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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전문가 정책 포럼(2020년 11월21일) 발표문 

 

새로운 길, 한반도 비핵지대1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1. 비핵화와 비핵지대 

 

우리는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을 수없이 많이 듣고 봐왔다. 그런데 

정작 비핵화가 뭔지 속 시원한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들인 남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비핵화의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

기 때문이다. 비핵화가 뭔지 합의된 것이 없으니 비핵화 협상은 겉돌 수밖에 없다. 

영어 사전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에는 비핵화를 “핵무기를 없애고,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

화”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없애고 핵 위협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간단해 보이는데 왜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의 정의조차도 합의하지 못한 것일까?  

 

비핵화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한다면, 이러한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 ‘비핵무기지대(nuclear weapons free zone, 이하 비핵지대)’이다.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뿐만 아니라 각종 유엔 문서에서도 비핵지

대가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돼 왔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남미 및 카리브해, 남

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몽골이 비핵지대이다. 지구 면적의 절

반 이상이 비핵지대이고, 이를 국가 수로 환산하면 116개국이 비핵지대에 속해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선 비핵화보단 비핵지대가 훨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다. 그런데 우리에겐 왜 비핵지대가 생소하기만 하고 한반도에선 비핵지대 대신에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온 것일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뿐

만 아니라 해법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2 그리고 비핵지대가 왜 한반도 핵 문

제의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3 이미 전세계의 절반가량

이 비핵지대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한반도 핵문제의 해법으로 삼는 것은 실

사구시(實事求是)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미국은 왜 비핵지대를 거부했을까?  

 

이른바 ‘북핵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1991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북핵 대처

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자 한미 양국은 협의에 들어갔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김

                                           
1 이 글은 졸저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보완한 것입니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욱식, 《핵과 인간》, 311~313 쪽 참조.  
3  한반도 비핵지대 제안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은 정욱식 외,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통일연구원, 2019 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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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선 폴 월포위츠 국방부 차

관이 수석대표로 나서 8월 6~7일 하와이에서 협의를 가졌다. 미국의 비밀문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월포위츠는 “북한이 제안해온 비핵지대는 북핵 문제의 해법

이 될 수 없다”고 말했고 김종휘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월포위츠는 “비핵화”

를 대안으로 제시했다.4 미국은 왜 비핵지대를 거부하고 비핵화를 제시한 것일까? 

세 가지 이유를 짚어볼 수 있다.  

 

먼저 미국은 “북한이 제안해온 비핵지대”를 수용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했고 1978년부터는 한미 양국은 ‘팀 스피릿’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훈련에는 

유사시 북한에 핵 공격을 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자 북한은 1980년

부터 비핵지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모든 지역에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사용을 금지하며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 1986년부터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평화지대”를 본격적으로 제안하기 시작

했고, 이러한 제안은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국 핵무기

의 철수와 대북 핵 공격 훈련 중단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도 단계적으로 감축해 

1992년까지 모두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월포위츠가 북한의 비핵지대 

제안을 거부한 1차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펜타곤은 1990년을 

전후해 미국에서 추진된 주한미군 3단계 감축안을 비판하면서 한반도 통일 이후

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비핵지대를 거부한 두 번째 이유는 당시 비핵국가이자 NPT 회원국이었던 

남북한의 권리, 즉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시키는 데에 있었다. 우라늄 농축

과 사용 후 연료 재처리는 국제법적으로 “평화적 핵 이용”에 속하면서도 핵무기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이중용도기술이다. 5  반면 1990년대 초반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은 물론이고 남한의 핵 개발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제임

스 베이커 국무장관이 최호중 외교부 장관에게 친서를 보내 미국이 북한의 핵 개

발을 기필코 저지할 테니 한국은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과 같은 “독자적인 행동

에 나서지 말라”고 요구할 정도였다. 이에 최호중은 “한국이 독자적 행동을 취하

지 않을 테니”, 북한의 핵 개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답장을 보냈다. 이 답장

을 기안한 송민순 당시 외교부 안보국 과장은 미국이 북핵 문제 못지않게 “한국

의 핵 개발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회고했다.6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핵지대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에 따

라 미국은 남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안을 고안해냈다. 그

것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였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협상에 나선 한

국에게 이 선언에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4 National Security Archive, “Telegram, State Department to Tokyo, etc., August 13, 1991, Subject: U.S.-

ROK Hawaii Meeting on North Korea (Secret),” 《 http://nsarchive.gwu.edu/dc.html?doc=4176666-

Document-01-Telegram-State-Department-to-Tokyo>. 
5 이와 관련해 NPT 에선 엄격한 사찰을 전제로 회원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보유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명시해놓고 있다. 
6 송민순, 《빙하는 움직인다》 (창비, 2016 년) 29~3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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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했다. 그 결과 1992년 1월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남

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었다.  

 

미국이 한반도 핵 문제 해법으로 비핵지대를 거부한 세 번째 이유는 자국의 핵 

정책이 규제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비핵지대 조약에는 핵보

유국이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가하지 않고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미국이 “조선반도 비핵지대”에 동의하게 되

면 한반도와 그 인근에서 누려왔던 특권적 권리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터였다. 

여기서 특권적 권리란 미국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핵 선제공격 옵션을 유지하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거나 일시적으로 전개·경유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그런

데 미국은 비핵지대를 거부하고 비핵화를 요구했는데, 그 결과 한반도 비핵화 공

동선언에는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의 의무 사항은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한반도 핵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미국이 빠진 비핵화 선언은 애초부터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FFVD”와 “조선반도 비핵화”   

 

2003년부터 2차 한반도 핵 위기가 시작된 이후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 원칙으로 

가장 즐겨 사용해온 용어는 ‘CVID’와 ‘FFVD’이다. 이들 표현 속에는 북핵을 완전

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의 약어인 CVID

는 2003년에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쥐락펴락했던 네오콘이 고안한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었다. CVID는 “패전국에게나 적용

되는 표현”이고, 미국의 의도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평화적 핵 활

동까지 금지시키려고 하는 데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03년 8월에 시작된 6자회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이전까

지 CVID를 둘러싼 북미 간의 거친 말싸움으로 허송세월하고 말았다. 결국 9·11 

공동성명에는 “완전한”과 “불가역적인”이 빠졌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담기게 되었다. 그 이후 CVID가 되살아난 시기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

터다. 이후 한미 양국과 한미일 3자회담,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CVID가 북핵 해결의 목표라고 명시되었다.7 

   

FFVD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의 약어이다. 이 표현이 공개적으로 처음 등장한 시점은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인 2018년 7월 초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방문하기에 앞서 “김

정은 위원장이 FFVD를 약속했다”며, 이는 미국의 북핵 해결 원칙이라고 못박았

다. 이후 미국은 CVID와 FFVD를 혼용하다가 2018년 10월부터는 FFVD를 주로 

써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란 핵협정과 차별성을 기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욕

심이 크게 작용했다. 트럼프는 이란 핵협정이 기껏해야 ‘한시적’으로밖에 이란의 

                                           
7  비핵화의 정의를 둘러싼 북미 간의 공방에 대해서는 정욱식, 《비핵화의 최후》 (유리창, 2018 년) 

128~137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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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고 검증도 미진하다며 탈퇴를 강행했었다. 그리고 북한

을 상대로는 훨씬 강력한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는 “‘최종적(Final)’의 의미는 북한이 앞으로는 또다시 대량

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개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고 이는 이란 핵

협정에는 담보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완전히 검증되는(Fully 

verified)’이라는 것은 이란의 핵심적인 군사 시설에 대한 사찰이 포함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 이란 핵협정보다 더 강력한 검증 기준이 북한에 적용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FFVD는 우리가 양보하지 않을 핵심적인 목표

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8 

  

여기서 주목할 점은 FFVD는 북한의 핵무기 및 핵물질, 그리고 이들과 직접 연관

된 시설들의 폐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및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그리고 이중용도 프로그램 폐기까지 포괄한 개념이라는 것이다.9  트럼

프 행정부가 이러한 FFVD를 2019년 2월 말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

미정상회담에서 관철하려고 했던 것이 회담 결렬의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의 “무장해제 요구”이자 “강도적이고 일방적이며 비현실적 

주장”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FFVD를 견지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3자 정상의 판문점 

회동 직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비핵화에는 북한의 핵·화학·생물무기 및 탄도미

사일 폐기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0  

 

한편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가장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때는 2016년 7월 6일이었다. 당시 북한은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

해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라며 5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첫째, “남조선에 끌어들여 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

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

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 받아야 한다.” 셋째,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

로 전개하는 핵 타격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

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다

섯째,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그러

면서 “이러한 안전 담보가 실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

을 취하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

                                           
8 Michael R. Pompeo, “Confronting Iran: The Trump Administration’s Strategy,” Foreign affairs, vol.97, 

no.6 (2018), pp. 60~66.  
9 “Exclusive: With a piece of paper, Trump called on Kim to hand over nuclear weapons,”  Reuters, March 

30, 2019, 《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usa-document-exclusive/exclusive-with-

a-piece-of-paper-trump-called-on-kim-to-hand-over-nuclear-weapons-idUSKCN1RA2NR>.  
10  “Scoop: Trump’s negotiator signals flexibility in North Korea talks,” Axios, July 3, 2019, 

《 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in-north-korea-talks-

0b1f9a53-2599-49ac-b236-0fa819d175f8.html>.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usa-document-exclusive/exclusive-with-a-piece-of-paper-trump-called-on-kim-to-hand-over-nuclear-weapons-idUSKCN1RA2NR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usa-document-exclusive/exclusive-with-a-piece-of-paper-trump-called-on-kim-to-hand-over-nuclear-weapons-idUSKCN1RA2NR
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in-north-korea-talks-0b1f9a53-2599-49ac-b236-0fa819d175f8.html
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in-north-korea-talks-0b1f9a53-2599-49ac-b236-0fa819d175f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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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11  

   

공교롭게도 미국은 북한의 성명 발표 직후 김정은을 포함한 핵심 지도부를 인권 

탄압자로 지목하면서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다. 또 이틀 후에는 한미 양국

이 사드 배치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제안은 거의 주목을 받

지 못했고 김정은 정권은 “국가 핵 무력 완성”을 향해 질주했다. 그러다가 북한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2018년 9월 남북한의 평양공동성명에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

의 터전”이 명시된 바 있다. 또한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

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관련해 북한을 대변해온 조총련계 언론 《조선신보

>의 김지영 편집국장의 설명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는 ‘미국이 취해야 할 

비핵화 조치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확

신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메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조선반도의 항구적

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행동 조치, 군사 

분야에서의 행동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쟁 종결과 평

화체제 구축에서는 국제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2  이에 따르면 

북한은 비핵화를 핵 문제 해결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지대화로 간

주하면서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에는 국제법적 구속력과 구체적인 군사 조치가 있

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대북 안전보장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 문

제는 군사 분야의 조치이다. 이와 관련해 리용호 외무상은 2019년 2월 28일 하

노이 회담 결렬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 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 취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핵화의 북한 측 의무 사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물

질 및 핵무기 폐기 협상 단계에선 북한이 미국에 요구할 군사 분야 조치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해준다. 특히 미국의 전략 자산 한반도 배치 및 전

개 문제가 난제가 될 것이다.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는 있었다.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한

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핵무기와 그 

                                           
11  “北 ‘한미 안전담보하면 조선반도 비핵화 돌파구 열릴 것’ (전문),” 《통일뉴스》, 2016.07.07.,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315>.  
12 “[김지영 조선신보 편집국장 인터뷰 1] “핵 버리면 잘 살 수 있단 헛소리만”,” 《서울신문>, 2019.06.2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27500056>.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31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27500056


9 

 

투발루만은 한국에 배치·전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자 북한

은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약속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미국의 수석대표였던 크리스 토퍼 힐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한미동맹은 이 회담 

의제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를 둘러싸고 북미 간의 논쟁이 계속되

자 “중국이 논의를 종결시켰다”는 것이 힐의 설명이다.13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의 약속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었다. 9·19 공동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는데, 미국의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 배치·전

개 시 한국은 ‘접수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상태 협상 시 한국의 선택 및 한미 간의 협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에서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

화의 터전”을 만들기로 합의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3) 비핵지대란 무엇인가?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의 동상이몽은 너무나도 크고 지금까지 

한국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길’로 비핵지대를 제안하는 이유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짚어

보고, 우선 비핵지대가 무엇이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비핵지대 란 특정 지역 내에서 핵무기 및 핵 위협이 없는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조약을 일컫는다. 이 조약의 체결국은 해당 지대 내 국가들과 5대 핵 보유국

이고, 대개 비핵지대에는 네 가지 내용이 명시된다. 첫째는 “해당 지대 내 핵무기

의 부재, 즉 핵무기의 개발, 제조, 실험, 보유, 배치, 접수, 반입 등을 금지”하는데, 

이는 지대 내 국가들의 의무 사항에 해당한다. 둘째는 핵보유국들이 소극적 안정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해당 지대 국가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 및 사용 위협을 금지

하고, 핵무기 배치도 금지한다. 셋째는 “조약 체결국들의 조약 준수 기구를 설치

해 조약 이행 준수를 감독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이다.14 끝으로 비핵지

대 조약은 회원국의 탈퇴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조약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비핵지대 창설이 인류 절멸의 무기로 일컬어지는 핵무기의 위

협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로 간주하면서 비핵지대 창설과 확대의 필요

성을 역설해왔다. 1970년 발효된 NPT 7조는 “핵무기의 전면적 부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적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 1995년에 

NPT 회원국들은 이 조약의 무기한 연장을 결정하면서 비 핵무기 창설이 “세계평

화와 안보를 향상시킨다”며 비핵지대 창설 및 확대를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이러

                                           
13 《http://www.usip.org/events/2005/0928_hill.html> (검색일: 2019. 07.26.) 
14 기존 비핵지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저, 김마리아 역, 《비핵무기지대》, (서해문집, 

2014 년) 참조.  

http://www.usip.org/events/2005/0928_hil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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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은 1999년 유엔군축위원회가 유엔 총회의 승인을 거쳐 채택된 ‘지역 관련

국 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조약에 입각한 비핵지대의 설립’ 보고서에 집약되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비핵지대 창설의 원칙과 취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핵지대 창설은 해당 국가의 국가안보와 국제 비확산체제, 그리고 지역 및 세

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 

- 비핵지대는 지대 내 국가들의 자유의사 및 협상 결과에 기초할 것. 

- 초기 협상은 지대 내 일부 국가들이 주도할 수 있으나 지대 내 모든 국가가 참

여할 것. 

- 핵보유국을 비롯한 지대 밖의 국가들도 비핵지대 창설을 지지·협력할 것.  

- 비핵지대 창설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유엔 해양법을 비롯한 국제법을 준

수하는 맥락에서 추진할 것. 

-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의 방문과 통과는 국가들의 자유로운 재량에 맡길 것.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을 비롯한 비핵지대 의무 준수를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 핵보유국은 소극적 안전보장을 비롯한 비핵지대 의정서에 서명·비준할 것. 

 

202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립된 비핵지대는 총 여섯 

곳이다. 중남미 및 카리브해의 틀라텔롤코 조약, 남태평양의 라로통가 조약, 동남

아시아의 방콕 조약, 아프리카의 펠린디바 조약, 중앙아시아의 세미팔레틴스크 조

약 등이 해당된다. 몽골은 개별국가로서 비핵국가의 지위를 확보한 상황이다. 15 

해저와 우주 관련 조약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체결된 비핵무기지대 조약의 현황은 

아래 표와 그림과 같다.  

 

                                《표> 비핵무기지대 조약 

출처: https://www.armscontrol.org/factsheets/nwfz (검색일: 2020년 2월 3일) 

조약  지역  
지대 면적 

(km^2)  

참가국 

수 

서명 

개시 및 

발효 

연도  

틀라텔롤코조약 
중남미 및  

카리브해  

21,069,50

1 
33 

1967/20

02  

라로통가조약  남태평양 9,008,458 13 
1985/19

86 

방콕조약  동남아시아  4,465,501 10 
1995/19

97 

                                           
15  몽골 비핵무기지대는 타 비핵무기지대와 달리 관련 조약이 부재한다. 대신 1992 년 오치르바트 몽골 

대통령이 몽골을 비핵무기지대로 선언한 이후 1998 년 유엔 총회 결의에서 지대 지위 승인을 받았다. 

2000 년 국내법을 제정하고 2012 년 5 대 핵보유국이 공동선언을 통해 비핵무기지대로서 몽골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지위가 더욱 확고해졌다. 그러나 5 대 핵보유국으로부터 제공 받는 소극적 안전보장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https://www.armscontrol.org/factsheets/nwfz


11 

 

세미팔레틴스크 

조약  
중앙아시아 4,003,451 5 

2006/20

09 

펠린디바 조약 아프리카 
30,221,53

2 
53 

1996/20

09 

 

《그림> 비핵무기지대 지도 

 

 

 

*주황색: 비핵무 기지대 육지,  파

란색: 비핵무기지 대 수역 

출처: IAEA, “Nuclear-

Weapon-Free- Zones,” IAEA 웹

사이트  

(https://www.iaea.org/topics/nuclear-weapon-free-zones) (검색일: 2019년 9

월 30일)  

 

틀라텔롤코 조약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거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핵보유국의 핵무기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쿠바 미사일 위기와 같은 악몽이 재연되

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때 경쟁 관계에 있었던 브라질과 아

르헨티나가 핵무장을 검토하면서 중남미 비핵지대 논의는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이들 나라가 핵 개발을 포기하면서 조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라로통가 조약은 

1950년대부터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이 남태평양에서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하자 

아래로부터의 반발에서 비롯된 성격이 강하다. 현지 주민들과 그린피스를 비롯한 

국제 NGO들은 격렬한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비핵지대 창설을 촉구한 것이다. 그 

결과 이 조약에는 방사성 폐기물이나 기타 방사성 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방콕 조약은 베트남 전쟁이 절정에 달했던 1971년에 동남아 국가들이 ‘평화·자유

·중립 지대’를 선언한 것이 모태가 되었다. 이 조약 체결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동남아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이다. 펠린디바 조약은 프랑스가 1960년대 초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1961년 유엔 총회 결

의에서 아프리카 대륙 내 핵실험 반대, 영역 내 핵무기 반입 금지 등을 요구한 것

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비핵지대 논의는 정체되었다가 

남아공이 1990년을 전후해 핵 포기를 단행하고 NPT에 가입하면서 비핵지대 창

설에도 탄력이 붙었다. 펠린다바 조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남아공이 핵무기를 

개발·보유했다가 이를 포기하고 비핵지대 창설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세미팔라틴스크 조약 참가국들은 과거 소련연방에 소속된 국가들이다. 냉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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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에는 다량의 핵무기가 있었고 다른 나라에도 핵시설이 대거 존재했다. 

이에 따라 소련 붕괴 후 중앙아시아는 핵확산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

였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비핵지대를 창설해 핵확산의 우려를 씻어내는 한편, 구

소련의 핵무기 저장, 핵실험, 평화적 핵폭발, 방사성 폐기물 등으로 오염된 국토

를 회복하기 위해 상호 원조를 조문화했다. 이 조약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까지 

북반구에 존재하는 유일한 비핵지대라는 점에 있다.  

   

동북아에서도 ‘3+3’ 안을 중심으로 비핵지대 창설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

다. 한국과 일본의 평화단체들은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남북한과 일본이 ‘지대 

내’ 당사국들로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하고,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는 ‘지

대 밖’ 당사국들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것이다.16  국내에서도 한반도 비핵

화와 평화협정 체결 이후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비핵지대론은 아직까진 소수의 목소리에 머물러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비핵지대가 창설될 수 있다면 이게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의 전략 환경과 미일동맹의 성격을 고려할 때, 동북아 비핵지대를 

단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동북아 비핵지대를 추후 

목표로 삼으면서도 우선 한반도 비핵지대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비핵지대가 가시권에 들어올수록 일본이 핵무장을 선택할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

해진다. 오히려 ‘비핵 3원칙’을 견지해온 일본도 비핵지대에 참여해 동북아 비핵

지대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즉, ‘선(先) 한반도 비핵지대, 후

(後) 동북아 비핵지대’가 현실적인 경로이다.  

 

2. 한반도 비핵지대를 제안하는 이유 

 

기승전‘비핵화’가 된 현실에서 한반도 핵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하

지만 이 숙제를 북한과 미국에만 맡기기에는 두 나라 사이의 동상이몽이 너무나

도 뚜렷하다. 지금까지 한국이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비

핵화 체념 론이 커지면서 그 대처 방안도 양극화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국도 핵

무기를 갖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이는 핵전쟁의 공포만 가중시킬 뿐이다.  

 

반대로 비핵화를 추후 과제로 밀어두고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평화부터 추진하자

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역시 한계는 분명하다.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너무나도 촘촘하게 짜여 있어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인 영국과 프

랑스마저도 비핵화의 진전 없는 대북 제재 완화에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비핵화

를 뒤로 미루거나 우회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구

조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지대는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유력한 

                                           
16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비핵무기지대》 73~23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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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다.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을 수 있는 처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하나씩 따져보면 다

음과 같다.  

 

(1) 정의와 목표가 이미 존재한다 

 

한반도 핵 문제 해법으로 비핵지대를 제안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 및 최종 상태를 둘러싼 북미 간의 동상이몽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

이라는 데에 있다. 이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

미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 상태는 물론이고 정의 자체에 대한 합의가 존재

하지 않는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

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합의했는데, 이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비핵화

의 정의조차도 합의하지 못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

미 간의 “동문서답”과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은 자신들의 핵 억제력 제

거 전에 자국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 제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꼬집

기도 했다.17 

 

비핵화 정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도 줄곧 강조해온 바이다. 가

령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019년 6월 18일 애틀랜틱 카운실 토론회

에서 “우리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합의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 정의 

합의를 매우 중요한 출발점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우

리가 비핵화의 정의에 먼저 합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18 북한과

의 비핵화 정의 합의를 다른 사안들에 대한 합의 및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정의하고 북한에 들이민 비핵화는 통상적인 의미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강도적 요구”, “무장해제 요구”, “비현실적

인 제안” 등의 표현으로 비난하면서 일축해왔다. 더구나 북한은 비핵화에 미국의 

대북 핵 위협 해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는 곧 비핵화의 

정의 및 최종 상태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고도 중요한 반면에 대단히 어렵다는 것

을 말해준다.  

   

한반도 비핵지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이자 최종 상태로 삼으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한반도에 국한되어 특수하게 사용되어온 비핵화와 달

리 앞서 소개한 비핵지대에는 국제법적으로 통용되어온 일반적인 정의와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2년 남북한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과 1999년 유엔 군축위원회의 권고 사항 및 기존 비핵지대 조약들을 참고해 한

                                           
17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26, 2019.  
18  “‘Door is wide open’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US envoy says,” June 19, 2019,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door-is-wide-open-for-negotiations-with-

north-korea-us-envoy-says>.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door-is-wide-open-for-negotiations-with-north-korea-us-envoy-says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door-is-wide-open-for-negotiations-with-north-korea-us-envoy-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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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의 실정에 맞는 비핵지대 창설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존재하지도 않고 

합의하기도 어려운’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상태를 두고 갈등을 지속할 것이 아니

라 ‘이미 존재하는’ 비핵지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상태로 삼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라는 것이다.  

 

(2) 제제를 비롯한 다른 문제들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 이유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면서도 핵 문제 해결이 막히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다른 문제들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 있다.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군비 통제, 

대북 제재 해결 등이 ‘동시적·병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비핵화의 정의 

및 목표 자체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들 문제의 진전도 가로막혀 있다. 대

북 제재 문제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제재의 효과를 맹신하고 있지만, 북한은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안간힘

을 쓰고 있다. 그래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재를 계속 가하면 어떻게 될까? 

북한은 이미 공언한 것처럼 한편으로는 경제적 자력갱생을 통해 그럭저럭 버티기

에 나서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및 과시를 통해 “자위적 국

방력” 강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김정은이 “객관적 요인

(제재)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순응하는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으로 뚫

고 나가 객관적 요인이 우리에게 지배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제재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미국도 협상의 법칙을 바꿔야 한다. 북한에 경제적 고통을 가하

는 방식은 북한의 대미 불신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그러므

로 이제부터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제재 해제 프로세스와 병행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제재를 앞세운 “최대의 압박”이 역효과를 내왔다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북

한의 긍정적 조치에 부응하는 제재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최대의 공감’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야만 “신뢰 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1차 북

미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을 되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지대가 제재를 비롯한 다른 문제들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북한이 ‘선 비핵화, 후 제재 해결’을 완강히 거부하듯이, 

미국도 비핵화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으면 제재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 국

내외 많은 사람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다. 북한이 대폭적인 제재 

완화를 받아내면 영변 핵시설 정도만 폐기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포

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한반도 비핵지대 추진은 이들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탁월한 효과를 지닐 수 있다. 

먼저 제재 해법의 1차 조건은 비핵화의 정의에 합의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

은 초기 조치에 돌입할 때 마련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미 간에

는 비핵화의 정의조차도 합의하지 못했고 이는 앞으로도 쉽지 않다. 반면 비핵지

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로 삼으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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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는 ‘손에 잡히는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어 제재 문제에 유연한 태도를 보

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비핵지대는 유엔이 지구촌의 핵 문제 해법으로 가장 강조

해온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지대 추진은 대북 제재 해결에 대

한 국제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유력한 접근법이다.  

 

거꾸로 한반도 비핵지대는 북한의 약속 불이행 시 더욱 강력한 제재를 다시 부과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한반도 비핵지대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춘 것이기에 북한이 이 조약을 위반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

에서 더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 한반도 비핵지대에는 북한과 우호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하기 때문에, 북한의 위반 시 이들 나라의 대북 제재 

동참이 훨씬 수월해진다. 더구나 북한은 ‘스낵 백(snap back)’도 고려할 수 있다

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19 이에 따라 비핵지대 조약문이나 다른 합의문에 ‘북

한의 핵 활동 재개시 제재를 다시 부과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이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과 미국도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고받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외교 협상에서 일방

적으로 자신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특히 적대국 간의 협상에서 

어느 일방이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패전국을 상대

로도 달성하기 힘들다. 그래서 협상 당사자들이 만족과 불만을 동시에 가질 수 있

는 협상안이 현실적이다. 당사자들의 요구와 제안을 잘 버무려 합의에 도달함으로

써 이를 이루지 못했을 때보다 더 나은 상태를 지향하는 접근법이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한반도 핵 문제 해법으로 비핵지대의 유용성도 이 지점에서 발견할 수 있

다.  

 

CVID나 FFVD와 같이 표현을 어떻게 하든,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

핵 문제의 완벽한 해결을 추구해왔지만, 번번이 이에 실패했다. 그런데 한반도 비

핵지대 창설은 가장 완벽에 가까운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다. 한반도 비핵지대 조

약 체결은 북한의 핵 개발 재개를 봉쇄하는 데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조약이 체결되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뿐만 아니라 남북한 핵 검증 체제 

구성에 따라 한국의 검증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밀리에 핵 개발을 재개하

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또 북한의 핵 포기 약속에 국제법적 구속력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북한의 조약 위반 시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반도 비핵지대에 쉽게 동의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자신의 핵 정책에 지장을 주고 한미동맹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19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2019 년 3 월 15 일 평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노이) 회담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제재를 해제했다 가도 조선이 핵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제재는 가역적’이라는 내용을 더 포함시킨다면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신축성 있는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폼페이오와 볼턴이 “두 수뇌분 사이의 건설적인 협상 노력에 장애를 조성했으며 결국 이번 

수뇌회담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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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불만’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이익과 이

점이 있다. 누구도 이루지 못한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이익이자 성과이다. 과거 제네바 북미 합의와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같

은 합의들에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을 통

해 북핵 문제 해결에 성공하는 미국 행정부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북한도 한반도 비핵지대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리라는 확신

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익도 분명하다. 우선 미국의 대북 핵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이 약 7천 

개에 달하는 핵무기와 그 투발수단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 북한이 요구해온 

“미국 핵 위협의 근원적인 해소”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의 완전한 핵 폐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비핵지대 조약이 필요하다. 이 조약을 체결하

면 미국의 대북 핵 불사용 및 불 위협 약속에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부여되고, 미

국이 한반도에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을 배치할 수도 없게 된다. 지금까지 미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에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

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해온 북한에도 분명 매

력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다.  

   

또 비핵지대는 ‘다자간’ 대북 안전보장이라는 성격도 갖게 된다.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체결 시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조약상의 의

무를 저버리고 북한에 핵 위협을 가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북한뿐만 아니라 핵

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초래하게 될 것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 즉 법적 구속력과 다자간 조약은 난제 중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대북 안전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핵지대는 북한이 강력히 희구해온 제재 해결과 

북미수교,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기실 비핵지대는 북한이 주장해온 “조선반도 비핵화”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친북적인 주장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비핵지대는 친북적인 주장이 아

니라 거의 모든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북한의 핵 포기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미국의 대북 핵 위협 해소를 포함한 비핵지대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김정은 정권에게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는 ‘최대의 압박’이 

될 것이다. 한반도 핵문제의 해법으로 비핵지대를 제안한 최초 당사자가 북한이었

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이를 거부할 명분도 별로 없다. 오히려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을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이기에 김정은에게 ‘명예로운 선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4) 지속 가능한 해법이다 

 

네 번째 이유는 한반도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합의가 존재했었다. 1994년 북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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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네바 합의와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및 그 1단계와 2단계 이행 

조치로 2007년에 나온 2·13 합의와 10·3 합의가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들 합의가 

정치적 선언에 그치다 보니 정권교체와 같은 상황 변화에 취약했다는 것이 본질

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비핵지대는 한반도 핵 문제

의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다. 비핵지대는 다자간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체결국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를 위반하거나 무효화 하는 것이 어

렵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다른 지역의 비핵지대에서도 중대한 위반 사례가 없

었다는 점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운명은 200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백악관 새 주인이 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행

정부는 ‘ABC(Anything But Clinton)’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빌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데에 여념이 없었고 제네바 합의를 비롯한 대북정책이 그 대표적

인 사례가 되고 말았다. 공화당 진영은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에 약속했던 평양 방

문을 반대해 이를 무산시켰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2001년 1월 취임 직후 대북 

협상을 중단시키고는 ‘북한위협’을 이유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선언했다. 

미국의 정권교체와 더불어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가 핵 비확산에서 MD 구축

으로 바뀌었고, 북한이 그 1차 대상이 되고 만 것이다.  

 

사사건건 제네바 합의를 백지화 시킬 기회를 노리고 있던 부시 행정부는 2002년 

10월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1994년 제네바 합의뿐만 아

니라 남북관계와 북일관계에도 제동을 걸려고 했다. 당시 부시 행정부의 의도는 

존 볼턴 국무부 차관(2018~2019년에는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냄)의 발언 속에 

잘 담겨 있다. “HEU는 제네바 합의를 깨부술 해머다.” HEU 의혹은 여전히 논란

거리이지만, 당시 김정일은 친서를 부시에게 보내는 등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력히 희망했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편지조차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

유 제공도 중단했을 만큼 강경한 자세로 일관했다. 이로 인해 제네바 합의는 깨졌

고 북한은 봉인되었던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재가동하고 말았다. 이른바 ‘2차 북핵 

위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말았다.  

 

6자회담의 운명은 한국의 정권교체와 무관하지 않았다. 2003년 8월에 시작된 6자

회담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2007년에 들어서야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북한

과 양자회담을 거부했던 부시 행정부가 비로소 북미회담과 6자회담 병행을 선택

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부시의 대북정책이 변화하던 중이던 2007년 12월 한국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정권만 바뀐 것이 아니라 대북정책까지 확 바뀌었

다. 이명박 정부는 9·19 공동성명의 2단계 합의, 즉 10·3 합의에 없었던 북핵 검

증을 미국보다 더 강하게 요구해, 결과적으로 6자회담을 파탄낸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강경책으로 일관한 데에는 김정일의 와병 

소식을 접하곤 그가 사망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허망한 꿈이 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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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고 있었다.20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 북미, 혹은 한국을 포함한 다

자간 합의가 이뤄져도 합의 사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 및 미처 합의하지 못한 빈 

구멍들, 합의 밖의 새로운 변수의 개입,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와 같은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또다시 합의문이 휴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네바 합의도 

그렇고 9·19 공동성명도 그렇고 문제 해결의 출발에는 성공했지만 종착지에 도착

하지는 못했다. 핵 문제에 초점을 맞춰보면 앞으로도 세 가지 잠재적인 문제들을 

짚어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대북 핵 위협 문제이다. 미국이 북한에 공식적으로 소극적 안전보장, 

즉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보장한 적은 두 번 있었다. 1994

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런데 미국은 제네

바 합의 이후에도 미국 본토에서 북한을 상정한 모의 핵 공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이 비밀문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2001년 12월에 작성한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서 북한을 선제 핵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그 다음 집

권한 오바마 행정부도 2010년 NPR 보고서에서 핵 선제 불사용 입장을 천명하면

서도 북한과 이란이 NPT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 나라는 ‘예외’라고 

못 박았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볼 때, 미국이 

대북 안전보장을 약속하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미국의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의 한반도 배치 및 전개 문제이다. 미국이 

1991년 9월 전술핵 철수 선언 이후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투발수단, 즉 전략폭격기와 F-

15·F-22·F-35 등 전투기,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은 계속해서 한국을 들락거렸다. 

또한 미국은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을 한국에 배치·전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 사안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과 협의할 의제 자

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정의에 한반도로

의 미국 전략 자산 배치 및 전개 금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북한의 핵 능력을 어느 수준까지 제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북한이 과거와 

현재의 핵무기 및 그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더라도 미래의 핵까지 완전히 제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전력이나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평화적 핵 이용’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중용도 프로그램이다. 

또한 북한은 우라늄 광산이라는 자원과 핵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

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

라 미국은 북한의 잠재적 핵 능력을 최대한 제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에 

반해 북한은 한편으로는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행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의 변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쉽게 수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

다.   

 

                                           
2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욱식, 《핵과 인간》, 476~486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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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반도 비핵화는 합의도 쉽지 않고,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그 ‘이행’ 및 

‘완료’는 별개일 수 있다. 이에 반해 한반도 비핵지대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종착지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중간에 방향과 목적지를 두고 헤매는 

일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또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약이기에 조약을 

체결한 정권은 물론이고 바뀐 정권도 이를 위반하거나 탈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북한에 더욱 강력한 검증체계를 적용할 수 있어 북핵 재발을 막을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의무 사항도 명기되기에 이들 나라의 위협을 이유로 미국이 전

략 자산을 한국에 배치·전개하려는 사유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5)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미중 패권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

오를 예방하는 데에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한국의 안보 문제는 

한반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중국은 최대 무역상대국이다. 그런데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한국이 여기에 휘말릴 위험이 상존한다.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

해서는 미중 패권 경쟁이 무력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우리의 역할을 찾고, 미중 

충돌 시 이에 연루되지 않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

일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 비핵지대는 핵보유국들의 남북한에 대한 핵무

기 사용 및 사용 위협, 그리고 한반도에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 배치를 국제법적

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금지된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동일한 

약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위협을 근거로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과 같

은 전략무기를 한국에 배치해야 할 군사적 이유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경북 성주

에 배치된 사드를 철수해야 할 필요성도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다.  

 

물론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체결 자체도 불분명하고 또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

반도 비핵지대가 공론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임시 배치 상태에 있는 사드를 정

식으로 배치하고 전술핵 재배치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지대 추진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지하는 데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미중패권경쟁 및 신 냉전이 거론되는 동북아에서 다자간 평화안보체제라

는 최선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남북한과 미중일러는 2005년 6

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을 통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공백’ 상태에 있

다. 한반도 비핵지대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이러한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북한과 5대 핵보유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지대 창

설 자체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게 된다. 또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이 체결되면 유

일한 피폭국가이자 비핵 3원칙을 내세워온 일본도 비핵지대 참여 압박을 받을 수



20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을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워킹그룹의 

우선적인 의제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지대는 주한미군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

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 정착 시 주한미군의 지위가 불안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비핵지대 창설은 미중이 ‘전략 자산 없는 주한미군’이라는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미국은 전략 자산이 없는 상태

에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길 수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군 주둔에 불만을 품을 수 있지만 전략 자산이 없는 상태이

기에 양해할 수 있다.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최대 걸림돌로 간주되어온 미중 패권경쟁에서 한반도 문제를 

분리하거나 패권경쟁을 완화하는 방법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 찾을 수 있다.  

 

(6) 가장 주체적인 해법이다 

 

마지막 이유는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 이야말로 당사자 해결 원칙에 가장 부합하

는, 그래서 가장 주체적인 해법이라는 데에 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다. 하나

는 남북한 당국 차원이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또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도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

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그

러나 비핵화 협상은 북미 중심으로 이뤄졌고 북미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도 

악화되고 말았다.  

 

그런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비핵지대 방식으로 접근하면, 한국도 당당한 주체

가 될 수 있다. 우선 비핵지대야말로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

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다. 또한 유엔은 비핵지대와 관련

해 “지대 내 국가들의 자유로운 협상 결과에 기초”하고 “핵보유국을 비롯한 지대 

밖의 국가들도 지지·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한반도 비핵지대

의 지대 내 국가들은 바로 남북한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이 미국·중국·러시아와의 

긴밀한 협의를 전제로 한반도 비핵지대 협상에 착수하고 핵보유국들의 참여를 유

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 방식이야말로 유엔의 권고와 남북한의 합의 

사항을 창조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가장 자주적인 접근법인 것이다.  

 

또 하나의 주체적인 차원은 시민 참여이다. 한반도 문제의 전개 양상에 따라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한반도 주민인 반면에,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적이다. 한반도 문제 협상 구도가 북미관계 중심으

로 짜여있다보니, 한국 시민들은 물론이고 정부조차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좁

은 것이다. 이에 반해 비핵지대 운동은 한국 시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한반

도 비핵지대는 각국 정부가 제대로 검토한 적도 없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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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미지의 영역’이기에 시민들의 요구와 참여가 있어야 비로소 공론화될 수 있

다. 다른 비핵지대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민운동과 국제연대가 비핵지대를 정책화

하고 실현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 시민사회가 한

반도 비핵지대 운동의 주역으로 나선다면,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이끌

어내게 될 것이다.    

 

3. 한반도 비핵지대 추진 시 예상되는 쟁점과 해결책 

 

(1) 미국이 동의할까? 

 

한반도 비핵지대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

일 수 있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여러 전문가들은 이 점을 지적해왔다. 미국 외교

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위원은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상태로 비핵지대

를 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지만 미국은 추가적인 조항과 구체적인 

내용을 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러시아 외교부 관리를 지낸 안드레이 구빈 극동대 

교수는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지지할 것이지만,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에

서 미국이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개진했다.21 중국 난징대

의 쑹원즈 교수와 베이징대 리팅팅 교수도 “중국 정부는 한반도 핵 문제의 해법

으로 비핵지대 창설 주장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미국의 동의 가능성에는 

의문을 표했다.22  

   

이러한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비핵지대를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중대한 

관건은 미국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여전히 핵전력을 자국의 국가안보 

및 동맹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한

반도 비핵지대에 동의하겠느냐 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이 제안

을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한반도 비핵지대가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동맹국

인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 비핵지대를 추진하기도 어렵고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이 미국의 참여 없는 비핵지대에 흥미를 느낄 가능성도 거의 없

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을 비관적으로 예단할 필요는 없다. 우선 미국 정부는 “역사적

으로 비핵지대가 적절하게 고안되고 완전히 이행되며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안정에 기여한다면 비핵지대를 지지해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3  특히 미국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비핵지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조 바

이든 행정부의 등장을 한반도 비핵지대 공론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 군축위원회는 1999년 비핵지대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는데, 미국도 유엔 군축위원회 회원국으로 이에 동의했고 유엔 총회도 이를 

                                           
21 2019 년 8 월 30 일 통일연구원 주최 국제 세미나에서 필자와 나눈 대화이다.   
22 필자가 2019 년 10 월 21 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인터뷰임.   
23  U.S. Department of State, “Nuclear Weapon Free Zones,” 《 https://2009-

2017.state.gov/t/isn/anwfz/index.htm>.  

https://2009-2017.state.gov/t/isn/anwfz/index.htm
https://2009-2017.state.gov/t/isn/anwfz/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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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했다. 또한 2009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87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비핵지대 조약들을 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환영·지지하고, 지역 당사국

들의 자유로운 준비에 기초하고 1999년 유엔군축위원회 지침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비핵지대가 세계와 지역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고 비확산체제를 강화하며 

핵군축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확신을 재확인한다.” 

 

이 결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고 바이든이 당시 부

통령이었다. 안보리 결의 직후 미국 국무부는 비핵지대에 대한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24  “미국은 역사적으로 비핵지대를 지지해왔다”며 “사례별로 비핵지대 

의정서에 서명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010년 5월 NPT 

검토 회의를 앞두고 수잔 버크(Susan F. Burk) 대통령 비확산 담당 특별대표는 

“비핵지대는 NPT의 중요한 보완책이라고 믿고 있다”며 비핵지대가 “NPT를 넘

어선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NPT에 명시되지 않은 핵무기 배치 금지, 

핵실험 금지, 방사성 물질 투기 금지, IAEA 추가 의정서 가입 의무, 핵 방호에 대

한 높은 기준 설정 등이 비핵지대에 담긴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25   

 

또한 바이든은 2020년 10월 22일 대선 TV 토론에서 “한반도는 비핵지대가 되어

야 한다(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 nuclear-free zone)”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이 미국도 참여하는 비핵지대 조약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비핵

지대로 문제를 풀자는 제안의 근거는 될 수 있다. 바이든 선거 캠프가 밝힌 핵정

책 방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우

리의 공약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 핵무기의 유

리한 목적은 억제에 있고 필요하다면 핵 공격에 대한 보복에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1년에 미국이 북한이 주장한 비핵지대를 거부했던 이유들의 상당 부분도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핵지대가 30년 묵은, 그리고 

거의 모든 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북핵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

안이라면, 미국으로서도 검토해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성급한 예단보

다는 예상되는 쟁점들을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2) 재처리·우라늄 농축과 주한미군 문제 

  

우선 미국이 1990년대 초반 한반도 비핵지대를 거부하고 비핵화를 제시한 이유

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나는 당시 미국이 세 가지 이유로 비핵지대

                                           
24  U.S. Department of State, “Nuclear Weapon Free Zones,” <https://2009-

2017.state.gov/t/isn/anwfz/index.htm>. (Accessed September 30, 2019). 
25 Ambassador Susan F. Burk, Remarks on Behalf of the U.S. at the Second Conference for States Parties 

and Signatories to Treaties that Establish Nuclear-Weapon-Free Zones and Mongolia, April 30, 2010. 

<https://2009-2017.state.gov/t/isn/rls/rm/141427.htm>  

https://2009-2017.state.gov/t/isn/anwfz/index.htm
https://2009-2017.state.gov/t/isn/anwfz/index.htm
https://2009-2017.state.gov/t/isn/rls/rm/141427.htm


23 

 

를 거부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남북한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 보유 문제, 

주한미군 철수 우려, 미국 핵정책에 가해질 제약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 가운

데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 시 적어도 한반도에 대한 미국 핵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키로 하고 재처리·우라늄 농

축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선 다뤄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비핵지대 조약에서는 지대 내 국가들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남북한이 이들 

시설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북미 간의 대결이 첨예해지면서 북한은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내에서도 북핵 위협

에 대처하기 위해 이들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북핵 해결 및 핵 비확산 원칙을 고려할 때, 미국은 어떤 합의를 추구

하든 남북한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 보유를 불허하려고 할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은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문에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담긴 조항을 계승한 것이다. 일단 한국은 이에 동의할 

것이 확실하다. 역대 모든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지 않

았고,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미원자력협정에 

담긴 내용이며, 비핵지대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시 이들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제재 완화와 같은 상응조치가 있

을 경우 호의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미국

이 제재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면 영변 핵시설을 모두 폐기하겠다며 여기에는 재

처리 시설은 물론이고 우라늄 농축 시설도 포함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1991년에 비핵지대를 거부한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

의 요구에 주한미군 철수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2년 

김용순 노동당 비서와 아널드 캔터 미국 국무차관 간 회담 이래로 사실상 주한미

군의 철수 주장을 거둬들였다.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를 

요구한 적도 없다. 김정은과 여러 차례 면담했던 마이크 폼페이오도 “김 위원장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도 거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북한은 한미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및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에 

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는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 사항

으로 두면서도 그 규모와 성격, 그리고 무장 수준은 한반도 비핵지대 및 군비통제

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앞서 언급한 ‘전략 자산 없는 주한미군’이 이

에 해당한다. 다만 향후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한미군 없는 한미동맹’이나 ‘한미동맹 없는 한미우호협력관계’도 염두에 둘 필

요는 있다.  

 

(3) 소극적 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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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소극적 안전보장 문제이다. 미국은 과거에 여러 차례에 걸

쳐 북한에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교체와 같

은 상황 변화에 따라 흐지부지되곤 했다. 이를 의식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안전보

장에는 법적 구속력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미국 역시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합의 도달 시 무력 불사용 및 불 위협 약속을 하게 될 것이다. 싱

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 담보

를 제공할 것을 확언”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 확언이 국제법적으로 뒷받침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갖추려면 협정(agreement)이나 

조약(treaty) 형태의 합의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다른 지역의 비핵지대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미국은 소

극적 안전보장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비준한 곳은 중남미 비핵지대가 유일하다.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비핵지대의 소극적 안전보장 의정서에 서명은 했지만 비

준은 하지 않았다. 남태평양 및 동남아시아 비핵지대의 소극적 안전보장 의정서는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 두 지역에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있는 만큼 동맹 전략

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은 1996년에 아프리카 비

핵지대 의정서에 서명하면서도 지대 내 어떤 국가가 생물무기나 화학무기로 공격 

시 “모든 옵션”으로 대응할 권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6 이를 통

해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비핵지대 의정서 서명·비준 여부에 대해 사례별로 접근

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한반도 비핵지대 본 조약이나 의정서 체결국으로 참여하게 되면 미

국의 대북 소극적 안전보장에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한 직접적

인 쟁점은 미국이 조건을 달 것인가의 여부에 있다. 미국은 북한이 다량의 화학무

기 및 생물무기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미국이 아프리카 비핵

지대 의정서 서명 때 내세웠던 조건을 떠올리게 한다. 즉, 대북 소극적 안전보장 

제공에 동의하면서도 북한이 이들 무기를 사용해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공격할 경

우에는 “모든 옵션을 유지하겠다”는 유보 조항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은 1995년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 제공에 관한 유

엔 안보리 결의에 동의하면서도 별도의 서한을 통해 “비핵국가가 비 핵무기로 타

국을 공격할 때 핵보유국과 연합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비

핵국가가 NPT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소극적 안전보장의 예외

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극적 안전보장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NPT 

복귀 및 생화학무기 문제에 대한 해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단 북한은 생물무

기금지협약(BWC) 회원국이고 생물무기 보유 자체를 부인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

은 이 협약의 준수를 공약하면서 미 가입 상태에 있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도 

적절한 시점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한반도 평화협정에 “6개월 이내에 CWC

                                           
26 https://www.armscontrol.org/factsheets/nwf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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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입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조약에 가입하면 화학무기

의 사용은 국제법적으로 금지되고 무기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다만 화학무기 폐

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체결 이전에 북한의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도 요구된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미국 행정부가 비핵지대 의정서에 서명하더라도 미 

상원의 비준 여부가 불확실하고 비준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

이다.27 실제로 미국 행정부는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의정서에 서명하

고 상원에 비준을 요청했지만, 비준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은 정치적 선언에 해당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 담

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약속은 추후 

북미회담이나 다자회담에서 재확인될 수 있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

법적 구속력이 확보될 수도 있다.   

 

(4) 핵우산 문제 

 

한반도 비핵지대가 공론화될 경우 핵우산 문제도 부각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

급한 소극적 안전보장과도 밀접히 연관된 것이다.28 중국과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 공약

해온 핵우산이 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자동 개입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

국이 타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핵우산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 다량의 핵무기를 전진 배치했었고 

1991년 전술핵 철수 시에도 한국에 대한 핵우산은 유지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한미정상회담이나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이러한 입장은 거듭 확

인되어왔다.29  

 

그렇다면 북핵 문제가 비핵지대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경우 미국의 핵우산도 

철수하게 될까? 미국이 핵우산 철수를 공식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핵우산 철수

를 공식화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에 차질을 빚는다고 여길 것이기 때

문이다. 한국 국내에서도 미국의 핵우산 철수가 공식화 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미국이 핵

                                           
27 Morton Halperin, Peter Hayes, Leon Sigal, "A KOREAN NUCLEAR WEAPONS-FREE ZONE TREATY 

AND NUCLEAR EXTENDED DETERRENCE:  OPTIONS FOR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NAPSNet Special Reports, April 12, 2018, https://nautilus.org/napsnet/napsnet-special-

reports/a-korean-nuclear-weapons-free-zone-treaty-and-nuclear-extended-deterrence-options-for-

denuclearizing-the-korean-peninsula/ 
28  ‘소극적 안전보장’은 미국이 자국과 비동맹에 있는 비핵국가들을 상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반면 

핵우산으로 불리는 ‘핵 확장 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공격 받을 경우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공격을 억제한다는 ‘적극적 안전보장’에 해당한다.  
29  일각에서는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핵우산(Nuclear Umbrella)”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둘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에는 핵우산뿐만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과 

미사일방어체제(MD)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핵우산의 동의어는 “핵 확장 억제(nuclear extended 

deterrenc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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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공약을 계속 유지할 경우 이는 소극적 안전보장과 상당한 긴장관계를 갖게 

된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 비핵지대에 참여해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한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계속 존재할 이유도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소극적 대안과 적극적 대안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극적 대안은 

미국이 “핵우산을 계속 제공한다”는 공약도, “핵우산을 철수한다”는 발표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소극적 대안이라면 

적극적 대안은 한미 양국의 공동의 결정으로 핵우산 철수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후자의 방식이 비핵지대의 취지에 더 맞을 것이다.  

 

(5) 핵무기 및 운반 수단의 배치·통과·경유 문제  

 

한반도 비핵지대 추진 시 가장 큰 난제는 핵무기 및 그 운반수단이 비핵지대 안

팎 통과 및 경유 문제가 될 것이다. 일단 배치는 국제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통과 및 경유는 다르다. 미국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 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조선반도”는 물론이고 그 인근도 비핵화가 되

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국무부는 

“비핵지대 조약은 지대 내 당사자들이 타국의 핵 추진 또는 핵 능력이 있는 선박

이나 항공기가 지대 내 국가들의 육지, 내수, 영해,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현존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여기에는 

기항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논의 시 핵

무기를 탑재했거나 할 수 있는 선박과 항공기, 그리고 핵 추진 선박의 한국 영토·

영공·영해 통과나 기항 및 기착 문제를 한국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할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조선반도”의 취지에 부

합하지 않는다며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문제

는 남북한의 영토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 인근의 공해와 공역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권고안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1999년 유엔군축위원회 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보면 상기한 미국의 입장과 거의 

같으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 국무부 입장과는 달리 유엔 보고

서에는 기항이나 기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에서는 핵 추진 또는 핵 능력이 있는 선박과 항공기의 통과 여부를 지대 내 

국가의 주권적 권리로 명시하면서도 기항이나 기착은 금지하는 방법으로 절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움직임도 있다. 미국이 괌에 전진 배치한 B-52 전략폭

격기를 본토로 이동시킨 것이다. 미국은 2004년 전략폭격기의 괌 배치 이후 6개

월 단위로 순환 배치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2020년 4월에 괌에서 폭격기를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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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본토에 영구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30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 비핵지대 

논의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과거에는 괌에서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수시로 전개되어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고 급기야 북한은 2017년 8월에 

“괌 포위 사격”을 위협한 바 있다. 그런데 미국의 전략폭격기 운용 계획의 변경에 

따라 이러한 일들이 재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북한은 “조선

반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도 비핵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기에 미국의 

이번 조치는 비핵지대의 접점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6) 한반도 비핵지대 실현을 위하여 

  

한반도 비핵지대가 공론화되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면 상기한 쟁점들 외에도 여

러 가지 쟁점들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정부와 한국 시

민들의 의지이다. 한반도 비핵지대의 실질적인 출발점은 지대 내 당사자들인 남북

한이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엔뿐만 아니라 “비핵지대 

창설 구상은 해당 지역의 국가들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밝힌 미국 정부도 강조하

는 일반론적인 원칙이다.  

 

또 한반도 비핵지대는 현실적인 장점이 있다. 많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어 합의 

도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다른 지역 비핵지대와는 달리 한반도 비핵지대의 

당사자는 둘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이 합의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다른 

지역의 비핵지대 조약 및 유엔의 권고안을 두루 참고하면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문을 성안할 수 있을 것이다.31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검토 및 추진에 앞서 시민사회 차원의 공론화가 선

행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비핵지대가 많은 사람에게 여전히 생소한 만큼, 대중 

홍보와 시민 교육, 그리고 언론 활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한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 또 국제연대도 대단히 중요

하다. 비핵지대 확대는 유엔 권고 사항이자 유엔 스스로 규정한 역할이고 많은 나

라와 단체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국 시민사회가 한반도 비핵지대를 추

구하면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핵지대는 유엔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의제라는 점에서 유엔을 활용할 필

요가 있다. NGO에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1~2년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NPT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 NGO 공동성명과 정부 회의 결과 문서에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유엔 안보리와 유엔 사무총장, 유엔 군축회의 등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여 한반

도 비핵지대를 의제로 삼을 것을 촉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 

 

                                           
30  https://www.stripes.com/news/pacific/air-force-nixes-regular-bomber-rotations-on-guam-for-

less-predictable-global-deployments-1.626501 
31 내가 작성해본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시안은 부록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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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회 전문가 정책포럼 토론문 (무순: 제출 순서대로 편집) 

 

1. 조 성 렬 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I. 총평 

  이 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피할 수 없는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필자의 고민이 담겨 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 비핵화, 후 남북 화해

협력’의 주장이나, ‘선 남북 화해협력, 후 비핵화’라는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부

분은 매우 공감이 가며, 그런 점에서 필자의 시각은 매우 균형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

다. 

   정 대표가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지대’ 구상은 소수이긴 하지만 그 동안 주장되어온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이 안고 있는 한계(가령, 일본의 소극적 자세)를 우회하면서 당면

한 북한 핵문제를 현실성 있게 풀어보려는 창의적인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 대표가 제안한 ‘한반도 비핵지대’가 국제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포함한 핵무기국가에 의한 남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비핵화 이후 북

한의 안전보장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몇 가지 추진상의 과제들을 해결한다면, 한반도 평화지대 안이 실질적으로 평

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II. 세부 논평 

  그 동안 북한이 주장해 왔던 ‘조선반도 비핵지대’에 대해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와의 연

계, 남북한의 농축. 재처리 권리의 제한, 자국 핵정책의 옵션 확보를 위해 거부했음을 분

석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2016년 국방위원회 담화에서 ‘조선반도 비핵지대’ 대신에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비핵지대’ 개념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 측의 거부감을 고려할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 내용에서 차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정 대표의 의견을 듣고 싶다. 

정 대표는 ‘9.19공동성명’에서 보여준 미국의 이행약속이 불가침(핵무기 및 재래식 무

기 사용 및 사용위협)만 약속한 것이지 핵무기와 투발수단의 한국 배치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면서,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

수 및 배치하지 않겠다”는 한국측의 약속과 모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측은 우리 정부

를 비웃듯이, 그 해 9월 23일 자정부터 1시간 30분 동안 미국의 B-1B랜서와 F-15C 전

투기 편대가 우리측 방공식별구역(KADIZ)을 우회해 일본측 방공식별구역(JADIZ)을 통해 

원산 인근 상공까지 위협비행을 감행했다. 이것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미국이 자의적

으로 대북 군사행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FFVD를 내세우면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비

가역적 폐기’와 ‘핵심 군사시설을 포함한 강력한 검증’을 목표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대

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범위에 대해 이른바 ‘빅딜 문서’에는 핵무기, 핵물

질 및 직접 연관된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 생물무기, 그

리고 이중용도 프로그램 폐기까지 포괄되어 있다.  

이러한 FFVD의 대상과 범위는 유엔안보리 결의의 내용과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한

다. 유엔안보리 결의 UNSCR2397호 제3조를 보면, “(북한은) 모든 all 핵무기 및 현존하

는 핵프로그램은 CVID방식으로 포기하고 관현 활동을 즉각 중지해야 하며, 여타 any 
other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CVID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

다.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은 이미 ‘9.19공동성명’에도 나온 것이어서 큰 문제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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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는 그밖의 ‘화학무기, 생물무기, 이중용도 프로그램’ 포함 여부이다. 유엔안보리 

결의에는 ‘대량살상무기’로만 되어 있는 것을 ‘빅딜문서’에는 ‘화학무기, 생물무기, 이중용

도 프로그램’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비핵화의 정의와도 관련)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폐기해야 한다는 ‘빅딜문서’

와 유엔안보리 결의가 공통으로 내놓은 주장이다. 2018년 6월 북미 정상이 ‘북한의 핵실

험과 IRBM, ICBM 시험의 중단’과 ‘미국의 대규모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맞교환했다. 그

런데 북한에게 ‘SRBM, MRBM’까지 포기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자위권마저 부정하는 것이

어서 북측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IRBM, ICBM과 SRBM, MRBM의 발사시험 중단은 가능하나, 탄도미사일의 해체. 

폐기와 관련시설의 해체.폐기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해체. 폐기할 IRBM, ICBM과 

SRBM, MRBM의 구분은 가능하지만, 제조시설의 구분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지대에 남북한이 합의하고, 5개 핵무기국가들이 서명, 비준했는데

일본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위협을 내세워 끝까지 ‘한반도 비핵지대의 동북아 비핵지대

로의 발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칫 우리 한민족만 ‘비핵지대’에 갇히

고, 주변국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잠재핵능력을 갖고 있으면 (잠재적으로나마) 우리나

라의 전략적 입지가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III. 정부정책에 주는 시사점 

남북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

고 합의한 반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합의했다. 전자는 북한의 핵에 초점을 맞춘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가까운 반면, 후자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국의 대북 핵위협(NPR등에서 거론된 소극적 안

전보장에서 북한 제외, 핵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군사연습 등)을 모두 제거하기로 한 ‘한

반도 비핵지대화’에 가깝다. 따라서 향후 대북 핵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느 선언

에 방점을 두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지대’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 비핵지대’에 합의한다고 해도, 과연 핵무기 5개국

가 특히 미국이 서명, 비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을 포함한 핵무기 5개국가들은 

‘동남아 비핵무기지대 조약’(방콕조약)의 제1조 개념정의(비핵무기지대에 조약체결국의 

영역 외에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에 대해 주권국가의 권리를 넘어선 것이라

며 서명,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지대’에서 말하는 ‘한반도’의 범위

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핵무기 5개국가들이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정 대표가 제안한 ‘한반도 비핵지대’ 구상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핵무기 및 

관련 제조시설을 어떻게 해체,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다

는 점이다. ‘한반도 비핵지대’ 제안은 주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방안(핵위협 없는 한반

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북한의 핵능력 제거 방안(핵무기 없는 한반도)도 함께 논의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핵능력 제거방안에 대한 논의 없다면, 기존의 비핵화 협상에서 

상응조치로 ‘비핵지대’를 제시한다는 의미 정도로 그치게 될 수 있다. 

셋째, 핵능력 제거에 따른 상응조치를 제공할 때 ‘스냅 백’ 조항에 대한 과신은 금물

이다. ‘스냅 백’ 조항은 북한이 약속을 위반할 때 북한에 제공된 상응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만약 북한이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행을 지연시킬 때 곧

바로 ‘스냅 백’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북한이 상응조치(가령 제재완화)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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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만 따먹고 약속된 비핵화조치의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대비해 약속이행날짜

를 못박을 필요가 있으며, 이행이 지체될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1차례 또는 2차례 연기

를 허용하되 그 뒤에는 자동적으로 ‘스냅 백’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끝) 

 

 

2.  왕 선 택 박사 (여시재 정책위원/북한학)  

한반도 비핵지대론과 북미 협상 전망 

▣ 총평 

한반도 비핵지대론은 비핵화 협상 교착 상황과 북미 협상 중단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주목 대상이다. 정교하게 준비할 경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비핵지대론은 협상 전략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논의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세계적 

차원의 전략, 전술적 유연성에 제약을 주는 요소가 있고, 미군 철수 주장의 빌미가 될 

수 있고,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가 대 국가 군축 협상으로 왜곡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수용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교한 대응 논리와 준

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핵 문제가 진전되는 방향보다는 후퇴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배경에는 협상 전

략 실패도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북핵 문제 관련 당사국의 협상 의지와 협상 여건도 중

대 변수였다. 따라서 협상 전략 변화가 협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협상 의

지와 협상 여건을 모두 중시하는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 한반도 비핵지대론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 

비핵화 정의 존재 논란: 1991년 말 남과 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는 비

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존재한다. 2005년 9월 채택된 6자회담 공동성명에도 비핵

화에 합의하고 관련 당사국이 진행해야 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만족스럽

지는 않다고 해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비핵화’를 정의하면서 핵 위협 문구를 추가하는 문제: 현재 북핵 문제와 관련해 논

의되고 있는 ‘핵 위협’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공격 가능성을 상정한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에서 핵 위협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도, 전략 무기의 특성상 미국 본토

의 핵 무기도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비핵지대가 협상 주제가 된다면 한국 정

부에서 볼 때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 무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중 간에 사드 문제와 

같은 충돌 상황이 벌어질 경우 핵 무기를 다량 보유한 중국에 대해 한국이 정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비핵지대 보장에 서명한다고 

해도 핵 보유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 근본적으로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핵 위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핵 위협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합의를 보기

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노이 회담 결렬 원인과 FFVD: 미국이 주장한 FFVD는 협상 결렬을 초래한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원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중

요한 협상을 앞두고 최대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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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협상 상대방을 압박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협상 진행에 따라 최대 목

표치는 일정 부분 타협되고, 타협이 있어야만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 하노이 회담의 경

우 2018년 말부터 제기된 스몰딜와 배드딜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비핵지대와 비핵무기지대의 차이점: 비핵지대라고 할 때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발전

소까지 폐기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비핵무기지대로 규정한다면, 북한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합법적으로 원자

력 발전소를 운용하는 합의에 대해 미국이 동의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미 협상에 대한 미국의 정세 판단 문제: 미국이 북한에 적용한 경제 제재로 미국

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확대됐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관찰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기 때

문에 미국이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면 미국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제재를 결

정하면서 북한의 불신감 증가는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북한에 적용

한 최대의 압박이 역효과를 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압박이 북

한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했다면서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비핵지대 협상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로 북미 정상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렇

지만 미국은 국가이익을 중시하면서, 정상 간 합의 정신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지는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합의 구속력: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1994년, 2000년, 2012년, 

2018년 양자 합의문을 채택했고, 2005년과 2007년 다자 합의인 6자회담 합의문에 서

명했다. 북한과 미국 간에 체결된 합의는 공동성명 형식으로 공식적 차원의 조약이나 

협약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약이나 협약도 서명한 나라 상황에 따라 파기당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적지 않았다. 반면에 북미 합의문의 경우 국가 정상의 합의인 만큼 특

정한 범위와 시간 안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을 제안하는 형식의 문건에서 감성적 용어를 사용하는 문제: ‘신의 한수’는 최근 

유튜브 채널 가운데 하나로 다소 해학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감성적 용어다. 무거운 주

제를 다루는 문건에서 감성적 용어는 설득력에 손실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 비핵화 협상 실패의 원인과 교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비핵화 협상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채택을 위한 

협상을 기점으로 본다면 30년이 흘렀고, 1993년 북미 협상 개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27

년이 흘렀다. 때로는 협상이 성공한 적도 있지만, 파기와 폐기, 방치 등의 단계를 거치

면서 결국 현재까지 실패한 상태로 남아 있다.  

 협상이 실패한 원인은 협상 전략 부족, 협상 의지 부족, 협상 여건 불비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저한 이유로 협상 의지 부족이 두드러지고 협상 의지 

부족의 배경에는 협상 여건 불비가 자리하고 있다. 협상 전략 미흡이 협상 실패의 원인

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주요 요인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협상 의지 부족은 북한과 미국 양측에서 나타난다. 최근에 양측 최고 지도자가 협상 

의지를 드러내고 최고위급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협상 의지가 진지했는지 명확하

지 않고, 결국 최종적인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했다. 북한에서 협상 의지가 강하게 나타

나지 않는 것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과도하게 적다고 판단하기 때

문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협상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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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 상태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감, 그리고 북핵 문제가 적절하게 

관리되는 수준에서 존재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

다. 이런 상황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은 북한이나 미국보다도 한국에서 강하게 나타

난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가 협상 의지가 부족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서 비핵화 협상

에 나서도록 촉진하지 않을 경우 협상이 성사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

러나 한국 여론은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화 지지 세력

과 북한을 압박해서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 지지 세력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화를 지지하는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북미 

협상이 성사되고 대화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북미 협상이 차단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정리하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대화와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

을 적극 담당해서 북한과 미국에 대해 협상 의지를 유발하는 노력에 이어 협상이 성사

되면 효과적인 전략을 적용해서 성과를 거두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 내부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

해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노력 중에서 국

내적으로 초당적 협력 체제 구축에 절반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비핵지대론은 협상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협상이 성사됐을 때 

타협 가능성을 높이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협상 의지를 유발

하고 협상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수반돼야만 북핵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 (끝)  

 

 

 

3. 정 경 영 박사 (한양대 국제대학원교수) 

I. 총평  

“새로운 길, 한반도 비핵지대” 발제문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

로 개념과 논리가 명쾌한 유의미한 글임. 문제는 실제 추진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침. 

II. 토론문의 평가와 논평  

1.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북한 측 주장의 모

순이 제기됨. 북한 스스로는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다탄

두 ICBM, 북극성-4A,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019년 이후 실험발사를 통해 공개

했던 초대형방사포, 신형대구경조정방사포, 신형전술유도탄(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탄

도미사일(북한판 에이태킴스), 대공미사일(북한판 S-400) 등장한데서 알 수 있듯이 전략

무기를 개발, 전력화해 왔음.  

- ‘9·19 남북군사합의서’에서 남북한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전략무기, 대규모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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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음. 한미간 전술기동훈련

은 거의 전무하여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전개는 거의 없음. 북한은 대규모 하계, 동계훈련

을 실시하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인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에 대해 비난하고 있음. 

- 정치적 이유, 훈련장 민원 등으로 한미연합전술훈련이 제한 받고 있음. 주한미군이 알

라스카로 원정 사격훈련을 하는 실정임. 한미연합훈련의 현저한 축소·조정으로 한반도에

서 평화 유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됨. 한미연합군의 지상군, 전술항

공, 해군전력이 참가하는 지속적이고 강화된 한미연합기동훈련이야 말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연합전술훈련이 사라지게 되면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가 

상실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한미동맹은 형해화(形骸化)될 것

임.  

2. 영변 핵시설 정도만 폐기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나, 영변 핵 시설 폐기를 출구전략으로 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완화하

고, 이를 모멘템으로 계속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시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하는 비핵화 전

략이 요구됨.  

3.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state)인 상황에서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의 핵불균형 문제를 단순한 비핵지대화 대안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 문제임.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없는 미국의 핵우산, 확장억제를 해제하는 것은 북한의 핵볼모에 

잡혀 끌려 다니는 상황이 될 것임. 전략자산이 없는 주한미군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 평

화유지군 성격으로 주둔할 때 가능한 논리임.  

4. 핵뿐만 아니라, 화학·생물무기 및 탄도미사일 폐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생화학무기는 인도적 차원에서 비핵화와 함께 폐기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북한은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32 남북한 포함 동북아 모

든 국가가 생물무기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에 가입했고, 북한 

외 동북아 한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 모두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회원국임.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일본의 동의를 얻어 “동북아 비생화학무

기 지대”를 추진하여 북한의 동참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임. 북한에게 생화학무기가 정권

유지 수단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보장 할 수 없으며 사용 시에 유엔차

원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생화학무기 폐기 

비용을 부담하고, 폐기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임.  

6. 북핵 문제 진전시 남북 군비통제 추진, 평화협상 개시, 북핵 폐기 병행전략 추진에 동

의하며, 이를 상호연동되게 추진하는 로드맵 발전이 요구됨.  

III. 정책 제안  

3개 북핵 시나리오와 대응전략 

                                           
32 대한민국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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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대비하는 것이 절실하다. 협상에 의해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으로 판단하여 여기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다가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

할 때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 시나리오를 ➀ 협상에 의한 북핵 완전 폐기, ➁ 핵동결 및 핵비확산으로 사

실상 핵보유국 인정, ➂ 핵협상 완전결렬 선언, 핵미사일 대량생산 및 전력화 시나리오로 상정

하여 각각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을 강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표 1> 북핵 시나리오와 대응전략 

시나리오 북한 핵 대응전략  

1 -협상에 의한 북핵 폐기 

-남북미중 4자회담 

-제재 전면 해제 

-평화협정 체결 

2 -핵동결 · 핵비확산 사실상 핵보유국 
-핵WMD전략타격체계조기구축 

-전술핵재배치,NATO형 핵공유  

3 -협상 무산, 핵 대량생산 · 전력화 

-한국 핵무장 불가피,  

-상호확증파괴(MAD)에 의한 핵균형  

 

 

출처: 정경영, 『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서울: 한울아카데미, 2020), p.86. 

 

북핵 시나리오 1은 협상에 의해 북한이 핵을 완전 폐기하면 상응하는 조치로서 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시나리오로 가능성은 낮으며 이 경우,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

화체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정은 스스로 한미 지도자는 물론 중·러 지도자, 북한 주민들에게까지도 한반도의 온

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상태에서 핵폐기시 핵을 보유하는 데서 오는 이익 보다 크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혜택, 미북 국교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

이 이루어진다면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 

시나리오 2는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으며, 핵을 동결하고 핵기술과 

핵무기를 제3국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약속하에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고 미북간 수교를 하는 시

나리오이다. 특히 3대에 걸쳐서 핵개발을 하는 데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 온 북한이 핵을 내려놓

는다는 생각 자체가 비현실적이어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했을 때, 미국과 한국, 미국 또는 한국이 북

한을 핵보유국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어느 국가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

식화하지 않을 것이나,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ICBM 개발 포기, 핵무기가 국제테러리스

트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미국은 묵시적으로 용인하게 될 것이며, 이는 북한을 사실

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북

한에 의해 한국은 끌려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시나리오 3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대해 완전 결렬을 선언하고 핵미사일 대량생산과 전력화

하는 시나리오로서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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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허의 호전적인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이 대량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무장되는 상황

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이른 바 ‘전 사회의 김일성·김정일 주의화’를 위해 중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미증원전력 발진기지 공격과 동시에 한국의 특정도시에 전술핵무기를 투

하하고, 단거리 다중 미사일로 고가치 표적을 타격한 후 항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을 전략핵무기

로 쓸어버릴 것이라고 협박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대응전략  

시나리오 1 남북미중 4자회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  

상기 시나리오별 한미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미의 상응하는 조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인 진전이 있으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미중 4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자이자,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경제 제재 완화시 북한

에 가장 큰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부터 참여해야 할 것이다.  

<표 2> 북한 비핵화와 한미 상응조치 로드맵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 비핵화 정의와 최종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단계로서 북한은 모든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고, 영변핵시설,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및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생

화학무기 등 핵심 WMD를 신고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 부분적인 제재완화와 평

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각각 개설하는 단계이다.  

 <표2> 북한 비핵화와 대응전략 로드맵  
 

 

 

 

 

 

 

 

 

 

 

 

 

 

 

 

 

 

출처: 정경영, 『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서울: 한울아카데미, 2020), p.86. 

2단계 핵심위협 제거단계는 북한은 핵무기를 제거하고 영변핵시설을 불능화하며 IAEA요원

이 입북하여 사찰과 검증을 하는 단계로서 이때 한미는 상응 조치로서 북한의 석탄 및 철광석 

단 계 북한 조치 상응 조치 기간  

1단계 

최초 

포괄적 

합의 

- 모든 핵미사일 활동 동결 

- 핵심 WMD 신고: 영변 

핵시설, ICBM 및 IRBM, 

SLBM, 생화학무기 

- 부분적 제재 완화: 

개성공단 재개 

- 연락사무소 상호 개설  

단기  

2단계 

핵심 

위협 

제거  

- 핵무기 제거, 영변핵시설 

불능화 

- IAEA 사찰  

- 추가 경제제재 해제, 석탄 

및 철광석 수출, 근로자 

해외파견 허용  

- 평화협상 및 미북 수교 회담 

중기  

3단계  
완전  

핵 폐기 

- 중거리탄도미사일 이상 

모든 미사일 및 핵폐기  

– 핵미사일 과학자 전환  

- 모든 대북제재 해제  

- 평화협정 체결 

- 유엔사 재편 및 주한미군 

역할 변경  

- 북미 수교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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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북한 근로자 해외파견 허용 등 추가 경제제재를 해제하며 남·북·미·중간 평화협상과 미북 

수교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철도 현대화 조치를 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완전 핵 폐기 시 중거리탄도미사일 이상 모든 미사일과 모든 핵폐기와 함께 핵미사일 과

학자를 민간으로 전환할 때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미 수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완성되는 단계이다. 이 때 평화협정 감시기구로서 유엔사를 재편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전쟁억제에서 평화창출 및 동북아 지역 안정자로 변경한다.  

시나리오 2 핵WMD타격체계 조기구축, 플랜 B 및 전술핵 재배치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동결하고 핵비핵산에 동의하에 북미간에 수교가 이루어지는 상황

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여전히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핵 WMD대응체계를 

조기에 구축과 군사 옵션을 포함한 Plan B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 건

조와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 미국과 협조하여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나토형 핵공유를 추진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안보에 최대 위협으로 인식, 우리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

도록 전략적 타격체계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로 구성된 핵 WMD 대응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전략적 타격은 미사일 발사 전후 억제 및 대응개념으로 핵미사일 관련시설과 이동식 발사

대 등 주요 핵심표적을 실시간 탐지, 식별, 직접 타격하여 공격능력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것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는 원거리 탐지 및 다층방어능력으로 발사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

체계로 장거리지대공미사일, 중거리미사일, 패트리어트로 타격하는 것이다. 우리 군은 이러한 능

력을 구비하기 위해 그 동안 꾸준히 전력증강을 해왔으며, 특히 2019년에 정부는 전년대비 16.2% 

증가한 5조 691억(50억 달러)을 전력증강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9-23년 국방중기계획에 전년 

대비 31.1% 증가한 32.2조원(270억 달러)을 편성하였다. 전방위 위협 대비, 정보, 감시, 정찰, 

타격 요격 능력을 확충시키고 있다. 

한미연합군간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과 4D (Detect, Disrupt, 

Destroy, and Defend, 탐지, 교란, 파괴, 방어)체계에 의해 연합전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33 우

리의 미사일 대응능력은 북한이 2017년 11월 27일 ICBM급 화성 15호를 발사한 6분 뒤, 한

국 육군 탄도미사일 현무-2, 해군 함대지 미사일 이지스 해성-2, 공군 공대지 미사일 스파이

스로 동해상의 가상표적에 통합정밀타격을 함으로써 그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34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Plan B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진행 

중인 북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며, 협상을 통한 비핵화가 실패할 경우, 핵 압박을 제거하고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 추가 경제제재, 북한 정권 생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정치, 외교, 인권, 군사 등 전방위 압박과 한미와 국제사회의 엄청난 압박

정책에도 북한이 체제붕괴의 위험을 인식하여, 완전한 핵폐기의 길로 나오지 않는다면 중국 등 

국제사회에 이해 노력을 병행하면서 군사적 옵션이 불가피할 것이다.35 

한편 미군은 3개 항모전투단·전략폭격기를 전개하고, 트라이던트 미사일 W76-2 열핵무기

                                           

33 대한민국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p.51-54. 
34 “軍, 北도발 6 분 뒤 '현무-2·해성-2·스파이스'로 대응훈련,” 《연합뉴스》, 2017 년 11 월 29 일.  
35 류제승, “불확실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군사관계,”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주관 정책포럼, 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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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의 중심을 파괴, 확전을 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마비, 제거시킬 수 

있을 것이다. 36  대전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징후가 분명할 때 한미국가통수기구의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나토형 핵공유  

동시에 1990년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다. 미국은 전술핵무기 재전개는 한반

도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며 핵우산하에 확장억제전략을 구현하면 핵위

협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37 미국은 러시아가 핵무기 6,490개, 중국 290개, 북한이 30

개 등 핵보유국이 공격하지 못하게 미국의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등을 총동원해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도록 설득해왔다. 미국은 한반도 위기 때마다, 

B-1B, B-2, B-52 등의 전략폭격기, 일본 요코스카에 모항을 두고 있는 레이건 등의 핵추진 

항모, 미시건함 등의 핵추진 잠수함을 보내왔다 

그러나 한반도 영외밖에서 제공되는 핵우산은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려면 핵공유협정을 미국과 체결해야 한다. 바로 한반도에 전술핵무

기 재배치와 NATO형 핵공유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미국의 B61 전술핵폭탄을 NATO회원국인 독일 10-20개, 네덜란드 10-20개, 벨기에 10-20개, 

이태리 70-90개, 터키 50개를 배치해 놓고, 유사시 적국을 폭격할 수 있도록 함께 훈련하며 대비

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일 3국이 핵계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을 구성해 핵무기 정보와 

관리, 운용, 사용에 관한 전략을 공유하고, 운반 및 투하훈련도 함께 실시하며. 최종적인 사용권한

은 미국이 행사하도록 하는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나 NATO형 핵공유를 추진하는 데 따른 사전 협의와 절차를 병행하면서 데프

콘3 적도발 징후 포착 이상의 위기상황에서 미국 전술핵을 전개하기로 약속하고 평시에는 우

리 F-15K나 F-35전투기가 미 본토에 가서 핵무기 탑재훈련을 하면서 핵을 공유하는 대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핵·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공동의 작전계획을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핵무기 배치, 사용계획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시나리오 3 한국의 핵무장  

핵무장 조건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북한은 핵협상에 대해 완전결렬을 선언하고 핵무기

와 탄도미사일을 대량생산하여 전략화시켜 겁박하는 차원을 뛰어 넘어, 핵미사일로 한반도를 

무력 적화하는 훈련을 식별하는 상황하에서도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나토형 핵공유가 이루어지

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핵무장은 생존전략이고 최후의 수단이다. 물론 한국이 핵무장을 추

진할 경우 유엔안보리는 물론 미국은 대대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보다 대외 

의존도가 훨씬 높은 한국에 대해 경제제재가 내려지게 된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치

                                           
36 Department of Defense, 2018 Nuclear Posture Review (Washington, D.C.: U.S. DOD, Feb 2018).  
37 John Tilelli, Jr., “U.S.-North Korea Relations: The Post-Hanoi Summit,” Panel Discussion hosted by 

The Institute of World Politics,” Oct 16, 2019,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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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적일 것이다. 핵확산을 강력 통제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핵우산 및 확장된 억제

전략으로 한국을 지원해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은 어떠한 경우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38  

그러나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핵개발 시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나라 전체가 

소멸되는 상황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국의 사활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일본과 한국의 동반 핵무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일

본은 원폭 트라우마로 결코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이고 못할 것이라는 시각39이 있으나, 그러

나 한국이 핵개발을 한다면 일본 역시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게 되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핵개발 절차와 기대 효과  

한국은 핵개발의 족쇄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분야 제한을 풀고, 적대국가의 핵으로부터 자국의 안보가 초유의 위협사태가 발생할 때 

NPT 탈퇴를 할 수 있다는 제10조40를 근거로 탈퇴를 선언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

도 핵 개발을 즉시 중단한다는 전제하에 핵생산을 선포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6개월이면 핵실험 없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할 것이다. 한

국이 북한 보다 원자력 기술이 월등하여 단기간 내 북한 핵능력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때 남북한 공히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ance Destruction)에 따른 핵균형41

으로 한반도 안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인도-파키스탄 공동 핵보유에서 입증되듯이 

미국은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고도 북핵 억제가 가능하고, 미국에게는 국방비 절약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동북아에 핵을 보유한 북중러 북방3국과 핵을 보유하지 않았던 한일

이 동반 핵보유국이 되면 동북아 지역에도 핵균형으로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다. 핵무장한 한

국과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의 핵위협을 억제할 때,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용이하게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제안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전력화한 상황에서 한국에 전술핵

                                           
38 John H. Tilelli, Jr., “U.S.-North Korea Relations: The Post-Hanoi Summit,” Panel Discussion hosted by 

The Institute of World Politics, Oct 16, 2019.  

39 William Scales, “South Korea Nuclear Armament Issue,” University Club, Oct 16, 2019, Washington, 

D.C. 
40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http://www.law.go.kr/%EC%A1%B0%EC%95%BD/(533,19750423), NPT 조약 제 10 조 제 1 항: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1  Andrew Futter, 고봉준 역, 『핵무기의 정치』(서울: 명인문화사, 2016), p.115: 만약 국가가 보복 핵공격에 

취약하다면 그 국가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핵 1 차 공격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두 국가가 서로 

동등하게 보복공격에 취약하다면 양자는 핵교전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http://www.law.go.kr/%EC%A1%B0%EC%95%BD/(533,197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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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재전개와 NATO형 핵공유체제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볼모로 잡혀, 최

악의 경우 핵을 운용,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시도할 경우, 한국은 일거에 수십만의 인명 피해는 

물론 번영된 자유대한민국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러한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도 핵 개발을 즉시 중단한다는 전제하에 핵무기 생산을 선포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핵 생산을 중단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한반도 비핵지대는 이

루어질 것이다. (끝) 

 

 

4. 전봉근 박사(국립외교원 교수) 

이글은 평소 평화 운동과 핵군축·핵정책에 대한 학술연구를 병행해 온 정욱식 대표의 한

반도 비핵지대에 대한 연구와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특히 한반도 비핵지대의 

이상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잘 제시하고 있다. 

(비핵지대의 조건) 기존 비핵지대는 아래와 같은 여건에서 설치되었는데, 한반도(동북아)

에서 이런 여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비핵지대 설치의 도전 요인이 된다.  

압도적인 외부의 안보위협과 이에 대한 지역 내부의 공감대: 비핵지대는 대부분 남반구

와 비동맹권에 설치되었는데, 이들은 강대국 정치, 강대국 핵전쟁을 강하게 거부하며, 강

대국과 연루를 거부  

동북아와 한반도에 비핵지대가 없는 것은 이 지역에 (내부의 안보 공공 이익 및 외부의 

공동 안보위협 인식 공유) 지역안보협력체가 없는 것과 유사한 이유: 지역 내부의 지역안

보대화체가 없다면, 당초 비핵지대 설치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 

북반부의 강대국 세력경쟁이 발생하는 지역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원거리 강대국과 동

맹으로 안전보장을 추구하며, 지역협력으로 안전보장을 보완 

남북은 상호 존재론적 안보위협을 실감하지만, ‘분단’으로 인해 상호 화해로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보다는 외부 강대국 또는 독자 강병으로 안전보장 확보: “남북 갈등의 궁극적

인 해소는 통일과 일국의 소멸”이라는 생각을 상호 갖고 있는 한 남북 화해와 대치 소멸

은 불가능하며, 대안은 남북 분단의 현상 유지를 통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보장책이 없어 불가능한 옵션이다.  

한반도에 절대적인 이해관계와 영향권을 갖는 미국도 한반도를 비핵지대화해서 사실상 

중립지대로 인정하는 옵션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비핵지대의 설치는 당연히 회원국의 엄격한 ‘핵무기 비보유국(NWS)’ 지위와 IAEA 안전

조치와 지역 비핵지대 안전조조치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데, 당분간 북한이 이 조건을 만

족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  

(비핵지대 필요성과 정점) 상기와 같이 비핵지대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고 가까운 미래

에서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동북아) 비핵지대가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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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비핵화 협상의 중대 도전 요인은 합의의 제도성과 보장성에 있는데, 비핵지대는 

이미 합의된 국제법적 체제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특히 핵심 난제인 북한의 비

핵화를 보장할 수 있고, 미국의 대북 NSA를 보장할 수 있게 되면, 이 약속을 유엔체제와 

국제법을 통해 보장하게 된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또 다른 중대 도전 요인은 비핵화, 북미관계개선, 남북관계개선, 중

국의 보장, 미국의 보장 등 복합적인 변수가 관련되어, 그 진전의 순서, 각종 조치의 수

준 등이 모두 협상대상이어서 매우 복잡한 협상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비핵지대는 

회원국과 외부 핵강대국의 권리의무를 국제법적으로 규정한 ‘패키지 솔루션’이므로, 그 

참여 결정으로 모든 복잡한 협상을 대체한다.  

모든 중소국들이 산재한 지역에서는 비핵지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동북아는 비핵지대가 

없어 비핵평화지대의 ‘약한 링크’로 남아있는데, 한반도/동북아 비핵지대가 설치되면, 중

앙아·동남아·남태평양 비핵지대와 연결되어, 유라시아 대륙을 비핵지대로 포위하는 꼴이 

되고, 이는 강대국 세력경쟁과 충돌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한반도의 만

성적인 전쟁위기.핵위기, 동북아의 만성적인 세력경쟁(미중경쟁)을 해소하게 된다.  

(비핵지대 가능성과 기회) 한반도 비핵지대가 위가 같은 장점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추

진할 것인가? 오늘 정책 환경 중에서 기회 요인은 무엇인가?  

‘비핵지대의 타부’ 타개: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 연방제, 비핵지대, 핵군축 등에 대한 

선험적인 타부로 인해 전략 구사에 제약이 있는바, 이 타부를 타개하는 담론과 논리 개

발 및 확산; 국내 학계의 비핵지대 연구 지원·확산 

북한 핵무장 현실화 시기에 터부 없는 비핵화 정책 연구와 토론 필요 

30년째 반복되고 더욱 악화되고 북핵위기와 전쟁위기의 악순환 딜레마를 근본적으로 타

개하는 방안으로서 불가능한 ‘통일’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비핵지대’ 대안 제시 

바이든 행정부의 강한 핵군축 성향(핵무기 역할 감소, 핵 일차불사용 선호, 핵군축·핵비

확산 추구, JCPOA 복귀)을 고려, 비핵지대 방안을 한미 싱크탱크 간 협의 

역내 비핵지대 연구센터·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나가사키 핵무기폐기연구센터 

세계 차원에서 비핵지대 참여국 전문가와 교류 

비핵지대를 통째로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도움이 되는 

핵심 요소를 도출하여 제시: 대북 안전보장을 위한 NSA, 비핵지대 역내 안전조치, 북한 

비핵화 

비핵지대 도입 검토 시 반발에 예상되는 요소에 대한 연구 및 해법 제시: 한미동맹, 미국

의 핵우산, 미국 핵전력의 기항.통과 문제 등 (끝) 

 

5. 서보혁 박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 총평 

0 비핵화=비핵지대화라는 정의 속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의의와 방안, 관련 쟁점에 

대해 종합적이고 대안적인 논의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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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지대화가 현실가능하다는 주장을 주로 첫째, 북한과 미국이 수용가능하고, 둘

째, 현 단계 제재국면을 돌파하고, 셋째, 지속가능한다는 점 등에서 그 유용성을 

강조 

0 비핵지대화 실현이라는 당위성에 입각한 추진 방향을 다루고 있어 현실가능한 시나리

오를 낙관론에 기초해 전개 

- 부분 비핵화, 불가능 시나라오도 검토해 상대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각각

의 대응도 검토할 필요 

-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부분 비핵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것

도 비핵화의 범위, 수준 등으로 나눠 몇 가지 하위 시나리오가 가능 

2. 논평 

- 비핵지대화 개념을 한반도에 적용할 경우 논리적으로 그 타당성과 유용성에 공감

할 수 있으나, 미국의 동아태전략, 나아가 인태전략의 지속성, 거기에 한미(일)동

맹의 동참 가능성을 감안할 때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가능성에 의문이 발생할 수

도 있음. 또 비핵지대화안에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역사적 배경에 동북아 지역 차

원의 고려가 미흡해보임 

  *6자회담에서의 합의와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 북핵정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

와 동북아, 분단-정전체제와 북핵문제를 연계하여 함께 궁리할 필요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취지를 감안하되 그 취지를 살린 보다 유력한 방안으로

는 4자(남북미중)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남북한의 평화관리 레짐 운

용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다. 평화체제의 법적 표현으로서 평화협정에 한반

도 비핵지대화 포함 가능 

- 쟁점 및 현안 관련해, 제재문제 해결에도 비핵화가 유용하다고 말하는데, 비핵화

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는데, 비핵지대화로 근본적인 차이

와 제재국면을 돌파한다는 것은 더 많은 조건과 설명이 필요 

3. 제안 

 : 2단계 연속 비핵평화 프로세스 

0 제재국면을 현실 조건으로 비핵화-평화체제-남북관계-북미관계-동북아 안보협력 

등을 포괄접근 

- 1단계: 제재 완화 국면) 부분 핵폐기-종전선언/불가침-남북경제협력-민간교류/테

러지원국 해제-안보포험 

- 2단계: 제재 해제 국면) 전면 핵폐기-평화협정-남북연합-국교정상화 협상-다자

안보협력 기구 출범 

 

0 현단계 한국의 과제 

- 상기 2단계 비핵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물밑 공감대 형성 외교 

- 미중 양자택일 프레임 타파, 평화 프로세스 중심 한국의 평화외교 이니셔티브 확

립 

- 비핵평화 프로세스 하, 세 과제 병행추진 (북핵이 평화체제, 남북관계 속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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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 탈피) 

- 북한의 도발 자제, 미 신 행정부 대북회담 동시 설득 

- 군비증강 위주 안보정책 지양 (끝) 

 

 

6. 김동엽 박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한반도 비핵지대: 핵심쟁점과 해법 

1. ｢비핵화｣와 ｢비핵지대화｣ 개념 비교 

구 분 비핵화 비핵지대화 

목 적 
∙특정 국가의 핵무기 보유 및 확산 

금지 

∙특정 지역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및 확산 

금지 

기본개념 

※ 명확한 개념정의는 없으나, 통상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 

∙특정 국가가 핵에너지를 평화적인 

목적에만 사용 

∙핵무기 개발 및 확산 활동 일체 

금지 

∙농축 및 재처리 시설 보유 금지 

∙특정 지역 국가들이 핵에너지를 평화적인 

목적에만 사용 

∙핵무기 개발 및 확산활동 일체 금지 

∙제3국에 의한 핵무기 배치‧사용 및 

사용위협 금지 

비핵국가의 

의무 

∙핵폭발장치의 개발‧실험‧생산 금지 

∙핵무기의 획득‧보유‧입수 금지 

∙핵무기의 설치‧저장 금지 

 

 

 

∙핵폭발장치의 개발‧실험‧생산 금지 

∙핵무기의 획득‧보유‧입수 금지 

∙핵무기의 설치‧저장 금지 

∙핵무기의 영토 통과 허용 금지 

(단, 기설립된 다음의 4개 비핵지대 

조약에서는 핵무기의 영토 통과 

여부를 개별국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명시) 

핵보유국의 

의무 
∙미언급  

∙비핵지대내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 금지 

∙해당지역에서의 핵무기 배치‧설치‧저장의 

금지, 기존의 핵무기 및 핵시설 즉각 

철수 

∙해당지역에 군사기지가 있을 경우, 핵무기 

부재를 보장하고 기지나 시설에 대한 

사찰 수용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생산‧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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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원조제공 금지 

 

2. ｢한반도 비핵화｣ 실현방안 관련 참가국간 이견 존재와 비핵지대화 주장의 모순 

 

◦ 북한은 ‘70년대 중반부터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해 왔고,’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시에도 이를 주장한 바,  

- ｢한반도 비핵화｣를 실행하려면, ①한국에서 모든 핵무기들을 철거시키고, 북한을 

반대하는 일체 ②핵전쟁연습을 중지해야 함. 

- 북한이 당당한 핵무기 보유국이 된 만큼, 6자회담은 참가국들이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③군축회담이 되어야 함. 

- 한반도비핵화 관련 회담이나 대화는 한반도 및 그 주변에서 ④미국의 핵무기와 핵

전쟁 위협을 근원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는 장소로 되어야 함.  

 

◦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대북 핵위협 청산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타국들은 북한의 핵폐기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입장 

- 미국이 비핵지대를 거부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이 일반적인 ｢비핵화｣ 범주를 벗어

나는 것으로, 이른바 ｢비핵지대화｣설립시에나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비핵지대화가 가지는 선행적 개념의 명확성만으로 접근이 더 용인하다고 

할 수는 없음  

-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정의와 목표가 있다는 점이 미국의 참여를 더 어렵게 한다

는 점에서 보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결국 이는 제재해결이나 상호 만족할 수 있

는 해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실화도 되기 전 지속 가능한 해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3. 북한의 ｢비핵화｣ 주요 주장  

① 한국에서 핵무기 철거 및 검증 

- 1991.9.27 부시 미 대통령의 지상 및 해상기지 단거리 전술핵무기 폐기선언 이후,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철수 완료, 1991.12.18 노태우 대통령, 남한 내 

핵무기 부재선언으로 이를 공식 확인하고, 1992.1.20 남북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

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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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1992년 이후 전술핵무기를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본토에 배치된 ICBM과 

전략폭격기, 그리고 해상에서 운용중인 핵잠수함(SLBM)으로 핵억제전략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에 핵무기를 배치‧운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를 철거 검증하겠다는 북한의 주장 

 

② 미국의 핵전쟁 연습 중지와 핵 위협 청산문제 

- 한‧미연합 훈련에 참가하는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군전력에는 핵무기가 미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 전력의 한‧미연합 훈련 참가 및 한반도 인근 배치에 대해 핵전쟁 

연습 중지 요구  

- 미국은 1978년부터 매년 SCM 공동성명에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의지를 확인

해 오고 있음. 

- 또한 미국은 NPR보고서를 통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함을 언급하고 북한을 그 대상

국가 중의 하나로 지목 

- 북한은 미국에 의한 대북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 금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한

반도 비핵화｣의 범주를 벗어나 ｢한반도 비핵지대화｣ 설립시 실현 가능한 사안 

 

③ 북핵문제를 군축회담으로 전환하는 문제 

- 군축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상호 군축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상호 사찰을 통해 

합의사항 이행이 보장되어야 하나, 북한의 핵능력 미공개로 군축규모/범위 협의가 

어렵고, 북한의 체제 특성상 전면 사찰이 불가능한 바, 군축회담 추진 곤란 

- 장차 북한의 핵능력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미국과의 핵전력 격차가 워낙 큰 만큼, 

미-북간 군축회담 추진은 비현실적 

- 미국은 물론 비교적 북한측 주장에 우호적 입장인 중국‧러시아도 북한의 군축회담 

주장에 대해 호응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바, 북한측 주장이 지지를 얻을 가능성 

희박 예상 

 

4. 비핵지대화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 지역에서 핵확산의 가능성과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안정을 제고시켜 한국을 포함

한 관련국의 안보이익에도 부합 

- 한반도에 대한 비핵화 의무의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우리의 안보이익을 높여주고 

지역 안정에 기여 

- 지역적 차원에서 관련국간 신뢰구축에 큰 공헌 가능 

- 한반도의 비핵화를 영구히 보장하는 조치로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의혹을 완전

히 제거함으로써 한반도 통일과정에 대한 주변 4강의 지지확보에 기여 

- 현재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핵 보유국가로부터 핵불사용 보장을 확보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공 

 

◦ 그러나 오히려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 있어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과 우려도 존재함 

-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도구로 활용할 소지가 있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이

른바 핵우산 개념으로 불리는 적극적 안전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근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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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문제연구소, 1997)와 번역서로는 K.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4th ed. 國際政治學: 分析의 틀(博英社, 1990).  

 

주요 영문책 편저/공동편저 (Editor & 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England,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England, 2010); North Korea’s 
Foreign Policy under Kim Jong Il: New Perspectives (Ashgate, England, 2009); North 
Korea’s Second Nuclear Crisis and Northeast Asia Security (Ashgate, England, 2007)등 

현재 통일뉴스와 LA 중앙일보의 고정 칼럼리스트, 

 

E-mail: thkwak38@hotmail.com; 연락처: 02-3217-2105(Home); 070-8864-2106; 

미국 +1-310-729-8383 (Kakao talk)  

 

 

 

 
<발제자: 정욱식 대표> 

현 평화네트워크 대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 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

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의 조지워싱턴대 방문학자로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를 연구했다. 

1990년 후반, 북한의 대기근과 남한의 IMF 경제위기를 목도하면서 ‘평화군축을 통해 한

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 운동과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mailto:thkwak3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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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평화네트워크 (www.peacekorea.org)를 만들었으며, 지금까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MD 저지와 평화실현공동대책위원회' 공동 집행위원장, '한겨레신문' 언

론비평위원,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 이라크 파

병 반대 시민행동 정책위원, 고양시 및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

장 등을 지냈고, 현재는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오마이뉴스' 평화·통일 문제 담당기자를 겸직했고, 그 이후 에

는’프레시안‘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2004년에는 '한겨레신문'이 뽑은 “미

래의 한국을 이끌어나갈 100인”에 선정되었고, 2012년에는 국제평화단체인 ’글로벌 네트

워크‘로부터 MD 비판 및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주 평화상‘을 수

상했다. 

 

주요 저서로는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비핵화의 최후』, 『핵과 인간』, 

『사드의 모든 것』 , 『말과 칼』 , 『MD본색』 , 『강장마을 해군기지의 가짜안보』 ,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2012년 체제』 , 『글로벌 아마겟돈』 , 『핵무기』 , 

『21세기의 한미동맹은 어디로』, 『북핵, 대파국과 대타협의 분수령』, 『동맹의 덫』, 

『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등. 

 

 

 

 

<토론자 프로필> 

1. 김동엽 박사 
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 학력 

 • 해군사관학교 경영과학 학사(OR) 

 • 국방대학교 국제관계 석사(국제관계이론)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군사안보전공) 

 

■ 주요연구분야: 북한 군사, 국방정책, 군사력/군사비, 북핵/6자회담, DMZ/NLL 

   동북아외교안보관계, 평화체제, 남북군사협상 

  

■ 주요경력 

 • 예) 해군중령 (2011년 8월 19일 전역 / 군 근무20년) 

  - 국방부 북핵WMD담당, 대북정책기획담당, 대북협력정책담당 

  - 남북군사회담/해운협력회담 수행 및 지원요원 10여회 참가(2007~2010년) 

 • 전) 경기대, 대진대, 서강대 외래강사, 북한대 민족공동체지도자과정 주임교수, 

      북한대 북한미시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 

   전) 한반도평화포럼 연구센터장 겸 아카데미 원장 

 • 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겸 정외과 교수, 

   현) 민주평통 기획분과 상임위원, 

   현)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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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북한연구학회 이사 

 

■ 최근연구실적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의 미래(한울, 2019 공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와 전망(경제와사회, 20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 : '혁신'과 '발전'의 길(선인, 2019 공저) 

북한의 해상경계선 주장 변화와 남북군사협상(평화문제연구,2019) 

한반도 국제관계사(경남대, 2020 공저) 

미중 전략적 경쟁(경남대, 2020 공저) 

 

연락처: Email: donykim@kyungnam.ac.kr 전화: 010-8939-7260 

 

 

 

2. 서보혁 박사 

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통일정책,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주제로 정치학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제정치학의 측면에서 남북

관계, 북한외교안보, 한반도 평화체제, 국제평화·인권문제를 연구해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현대북한연구회 회장, 서울대학교/이화여대 연구교수를 역임했

고,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비교평화연구회 회장,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통일부/외교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최근 저서로 『한국 평화학의 탐구』(2019), 

『한국인의 평화사상』(공편, 2018),『분쟁의 평화적 전환과 한반도』(2020, 공편), 『평

화경제의 비전과 추진전략』(근간) 등이 있다. 

 

연락처: 이메일 주소: suhbh813@gmail.com 전화: 010-3267-6724 

 

 

 

3. 전봉근 박사 

현 국립외교원 교수  

 

현 국립외교원 교수/안보통일연구부장 

서울대 외교학과 학사, 석사(정치학), 미 오레곤주립대 박사(정치학)  

전봉근 교수는 현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한반도문제, 북핵문제, 국제안보, 비확산, 핵(원자력)정책 등이다. 주요 경력으로 청와대 

국제안보비서관(1993~7), KEDO 뉴욕본부 전문위원(1997~2001), 일본 게이오대 방문연

구원(2001~2),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2003~4), 국립외교원 비확산핵안보센터장

(2011~12),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2012~) 등을 역임하였고, 2005년 6월부터 외

교안보연구원(국립외교원 전신)에 근무하기 시작했다.  

 

연락처: E-mail jun2030@gmail.com, jun2030@mofa.go.kr 

Phone (82-2) 3497-7654, Fax (82-2) 575-5245; Mobile Phone 010-9120-7654 

 

 

 

mailto:donykim@kyungnam.ac.kr
mailto:suhbh813@gmail.com
mailto:jun2030@gmail.com
mailto:jun2030@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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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경영 박사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학력: 

육군사관학교 졸업(국제관계학 학사) 

미 육군지휘참모대학 졸업(군사정책학 석사) 

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대학원 졸업(체계경영학 석사)  

미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대학원 졸업(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논문 : Building a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Feasibility and Design 

 

경력: 

한양대 국제 대학원, 가톨릭대 및 국방대 교수  

합참·한미연합사·육군본부에서 전략·정책개발, 최동부전선 지휘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NSC·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주요저서:  

영문: South Korea: The Korean War, Armistice Structure, and A Peace Regime 

(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20). 

『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파주: 한울아카데미, 2020), 

『한반도의 도전과 통일비전』(서울: 지식과 감성, 2015). 

『한국의 구심력 외교안보정책』(서울: 지식과 감성, 2014). 

『동북아 재편과 한국의 출구전략』(서울: 21세기군사연구소, 2011). 

『변화시대의 한국군』(서울: 21세기군사연구소, 2000). 

『미래군의 모습과 자기계발』(서울: 21세기군사연구소, 2002). 

『민족 분단의 현장에 서서』(서울: 한원, 1990). 

공저,『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협력』(서울: 디딤돌, 2014). 

공저,『글로벌 이슈와 한국의 전략』(서울: 도서출판 밀레, 2010). 

공저,『한국 국방의 도전과 대응』(서울: 한국학술정보, 2012). 

공저,『오바마 행정부와 한미전략동맹』(서울: 한울, 2009). 

공저,『통일의 길: 걸림돌 해결방안』(서울: 오래, 2014). 

공저,『안보, 신뢰 그리고 통일』(서울: 오래, 2013). 

공저,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ondon: Ashgate, 2014) 등 

 

연구 및 강의분야 

연구 : 동북아안보협력, 한미군사관계, 북한군사, 분쟁관리  

강의 : 국제관계이론, 국제기구와 국제관계, 국제협상, 미국외교안보정책론, Global 

Issues,  

East Asia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Art of War by Sun Tzu and On War by Carl 

Von Clausewitz, North Korean Studies 등  

 

연락처: 이메일 chungky@hanyang.ac.kr, 010-5310-5279. 

 

 

5. 조 성 렬 박사 

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mailto:chungky@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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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자문연구위원으로, 동 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과 

신안보실장, 국제안보실장,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러시아특사단

으로 파견됐으며,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및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을 맡고 

있고,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 및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서울공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학위와 박사학

위를 취득했으며, 일본 도쿄대학, 게이오대학 및 중국 외교학원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평화연구학회 부회장,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내일신문과 경향신문에 고정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단독저서로는 『정치대국 일본: 일본의 정계개편과 21세기 국가전략』(1993), 『주

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2003),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

(2007), 『뉴 한반도 비전: 비핵 평화와 통일의 길』(2012), 『전략공간의 국제정치: 핵·

우주·사이버 군비경쟁와 국가안보』(2016),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론』(2019), 『닉슨 행정부 시기 주한미군 감축협상 연구』(2020, 근간)이 있으며, 

다수의 공저와 논문이 있다. 

 

 

 

6. 왕선택 박사 

현 여시재 정책위원 

 

학력: 북한학 박사 

경력: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 워싱턴 특파원 /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저서: 북핵 위기 20년 또는 60년, 핵담판.  

주요 논문:  

<북한과 미국의 '핵외교' 추세 분석, 1992-2011> 박사학위 논문, 2012 

<Legitimacy and Stability> KEI academic paper, 2015. 

<안보 위기와 국익 사이의 밸런스> 관훈저널, 2017 

<동북아 2017년 체제… 긍정적 국면전환기 놓치지 말아야> 통일한국, 2018 

<북미 정상회담의 국내 정치 변수 분석> 북한 특강, 2019. 

 

연락처: stw@gwu.edu / 010-8831-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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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Note: 제33회 전문가 정책포럼에서 밝힌견해와 내

용은 포럼 참석자들의 개인견해이며 한반도 미래 전략연구원

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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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전문가 정책포럼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8길 17-17, 한국글로벌피스재단 

Tel: +82-2-3448-8500;070-5050-3803(직통) Fax: +82-2-325-8509.  

 

담당자: 최형규 차장 (한국 GPF 조직 및 대외협력실)  

Email: hungkui@globalpeace.org  M: +82-10-4841-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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