 징후는 아직까지 발견된 바 없
다. 더욱이 전술핵과 전략핵 투입 단계를 나눠가며 핵전쟁을 수행하기에 한반도가
지형적으로 너무 작다는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미국
의 핵전쟁 수행교리 상 전술핵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
이다. 최소한 군사적 효용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워싱턴이 판단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전략적 가치는 한계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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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적 시사점: 트럼프 이후?
1. 미 대선 이후의 상황 변화
다만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그간 미국
측이 취해왔던 원칙론적 태도에 변화의 여지가 생겼다는 점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정책적 원칙은 항구불변
의 것이 아니며 행정부의 성향에 따라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 왔기 때문이다. 일례
로 1950년대 초반 소련의 재래식 전력 확대에 대항해 미국이 유럽에 전술핵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던 것 역시 전임자인 트루먼 행정부와는 다르게 핵무기를 ‘위력
이 좀 강할 뿐 사용 가능한 무기’로 인식했던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성향과 관계가
깊다(Freedman 2003, pp. 271-286).
‘핵 없는 세계’로 상징되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정책은 그 용도를 가급적 제한하
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트루먼 행정부의 그것과 사뭇 흡사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핵 정책이 이를 고스란히 유지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선거기간과 취임
직후의 다양한 언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핵 역시 사용 가능한 군사적 옵션의
하나라는 인식을 내비치며 핵 강화 정책 본격화를 선언한 바 있고, 이와 함께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나 기여를 줄여나갈 것이라는 암시를 남기기도 했다.14) 만에 하
나 이러한 그간 발언이 실제로 정책화한다면, 한국의 경우에도 주한미군의 물리적
규모나 재정적 기여를 줄여나가는 대신 전술핵 재배치 같은 카드를 대안으로 택할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보인다. 특히 이러한 재배치가 한국측 요구에
따라 이뤄질 경우 그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도 한국측에 요구함으로써 앞서 살펴본
현실적 고민을 돌파하려할 공산이 크다. 군사적 실효성을 떠나 경제적 부담만 한
국이 책임진다면 굳이 마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미국측의 상황변화로 한미동맹의 핵공유가 가능해지거나 핵 협의체계가
크게 달라진다 해도, 나토에서의 근본적인 한계를 피하기 어려우리라는 사실은
14) The Guardian 2016년 11월 11일자 “Nuclear weapons: how foreign hotspots could test
Trump’s finger on the tr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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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운용
에 대해 상당한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리라고 기대하거나 독자적 핵보유에 준하는
군사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미군 전술핵이 국내에 재반입된다 해도 그 의미는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
측의 정치적 의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게 옳을 뿐, 그 군사적 효용성은
유럽에서의 한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뜻이다. 최소한 이제까지 살펴본 나토
사례는 이러한 추론을 강력히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2. 대안 모색: 확장억제 협의의 질적 발전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군 전술핵 재반입을 북핵에 대응하는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
의 일환으로 거론하는 일각의 주장은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국 전술핵이 국내에 배치된다고 해도 확장억제의 군사적 전개방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변화한다거나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에서 이들 체계가 상당한 역할을
부여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군 당국이
‘핵 협의체계를 나토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정책목표를 실질적인 군사대비태세 강
화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나토 핵 협의체계와 핵공유 메커니즘이 가진 한계를 간과
한다는 반론에 부딪힐 개연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유럽 사례가 시사하는 전술핵 재반입의 현실적인 가치는 북한과의 담판
을 전제할 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1990년대 후반 이래, 특히
최근 10년 사이 나토가 전술핵을 유럽에 잔류시키기로 한 실질적인 이유는 러시아
와의 핵감축 협상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미군 전술핵을
재반입할 경우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카드로 쓰는 시나리오
를 상정할 수 있는 근거인 셈이다. 동맹 사이의 핵공유나 관련 협의체계가 갖는
군사적 효용과 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분리해 인식하는 정책적 자세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한미 두 나라의 확장억제 논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단순히 미국측 전력의 배치나 운용 수준을 결정하는 군사적 협의에서
벗어나 정치･외교를 포괄하는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까지 시선을 넓힐 때 그
실효성이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토의 경우에도 전술핵 사용권이나 핵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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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을 둘러싼 논의는 만족스럽지 못했던 반면, 1979년 이중 트랙 전략의 고안
과 채택 같은 포괄적 성격의 의제에서는 핵계획그룹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INF
체결 같은 성과로 이어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때마침 2016년부터 한미 확장
억제 협의가 국방부 사이의 논의에서 외교･국방 2+2 체제로 바뀐 것 역시 시선
확장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EDSCG의 실무적･이론적 지원을 담당할
공동 상설조직 구성을 세부방안 중 하나로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간헐적인
협의 테이블에서 서로의 요구와 주장을 주고받는 대신 포괄적･창의적 대안을 꾸준
히 고민하는 공동 상설조직이 마련된다면 확장억제 논의를 업그레이드하는 촉매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후반의 나토 핵계획그룹 특별자문그룹
이나 뒤이어 만들어진 고위그룹이 유럽 확장억제 논의에서 바로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투고일 : 2016.12.13.
심사완료일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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