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와 핵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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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 약 v
본 연구는 새로운 핵확산 국가들의 지휘통
제에 관한 이론적 논쟁을 검토하고 북한이 어
떠한 핵전력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핵전력에 대한 성공적인
지휘통제의 핵심은 지휘권자가 핵무기를 사용
하고 싶을 때 언제나(always) 작동할 수 있어
야 하고, 평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
절대로(never)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다. 통상 전자를 긍정적 통제, 후자를 부정적
통제라고 규정하며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긴
장관계를 ‘always/never dilemma’라고 칭한
다. 각국은 핵전력의 크기나 외부위협의 정도,
민군관계 등의 요인에 따라 둘 중 어떠한 통
제를 강화할지 선택하게 되고 지휘통제의 형
태를 결정한다. 통상 핵확산 비관론자들은 외
부위협에 취약한 제3세계 핵보유국들이 적의
기습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복공격 명령
을 단기간에 지시할 수 있도록 긍정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위임된 지휘체계’를 유지한다
고 본다. 분권화된 명령체계는 우발적 실수나
중앙지도부의 허가 없는 핵무기 사용에 의한
사고가능성을 높여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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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 그러나 북한의 지휘통제의 형태는 오
히려 중앙에 집중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수의 지도자들만이 핵무기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하부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적극적
지휘체계’일 가능성이 높다. 전시상태 선포와
해제명령권 등을 최고사령관에 모두 일임하
는 극단적으로 적극적인 통제체계로 실수에
의한 혹은 승인되지 않은 핵무기의 발사 가능
성이 낮아지면서 안정적인 핵전력의 운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적극적 지휘통제 하에서
는 핵의 억지능력이 약화되고 기습공격이나
지도부 참수공격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했
을 시 즉응태세를 할 수 없다는 치명적 단점
이 존재한다. 이에 대비하여 인민군은 부대지
휘와 관련해서 최고사령관을 포함한 군사지
휘관의 군사적 권한을 비상시와 평시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북한의 지휘통제 체계 역시
비상시와 평시에 따라 나누어 진행된다. 결국
북한의 핵전력은 비상시에는 위임된 지휘체
계, 평시에는 적극적 지휘체계로 각각 달리
운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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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은 기정사실
화 되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북한은 4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
였고 일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점차 기술적으로 향상된 핵무기 생산능력을 과시
해왔다. 북한의 핵능력을 정밀히 규명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북한
정권은 핵보유국의 반열에 올라섰음을 대내외에 선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4월 13일 개정헌법 서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하고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을 선언
함과 동시에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2016년 5월 7일에 개최
된 7차 당대회에서는 경제핵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천명하고 핵무기보
유를 공식화함으로써 미국의 비핵화정책에 강력히 대항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1월 4차 핵실험과 수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Statement by NSC Spokesperson 2016/02/24; 연합뉴스 2016/01/07). 오히려
사상초유의 강력한 경제제재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끊임없는 비난 성명들은 비핵
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문제는 북의 핵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도적 무시와 비핵화에 대한 집념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핵전
략이 매우 확고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적 진보를 달성하
고 말겠다는 것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핵화를 추진하는 현재의 노선
은 험난하며 성공가능성에 많은 의문을 낳는다. 대안으로 핵을 가진 김정은 정권
과의 공생하는 방법을 고려해본들, 북한이 핵무기 능력은 보유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우려스럽다. 이러한 상황
에서 이 글은 새로운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국가들의 지휘통제에 관한 이
론적 논쟁을 검토하고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command and control
system)의 형태를 예측해 보려 한다.1) 북한의 발전된 핵무기는 분명 한반도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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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란 위협이고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적인 측면 못
지않게 북한이 핵전력을 어떻게 관리 ․ 운영할 것인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관찰 역시 필요하다. 핵무기는 그 자체로 전쟁의 잠재적 원인이 아니라 그것을
보유한 자의 의도와 결정, 관리와 유지, 감시 등과 같은 조직적 특성에 의해 영향력
과 파괴력이 발현된다. 따라서 북한의 핵전력 운용체계를 예측하는 문제는 전쟁의
가능성을 탐지하고 새로운 핵보유국의 의도치 않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타진함
으로써 위기 시에 핵전력의 손실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2)
이 글은 많은 부분이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시론적인 연구로, 핵보유 국가들
의 지휘통제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제3세계 핵보유국이 지니는 지휘통제체계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 구축하고 있는 지휘체계의 형태
를 예측해 볼 것이다.3) 아직 북한의 핵능력과 군사지휘체계에 대한 많은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추측에 맡길 수밖에 없는 만큼, 이
연구는 분명 큰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북한이 안정적인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주변국들이
핵보유국인 북한을 적절히 관리하며 공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1) 이 연구에서 핵확산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를 의
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2) 지휘통제 문제는 특히 제3세계 핵확산 국가들이 초래할 안보위기에 관한 논쟁에서 중요한
변수로 논의되고 있다.
3)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연구는 이근욱(2005)의 연구가 유일하다. 다만 이 연
구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전에 발표되었고 논의의 상당부분이 냉전기간 미국-소련의 지휘
통제 운영 경험과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북한에 주는 함의는 다소 부족하다. 본 연구는
냉전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제3세계 핵보유국들의 지휘통제에 관한 논쟁을 활
용하여 북한의 지휘체계를 예측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특히 북한
정권의 폐쇄적 특성이 지휘통제체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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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핵확산 논쟁과 핵전력 운영체계 이론
1. 핵전력 운영체계의 결정요인들: 부정적 통제 vs. 긍정적 통제
통상 핵전력의 지휘통제 체계는 적의 공격을 경계하는 경보 장치(sensors), 핵의
사용과 관련된 정치적 결정을 실제 사용을 담당하는 군사 조직으로 전달하는 통신
망(communication links),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하는 다양한 계획과 절차 등으로 구성된다(Carter, Steinbruner, and Zraket
1987, 1-3). 핵전력에 대한 성공적인 지휘통제의 핵심은 크게 (1) 긍정적 통제
(positive control)와 부정적 통제(negative control) 사이의 갈등, (2) 중앙의 명령(central
command)과 주변의 발사능력(peripheral launch capability) 사시의 갈등, (3)
절차적인 사전명시(prespecification)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 이 세 가지 충돌지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Seng 1997, 55).
재래식 무기도 그러하지만 핵전력 지휘통제의 핵심은 지도부가 사용결정을 내
렸을 때에 핵무기가 쓰일 수 있어야 하며, 오직 허가받은 사람들만이 핵무기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핵무기에 대한 지휘권자가 무기를 사용
하고 싶을 때에 핵무기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평시 핵무기를 사용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사되어선 안 된다. 통상 전자를 긍정적 통제,
후자를 부정적 통제라고 부른다(Steinbruner 1987, 539). 긍정적 통제는 핵무기의
사용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언제나(always)’ 사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적의
움직임에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긍정적 통제를
강화하면, 명령이 부재한 순간에 핵무기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절대
(never)’적으로 금지하는 부정적 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발
적 발사나 허가받지 않은 무기 사용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부정적 통제 기능을 강
화하다보면, 정작 지휘권자가 발사명령을 내렸을 때에 핵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
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처럼 긍정적 통제와 부정적 통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always/never 딜레마’라고 규정한다(Feaver 1992/93, 16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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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never 딜레마’는 ‘중앙’의 명령과 중앙으로부터 명령을 하달 받아 실제
로 핵무기를 조작하는 ‘주변부’의 발사능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4) 예를 들어, 소수가 아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게 되는 ‘위임된 지휘체계(delegative command system)’에서는 적의 기습공격
(surprise attack)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보복공격(retaliatory attack) 명령을
짧은 시간 내에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군부에게 핵무기에 대한 사용권한을 위임
하는 분권화된 형태의 명령체계일수록 핵무기가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혹은
중앙의 명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주의에 의해 발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Feaver
1992/93, 168-170).
반대로 중앙에 집중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수의 지도자들만이 핵무기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하부(실제로 핵무기를 작동시키는 군부)의 자율성을 극도로
제약하는 ‘적극적 지휘체계(assertive command system)’에서는 우발적이거나 승
인되지 않은 핵무기의 발사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안정적인 핵전력의 운용이 가능
해진다. 그러나 중앙의 명령을 주변에서 전달받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며, 무기
의 사용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습공격이나 지도부 참수공격(decapitation
strike)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시 적응태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5)
즉, 적극적 지휘체계 하에서는 핵이 지니는 억지효과가 미약하게 되며 지휘통제권
한을 가진 지도부가 공격을 입었을 경우 국가전체의 안보가 취약해질 수 있는 결
정적 단점이 있다.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4) 이는 주로 군에 대한 민의 통제,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군에 대한 당의 통제 문제로
이해된다.
5) 지도부 참수공격은 반드시 국가 원수나 군 지휘권을 가진 지도자가 기습공격으로 인해 사망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뇌부가 사용하는 통신망을 파괴하여 수뇌부의 결정이 군사
조직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경우, 국가 수뇌부의 물리적 고립을 통해 “유고” 상태에
빠뜨리는 경우, 그리고 군 지휘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이근욱
2005,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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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핵전력의 지휘통제체계 비교
위임된 지휘체계
(Delegative Command System)
특징

적극적 지휘체계
(Assertive Command System)

하급 지휘관에게 상대적으로 높
하급 지휘관에게 최소한의 자율성만 부여
은 권한 부여

광범위한 통제
최소한으로 유지
군에 대한 민의 통제는 행정적인 측면
명령기제 군에 대한 민의 통제는 행정적
에서 뿐만 아니라 특수한 수단에 의한
인 수준에 그침
물리적인 사용-통제 방법들을 통해 이
루어짐
핵무기 미조립 상태
1. 조립하였을 경우에는 운반수단과 분
무기 조작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리하여 보관
무기 관리
수준의 핵무기 발사 준비상태를
2. 병치되었을 경우, 사용능력과 핵무기
갖춤
소유를 분리통제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을 갖춤
장점

지도부 참수공격에 대처가능

사고 혹은 부주의에 의한 사용 방지

※ 출처: Feaver 1992/93, 171

중앙에서 명령 권한을 철저히 유지하고 주변부를 완벽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핵
전력이 ‘표준화된 운영절차(standardized operating procedures, SOP)’에 따라 운
용되어야 한다. SOP는 특정상황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과 반응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직의 구성원들은 이를 숙지하고 핵무기의 오작동 가능성에 대비한다.
보편적으로 핵과 관련된 운영조직이 비대할수록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된 SOP
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6) 복잡한 SOP를 갖춘 거대조직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평상시 핵무기 통제에 대한 지침을 까다롭게 규정하지만, 오히려
비상시의 대처방안들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거대조직의 SOP일수록 긍정적 통
제와 부정적 통제가 유연하게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높다.

2. 제3세계 핵보유국들의 지휘체계 논쟁
핵무기의 등장 이래, 핵확산이 인류의 번영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6) 핵확산 낙관론자들은 냉전시기 미소가 몇 차례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원인으로 강대국의 엄격하고 복잡한 SOP를 지적하였다(Seng 199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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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 핵확산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견해는 부정적으로 모
아지는 반면, 국제정치학자들의 논의는 크게 핵확산 낙관주의(nuclear optimism)
와 비관주의(nuclear pessimism)로 나누어졌다.7)
우선, 월츠(Kenneth Waltz)와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반 에버라(Stephen
van Evera) 등 핵확산 찬성론자로 분류되는 학자들은 합리적 억지이론(rational
deterrence theory)의 기대효용(the expected utility) 가설에 근거하여 완만한 핵
확산은 지역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핵무기는 전쟁이 시작되
기 어려운 조건을 형성하고,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핵보유국들은 핵무기가 상호파
괴의 위험성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강한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불리는 이 명제는 핵을 보유한 강대국뿐만 아니라 소규모 핵무기 보유
국에도 적용되었으며, 핵을 통한 평화가 가능한 것임을 주장하였다(Waltz 1981). 반
면 세이건(Scott Sagan)과 피버(Peter Feaver)등 핵확산 비관론자로 통하는 이들은
합리적 억지에 대한 월츠의 신뢰가 다소 지나친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은 핵억지는 낙관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특정 지역 환경에서는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반박하였다. 특히 제3세계에 새로운 핵보유 국가들이 수적으로
늘어날수록 부주의함이나 우발적 사고에 의한 핵무기 사용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
한 문제가 국제안보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곧 경험이
부족한 새로운 핵보유국들이 기존의 핵보유국들에 비해 심각한 지휘통제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Feaver 1997, 97).8)
일반적으로 핵보유국은 자국의 핵전력의 크기나 외부위협의 정도, 민군관계 등
의 요인에 따라 긍정적 통제와 부정적 통제 중 어떠한 통제를 강화할지 선택하고
지휘통제의 형태를 결정한다. 통상 핵확산 비관론자들은 제3세계의 핵확산 국가들
이 위임된 지휘체계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Dunn 1991, 18-21, 24-25,
46-55; Spector 1987, 57-63). 그 이유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신생 핵보유국들의 적대국은 지역 내에 존재하며 이들의 적대적 관계는 비교적
7) 핵확산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반대하는 학자들을 분류하는 용어는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피버(Feaver 1993, 159-191)의 논문에서 핵확산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라는 용어를 차용하였다.
8) 핵확산 비관론자들은 안정을 위해서는 첫째, 예방전쟁(preventive attack)을 피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2차 공격능력을 완성하고, 셋째, 사고나 허가되지 않은 핵무기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Feaver, Sagan, and Karl 1997,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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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유지되어 왔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하나가 아닌 여러 적대국들과
다양한 차원의 갈등관계에 놓여있다. 둘째, 신생 핵보유국들은 기술적으로 발달된
조기경보레이더와 위성경보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셋째, 저성능의 운반체계들을 보
유하고 있는 신생 핵보유국들은 적의 기습공격이나 선제공격에 취약하다(Feaver
1992/93, 174, 180). 따라서 제3세계 핵보유국들은 부정적 통제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적의 지휘부 공격이 성공하여 핵전력 명령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한 명령체계를 선호하게 된다(Dunn 1982, 72).
핵확산 비관론자들은 그러나 위임된 지휘체계를 운영하는 제3세계의 핵확산 국
가에서는 우발적 사고의 가능성 혹은 허가되지 않은 핵무기의 사용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국제안보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과 기술력이 부족한 핵보유국들은 충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어렵고 경보체계를 오인하여 핵무기를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핵보유국들
은 전자사용제어(electronic use-control)장치와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
등을 통해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하였으나 제3세계 핵보유국들은 이러한 안전
장치들을 보유하지 못했다. 안전한 무기는 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
(safety measures), 무허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안조치(security measures),
그리고 기습공격을 당한 후에도 기본적 안보와 안전에 치명적 해를 입지 않고 즉
각 보복이 가능한 생존방안(survivability measures)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Feaver
and Niou 1996, 209-233).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안전한
무기들은 억지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경제적 궁핍과 국제적 제약에 의해
핵실험을 충분히 실시할 수 없다면 핵프로그램의 안정성은 떨어진다(Feaver 1997,
93-125). 셋째, 대체로 제3세계 핵보유국들은 국내정치적 불안정성을 잠재하고 있
다. 때문에 쿠데타 세력이나 테러리스트 집단에 의한 핵무기 탈취가 일어날 가능
성을 무시할 수 없다.9) 넷째, 위임된 지휘체계에서 핵을 통제하는 집단은 대부분
군인들이다. 군조직은 민간조직보다 전쟁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장기적으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모한 결단을 내릴 확률
9) 핵기술력이 발달된 강대국들은 특정 환경에서만 핵무기가 작동하도록 설계한 환경감지장치
(environmental sensing devices, ESDs)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 조직에 의한 핵
무기 탈취가 일어나더라도 무기가 낙하지점에서 폭파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규모의 핵확산
국가들은 이 같은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했다(Seng 199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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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10) 결국 핵확산 비관론자들은 기술적 ․ 전략적 ․ 조직적 이유들로 제3세계
새로운 핵보유국들의 핵 명령과 통제절차에 융통성이 부족하며 일촉즉발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핵확산 낙관론자들은 새로운 핵보유국들도 냉전시기 미 ․ 소와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낙관론자들은 새로운 핵확산 국가
들이 기존의 핵보유국들처럼 정교한 지휘체계를 개발하기에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기술 ․ 재정 ․ 조직적 한계만으로 소규모
핵보유국들의 지휘통제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적은 수의 단순하게
구성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통제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이 많다
고 반박하였다.
낙관론자들이 주장하는 소규모 핵무기 보유국들이 지휘통제의 측면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새로운 핵보유국들은 적은
수의 핵무기만 개발 가능하다. 많은 수의 핵무기는 개발비용이 높아 경제적인 부
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필요치도 않다. 제3세계 핵보유국들이 직면한 재정적 한계는
핵무기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만드는 한편, 선제핵공격 무기들의 개발과
배치를 제한한다(Seng 1997, 83). 둘째, 소규모의 핵무기는 안전하고 즉각적인
반응에 유리하다. 단순한 구성의 소규모 핵무기들은 관리에 용이하고 무허가 사용
이나 적대세력의 탈취 예방에도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위기발생 시에 엄격한 SOP
에서 오는 통제의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다. 강대국의 경우 핵무기를 육해공 정규
군에 광범위하게 통합시켜 운영하였고 사고예방을 위해 엄격하고 복잡한 SOP를
설계하였다. 그러나 약소국의 핵무기는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확장된 군사명령체
계와 결합되어 운영될 필요가 없다. 특히 약소국은 국내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일어
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핵전력의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규군과 핵전력의
지휘체계를 분리하여 관리한다. 이 때문에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SOP가 필요하지
10) 세이건(Sagan 1994, 71-72)은 기대효용이론에 따라 국가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합리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제는 핵확산 낙관론자들의 편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책을 결
정하는 거대조직은 오히려 매우 제한된 합리성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 조직은 때로 이익
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보다 근시안적인 선택을 내리며 목적을 달성
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을 잃기도 한다.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인 수많은 하위 조직들과 행
위자들로 이루어진 거대조직은 각기 상충되는 다양한 목표를 지니고 이들이 선택되는 과
정 역시 매우 정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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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이다(Seng 1997, 74). 셋째, 적은 수의 핵무기가 선제공격이나 예방공격에
취약하다는 핵확산 비관론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새로운 핵보유국들은 핵
무기를 사전배치하기 보다는 은폐(concealment)하는 전략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
다. 특히 이동식 미사일은 은폐전략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핵보유국의 무
기 종류에 다양성을 더할 수 있다(Seng 1997, 69). 넷째, 소규모 핵보유국들의
국내정치적 불안정성은 지휘부가 적극적인 통제를 선호하도록 만들 것이다. 서로
에 대한 감시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는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접근을
면밀히 감시 ․ 관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핵무기의 오사용은 일어나지 않을 것
이다. 다섯째, 핵전력의 불투명성(opacity)은 안전한 지휘통제를 가능케 한다. 소
규모 핵보유국의 핵전력 운영체계는 이스라엘과 인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핵전력의 모호성 유지를 이유로 정규군의 운영체계와는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이처럼 핵확산 찬성론자들과 비관론자들의 논쟁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평행
선을 달리고 있다. 핵확산 비관론자들은 제3세계 핵보유국들의 경제적, 기술적
제약과 높은 수준의 외부위협, 군사조직의 특성, 국내정치적 불안정성이 위임된
지휘체계를 선호하도록 이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핵확산 낙관론자들은 오히려 새
로운 핵확산 국가들이 당면한 한계들이 적은 수의 핵무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
록 만든다고 주장하고 적극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Ⅲ.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예측
1. 북한의 권력구조와 평시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적극적 지휘체계와 위임된 지휘체계는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 무엇
이 더 적절하고 우월한 지휘체계인지 평가할 수 없다. 각 국가는 정권의 성격과
대외적 환경, 국가안보 전략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택하게 되고 핵전력의 지휘체계
를 완성한다. 북한은 제3세계 핵보유국에 해당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위임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
들과 “임의의 순간에도 핵탄두를 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북한정권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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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수용한다면, 북한의 핵전력은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에 대한 접근권한을
보유하게 되는 분권화된 지휘체계를 마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로동신
문 2016/03/02). 그러나 공세적인 프로파간다와는 달리, 폐쇄성이 강한 북한정권
의 특성상 핵사용 ․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수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의 당군관계는 핵전력의 지휘체계가 매우 적극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
을 것이라는 데에 확신을 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핵전력 지휘체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중앙’
과 ‘주변부’의 관계, 즉 민군관계 혹은 당군관계이다. 통상 우호적이고 신뢰가 쌓인
민군관계라면 민간 정치인들은 군부 지휘관들에게 많은 지휘권한을 위임하게 된
다. 1950년대 미국의 아이젠하워 정권의 민군관계가 위임된 지휘체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이근욱 2005, 106). 반면 전체주의 국가와 같이 민군관계나
당군관계가 대립하거나 불안한 양상을 나타낼 때에는 정치지도자들이 군대를 정치
화시키는 과도한 통제 방법을 이용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적극적인 지휘체계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핵무기는 정치력의 중요한 상징이자 국내 권력투쟁
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내부의 적이 핵무기의 정치적 힘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강력한 무기통제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다. 결국
쿠데타에 대한 두려움이 큰 국가지도부일수록 적극적 지휘체계를 운영하게 될 가
능성이 높다.11)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가 등장하면서 조선인민군은 과거보다 한층 강력해진 권
한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김정은 정권은 군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당중심의 당군관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당군관계의 재조정 과정에서 정
치적 불안정성이 노출되면서 북한지도부는 핵전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휘체계를
유도하였을 것이다. 물론 김정은 정권의 미래를 전망하는 일부 연구들은 향후 북
한의 당군관계가 안정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김태구 2013, 6-40). 그러
나 당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과 군부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다른
의미이다. 김정은 정권의 당군관계는 신뢰의 관계라기보다 군에 대한 당의 지속적
11) 구소련의 경우 다소 긴장된 민군관계를 마련하였다. 민간 정치인들은 군부를 감시하고 이
들에 의한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고자 KGB 같은 비밀경찰까지 창설하였다. 핵전력에 대한
군부의 권한은 극도로 제한되었고 결국 어느 누구도 핵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
다(Blair 1993,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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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계와 감시가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예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군 실세들이 대거 퇴진하고 당 출신의 최측근이 군을 장악하여 잠재적인
대항세력에 대한 공포정치를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김정은 정권
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과 리영호 총참모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과 같은
최고위급 간부에 대한 숙청과 중간간부에 대한 통제까지 진행하였다. 이는 북한
군부내 강도 높은 감시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지휘명령 체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당위에 수령, 즉 최고사령관에게 모
든 군사적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12) 조선인민군의 최고사령관은 북한
군 군사지휘관들 중 최고수위의 군사지휘관을 의미하면서 전시의 특수 직책을 수
행하는 직책이다. 전군과 인민은 비상시에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일괄적으로 따르
도록 설계되어 있다. 실례로, 1950년 한국전쟁 초기 김일성은 최고사령관에 임명
된 후 북한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최고통치자로서 군사작전과 관련해서 일체 무
력에 대해 단일지도 형식의 초법적인 지휘통솔권을 행사하였다(고재홍 2005,
130). 김정일 정권에서도 2004년 4월 7일 당중앙군사위원회 문건인 “전시사업세
칙”에 북한의 전시상태 선포와 해제 명령권 등이 최고사령관에 귀속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경향신문 2005/01/05). 현재까지도 이 같은 맥락을 마련하고 있다
면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핵전력과 관련된 결정사항들은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에게 모두 일임되는 ‘극단적으로’ 적극적인 통제체계로 운영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전력은 정규군의 지휘 체계와 분리하여 평시에도 최고사
령관의 강력한 통제 하에 별개의 지휘체계로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이 초래할 수 있는 핵무기 탈취 가능성을 예방하고 핵전력의 모호
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최고사령관에 의한 핵전력의 개별적 통제는 조선인민군
이 부대지휘와 관련해서 해당 부대의 당위원회 집체적 지도에 의해 통솔되고 있는
사실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직후 대내 방송매
12) 일부 연구에서는 김정은을 개인주의 독재자(personalist dictator), 현 북한 정권을 개인주의
정권(personalist regime)이라고 분류하여 칭하고 있다. 개인주의 정권은 군 ․ 당 등의 국가
기관에 절대적 권한을 보유하는 강력한 통치자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가 아닌 정권
안보(regime security)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권력자는 군조직
이 강력할수록 쿠데타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두려워한다. 이 때문에 권력자는 감시체
계를 발달시켜 군의 성장을 억제하고 응집력을 떨어뜨리며 자율성을 제한한다(Way and
Weeks 2013, 7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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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조선중앙TV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로동당 군수공업부의 핵실험
승인요구에 직접 서명하는 모습과 친필 사인을 공개하였다. 이는 핵실험이 최고
권력자 개인의 명령이라는 단일지도 형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 추측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3월 1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한 자리에서도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영군체계와 관리체계를 철
저히 세우라”고 지시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6/03/11).13) 이 같은 발언은 김정은
자신에게 핵무기 통제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핵전력에
대한 김정은의 개별적 통제권한은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
에서 채택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률 조항
을 통해서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동 법의 제4조는 북한의 핵무기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핵무기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특권적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14)
이처럼 북한은 당과 군의 긴장된 상호관계와 치밀한 감시체계, 그리고 당과 군
위에 군림하는 최고사령관의 절대적 권력의 유지를 위해 평상시에는 핵전력에 대
한 적극적인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２. 북한의 이중적 핵전력 지휘체계의 형성
북한의 적극적 지휘체계는 오인 또는 잘못된 명령에 의한 핵무기의 사용이나
국내정치적 반대세력에 의한 핵무기 탈취 염려를 잠재우면서 핵전력의 안정적인
운용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군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독점적인 권력체계는 지도부
참수공격이 성공할 경우 북한의 지휘체계 전체를 마비시키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15) 현재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이 사망하면, 그가 가
지고 있는 조선로동당 당위원장,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군사위
13) 북한이 핵무력의 유일적 영군체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14) 만약 북한이 기술적으로 핵무기에 대한 지도자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미국의 PAL
(Permissive Action Link)코드와 유사한 체계의 핵탄두 안전장치 해제기구를 보유하고 있
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한때 부정적 통제를 강화하여 대통령 허가제(制) 핵탄두 안전장
치 해제기구로 통하는 PAL코드를 도입하였고 실제로 PAL코드가 입력된 무기들이 유럽에
배치된 바 있다.
15) 소련은 미국에 의한 선제공격의 위험보다 군부세력에 의한 정치적 쿠데타 가능성을 두려워
한 결과, 적극적인 지휘통제 체계를 운영하였다(Feaver 1992/93,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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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국무위원장 지위도 함께 궐석이 되고 단일지도에 가까운 군사지휘체계가
모두 소멸하게 된다. 이처럼 핵전력의 중앙집권적 통제는 외부 세력에 의한 위기
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만든다. 특히 북한과 같이 외부 위협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매우 높은 핵보유국들은 시간압박(time urgency)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한 긍정적 통제의 효율성 또한 높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
진다. 적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보즉시발사(launch-on–warning,
LOW) 절차를 간소하게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핵전력의 지휘통제를 상당부분
군부에게 위임시켜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은 지도부 공격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음을 명
확히 인식하고 최고사령관의 사망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설정하고 있
다.16) 무엇보다 북한의 핵전력은 정규군의 지휘체계와 분리되어 최고지도자로부
터 독점적 명령을 하달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고사령관의 유고에 대비하
여 별도의 명령체계를 마련하고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최고사령관을 대신하여 새
로운 인물이나 조직이 핵전력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상 최고사령관의 사망 후 당중앙위나 당중앙위 정치국 회의와 최고
인민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김정은이 맡고 있는 모든 직책의 후임자를 새로 선출하
고 이를 모두 새로운 권력자에게 몰아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최고사령관이
공석인 과도기간에는 대외적으로 국무위원장직의 대행을 두되, 북한정권의 특성상
2인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가 아닌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집단지도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당중앙군사위는 전시사업세칙을 비롯하여 수많은 군사 관련 명령
을 지시하고 있으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를 통해 주요 국방문제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재홍 2005, 146). 만약 지도부 참수나 국가지도자의
사망이라는 변수가 생긴다면 북한 핵전력의 운영체계는 일시적으로 위임된 지휘체
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 권력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최룡해 조선로
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무위원회를 주도하면서도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집
16) 조선인민군은 부대지휘와 관련한 군사지휘관의 군사적 권한을 전시와 평시에 따라 구분하
며 최고사령관의 역할과 임무 역시 비상시와 평시로 나눈다. 비상시기라고 한다면 국가안
보에 위협이 되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 최고사령관이 선포하는 기간으로 주로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국가의 위기시를 의미한다. 전쟁에 준하는 위기는 구체적으로 최고통수권자
인 최고지도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를 뜻한다. 반대로 평시는 최고사령관의 비상사태 관련
작전명령 발동 시기와 최고사령관의 유고를 제외한 시기가 된다(고재홍 2005, 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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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지도를 통해 군이 통제될 수 있다. 아니면 조선인민군의 실세이자 권력 서열
3위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이 같은 임무를 대신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김정은 개인이 핵 통제권한을 갖고 있을 때와는 달리 특정인에게 핵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많은 제한이 뒤따를 것이다. 중앙과 주변부를 연결
하는 통신체계 역시 중첩적으로 존재하여 복수의 명령을 서로 검증하는 형태로
군부대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이근욱 2005, 110).
살펴보았듯이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과 대외위협이 공존하고 있을 때에는 적극
적 지휘체계와 위임된 지휘체계 사이에 균형을 취하게 된다. 북한 역시 전시와
평시에 따라 위임된 지휘체계와 적극적 지휘체계를 적절하게 혼용하고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평시에는 내부의 위협이 지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중앙의 강한 핵
통제력을 선호하게 되고, 긴장이 고조되는 위급한 상황이거나 전시에는 시간압박
이 지배적인 변수가 되면서 지휘권한이 위임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Ⅳ.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의 안정성
정보 획득과 접근의 어려움, 은폐와 왜곡의 가능성 등은 북한 핵전력의 규모를
예측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비추어 보아,
북한의 핵전력이 큰 규모가 아닐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운반체계
역시 다양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고도화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악
의 경우를 상정해 보았을 때, 북한은 2020년까지 전략 ․ 전술무기를 비롯하여
ICBM과 IRBM까지 최대 약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17) 상대적
으로 여전히 작은 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낙관론자들의 주장처럼 북한은
소규모 핵보유국의 이점을 누리며 핵전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핵무기 규모만을 놓고 북한의 지휘통제 체계를 낙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적은 수의 핵무기가 통제와 감시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서 핵전력의 안정적인 지휘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7)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12개에서 20개 사이로 추정되며 2020년까지 최저 20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세한 내용은 올브라이트(Albright 2015,
7-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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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기술이 확보된다면 핵전력의 지휘통제체계에서도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다. 5천 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은 핵무기 관리자들에 대한 감정
적 불안정이나 잠재적 범행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사신뢰성프로그램(Personnel
Reliability Program, PRP)을 개발하여 이들의 심리적 ․ 물리적 ․ 재정적 환경까지
검토할 수 있었다(Seng 1997, 73).
또한 적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해서 반드시 위기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정권이 갖는 폐쇄성, 지나친 감시와 통제는 핵을 관리하는
집단 내 소통의 부재와 경쟁집단 사이에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낙관론자
들은 소규모의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은 엄격한 지휘체계에서 오는 경직성을 완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전체주의적 특성을 지닌 국가에는
적합하지 않은 주장이다. 최근 국내의 한 언론은 북한정권의 공포정치가 지속되면
서 조선인민군 수뇌부가 김정은을 눈치보기와 맹종으로 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연합뉴스 2016/02/21). 해당 언론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 이후 전문성을 내세워
등장한 야전 전투 전문가와 핵 ․ 미사일 테크노크라트를 비롯한 신진 군부 인사들
역시 전달된 지시사항을 진행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북한군 간부층 내 신뢰와 의사
소통이 부재한 상태이다.
둘째, 현재 북한정권은 소규모 핵무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장점에 만족하
지 않고 핵무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핵확산 낙관론자들은 제3세계 핵보유국들
이 최소한의 억지 이상의 추가적인 핵개발은 지양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믿었고, 따
라서 24시간 공중대기를 유지하거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같은 무기를 구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상하였다
(Feaver 1997, 100). 그러나 현재 북한이 실존적 억지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
라는 사실은 명확해졌다.18)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공공연히 밝혀왔으며, 최근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참관하는 자리에서도 핵폭발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험들을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
했다(연합뉴스 2016/03/11). 실제로 4차까지 진행된 핵실험과 2015년 5월 SLBM
의 사출 시험, 수차례의 중장거리 미사일 테스트 등은 이들의 노력이 현실화되고
18) 핵확산 비관론자들은 1세대 핵보유국들 중 그 누구도 최소억지(minimum deterrence)나
실존적 억지에 오랜 기간 의존한 적은 없었다고 반박함으로써 실존적 억지의 무용성을 주
장하였다(Feaver 1997, 115-120; Feaver, Sagan, and Karl 1997,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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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북한 정권의 핵전력이 질과 양에서 증강되면서 적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넓어질 것이며, 핵무력 활용 방안도 다양해질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의 다종화, 핵탄두의 소형화, 융합기술의 획득 등 기술적인 진보가
거듭될수록 국제사회의 레이더망을 피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로써
소규모 핵무기 보유국들이 은폐전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 또한 줄어들 것이
다. 동시에 핵전력에 대한 불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특성상 중요한
문제로 남을 것이다. 만약 딜레마에 빠진 김정은 정권이 핵전력의 모호성을 유지
하기 위해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기술적 발전에만 심혈을 기울인다면, 핵무
기의 안정성이 반비례하여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특히 핵무기의 개수가 증가할수
록 무기관리의 효율성은 점차 약화되고 핵전력 운영체계 역시 분권화된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소규모 핵무기 보유국은 핵전력의 지휘통제 측면에서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장점들이 반드시 안정적인 지휘통제
로 이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전력을 강화하게 됨에 따라 점차 소멸될 가능성
이 높다. 이 때문에 핵전력의 고도화가 앞으로 북한의 대외전략을 현상유지에서
현상타파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을지 우려된다.19) 아직까지 핵무기가 북
한의 대외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
한과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도발들(provocations)을 연역적으로 분석해 봄
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발견이 있다. 그것은 북한지도부가 핵보유 여부와
는 무관하게 일정수준의 위기조성을 스스로 넘어서지 않음으로써 지극히 계산적이
며 합리적으로 행동해왔다는 것이다(Carlin and Jervis 2015, 10-11). 핵을 보유한
이후인 현재까지 북한이 감행한 도발의 강도는 1.21사태와 미국 푸에블로(US
Pueblo)호 나포사건, EC-121기 격추사건 등이 발생했던 군사모험주의 시기
(1966-1970)에 가장 높았다. 근래에 가장 과격하고 직접적이었던 북한의 도발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이었으며 1999, 2002, 2009년에 있었던 서해교전은
2009년의 사건을 제외하고 2006년 1차 핵실험 전에 발생하였다. 서해교전은 NLL
19) 나랑은 제3세계 국가들은 핵무기를 개발할 때 확증 보복(assured retaliation), 촉매(catalytic),
그리고 비대칭적 확대(asymmetric escalation)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그
는 북한이 적은 수의 핵무기를 통한 위기조성으로 중국이라는 동맹국을 역내 갈등에 끌어
들여 지역 내 역학구조를 바꾸려 하는 촉매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Narang 2015,
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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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러싼 남북 간 영해갈등과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핵프로그램과는 무관하게
전개되었다. 물론 북한은 핵을 보유한 이후로 줄곧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직까지 핵무기
를 실전배치한 사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북한 정부 또한 핵무기 개발
은 어디까지나 자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혀왔다.
이는 외견상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북한의 행동은 공격적이거나 팽창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기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0)
다만 북한지도부가 체제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핵무기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있
는 합리적 행위자들이라 할지라도, 핵무기의 고도화 과정에서 통제가 느슨해진다
면 지역안보는 분명 불안정해질 것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전력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상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미 양국의 신뢰가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의 행동에 대한 미국의 오인(misperception)과 북한의 불안정한 지
휘통제 시스템이 결합되어 우발적으로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21) 둘째, 북한
체제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급작스럽게 붕괴하여 핵 ․ 미사일 등이 제3자, 즉 비
국가행위자들이 핵무기를 탈취할 수 도 있다. 셋째, 1999년 인도-파키스탄의 카르길
전쟁(Kargil War)의 사례처럼 안정-불안정의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이
향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22) 핵보유국들은 핵무기
를 확보한 직후에는 핵무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무모한 행동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20) 반면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고도화함에 따라 새로운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북한은 1990년대, 2000년대 경제보상을 대가로 핵프로그램의 포기의사를 드러냈고, 2006
년 1차 핵실험 이후에는 핵문제를 국제화하여 미국이나 중국의 개입을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는 등 핵개발 능력이 변화함에 따라 대외전략을 수정해왔기 때문이다(Smith 2015, 7-20).
21) 예를 들어, 북한은 이동식 수단에 핵탄두를 탑재하고, 연료를 주입하고, 전력을 분산시키
고, 경고단계를 격상시키거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한다. 이 같은 행동은 미국의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막으려는 일종의 쇼맨십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 ․ 군사 지도
자들은 이를 억지전략의 일종으로 간주하기보다 북한지도부가 선제공격을 결정했고 핵공
격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Gerson 2010, 38). 이러한 경
우, 미국이 먼저 핵무기 사용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위협인식을 강하게 느낀 북한의 군부
가 섣불리 핵선제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다.
22) 안정-불안정성의 역설은 핵보유국 간의 갈등은 비대칭적 상황에 비해 전면전의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저강도의 무력분쟁은 더 쉽게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불안
정’하다고 설명한다. 안정-불안정성의 역설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연구로는 로쉬하우스
(Rauchhaus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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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시간이 경과하면서 위기상황을 적절히 기회로 활용하는 여유를 갖게 된다.23)
북한이 핵무기를 든든한 배경으로 삼아 서해안과 DMZ 지역에서 저강도의 재래식
분쟁을 더욱 대담하게 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위험 가능성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
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핵확산 논쟁은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통해 도출된 낙관론자들의 ‘안심’과 앞으
로 미래에 예상치 못한 사고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자들의 ‘우려’가 팽팽히
맞서 전개되었다. 실상 비관론자들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상황이 낙관적인 것만도 아니다. 국제사회가 새로운 핵확산
국가들의 등장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비핵화 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 더 안전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새로운 핵확산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부주의의 가능성을 측정하는
문제, 억지시의 안정(deterrence stability)과 위기시의 안정(crisis stability) 사이에
균형, 그리고 기존의 핵보유국들이 새로운 핵보유국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향후 핵확산 문제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Feaver,
Sagan and Karl 1997, 202).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논쟁의 한 가운데에 있을 것이
다. 핵확산 비관론자들은 정치적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제3세계 핵보유국들이
긍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위임된 지휘체계를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반면 핵확산 낙관론자들은 새로운 핵확산 국가들의 핵무기는 적은 수에 비교적
단순한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수월하며 적극적 지휘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존적 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규모 핵보유국들은
많은 수의 핵무기를 필요치 않고 은폐전략을 활용하여 핵무기를 안정적으로 통제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평시와 비상시에 따라 긍정적 통제와 부정
적 통제를 각기 달리 강조함으로써 일반적인 제3세계 핵보유국과는 다른 지휘체계
23) 경험의 축적으로 가능해지는 이 같은 메커니즘은 핵무기의 역할에 대한 내부의 인식까지
포괄한다(Horowitz 2009, 2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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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불안정한 당군관계와 외부위협에 대한 지도부의 극심
한 불안감은 평시에는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고, 비상시에는 긍정적 통제를 강화하
도록 유도하여 적극적 지휘체계와 위임된 지휘체계가 국가의 안보상황에 따라 유
연하게 적용되는 이중적 구조가 구축되도록 하였을 것이다.
본 논문은 핵확산 논쟁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전력 지휘체계를 예측 ․ 분석한 이
론적 연구이기 때문에 정책적 시사점들이 향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전력 지휘체계가 지역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의 변화가능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오랜 기간 북한 정권은 핵무기
보유가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장해왔고, 북한군에 의한
군사적 도발들 역시 체제유지를 위한 생존전략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도 현상유지 국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현상타파를 계획할
것인지는 분명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핵전력의
고도화는 주변국의 입장에서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지도 않을뿐더
러 북한을 안전하고 믿을만한 대화상대로 인식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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