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국가전략’과 韓美의 ‘비핵화 외교’
북핵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전략의 필요성* 1)
전 성 훈**2)
❖요 약❖
북한은 김일성이 제시한 조선반도의 ‘비핵
지대화’를 ‘비핵화’로 포장하여 韓美를 기만
하면서 중장기 국가전략을 추진한 끝에 핵보
유에 성공했다. 반면에 한국이 먼저 핵개발을
포기한 후 북한을 설득해서 비핵화를 유도하
겠다는 한미의 비핵화 외교는 실패했다. 한미
가 만든 비핵화 용어를 활용해서 핵포기 가능
성을 시사하며 시간을 벌고 보상을 챙기는 북
한의 전술에 속은 결과이다. 2018년 남북정상
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은 북한의 최고 결정권자
로부터 핵을 포기하고 NPT에 비핵회원국으
로 복귀하겠다는 선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모른 채 핵을 포기할 것

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갖고 애매하게 타협했
던 비핵화 외교의 실패가 반복된 것이다. 세계
질서는 협력과 상생의 탈냉전시대가 끝나고
강대국들이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이 러시아와 공조 하에 미국주도의 지역질서
를 중국주도로 재편하기 위해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도모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중‧러가 한
반도에서 미국을 상대로 펼치는 전략게임의
대리전으로서 장기화가 불가피하며 한국은 국
가생존의 위협인 북핵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핵심어: 비핵화 국가전략, 비핵화 외교,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강대국 경쟁시대,
중장기 국가전략

Ⅰ. 서론
2017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위기로 치닫던 정세가 2018년
김정은의 신년사를 계기로 급반전해서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한반도를 압도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
* 이 논문은 2018년 3월 28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주최 제3차 KIMA FORUM에서 소개한 발제
(“북한의 ‘비핵화’와 韓美의 ‘비핵화’는 다르다”)를 토대로 2018년의 북핵 관련 상황을 반영하여
수행한 연구입니다.
** 前통일연구원장, 前청와대안보전략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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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과 한 차례의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야기한 위기
상황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의 기회를 만든 만큼, 회담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제
가 ‘북한 비핵화’이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토대로 이번에는 북한
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와 핵문제를 담판지어야 한다는 국내외의 열망이 컸다.1)
우리 정부는 2018년 초 ‘골디안의 매듭’(Gordian Knot)을 끊겠다며 쾌도난마식
일괄타결에 대한 의욕을 보였지만(신진우·한상준 2018) 이후 중재자와 당사자 입장을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신고와 검증을 앞세우면 협상이 실패할 수
있다고(Hudson, 2018) 말할 정도로 후퇴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
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가 불가능함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
정책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냈다며 핵은 물론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CVID를 최단 시간
내에 실현하겠다던 미국도 수십 년 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단기간 내 해결이 불가능함을 인정한 데(Department of State 2018b) 이어 시간과의
싸움은 하지 않겠다며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Williams and Underwood
2018).
북핵협상의 종착역은 북한이 한국처럼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고 핵무기확산
금지조약(NPT)에 비핵회원국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2018년 개최된 일련의 정상회담
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탈퇴했던 NPT에 복귀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 현재 북핵협상의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는 지난
30년간 韓美를 기만하고 괴롭혀왔던 ‘비핵화’(Denuclearization) 용어를 둘러싼 혼
란이 자리하고 있다. 마치 두 사람이 똑같은 모자를 썼지만 전혀 다른 인물인 것처럼
한미와 북한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주장하는 바가 판이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핵심 목표는 핵을 가진 미국의 존재를 한반도에

1)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난 2000년 6월 당시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위반하며 다른 경로
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경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핵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2001년 일본을 방문하는 경로에 북한에 들렸을 때 김정일이 자신에게 핵을 보유했다고 말했다는
푸틴 대통령의 증언은 김정일이 핵을 손에 쥐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음을 의미한다. 노무현 대
통령이 김정은과 만난 2007년 10월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지 채 일 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
지만 핵문제 해결은 6자회담으로 미뤄놓고 막대한 경제지원을 약속한 10·4 선언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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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없애는 것, 즉 주한미군의 한반도 축출과 한미동맹 와해인 반면, 한미의 비핵화는
남북한의 핵개발 포기가 목표이다. 양측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목표를 추구
하는 동상이몽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비핵화 협상은 해결은커녕 악화일로를
걸어왔고 지금도 같은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한미의 입장 차이를 간과하는 것은 이 문제가
지금부터 30여 년 전 북핵협상 초기에 형성된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이다(Cheon 2018a).
북한은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운 채,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연막을 치고 혼란을 야기하
면서 핵개발에 매진해왔다. 제네바 기본합의,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등 주요 합의
마다 비핵화란 간판으로 핵포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핵심 목표인 주한미군 축출과
한미동맹 와해를 포기한 적이 없다. 반면에 한미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한미가
추구하는 남북한의 핵포기일 것으로 믿고 초기에는 경제·외교·안보적 인센티브를 제공
하며 북한을 설득했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경제·외교적 제재를 통해 핵포기를 압박하는 가운데 한미연합
훈련 중단 등 군사적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핵화의 기원과 변천
과정을 분석해서 비핵화는 북한정권의 집요한 기만전술의 결정체이자 국가전략의 핵
심임을 밝히고, 2018년에 개최된 일련의 정상회담을 북핵폐기 관점에서 평가한 후
앞으로 북핵폐기 추진 과정에서 한미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제시했다.

Ⅱ.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기원과 변천과정
1. 북한과 韓美의 ‘비핵화’ 동상이몽2)
냉전시기 對소련 견제 차원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한 1950년대 중반
부터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거론했고, 1980년대 들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
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1980년 10월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고려연방
제통일방안의 구체적 실천조치로 조선반도의 비핵 평화지대화를 제안했다. 1988년
11월 7일자 군축방안은 1989년 말까지 주한미군과 핵무기를 북위 35도 30분 후방으
2) 남북한 핵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전성훈 2002, pp. 8∼35)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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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배치하고 1990년 말까지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을 제의했다. 1990년
5월 31일자 군축안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하면서 남한內 모든 핵무기의
즉각 철수를 위한 공동 노력, 핵무기의 생산 구입 금지, 핵무기를 적재한 외국 비행기
와 함선의 한반도 출입 통과 금지를 제안했다. 남북한이 핵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

∼

기 시작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1991.10.22 25)에서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지
대화에 관한 선언을 제시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에 초점을 맞춘 7개항을
요구했다.3)
냉전종식이라는 정세변화에 편승해서 1991년 8월 1일 외무부가 남북한의 긴장완
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핵비확산 문제를 포함한 군사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
전까지 핵문제에 관한 한국의 대북제의는 없었다.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보유한 상황
에서 핵문제 논의 자체가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핵무기의 존재 여부를 확인도
부인도 않는 NCND 정책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이다. 같은 해 9월 24일
노태우 대통령은 제46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남북간에 신뢰
가 구축될 경우 재래식 군축은 물론 한반도 핵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을 제시한 1991년 10월 제4차 남북고
위급회담에서 한국은 별도의 제안없이 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IAEA 사찰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의 핵우산 보호와 미국 항공기와 함선
의 한반도 착륙·〮통과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국은 북한의 비핵지대화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이
11월 8일 남북한의 핵개발 포기에 초점을 맞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다.4) 이 선언에서 비핵화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

1991년 12월 10 13일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국은 노태우 대통령
의 선언을 보완해서 한반도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을 제의했다. 제5차 고위급회담
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지만 핵문제에 진전이 없다는 내외의 우려를 반영하
3) ①핵무기의 실험‧생산‧반입‧보유‧사용 금지, ②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비행기‧함선의 한반도 출입‧통
과‧방문 금지, ③핵우산을 보장하는 조약과 핵무기의 저장‧배치 금지, ④핵무기가 동원되는 군사훈
련 금지, ⑤주한미군과 핵무기의 철수, ⑥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과 북한의 남한 군사기지 사찰
동시 실시, ⑦핵국들에 대한 핵위협 금지 및 비핵지대 지위 존중 요구.
4) ①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 ②핵무기의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을 금지하는 비핵5원칙 준
수, ③NPT와 IAEA 보장조치협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④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의 보유
금지, ⑤기타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북한의 ‘비핵화 국가전략’과 韓美의 ‘비핵화 외교’ 95

여, 남북한은 1991년 12월 26일 핵문제를 위한 대표접촉을 판문점에서 개최했다.
여기서 북한은 기존의 비핵지대화 주장을 철회하고 한국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제시했다. 비핵화라는 한국의 용어를 수용한
것은 물론 재처리 농축시설의 포기를 포함시켰고, 핵우산 보장협정 금지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비행기와 함선의 출입 통과 방문 금지도 제외했다. 남북한은 몇 차례
의 협상 끝에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5)

2. 북한의 전술적 후퇴와 용어혼란 전술
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은 생존을 위한 전술적인 후퇴였다. 냉전종식
으로 정권수립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김일성은 한국과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 수밖
에 없었다. 당시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탈피를 위해 대일 수교와 대미 관계개선
을 추진했고, 한 미 일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핵사찰 수용을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었다. 적어도 외형상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다. 우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협상에서 외부로부터
강요된 핵위협을 공동으로 저지시키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담보를 받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의했다. 핵통제공동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외국군대의 핵무
기 저장과 배비 및 영토출입 금지, 핵무기 사용을 가상한 군사훈련과 작전 금지, 핵무
기 지원을 전제로 한 협정체결 금지 등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당시 철회했던 문제들을
다시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1992년 3월 19일 개최된 제1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이 제시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이행합의서는 3개월 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당시 철회했던 비핵지대화 입장을 그대로 부활시켰다(전성훈 1999, p. 16).6)
5) ①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금지하는 비핵8원칙 준수, ②평화적 목적으
로만 원자력을 이용, ③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 보유 금지, ④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
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 실시, ⑤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6) ①외국군대의 핵무기 저장‧배비 금지, ②외국핵무기의 영토진입 금지, ③핵무기 사용을 위한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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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문제를 고리로 시작된 미북고위급회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예를
들어, 1993년 6월에 개최된 제1단계 미북고위급회담에서 강석주 대표는 미국에 대해
팀스피리트 훈련 영구 중지, 주한미군기지 사찰 수용, 대북 핵무기 불사용, 대남 핵우
산 제공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라는 용어를 매개로 한미가 북한의 핵포기에 대해 환상을
갖도록 프레임을 설정하고, 한편으로 핵개발에 매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한미를
상대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관철하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했다. 비핵지대화의
구성 요소들을 한미가 비핵화를 위해 수용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하면서 한국의 핵개발
포기, 주한미군의 한반도 축출 및 한미동맹 와해를 실현하려는 북한의 전략은 지금까
지 변화가 없다. 2018년 3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제시한 비핵화 실현의
조건, 즉 “한미가 북한의 선의에 응해서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평화실현을
위해 점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7) 것도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실현하겠다는 의미이다.
비핵화는 북한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공세에 대응해서 한미 양국이 만들어낸 용
어이다. 남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되 한미동맹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
비핵화의 본래 취지이다. 1990년대 초 위기에 몰린 김일성이 국제사회의 핵개발 포기
압박에 직면해서 국면타개책으로 한미의 비핵화 용어를 수용하고 한국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외견상 핵개발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위기
를 모면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후퇴하면서 상대의 용어까지 차용한 것이다. 비핵화 공동
선언 협상에 참여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90% 한국의 안을 수용했으므로 “이것은
당신들 협정이지 우리 협정은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북한은 대폭 양보했었
다(Oberdorfer 1997, p. 264). 그러나 모자만 비핵화로 바꿔 쓴 북한의 말과 행동은
그대로 비핵지대화였다. 전술적 후퇴를 위해 수용한 비핵화 용어를 공세적으로 역이용
해서 한미를 기만하여 시간을 벌고 보상을 챙기면서 핵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연습 참가 금지, ④핵무기 사용을 가상한 작전‧훈련의 영토內 허용 금지, ⑤핵무기 지원을 전제로
한 협정‧조약 체결 금지, ⑥핵무기 생산을 전제로 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수입 금지, ⑦핵국
들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의 지위를 보장받고 외부의 핵위협을 막기 위해 공동 노력.
7)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resolved, i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spond to our efforts with goodwill, create an
atmosphere of peace and stability while taking progressive and synchronous measures
for the realization of peace,”(B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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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韓美의 비핵화 외교와 북한의 비핵화 국가전략
한미 양국은 비핵화를 외교적 차원에서 추진해왔다. 한국은 외교부가 주관부서가
되어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고 6자회담을 진행하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라는 차관급
직책을 신설해서 북핵협상을 전담하도록 했다. 미국도 국무부를 중심으로 대북협상을
진행해왔으며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된 비건(Stephen Biegun)도 국무부 소속이다.
북한의 핵개발 사실이 알려진 1991년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하에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포기한다고 선언
했고 미국도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했다. 이를 통해, 박정희
정부 이후 지속되었던 한국의 핵개발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었고, 북한이 1950년대부터
줄곧 주장해온 미국의 핵전력 제거도 실현되었다. 한미가 선제적으로 북한의 요구사항
을 들어주고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겠다는 외교적 선의를 보임으로써, 북한도 상응하
는 조치로 보답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비핵화 공동선언이 실패로 끝나고 미국이 개입
해서 제네바 기본합의를 시작으로 체결된 후속 합의에서도 한미는 북한에 대해 정치,
외교, 경제, 안보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하는 비핵화 외교를
고수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부과된 유엔안보리 제재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 정책도 보상이 제재로 바뀌었을 뿐 핵포기를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이다.
반면에 북한은 1992년 이후 한반도의 안보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김일성
시절부터 추진해 온 국가전략을 비핵화로 포장해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 제시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기반으로 한미의
비핵화 용어를 차용한 1992년 조선반도 비핵화 이행합의서를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용어혼란 전술을 구사하며 비핵화 국가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이후 제네바 기본합의,
9·19 공동성명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미를 상대로 대북 핵위협 제거, 적대정책
해소, 안전보장, 체제보장 등으로 포장한 논리와 명분을 내세우며 비핵화 국가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가장 최근에 북한이 정부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공화국 성명에도
같은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표현이 바뀌고 용어가 달라졌을
뿐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차원에서 제기된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②
③, ④항, 공화국 정부대변인 성명의 제③항에 해당된다.

②

금지’ 주장은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의 제 항, 조선반도 비핵화 이행합의서의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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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북한의 비핵화 국가전략 진화 과정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1991)
① 핵무기의 실험·생산·
반입·보유·사용 금지
②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비행기·함선의 한반도
출입·통과·방문 금지
③ 핵우산을 보장하는 조약
과 핵무기의 저장·배치
금지
④ 핵무기가 동원되는 군사
훈련 금지
⑤ 주한미군과 핵무기의
철수
⑥ 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과 북한의 남한內
군사기지 사찰 동시 실시
⑦ 핵국들에 대한 핵위협
금지 및 비핵지대 지위
존중 요구

조선반도 비핵화
이행합의서(1992)

공화국 정부대변인 성명
(2016)

① 외국군대의 핵무기 저장‧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
배비 금지
이장군님의 유훈이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의 영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
② 외국핵무기의 영토진입 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우리가 만난을 이겨내
금지
며 외세의 핵위협과 핵선제공격을 충분히 제
③ 핵무기 사용을 위한 작전‧ 압할수 있는 강위력한 억제력을 갖춘 것도 구
경은 조선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
연습 참가 금지
하고 나아가서 반도전역의 비핵화를 실현하
④ 핵무기 사용을 가상한 작 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였다…
전‧훈련의 영토內 허용 명백히 하건대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
금지
선반도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핵폐
기와 남조선주변의 비핵화가 포함되여있
⑤ 핵무기 지원을 전제로 한
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 비핵화
협정‧조약 체결 금지
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우
⑥ 핵무기 생산을 전제로 한 리의 원칙적 요구부터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
① 남조선에 끌어들여 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
늄 수입 금지
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
하여야 한다.
⑦ 핵국들로부터 한반도 비
핵화의 지위를 보장받고
②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
외부의 핵위협을 막기
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위해 공동 노력
③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
하는 핵타격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④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
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⑤ 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담보가 실지로 이루어진다면 우
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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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추구하는 비핵화 국가전략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김씨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
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주도 한반도통일에 우호적인 여건을 만들며, 궁극적으로 통일
을 실현해서 체제대결을 승리로 끝내자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한미 양국을 한반도
긴장과 전쟁의 원인으로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막 형성,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구실로 핵개발을
정당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일관되게 관철(Cheon
2018b). 북한이 핵위협 제거, 적대정책 청산, 체제위협 해소, 안전담보, 체제보장
등 다양한 구실을 들며 비핵화 국가전략을 추진하면서 달성하려는 목표는 다음 세
가지이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저지, 주한미군의 약화 및 궁극적인 철수, 정전협정의
무력화 및 한미동맹 와해.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 용어를 악용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오판하도록
한미와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혼란에 빠뜨렸다.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비핵화를 명시한 국면전환용 합의로 위기를 모면하고 경제적 실리를 챙겼으나
핵개발은 일관되게 진행했다.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부터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2012년 2·29 합의 등이 모두
북핵폐기에 실패한 표면상의 원인은 북한의 합의위반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애당초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이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관철하겠다는 일념
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북한은 비핵화로 포장한 비핵지대화를
실현하겠다는 외길을 걸어왔다. 지금도 다양한 용어를 현란하게 구사하여 우리를
기만하고 혼란을 야기하면서 비핵지대화의 전략목표를 관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Ⅲ.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분석과 평가
북핵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분석하면 아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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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정상회담
1) 판문점선언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북핵폐기의 중요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다양
하게 밝혀왔던 것과 달리 판문점선언에서 이 문제는 용두사미 격으로 다뤄졌다. 판문
점선언은 제1항에서 핵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겠다는 김정은의 입장을 명시했어
야 했다. 북한의 핵포기를 핵심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상회담의 문건은 북핵 완전
폐기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개성연락사무소 개소에 어려움을
겪은 데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판문점선언을 무리하게 이행하
려 할 경우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반발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언급한 제4항에 앞서 명시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은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 없이는
실천하기도 어렵고 한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
서 군비통제와 평화협정 등 한반도 안보구도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은 한국이 당면한
전략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북한의 명확한 핵포기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판문점선언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2005년 9·19 공동
선언과 후속 이행합의인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판문점선언이 남북한의 다양한 합의사항을 열거한 후 마지막에 한반도 비핵화
를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침으로써, 핵문제는 미국과의 논의사안이라는 북한의
오랜 입장이 관철되었고 미국은 핵문제 해결의 책임을 떠맡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핵협상이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한미동맹을 이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간 중재역할을 한 것으로
자평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국가존망에 직결된 문제를 미국에 떠념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미국을 탓하며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경우 남북
관계 파탄의 책임도 떠맡을 수 있음을 우려할 것이다.
판문점선언의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
히 의미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인식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중대한 조치가 4월 20일
자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의 내용 가운데 핵과 미사일 시험 중지 및 핵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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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를 의미한다면 이는 현실인식의 중대한 오류이다. 북한은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고 이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에 비춰볼 때, 신뢰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
는 데 부족하지 않은 횟수이다. 장거리미사일은 북한이 ‘위성발사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언제라도 재개할 수 있으며, 2012년 2·29
합의도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차이로 깨졌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김정은이 4월
20일 전원회의에서 핵무기 개발이 완료되어 그 사명을 끝마쳤다고 선언한 시설이다.
6차 수소탄 실험으로 만탑산 내부에 거대한 동공이 생기고 후속 여진이 계속 발생할
정도여서 중국의 지질학 전문기관들도 사용불가 판정을 내렸다(Chen 2018). 비핵화
의 관점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는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NPT에 비핵회원국으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판문점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각자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
다”고 명시한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북한은 이를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한국을 끌어들여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기도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두 당사자인 남과 북 가운데 한국의 비핵화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판문점선언에서 밝힌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
한다는 공동의 목표’는 달성된다. 지금까지 김정은의 발언이나 북한 당국의 공식 문건
에 보유한 핵무기와 관련 능력을 완전히 폐기하고 NPT에 복귀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4·27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한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는
발언을 핵포기 의사로 해석할 수는 없다. 1993년 미북공동성명에서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역대 정부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했고, 트럼프 행정부도 정권교체, 급속한
통일, DMZ 이북 미군주둔, 북한주민에 대한 危害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Mattis and Tillerson 2017).

2) 평양공동선언
남북한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에 합의
했다. 핵문제 해결 차원에서 정상회담이 갖는 중요성은 최고 결정권자인 김정은의
속내를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데 있다. 지난 30년간 한국이 비핵화 외교에
만 매달린 데는 북한 지도자의 본심을 몰랐던 것이 큰 원인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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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비핵화 외교에 매달린 반면 북핵위협에 대응한
안보대책은 도외시했다. 이런 점에서, 평양공동선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확신도 없이 어설프게 타협했던 과거 실패한 비핵화 외교의 재판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 3차 남북정상회담 후 미국 방문 및 영국 BBC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문대통령의 판단일 뿐 김정은이 직접 공표한 것은 아니다.8)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그 자신이나 북한 당국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밝혔다면
왜 판문점선언, 싱가포르선언, 평양공동선언에 굳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애매한 표현
을 썼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과 같이 핵문제를 마지막에 둠으로써 남과 북의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미북간에 해결할 사항인 만큼,
비핵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모양새만 갖춰도 남북관계개선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생각
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 조치가 부실한 가운데 북한 편에 서는 인상을 주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북한은 가장 강력한
유엔안보리 제재를 받는 나라이고 주요국들이 외교관계를 축소하고 교류협력도 끊을
정도로 문제국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평양공동선언 제5항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
는 것은 김정은이 지난 5일 우리 특사에게 했던 말이다.9) 한반도를 핵무기 없는 땅으
8) 문대통령은 9월 24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전 세계 언론 앞에
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히고 내가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김 위원장과 한 비핵화 합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고 했다(연합뉴스 2018c). 이튿날 뉴욕 외교협회 질의응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핵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해 주면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그런 신뢰를 준다면 김 위원장은 경제발전을 위해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
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연합뉴스 2018d). 문대통령은 10월 12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완전
한 비핵화에 대해 지금까지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
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
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
가 포함된 것이었다…,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연합뉴스 2018e).
9)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우리 특사단을 만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
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이
다”(연합뉴스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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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탈퇴했던 NPT에 복귀하면 된다. 한국의 핵개
발 포기와 주한미군의 전술핵 철수는 이미 오래전에 실현되었다. ‘핵위협이 없는 평화
의 터전’은 핵위협의 근원인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겠
다는 북한의 비핵화 국가전략이 담겨있는 표현이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전문가 참관 하에 폐기한다는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셀프 폐기가 초래한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일방적으
로 폐기한 것은 북한의 핵포기 의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증거인멸 행위이다.
먼저 핵실험장의 모든 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신고를 한 후 국제기구가 북한의 신고내
용을 현지 실사를 통해 정밀하게 검증해서 핵실험장의 역사를 재구성한 후에 폐기를
하는 것이 맞는 순서였다.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폐기는 일반인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물리적인 조치로서 전문가의 참관이 큰 의미가 없다. 기존
시설을 영구적으로 없앤다는 말을 신규시설을 짓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미국의 조치를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는 것도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케 만든다. 미국에 공을 던지는 조건부 폐기일 뿐 아니라 영변에 국한된 폐기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이다. 볼튼 보좌관의 말대로, 미국은 북한이
1년 내에 핵폐기를 완료할 것으로 믿고 정상회담을 가졌을 것이다.10) 트럼프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실무회담이 다음 주에 열릴 것이라는 등 희망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이(White House 2018c) 이를 뒷받침한다. 영변 핵시설은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명이 다한 노후화된 시설이다. 영변은 핵무기의 원료
를 생산하는 곳으로서 미래 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이 별도의 농축시설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변 폐기는 미래 핵의 일부를 없앨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수십 개의 핵탄두, 즉 현재 핵과 연간 6개 정도 생산하고 있는
현재진행형 핵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10)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2018년 8월 19일 ABC News의 ‘This Week’ 프로에 출연해서 4·27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1년 내에 끝내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
터 들었다고 했다. 문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북한이 비핵화를 빨리 할수록 한국과 일본의 지원과
많은 나라들의 투자 등 개방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1년 내에 끝내자고 말하자 김정은이 ‘예
스’라고 했다는 것이다(ABC New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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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북정상회담
1) 김정은의 핵포기 의지 확인 실패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매우 포괄적이라고 자부했지만 공동성명은
과거 미북 간에 체결된 합의에 비해 그 범위와 내용 면에서 포괄적이지도 못하고
깊이도 없다. 양국이 1993년 6월 한국전쟁 이후 처음 가진 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 수준에 불과하다(<부록 1> 참조).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열린 최초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이 플루토늄 수백 그램 갖고 있던 30여 년 전 핵개발 초기에
차관보급이 합의한 문건과 별다를 바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트럼프의 유일무이한 목표는 김정은의 입에서 핵개발을 포기하고, 보유한 핵무기는
폐기하며, NPT에 비핵회원국으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끌어내는 것이어야 했다. 핵
무기 폐기에는 오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두 정상이 양측의 최종목적지가
같다는 것만 확인했더라도 싱가포르회담은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다. 하지
만 트럼프는 김정은으로부터 핵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겠다는 확답을 받지 못했
다. 공동성명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를 놓고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로
해석하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척하면서 주한미군 완전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를
기도하는 동상이몽이 지속되고 있다. 사전협상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약을 만들어내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시한을 정해 신속하게 핵을 폐기하
겠다는 북한의 의지와 대강의 계획 및 실무협상 가동을 명문화하는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2) 역대 미행정부의 실패 재현
41대 부시 대통령 이후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 행정부의 북핵정책이
실패한 과정을 돌아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41대 부시 대통령이 냉전 종식
후 유럽의 전술핵은 일부 유지한 반면 한국에서 모두 철수한 것은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한 결과로 보인다. 자신의 정치적 업적인 제네바 합의가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던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애써 무시하면서 대북지원을
지속했다. 클린턴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등장한 43대 부시 대통령도 9·19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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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막대한 대북지원을 약속하고 영변 냉각탑 폭파를 큰 성과로 홍보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핵무기없는 세계를 표방하며 북한
비핵화를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2·29 합의가 깨진 후 미약한 경제제재에 의존하며
‘전략적 인내’에 머물렀다. 싱가포르회담 전후 과정에서 트럼프와 고위 관료들이 보여
준 행태는 트럼프 행정부 역시 과거 정부의 정책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표 2> 참조).
<표 2> 대북협상의 4대 금기사항과 트럼프 행정부 평가

금기사항

세부 내용

트럼프
행정부

정치적
욕심

북핵문제를 해결해서 정치적 업적을 이루고 유산을 남기겠다는 개인적 욕심
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
겠다는 과욕이나 해결할 수 있다는 만용을 부려서도 안된다.

준수실패

북한
과소평가

3대에 걸친 신념과 사생결단의 각오로 무장한 북한의 협상력을 과소평가해서
는 안된다. 북핵협상은 처음부터 북한이 주도하는 게임에 미국이 끌려가는
형국이었고,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뒤쫓으며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양보하
는 역사가 되풀이되었다.

준수실패

경제수단
과신

지원이건 제재이건 경제수단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 경제력만으로 핵
을 포기하게 만든 사례가 없다. 3대에 걸쳐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핵개발에
성공한 북한체제는 수십만의 아사자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 시절도 극복했다.

준수실패

성급한
자화자찬

협상이 성공했다고 성급하게 결론짓고 서둘러 샴페인을 터뜨려서는 안된다.
안보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유발해서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 서둘러 만들어
진 합의는 장애물과 함정이 많고 북한의 기만과 역이용 전술에도 취약하다.

준수실패

Ⅳ. 주요 정책적 고려사항
1. ‘선대의 유훈’인 ‘비핵화’의 의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018년 3월 대통령 특사로 방북해서 김정은과 만난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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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a):
“(북한이)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 북미대
화의 의제로 비핵화도 논의 할 수 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
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다’(라는 발언이다).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정은의 비핵화 발언에 주목한다고 한 것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를 우리가 생각
하는 핵무기 폐기로 철썩 같이 믿는다는 뜻이다. 서훈 국정원장도 3월 8일 미국 방문
길에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한미연합훈련도
북한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대화하려는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인선 2018): “우리는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김 위원
장이 특사단에 북한의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를 명백히 밝혔다는 점이다.” 그는 김정은
이 말한 비핵화가 핵동결이나 핵확산방지가 아닌 정말 완전한 비핵화이냐는 질문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직접 비핵화를
약속한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워싱턴을 방문한 정부 고위관계자도 3월 9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김경택 2018):
“비핵화는 비핵화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한국과 미국
이 말하는 비핵화는 다를 수 없다. 그게 다르면 협상이 안된다. 비핵화 정의는 1992년
남북한이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있다. 거기 보면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명백히 나와 있다. 그 외에 다른 비핵화가 있을 수 없다.”

사실 비핵화가 유훈이라는 말은 김정일을 포함한 북한 당국자들이 종종 해온 말이
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3월 18일 美 CBS 방송인터뷰에서 북한 최고당국자가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CBS News 2018). 김정일의 발언만
봐도, 2005년 정동영 특사 면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총리와의 회담, 2011년 10월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 등에
서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거듭 밝혔다. 2018년 3월 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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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11) 밝혔다.
만약 김정은이 말한 선대의 유훈인 비핵화가 핵포기를 뜻한다면 2012년 개정 헌법
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2018년 신년사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성
취’를 선언한 김정은은 선대의 유훈을 거역한 죄인이 된다. 핵개발 포기라는 유훈을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임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습
체제에서 수령의 유훈을 거역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김씨 가계에서도 결코 있을
수 없고 북한주민들도 수긍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이다. 최소한 외세의 위협때문에
핵을 개발해서 유훈을 어겼지만 외세의 위협이 사라지만 핵을 포기하고 유훈을 따를
것이라고 해야 맞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정일과 김정은 모두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선대의 유훈을 어겼다고 시인한 적이 없다. 이는 핵포기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위에 항상 놓여 있다”고 공언하면서 핵무력이 선대의 염원이
자 보검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낼 수 있는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마련하기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장군님과 위대한 수령님의 염원을 풀어드렸으며 전체 인민이
장구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바라던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쥐었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우리 특사단에게 말한 선대
의 유훈인 비핵화가 우리가 이해하는 북한의 핵포기인지 아닌지 다그쳐 물었어야
했다. 선대의 유훈인 비핵화와 신년사에서 선포한 ‘장군님과 수령님의 염원인 최강의
국가 방위력’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파악했어야
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지난 30년간 우리를 기만한 비핵화의 연막을 거둬내고
실패한 비핵화 외교의 멍에에서 벗어나 건국이후 최대 외교참사인 북한의 핵보유에
맞서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야 했다.
11) “It is our consistent stand to be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on the peninsula,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late President Kim Il Sung and late General Secretary
Kim Jong Il,”(B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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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연합훈련 중단의 전략적 위험성
한미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우리 정부에 통보하는 비정
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발상에는 북한이 느끼는 안보위협이 해소되어야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이 체제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는 이 논리는 “핵개발은 외부
의 위협에 대한 억제수단이라는 북한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
11월 LA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이 체제위협 요인으로 지목한 군사훈련을 중단함
으로써 핵보유 동기를 없애고 비핵화를 실현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핵포
기를 미끼로 한미동맹을 와해하려는 북한의 비핵화 국가전략에 말려드는 패착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핵개발 포기를 미끼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한 중장
기 국가전략을 추진해왔다. 앞서 밝힌 대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란 이름으로 시작
된 비핵화 국가전략은 대북 적대정책 해소, 핵위협 제거, 체제보장, 안전보장 등을
구실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양보하면
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1991년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한 것은
물론 1993년 미북고위급회담 이후 모든 합의에서 핵을 포함한 무력으로 북한을 위협
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클린턴과 부시는 김정일에게 안전보장을 약속하
는 서신도 보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북한을 통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물론 남한식
경제발전 모델을 거론하면서(White House 2018b) 김정은과 북한주민들이 북한의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것을 돕겠다고 했다(White House 2018d).
적대국의 핵무력을 없애기 위해 재래식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지구상에 핵무기
가 출현한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가시적인 핵폐기 움직임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인 훈련 중단은 설상가상이다. 한미가 지난 한 세대 동안 추진해 온 비핵화 외교가
미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북한의 핵독
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경우 재래식 전력이라도 시급하게 강화해야 할 형편이다.
핵이 폐기된다고 해도 화학·세균무기, 미사일, 특수부대, 사이버전력 등 북한의 비대
칭위협은 그대로 남는다. 군대가 평시에 훈련을 하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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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은 데, 훈련 않는 군대의 존재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미국의 대통령이 한미훈련을 ‘전쟁게임(war game)’으로 칭하면서 도발적이고 값
비싼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것도(White House 2018c) 동맹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미군 통수권자가 한미훈련을 도발적인 게임으로 묘사한 것은 그 동안
훈련에 종사해 온 양국 군인들에 대한 모욕이다. 한미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한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훈련이며, 해마다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초청해서 방어
훈련임을 입증해왔다. 물론 현 사태를 동맹해체의 징조로 받아들이는 것은 시기상조
이다.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의지를 미국의 관료집단이 좌절시켰듯이, 우리는
미국을 움직이는 건전한 시스템이 작동할 것으로 믿고 동맹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특히 정부는 트럼프 개인의 상궤를 벗어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들은 미국의 일방적
인 훈련중단 통보에 접하면서 동맹은 국익 실현의 수단일 뿐임을 자각하고 내 나라의
안보는 내가 책임진다는 개개인의 결의를 다져야 한다.

3. 對北 안전보장과 對韓 안보공약의 충돌 가능성
북한정권이 느끼는 안보위협이 해소되어야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하나의
상식과 같이 되었다.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LA 발언이 많은 비판을 받은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북한이 체제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는 논리가 확산된
것은 그만큼 북한의 비핵화 국가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한국의
전직 6자회담 대표까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Friedman 2018) 북한의 비핵화 국가전략이 가랑비가 옷을 적시듯이 우리사
회 저변에 스며들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 비핵화의 본래 취지를 어기는 것이며 한미동맹의 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북한의 오랜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앞으로 핵포기를
미끼로 북한이 제기하는 안전보장 요구를 하나 둘 들어주다 보면 한미동맹은 북한의
동맹 와해전략에 말려들어 해체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미북정상회담 하루 전날 폼페이오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에 임
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역대 미국 정부가 제공하려 했던 것과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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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unique)’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고 했다(Department of State 2018a).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전례없는 안전보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국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국의 對北 안전보장과 對韓
안보공약이 상충될 수 있음에 유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의 對北 안전보장이
구체화될수록 북한의 군사도발시 미국이 한국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려는 경우 대북
안전보장과 충돌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는 미국의 대북 안전
보장을 북한이 느끼는 위협요인 해소라는 단선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않된다. 핵포
기를 미끼로 한 북한의 동맹 와해전략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해서 미국의 對北 안전보장조치로 인해 對韓 안보공약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하나의 한국(One Korea)’ 원칙 훼손
미 의회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결과를 비준한다는 데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의견이 일치한다. 트럼프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가 비준을 거치지 않은
졸속 합의였다고 비판하며 미북 합의는 비준을 받겠다는 입장이고, 의회는 예측 불가
능한 트럼프가 엉성한 합의를 해서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비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 의회의 비준은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대 미 행정부는 북한과의 합의에 조약이나 협정이란 명칭을 쓰지 않았고 비준동의도
요청한 적이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비핵화 국가전략이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흔드는 지경에 이른 셈이다.
문제는 미 의회의 비준이 북한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의 영토조항이 표방하는 ‘하나의 한국’ 정책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역대 한국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남북관계도 ‘국가 對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합의사항에 대해 국회비준도 요청하
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비핵화 합의에 대한 미 의회의 비준이 동맹인 한국의 헌법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를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제기해야 한다. 아울러 통일될
때까지 ‘하나의 독일’ 입장에서 조금도 후퇴하지 않은 서독의 입장을 고려하여, 미국이
동독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독일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는 서독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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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견지했다는 사실도(Dobbins and Hornung 2017)12) 미국에 알리고 동일한
정책을 한반도에도 적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5. 북핵문제는 강대국 경쟁의 대리전
러시아, 중국, 이란이 각각 유럽, 아시아, 중동에서 미국과 서방 중심의 기존 질서에
반하는 새로운 헤게모니 구축을 위해 힘을 투사하는 강대국 경쟁시대가 도래했다.
냉전 종식 이후 화해와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고자 했던 탈냉전시대가
막을 내리고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권을 추구하는 경쟁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

것이다(Kagan 2008, pp. 4 5).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국방 및 핵 전략도 이러
한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러시아, 중국, 이란과 북한을 미국의 동맹을 위협하
고 미국 주도의 지역질서를 재편하려는 적대세력으로 규정했다(White House 2017;
Department of Defense 2018a, 2018b). 현상변경세력의 특징은 미국과의 전쟁은
피하면서도 공격적인 외교, 대담한 군사행동, 우호세력을 활용한 대리전을 배합해서
미국 영향권의 주변부를 공략하고 미국의 동맹을 위협하는 소위, ‘간보기 전략(a
strategy of probing)’을 구사하는 것이다(Mitchell and Grygiel 201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확보, 이란의 시리아 아사드 정권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강대국 경쟁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 핵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대리인으로
삼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보호 의지를 시험하는 간 보기 전략의 장임과 동시에

∼

미중, 미러 경쟁의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다(전성훈 2018, pp. 18 23). 한반도에서
는 중국의 공격적인 사드 배치 반대가 대표적인 간 보기 전략으로 꼽힌다. 북한의
안보 우려도 해소되어야 한다며 ‘쌍중단’과 ‘쌍괘병행’을 주장하는 중국이나 이런
중국의 해법을 지지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러시아 모두 동북아에
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북한 핵문제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 양국은 싱가포
르 정상회담 이후 북핵폐기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도 핵개발을 정당화하
12)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으로 ‘하나의 한국’ 원칙이 약해졌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주목할 점은 동서
독 역시 유엔에 동시 가입한 상태에서 미국이 서독의 ‘하나의 독일’ 입장을 존중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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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미중, 미러의 경쟁관계를 잘 이용해왔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가 중·러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잘 아는
북한은 핵개발의 원인으로 미국의 위협을 들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를
노리는 비핵화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미중, 미러 경쟁의 대리전으로 부상할수록 한미가 바라는 북핵 완전
폐기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러시아의 지원 하에 동북아에서
미국 주도의 기존질서를 자국 주도의 질서로 재편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보유를 일정부분 용인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부담을 주는 지정학적 게임을 펼칠 것이다. 한반도가 북한의 핵독점에 놓인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대리인으로 삼고 미국의 동맹보호 의지를 시험하면
서 지역 안보질서를 바꾸려는 중장기 전략게임을 벌이는 강대국 각축의 장이 된 것이
다. 그 만큼 북한의 핵보유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Ⅴ. 결론
북한이 핵포기 의지의 진실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길은 핵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자료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는 성역없는 사찰을
수용해서 국제사회가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북한
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재처리와 농축 시설, 관련 기술, 활동 및 인적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공개하면 한미를 비롯한 직접 당사국들과 공인된 국제기구가 북한이
신고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면밀하게 조사하는 검증활동에 돌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지름길이다.
신고와 검증을 생략한 채 핵실험장을 독단적으로 폐기한 후 북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각종 의혹과 불신이 커졌다는 점을 북한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

∼

북한 비핵화를 완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에 대해 1 2년에서부터 10 15년까지
다양한 예측이 존재한다. 주요 핵시설의 해체와 환경오염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수십 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핵화는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단계적으
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핵심 쟁점은 실질적인 핵위협인 핵탄두와 미사일 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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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에 하는 가의 문제이다. 북한은 가급적 핵무력 보유 기간을 늘릴려고 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도 비핵화 협상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핵탄두와 미사일 폐기 시점이 늦춰질수록 한국이 북핵의 인질로 살아야
하는 기간도 길어지므로 우리는 핵무기 폐기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이를

∼

위해, ‘先 핵무기 폐기, 後 기반시설 해체’ 원칙을 견지하면서 향후 1 2년 내에 북한
핵탄두와 미사일의 완전폐기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미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의
장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핵포기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서로간에 해석이 다른 ‘완전한 비핵화’로 타협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후속협상
에서 북한이 이런저런 조건과 이유를 달면서 진정성있는 핵포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낙관적 분위기는 급변할 것이다. 특히 과거 정권의 지지부진한 협상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트럼프가 북한의 핵포기 여부를 확인할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북핵문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향후 북핵문제 예상 시나리오와 북핵 완전폐기 여부
시나리오

구체적인 상황

핵과 미사일 시험 및 핵 활동 중단, 미 본토를 겨냥한 ICBM 동결
및 폐기, 일부 핵탄두 폐기, 검증 등 단계적 해법에 합의하고 북핵
후속협상 성공 → 완전폐기는 궁극적인 목표로 선언하는 수준에서 합의한다. 북한은
합의동결
일정한 핵무력을 보유하게 되고 미국은 본토에 대한 핵위협을 해
소함으로써 양측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긴다. 대북제재가 해제
되고 북미 관계 정상화도 이뤄진다.
후속협상 실패 → 후속협상 실패후 미국이 군사옵션을 사용하고 북한이 대응해서 국
무력충돌 →
지적 무력충돌이 발생한다. 중국, 러시아, 유엔 등의 중재노력에
합의동결
힘입어 양측이 후속협상 성공 수준의 합의동결을 이룬다.

북핵 완전 폐기

불가능

불가능

후속협상이 실패해서 미국이 군사옵션을 사용하고 이에 북한의 대
후속협상 실패 →
응으로 국지적 무력충돌이 발생한 후 대결국면이 지속된다. 이런
무력충돌 →
가운데 북한은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을 포함하여 필요하다
자연동결
고 판단하는 핵전력을 갖춘 후 유지 및 관리 단계에 들어간다.

불가능

후속협상이 실패한 후 추가적인 외교수단이나 군사적 해법이 가동
후속협상 실패 →
되지 않고 대결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ICBM을 포함한
자연동결
다양한 핵무력을 갖춘 후 스스로 유지 및 관리 단계에 들어간다.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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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은 북핵문제 장기화에 대비한 심리적,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 먼저
북한의 ‘비핵화’ 용어혼란 전술에서 탈피하기 위해 ‘북핵폐기’로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 ‘비핵화’ 용어를 고집하는 한 북핵협상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동상이몽 속에
동문서답하듯 겉돌며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지금
까지 한국의 핵개발 포기라는 비핵화의 반쪽을 잃지 않고 한반도를 핵비확산 정책의
모델로 삼으려고 비핵화 용어에 집착했었다. 북핵 완전폐기를 위해 고안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가 어느 순간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
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CVID)’로 둔갑한 것도 문제이다. 한미 양국은 CVID의 ‘D’가 Dismantlement, 즉
핵폐기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울러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북한관리전략을 추진해야

∼

한다(Cheon 2017, pp. 120 148). 소련, 중국,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용인한
경험이 있는 미국에서도 북한 핵을 실체로 받아들이고 억지와 봉쇄 중심의 장기적인
전략을 펴야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Bader 2017; Einhorn 2017; Lewis
2017; Panda 2017; Sagan 2017; Swaine 2017; Narang 2018). 한국은 현존하는
북핵위협에 대응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서 스스
로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북한변화를 촉진하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특히
핵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핵 對 핵’의 균형을 이루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해야

∼

한다(Cheon 2018c, pp. 19 36).
특히 정부는 2019년의 북핵문제와 한반도 안보상황이 2007년과 비교할 때 상전벽
해의 차이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2007년의 시점에 고착되어 있는 대북전략의 기조
와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및 통일 문제에서 남남갈등을 줄이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은 관점이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북핵문제 장기화의 불가피
성’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며, 정부가 그 변화를 선도해
야 한다. 정부는 북핵문제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중에 대폭 해결하겠다는 성급함을
버려야 하고, 보수층도 군사공격을 해서라도 북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핵을 가진 북한과의 남북경협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하고, 보수층도 인도지원과 교류협력의 물줄기를 끊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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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와 국민, 진보와 보수, 여야 모두 함께 북핵폐기와 남북경협의 숨을 고르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로 인해 생긴 국가적 여력을 북핵위협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억지력 강화와 방호태세 구축에 쏟아야 한다. 북한 땅에 핵이 존재하는 한 국방부와
군의 일차적 책무는 그 핵이 우리 땅에서 터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며, 행정안전부
등 재난대비 부처의 일차적 책무는 만약 핵이 터졌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호태세를 철저하게 갖추는 일이다.
투 고 일: 2018.11.27.
심사완료일: 2018.12.21.
게 재 일: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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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993년 미북고위급회담과 2018년 미북정상회담 공동성명 비교
1993년 미북고위급회담 공동성명

2018년 미북정상회담 공동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
이의 정부급회담이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 사이에 뉴욕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부를 대표하여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과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로버트 엘 갈루치 국무성 차관보
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나서는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핵전파를 방지하기 위
한 목적에 부합되게 북남비핵화공동선언
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안들을 주제로 포괄적
이고 심층적이며 진지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
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을 제공
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
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
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
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합의사항
을 선언한다.

1.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
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담보한다.
2. 전면적인 담보 적용의 공정성보장을 포
함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
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호상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3.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준하여 조미쌍방정부
들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 위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정부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 효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큼 일
방적으로 임시 정지시키기로 하였다.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2.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
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이 거대한 중요
성을 지닌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미 간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행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동성명
에 적시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
한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미정상회담의 결
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북미관계의 발전, 한반도와 세계
의 평화, 번영, 안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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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ational Strategy of North Korea versus Diplomacy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y Seong-Whun Cheon

North Korea succeeded with its long-term national strategy of denuclearization to develop nuclear weapons by deceiving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to believing that it shares their conception of denuclearization. In contrast,
South Korea’s and American denuclearization diplomacy to persuade the North to
follow suit after the South gave up nuclear development first failed. North Korea
cheate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y deliberately misinterpreting the
word ‘denuclearization’ which was coined by the two countries, camouflaging its
true nuclear intention, buying time, pocketing rewards, and continuing to develop
nuclear weapons.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originated from Kim Il Sung’s
proposal of a nuclear-weapon-free zone in Korea with a purpose of removing
American influence, while South Korea’s and American diplomacy proposed the
two Koreas’ abandoning nuclear options with no impact on American presence in
Korea. The inter-Korean summits and the U.S.-DPRK summit failed to bring forth
Kim Jong Un’s firm commitment to give up nuclear weapons and return to the
NPT as a non-nuclear member state. The summits were simply a repetition of
failed denuclearization diplomacy that had been unable to read North Korea’s true
intention and made half-baked compromises. At present, international order is
characterized by the great power competition where great powers vie to enhance
their national interests by relying purely on power rather than following international norms. In Asia, China attempts to replace an America-led regional order
with a new one centered on Beij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has become
a proxy war facilitated by China and Russia in order to weaken American influence in Northeast Asia. It is likely to be a long-term game, so much so that South
Korea must adopt a Plan B to counter a vital security threat posed by nuclear-armed North Korea.
Keywords: Denuclearization National Strategy, Denuclearization Diplomacy, Inter-

Korean Summit, The U.S.-DPRK Summit, Great Power Competition, Plan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