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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제포럼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움직임들이 향후 남북관계, 한미관계, 미북관계, 북중관계, 그리고
동북아 국제정세 전반에 미치게 될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US Study Mission’을 구성하여
워싱턴과 보스턴에 파견(2018.9.25~30)하였고, 뒤이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평가 및 한국의 군사안보를 점검해보기
위해 서울국제포럼 회원 중심의 아젠다 워크숍을 개최(2019.4.12)하였다. 본 보고서는 US Study Mission과 2019 Agenda
Workshop I (부록 참조) 토의 내용을 북한 비핵화 전략과 한국의 군사안보 방향을 중심으로 김성한 교수(고려대)가 정리한
것이다. 채텀하우스 규칙(Chatham House Rule)에 따라 인터뷰나 워크숍 토론을 통해 나온 발언을 본 보고서에 인용하되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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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박 인 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북한은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이면서도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평화와 핵 두 가지 모두를 강조한 바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북한이 생각할 경우 결국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힘들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비핵화 외교에 대한 워싱턴 내 회의적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실질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가(de facto nuclear weapon state)로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관리’를 모색해야 한다는 관점, 또는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하고 신속히 이루기 위해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도 수월치 않다. 심화하는 무역 분규로 인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에 2017년과 같은 미중 양국 간 북핵 협력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 특히 양국 간 무역 분규에서의 고조된
긴장이 그 이외 다른 영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중국은 북한 및 북핵 문제를 주로
자신의 관점과 시각에서 평가하고, 미국의 압력에 일정 부분 반응하며 움직인다는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
북핵 문제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교착상태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하노이에서 개진된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고, 북한 역시 큰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작다. 결국 최대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과 태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한미공조에 따른 명확한 메시지 발신과 국제공조의 균열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2018년 9·19 평양선언 군사부문 합의서는 한미 간 철저한 협의의 산물이라고 보기 힘들다.
특히 군사분계선 부근 10~40km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노무현 정부 이래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부족한 감시정찰능력 강화를 위해 막대하게 투자한 자원을 (비행금지구역 내 정찰 중단으로 더
이상 정찰자산을 개발 및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장(死藏)함으로써 한국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관해 한미 간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정상적인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개혁 목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올바른 개혁 목표는 전쟁 억제,
그리고 억제 실패 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더불어, 개혁 방향과 원칙이
합리적 절차에 의해 재설정되어야 하며, 국방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개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쇄신(작전계획, 핵 공유 등)이 필요하며,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한미 연합전력의 동시성과
통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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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is seeking a normal diplomatic relationship (like India and Pakistan) with the United States
as a nuclear weapon state. In his 2018 New Year’s address, Kim Jong-un emphasized both peace
and nuclear power. If North Korea thinks that the United States will accept both of them as long as
Pyongyang does not threat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ill be difficult. Moreover, mounting skepticism is being cast in Washington D.C. on a diplomatic
resolution. As long as substantive, near-term progress is absent, the view that it is necessary to accept
and “manage” North Korea as a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will be galvanized, pairing with the belief
that a military option may be needed for complete and rapid denuclearization.
Meanwhile, China’s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persuading North Korea will not be easily
gained. The quality of cooperation that occurred in 2017 is unlikely to be maintained amid the escalated
trade war between the two economic powerhouses. The low probability is particularly underscored
by the fact that U.S.-China trade frictions are being proliferated on to non-economic areas. As such,
China will attempt to assess North Korea and seek solutions for the nuclear issue within China’s own
framework and standpoint. Furthermore, China will abstain from any behavior that suggests that China
is responding to any U.S. pressure.
A deadlock has replaced early 2019 optimism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t is highly unlikel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accept the deal proposed by North Korea in Hanoi, an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revising its stance is equally slim. Therefore, the importance of the attitude and role of
South Korea—the biggest stakeholder—is critical. It is essential that South Korea should send a clear
message closely coordinated by Seoul and Washington as a means to prevent breache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signed as part of the September 2018 Pyongyang Joint Declaration
was not a product of thorough ROK-US deliberation.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the 10~40
kilometer no-fly zone nea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ay squander major investments to enhance
the South’s surveillance of the North. The capabilities are vital to the South’s scheduled takeov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its military forces from the United States. A no-fly zone prevents the
deployment and development of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missions over the border area. This
may ultimately diminish the South’s ability to assum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discuss in depth on how to compensate for this possibl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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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for a rational and well-adjusted military reform plan to be implemented, goals must be
reestablished. An optimal goal should be focused on war deterrence and developing armed forces that
can be victorious if deterrence fails. In addition, the direction and principles of reform must be revised
via reasonable discussions and processes; the pace of reform should also be carefully modulated
with consideration for the distinct nature of the defense sector. But above all, South Korea’s defense
posture must be based on the reality that North Korea possesses nuclear weapons. Moreover, the
ROK-US combined defense posture must be renovated (i.e., operational plans, nuclear sharing, etc.),
the “ROK triad system”(Kill Chain,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and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must be constructed as soon as possible, and the simultaneous integrity of the ROK-US
combined military strength must be e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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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핵 문제에 관한 미국의 시각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018년 초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북핵 비핵화
외교에 대해 일정 수준의 불신, 회의, 비관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정보 분야에 종사했던 전문가들은
소위 ‘정치/정책(politics/policy)’의 영역과 ‘정보(intelligence)’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후자가 현실을
보다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보 전문가들의 경우,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한국에
의한 상당 수준의 ‘교류/개입(engagement)’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 및 폐기하는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김정은은 ‘병진(竝進)노선’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가
설사 핵 프로그램을 ‘축소’는 하더라도 ‘포기’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정보 계통과 같이) 중국의 내부적 평가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핵 문제를 미북관계 차원에서 바라볼 때 가장 두드러진 점은 북한이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이면서도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평화와 핵 두 가지 목표를 강조한 바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북한이 생각할 경우 결국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힘들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PT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을 ‘전략적 무게(strategic weight)’가 있는 행위자로 대해주길 원하지만, 미국
주류정치/외교가에서 원하는 것은 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운다. 한국
내 진보진영 전문가 중에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 편이면 괜찮다”고 주장하여 한미 사이 간극을
벌려놓는 측면이 있으나, 미국 내 주류의 생각은 대체로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볼
때 워싱턴에서도 30년 가까이 해결되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북핵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관한 미국 내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는, 비핵화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기에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가’(de facto
nuclear weapon state)로 받아들이고 향후 이에 따른 ‘관리’를 모색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둘째, 아직은
비핵화의 달성을 위한 외교적 수단이 남아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셋째,
지금이라도 비핵화를 완전하고 신속히 이루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응 이외의 다른 옵션은 남아있지 않다는
관점이 있다. 이는 곧 향후 비핵화 외교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관점을 따르는 청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옵션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북핵 문제가 한국 입장에서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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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에 관여했던 미국의 한 전문가는 “이제 북한은 비핵 국가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다(North
Korea will never be a non-nuclear weapon state again!)”고 평가하기도 한다. 즉, 법적으로는 여전히
비핵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경제제재
해제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드러나면서 제재를 활용한 비핵화 외교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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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시나리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평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딜’이라는 나쁜 거래보다는 ‘노딜’을 선택했다.
북한은 2019년 2월 27일 마이클 코엔 변호사의 미 의회 증언으로 인해 정치적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에 응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사실상 전면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합의할 경우 미국 조야에서 절대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 직관적으로 간파했다.
추가 핵시설은 배제한 채 영변 핵시설 폐쇄만을 전제로 군사부문을 제외한 경제 분야의 핵심제재 해제를
요구한 북한에 미국 측은 북한 내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전면적 폐기를 포함한 ‘빅딜’을 제시하였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며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러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북한은 스몰딜을 추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미국이 요구한
빅딜을 거부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의심받게 된 가운데 점진적 비핵화(스몰딜)를 다시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전략 환경이 호전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5,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의 효과를 검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이 회담에서 종전선언이나 미북 관계 개선보다도 경제제재 해제를 시종일관 요구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이 제공하는 국제무역통계인 ‘유엔 컴트레이드’를 인용해
2018년 북중의 총 교역 규모가 24억 3100만 달러(약 2조 7745억 원)로 2017년(49억 7600만 달러) 대비
51.4%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당분간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제재 지속을 통해 북한의
협상 입지를 약화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반면, 한국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중재자’ 입지가 흔들리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견고하다는 점을 내세워 미북 대화를 종용하고 양측 이견을 좁히는 역할을 자임했으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 하노이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는 ‘비핵화’보다
‘평화’를 내세워 미북 관계 중재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냈다면, 이제는 견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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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나리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이다. 대북제재의 효과가 하노이에서 입증되었으므로 한·미·중이 더욱 고삐를 철저하게
조일 수 있다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북제재의 효과가 ‘위험수위’
에 도달하기 전에 중국이 이를 완화할 가능성이 크고, 한국 역시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봤을 때 대북
압박정책을 펼 생각이 없기에 이 시나리오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만회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7차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경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화염과 분노’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4일과 8일에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넘어갔다.
그러나 당장 미국이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북한은 2019년 하반기나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0년 상반기에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실속 없는 실무 회담만 지속하는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 through)’이다. 뮬러
특검으로부터 ‘해방’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서둘러 3차 정상회담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제제재를 지속하는 가운데 빅딜 쪽으로 북한의 태도가 변하길 기다릴 확률이
높다. 이처럼 대북 대화 의지를 계속 피력하고 조만간 정상회담을 재개하리라는 기대를 북한에 심어주면서
실무 회담을 지속할 경우,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중단된 채 그럭저럭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향식
(top-down) 협상의 한계가 드러난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으로서도 실무협상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 힘들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미국의 선택지는 1) 완전한 비핵화, 2) 북핵 능력에 대한 제한 및 감축,
3) 억제(deterrence)·봉쇄(containment)·정권교체(regime change) 정책으로의 회귀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정책이 완전한 비핵화 쪽에 방점이 찍혀있으나 세 번째 대안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일본은 첫 번째 선택지에 희망을 걸면서 세 번째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러는 세 번째를 제외하고는
크게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중재자’ 역할에 연연하기보다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북핵 문제의 진로를 냉정히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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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한미관계 현황과 전망
북한 비핵화 외교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한미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좋지만, 한미관계 전반은 좋지 않다. 많은 경우 한미 관료들 간의 업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out of sync) 같은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뉴욕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미국 외교협회(CFR)에서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
회장과 일문일답 시간을 가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미 대통령과는 다르고
김정은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통적인 대북 접근법이 북한 비핵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였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진행 과정이
동력을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애썼고,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측을 안심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5월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며 북핵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문 대통령의 낙관론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미 간에 세 분야에서 긴장감이 생길 수 있다.
첫째, 남북 군사관계 전반의 긴장 완화 속도에 관한 문제로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긴장 완화에 속도를 낼 경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서 미국 측과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 좌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양국 간 더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경제협력과 제재에 관한 부분에서 문 대통령이 뉴욕에서 언급한 논조와 평양에서
얘기한 논조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한미 간 오해가 확대될 수 있다. 비핵화와 (남북경협) 속도를
맞추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핵화보다 경제협력과 제재완화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한국 정부의
입장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은 김정은이 비핵화 결정을 했는지 불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각론
차원에서 한미 간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났지만, 구체적 합의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었다.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은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꾸지 않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만을 강조한다면 한미 간에
의외의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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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합의 이후 한국의 군사안보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와중에 한미 동맹과 자주국방 태세까지 포함하는 중요한
안보태세를 손상시켰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미 간 공조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 정부 관료들은
주한미군과 사전 협의를 했다고 했지만, 미 당국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합의문은 매우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과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주한미군에
새로운 사령관이 지명된 상황에서 (지도부 전환기에)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조율이 부족했을 수 있다.
아무튼, 북한이 비핵화를 하더라도 군사·안보적인 보상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비핵화에 앞서 한국의 안보태세를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 우선,
군비 통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방어용과 감시·정찰용 무기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상호신뢰를 위해 바람직하나, 이번 합의서는 그 반대로 이뤄져 오히려 남북 간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남북 재래식 전력 균형이 북한에 유리하게 변화했다. 북한의 양적
우위를 한국의 질적 우위로 상쇄하는 것이 한국군의 기조지만, 이 합의서는 한국의 첨단 감시·정찰용 무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실질 전략을 약화시켰다. 핵은 물론 재래식 전략무기 균형마저도 북한에 유리하게
된 셈이다.
먼저, 지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한 각 5km로 설정되었으며, 이 구간 내에서
포 사격 훈련이나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이 중단되었다. 동해의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각 80km
로 등거리이나, 합의서의 핵심인 서해의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한국이 85km로, 북한의 50km보다
많이 양보하였다. 결국, NLL 일대의 군사력 균형이 북한에 유리하게 변화했고, 서북 5개 도서 방어력이
크게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서측 방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 설정과 관련된 합의 내용은 한국의 전선 지역 정보감시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신호정보, 인간정보, 공개정보, 영상정보 중 한국이 유일하게 우세한 분야가
영상정보이나, 이번 합의에서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으로 인해 한국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무인기 운용을 못 하게 되었다. 이는 전선 지역 내 북한 감시 불가능과 실시간 표적 정보력
상실을 의미한다. 임박한 적 도발징후 파악과 실시간 표적 정보 전달은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무인기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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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 분야 합의서 이후 가장 시급한 후속 대책은 한미 동맹 약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선(先) 한미 합의
후(後) 남북 협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전작권 전환은 한미, 군 내·외 전문가 모두가 전환의 ‘조건
(condition)’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북 협의 과정에서 유엔사나 한미
동맹과 관련된 의제를 논의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후속 대책은 남북 군사 공동위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드시 관철하는 것이다. 군사합의의 이행을 상호 검증·통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비행
금지구역은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없을 경우)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사이버 공격, 간첩, 선동 등도
금지해야 할 적대행위로 규정해야 한다.

한국의 미북 중재와 한미동맹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왔는데, 지금까지 한국의 이러한 역할이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기보다 한미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더욱이 ‘민족’
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나 행동은 한미동맹 관점에서는 아슬아슬한 행위(high-wire act)이다.
한미는 엄연한 동맹국이므로 미북 양쪽과 등거리일 수는 없다.
‘중재자’ 논란의 핵심은 바로 “북한 핵이 한국에게는 별문제가 없느냐”라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 소위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포(ICBM scare)’가 미국 정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위협일 수밖에 없기에 혹시라도
ICBM을 해결하는 것만으로 비핵화의 상당 부분이 정리될 개연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는 한국 정부에게 딜레마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 전문가 중에는 “한국 정부가 북핵
위협에 대해 그리 민감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마치 제3차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
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남북 간에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당초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보를 한 것이라는 미국 내 평가가 있으며. 그 이면에는 미국과의 사전 조율(특히, 단순히
북한에 대한 것만이 아닌 미래의 다양한 지역적 상황에 대한 전략적 고려)의 부족 및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
역설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미북 중재자론이 ‘성공’하기 위해선 확고한 한미 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과 별개로 주한미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위험하다는 것이 미국 내 주류 안보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통령 후보 때부터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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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까지 가장 일관된 테마는 ‘주한미군 철수’ 이며, 트럼프는 비핵화 자체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 공군 일각을 제외하면 국방성 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의회 내에서 역시 랜드 폴(Rand Paul) 상원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소수 견해이긴 하다. 워싱턴 싱크탱크
사이에서도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정도만 주한미군 철수를 선호한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사들 대부분이 비슷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계속해서 (사석에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 CEO들은
대부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을 만나본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주한미군 철수) 구실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북한 비핵화가 될 확률보다 현 상황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까지 얘기한다.
2017년 마라라고 별장에서 진행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행한 “과거에 한반도는 중국에 속했다(In the past, Korea belonged to China)”라는 ‘뜬금없는’ 언급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중재자(mediator)’로 부르는 것에 대해 미국 측의 반응은 “중재자란 곧 중립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과연
한국은 동맹국 미국에 대해 중립적인 행위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들어
미국 조야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은 중국 편(Korea is in China’s orbit)”이라는 논란과도
긴밀한 연계를 갖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고 여전히 중국 편이라면 한국과 미국은 과연 동맹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함의 역시 작지 않다.
중국이 2018년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했던 이유는 미국에게 북한이 여전히 중국 편에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일종의 ‘분할지배(divide and rule)’ 전략의 일환이다. 북한 또한 일련의 남북회담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 사이를 벌려놓는 ‘쐐기 박기(driving a wedge)’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실 중국의
대전략은 한반도 내 긴장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나쁘지 않다. 한반도 통일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상황이 안정되어 있으며,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했다. 한국의 가장 이상적인 종착지(end state)는 “민주적이고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동맹국인 통일한국”일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이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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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미래
시카고국제문제협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설문조사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과, 유사시 이들에 대한 방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50% 이상의 미국인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별도로 놓고 보면 양상이 다를 수 있다.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위협은
중국이다. 이러한 중국에 장기적으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일본이다. 한국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계속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도 미국여론은 그 기반이 취약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주한/주일미군과 같이 전진배치(forward deployment) 전략을 유지하기보다
미군을 본토로 불러들인 후 필요할 경우 신속한 개입을 추구한다는 ‘역외 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 MIT 베리 포젠(Barry Posen) 교수와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등이 지지하고 있다. 스티븐 월트(Stephen Walt) 교수와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교수는 좀 더 이론적으로 접근하면서 아시아는 아니더라도 중동에 대해선 역외균형 전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볼튼, 폼페오 모두 역외균형 전략의 논리에 동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파 세력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코크 브라더스(Koch Brothers)가 개입자제(restraint) 외교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유대계의 경우
정통(orthodox)파는 트럼프의 중동정책을 지지하지만, 유대계 내 의견은 분열되어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고 역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면서 유사시
하와이와 괌(Guam)을 통해 해·공군 중심의 선택적 대응을 하는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을
취하더라도 일본 및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미군 주둔을 옹호하는 미국 내 핵심 지지 세력이 있으나, 한국계
미국인(Korean Americans)들은 (남북협력이나 이산가족 상봉에 더 관심이 많아)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의회 내에서도 영향력이 미미하다. 최근 주목할 점은 미국의 국내정치가 이념이나
전략보다는 (백인 중심의) 정체성, 문화, 종족(tribe) 등을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외교정책도 이러한 추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 내 여론이 역내균형(onshore balancing) 전략이 다수 의견이고, 단기간 내에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미군 조직은 대통령의 트위터 활동
등과는 상관없이 정상적인 명령계통을 통해 내려온 지시만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미국 함대들의 위치는
현재 있어야 할 곳에 그대로 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도 아무도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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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다. 명목상의 병력감축(token reduction)은 가능하겠지만, 오래지 않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해도 당장은 이들을 수용할 기지들이 미국 내 부재하다.
현재 추세는 기존의 미국 내 기지들을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주둔 미군을 본국에 불러들여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해외 주둔 미군 병력 철수는 현실적으로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한미동맹의 변화를 요구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도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미·북이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당장 동맹이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큰 틀에서
한미동맹 역시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일단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주한미군에 손을 데기 시작하면 동맹은
지난 65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 동맹국들과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이나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는 한국과의 관계와는 다르다.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면)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 내 한국문제 전문가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한국계 미국인(Korean American)들의 동맹관이다.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기존과는 다른 로비 그룹들을 형성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하지는 않고 있다. 한국계 로비단체들도 동맹보다는 전통적인 의제, 즉 이산가족문제 및 북한에
대한 관여(engagement) 정책에 대한 지지가 주를 이룬다. 이들 사이에 주한미군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재로서는 소수이지만, 곧 다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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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중관계와 북핵 문제

미중관계
최근 워싱턴에서는 당파, 조야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을 잘못 봤다(We‘ve got China wrong)”
라는 인식과 담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저 ‘지역적 범위에서의 지역강국(regional
power with a regional presence)’ 정도로 치부되던 중국이 이제는 ‘준 동급(near-peer)’의 수준을
뛰어넘어 ‘동급 경쟁자(peer competitor)’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을 계기로 행정부, 입법부를 총망라한 전 방위적인 ‘중국 견제’가
시작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 분쟁(관세전쟁)은 향후 훨씬 큰 규모와 범위로 구현되게 될 ‘미중
패권 경쟁’의 한 부분이다. 실제로 2017년 12월에 백악관이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최초의 ‘국가안보전략
(NSS)’ 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지칭되었으며, 2018년에 통과된
‘국방수권법’(NDAA-FY2019)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전(全) 정부적 접근’(a whole-of-government
approach on China)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거기에 더해 중국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나 기업합병에
대한 견제, 그리고 민감 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인 학자들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간 제반 영역에서의 협력 수준이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워싱턴 내 전문가들의 상당수, 그리고 언론인들 사이에는 날로 그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무역 분규로
인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2017년과 같은 북한/북핵에 대한 미중 양국 간 협력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2018년 7월 이후 양국 간 무역 분규에서의 고조된 긴장이
그 이외의 많은 이슈 영역으로 ‘전파되고(perforated)’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즉, 2017년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 불균형의 문제를 레버리지로 사용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보다 의미 있는 중국의 협력을
도출해내고자 했던 것과 같은 이슈 간 교환(trade-off) 또는 연계(linkage)가 이제는 그리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중국은 북한/북핵 문제를 주로 자신의 관점과 시각에서 평가 및
모색하려 할 것이고, 미국의 압력에 일정 부분 반응하며 움직인다는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무역 문제와 북핵 문제 사이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또 일정한 전환의 계기를 통해 해결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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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관련 미중협력의 한계
비핵화 과정의 핵심 이해당사자(stakeholder) 중 하나인 중국은 비핵화 목표에 대해 수사적 차원의
지지만을 주로 제공해 왔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 및 안정 유지를 비핵화보다 더 중요한 목표로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비핵화 시간표가 지켜질 가능성이나 소위 ‘완전하고도 신속한
비핵화’(complete and rapid denuclearization)가 국제사회의 바람에 맞춰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낮다.
특히, 워싱턴의 안보 전문가들은 남북한 간에 채택된 ‘구체적인 조치들’과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이 보내고
있는 ‘막연한 메시지’ 사이의 괴리(imbalances between concrete measures taken in inter-Korean
relations on one hand and vague statements from North Korea to the outside world on the other)
가 큰 문제라고 보며, 문재인 정부가 이와 관련해 주로 긍정적인 측면만을 집중해 보려는 경향을 우려한다.
물론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의 비핵화 과정을 여전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잖은
기대를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평가는 비핵화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들과는 다르게 소위
‘위로부터의 통제’(top-down control)를 하고 있으며, 김정은도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평가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따르면 어차피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에 대해 그리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수단의 활용만이 비핵화를 위한
충분한 기회이자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지도자가 직접 협상에 나오고 미국 대통령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곧 ‘기회이자 동시에 도전’(an opportunity and, at the same time, a
challenge)이라는 얘기이고 ‘매우 조심스러운 낙관론’(cautious optimism)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결국,
미국인 전문가들의 평가도 이 둘 중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 속에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특히, 미국과의 협력 증진을 통한 비핵화의 진전)에 대한 언급이
대체로 빠져 있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해보면 2018년 6월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부터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전까지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모습이 예전처럼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 예컨대 2018년 2~4월 사이에는 소위 ‘중국 패싱’(China-passing) 논란까지 있었기에 중국이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 있어 자신의 존재 내지는 존재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려는 노력을 명시적으로 했었다.
그러나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하노이 정상회담 전까지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의 궤적이 대체로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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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의도와 전략적인 이익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에 중국이 명시적인 존재감을 이전에
비해 덜 부각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이는 곧 큰 그림에서 보더라도 소위 ‘쌍잠정’(雙暫停: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의 잠정적 중지)과 ‘쌍궤병행’(雙軌竝行: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됨을 의미)의 개념에 대해 상당 부분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측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다음의 몇 가지로 중국이 가진 전략적 의도를 요약할 수 있다. 1) 중국은
북핵 위협에 대한 체감도가 생각보다 낮으며, 문제는 오히려 비군사적(환경, 외교)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부전불란’(不戰不亂)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켜야 하며 비핵화는 차 순위이나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 3)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국은
한반도 통일(한국 주도의 통일을 통해 중국 국경에서 직접 미군을 접해야 하는 상황)이나 한반도 전쟁
(중국이 미국과 교전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대체로 중국의 이익에
부응함을 의미한다; 4)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 관계의 개선과 확대는 상당 부분 한미 동맹에
대한 쐐기(wedge)로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대체로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5) 향후
비핵화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물질(부분 또는 전부)을 중국에 넘겨 관리하도록
하거나 공동조사의 국면이 오게 되면 중국의 역할론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6) 한·중·북의
삼각구도가 보다 긴밀해져가는 과정에서 향후 미국의 전략적 좌표가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커졌다(물론
북한의 정책 목표 역시 중국에게만 얽매이지 않는 다원화(pluralistic)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플리핑(flipping: 적의 파트너를 자기 진영으로 오게 만드는 것)’ 경쟁이 다면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는 한 미중협력의 가능성은 작다.
2018년 한 해에만 1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이나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전례 없는 일이 있었다. 2018년에 드러난 북중 관계의 진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 미 측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 두 나라 공히 전략적 마인드가 매우 강하고 이에 따른
전술적 행동을 빈번히 수행하기 때문에 2018년에 드러난 모습을 단순히 양국 관계의 ‘실질적인 복원’으로
보기보다는 점진적인 개선 과정의 시작인 동시에 소위 ‘보여주기’(optics)의 측면에 주안점을 두는 평가를
많이 제시한다. 미국이 북중관계를 과소평가하는 것일 수 있으나, 미국이 현 상황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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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적 고려사항

이렇듯 북핵 문제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교착상태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하노이에서 개진된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고, 북한 역시 입장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작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집중하느라 북핵 문제는 뒷전이다. 결국 최대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과 태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한미공조에 따른 명확한 메시지 발신과 국제공조의 균열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제기된 문제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분적 비핵화 불용
검증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 없이 북한의 일부 비핵화 조치에 대해 제재 완화를 해주게 되면
(early harvest) 북한 특유의 ‘살라미 전술’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해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에 합의할
가능성이 급감할 것이다. 이것은 지난 25년간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하고 단계적 이행을 해나가되 첫 단계에 이행 범위를 집중시켜 신속한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이 첫 단계에서 사실상 비핵화의 70% 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단계에서
평화체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정적 비핵화 조치의 검증을 전제로 경제제재의 해제를 약속하고,
검증 완료 시 제재 해제를 단행해야 한다. 부분적 비핵화를 용인하는 순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며, 부분적 제재 해제를 해주고 만족스럽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다시 제재를 가하는 ‘스냅백(snap-back)’
은 중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론적으로, 부분적 합의, 부분적 비핵화,
부분적 제재 해제를 피하고, 남북 경협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탈피해야만 북한
비핵화에 다가갈 수 있다.

청와대 집중현상 완화
대북정책 및 외교안보정책 관련해 청와대가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책임까지 지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워싱턴과 보스턴의 미국 측 전문가들은 대북 비핵화 외교가 하향식(top-down)
방식이라 한국 역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해 청와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이들은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내부적 문제와 더불어 한국의
청와대 중앙집권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관료들이
움직여야 한다. 청와대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정원은 협상을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음지’에서 제반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하고,
외교부에서 북한을 다뤄본 베테랑 외교관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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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부문 합의서 보완
2018년 9·19 평양선언 군사부문 합의서는 한미 간 철저한 협의의 산물이라고 보기 힘들다. 특히 군사분계선
부근 10~40km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노무현 정부 이래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부족한
감시정찰능력 강화를 위해 막대하게 투자한 자원을 (비행금지구역 내 정찰 중단으로 더 이상 정찰자산을
개발 및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장(死藏)함으로써 한국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관해 한미 간 논의가 필요하다.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 전략협의체 가동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대폭 감축이나 철수를 하지 않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한·미·일
삼각협력의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므로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정치적 편의를 위해 북핵의 완전폐기가 아닌 북한 핵무기 감축과 ICBM을 놓고 김정은과 톱다운
(top-down) 방식으로 협상을 할 경우, (ICBM만 폐기되어) 기존 북한 핵탄두와 중단거리미사일은 그대로
남아 한국과 일본은 북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한미일 삼각안보협력관계의
공고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미동맹 관계는 북한의 한미 이간전략에 대해 틈새를 보이지 않기 위해 미국이 큰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 정부가 ‘중재자’를 자처하며 한미동맹의 대상인 북한과 동맹국인 미국 사이에서
등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국의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북핵 협상의 진전
여부에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주한미군 주둔에 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전진배치전략에 입각한
한미동맹이 큰 변화에 직면할 수도 있다. 북한이 부분적 비핵화를 하건 완전한 비핵화를 하건 한미동맹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한미 간에 동맹의 미래에 관해 전략적 협의가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한미동맹을 어떻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변화를 줄 것인지에 관해 양측 전문가들 간에 비공개
전략협의체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정부 인사가 참여하지 않고 ‘초당적’ 민간 전문가들 간의
협의체를 정부가 지원하고 경청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간에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해
공개적인 전략협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부분적 비핵화를 할 경우와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경우로 나눠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토의하고, 더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미래에 관해서도 협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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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호주는 미호 리더십 대화(American-Australian Leadership Dialogue)라는 초당적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바, 국회의원, CEO 등 여러 직군의 종사자들이 함께 미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일본 역시, 후지산 대화(Mt. Fuji Dialogue)를 운영 중이다. 한국은 현재 (정부의 입장을 지원하는 홍보성
공개 세미나만 중복 개최하고 있을 뿐) 이러한 협의체가 없으므로 호주나 일본과 같이 좀 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비공개)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

한중관계 관리
미국 내 대 중국 인식 및 전략의 전환이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중 관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한중 관계에 대한 이미지 관리가 보다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주요
현안에 있어서 한미 공조와 한중 소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북중 관계의 ‘복원’이 향후 한중 관계에 미치게 될 중장기적인 함의에 대해 대비해야 하며,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북미 관계의 개선이 향후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평가와
대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제고하기 위해 한·중·일, 한·미·
중, 한·미·일 대화와 같은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 협력 구현에도 한국이 적극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방개혁 목표의 재정립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실질적 국방역량 강화보다 정치적 상징과 의미를 중시하는 측면이 많다.
우선, 합리적 개혁 목표가 불명확하다. 국방은 한순간이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 따라서 군사력을
먼저 증강하여 시험해본 후 문제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확신이 생길 시 부대를 감축해야 한다. 그런데
국방개혁 2.0은 부대 전력 감축을 우선시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개혁 목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올바른 개혁 목표는 전쟁 억제, 그리고 억제 실패 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더불어, 개혁 방향과 원칙이 합리적 절차에 의해 재설정되어야 하며, 국방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개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현존하는 북 위협대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보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미래지향적 첨단 국방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핵보유 북한에 대한 국방태세 확립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첫째,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쇄신(작전계획, 핵 공유 등)이 필요하며,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대량응징보복) 조기 구축과 한미 연합전력의 동시성과 통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개전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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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핵을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군사대비태세를 보강해야 하며, 민·관·군 통합방위체제에 핵전쟁
대비책을 포함해야 한다. 두 번째, 전쟁 수행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전면전 수행태세의 발전이 필요하다.
현재의 연합 전면전 수행태세는 작전 기간, 피해, 후방지역 현황, 안정화 작전 등 전쟁 양상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쟁 수행방식과 작전태세를 모색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네트워크 기반전
(NCW: Network Central Warfare) 수행능력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셋째, 평시 국지 도발 (테러, 분란전
포함) 대비태세를 보완해야 한다. 미래에도 북한의 국지 도발 위협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은 북한의 도발
양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넷째로, 군은 미래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군은
주권과 영토 관련 갈등에 주로 대처하나, 위협 예방 및 억제, 그리고 실패 시 확대 방지와 조기 해결을
추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로, 비(非)안보적 위협에 대비하여 군의 임무 수행능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 한반도는 안보·비안보 복합 위기에 노출되어 있으나,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은 취약하다. 민·관·
군 통합방위 차원에서의 포괄적 대응체계가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상쇄전략(KOS:
Korean Offset Strategy)을 적용하여 선택과 집중의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3차
상쇄전략(2014년~)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미국의 3차 상쇄전략은
로봇, 무인, 스텔스, 우주, 레이저 등의 핵심 기술개발을 가속하여 다양한 대미 위협을 상쇄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한국군 또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나노기술 등의 첨단과학기술을 수용하여 군사력
건설에 적용하고, 필요하면 미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위협 상쇄뿐만
아니라 선진 강군 건설의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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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전략과 한국의 군사안보

III.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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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 Study Mission

US Study Mission 목적과 구성
서울국제포럼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여러 외교·안보적 움직임들이 향후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북미관계, 중북관계, 그리고 동북아 국제정세 전반에 미치게 될 구체적인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US Study Mission’을 구성하였다. 특히 질문과
토론을 통해 미국 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외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Study Mission 구성원들이 2018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과 보스턴을 방문하였다.
US Study Mission 구성은 아래와 같다(가나다 순).
1)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전 외교부 차관)
2)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전 유엔 대사)
3) 윤영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전 외교부 장관)
4)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5) 정재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미중관계 프로그램 디렉터)

US Study Mission 일정
9월 25일 (화)
10:30

인천 출국 (KE093)

11:20

Washington DC 도착

15:30

Brookings Institution
Robert Einhorn, Jung H. Pak 이외 6~7명 전문가 간담회

9월 26일 (수)
09:00

Stimson Center

11:30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NAS)

13:00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16:00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Joel S. Wit, (Michael Madden), Robert L. Gallucci 등과 간담회
Patrick M. Cronin 등 연구원들과 간담회
Michael J. Green, Victor Cha, Sue Mi Terry 등과 간담회
Scott A. Snyder, Paul B. Stares, Sheila A. Smith 등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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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목)
08:45

Donna Leinwand Leger (Managing Editor, USA Today)와 조찬간담회

17:05

Washington DC 출발

18:40

Boston 도착

9월 28일 (금)
서울국제포럼 & Harvard University Belfer Center 공동주최 세미나 참석
1) 세미나 프로그램
Public Event
09:30

Welcome Remarks by CG Kim Yong-hyon

09:35

Keynote Speech by Prof. Yoon Young-kwan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09:50

[Panel 1]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air:Dr. John Park (Director, Korea Working Group, HKS)
Speakers: Prof. Kim Sung-han (Professor, Korea University;
former Vice-Minister of Foreign Affairs)
Dr. Gary Samore (Executive Director for Research, HKS)
10:50

Coffee Break

11:00

[Panel 2]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and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Chair:Prof. Chung Jae Ho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Head of the Program Committee, SFIA)
Speakers: Prof. Lee Shin-wha (Professor, Korea University;
Head of the Research Committee, SFIA)
Dr. Patricia Kim (Stanton Nuclear Security Fellow, CFR)

12:00

Closing Remarks by Prof. Yoon Young-kwan & Dr. Gary Samore
Private Luncheon Dialogue

12:30

SFIA and Harvard delegation members only

14:20

Concluding Remarks
Private Dinner

07:00

Hosted by CG Kim Yong-h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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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미나 참가자
SFIA Delegation
Chung Jae Ho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Head of the Program Committee, SFIA

Kim Sung-han

Professor, Korea University; former Vice-Minister of Foreign Affairs

Lee Shin-wha

Professor, Korea University; Head of the Research Committee, SFIA

Park In-kook

President, The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former ROK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Yoon Young-kwan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Graham Allison

Douglas Dillon Professor of Government, Harvard Belfer Center

Harvard Delegation
Matthew Bunn

Professor of Practice, Harvard Belfer Center

Carter Eckert

Acting Director, Korea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Taylor Fravel

Sloan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MIT

Iain Johnston

Professor of China in World Affairs, Harvard University

Patricia Kim

Stanton Nuclear Security Fellow, CFR

Sun Joo Kim

Director, Korea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Sung-Yoon Lee

Kim Koo Foundation – Korea Foundation Professor, Tufts University

Martin Malin

Executive Director, Managing the Atom Project, Harvard Belfer Center

Katharine Moon

Wellesley College

John Park

Director, Korea Working Group, Harvard Belfer Center

Gary Samore

Executive Director for Research, Harvard Belfer Center

William Tobey

Senior Fellow, Harvard Belfer Center

Ezra Vogel

Professor of Social Sciences Emeritus, Harvard University

Jim Walsh

Senior Research Associate, 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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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 Agenda Workshop Ⅰ

주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한국의 군사안보
일시: 2019년 4월 12일(금) 15:30~20:00
장소: 서울클럽 ‘지리산룸’

배경
2월 28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양측 간 합의가 불발된 이후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북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북 합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피력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움직임들로 인해 미북관계와 한미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작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군사합의서를 채택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함으로써 한국의 대북 군사안보태세를 성급히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워크숍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국의 군사안보정책을 점검해 향후 북핵 문제 대처
방향을 모색한다.

프로그램
15:30~15:40

개회 및 환영인사

15:40~17:00

제1세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
사회: 정재호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국제포럼 프로그램 위원장)
발제: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예비역 중장)
토론: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토의질문:
1. 현시점에서 남북 군사합의서(2018.9.19.)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2.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및 축소가 가지고 올 효과(여파)는 무엇인가?
3. 북핵 시나리오에 따라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4. 한국의 종합적 군사안보전략의 방향은 무엇인가?

17:00~17:10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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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8:30

제2세션: 한국 정부의 군사안보 평가 및 정책 방향
사회: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전 국방부 개혁실장)
발제: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
토론: 최 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토의질문:
1. 북핵 해결을 위한 미북 대화가 재개되어 타협에 이를 가능성?
2. 향후 북핵 시나리오는? ‘화염과 분노’로 회귀할 가능성은?
3. 대북제재 및 남북 경제협력 등에 이견을 보이는 한미의 공조 방향은?
4.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 외교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18:30~20:00

석식 및 토론

참석자 명단
김달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서울국제포럼 명예회장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회장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전 외교통상부 차관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세계에너지협의회 회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전 과학기술부 장관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장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예비역 중장

안충영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유장희

매일경제 상임고문, 전 BBB Korea 회장

이경훈

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 ㈜대우 회장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이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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