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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전문가 정책 포럼(2021년 5월22일) 발표문 

 

북-미 핵 협상 국면 전환 요인 분석 

-한국 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북한학 박사)  

I. 서론 

   1. 문제 제기 

   2021년 1월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했지만, 북한과 미국의 핵 협상 

전망은 여전히 한반도 정세에서 핵심적인 연구 주제다. 북-미 핵 협상을 전망하기 위해 

양측 외교 전략을 비교, 검토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다. 북한과 미국의 국내 정치 상

황에 주목한 분석도 북-미 협상을 전망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는 북한과 

미국의 외교 전략이나 국내 정치 상황만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제3의 요소가 존재한다. 

북-미 핵 협상에서 실질적인 변수 역할을 하는 한국 정부가 그것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가 미국과 담판 지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

적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세력은 남한이기 때문에, 대남 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해

야 한다는 제약을 안고 있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을 유지하

는 것이 중대한 국가 이익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훼손하면서까지 북한과 합의할 수 없

다. 북한과 미국 모두 협상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에서 한국 정부 판단

이나 협조는 실질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미 핵 협상을 분석하면서 한

국의 변수 요인에 대한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다. 북-미 간 핵 협상이라는 외형적 특성 

때문에 실질적 요소인 한국 존재가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북-미 핵 협상

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변수 비중은 어느 정도였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과거 북한과 미국의 핵 협상 사례를 9개 국면으로 나

눠서 한국 정부 역할과 관련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특성을 찾아내 한국 정부의 

정책 과제 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북-미 핵 협상 시기 구분과 9개의 국면  

   북한과 미국의 핵 협상은 협상의 형태나 북핵 문제 전개 특성 등을 고려하면 크게 5

개 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1기는 1993년 3월, 제1차 북핵 위기 발발에서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시점까지다. 제1차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이 양자 협상을 벌여 기본 합의문을 채택하고, 그에 기반해 북핵 문제가 관

리되는 시기였다. 제2기는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시점에서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

가 발발한 시점까지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극적인 반전이 이뤄져서 페

리 프로세스가 채택되고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인 시점이다. 제3기는 제2차 

북핵 위기 발발 이후부터 2009년 1월 오바마 행정부 출범까지다. 제2차 북핵 위기에 대

응하기 위해 출범한 6자회담이 작동한 시기라는 특성이 있다. 제4기는 2009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오바마 행정부 시기, 이른바 ‘전략적 인내’ 시기다. 제5기는 2017년 1월

부터 2021년 1월까지로 트럼프 행정부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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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핵 협상 제1기와 제2기에는 각각 하나의 국면이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6자회담이 진행됐던 제3기는 6자회담 전기와 중기, 후기가 각각 다른 맥락 속에서 

전개됐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도 2012년 이른바 윤달 합의를 둘러싸고 전개된 상황과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문제를 둘러싸고 물밑 접촉이 전개된 상황은 독립적

인 국면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둘

러싼 맥락과 하노이 정상회담을 둘러싼 맥락을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고는 1993

년 이후 전개된 북한과 미국의 핵 협상에서 9개의 국면을 회고하면서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변수로서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표1 북-미 핵 협상 시기 및 국면 구분 

시기구분 국면구분 기간 주요 내용 

제1기 

제1차 북핵 

위기 

국면1 

제네바 협상 

1993년 3월

~ 

1994년 10월 

북-미, 제1차 북핵 위기 해소하기 위해 

공식 양자 협상 진행. 1994년 기본 합의

문 채택 

제2기 

페리 

프로세스 

국면2 

페리 

프로세스 

1998년 8월

~ 

2000년 10월 

북-미,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위기 해소 위해 협상 진행. 1999년 9월 

페리 프로세스, 2000년 10월 공동 코뮈니

케 채택 

제3기 

제2차 

북핵 위기 

국면3 

6자회담 초기 

2002년 10월

~ 

2004년 12월 

북-미, 제2차 북핵 위기 해소 위한 6자회

담 참가. 세 차례 공식 협상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 실패 

국면4 

6자회담 중기 

2005년 1월

~ 

2005년 9월 

미국 정부, 적극적 협상 의지 보이면서 북

핵 문제 해결 방안 담은 9.19 공동 성명 

채택 

국면5 

6자회담 후기 

2005년 9월 

~ 

2008년 12월 

북, 제1차 핵실험 감행 북-미, 전격 협상 

개시. 이후 비핵화 이행 계획에 두 차례 

합의. 검증 문제로 6자회담 와해 

제4기 

전략적 인

내 

국면6 

윤달 합의 

2009년 4월

~ 

2012년 4월 

오바마 정부, 북한과 협상 추진. 2012년 2

월, 윤달 합의 채택. 북한의 로켓 발사로 

파기. 

국면7 

인질 협상 

2014년 5월

~ 

2015년 2월 

오바마 정부, 미국인 억류자 문제로 북한

과 협상 모색. 소니 해킹 문제로 협상 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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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트럼프 정

부 

최대 압박

과 

관여 

국면8 

싱가포르 회

담 

2017년 1월

~ 

2018년 6월 

트럼프 행정부,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 전

개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 문재인 정부

와 협력하면서 북한과 정상회담 개최 

국면9 

하노이 회담 

2018년 7월

~ 

2019년 10월 

트럼프 대통령,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참

가했지만, 일괄타결 고수하면서 합의 도출 

실패. 

판문점 깜짝 회동에도 합의 도출 실패. 

 

Ⅱ. 북-미 핵 협상 국면 별 한국 정부 역할  

   1. 국면1: 제네바 협상 (1993년 3월 – 1994년 10월)  

   1) 제1차 북핵 위기, 북-미 양자 협상으로 ‘핵동결’ 합의  

   1993년 3월 8일, 북한은 북한 전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한데 이어 4일 뒤인 12일, 

NPT 탈퇴 의사를 담은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1 제1차 북핵 위기가 시

작된 순간이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약 두 달 전에 취임한 만큼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을 선호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가 확정되는 것이 비확산 문제와 

관련한 국제 절서 유지에 불리하다고 보고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소를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김영삼 대통령 역시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

어서 강력한 압박을 선호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결국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1993년 5월 17일, 북한과 미국은 뉴욕에서 예비 접촉을 벌인데 이어 6월 2일, 뉴욕

에서 제1단계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 북한과 미국의 핵 협상이 처음 시작된 순간이다. 

북-미 협상은 7월 14일 제네바에서 제2단계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졌고, 12월 29일 뉴욕

에서 열린 실무 접촉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북-미 합의는 

1994년 3월 19일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파기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5월에는 전쟁 발발 위기감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했다. 6월 15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

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북-미 협상이 반전 양상을 보였다. 북-미 양측은 7월

과 8월, 10월에 제3단계 고위급 회담을 잇따라 열고 북핵 동결과 보상 방안에 대해 합의

하고 기본 합의문을 채택했다.2  

   2) 한국 정부, 북핵 문제에서 제3자 위치로 후퇴  

   1993년 3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진행된 북-미 핵 협상 국면은 북한과 미국의 양자 

협상 구도로 이뤄졌다. 이 시점 이전까지 북핵 문제는 남과 북의 협상 대상이었기 때문

에 미국은 북핵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1991년 12월 남과 북이 고위급 

회담에서 체결한 남과 북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 한반도 핵 문제와 관련한 근거 

                                           
1 『로동신문』, 1993년 3월 9일.  
2 조엘 위트, 다니엘 폰먼, 로버트 갈루치 공저, 김태현 옮김, 『북핵 위기의 전말』 (서울: 모음북스, 2005), 

pp. 39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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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3년 3월 제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당시 한국의 김

영삼 대통령은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했다.3 그러나 북한은 김영삼 대통령 요구를 무시했고, 북핵 위기는 급속도로 악화했

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해 민감하게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미국

이 직접 북한과 협상에 나서면서 북핵 문제가 북한과 미국의 협상 사안으로 변경됐다. 

1993년 당시 미국은 1968년 출범한 NPT 체제를 임시적 체제에서 영구적인 체제로 변

경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북한의 NPT 탈퇴가 공식화하면 미국의 외교 노

력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 정부가 제3자 위치로 이동한 만큼 한국 정부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원활한 대

화 창구를 갖지 못했고, 미국과도 북한과의 대화 문제로 불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한반도 정세의 특수성, 즉 남-북 대치 구도와 한-미 동맹, 북-미 대치 구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특징에 따라 한국은 북-미 협상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북한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문에 남-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결국 미국 정부 협상 대표단은 1993년 12월 북한과의 협상에

서 잠정 합의를 이뤄내면서 북한에 대해 남한과 대화를 먼저 해야만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조건을 관철시켰다. 1994년 3월 19일 남-북 특사 교환을 위한 판문점 예비 접촉

이 열린 것이 바로 북한과 미국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한국이 북-미 협상에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김영삼 정부는 한국 정부가 북-미 간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과시했다. 판문

점 접촉에서 북한 협상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제기한 것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방식으로 북한과 미국의 1993년 12월 합의를 무효화시킨 것이다. 미국도 북한과의 합의

를 지킬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미 핵 협상에서 한국이 변수가 된다는 점을 인

식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5월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을 포함한 군

사 행동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번에는 미국 정부에 대해 공습 반대를 표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이 자신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 공습 가능성 제외로 연결됐다는 평가

를 스스로 제기했다. 4  그러나, 김 전 대통령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공습을 검토했지만,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중요한 쟁점에서 공감대가 확인된 것이 공습 가능성 제외 결정 

배경으로 알려져 있다.  

2. 국면2: 페리 프로세스 (1998년 8월 – 2000년 10월)  

   1)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위기 발생, 외교 노력으로 반전 

   1998년 8월,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온건 정책을 펴고 있었다. 그러

나 8월 17일, 북한이 평안북도 금창리에 거대한 지하 핵 시설을 운영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온건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난 여론이 제기됐다.5  2주일 뒤인 8월 31일에는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다. 공화당 중심으로 대북 정

책을 강경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급격하게 커졌다. 일본에서는 일종의 집단적 

패닉 현상이 발생했다.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 영토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3 “개헌-정계개편 없다/김대통령「100일 회견」,” 『경향신문』, 1993.6.4.  
4 “김영삼 전 대통령 단독회견,” 『중앙일보』, 1997.7.13. 
5 The New York Times, August 1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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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졌기 때문이다.6  

   빌 클린턴 대통령은 결국 11월 대북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북 정책 

조정관으로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 페리 조정관

은 활동 초기에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협의를 

거친 이후 한반도 정세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외교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우

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접근법을 채택했다. 1999년 5월 25일 북한을 방문해 북한 강석주 

제1부상과 협상하는 등 북한 입장도 직접 확인했다. 북한과 미국의 협상은 1999년 6월 

5일 서해상에서 남-북 해군 간에 발생한 제1차 연평 해전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

나 페리 조정관은 9월 15일, 단호한 대응 조치를 준비하지만, 외교 협상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대북 정책 권고안, 즉 페리 프로세스를 작성해 미 의회에 보고했다.  

   페리 프로세스 채택 이후 북한과 미국의 대화는 더욱 활성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0년 10월 9일, 조명록 북한 총정치국장이 미국을 방문해 빌 클린턴 대통령을 예방하

고 북-미 공동 코뮈니케를 채택했다. 이어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10월 23

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하면서 북-미 관계는 정점의 시기를 경험했

다.7  

   그러나 북-미 관계 발전은 200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공화당 후보인 조지 

W. 부시 전 텍사스 주지사가 승리하면서 갑자기 단절 상황을 맞게 됐다. 한국 정부는 새

로 출범한 부시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북 포용 정책을 승계하기를 기대했

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면서 페리 프로세스 

국면은 종료됐다.8  

   2) 한국, 체계적인 외교 전략으로 ‘전화위복’ 성공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전개된 페리 프로세스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정교하

면서도 역동적인 외교력을 발휘했고, 미국의 대북 정책을 온건 노선으로 유지 또는 강화

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해 진전을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이 시기 한국 외교의 중요한 특징은 다섯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독자적인 외교 

전략을 갖고 있었다. 둘째 미국 정부와 긴밀한 정책 공조 체제를 유지했다. 셋째 남북 간 

대화 채널을 유지했다. 넷째 중국의 지원과 협력을 확보했다. 다섯째 일본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 출범 이후 대북 포용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

진했다. 체계적인 외교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

하면서 위기 국면이 조성됐지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행보를 즉각 내디딜 수 

있었다. 1998년 11월 23일 미국 정부 대북 정책 조정관으로 임명된 윌리엄 페리 전 장

관이 12월 9일 서울을 방문하자 김대중 대통령은 그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김 대통령은 

페리 조정관에게 한반도 특수성과 자신의 대북 포용 정책을 설명하면서 균형잡힌 정책 

검토를 권고했다. 페리 조정관은 이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협의 절차를 거

치면서 한국 정부 대북 포용 정책 요소를 대폭 반영한 대북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9  

                                           
6 “북, 미사일 시험발사/일본 반응은,” 『한겨레신문』, 1998.9.2. 
7 Albright, Madeleine, Madam Secretary (New York: Miramax, 2003), pp. 455~472. 
8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 지음, 정영목-이순희 옮김, 『빌 클린턴의 마이 라이프』 (경기도: 물푸레, 2004), p. 

1,332. 
9 임동원, 『피스메이커』 (서울: 중앙북스, 2008), pp. 39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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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 조정관이 활발하게 움직인 1999년에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한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1999년 6월 5일 서해에서 제1차 연평 해전이 벌어졌고, 9월 2

일에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임의로 설정한 해

상 경계선을 주장하는 등 남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대형 악재들이 이어졌다. 이에 대

해 김대중 대통령은 정경 분리 원칙을 내세워서 군사적 차원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와 협상,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교류는 일관성있게 유지하는 태도를 보였다.10 만약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단절됐다면 북미 협상틀 역시 단절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중국과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김대

중 대통령은 1998년 11월 11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장쩌민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

국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11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

을 이어갔고, 1999년 말 남-북-중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성공했다. 김 대통령은 

1998년 10월 7일, 일본을 방문해,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회담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

동선언’을 채택하고 43개 항으로 구성된 ‘행동계획’도 채택했다.12 한일 관계 개선은 한-

미-일 3국 정책 공조로 이어지면서 한국 정부 외교 노력에 긍정적 자산으로 작용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중대한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

출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외교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미국의 

정권 교체로 일거에 위기를 맞았다. 새로 출범한 부시 행정부가 대북 포용 정책에 반대

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협력과 지지

를 요청했지만, 네오콘 성향의 참모들은 공공연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존 볼턴 미 

국무차관은 2001년 5월 초 차관으로 취임하면서 기본 합의문은 “전체적으로 구조 자체

에 결함이 있고 합의문에 깔려있는 전체적인 개념도 결함이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폐기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13 부시 행정부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에 

대해 혐오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클린턴 전 대통령과 친밀하게 협력했던 김대중 정부

에 대해서도 불만이 확장됐다는 점도 상황 악화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3. 국면3: 제2차 북핵 위기와 6자회담 전기 (2002년 10월 – 2004년 12월)  

   1) 네오콘 세력 발호...북핵 문제, 위기 국면으로 회귀  

   2002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미국의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일행이 

평양을 방문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초로 열린 고

위급 회담이어서 북한에서는 회담 성과를 기대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그러나 이 회담에

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문제를 제기했고, 북한이 

프로그램 보유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시간으로 2002년 10월 16일 발표에서 북한이 10월 4일 평양에서 열린 회담에서 

우라늄 농축을 활용한 핵 무기 프로그램 운영을 시인(acknowledge)했다고 설명했다. 그

러나 북한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정보국 조셉 디트라니 

                                           
10 『피스메이커』, pp. 448~462. 
11  이성일,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의미,”  『사회과학연구』  49(1), 

(2010.6.), pp.195~196. 
12 조세영,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탄생 과정과 그 의의,” 『EAI 이슈브리핑』 (2018.9.), p.6. 
13 Chinoy, Mike, Meltdown, (New York: ST. MARTIN’S GRIFFIN, 2009), p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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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담당관은 2007년 2월 27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생산 규

모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요소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정보 판단은 높은 신뢰 수준이었고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신뢰 수준은 중

간 수준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007년 2

월 22일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농축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술을 

획득한 것은 맞는데, 상당한 수준의 생산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

다.14 미국은 북한이 기본 합의문을 위반했다면서 중유 공급을 중단하고 경수로 건설 공

사도 중단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조치로 맞대응했다. 

   북한과 미국은 2003년 4월 23일 중국이 베이징에서 주재한 3자 회동에 참석해 협상

을 벌였지만,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8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6자

회담이 열렸으나 역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합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2004년 2월 

25일, 베이징에서 제2차 6자회담이 열렸고, 6월 23일 제3차 6자회담이 열렸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북핵 문제가 교착 국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04년 

11월 2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된 것은 아니지만, 장관급 주

요 참모들이 대부분 교체되면서 외교 정책 기조도 역시 변화했다. 2004년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5년 1월 부시 행정부 2기 국무장관으로 콘돌리자 라

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했다. 1기 장관은 콜린 파월이었다. 파월 장관은 부시 

행정부 내부 네오콘 세력의 견제를 받아서 임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라이스 

신임 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전개하는 특징을 

보여줬다. 대북 정책에서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했다.  

   2) 한국, 네오콘 세력에 밀려 촉진자 역할 한계 

   제2차 북핵 위기 발발과 6자회담 초기,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강경한 정책을 구사했

다. 북한도 더욱 강경하게 맞대응하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했다. 중국이 중재자 역할

을 담당하면서 북핵 문제에서 중국 역할이 부각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6자회담에서는 일

본이 납치자 문제 해결의 통로로 활용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적 과제가 후순

위로 밀리는 현상도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정권 교체 상황으로 제2차 북핵 위기 발발 초기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지만, 북한과 미국 모두 임기를 며칠 남

겨놓지 않은 김대중 정부의 협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으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지만, 민감한 외교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북핵 문제가 악화일로를 걸었다. 

   이 시기 한국 외교 특징을 보면, 외부 환경이 극도로 불리하게 작동했고, 국내 정치 

차원에서도 혼란한 상황이 두드러졌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했

지만,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북 송금 특검을 실시하는 등 남북 관계나 대북 정책에서 상

호주의 원칙이나 투명한 대북 정책 진행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김

대중 대통령이 추진하던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와 다른 것으로 노무현 정부 초기 대북 정

책의 유연성을 스스로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15  

                                           
14 Nikitin, Mary Bet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pril 

3, 2013. pp. 9~10. 
15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03년 3월 4일 서기국 보도를 내고 남한 야당의 대북송금 

특검법안 통과를 비난하고, 특검제 강행은 남북관계를 동결상태에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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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가 대북 송금 특검을 실시하자 북한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대화와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6

자회담 체제가 가동되고 있었지만, 북한과 대화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조건에서 한

국 정부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16  

   노무현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정책 협의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부시 행정부 대북 

정책은 네오콘으로 알려진 강경파 참모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친북 좌경으

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한미 정책 공조는 미미한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제임

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과의 협상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승인된 

문장 외에는 발언할 수 없다는 지침을 받고 있어서 북한과 미국은 사실상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다. 6자회담 초기 상황은 미국과의 신뢰를 유지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교훈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됐다.  

   4. 국면4: 6자회담 중기 (2005년 1월 – 2005년 9월)  

   1) 부시 행정부 2기, 북핵 문제 해결 의지 표출...9.19 성명 채택    

   북핵 6자회담은 2004년 6월, 제3차 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된 이후 사실상 중단 상황

을 맞았다. 2004년 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서 북한도 미국도 회담 재개 의

지를 보이지 않았다. 2005년 6월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

방위원장과 회담하고 대북 전력 공급 방안을 제안하면서 변화의 단초가 생겼다. 6월 30

일, 북한과 미국의 실무 대표들이 접촉을 갖고 대화 의지를 확인했다. 7월 9일에는 크리

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베이징에서 북한 외무성 김계관 외무성 부상

과 접촉하고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다. 7월 26일, 베이징에서 제4차 6자회담이 열렸다. 

회담은 휴회했다가 9월 13일 속개돼서 제4차 6자회담 제2단계 회담 일정이 진행됐다. 9

월 19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9.19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회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9.19 성명은 합의문 채택과 거의 동시에 사실상 사문화 하는 사태를 맞았다. 

공동 성명 채택 직전인 9월 15일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에 위치한 방코델타아시아(BDA)

를 북한과의 불법적 금융 거래 의혹을 이유로 관찰 대상 목록에 올리면서 해당 은행 계

좌가 동결되자 북한이 반발한 것이다.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자금 약 2

천5백만 달러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북핵 관련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북한은 결국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일으키면서 파국을 조성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인 9.19 공동 성명도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6자회담 중기 국면이 종료됐

다.  

   2) 한국 정부, 북-미 협상 촉진자 역할 성공적 수행  

   2005년 9월 19일, 북핵 6자회담에서 공동 성명이 채택된 것은 북핵 외교사에서 가장 

긍정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온 이유로는 세 가지

                                           

“남조선의 한나라당은 북남 대결을 꾀하던 나머지 정상적인 경제거래 문제까지 범죄시하면서 특별검사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北송금 특검법 공포 - 盧대통령, 거부권 행사않고 원안대로 수용,” 

『경향신문』, 2003.3.15. 
16 『조선중앙방송』 2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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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 수 있다. 첫째 한국 정부가 효과적인 외교를 전개했다. 둘째, 미국의 협상 의지가 

강했다. 셋째, 북한도 북핵 협상 성공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9.19 합의가 이뤄진 과정을 돌이켜보면 2005년 6월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

양을 방문한 상황이 변곡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남과 북은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출

범 이후 이 시점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못했다. 6자회담에서 어

느 정도의 협력은 있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이 정부 출범 초기에 대북 송금 특검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노무현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것이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7월에는 

노무현 정부가 김일성 주석 10주기 관련 조문단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이 악감정을 품은 것도 추가적인 원인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05년 6월, 6.15 선언 5주년 행사를 위해 평양 방문에 성공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정동영 장관의 북한 방문이 중요한 변곡점이었지만, 그보다도 약 3개월 앞서서 북핵 

문제 교착이 해소되는 예비 움직임이 있었다. 2005년 3월 4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

장관이 북핵 문제 당국자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대사를 

지목한 것이다. 힐 대사는 주한 미국 대사에 취임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인사였다. 라이스 장관이 파격적인 인사를 부시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힐 대

사가 당시 국무부 내에서 외교 협상의 귀재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17  

   라이스 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월 19일 서울을 방문한 라이스 장관은 북한을 ‘주권국가(sovereign state)’라고 부르면

서 당시 북한이 원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5월 31일에는 부시 대통령이 평소 김정일 북

한 국방위원장을 ‘폭군’이라고 비하하던 태도와 달리 ‘Mr. Kim’이라고 호칭해서 대북 정

책 변화 기류를 노출했다. 미국은 남한이 북한에 전기를 공급한다는 구상에도 찬성한다

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미국 움직임은 라이스 장관이 전임 장관들과는 달리 북핵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시 행정부 차원 또는 라이스 장관 개인 차원에서 외교적 

성과로 삼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와 성과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북한도 호응하는 모양새가 나타났다. 정동영 장관의 평양 방문은 북

한이 유연성을 발휘한 사례다. 2004년 7월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사절 파동에서 조문

단 방북 금지를 결정한 책임자가 정동영 장관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정 장관의 북한 방문

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18 북한이 정동영 장관에게 굴욕적인 조건을 

감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방북을 허용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 재개와 관련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보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 김

정일 국방위원장을 ‘폭군’ 등으로 모멸적으로 호칭한 것에 대해 북한은 담화나 논평을 통

해 ‘불망나니’ 등의 표현으로 대응했지만, 대화 거부 등으로 과민 대응하지는 않았다.  

                                           

17 크리스토퍼 힐 대사는 1995년 보스니아 평화 문제를 다룬 데이턴 평화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 차석으로 

참가해 협상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대표단장이었던 리처드 홀부르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데이턴 협상에 대한 자신의 저서에서 힐 대사가 매우 냉철한 동시에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라면

서 최상급 협상 기술을 갖고 있다고 극찬했다. “Longtime Statesman Puts Best Face Forward for U.S.”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21, 2005. 
18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07년 7월 8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북남 사이의 초보적 인사내왕도 가로

막는 자들에게는 내왕의 길을 열어 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 7일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남측 

민간단체의 평양 방문을 일방적으로 연기시켰다. 『문화일보』 20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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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면5: 6자회담 후기 (2005년 9월 – 2008년 12월)  

   1) 제1차 핵실험 이후 북핵 문제 반전 거듭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미국 정부에 당혹감을 안겼다. 대북 강경 정

책이 북한의 굴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

다. 미국은 전격적으로 협상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북한이 호응하면서 2007년 2월 13

일 비핵화 관련 이행 절차에 대한 합의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2.13 합의에서 중요한 선

결 조치가 마카오 델타 은행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약 2,500만 달러를 미국이 60일 

이내에 북한 금융 기관에 입금한다는 것이었는데, 약속 기한인 4월 14일에도 송금이 이

뤄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 정부는 당초 중국계 은행이 대북 송금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국계 은행들은 미국의 사후 금융 제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송금

에 협조하지 않았다. 한때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이나 미국의 민간 은행이 자금 송

금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역시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

려졌다.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소규모 은행인 

러시아 극동 상업 은행이 악역을 담당하면서 6월 14일 해결됐다.  

   이후 협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7년 10월 9.19 공동성명

에 기반한 세부 이행 계획에 합의했다. 그러나 검증 절차에 대한 견해 차이로 6자회담은 

교착 국면에 들어갔다. 2008년 2월,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선호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 간 대화, 북미 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북-미 핵 협상은 교착 국

면으로 이동했다. 2008년 12월, 6자회담 수석 대표 회담이 열리기는 했지만, 아무런 성과

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은 6자회담은 죽었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6자회담은 열리지 못하

고 있다.  

   2) 한국, BDA 사태에서 외교 역량 한계 노출 

   2005년 9월 BDA 사태는 북핵 문제를 파국으로 몰고 간 핵심적인 원인이었지만, 당

시 사태가 발생한 직후 상당 기간, 적어도 두 달 가까이 한국과 미국은 물론 북한도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1월 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5

차 6자회담 제1단계 회의에도 참가했다. 북한과 미국이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시

점은 2005년 12월 7일 직전으로 보인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을 

‘범죄국가’라면서 비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12월 11일 6자회담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고, 12월 31일에는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대의 범죄 국가”라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는 2005년 9월 BDA 파문이 발생하는 상황은 물론 12월 BDA 문제로 6자

회담이 파탄이 나는 상황에서도 유효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남과 북은 대화 채널을 유

지하고 있었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기싸움에 집중하고 있었다. 2006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하는 등 한-미 간 정책 공조

는 위기 수준에 접근했다.19  

   한국 시간으로 7월 5일, 북한은 사전에 예고한 초강경 대응으로 탄도 미사일 7기를 

새벽 시간부터 잇따라 발사했다. 그 중에는 대포동2호 미사일 1기도 포함돼 있었다. 이

                                           
19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월 25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또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의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서 “미국 정부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한미간 이견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일보』,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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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열고 대북 결의 1695호를 채택하고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체 발사를 만장일치로 금지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0월 9일 제1차 핵

실험으로 맞대응했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악화되는 흐름을 변경시키는 역할

을 하지 못했다.  

   미국은 북한의 제1차 핵실험 강행 이후 전격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는 결정을 

내렸다. 10월 31일 베이징에서 북-미-중 3자 회동에 이어 북-미 양자 회동을 갖고 6자

회담 재개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12월에 제5차 6자회담 제2단계 회담이 열렸고, 북-미 

실무회담이 별도로 열렸다. 2007년 1월 16일 베를린에서 북한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양자 

회담을 갖고 BDA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도 핵심 변수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그의 지침을 받고 움직이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

태 담당 차관보였다. 이 시기에도 남과 북의 대화는 원활하지 못했고, 한-미 간 정책 공

조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2006년 12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BDA 

제재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했다.20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됐고, BDA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

이 전개됐다. 이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한국 정부는 BDA 자금 송

금이 장벽에 부딪치자 수출입은행이 송금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행하지

는 못했다. 오히려 러시아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다. BDA 문제가 해소되고 비핵화 조치

가 재개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주도하는 구도로 진행

됐다.  

   2007년 12월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

해 압박 정책을 전개하면서 남북 관계는 협력 관계에서 적대 관계로 전환됐다. 대화는 

단절됐고,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제6차 6자회담 수석 대표 회담을 마지막으로 와해되

는 경로로 들어섰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서 성과를 기대했지만, 한국 정부가 협력하

지 않는 조건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북-미 대화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회담 구도 자체를 와해시키는 등 존재감을 보이기는 했지만, 한국 정부가 원

하는 대로 북한을 굴복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북핵 문제가 악화하는 추세만 두드러졌다  

   6. 국면6: 윤달 합의 (2009년 4월-2012년 4월)  

   1) 오바마 행정부, 3년 만에 북한과 ‘비핵화’ 합의...3주 만에 파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8년 11월 선거를 앞둔 유세에서 북한을 포함한 이른

바 ‘불량국가’ 지도자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2009년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고, 5월에는 제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주저하지 않고 

대북 강경 정책을 전개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꾸준히 타진

하는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 2009년 8월 4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김정

일 국방위원장 면담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대화 노력의 일부다. 10월 29일에는 북

한 외무성 리근 미국 국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성 김 특사와 비공식 회동을 진행했다. 11

월 11일, 미 국무부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정책 특별대표의 북한 방문 일정을 발표하

고, 12월 8일 방북을 결행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가 크

                                           
20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에서 미국의 BDA 제재에 대해 해석하기 어렵

다면서 “나쁘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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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다.21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성사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

가 대북 강경 정책을 사용했고, 반면에 북한은 과도하게 거친 행보를 보인 것이 주요 배

경이었다. 특히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5.24 조치, 그리고 11월 발생한 

연평 해전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을 틀어막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에 들어서자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재개했다. 3월에는 보즈워스 특별대

표가 대북 식량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고, 북한 경제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스탠퍼드 

대학교와 구글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 진행됐다. 4월에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

양을 다시 방문했고 마침내 7월 28일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이 뉴욕에서 열렸다. 10

월 24일에는 제2차 회담이 제네바에서 열렸다. 북-미 고위급 회담은 그러나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일시 중단됐다. 1994년 북-미 회담이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

로 일시 중단된 것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됐다. 1994년처럼 2011년 말과 2012년 초에도 

북한과 미국은 협상을 재개했고, 2012년 2월 29일 비핵화와 관련한 합의 사항을 공식 발

표하기에 이르렀다. 2.29 합의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라

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2.29 합의는 북한이 3월 16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

고하고, 4월 13일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서 파기됐다.  

   2) 한국 정부, 북-미 대화에 회의적...북핵 문제 악화로 자충수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되기 이전부

터 당시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 캠프의 외교 담당자들을 만나 대북 관여 정책의 문제점과 

한-미 간의 정책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이름의 대북 압박 정책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의 대화를 추진할 경우 한국과 미국 간에 정책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

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던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관여 정책을 채택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자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5월 25

일에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하

는 등 즉각 강경 조치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미국 대표부와 

철저한 정책 공조를 보여주면서 강경한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하고, 채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09년 8월 4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에 이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8월 

10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전향적인 언급을 가져왔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입장 표명이 미흡하다면서 대

북 압박 기조를 풀지 않았다. 다만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0월 17일 비공개적으로 북한 

당국자와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11월 7일 개성에서도 남과 북의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는 

등 관계 개선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2010년 3월 천

안한 폭침 이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더욱 강화되자 미국은 2010년 내내 북한과 대화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21  스티븐 보즈워스 대표 북한 방문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2009년 11월 11일 발표됐다. 하루 전인 11월 

10일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남과 북 사이에 대청 해전이 벌어져, 양측 해군이 수천 발의 함포 사격을 

주고받았다. 과거 2002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고위급 외교관 회담을 예정했지만, 제2차 연

평 해전이 벌어지자 즉시 회담 일정을 무기 연기했고, 이후 10월에 회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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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행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고려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2010년 12월 한국 정부와 입장 충돌을 경험한 이후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불만을 갖게 된 이유는 연평도 포격 이

후 한국 정부가 12월 중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계획

을 준비했기 때문이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군이 준비 중인 사격 훈련 규모가 너무 크고 

자극적이어서 국지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마이크 멀린 합참 의장을 오바

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긴급 파견해 훈련 규모를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한국 정

부는 미국 요구를 수용했고 서해에서 국지전이 벌어지지는 않았다.22 그러나 오바마 행정

부는 이미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23 결국 미

국은 한국 정부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했고, 7

월 28일 공식적으로 양자 회담을 출범시켰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는 2년 이상 미국의 대북 관여 정책을 사실상 보

류시키는 등 상당한 수준의 외교 역량과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악화했

고,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추락하고, 한-미 관계도 역시 결국에는 불신이 가중되는 상황

에 빠졌다.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외교 공간을 좁히는 자충수를 잇따라 뒀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7. 국면7: 인질 외교와 소니 해킹(2014년 5월 – 2015년 2월)  

   1) 북-미, 인질 외교 계기로 협상 재개 모색...소니 해킹으로 무산  

   2012년 4월 13일, 북한이 은하2호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이후 미국에서는 북한

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관료나 전문가가 사라졌다. 북핵 문제에 대한 피로감과 북한에 대

한 혐오감이 확산했다. 합의안을 채택한 2012년 2월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는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참석했다. 북한이 합의문 채택 후 2주일 여 만에 로켓 발

사를 예고하고 6주일 만에 발사를 강행하자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악명을 재확인했다는 

반응과 더불어 데이비스 대표가 협상을 잘못한 결과라는 비판 여론도 대두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12월 다시 한번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국제 사회에 대

한 도발적 태도를 재확인했다. 2013년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다양한 형태로 미국과 한국

을 상대로 한 협박 전술을 구사했다. 2013년 12월 고모부인 장성택 노동당 부장을 처형

하면서 국제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 모멘텀은 좀처럼 형성되지 

않았다.  

   북-미 대화와 관련한 특이한 움직임은 2014년 1월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나왔다. 

젠 사키 당시 대변인은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케네스 배 석방을 위해 미국 정부가 북

한과 접촉 중이라고 확인했다. 사키 대변인은 2월 브리핑에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지만,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이

유로 방문 일정 취소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케네스 배 억류 사건이 미국에서 

                                           
22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미국이 동맹 차

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면서 한국의 군사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한국 정부가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과격한 대응을 할 가능성 때

문에 미국 정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 Korean president faces conflicting pressures as he 

toughens N. Korea response,”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28, 2010. 
23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 합참 부의장은 2010년 12월 16일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이번 훈련에 대

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연쇄 반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곤혹스러운 미

국… 겉으론 “정당한 훈련” 옹호, 속으론 ‘추가적 충돌’ 우려,” 『경향신문』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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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가 된 가운데 4월 중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이 2명이 늘어서 3명이 됐다. 8월 중

순에 미 정보 기관 관계자들이 군용기를 이용해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해 미국인 인질 석

방 문제를 협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정부 당국자의 비공개 북한 방문은 서울신문 8

월 28일자에 보도됐다. 이후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 백악관과 정보 기관 관계자들이 

8월 16일 군용기로 북한을 방문했다고 전했다.24  10월 22일, 북한은 억류자 가운데 한 

명인 제프리 파울을 전격적으로 석방했다. 11월 8일에는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가 

석방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석방 교섭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특사는 미국의 국가 정보 

국장인 제임스 클래퍼였다. 클래퍼 국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한 채 평양

을 방문해 국가안전보위부장과 정찰총국장 등을 만나 인질 석방 교섭을 벌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친서에서 특사의 권한을 설명하면서 억류자를 석방하면 긍정적인 제스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이 곧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대두됐다. 그러나 

북-미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소니 해킹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24일, 미국 영화사인 소니를 대상으로 심각한 해킹 사건이 발생했고 미 

정보 당국은 12월 19일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해킹 관련 전문가 집단

에서는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소행설에 

따른 제재 조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2015년 1월 23일에는 ‘북한은 결국 붕괴될 것’이

라는 오바마 대통령 발언이 나왔다. 북한도 2월 4일,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한다는 입장

을 발표했다. 인질 문제를 중심으로 수개월 이상 어렵게 조성된 북한과 미국의 대화 분

위기는 사라지고, 양측은 다시 상호 비난전 구도로 되돌아갔다.  

   2) 한국 정부, 북한의 유화 공세 외면...북-미 물밑 접촉에서 배제  

   북한과 미국이 공식 대화 재개를 위해 수 개월 이상 물밑 접촉을 진행한 과정을 보면, 

미국이 협상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북한도 유화 

공세를 전개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를 추진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평가가 될 것이다. 북한은 2014년 내내 인질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접촉을 진행했지만, 

남한에 대해서도 유화 공세를 전개했다. 1월 16일, 북한은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을 통해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방위원회는 6월 30일에 다시 특별 제안을 내놓고 남측에 

긴장 완화를 제안했다. 7월 7일에는 공화국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주장

했다. 9월 19일에는 인천 아시안 게임에 참가했고, 10월 4일에는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고위 참모 3명을 인천으로 파견해 남측과 대화를 시도했다.  

   북한의 유화 공세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북한

의 각종 대화 제안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없다면서 호응하지 않았다. 인천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북한에서 최고위급 간부들이 인천을 방문했지만,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북한과 미국의 물밑 접촉과 관련해 협력한다는 신호

도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2014년 8월 미국의 정보 당국자가 비밀리에 군용기를 이용

해 북한을 방문한 것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북한과 미국의 물밑 접촉에 대한 불만을 표

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이 굴복하고 나올 것

이라는 믿음을 기저에 깔고 대북 정책을 펼쳐나갔다. 특히 북한이 곧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급변 사태에 대응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북한을 진지한 대화 상대로 

여기지도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붕괴하지도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도 

                                           
24 『서울신문』, 201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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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의문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가 오히려 고립되는처지에 

놓이게 됐다.25  

   8. 국면8: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017년 1월 – 2018년 6월)  

   1) 북한은 끝장 대결, 미국은 화염과 분노 

   2015년 2월 북한과 미국이 대화 중단을 선언한 이후 양측은 3년 가까이 대화 계기를 

찾지 못했다.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 강행을 시작으로 국제 사회 경제 제

재에 맞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경주하는 ‘끝장 대결’에 착수했다. 2월 7일에는 장

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이후에도 무수단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갔다.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17년에 들어서서 3

월에는 새로운 탄도 미사일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 5월에는 화성 12형, 7월에 화성 14형, 

11월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에 앞서 9월에는 제6차 핵실험도 강행했다.  

   북한이 ‘끝장 대결’을 펼치는 와중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막말로 유

명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정하고 북한에 대한 초강경 

압박 행보를 보였다. 2017년 4월, 한반도 주변에서 ‘4월 전쟁설’이 유포됐고, 8월에 트럼

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이 나왔다. 9월에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항공모함 3척을 

동시에 보내 전쟁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막장 대결 양상을 보이던 북한과 미국이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림픽 성공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일

정을 연기하자는 문재인 대통령 요청을 받아들였다. 3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 권고를 수용해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기에 이른다. 2014년 11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평양 

방문 이후 3년 7개월 만에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한 것이다.  

   2) 한국 정부, 촉진자 역할 성공으로 ‘싱가포르 회담’ 실현  

   2016년 1월 북한이 ‘끝장 대결’을 시작한 배경을 보면 2015년 8월에 벌어진 목함 지

뢰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과 북은 강경 대치 국면을 거쳐 협상 국

면을 맞았고, 합의문을 채택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의 대화 국면이 기대됐지

만,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면서 또다시 대결 구도로 돌아갔다. 박 대통령

이 2015년 9월 ‘천안문 망루 외교’로 알려진 베이징 방문 일정을 진행하면서 통일 외교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북한은 9월 15일 핵실험 강행을 시사하면서 극단

적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한국은 ‘사드 도입 검토’로 맞대응

했고, 2월 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개성 공단 폐쇄로 대응했다. 이후 북한의 초강경 

                                           
25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북한 급변사태론이 박 대통령 측근 참모들 사이에서 확산하

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들은 1975년 탄허 스님이 충북 제천에 들러 “월악산 영봉(靈峰)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오고 3~4년 뒤 통일이 된

다”고 했다면서 “당시에는 주변에 큰 호수가 없어 누구도 이 도참설을 믿지 않았지만, 83년 충주댐이 완공

돼 월악산 달빛이 수면에 비치고 2013년에는 여성 대통령이 취임했다”고 강조하고, 2015년에 남-북 통일

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 “[이철호의 시시각각] 박 대통령은 탄허 스님을 믿고 있나,” 『중앙

일보』,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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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강경 맞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끝장 대결’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 10월 이른바 ‘최순실 사건’이 불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

를 보지 못하는 상황, 사실상 대통령 궐위 상태가 시작됐다.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대

통령 취임 시점까지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한미 관계 등 한반도 주요 외

교 현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 기간에 북한은 거치없이 핵과 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몰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한국이 아니라 일본

의 아베 신조 총리,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상의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북한 문제를 긴급한 사안으로 규정하

고 대응에 나섰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은 극단적 대결 정책을 지속했고, 미국

도 ‘최대의 압박’ 정책을 구사하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위기감이 고조됐

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1일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면서 한반도 긴장 문제와 관련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을 환대하면서 개인적 신뢰감을 

어느 정도 확보했고, 12월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연기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반도와 주변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에 참여하면

서 남북 관계가 개선됐다. 남북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미 관

계 개선도 촉진하는 2차적인 외교 노력을 전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는 성공적이어

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실제로 진행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 분야에서 최악의 어려움 속에서 출범했지만, 역동적인 외교 역량

을 발휘하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했고,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한-미 간 정책 공조도 최

고 수준에서 진행했다. 그 결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만들어내는데 성

공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외교는 페리 프로세스 시기와 9.19 공동 성명 채택에 이어 북

핵 외교 역사상 세 번째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든 국면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요인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여 정책을 일관성 있게 효과적으로 전개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이 남한,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의지를 갖고 있었다. 셋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화제가 필요

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요인과 세 번째 요인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요소가 많아서 현

실과 접목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녔다. 그러나 첫 번째 요인, 즉 한국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북 관여 정책은 북한의 대외 전략 요소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적 필요 사항을 

엮어서 실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9. 국면9: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2018년 7월 – 2019년 10월)  

   1) 극적인 성공에서 충격적 빈손 외교로 추락    

   2018년 6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은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지만, 후속 조치가 건

설적으로 전개되지는 못했다. 두 정상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월 초 평양을 방문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은 폼

페이오 장관에 대해 ‘날강도’라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8월에는 남-북 철도 연결 관련 공

동 조사를 위해 남측 열차가 북측으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DMZ를 관할하고 있는 유엔 

사령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무산되는 일이 발생했다. 9월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평

양에서 열리고 남-북 정상 합의문이 발표되는 등 분위기가 개선됐지만, 북-미 간 대화와 

협상에는 진전이 없었다. 11월에는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방문 일정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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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북핵 협상이 교착 양상을 보였지만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

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고, 1월 7일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면

서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됐다. 1월 17일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

문해 다음날인 18일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했다. 백악관은 이 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에 열릴 것이라고 확인했다. 상당한 기대감 속에서 2월 27일 저녁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회담은 다음 날인 28일 미리 

준비했던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합의문 채택도 없이 끝났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난 뒤 북한과 미국은 대화 재개 가능성과 대립 구도가 어정

쩡하게 공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남-북 관계는 신뢰 기반이 허물어지는 상황이 

전개됐다. 북-미 정상은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하면서 희망의 불씨를 살렸지

만, 의미있는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말았다. 북한과 미국은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다시 한번 실무 협상을 진행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스톡홀

름 실무 협상을 마지막으로 북-미 양측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와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2) 한국 정부, 정보력 부족과 여론전 미흡 등으로 상황 반전 실패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결정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했고, 외교사에 기록될 정도의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담 이

후 북한과 미국, 그리고 국내에서 다양한 도전 과제가 대두했지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한국 정부는 9월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풍성하게 진행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

도 했다. 그러나 남-북 정상 합의문에 영변 핵 단지 폐기 방안을 포함한 것은 이후에 벌

어진 사태를 바라본다면 중대한 실책으로 분석된다. 5개월 뒤에 열린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가 영변 핵 단지 폐기 방안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남-북 정

상이 영변 핵 폐기 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국내, 또는 상당수 미국 전문가들이 남과 

북이 과도하게 협력한다는 우려감을 넘어 반발하는 흐름을 만들어냈다. 결국 영변 핵 단

지 폐기 방안은 ‘스몰딜’인 만큼 수용해서는 안되고, 영변 핵 단지는 물론 다른 지역의 

핵 시설과 요소도 폐기하는 ‘빅딜’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서울과 워싱턴에서 대두됐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카드를 한때 지지했다가 결국 거부하는 쪽으로 변

했다는 점을 한국 정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협상의 위험성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개시 2,3주일 전부터 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결렬 시나리오를 예감했었다.26  

한국 정부는 하노이 회담이 끝난 뒤 김정은 위원장이 격렬하게 불쾌감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준비하는 ‘한반도 평화 경

제’ 구상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회담 결렬로 낙담한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 지수를 

높였다. 한국 정부는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남측에 대한 막

말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상황에 대해서도 유효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6월 30일 판문점 깜짝 회동을 성사시키는 시점에서는 매우 기민한 대응을 보였

                                           
26 Bolton, John, The Room Where It Happened (New York: Simon & Schuster, 2020), pp. 31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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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3주 이내에 실무 협상을 열어

서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과 미국 간 실무 협상은 10월에 겨우 열

렸지만,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는 별다른 존재

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Ⅲ. 북-미 핵 협상의 변수와 한국 정부 역할 분석  

   1993년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이 처음으로 양자 회담을 진행한 이후 북-미 

양측은 30년 가까운 대화와 협상 경험을 갖고 있다. 대화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나, 대

립과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분석하면 북-미 협상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는 5가지

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과 북의 대화 채널 유지 여부다. 대화 채널이 유지될 경우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북한이 협상 의지를 가질 경우 협상 성공 가

능성이 높다. 셋째, 한미 정책 공조가 긴밀하게 이뤄질 경우 북-미 협상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커진다. 넷째, 미국의 협상 의지도 변수다. 특히 미국에서 협상 의지가 없을 경

우 협상은 성사되지 않고, 성사가 된다고 해도 반드시 결렬한다. 다섯째, 북-미 대화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정책 의지와 전략이 변수다. 남-북 대화 채널 유지나 한-미 정책 공

조는 모두 한국 정부가 북-미 협상을 촉진할 의지가 있는지, 그에 따른 효과적인 전략이 

있는지에 따라 좌우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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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구분 

변수1 

남-북 대화 

채널 유지 

변수2 

북한의 

협상 의지 

변수3 

한-미 

정책 공조 

변수4 

미국의 

협상 의지 

변수5 

한국의 

북-미 협상 

촉진 전략 

 

북-미 협상 

결과 

국면1 

제네바협상 

△ ○ △ ○ △ ○ 

국면2 

페리 

프로세스 

○ ○ ○ ○ ○ ○ 

국면3 

6자회담 

초기 

△ △ △ ✕ △ ✕ 

국면4 

6자회담 

중기 

○ ○ ○ ○ ○ ○ 

국면5 

6자회담 

말기 

△ △ △ ○ △ ✕ 

국면6 

윤달 합의 

✕ △ ○ ○ △ ✕ 

국면7 

인질 협상 

✕ ○ △ ○ △ ✕ 

국면8 

싱가포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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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북-미 핵 협상 사례와 5가지 변수  

(변수가 긍정적이면 ○, 부정적이면 ✕, 애매모호한 경우 △로 표시) 

 

   1. 남-북 대화 채널 유지  

   북한과 미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을 분석하면 남과 북

의 대화 채널이 유지되는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대화 채널이 단절되거나 제

한적으로 가동될 경우 협상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미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4가지 사례에서 3차례는 남-북 대화 채널이 활발하

게 운영되고 있었다. 다만 1993년 제네바 협상 국면에서 남과 북은 제한적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변수로서 비중이 약했다. 북-미 협상이 실패로 정리된 4가지 사례

에서 2차례, 즉 2012년 윤달 합의 국면과 2014년 인질 협상 국면에서 남과 북은 대화가 

단절돼 있었다. 2003년 6자회담 초기 국면과 2008년 6자회담 말기 국면에서도 남과 북 

대화가 제한적인 양상을 보였고, 북-미 협상 결과 또는 6자회담 결과는 결렬이었다. 남-

북 대화 채널을 활발하게 가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북-미 협상이 결렬된 것은 2019년 하

노이 회담 결렬이 유일했다.  

   북-미 협상에서 남-북 대화 채널 유지가 변수가 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미국 

간 소통을 지원하면서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고, 북한의 협상 의지를 증강하도록 설득하

는 기회가 확보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북

한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설득 노력을 전개했고, 북한이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북-미 협상

을 촉진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남과 북이 대화 채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윤

달 합의 국면과 2014년 인질 협상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 채널이 없었기 때

문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북-미 협상 과정에 개입하지 못했다. 2003년 6자회담 전기 

국면에서도 남-북 대화가 제한적으로 전개되면서 북한과 미국의 접촉은 중국 중재 역할

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2. 북한의 협상 의지  

   북한이 미국과 협상할 의지를 강하게 보일 경우 북-미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협상 의지가 없거나 소극적일 경우 성공 가능성은 줄어든다. 북-미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4개의 사례를 보면 모두 북한이 협상 의지를 보였던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북

한이 협상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도 협상이 실패한 것은 2014년 인질 협상 국면과 2019

년 하노이 회담이다. 2014년의 경우는 북-미 협상이 성사되기 직전에 발생한 소니 해킹 

정상회담 

국면9 

하노이 

정상회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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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발목을 잡은 경우다. 2019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부

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참모들의 의견에 일정 부분 설득됐고,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변덕을 부린 사례에 해당한다.  

   한편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협상 의지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던 국면은 2008년 6자회담 말기 국면과 2012

년 윤달 합의 국면에서 합의 직후 파기한 상황이었다. 2008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존 매케인 상원의원보다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의 승리 가

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북한은 의도적으로 부시 행정부와의 협상을 회피한 것으로 분석된

다. 2012년의 경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직후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이해가 많이 부족했고, 협상을 담당한 관료들과의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03년 6자회담이 처음 시작되는 국면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는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희망했는데도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무시하고 다자 협

상을 강행한 것에 대한 불만이 강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한국에서 노무현 대통령 정

부 출범 직후로 북한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대해 남-북 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구

심을 보였던 시점이었다. 원인과 배경에 상관없이 북한의 협상 의지가 적으면 북-미 협

상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한편 북한의 협상 의지는 남-북 대화 채널이 유지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북한의 협상 의지가 적었던 해인 2003년, 2008년, 2012년은 모두 남-북 대

화 채널이 단절됐거나 제한적으로 진행됐던 시기였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 채

널이 유지되는 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시기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

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한-미 정책 공조     

   한국과 미국은 정책 공조를 긴밀하게 진행하면 북-미 협상 성공 가능성이 높고, 공조

가 긴밀하지 않으면 실패 가능성이 높다. 북-미 협상이 성공한 네 가지 사례 중에서 

1994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국면에서 한국과 미국은 긴밀하게 협의했다. 1994년의 

경우에도 형식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정책 공조 시스템은 가동되고 있었다. 

   북-미 협상이 실패했거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국면 가운데 2003년에는 미국 외교, 

안보 분야 참모 가운데 네오콘이 다수 포진했고, 이들은 전임인 빌 클린턴 행정부에 대

해서는 경멸적으로 대하면서 정책 뒤집기를 진행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

로 전개한 관여 정책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대북 압박과 제재를 선호했다. 이

런 분위기에서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을 추진하던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행정부와 긴밀

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없었다.  

   2008년에는 출범 첫 해인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기를 원했고,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2년 윤

달 합의 시기에도 한국과 미국은 정책 공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과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을 당한 이후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급등한 상태였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2월 연평도 일대에서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

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미국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한다면서 훈련 규모를 줄일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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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에 긴장감이 형성됐다.27 이 사건 이후 한-미 간에 신뢰 문제

가 생겼고, 미국은 한국의 부정적인 태도를 외면하고 2011년 7월 북한과 양자 협상에 

착수했다.  

   2014년 인질 협상 국면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인질 석방을 명분으로 북한과의 비공개 

접촉을 통해 양자 협상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처럼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선호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 동맹국인 만큼 안보와 관련한 사안은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므로 한-미 간에는 정책 공조가 단절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정책 

공조를 하면서도 긴밀하지 못하고 겉도는 상황도 존재했다. 북-미 협상이 실패한 사례는 

대부분 한-미 간 정책 공조가 겉돌았던 시기와 겹친다고 볼 수 있다.  

   4. 미국의 협상 의지  

   1993년 이후 미국은 북핵 문제를 30년 가까이 다뤄왔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강한 협상 의지를 보인 적도 있고, 협상을 하면서도 타결 의지가 거의 없는 경

우도 있었다. 협상 의지가 있었지만,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시기도 있었다. 미국이 

강한 협상 의지를 보인 경우는 6번이고, 소극적이었던 경우는 1번이고, 협상 타결 의지

가 없었던 경우는 2번이었다.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NPT 체제를 영구화하는 문제

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과의 핵 협상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1994년 기

본 합의문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1998년과 1999년 북핵 문제를 담당한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에 힘입어 북한과의 협상 의지가 충만한 상

태에서 업무를 진행했고, 결과도 희망한 대로 이뤄졌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2기 국무장관인 콘돌라자 라이스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강

한 의지를 보였다. 라이스 장관의 신임을 받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겸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는 적극적인 협상력을 발휘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동분

서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5년 6자회담 중기 국면에서 성과를 냈고, 2008년 6자회담 

말기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8년 임기 중에 상당 기간을 투자해 북한과

의 협상 가능성을 타진했다. 2012년 윤달 합의도 한국 정부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협상 의지가 매우 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이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시기는 2003년 6자회담 초기 국면과 2019

년 하노이 회담 국면이었다. 2003년에는 이른바 네오콘 세력이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주장하면서 북한과의 협상 자체를 꺼리는 태도를 보였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회담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이 제안한 영변 핵 단지 폐기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교환하는 것은 ‘스

몰딜’이며 ‘배드딜’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핵 관련 시설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방안으로 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

례였다. 

                                           
27 “[워싱턴 리포트]한국 보수언론의 美입장 ‘마사지’,” 『경향신문』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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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협상 의지가 북-미 핵 협상의 변수로서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은 미국이 협상 

의지가 아예 없었던 적이 2차례 있었는데 협상 결과가 모두 실패라는 점이다. 반대로 미

국이 협상 의지가 있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3차례였다. 나머지 4차례는 미국

이 협상 의지가 있었고 결과도 긍정적인 경우다. 이런 결과는 협상 변수로서 미국의 협

상 의지는 보통 수준이지만, 비토권 성격이 강해서 협상 의지가 없을 경우 협상은 반드

시 실패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5. 한국의 북-미 협상 촉진 전략  

   한국이 북-미 협상을 촉진하는 문제와 관련해 강한 의지와 효과적인 전략을 갖고 있

을 경우 북-미 협상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1998년 페리 프로세스 국

면과 2005년 6자회담 중기 국면, 그리고 2018년 싱가포르 회담 국면이다. 세 가지 국면

에서 한국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을 갖고 있었고 북한, 미국과 협의를 동

시에 진행하면서 양측의 협상 의지를 증강시키거나 협상 촉진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 정부가 협상 촉진 의지도 없고 전략도 없었는데 북-미 협상이 성공한 사례는 

1994년 제네바 협상이다. 이 경우는 한국이 협상에서 배제돼 있었는데도 미국과 북한 모

두 협상 의지를 원동력으로 해서 협상이 성공한 사례다. 북핵 문제가 최초로 등장한 시

기여서 남과 북, 미국이 문제 해결과 관련한 일반적 경로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기였다

는 점에서 예외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가 북-미 협상을 촉진하려는 의지도 없거나, 전략이 미흡했던 국면은 5차례

로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2008년 6자회담 말기, 2012년 윤달 합의, 2014년 인질 협상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로 북-미 협상을 촉진하겠다는 의

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2003년 6자회담 초기 국면과 2019년 하노이 회담 국면을 

보면 한국 정부가 북-미 협상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는 있었지만, 협상 전략에서 허점을 

노출하면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003년의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관리하지 못하고, 협상 주도

권을 중국에 넘겨주면서 한국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데 실패한 경우다. 2019년의 경우는 

하노이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북한이 제시할 협상 제안, 즉 영변 핵 단지 폐기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일부 해제 방안을 수 개월 전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공개한 것이 

패착이었다. 북-미 협상에 반대해온 서울과 워싱턴의 보수 진영에서는 영변 핵 단지 폐

기 방안이 ‘스몰딜’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로 변화한 것을 파악하지 못해 회담 결렬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협상 촉진 의지와 전략은 5가지 변수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정부 전략이 다른 변수, 즉 북한과 미국의 협상 의지를 증강시키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1998년 페리 프로세스 국면에서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것에 대

해 위축된 태도를 보였지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협상 의지를 증강시킨 것으

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협상을 권고했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여 적극적

인 협상 국면이 열렸다. 2005년 6자회담 중기 국면에서도 한국은 북한 협상 대표들과 긴

밀하게 협의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국면에서도 한국은 북한과 미국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적극 권고했고, 북한과 미국이 모

두 수용하면서 회담이 성사됐다. 반면에 2019년 하노이 회담 국면에서 북한이 협상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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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지만, 한국이 효과적으로 촉진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IV. 결론 

   1993년 이후 북-미 협상 과정을 한국 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협상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 가운데 한국 정부 역할이 근본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론

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협상 의지를 갖고 있었던 적이 

많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협상 의지가 희박한 상태로 협상에 임한 것은 2008년 

미국 대선 국면과 2012년 윤달 외교 국면이다. 2012년의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직후여서 외교 전략과 관련해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는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협상 의지가 정권에 따라 강하게 나타

나거나 아예 협상을 혐오하는 사례도 있었다. 미국의 경우 협상 의지가 없으면 협상은 

반드시 결렬된다.  

셋째, 북한이나 미국 모두 일반적으로 협상 의지를 갖고 있지만, 수동적인 특성을 보였

다.  

넷째,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긍정적으로 

관리한다면, 북한과 미국에서 모두 협상 의지가 증강되고, 협상이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미

국과의 정책 공조에서 미흡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북한과 미국에서 모두 협상 의지가 저

하되고, 협상이 성사되지 않거나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한국 정부가 단지 북한이나 미국과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다. 협상 촉진 전략이 우수해야만 북한의 협상 의지를 증강하고, 미국과의 정책 협의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면서 다시 북한과 미국의 협상 의지가 증강되는 선순환 상황이 나타난

다.  

   북-미 협상 경험에서 도출된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몇 가지 지

침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한국 정부는 북-미 협상에서 스스로가 근본적 변수인 만큼 협

상 촉진 의지를 보전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며, 적극적으로 외교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 채널을 언제나 유지해야 한다. 셋째,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언제나 최상급으로 유지해야 한다. 세 가지 지침을 지킨다

면 북-미 협상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이룩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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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회 전문가 정책포럼 토론문 (무순: 제출 순서대로 편집) 

 

I, 문관현 박사 

 

제1부 총론 

 

발제자는 보도채널의 외교안보전문기자로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탄생과 

진행, 좌절 등을 협상 현장에서 지켜보고 북-미간 핵 협상 국면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리하였다. 정부 부처 가운데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외교부를 다년간 출입한 경험

과 관점을 충분히 되살려 북핵 협상 30년(1993-2021)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분류하였다.  

 

특히 1-3기를 한국의 김영삼 정권(1993-1998)과   김대중 정권(1998-2002), 노무현 

정권(2002-2009) 위주로 북핵 정책을 정리하였고, 이어 4-5기를 미국의 오바마(2009-

2017) 정권과 트럼프 정권(2017-2021) 등 모두 5기로 나누고 다시 북미간 핵 협상 사

례를 9개 국면으로 세분화해 한국 정부의 역할과 공통점, 차이점을 분류한 데 의미를 부

여할 수 있다. 

 

  그 동안 국제정치학자들이 외교전략과 국내정치 차원에서 핵 협상을 분석하였지만, 제

3의 요소로 작용하는 한국 정부 역할에 대해 간과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북핵 협상

에 대해 미국 중심적 시각28, 북한 중심적 시각29, 북미 양자 중심적 시각을 중심으로 북

핵 협상을 다루다 보니, "한국의 역할론"을 제시한 연구성과를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논문의 경우 한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윤식30은1991-1994년 제네바 협

상 시기에 국한되었으며, 외교부 출입기자 출신 김재목은 남▪북▪미 간의 삼각관계를 다각

도로 분석하였지만 역시 제네바협상을 다루는데 그쳤다. 북한이 스스로 핵무장을 완성하

였다고 선언한 마당에31  북핵 협상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연구성과가 등장할 필요성

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제2부 각론 구체적 논평 

 

발제자는 한국 정부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북핵 협상 사례를 9개 국면으로 한국 

정부의 역할과 관련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특성을 찾아내겠다는 연구목적을 제

시하였다. 하지만 발제자가 본문에서 표현하듯이 한국 정부의 역할이 북미 위주로 흘러

가는 상황에서 제1기 제네바협상 국면에서 '제3자 위치'로 후퇴하였고, 제3-4기 6자회담 

전기와 중기 국면에서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다. 이어 제5기 6자회담 후기 국

면에서 BDA 사태로 인해 '외교적 역량 한계'를 드러냈다고 표현하였다.  

                                           
28 정옥임, "준 위기관리에 있어서의 다차원 흥정: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

찰"(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4); 이삼성,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한길사, 1994); 우영택, "

북핵협상 20년을 통해 본 미국의 대응과 전략"(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4) 
29 유성옥, "북한의 핵정책 동학에 관한 이론적 고찰"(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6) 
30 이윤식, "북미 핵 협상 전개과정과 한국의 역할(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2) 
31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 강국이 실현됐다"고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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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2기 페리 프로세스 국면에서는 정교하고 역동적인 외교력을 발휘하였다고 조명

하였으나 그나마 존 볼턴 미 국무차관 등장으로 '폐기 위기'로 전락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발제자의 표현과 강조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역할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목에서 전해지는 뉘앙스처럼 한국 정부의 역할이 국면 전환

을 불러올 만한 성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독립 변수가 아닌 종속 변수였다는 점에서 아쉬

움을 남겼다. 

 

제1차 북핵 위기부터 북미 정상회담까지 28년 동안의 협상 드라마를 관통하는 논리적 

분석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발제자가 만든 표를 참조해 남북한과 미국 등 3

자 관계를 조명하는데 로웰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 개념을 적용

해 볼 수 있다. 전략적 삼각관계는 구성단위 A(남), B(북), C(미)를 놓고 보았을 때 (1)A, 

B, C 모두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3자 동거(ménage à trois), (2) 중추(pivot) A가 B,C와 긍

정적 관계를 유지하지만 B와 C는 부정적 관계를 형성한 낭만적 삼각관계(romantic 

triangle), (3) B와 C는 서로 긍정적이지만 A가 B,C와 각각 부정적 관계를 유지한 안정적 

결혼(stable marriage), (4) A,B,C 모두 부정적 관계를 유지한 전(全) 거부 등 4가지 유형

으로 분류한다. 

 

  전략적 삼각관계로 발제자가 분류한 제1기는 안정적 결혼, 제2기 역시 안정적 결혼, 

제3기는 낭만적 삼각관계, 제4기는 낭만적 삼각관계, 제5기는 3자 동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론자가 A, B, C상호관계를 위주로 발제자의 1-5기를 구분할 경우 다음 표와 

같은 시대적 구분을 정리할 수 있다. 

 

<표> 전략적 삼각관계에 따른 시대구분 

구분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유형 안정적 결혼 안정적 결혼 
낭만적 

삼각관계 

낭만적 삼각

관계 
3자 동거 

상호

관계 

남-북(부정) 

북-미(부정) 

남-미(긍정) 

남-북(부정) 

북-미(부정) 

남-미(긍정) 

남-북(긍정) 

북-미(부정) 

남-미(긍정) 

남-북(긍정) 

북-미(부정) 

남-미(부정) 

남-북(긍정) 

북-미(긍정) 

남-미(긍정) 

  

마지막으로 북핵 협상의 전개과정을 역사적 서술방식으로 정리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춘근과 김관봉, 김재목 등의 연구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32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일지형식에 머물렀다. 이전의 연구보다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단순한 저널리

즘 방식에 의한 사실 열거는 협상국면 전환 변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제3부 주제에 대한 토론자의 정책 제언 

 

 2002년 10월 촉발된 제2차 핵 위기로 인해 북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참가하는 6자 회담이 공식 출범하였다.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미 북핵 해법에 대한 청사진을 완성하였다. 또 2007년 2월 13

                                           
32 이춘근, 『북한핵의 문제:발단, 협상과정, 전말』(서울:세종연구소, 1995); 김관봉, 『NPT와 북

한핵』(서울: 예진, 1995); 김재목, 『북핵협상 드라마: 남〮 북〮 미 삼각게임』(서울: 도서출판 

경당,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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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개최된 6자 회담 제5차 3단계 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합의하였고 일부는 

실행되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 분야별 워킹그룹 구성,   관련 당사국의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 등이 구체적 방안들이다. 초기 단계 이행조치들이 

완료되고 북핵 시설의 불능화 완료 단계에 이르면 북미간에 평양과 워싱턴 DC에 연락사

무소를 설치하고 국교수립을 위한 본격 협상에 착수할 전망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핵 문제 해결과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구도 해체

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포괄적 접근 방식에 모두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남북한 역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

에 거듭 합의하였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남북간, 국제적 합의는 이미 이뤄진 상태다. 다만 2008년 12월 

중단된 6자 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각국이 회담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발굴하고 당사국들의 자발적 참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한국 정부의 

외교적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II. 곽승지 박사 

 

1. 총평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대북정책을 제시함에 따라북핵 

문제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간 핵협

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수많은 곡절을 겪었던 그 과정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

을 받았는지를 살피는 것은 내용적인 면은 물론 시의적으로도 적절하다. 특히 이 글은 

북핵문제의 실질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협상 전면에 나설 수 없는 한국정부의 역할에 

관해 살핌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더 나은 정책을 수

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제문은 1993년 북핵문제가 이슈화된 이후 현재까지 북한과 미국의 협상과정을 5

개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도 특별한 국면이 전개된 경우를 세분하여 모두 9개 

국면으로 나누었다. 이 글의 본론에 해당하는 제2장에서는 9개 국면 별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협상과정과 한국정부의 역할을 정리했다. 이 같은 시기 및 국면 구분은 30여

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북한과 미국이 추진해온 복잡다단한 협상과정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제3장에서는 북미간 핵협상 과정을 살펴본 토대 위에서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를 5가지로 정리했다. 남북대화 채널 유지, 북한의 협상 의지, 한미 정책 공조, 미국의 

협상 의지, 한국의 북미협상 촉진 전략 등이다. 이들 변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협상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30여년에 걸쳐 진행되어온 북미간 핵협상 

과정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둔 것은 1990년대 말의 페리프로세스(제2국면), 2005년 

9.19 공동성명(제4국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제8국면) 뿐인데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국면에서는 위의 5가지 변수가 모두 긍정적으로 작동되었다고 분석했다. 발제문

은 앞에 열거한 5가지 변수 가운데 한국정부의 협상 촉진 의지와 전략이 가장 근본적

이라고 평가했다. 북미 핵협상은 한국정부의 역할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것이다. 제3장

에서의 분석 내용은 북미간 핵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이해하는데 뿐 아니라 

한국정부가 향후 북미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어떤 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할 

지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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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은 결론에서도 북미간 협상 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정부의 역할

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한국정부가 북미협상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바와 관련해 

3가지 ‘지침’을 제시했다. 또 한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의

지를 가지고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과의 정책을 공조하는 등 3가지 지침을 준수

한다면 북미 핵협상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제문은 30여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북미간 핵협상 국면

을 각 국면 별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나아가서 한

국정부가 향후 북미협상 과정에서 취해야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따라

서 이 글은 역사적으로 전개된 사안들을 팩트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해 필자의 의

견을 더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 특별히 논쟁할 부분은 없다. 다만 토론자로서의 역할

을 다하기 위해 △표현상의 문제, △발제문과 관련한 개인 의견, △질문 사항, 그리고 

△북핵문제와 관련한 토론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제언을 추가하고

자 한다. 

2. 주요 토론 내용 

 표현 및 문맥 상의 문제  

- 서론의 문제제기 부분에서 북한의 협상에 임하는 제약 요인을 언급하며 “실질적

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세력은 남한이기 때문에”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

인다. “남한과 대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도로 순화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 

- 바로 아래에 미국의 협상과정의 제약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도 “(미국이) 한미동맹

을 훼손하면서까지 북한과 합의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다. 이 부분은 미국이 북

한과의 협상에서 한국보다 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읽힌다. 

- 2장 3절 국면3(7페이지 상단)에서는 부시정부 2기에 대북정책 기조가 바뀐 것과 

관련해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된 것은 아니지만, 장관급 주요 참모들이 대부분 

교체되면서 외교정책 기조도 역시 변했다”고 적었다. 이 문장은 참모 교체에 따

라 정책이 변한 것이라기 보다 부시정부가 2기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강경한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를 보였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3장 제2절(19페이지 하단)에서 북미협상의 변수로서 북한의 협상 의지의 중요성

을 언급하면서 김정은체제 출범 직후인 2012년에 북한측이 협상에 적극 참여하

지 않은 이유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의 이해가 많이 부족했고, 협상을 담당한 관

료들과의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한 부분은 지나친 

자의적 해석으로 읽힌다. 

- 제3장 5절(22페이지 중간)에서 2019년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원인과 관련해 “하

노이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북한이 제시할 협상 제안, 즉 영변 핵단지 폐기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일부 해제 방안을 수 개월 전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공

개한 것은 패착이었다”고 언급했다. 위에 언급한 사안이 하노이회담의 결렬에 얼

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트럼프대통령이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내치에

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것이 주된 요

인이 아닌가. 

 토론문과 관련한 개인 의견 

0. 시기구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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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문은 지난 30여년 동안 전개된 북미간 핵협상 기간을 시기 및 국면 별로 세분

해 모두 9개 국면으로 나누어 기술했다. 그런데 <표1>에서 보듯 각 시기 및 국면으로 전

환되는 과정에 시기적으로 단절된 부분이 있다. 예컨대 제1기 국면1에서 제2기 국면2로 

바뀌는 과정에는 1994.10~1998.8까지의 4년여의 공백기가 있으며, 제3기 국면5에서 제

4기 국면6으로 바뀌는 과정에는 2008.12~2009.4까지의 3개월간이 빠져 있다.  

- 굳이 공백기를 둘 이유가 있나? 또 시기 구분의 주제도 부적절해 보인다. 역사적 접

근을 할 때는 시기 구분이 중요하고 시기 구분이 정당하게 평가받으려면 그 기준이 명확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북미협상의 주도권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감

안할 때 시기는 미국 대통령의 통치기간과 연계시키고 각 국면은 그 기간내 특정 이슈 

중심으로 하면 어떨까?  

0. 북미 협상의 변수 관련 

- 발제문은 북미협상의 변수로 5가지를 들었다. 나름 의미 있고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토론자는 그 5가지 변수를 지배하는 현실적 요인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간의 이념

적 코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북미 협상에서 북한은 상수이고 미국 그리고 한국은 변수이다. 북한은 지난 30년동

안 일관되게 노동당이 지배하고 있고 당연히 노동당이 북미협상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수시로 정권이 바뀌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지향하는 이념이 동일한 경우는 단지 2차

례에 불과하다. 1998.2~2001.1까지의 김대중-클린턴 시기(2년11개월)와 2021.1 이후부

터 시작된 문재인-바이든 시기(1년4개월)이다. 가장 기대를 걸었던 미국의 오바마정부 

시기는 한국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겹친다. 

- 발제문에서도 언급한 바처럼 북미협상은 3차례 성과를 거두었는데 모두 한국에서 진

보세력이 집권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김대중정부 시기 클린턴정부가 페리프로세스를 이

끌었고, 노무현정부 시기 2기 부시정부가 9.19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 

시기 트럼프정부가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2기 부시정부와 트럼프정부는 공화

당정권이지만 대북정책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북미 협상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들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과정에는 한국의 진보세력의 역할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이 엄중하지만 다시 김대중-클린턴 시기와 같은 구도의 진

보적인 정당이 지배하는 문재인-바이든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기간이 1

년 남짓 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크다.  

 

 

    클린턴                부시             부시(2기)            오바마 

---1993.3---1998.2---2001.1---2003.2-—2005.1-—2008.2-—2009.1—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트럼프               바이든 

2013.2—--2017.1---2017.5---2021.1-—2022.5--- 

박근혜               문재인 ?  

 

3. 북핵문제 관련 개인 의견 및 정책 제언 

00. 북핵문제 관련 개인 의견  

-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오늘날 북한과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왜 유독 북한 핵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까? 북한 핵문제를 중시하면서도 30여

년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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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가 북핵문제에 집중하며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이면에는 북

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호전적 집단으로 바라보며 고립 붕괴시켜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왔다.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북한의 남조선혁명전략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국제사회의 그 같은 북한 인식은 북한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한 고정된 인식의 틀을 바꾸려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 사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어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된 이후 겉잡을 수 

없는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 속에서 체제 안전을 걱정해 왔다. 거기에 더해 

사회주의 블록경제가 와해됨으로써 경제난이 심화되어 수백만명(?)의 아사자가 발

생하는 등 국가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겪기도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부르며 다양한 형

태의 제재를 하며 압박해 왔다. 네오콘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보수집단은 형식적

으로는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정책을 펴왔다. 

9.19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직전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방코델타아시

아(BDA)의 북한자산을 동결한 것이 구체적 사례이다.  

- 북한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비핵화 의지를 피력해 왔다. 발제문에서도 북한

의 협상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북미간 핵협상을 통해 3차례나 중

요한 합의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북한 핵문제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동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을 적으로 보는 한, 북한과 미

국이 적대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최고의 협상가들이 아무리 빈번히 협상을 

한다 하여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군산복합체의 영향 하에 있는 

미국의 정치권이 북핵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 그런 점에서 기존의 정치논리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던 트럼프의 등장은, 비록 공

화당을 정치적 배경으로 하였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결국 

북핵 협상은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

고 상대를 신뢰하지 않고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00.  질문과 정책 제언 

0. 질문 

- 3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여러 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실

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토론자는 북미간에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로 상호 불신과 함께 특히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들었다. 이와 함께 △북핵문제의 구조적 복잡성 △북핵 협상을 통해 추구하는 목

표의 상이점 등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핵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이 

같은 근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현재와 같은 갈등구조 속에서 핵문제에 대한 협상만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토론자의 의견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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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미 협상 과정을 분석하면서 느낀, 핵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또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0. 문재인정부의 2가지 과제 

-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정부에게는 남은 임기 중 해야 할 2가지 과제

가 있다. 하나는 바이든정부의 대북 인식을 바꾸어 북한과 실질적인 협상을 하도

록 추동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1년여 후 바톤을 터치하게 될 다음 정부가 지

속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꾀할 수 있는 발판을 마

련하는 것이다. 

- 전자와 관련해 문재인정부는 앞으로의 1년이 1998.2~2001.1 기간의 김대중-클

린턴 정부 이후 20여년만에 처음으로 맞이한 한국과 미국간 이념적 코드가 맞는 

정부임을 명심해야 한다. 발제문에서 보듯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원만하게 정책

공조를 하고, 한국정부가 북미간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면 북미 

협상이 성과를 거두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는 조속히 

남북간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북한과 미국이 대화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촉진자

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 후자와 관련해서는 셈이 좀 복잡하다. 차기 정부의 이념적 성향이 어떨지가 불분

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차기 정부가 바이든정부와 공

조체제를 유지하고 북한과도 대화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바이든 정부를 설득해 문재인-김정은 간 3차례의 정상

회담에서 합의한 사안들 중 가능한 부분을 서둘러 실행에 옮겨야 한다.  

 

 

 

III. 김영준 박사  

1. 총평 

 본 논문에서는 북미 핵 협상시기를 구분하고 9개의 국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

면 1은 제네바 협상, 국면 2는 페리 프로세스, 국면 3, 4, 5는 6자 회담 초기, 중기, 후기, 

국면 6과 7은 전략적 인내 시기, 국면 8과 9는 각 각 싱가프로 및 하노이 회담이다. 해

당 국면별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먼저 제1차 북핵 위기가 북미 양자 협상으로 '핵 동결' 합의를 이루었던 국면 1

의 제네바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에서 제3자 위치로 후퇴했다고 설명한다. 국

면 2인 페리 프소세스 시기에 한국은 체계적인 외교 전략으로 전화위복에 성공했다고 설

명한다. 국면 3은 네오콘 세력에 의하여 북핵 문제가 위기 국면으로 회귀하였으며, 한국

은 네오콘 세력에 밀려 촉진자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국면 4에서 부시행정

부 2기에 북핵 문제 해결 의지가 표출되며 9.19 성명이 채택되고, 한구 정부는 북미 협

상 촉진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한다. 국면 5인 6자 회담 후기 제1차 핵실

험 이후 북핵 문제는 반전을 거듭하고, 한국 정부는 BDA 사태에서 외교 역량의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한다. 국면 6인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3년 만에 북한과 비핵화 합의가 3

주 만에 파기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북미 대화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북핵 문제 악화로 

자충수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국면 7인 오바마 행정부 시기, 북미는 인질 외교를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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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재개를 모색하였으나, 소니 해킹문제로 무산되었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유화공세

를 외면하였고, 북미 물밑 접촉에서 배제되었다고 설명한다. 국면 8인 싱가포르 북미 정

상회담은 북한의 끝장 대결과 미국의 화염과 분노의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촉진자 역할 

성공으로 싱가포르 회담까지 실현시켰음을 강조한다. 국면 9인 하노이 회담시기 극적인 

성공에서 충격적 빈손 외교로 추락하던 시기, 한국정부는 정보력 부족과 여론전 미흡으

로 상황 반전에 실패하였다고 지적한다.  

이어서 저자는, 북미 핵 협상의 변수와 한국 정부의 역할로 각 변수를 제시하였

고 제시된 5가지 변수는 남북 대화 채널 유지, 북한의 협상 의지, 한미 정책 공조, 미국

의 협상 의지, 한국의 북미 협상 촉진 전략이며, 각 국면별로 이에 따른 북미 협상 결과

를 분석하였다. 결론의 장에서 저자는 다섯가지의 교훈을 제시하는바, 북한은 미국과 협

상 의지가 대체로 많았으며, 미국은 정권에 따라 협상의지가 달랐고, 협상의지가 없을 경

우 협상은 반드시 결렬되었다. 또한 북한, 미국 모두 일반적으로 협상 의지는 있지만 수

동적인 경향이며, 한국 정부는 북한과 소통 채널 유지와 미국과 정책 공조를 잘 관리할 

경우, 협상의 긍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더하여, 한국의 협상 촉진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저자가 제시한 국면별 한국 정부의 역할과 5가지의 설명 변수, 이에 따라 도출된 

교훈은 모두 매우 효과적인 분석의 틀과 정책제언을 바르게 제시하고 있다. 워싱턴과 서

울에서 학자로 북핵 문제를 담당한 전문 언론인으로 풍부한 경험과 학술적 식견을 바탕

으로 유의미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 시기적으로 짜임새있는 설명의 틀을 제시하고 있

다.  

 

2. 논평 

 

 전체적인 논문에 대한 논평은 총평과 유사하다. 특히 국면별 시계열 분석과 5가

지의 변수는 매우 효과적이다. 굳이 추가될 변수를 제시한다면, 한국내 정치상황, 미국내 

정치상황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도 하노이 회담때 마이클 코언 트럼프 개인 

변호사의 청문회가 결정적인 회담 실패의 주원인이 되었고, 이어진 러시아 스캔들과 탄

핵 절차, 흑인 사망 시위 (Black Lives Matter), 코로나, 대선 일정이 북미 협상을 가능하

게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클린턴 말기 앨 고어 후보의 대선 승리 실패도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결국 미국 내 정치 일정이 북미 협상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제

한되면, 협상은 실패가 되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의지와 별도로 협상 국면에 유리한 미

국 정치 상황을 변수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협상 의지와 별개로 협상 의

지가 있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필요하다. 즉, 총선 참패나 정권을 흔드는 대형 

부패 스캔들 등이 한국 정부의 촉진자 및 북핵 협상 지원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내 협상에 유리한 정치 상황도 추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외에 미국 

국민들의 북미 협상 지지, 한국 국민들의 북미 협상 지지 등이 추가 변수로 가능한 내용

들이 될 수 있다. 

 

3. 대안제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현재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

은 바이든 정부가 실용적이고 유연한 단계적 외교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채

택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한미 정상 회담을 통해 이러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가 더욱 굳건하게 지속되고, 한미일 공조와 중국, 러시아의 협조를 통하여 코로

나가 극복되는 20년 연말, 21년 초반에 협상 국면을 도출하는 한국 정부의 촉진자 역할

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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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으로 이란 핵협상처럼 미국 정권 변화나 한국의 정권 변화에 따라 북한

과 채택한 협상이 쉽게 파기, 백지화 되지 않기 위하여 몇 가지 지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방안이 있다. 첫 째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여론이 일방적인 북한에 대한 극혐 정서, 악

마화 정서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북한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인권인 먹

고 사는 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극도의 

불신, 독재 정권, 인권 탄압하는 북한과 왜 협상이 유지되어야 하냐는 미국과 국제사회 

인식이 지속된다면, 협상이 일시적으로 되도, 지속되지 않고, 미국 정권 변화 등에 의하

여 바로 파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자들과 대미 공공 외교를 통한 패러다임과 담론의 

전환이 근본적으로 협상의 빠른 체결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로, 미국이 지속적으로 비핵

화 협상을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하려면, 미국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정학

적 안보의 이익과 경제적 실익이 손해나 위험 비용보다 커야한다. 평화 협정 등으로 유

엔사 및 유엔사 후방기지의 주둔 근거나 대북 명분의 대중 견제 한미일 동맹, 주한 및 

주일 미군 전력 증강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협정으로 퇴색된다면, 미국의 보수진영과 

군부, 정보기관, 방위사업, 공화당 등은 이러한 협상을 지속할 동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시적 핵협상 체결도 이란 협상처럼 바로 백지화 될 수 있다. 미국에게 한반도 평화 프

로세스가 안보적, 경제적 실익이 손해보다 크게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즉, 북한의 베트

남화 전략에 대하여 미국과 논의해야하고, 이를 협상 전략으로 활용해야한다. 세번째로 

한국의 국방력 증강이 대북이 아닌 대중 등이라는 점을 남북이 공유해야 불필요한 오해

와 충돌, 반발을 제한할 수 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남북 대화 채널, 상호 훈련 참관 

등의 남북군사합의 2.0과 9.19 군사합의의 추진이 중요한 이유이다.  

 

 

 

 

IV. 김보미 박사  

 

1. 총론 

북핵문제에서 한국 변수는 주로 북미관계의 하위변수로서 다루어지거나 거의 언급되지 

않았음. 북핵문제에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이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듯함. 국

제정치학자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정치, 하위구조로서 미국의 동북아 정책, 또 가장 

아래단계에서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틀이 있고 그 안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

인지 고민해 왔음. 다시 말해 매우 수동적 차원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

이 다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음. 본 글은 기존의 고정관념(북미협상에서 한국의 역할 미

비)을 뒤엎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큼. 나아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하위변수로서만 

다루어져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답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결국 북미협상 

타결을 위해 한국의 역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향후 

북핵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기여를 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2. 각 장 분석  

본 글은 과거 북미협상국면을 총 9개로 나누어 꼼꼼하게 나누어 살펴보았고 5개의 변수

를 적용하여 북미협상 타결 여부를 분석하였음.  

3장이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라고 판단하는데, 필자가 제시하는 5개의 변수에 모

두 동의함. 다만 각 변수들이 모두 동등하게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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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변수 중에 북미협상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수는 무엇인지 궁금하

기도 함.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북한의 협상의지가 없다면 북미간에 협상은 아예 시도조

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임. 9가지 경우를 보았을 때 북한의 협상의지가 없었던 

적은 없었음. 이는 북한의 대화의지 여부에 따라서 협상의 시작과 결렬이 결정될 수 있

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협상의지가 북미협상 타결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음. 필자 역시 19쪽에 북한이 미국과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북한이 한참 핵무력고도화에 집중하던 2016년, 2017년이나 

현 시점에는 대화제의에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음(오바마 정부에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한 것은 사실이나 대화의지 역시 표명하였음).  

한미 정책공조 변수는 필자의 언급대로 한미동맹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공조가 중

단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또한 다른 변수들보다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행위자들의 의지이기 때문.  

한국의 북미협상 촉진전략 여부는 다른 변수들(한미 정책공조, 남북대화 채널 유지)과도 

관련이 있어서 다소 겹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함. 가능하다면 후속연구에서 이 세 가지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봄. 또한 한국의 북미협상 촉진전

략이라고 변수를 명명하기 보다는 한국의 북미협상 개입의지/관여의지 및 역할 등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생각. 왜냐하면 북한에 강경책을 선호하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사

실상 촉진전략을 추구하려 하지 않을 뿐더러, 미국에서도 대북강경노선을 추구하는 정권

이 집권할 경우 북한에 압박을 강화하는 형태로 한미 정책공조가 잘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3. 정책적 제언  

정책적 제언이라기보다 필자의 글을 읽고 떠오른 몇 가지 생각과 질문을 제기.  

본 글은 종속변수로서 북미협상 결과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사실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내용은 협상의 타결 여부가 아닌 이행과 지속 여부라고 봄. 

협상의 성공 여부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이행과 지속여부에도 한국의 역할을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협상 이행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어떠

한지 필자의 생각이 궁금.  

결론 내용과 관련하여, 마지막 정책적 제언(한국 정부가 준수해야할 몇 가지 정책적 지침)

은 타당성이 있으면서도 현실적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우리 정부의 

촉진자 역할은 여론(또는 대국민 설득 작업이 필요하거나 야당과 협력 필요)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 북한과의 협력은 평화를 이루는 것과 동일시 보일 때도 있지만, 북

한의 악의적 행동들을 눈감아주고 퍼주는 것으로 색칠되어 온 측면도 있음. 또한 북한이 

굴복하기를 바라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세력이나 

집단들에게는 북한과의 대화채널 유지, 협상촉진 전략 등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문

제일 것임.  

마지막으로, 필자가 북미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함. 

중국의 역할이 학계나 정책서클에서 과장되어 있는가? 제재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은 중국이 북한에 적절한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고 보고 중국이 북한에 더 엄격하게 그리

고 투명성을 갖고 제재를 가해주기를 바람. 반면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 요구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으며, 예상과 달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하

고 있음. 한국의 역할과 비교, 또는 향후 북미협상 재개 시 예상되는 중국의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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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병철 박사 

  

1. 총론 

  ○ fact-checker에서 분석가(이론가)로 변신(?) 

   - 사실(fact) 파악에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등 사실을‘분석’하는 도구로서의 방법론이

라는 새로운 도구를 가진 셈. 

* If your pictures aren't good enough, you aren't close enough. _Robert Capa 

○ 시기별로 조각조각 쪼개어 서술한 것이 인상적임. 

- 과거 언론인으로서 체득한 경험들을 제대로 녹인 결정체임. 

- 이는 북핵 위기와 이에 따른 북·미 간 협상의 흐름 및 진행 과정과 사실관계를 이해

하고 파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됨. 이러한 접근이 좋은 논문을 생산하는 출발점이라

고 봄. 

○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국제정치 환경은 남북관계와 동북아 국제질서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만들어질 것임. 

  - 북핵 협상 관련 실(絲)을 어떻게 정교하게 교직(交織)하고 직조(織造)할 것인 지가 ‘연

구자’의 과제임. 

○ 30년 가까이 한국외교의 중심이 북핵 해결에 놓여 왔음을 감안하면 향후 펼쳐질 북핵 

외교의 진자운동(振子運動) 역시 한반도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조건이 배태하고 있는 양

축(남북관계 축에서 동북아 국제정치 축까지)을 오고 가면서 진행될 수밖에 없음. 

- 그럼에도 북핵문제는 지금까지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국제정치 축으로 바싹 옮겨

진 채‘도발-위기-협상-일괄타결-합의파괴’라는 순환적 패턴으로 진행되어 왔음. 

○ 북한은 6자회담 등에 참가하면서도 미국과의 양자회담에만 집착했음. 혹자는 이를 두

고‘반미적 사대주의’라고도 칭함. 

- 북한은 이렇게 한국을 의도적으로‘투명인간’처럼 취급하려고 했음. 북핵문제에서 한

국을‘왕따’시키려는 북한의 전술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임.= 

 

2.  각론 

○ 사실(fact)도 놓인 위치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발표자의 사실은 좋

은 실을 제공한 셈이라고 봄. 

○ 욕심을 부린다면‘세밀한 서술’에‘상응하는 미세한 분석’이 아쉬움. 

- 일례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의 요인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

지만(16쪽) 첫째 요인을 제외하고는 문재인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짓기에는 무리

가 있음. 촉진자 역할 보다는 문 정부가 주변 상황을 잘 활용했다고 봄. 

○ 북미 협상 성공 변수로 다섯가지 변수를 언급(17-19쪽)하고 있으나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을 변수라고 부른다면 다섯가지 변수 중 ‘의지’를 어떻게 측정할 지가 불명확

함. 이외에, 협상의 성공을 어떻게 규정할 지가 모호함. 

○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 영변 핵 단지를 폐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이른바‘시아개’(끝손질)를 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음.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함.  

○ 한국과 미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대북정책의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실질적

인 시간이 2년 남짓에 불과함. 

- 반면에 북한은 생존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짧은 시간표에 맞춰 정할 수가 없음을 구

조적 한계로 지적되어야 함.  

 

3.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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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 차는 분명 존재함. 한국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북

한을 보면서 분단이라는 현상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을 보면서 한반도 정책을 수립함. 핵 비확산과 인권 문제가 대표적임. 

- 양국의 이러한 시각은 때로는 봉합되거나 조정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는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기도 함. 

※ 김대중 정부-클린턴 행정부는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면서 조정했으나, 부시 행정부

가 들어서면서 갈등이 생겨나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갈등이 더욱 첨예화 됨. 

따라서 한국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음.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임. 

○ 북한을 보는 한·미·중의 시각 

- 한국: 통일 과정에서의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 

- 미국: 북핵과 인권 중시 

- 중국: 북한의 안정적 관리 

○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 핵 확산 방지 

- 북한 주민 삶 개선 

-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저지 

- 중·일 군비경쟁 방지 

- 동북아다자안보체 수립 

○ 미국은 북핵문제를 (북·미 양자회담에서 미·북·중 3자33, 4자회담, 그리고 6자회담34 호

스트 국가로) 중국에‘발주’하면서 결과적으로 한반도 및 북핵 문제에 중국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빌미를 제공한 당사국임.  

○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갖고 있는 비대칭적 카드를 어떻게 동시에 주고받느냐가 

핵심임. 따라서 북핵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선이후난(先易後難)접근이 되어야 함. 

 - 북한은 먼저 행동하는 것을 굴복으로 간주하기에 미국 등에게 북한의 이러한 인식

론적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한국의 역할). 

○ 비핵화 해결을 위해 Bigger Carrots(size, weight, volume 등) vs. Larger Sticks(size, 

quantity, amount 등) 필요함을 주변국들에게 강조함. 

○‘영변비핵화’(미니비핵화)를 우선 확정하고,‘영변 플러스 알파’는 우선‘pencil in’으로 한·

미 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핵 미해결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핵연료주기(nuclear fuel cycle)’ 문제를 한미간 

의제로 상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함. 

○ 대북 정책에 있어 한·미는 ambiguity를 낮추고 clarity를 높여 나가야 함. 그래야 동맹

이 강화됨. 이 점에서 문재인-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얼마나 넓게 인식

                                           
33 2002년 10월 평양의 북미 회담(제임스 켈리의 농축 관련 방북)에서 양국이 충돌한 후 북한은 

동년 12월 핵 동결 해제를 선언하고 2003년 11월 NPT 탈퇴를 선언. 2003년 3월 중국 첸지첸 

부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만나 미중러 3자회담을 제안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 

2003.04.23-25 베이징에서 3자회담이 개최.  
34  베이징 3자 회담 후 한국의 참여가 당연시되면서 일본이 미국에 참여를 강하게 요구, 미국이 

2003년 12월 하와이에서 한·미·일 3자조정회의를 거쳐 중국에 한·일이 포함되는 5자회담을 제의

하자 중국이 균형을 위해 러시아를 포함시킬 것을 역제의하면서 6자회담이 만들어짐. 네오콘 중

심의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론에 심리적 부담을 느낀 노무현 정부는 3자, 4자, 6자 상관없이 충

돌의 위기를 외교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데 의미를 두었음. 이에 반해 중국은 외교의 중심으로, 일

본과 러시아는 북핵을 빌미로 한반도 문제의 장마당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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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유하고 있는 지 의문시됨. 

○ 북한은 인권을 포함한 정치개혁 자체를 체제 존립과 연결시킴. 미국이 이를 모르고 추

진하지 않을 것이기에 한국(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 

- 이를테면 북한 인권 문제는 한미 양국이‘배경음악’으로만 공유하고 대신에 중국, 북한, 

일본을 포함하는‘동북아다자안보체’를 구성하여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조성하는 것

이 중요함. 

○ 미국 행정부(고위관료)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 협상보다는‘게으른 사람들의 외교수단’

이라는 제재와 같이 가시적 행동을 선호하는 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음. 하지만 한

국으로서 제재에만 의존하는 것은 외교적 사치임. 

○ 여론은 대개 늦게 형성됨. 이를테면, 핵의 폐기와 검증이 가시화되고 미사일 개발과 핵 

확산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긍정적 여론을 획득할 수가 있으며, 이는 의

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음. 

○ 북한 비핵화에 필요한 관련국들의 협상 카드는 레고(Lego) 장난감 

- 어떻게 짝을 맞추느냐는 방법적 문제만 남아있음. 짝을 맞추기가 지연될수록 북핵 

능력은 강화되고, 협상의 조건 역시 까다로워짐. 

- 현재로서는 북한 핵 능력 강화 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으로 흐를 가능

성이 높아 보임. 

○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상황으로 굳어지기 전에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대담한 외교전략

을 짜야함. 

- 이는 국제관계에서 힘(power)을 바탕으로 하는 현실주의와 국가의 의도(intention)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시각을 절묘하게 배합하는 전략서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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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미국 국무부 조직표는 미국의 한반도 인식이 어떠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줌] 

 

 
 

 

 

 

VI. 정욱식 대표 

1. 총론 

-전반적으로 북미 협상 과정과 주요 변수 및 한국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잘 정리되었다.  

- 북미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 북미 협상을 9개의 국면으로 나눠 한국의 역할을 평가한 부분도 인상적이다.  

- 북미 협상과 한미동맹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 관계를 언급하면서도 이것이 협상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고 둘 사이의 긴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제시는 미흡한 것 같다.  

 

2. 구체적 논평 및 질문 

 

15쪽에게 “3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 권고를 수용해서 6월 12

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기에 이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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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이는 사실 관계와 달라 보임. 김정은이 정의용 특사단에게 트럼프와 만날 의사를 

밝혔고 정의용이 트럼프에게 전달한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임.  

- 17쪽에서 “한국 정부는 6월 30일 판문점 깜짝 회동을 성사시키는 시점에서는 매우 기

민한 대응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3주 이내에 

실무 협상을 열어서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과 미국 간 실무 협상

은 10월에 겨우 열렸지만,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는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 21쪽에서 2012년 윤달 합의와 2014년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 협상을 예로 들어 오바

마 행정부의 협상 의지를 높이 평가했는데, 협상 의지가 높았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의 위성 발사 및 소니 해킹설에 강력한 대응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2019년 하반기 이후 남북한의 소통 채널이 사실상 단절된 이유는 무엇인가?  

 

3. 정책 제언 

 

왕선택 박사께서 강조하신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유용성을 강조하

고 싶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한반도 비핵지대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더욱 그

러하다. 한반도 비핵지대는 남북한이 ‘비핵지대 안’ 당사자들로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대 공식적인 핵보유국들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이 ‘비핵지대 밖’ 당사자들로 이 조약의 의정서를 체결하는 구도를 일컫는다. 기본적인 

내용은 남북한은 핵무기를 개발·생산·보유·실험·접수를 하지 않고,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핵보유국들은 

남북한에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가하지 않고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형태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삼아 구체적인 로드맵도 짜볼 수 있다. 비핵지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상태로 삼는 것을 ‘출발점’으로, 비핵지대 조약 체결을 ‘목적지’로 삼으면서 이 사이

에 3단계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아래와 같은 로드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향후 협상을 통해 달성해야 할 합의는 ‘포괄적·구체적인 합의와 단계적·동시적·복합

적인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출발점: 당사자들은 35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1999년 유엔 군축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비핵지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로 삼는 데 합의한다.36 유

엔 안보리는 이에 대한 지지·협력 결의를 채택한다. 한미는 3월과 8월 연합훈련을 중단

하고 북한은 핵실험 및 위성 발사를 포함한 모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한다. 

 

- 1단계: 북한은 타국 및 타 기관의 입회하에 모든 핵물질 생산 시설 폐기에 돌입하고 

핵무기 생산을 중단한다. 또 북한은 모든 핵시설의 목록과 핵물질과 핵무기의 총량을 신

고한다. 핵물질과 핵무기 폐기 방식으로는 제3국으로의 반출을 협의한다. 미국은 대북제

재를 완화하고 북미는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남북미중은 한반도 평화협

정 협상을 개시한다. 남북한은 해제된 유엔의 대북제재 범위 내에서 경제협력을 재개하

                                           
35 여기서 당사자들은 남북미, 남북미중,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6 자회담 등의 형태를 띨 수 있다.  
36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화 초기에 이러한 합의가 어렵다면 이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낮은 수준의 

합의도 검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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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반도 비핵지대 협상을 개시한다. 남북한과 북미는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한다.  

   

- 2단계: 북한은 모든 핵물질과 핵무기의 구체적인 내역을 신고하고 핵물질을 핵무기 제

조가 불가능한 형태로 처리하며 핵무기 제조 시설 폐기 및 신고량의 50%에 해당하는 핵

무기 폐기에 돌입한다. 또 NPT와 IAEA 안전조치협정에 복귀한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추

가적으로 완화하고 북미는 연락사무소를 대표부로 승격한다. 남북미중은 한반도 평화협

정을 체결한다. 남북한은 단계적 군축을 협의·실행한다.  

 

- 3단계: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1년 이내에 잔여 핵무기 및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폐기

하고 IAEA 추가 의정서에 가입한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고 북미는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한다. 

  

- 목적지: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하고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한다. 유

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한반도 비핵지대 의정서에 서명하고 유엔 안보리는 한반도 비

핵지대 승인 결의를 채택한다.  

 

한반도 비핵지대에 기초해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자는 것은 새로운 접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기한 3단계 접근에도 새로운 관점과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물질 생산 시설이 몰려 있는 영변이라는 ‘장소’ 중심의 접근이었다. 이에 반해 

본 제안은 ‘폐기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핵 폐기를 핵물질 생산의 영구적인 중단

과 관련 시설의 폐기,37 핵물질 처리 및 핵무기 관련 시설 폐기, 핵탄두 장착용 미사일을 

포함한 핵무기 폐기의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자는 것이다. 또 2단계에서 신고량의 50%의 

핵무기 폐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복합적인 이행도 제안하고 있다. 폐기 대상이 분명해지

면 이에 걸맞은 상응조치 제시도 수월해진다. 아울러 단계적이면도 복합적인 이행은 하

나의 단계가 마무리될 때 다음 단계로 가는 가교를 미리 놓게 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

화프로세스의 중단이나 역진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끝/ 

 

                                           
37  이렇게 합의하면 영변 이외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 방문 등의 

방식을 강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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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역할: 7기 회의 분석,” ｢INSS 전략보고｣, 통권94호, 

2020.  

■ “북한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의 배경과 함의,” ｢INSS 전략보고｣, 통권87호, 2020.  

■ 2차 핵시대 미국의 비확산 정책: 파키스탄·이란·북한을 중심으로, INSS 연구보고서, 

2019. 

■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와 군사분야 동향｣, ｢INSS 전략보고｣, 통권59호 

(김일기 공저)  

■ “북한 SLBM의 실존적 위협 가능성,” ｢INSS 전략보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권50호, 2019.  

■ “북미 비핵화 협상의 쟁점과 과제,” ｢INSS 전략보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권44호, 2019.  

■ 김일성과 중소분쟁.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9).  

■ “북한 핵프로그램의 시작과 성장: 1950년대와 1960년대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 제28권 1호, 2019 (등재) 

■ 북한 비핵화 시 군부 예상 반응과 군사 변화 전망. INSS 연구보고서 18-18.  

■ “북한의 당군관계, 그 결과: 북핵개발의 국내정치적 요인과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현대북한연구. 제20권 3호, 2017 (등재)  

■ “신흥 핵보유국의 핵전략: 인도, 파키스탄, 북한을 중심으로.” 2017 안보학술논집. 

(서울: 국방대학교, 2017).  

■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의 원인과 한계: 수직적 핵확산과 정권안보.” 국방정책연

구, 제33권 제2호, 2017 (등재).  

■ “중소분쟁과 4대 군사노선의 완성.” 정일영·정대진 편,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미래 (서

울: 한반도데스크, 2017).  

■ “북한의 핵선제불사용(No First Use) 선언의 배경과 의미.” 전략연구. 제23권 3

호, 2016 (등재).  

■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와 핵안정성.”국가전략. 제22권 3호, 2016 (등재).  

■ “North Korea’s Siege Mentality: A Socio-Political Analysis of the Kim Jong Un 

Regime’s Foreign Policies.” Asian Perspective, Vol. 40, No. 2, 2016 (SSCI).  

■ “김정은체제의 대외대남전략과 한반도 평화.” 김영호 편, 21세기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평화. (서울: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15) (박종철 공저).  

■ “데탕트 시대의 “냉각지대”: 북한외교정책의 이념과 한계.” 현대북한연구. 제18

권 2호, 2015 (등재).  

■“북한 4대 군사노선의 완성에 중소분쟁이 미친 영향(1962-1966).” 국제정치논총, 

제54권 3호, 2014 (등재).  

■ “북한의 전후복구 시기 사회주의진영의 원조와 주체의 제기(1953-1955).” 아세아

연구. 제56권 4호, 2013 (등재).  

■ “중소분쟁시기 북방삼각관계가 조소조중동맹의 체결에 미친 영향(1957-1961).”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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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2호, 2013 (등재).  

■ “한국전쟁시기 북중갈등과 소련의 역할.” 현대북한연구. 제16권 제2호, 2013 (등재). 

 

■ 연락처: Tel. 010-4179-0106 / 회사. 02-6191-1017 

E-mail. bk.bomi@gmail.com / 회사. bomi@inss.re.kr  

    

 

 

3. 김영준 박사 

현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교수   

 

학력: BA : International Relations - Korea Military Academy 

MA: Public Policy - King's College London 

Ph.D: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 The University of Kansas 

 

약력: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2017 년 Routledge 에서 Origins of the 

North Korean Garrison State: People's Army and the Korean War 출간하였으며, 미 

육군 (The U.S. Army)의 Think Tank 인 Foreign Military Studies Office (FMSO)의 

국제선임연구원 (Senior International Research Fellow)이며, 한미 연합사령관 (ROK-

US Combined Forces Command)의 전략자문단 위원 (Commander's Strategic Shaping 

Board: CSSB) 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회, 외교부, 국방부에 

정책 자문을 해오고 있으며, 국방개혁 2.0 자문위원단 위원이고, 국무총리실 외교-통일 

분과 정부업무평가 위원이다. 한국국제정치학회 국방안보분과 위원 및 간사, 

한국핵정책학회 연구이사, 한국국방정책학회 연구이사를 역임중이며, Fox News TV, 

Arirang TV, 국방 TV 및 주요 일간지 등에서 전문가 해설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연락처: Email: bumanbake@hotmail.com, 전화: 010-3542-4265  

 

 

 

4. 문관현 박사 
현 연합뉴스 편집국 다국어뉴스부장 

 

학력: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학사-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석사-고려대학교 박사 

 

경력: 일본 상지대학교 신문연구소 객원연구원(2001)-미국 하버드대학교 펠로(2011)-민

주평통 상임위원(2004-2005)-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겸 국제교류위원장(2005)-한국기자

협회 통일분과위원장(2007)-한국기자협회 부회장(2017) 

 

주요논문: 석사학위 논문- 한국전쟁 시기 카투사 실태와 특성, ■ 박사학위 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변화에 관한 연구 ■ 저술-한국전쟁 일기(플래닛미

디어, 2011) 

 

연락처: khmoon@yna.co.kr ☎ 010-528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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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병철(Byong-Chul LEE)  
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평통 상임위원 

 

【관심분야】 

핵비확산, 핵안보, 북핵, 한미관계, 북미관계, 원자력정책 

 

【학위사항】 

1989 단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1993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국제정치 석사] 

2017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문학박사] 

 

【경력사항】 

1993-1999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 행정관) 

2004-2015 (사)평화협력원 핵비확산센터 소장 

2007-2009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정책위원 

2011-2012 전략물자관리원 자문위원 (핵비확산, 수출통제) 

2012-현재 한국핵정책학회 이사, 편집위원 

2014-2015 국회의장 통일정책 특보, 정책기획비서관 

2017-2019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연구위원 

2018-현재 경향신문 칼럼니스트 

2020-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2021-현재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2019.04-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기타사항】 

미국 The New York Times, 38 North, Project Syndicate, YaleGlobal, South China 
Morning Post 등 다수의 해외 저널에 기고 

 

주소: (135-537) 서울 강남구 도곡로 78길 22 110동 1301호 

연락처: 010-8937-2720(Mobile), E-Mail: bcleebc@gmail.com 

 

6. 정욱식 대표  
현 평화네트워크 Founder and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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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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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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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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있다. 

 

연락처 집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16, 607-10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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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Note: 제34회 전문가 정책포럼에서 밝힌견해와 내

용은 포럼 참석자들의 개인견해이며 한반도 미래 전략연구원

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연락처: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전문가 정책포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KTB 빌딩 15층,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3번출구), 한국글로벌피스재단. 사무실: 전화번호: 02-3448-8500; 070-5050-

3803(직통); Fax:02-325-8509.  

담당자: 최형규 차장(GPF 조직 및 대회협력실 차장). Mob: 010-4841-0082. Email: 

hungkui@globalpeace.org 

총괄기획: 곽태환 교수 (02-3217-2105; 070-8864-2106; 카카오 토크 +1-310-729-

8383. Email: thkwak3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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