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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재인정부는 2018년 한반도에서 벌어진 국면 대전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

였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핵심당사국이자 평화체제의 주

요 당사국들인 미국과 북한을 성공적으로 중재하여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성사시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가능성을 확인

하였고, 실제로 평화의 동력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

를 추진하는데 한계를 노정하기도 하였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

의 대미 의존 탈피 공세, 8차 당대회 이후 적대시정책 철회 요구, 그리고 종전선언을 위

한 선결조건 제시 앞에서 국면전환의 동력을 찾지 못하였다. 특히, 남한에게 중재자, 촉

진자가 아닌 당사자가 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던 북한이 급기야 2020년 6월 공동연락

사무소를 폭파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동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아울러 

대북제재 상황에서 시행 가능한 인도적 지원과 협력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강력

한 봉쇄조치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근본문제 우선해결 원칙 때문에 성과를 거

두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2018년에 조성된 국면 대전환은 최근 북한의 ‘화성-17형’ 시

험발사로 인한 모라토리엄 철회로 대전환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원점의 상태에서 대북정책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새로 등장하고 있는 대내외 정책추진 여건들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윤석열정부

의 한반도 평화전략 추진여건들을 우선 진단하고자 한다. 이어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가 5월 3일 공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나타난 평화전략의 내용을 평

가한 다음, 필자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끝으로 필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두가지 전

제를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인수위가 선정한 정책과제들이 윤석열정부가 추진할 

정책적 내용과 조치들을 모두 망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아직까지 공개된 자료들 

중에는 가장 권위적인 자료이다. 둘째, 인수위의 정책적 입장이 필자의 견해와 반드시 일



5 

 

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필자의 입장보다는 인수위의 입장을 

바탕으로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신정부의 한반도 평화전략 추진여건 진단 

 

  윤석열정부의 평화전략 추진여건을 진단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정부출

범 초기의 여건은 임기 5년 간의 정책방향을 규정하는 경로규정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초기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박근혜 정부 초기 북한의 3차 

핵실험 실시는 대북 관여를 바탕으로 수립한 정책이 추진과정에서는 강경정책의 양상을 

보이는 단초가 되었다.  

     

가. 외부 여건 

 

  첫째,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보듯,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관련 주요 이해

당사국들 간의 관계가 협력과 공존보다는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금

융위기부터 아프카니스탄 철수에 이르는 과정은 미국의 국력과 글로벌 리더십의 급격한 

쇠퇴를 보여주었다. 세계 유일패권국이자 자유주의국제질서의 리더인 미국의 쇠퇴는 세

계 여러 지역에 힘의 공백을 만들었고, 미국에 대항해온 강대국들은 그 공백을 차지하기 

위해 역량을 투사하고 있다.1 그리고 미국은 잃어버린 힘의 공백을 회복하고, 도전국가들

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

쟁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국제질서 세력과 중·러와 같은 지정학적 현실주의 세력이 충

돌한 대표적 사건이다. 한국은 자유주의국제질서 세력과 지정학적 현실주의 추구 세력 

모두와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국제질서가 진영화(신냉전)나 다지역화로 구조화될 

경우 지정학적으로 ‘끼인 국가’로서의 딜레마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에 기초한 기존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

으므로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의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략적 명확성,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중견국외교와 다자주의 강화 등과 같은 새로운 전략 구상들과 아

이디어들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이념과 가치 대립의 양상으로 전개

될 경우 이것들과 국가이익 사이에 상충하는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가 전략 

수립의 핵심 고려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와 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

끼를 효과적으로 포획하기 위한 경제안보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 정책담론이

자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전쟁을 기화로 동북아 군비경쟁이 격화될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이미 중거리핵전력협상(INF)을 파기한데 

이어 오커스와 쿼드를 기반으로 동맹국들의 군비증강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

에게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하였고, 한국과의 미사일지침을 해제하였으며, 대만에 대

한 무기판매를 확대하였다. 중국은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 차원에서 지대함미사일

                                           
1 Thomas J. Christenson, “The Advantages of An Assertive China,” Foreign Affairs, March/April(2011). 

크리스텐슨은 이러한 현상을 back-fill strategy 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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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하여 해군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군비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탄두

ICBM(MIRV)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주지하다시피 핵전쟁 억제력과 국방력을 강

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년 들어 신형 ICBM <화성-17형>을 시험하는가 하면 

각종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시험하는 등 군비를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특히, 조만간 

7차 핵실험 실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일본은 전수방위 개념에서 벗어나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기 위해 오래전부터 자위대의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해왔다. 특히, 일본 자

민당은 최근 적국의 중추를 타격하고 반격능력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안보정책을 전환하

려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등의 책정을 향한 제언>을 확정하고 내각에 권고하였다. 동

북아 군비경쟁의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치를 제시하면, 세계 군비지출 상위 10개국(2019

년 기준, SIPRI) 중 7개국(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일본, 한국)이 아시아국가들이다. 이

중 일본을 제외한 6개국은 연 6~7%의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 남북

한 사이의 군비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2 이와 같은 군비경쟁의 심화와 각자도생 추세는 

전통적 안보딜레마를 가중시키는 한편, 팬데믹과 같은 초국가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신

흥안보 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역내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 앞에

서 한국의 신정부는 향상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바탕으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안보 포지션을 설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셋째,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이 가시화의 단계를 넘어 구조화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대중국 봉쇄와 견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봉쇄와 견제는 군사와 무역 

등 전통적 영역을 초월하여 기술과 같은 비전통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아울러 양 

축의 대립은 서로 작용과 반작용하면서 나선형의 전개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중러 

협력은 반미 공동전선 차원에서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상호 지지의 양상을 띠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을 규탄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3월 24일 신형 ICBM 시험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차원의 합의, 즉 2017년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에서 명시한 대북 유류제재 

트리거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산시켰다. 한미일 협력에 비해 북중러 협력이 더 전략

적이고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립 구조는 윤석열정부에게 크게 두 가지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첫째, 한미일 협력이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이라

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현재의 한미일 협력은 사살상 미국을 중심축으로 한미관계축과 

미일관계축이 작동하는 불완전체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미일 협력의 구조화는 부득이 한

중, 한러, 남북관계를 갈등으로 몰아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나. 남북관계 여건 

               

  첫째, 북한의 핵능력과 국방력 강화 노선으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 동력이 크게 약화되

었다. 올해에만 지금까지 총 16차례의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시험발사하였고, 심지

                                           
2 전봉근,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옵션,” 세종연구소 주최 제 38 차 세종국가전략포험 발제문(2022.4.13.),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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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난 2018년 4월부터 유지해오던 모라토리움까지 파기하는데 이르렀다. 무엇보다 김

정은 총비서는 지난 4월 25일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

서 선제핵사용 교리를 발표3함에 따라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先평화정착 논

리의 설득력이 크게 감소하였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先평화정착보다는 북한이 금기시해 

온 先비핵화 논리가 우세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둘째, 북한은 핵능력과 국방력의 우세를 앞세워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북한이 지향하는 전략국가란 강대국정치를 통해 지역질서 재편 과정에서 게임체인

저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와 대남정책은 북미관계와 대미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지금 보다 더 전락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비본질적 사안에 해당하는 경제협

력과 인도주의협력보다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군비증강 중단과 같은 근본문제 우선 해결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경제협력과 지원을 통한 대북 지렛대를 확

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북한 핵능력의 포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겸 대남사업 총책은 4월 2일자 담화에서 서욱 국방장관의 선

제타격 발언에 대해 “핵보유국을 상대로 한 객기”로 표현한 데 이어 4월 4일 담화에서 

남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경우 남한에 대한 핵사용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또한 박정천 

북한 노동당 비서는 4월 2일자 담화에서 남한의 군사적 행동을 전제로 “가차없는 군사적 

강력(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하였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의 열병식 기념 연설에서 

근본이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선제핵사용도 가능하

다고 주장함으로써 근본이익에 대한 해석권을 쥐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제

핵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경고하였다.         

 

  셋째, 북한이 체제내구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 남한을 비롯한 외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대

남·대외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은 201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에 기초한 내적동력 강화, 즉 정면돌파전을 표방하였다. 그리고 3

중고(제재, 코로나, 자연재해) 속에서도 “존엄과 번영의 새시대, 우리국가제일주의 시대”

를 열게되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이후 북한은 핵무력을 담보로 경제발전에 필요

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성공하였으므로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환경을 주동적으로 

조성하겠다는 대외정책 기조를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주동성이란 주로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긴밀화하여 경제건설의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

서 과거처럼 남북한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소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정상간 합의문이 나와도 한미동맹과 대북제재의 문턱을 넘

지 못하는 현실을 북한이 인정한 셈이다.  

 

다. 내부 여건 

 

  첫째,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이념적 양극화 구조는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정책 수

립 및 추진을 논란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여야는 각자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3 북한은 2021 년 1 월 개최한 노동당 8 차 대회에서 ‘선제핵불남용’ 원칙을 표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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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지형을 활용하였고, 시민사회는 한미동맹과 대북관을 둘러싼 서로 다른 정체성 

때문에 분열하였다. 2000년대의 동맹파와 자주파 간 대립구조는 20년이 지난 작금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북한을 타도해야 할 주적으로 인식하는 관점과 공존해야 할 민

족으로 인식하는 관점도 여전히 병존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분절적 이념구조는 집권 정

당과 정부로 하여금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의 관점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하도록 추동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대북정책은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급격한 변동

을 겪어 왔다. 절충과 수렴을 회색주의와 기회주의로 간주하는 이념적 지형 속에서 대북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둘째, 평화와 통일은 서로 경합적이거나 영합적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지

향하는 세력은 반통일세력,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은 반평화 전쟁세력으로 서로 낙인찍는 

이분법적 담론구조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의 공식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평화정착의 제도화 단계(화해협력과 남북연합)를 거쳐 통일이라는 목표를 실현한다는 명

제를 분명히 하고 있어 평화와 통일을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

다. 그러나 북한체제와 정권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는 경

우 북한의 불안정성을 촉진하고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 주장에 솔깃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3. 신정부의 외교안보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가.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분야 국정과제 

 

  대통령직 위원회가 5월 4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외교안보분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정목표로 삼은 가운데 3

대 약속과 19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아래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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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와 과제 

 

  첫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국정목표로 설정하였

다. 인수위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지만,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

을 주는(influential) 국가”라는 단서를 주었다. 일단은 여러 환경적 요소들 중 한국의 증

진된 국력과 미중 전략경쟁 심화 추세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4 항상 

그랬듯이, 글로벌 중추국가에 관한 정의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들이 벌어질 것이다. 중

추는 중앙적(central), 선도적(leading), 중심적(pivotal)과 같이 다의적이다. 인수위는 “주

요 분야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및 국제사회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비확산·기후변화

·개발 분야 협력에 선도적 역할 수행”, “규범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하면서 글로벌 중

추국가 역할을 강화” 라는 표현을 통해 중추국가는 leading state에 가깝다는 점을 시사

하였다. 그리고 그 접근방법으로 국익·실용 외교전략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중추국가는 

선도국가로서의 국제적 책무를 지녀야 한다.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인

류 공동의 위협에 적극 대처하며 국제적 공공재를 창출하고 축적하는 책무이다. 중추(선

도)국가로서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국가역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투입할 것인지의 문제

는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특히 포괄적 한미동맹 강화

를 지향하는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미국과 손을 잡고 글로벌 어젠다와 이슈

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인류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보편적인 공동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특수성 이외에 새로운 플러스 알파

                                           
4  인수위는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3 년째 이어지는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탈냉전 이후 

수십년간 형성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균열을 현재 목도하고 있다고 부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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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한 미·중·일·러 4개국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

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미중 전략경쟁은 무역마찰에서 시작하여 기술경

쟁을 거쳐 가치와 이념의 영역으로 비화하였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대 독

재> 구도를 설정하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여 중

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 정상회담에 초청받고 참석함으로써 미국이 짜놓은 

구도대로라면 민주주의 진영=반독재 진영=반중 진영에 가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으

로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블록화 현상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와 같은 글로벌 밸류체인 재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고, 한국은 한미동맹의 

연루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가치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 강화와 이익동

반자(호혜국)로서의 한중관계가 양립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주변4국 

간에 공동의 이익은 존재하지만 5개국을 관통하는 공동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

서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다. 또한 국익과 가치 사이의 

긴장과 갈등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 것인지가 핵심적 과제이다. 특히, 개별국

가의 이익이 서로 차별적이고 경쟁적인 조건에서 누가 누구의 가치를 평가하고, 평가한 

가치와 개별국의 이익이 상충할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들이 과제

로 남는다.        

 

  셋째, 비핵화 추진과 관련하여 문재인정부의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로 변경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교환방식을 동시행동 원

칙에서 비핵화 우선 진전 원칙으로 선회하였다. “북핵 비핵화 실질적 진전 시 평화협정 

협상 추진”,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경제협력 추진” 이 그것이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로 변경한 것은 비핵화 협상이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하는 군축협상으로 전개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일방적 비핵화 요구, 즉 

무장해제로 간주하고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한미공동 

비핵화 로드맵 제시 및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비핵화 협상 추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비핵화 협상 도중에서 북한의 기만(‘먹튀’)과 시간끌기’ 전술을 방지하고, 차제

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 동의를 확실히 얻어내자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합의 불이행과 일탈

을 방지하기 위해 비핵화 출구를 확실히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비핵화 협상 테

이블에 마주 앉으려면 비핵화 협상의 핵심 당사자인 북한을 협상장의 입구로 유인해야 

하는 과제부터 풀어야 한다. 북한의 핵능력과 핵보유 의지가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고 선

제핵사용 가능성 마저 경고한 상황에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 협상장 입구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북한은 입구를 확인하지 않고 출구를 보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시 평화협정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선 비핵화 진전, 

후 평화체제> 입장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비핵화를 무장해제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평화협정이나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안전보장조치를 약속받

지 않고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은 윤석열정부의 <선 비핵화 

진전, 후 남북관계 진전> 구상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다. 다행히 인수위 정책과

제 안에 한미공동의 비핵화 로드맵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만들고 제시하겠다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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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은 출발점에서 종착점까지의 경로를 짜는 작업이므로 어디를 

종착점으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어디에서 출발할 것인지의 문제를 균형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방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정책을 주도하겠다

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대북제재 유지 및 이행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견인을 강조하였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

인하는데 충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재조치 자체는 매우 강

력한데 중국의 소극적 협조로 인한 루프홀(loophole)이 생각보다 크고, 북한의 제재 내구

력이 예상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갈

등의 양상을 띠면서 장기화될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찬성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설사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여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할지라도 제재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확

인한 북한은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더라도 고립주의 노선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한 지지를 재확

인받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미중관계의 현주소와 북한체제의 내구력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필요로 하는 대목이다. 

 

  다섯째, 원칙있는 대북 관여를 통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모색하겠

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의 관여(engagement)란 관여국이 외교

적,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여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종국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국의 정책 의지와 태도를 변경하는 정책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관계적 관여는 외교

적, 경제적 수단을 매개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구조적 관여는 관계적 관여가 

발전하여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여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주는 행위부터 시작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구

조적 관여로 점차 이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관여

를 통한 인권 개선은 그 자체로 관여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

은 인권 개선을 원하는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 자체를 자신의 

체제를 위협하는 ‘평화적 이행전략’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여의 

취지에 맞는 인권 개선은 구조적 관여의 단계에서 가능하므로 관계적 관여의 단계부터 

인권 개선을 관여의 목표로 공식 표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

을 지향하되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원칙

있는 대북 관여’라는 표현은 관여의 원칙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아마도 비핵화 우선 진

전, 상호주의, 상호존중 등과 같은 요소들이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비핵

화 우선 진전과 대북 관여의 문제가 길항관계 또는 상쇄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미 오래전부터 경험해 왔다. 

 

4. 신정부의 한반도 평화전략 방향  

 

가. 북한의 국가전략과 내구성을 고려한 정책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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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핵능력과 국방력 강화에 자원과 재원을 집중하여 대미 보복억지력을 확보하고 

전략국가를 실현한 다음, 경제건설에 자원과 재원을 집중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 2018년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 표방 및 경제건설에 유리

한 대외여건 조성을 위한 대남·대미관계 개선>이라는 당초의 계획이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로 무산되자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을 사실상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과 국방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방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하여 지속적으

로 핵능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3중고라는 고난의 시기를 극

복함으로써 체제 내구성에 대한 자신감도 확보하였다. 따라서 제재만능론이나 붕괴론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믿음은 자칫 우리의 역량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북

한의 핵보유 의지 강화로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과연 현 시점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선택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적절하지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선택이라는 결론에 이를 경우 자

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균형전략, 확산방지와 같은 봉쇄전략 등 다각적인 대

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 가치외교와 국익 증진 간의 딜레마 해소 

 

  첫째, ‘동맹보증’ 공약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 논란 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

한 미국의 동맹 방기는 한국에게 포괄적 동맹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를 교훈으로 삼아 가치동맹 편승 시 이에 따르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보복 피해를 상쇄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보장을 미국에 당당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미 확장억

제력 제공에서 한치의 빈틈도 없을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간의 포괄적 협의

체를 견고하게 구성해야 한다. 미국이 워싱턴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을 방기할지도 모른

다는 소문이 회자되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동맹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고 동맹의 신뢰를 증진하며 건설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약속

이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둘째, 중견국 다자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미국과 

중국은 중견국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연대세력을 확장할 필요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중견국 다자주의 연대를 통해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

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다. 비핵화와 대북제재 

 

종착점 확인과 비핵화 협상의 입구 찾기 

 

  첫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對韓 확장억지력 제공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

다는 인수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지대화

로 규정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합리적 우려에도 공감이 간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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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싱가포르선언과 충돌한다. 북한이 싱가포르선언 

위반이라고 문제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싱가

포르선언을 지지한 국가들로부터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

는 소지도 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

지는 미국의 확장억지력 제공은 비핵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비핵화 로드맵 수립을 통해 비핵화의 종착점(출구)를 명확히 하되 비핵화 프로세

스의 입구를 찾는 문제이다. 이것은 예측 가능하고 균형있는 로드맵을 만드는데 필수적

이다. 그리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어떤 수준의 어떤 조치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비핵화의 입구를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서 찾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미 미

국과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비핵화의 입구로 하는 논의를 진

행한 적이 있다. 물론 실패로 끝난 협상이지만 추가적인 실무회담과 정상회담을 통한 절

충과 타협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전부 폐기하는 대신 

2016년 이후 취해진 5건의 대북제재 중 민생관련 조치를 해제할 것을 미국에게 요구하

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영변+알파, 즉 영변 핵시설에 더해 미국이 지목한 우라늄농축시

설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였다. 만일 하노이 회담을 기준으로 하여 실무협상을 재개한다면 

안보-경제 교환 차원에서는 영변 대 제재완화 대상 일부 축소, 영변+알파 대 제재완화 

대상 일부 확대, 안보-안보 교환 차원에서 영변 대 북미연락사무소 개설+알파 등이 절

충된 협상안으로 상정될 수 있다. 미국과 북한 당국에게 여전히 협상 의지가 남아 있다

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협상 재개를 통해 하노이를 기준으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빠른 길이다.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계속 질주하는 상황에서 한국

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핵심 당사자로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실무협상을 다시 한번 중재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노이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무협상의 지속성 확보, 즉 

지속적인 관여를 위한 협상의 상설화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5 

         

대북제재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첫째,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미러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하

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추가제재 결의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

서 추가제재 결의안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이미 중

국과 러시아가 지지한 기존 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여 루프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여 

제재의 처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실제로 2397호를 포함한 기존 제재 결의안들은 역

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둘째, 제재의 교화(갱생)효과 차원에서 스냅백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스냅백 조

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합의 이행을 유인하고 결박하는 효과를 지닌다. 북한이 합의 

                                           
5  이도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전망과 한국 외교·안보의 과제,” 세종연구소 주최 제 38 차 

세종국가전략포험 발제문(2022.4.13.),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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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거부할 경우 유인효과 차원에서 완화하거나 면제한 조치들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제재완화와 면제로 얻은 이익을 반납하고 미래의 기대이익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북한을 

합의서에 결박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도 중국과 러시아가 스냅

백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스냅백 조치를 특별결의안 형식으로 

채택하고, 특별결의안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비토권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도 고

려할 수 있다. 참고로 스냅백 조항은 2015년 이란 핵협상 타결 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2231호에 포함되었다. 이 결의안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JCPOA’) 참여국(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독일) 중 어느 한 국가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란이 약속을 준수하지 않는다(‘significant non-performance of 

commitments’)고 통보해 올 경우, 안전보장 이사회는 ‘제재의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

에 대하여 표결을 해야 하며, 통보 후 30일 내에 동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기존의 

제재 조치들이 다시 적용되게 된다(결의 제2231호 제11항 및 제12항). 문제제기를 한 

국가가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면, 그 국가는 ‘제재의 종료를 유지

하는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므로, 이란에 대한 스냅백은 

사실상 한 국가에 의하여 기존의 제재가 복원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6  

 

라. 억지와 관여의 병행을 통한 남북관계 관리  

 

  첫째,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은 “근본이익 

침탈 시 선제핵사용”으로 핵사용 교리를 변경하였고, “남한이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남

한에 대한 핵사용”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근본이익 침탈과 남한의 군사적 행동과 같은 

조건들이 선제핵사용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북한이 쥐고 있다. 오판에 

따른 우발적 대형사고가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억

지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는 핵도미노에 따른 NPT체제의 

위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선뜻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미국의 확

장억지력은 비핵동맹국들의 이러한 요구들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능력과 한국형 방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가운데 미국의 對

韓 확장억제력 제공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호응 가능성이 낮더라도 대북 관여의 여지를 열어두어야 한다.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호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북한 인도주의적 

지식공유 프로젝트’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과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협력, 방역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협력, 자연재해 해결을 위한 기상협력 분야를 검토

해야 한다.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위의 3가지 과제를 당면 해결과

제로 제시하였다.7 개략적인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❶남북한 농촌진흥(발전)협력 또는 

남북한 농업협력 차원에서 ▴쌀(알곡) 증산을 위한 한반도 지형과 기후에 맞는 품종공동

                                           
6 도경옥, “대북제재 완화·해제의 조건 및 절차,” Online Series(CO 18-23), KINU(2018.5.15) 
7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북한은 최근 개최한 8 기 4 차 전원회의에서 제재 장기화를 일상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식량증산을 위한 농촌구조개혁, 이상기후현상 예보체계의 과학기술적 방법론 제고,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방역대책으로의 이행을 주요 과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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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밀재배를 위한 공동협력(최근 북한의 관심사업) ▴비료생산협력 ❷남북한 기상협력 

차원에서 ▴기상정보교환 ▴홍수와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수계지역 관리 ❸남북한 방

역협력 차원에서 ▴백신과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

역, 말라리아, 산림병충해 등 초국경질병 공동대응 등. 위의 협력사업들은 북한이 비본질

적 사안으로 간주하는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북한의 수용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인수위

가 제시한 남북한 공동이익사업과 인도주의적 사업의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이례적으로 코로나19 스텔스 오미크론 피해상황을 신속하고 소

상히 공개하였다. 북한이 피해상황을 신속히 공개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부터 더 이상 은폐하기 어려울 만큼 피해정도가 막대하기 때문

이라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다. 이러한 해석들은 모두 나름대로 일

리가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향후 대처 방식과 우리의 대응 방향이다. 

 

  향후 대처 방식과 관련하여,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중국의 선진적 방역 경험을 따라 

배울 것을 주문하였다. 이것은 중국에게 지원을 요청하라는 지시를 완곡히 표현한 것으

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에게 방역물자와 방역경험을 전달하고 전수하기 위한 작

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국제사회와 남한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는 의미

이자 국제사회와 남한의 지원 공간이 제한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한은 지금까지의 

비인민적·재래식 통제방식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여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시위 상황에서도 “정치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지원” 

원칙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실무회담 제안 의사를 신속히 표명하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북한이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있는 

대북정책 의지를 북한에게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다만, 북한의 수용 가능성 제고라는 측

면에서 직접 지원보다는 코백스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을 택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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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회 전문가 정책포럼 토론문 (무순: 제출 순서대로 편집) 

 

I. 이상수 박사**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1. 총평:  
  이 논문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5월 3일 공개한 110대 국정과제에 나타난 평화

전략 내용을 평가한 다음, 필자의 한반도 평화전략 방향성을 제언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는 신정부의 한반도 평화전략 추진 외부여건을 이해 당사국들과 갈등 대립, 그리고 군비

경쟁 때문에 평화프로세스 진행이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남북 관계 내부여건도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의 선비핵화 논리가 우세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

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필두로 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시도하면

서 선제 핵무력 사용조건을 확대함에 따라 향후 북한이 공세적 대남정책과 대외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내부여건으로 한국은 국내적으로 이념적 

양극화로 인해 대북정책에 있어서 지속성 확보가 불가한 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는 평화

와 통일 개념인식 측면에서 이분법적 담론구조에서 기인한 문제점이라고 주장한다. 필자

는 평화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상황진단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현실감이 있는 내외부적 상

황평가를 하고 있다.    

 

2. 발제문에 대한 토론자의 논평:    
 

 4장 신정부의 한반도 평화전략 방향에서 필자는 북한의 국가전략과 내구성을 고려한 정

책고안을 제언하고 있다. 정책제언에서 필자는 논리적으로 상호충돌하는 평화전략과 안

보전략을 동시에 논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 전략중심으로 필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

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필자는 자체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균형전략, 확산방지

와 같은 봉쇄전략 등 다각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비확산정책

을 거스리며 한국 자체핵무장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

청된다. 또한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인가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봉쇄전략 또한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 실행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전면전으로 발전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근본이익침해에 해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정책대안 
 

1) 강 대 강 맞대응을 선 대 선 맞대응 구조로 전환  

 

○ 남북 정상 간 신뢰구축  

 

- 대북특사 파견을 통한 남북 정상 간 소통강화로 위기관리 및 상호 양보와 타협증진 필

요  

 

- 전임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소통라인을 활용한 윤석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상호 신뢰 구축 필요  

 

- 남북정상 간의 친선과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문재인 전임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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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위원장 간 가교역할이 필요함  

 

- 한반도 안보의 한반도화를 위해 당사국인 남북은 한반도 주요 안보 사안을 남북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한 TOP DOWN 방식의 정치적 타결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 군비통제의 제도화  

 

- 초보적 운용적 군비통제 단계인 9/19 남북 군사합의를 좀 더 발전시켜 구속력 있는 

구조적 군비통제로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남북 간 민족 공영을 위한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고 갈등 요인을 축소하는 확동축이 접

근법과 함께 미국 심리학자인 찰스 오스굿(Charles Osgood)이 갈등완화전략(GRIT: 

Graduated Reciprocation in Tension Reduction) 적용이 바람직함  

 

○ EU의 중재자 역할 강화 

 

-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바이든 취임 이후 미국 독자대북제재가 3개월간 22건이

며 북한 관련 제재 대상도 527건으로 늘어남  

 

- 북미 간 갈등을 축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대북 압박 정책 일변도의 미국

의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대북정책 옵션이 제한된 상황에서 유럽은 앞으로 진전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현재의 강 대 강 대응구조탈피를 위해 한국과 미국에 대

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특히 EU의 안보협력 경험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에 유익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2) ‘북한의 비핵화’ 용어 재정의   

 

○ 북한 비핵화 용어에 대한 재정의  

 

-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온 북한은 북한만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사

안임으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초점이었던 ‘한반도 비핵화’로 재정의하는 것이 북한

과 대화복원을 위해 바람직함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려면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조건과 동기를 제시해야 

하는데 국정 목표에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 구체적 정책 방안이 제시되지 않

고 있음  

 

-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있으면 북한경제 회생을 돕겠다는 발상은 이명박 정부 때도 시

도한 실패한 정책의 답습으로 판단됨 

 

- 한국의 역대 정부가 제시한 단골 매뉴인 대북경제지원은 북한이 바라는 본질적인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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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 프로세스 동력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 향후 

미국이 어떤 셈법으로 나오는가에 따라 상황이 반전될 여지가 있음.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려면 미국은 예전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 전개

되고 있음 

 

- 최종출구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이 상생 가능한 창의

적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정에서 상호 양보와 타협의 태도 견지가 관건임    

 

○ Plan B 대응책 마련  

 

-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 북한의 핵에 대응할 현실적 대

응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plan B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성 제기됨  

 

-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발전의 전 주

기에 대해 자주권을 높이고 수중 킬체인 완성을 위해 핵잠수함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

기됨   

 

3) 한미동맹 공고화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실시 

 

○ 쿼드 군사훈련 참가 신중필요  

 

- 한미동맹의 건전성 유지 하에 QUAD 반중국 군사훈련 참가는 한중 간 경협을 고려하

여 신중을 기해야 함 

 

- 한국이 QUAD 반중군사협력체에 점진적 가담을 위해서는 대중 무역의존도(약 25%)를

_낮추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국의 경제안보를 지킬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이외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함으로

써 중국 이외의 시장을 확장해야 함.  

 

· 중동·아프리카·중남미·중앙아시아 지역과 자원·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교역·소비시장 확

대, 신규 개발 수요 발굴 등에 집중해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협력을 강화하고 한-아세

안 '상생연대 구상' 차원에서 '한-아세안 ABCD 전략'을 추진하여 중국 대체시장을 확

대해가야 함    

 

· 한-아세안 ABCD는 인적자본 교류 활성화, 보건의료 협력 증진, 쌍방향 문화교류 실현, 

디지털 아시아 구현을 의미함. 

 

○ 북한의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에는 상응 대응  

 

-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레드라인을 넘는 군사도발에는 이에 대응하여 한미 간 실기동훈

련(FTX)을 실시하여 맞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CPX훈련으로 축소 조

정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분위기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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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협력사업추진 

 

○ TOP DOWN 방식의 정상간 정치적 결단 

 

- 본질적이지 않은 남북협력사업은 북한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협력사업

은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명박 시대의 대북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성이 제고됨   

 

- 북미 간 그리고 남북 간 현재의 경색된 국면을 타개하고 대화국면조성을 위한 남·북·

미 정상 간 TOP DOWN 방식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임   

 

○ 동북아 방역협력체 설립  

 

-  마스크를 쓴 김정은 위원장을 첫 공개하며 노마스크 정책을 포기한 정황이 드러남. 

코로나가 북한에 확산함에 따라 효과가 좋은 백신 접종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함 

 

- 평양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에 코로나 확산으로 18만여 명이 격리되고 6명이 사

망했다고 보도함. 4월 말부터 퍼진 코로나는 짧은 기간 35만여 명의 유열자(발열자)가 

나왔으며 그중 16만2천200여 명이 완치됐다“고 밝힘 

 

- 현재 COVID-19가 북한에도 확산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상황 하에 정부는 동북아 방역

협력체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이를 통해 남북 간 대화의 실마리를 풀고 나

아가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

행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함.  

 

· 윤 대통령은 코로나 정상회의서 백신 필요국에 빠른 접종을 약속함. 백신이 필요한 북

한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코로나 백신 지원을 제안한다면 보건위기 상황 하에 놓인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음 (끝) 

 

** 본 토론문은 필자개인의 견해이며 필자가 속해있는 정부기관의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

다. 

 

 

 

 

 

II. 왕선택 박사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1. 총평 

 신정부 외교 여건을 외부와 북한, 국내 정치로 구분해서 분석하고, 외교 정책 

과제를 제시한 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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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부 외교 정책 특성을 인수위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5가지 과제를 

제시. 첫째, 글로벌중추국가 추진에서 국익과 충돌 문제 해소. 둘째, 가치 

외교에서 주변국과 공동의 가치 탐색과 조화. 셋째, 북한 비핵화 규정으로 협상 

성립 대안 마련. 넷째, 중국과 러시아 협력 확보. 다섯째, 원칙 있는 관여에서 

개념적 모순점 해소. 5가지 과제는 신정부 외교 정책 추진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의견으로 평가 

 신정부 외교 정책 방향에서 달라진 북한의 국가 전략을 고려해야 하고, 현실적 

접근법의 중요성, 억지와 관여를 병행할 것을 강조한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실질적 제안으로 평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근본 이익’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모호성에 주의하면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동의 

 국내 정치에서 이념적 양극화와 이분법적 담론의 문제점 지적은 적절. 통일, 외교, 

안보 정책 분야에서 초당적 협력 체제와 거국적 정책 자문 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적극 동의  

 외교 환경 분석에서 현재 국제 질서 변화와 관련해 부분적으로 추가 토론 필요. 

미국의 지도력이 쇠퇴하는 중인지, 아니면,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는 것인지 구분 

필요. 한-미-일 협력과 북-중-러 협력이 구조화되는 것인지도 냉정한 평가 필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끼인 나라’인지, 아니면, 대륙권과 해양권 모두에 속한 

‘중첩 국가’인지 정밀 진단 필요 

 통일, 외교, 안보 정책 분야에서 우리 나라 전문가들이 문제 인식과 평가, 대응 

전략 마련과 이행 등에서 독자적인 분석틀과 역량 제고 필요  

 

2. 세부 논평 

가. 선비핵화 vs. 선 평화정착 

 신정부가 선 비핵화 후 대규모 경제 지원 구상을 제시한 문제를 분석하면서 진보 

정권의 대북 정책을 선 평화정착으로 묘사.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을 회고할 때 

선 평화정착보다는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가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구도를 전제로 한 평화 프로세스로 이해. 선 평화정착으로 규정할 경우 선 

비핵화 접근법과 대비되면서 상응 조치를 먼저 제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해 가능성 우려 

 신정부에서 거론하는 선 비핵화 접근법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채택한 것으로 북한의 극렬한 반발을 유발하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악순환의 

함정으로 빠져들었던 경험을 회고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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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끼인 국가인가, 중첩 국가인가?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국가로 묘사하는 사례가 많아지

는 것과 관련해, 이 묘사가 정확한 것인지 재검토 필요 

 지리적으로 본다면 모든 나라는 어떤 다른 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에 대해서만 낀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 정치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나라라고 해도 지구촌 상당수 국가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으

로 외교적 압박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대해서만 낀 나라라고 묘사할 필

요가 있는지 의문   

 국제 관계 맥락에서 통용되는 문명권 개념을 적용할 경우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

사 동맹으로 태평양 권역 또는 서방 국가 집단에 속하고,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

로 하는 중화 문명권 경험을 공유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는 양측 권역에 동시

에 소속됐거나, 연결됐다는 특징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결국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에 낀 나라가 아니라 해양 세력권과 중화 문명권

에 모두 소속된 중첩국가로 부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 중첩국가의 대외 

정책 옵션과 낀 나라의 대외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냉정한 분석 필

요  

 

다. 한-미-일 협력 vs. 북-중-러 협력 

 미-중 전략 경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협력이 증대된 것은 사실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관계 개선을 예상

하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과거에도 상황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협력한 적도 있

지만, 서로 경원시한 적도 있고, 궁극적으로 양측 간 불신의 뿌리가 깊다는 점에 

영향을 받아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온 관계 

 북한과 중국도 지정학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적지 않은 악연과 갈등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관계 격상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사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미국을 공동의 경쟁국가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차원의 갈등 요소와 사회주의권에서 지도력 경쟁 

등으로 국가이익의 충돌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협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  

 한-일 관계 역시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한-일 관계 악화의 핵심 원인이고, 일본

의 우경화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

선을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   

 결국 한-미-일 3국 협력이나 북-중-러 3국 협력이 구조화됐다고 말하기에는 아

직은 이른 시점으로 평가  

 

 

라. 미국 쇠퇴론 vs. 미국 전략 변경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은 냉전 종식 이후 발생한 전쟁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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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면 전쟁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국제 지도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방 또는 저지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러

시아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곤경으로 몰아넣은 것인지에 따라 미국의 국제 

지도력에 대한 평가 양분 

 침공을 저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미국 쇠퇴론이 정확한 분석이 되고 향후 국제 질

서에 혼란이 발생하는 시나리오 예상 가능. 국제 질서에 혼란이 발생하면 미-중 

전략 경쟁에서 중국이 팽창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지역적으로 

강압적 외교를 전개할 가능성과 더불어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지역 

패권 국가들의 발호 예상 가능 

 미국이 러시아를 계획적으로 곤경에 몰아넣은 것이라면 미국의 국제 지도력은 강

건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고, 미-중 전략 경쟁에서 미국이 우세한 상황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 가능.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얽매이면서 국력 

약화와 국제적 존재감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 주목  

 현재까지 전개된 상황을 본다면, 미국 쇠퇴론과 전략 변경론이 동시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분석되고, 현재의 미국 중심의 느슨한 일극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

상하는 것이 합리적  

 

3. 정책 대안  

 

가. 진영 논리 탈피 및 실사구시 접근법 필요  

 우리나라 통일, 외교, 안보 사안은 매우 심각하게 정치쟁점화된 주제로 객관적이

고 실질적인 상황 파악이나 대안 마련보다는 진영 논리에 따라 제기된 담론이 득

세하고 있다는 특성 인정 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굴종적인 대북 정책을 전개했다거나, 한미 동맹이 훼손

됐다고 평가하는 것 등은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진영 논리에 영향을 

받은 사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진영 논리에 따라 과도한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는 진영 논리에 따른 논의는 적절하게 

지양하고, 실사구시에 의한 냉철한 판단에 근거해서 정책을 전개하는 노력이 절

실하게 필요  

 

나. 초당적 협력 체제 및 거국적 자문 체제 구축   

 우리나라에서 통일, 외교, 안보 사안에서 진영 논리가 득세한 것은 대북 정책을 

당파적으로 접근하는 습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 대외 문제를 당파적으로 접근할 

경우 객관적 분석과 평가가 불가능하고, 부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정책을 전개하

기 때문에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  

 대북 정책을 포함한 대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파적 접근을 지양하고 초

당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인 급선무이자 핵심적 과제  

 초당적 협력 체제 구축과 더불어 대통령에 대한 정책 자문이 국가적으로 최고 수

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 현재는 진영 논리와 더불어 캠프 우선 원칙이 중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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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기 때문에 동일한 진영 내부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대선 캠프에 참여하지 않

은 정책 전문가는 정부 요직에 임명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정책 자문회의에 초

청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당파적 접근법과 진영 논리가 득세하는 것은 필연  

 정책 전문가 중에서 대선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정책 자문회의에는 초

청해서 다양한 건의와 제안을 수렴하는 것은 정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당

연한 조치 

 

다. 독자적 세계관 인정 및 양성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초당적 협력 체제와 거국적 정책 자문 체제를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 전문가들이 서구 중심의 세계관에 기반한 대외 정책 분석틀

에 의존한다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독특한 정책 현안에 대해 적합한 맞춤

형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국제 정치 사안은 보편적인 국제 정치 이론에 따라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만, 세계 각국별로, 또는 지역별로 지정학적 특수성이 존재하는 만큼 보편적 접근

법과 지역적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3의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  

 우리 나라 전문가 중에 일부는 서구 중심의 보편적 원칙만을 중시하면서 한반도 

특수성을 경시하는 특성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오판과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적

지 않았다는 점 기억 필요  

 현재 한반도 지정학적 특수성에서 고려돼야 하는 점은 남한과 북한이 단일 민족 

국가로 수천년을 보내온 경험 때문에 통일에 대한 지향성이 강력하다는 점, 미국

이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중국에 대해 한국은 중화문명권의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

에 별도의 감정을 갖고 있다는 점, 1950년 동족 간 전쟁으로 300만 명 이상의 인

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는 물론 남한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트라우마, 북한에서는 제국주의와 강대국에 대한 트라우마가 존재한다는 점 등 

 

4. 추가 논평   

 신정부 대외 정책 기조를 보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비핵개방3,000’과 

유사성이 많다는 점에서 우려와 불안감 공감. 신정부는 달라진 외교 환경을 감안

해서 냉철한 현안 파악과 정확한 대안 마련에 주력하기를 간절히 소망. 다만, 이

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에 핵심 참모를 시켜서 북한과 비밀 협상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신정부 기간에도 북한과의 비밀 협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 신정부는 보수 정권으로 북한과의 적극적 관계 개선을 결단할 경우 

야당인 진보 진영이 반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전의 가능성 존재   

 신정부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해 북한과의 협상이 성립되기 어려운 장애물을 스스로 조성한 것으로 분석  

 신정부가 한미 동맹을 공고하게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로 평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 문제는 북한과의 관계 개

선이나 중국과의 관계 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 의지

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친미 일변도로 편향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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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와 한중 관계도 동시에 개선하고 긍

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표준 정석 (끝) 

 

 

 

III. 곽승지 박사 (전 연변과기대 교수) 

 

1. 총평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 문재인 정부와 확연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윤석열 정

부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대북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높다. 그 이면

에는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물론 주변인사들의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입장 표

명과 함께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는 등 매우 적

극적으로 한국과 미국 및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등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한 염려가 자리잡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의 평화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전략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제문 역시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윤석열정부가 한반도 평화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먼저 진단했다. 대외 여건, 남북관계 여건, 대내 여건 등 세부분으로 나

누어 진단한 발제자는 모든 점에서 평화전략을 추진하기가 녹녹치 않음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사회의 이념적 갈등 현상에 주목하며 대북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

운 점에 주목했다. 미중간의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

의 역학관계 또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특히 평화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가

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건의 객관적 측면 못지않게 주관적 측면의 중요성

을 감안할 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공세적 태도를 취함으

로써 스스로 상황을 어렵게 만든 점에 대한 언급이 미미한 점은 아쉽다.   

발제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리해 발표(5.3)한 외교안보분야의 국정과제(3대약

속과 18개 과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평화전략을 살폈다. 정부 출범 초기인 점

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발제문은 외교안보분야의 국정과제에 대해 

모두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과제들을 제시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전략을 위해 북한과 연관이 있는 부분은 세부분이다. 그중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세번째 부분이다. 네번째는 대북문제에 대한 국제공조 

문제를 다루고 있고 다섯번째는 북한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정부 

출범 초기라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전략과 관련된 핵심 사안들, 

예컨대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는 접근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들었다.   

발제문은 마지막 파트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평화전략 방향에 대해 다루었다.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또는 전략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발제자가 현재의 상황에

서 새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취했으면 하는 전략 방향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발제자는 모두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세번째 '비핵화와 대

북제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종착점 확인과 비핵화 협상의 입구 찾기> 및 

<대북제재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특히 앞부분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한반도비핵화 대신 북한비핵화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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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데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뒷부분에서는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력

을 집중할 필요를 제기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관여'를 위한 여지를 열어둘 것을 

제시했다. 관여의 대상으로 백신과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 지원 등을 들었는데 최근 

북한이 코로나 집단 발병을 공식화해 주목됐다. 

토론자는 발제문을 읽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막 출범해 아직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제

시되지 않은 상황에 더해, 평화를 대북정책의 키워드로 활용해온 문재인 정부와 차별

화된 정책을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평화전략의 불확실성에 대한 발제자

의 곤혹스러움(?)을 느꼈다. 발제문 제목 “신정부의 한반도 평화전략 방향 모색” 역

시 그같은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등을 살피는 데는 유용했다.  

 

2. 토론문에 대한 의견 

 
0. 선비핵화 논리의 정당성 

- 발제자는 평화전략 추진을 위한 남북관계 여건에서 북한이 선제핵사용 교리를 발

표함으로써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선평화정착 논리의 설득력이 감소한 

반면 선비핵화 논리가 우세한 상황이 조성됐다(p. 3-4 첫째 하단)고 언급했다. 팩트

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전후 사정을 좀 더 살펴야 하지 않을까? 즉 김정은이 선제

핵사용 교리를 발표한 시점이 대선이 끝난 후라는 점에서 북한의 발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   

- 김정은은 핵포기 입장을 밝히고 이를 위해 일련의 북미 남북 정상회담에 응해왔다. 

그리고 나름 변화를 바라며 인내한 측면이 있다. 최근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

태를 북한탓으로만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 보인다. 

0. 비핵화 프로세스 대신 핵무장(?) 

- 발제자는 “북한의 핵보유 의지 강화로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과연 현 시점에서 적절하고 효과

적인 선택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이 프로세스가 적절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은 선택이라는 결론에 이를 때를 전제로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

배치와 같은 균형전략, 확산방지와 같은 봉쇄전략 등 다각적인 대안들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p. 9 가. 하단)고 주장했다. 

- 이 주장은 토론자에게는 충격적이었다. 상황이 변한데 따라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엉뚱할 뿐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다.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

한 설명이 아니라 발제자가 정책 제언 형태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아하다. 좀 더 구

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0. 동맹 편승이냐 다자외교냐 

-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어 미국에 편승한 동맹외교가 강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발제자는 이런 점을 의식, 미국에 동맹보증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9 나. 첫째 상단) 과연 가능할까? 특히 한국정부가 미국에 의존하면 할

수록 미국에 구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면 그것이 실재화 될 가능성은 낮다.  

- 또 중견국 다자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p. 10 나. 둘째) 동맹 편승 전략에 따

라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한 상황에서 다자외교를 통해 미국과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

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으로 보인다.  

 

3. 토론문 주요 내용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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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제정세에 대한 해석 

- 발제자는 평화전략 추진여건 중 외부 여건과 관련해 미중갈등과 우크라이나사태 

등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가 바람직한 전략을 위한 선택

을 강요받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제와 안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효과적으로 

포획하기 위한 경제안보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 정책담론이자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p. 2 첫째 하단) “향상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바탕으로 국가이

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안보 포지션을 설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p. 3 

둘째 하단) 

- 특히 각자도생, 전통적 안보딜레마 가중 등의 주장은 다자주의를 통한 집단안보와 

경제블럭화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현재의 상황

이 다자주의와 집단안보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것은 다른 한쪽을 포

기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0. 한반도 주변 정세를 신냉전체제의 관점에서 보는 게 바람직한가 

- 발제자는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대립이 구조화단계에 접

어들고 있다며 불완전체인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관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일 협력에 비해 북중러 협력이 더 전략적이고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p. 3 셋째 상단) “한미일 협력이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p. 3 셋째 하단) 

- 이 주장은, 한일관계 개선과는 별개로, 한반도 주변 상황을 신냉전체제로 인식한데 

따른 것으로 미국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한미일 관계

를 완전체로 만든다면 그 구조하에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더

욱이 발제자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일 관계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한중 한러 관계를 악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이 처한 딜레마인데 이

에 대한 고민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0. 한미동맹 + 알파(?) 

- 발제문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손을 잡고 글로벌 아젠다와 이슈에서 선도적 역할

을 수행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며 “인류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보편적인 공동 위협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특수성 이외에 새로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p. 7 첫째 하단)고 언급했다.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 알파”는 무엇을 의미

하나? 

0. 남북관계의 정상화(?) 

- 국정과제 18번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라는 표현은 현재의 남북관계가 비정상이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남북한 간 대화의 부재를 의미하나? 아니라면? 

 

4. 주제와 관련한 토론자의 첨언 
0. 대화만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아 섣부른 감이 없지 않지만 대선기간 윤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인사들의 언급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정책과제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14년 전 이명박정부 시대로 돌아간 듯 보인다. 

특히 핵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매우 유사하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경제협

력 추진” 주장은 이명박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한반도비핵화

가 아니라 북한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는 오히려 더 경직된 것으로도 보인다. 

대화 상대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다. 

- 문제는 북한이 선비핵화를 받아들일리 없기에 대화가 실종되고 남북관계는 경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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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미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같은 우를 범하려 할까? 

- 북한은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비핵화를 위해 나름 진지한 노력을 해 왔다. 베트

남 하노이에서의 북미회담 이후 상황이 꼬였지만 북한은 비교적 오랜 동안 상황 변

화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남한에서 

보수정권이 탄생하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공세를 취하고 있다.  

- 북한의 공세적 태도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북한이 말

걸기 위해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까?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 창궐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국제사회에 은근히 도움을 청한 것에서 보

듯 북한은 여전히 대화에 목말라 있는 게 아닐까? 대화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 

-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대화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미완으로 끝난 하노이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화를 풀어갈 방법을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강국을 선언하였지만 여전히 비핵화 가능성을 열어둔 

점을 고려하여 한미측이 좀 더 아량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말이다.  

-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한국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한국정부가 북한의 코로

나 방역을 지원하는데 적극 나섬으로써 대화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마침 윤석열 대

통령이 북한의 방역을 돕겠다고 나서 이것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

다. 

0. 평화가 모든 것에 앞선다 

- 우크라이나 사태는 안타깝게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8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비통한 모습을 지켜보며 사람들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스레 되새겼을 것이다.  

- 휴전상태에서 근근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에는 최근 전쟁의 그림자가 짙

게 드리우고 있다. 대화는 실종되고 전쟁 운운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도 엄중하다. 

- 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다. 요한 

갈퉁이 말하는 '적극적 평화'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현재와 같은 평화상태는 지켜야 

한다. 

- 한반도 평화전략은 대립과 대결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철학을 토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피스키핑(peacekeeping/ 분단체제)

을 극복하고 피스메이킹(peacemaking/평화체제)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전제는 현재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평화전략이 중요한 이유이다. 

- 재일교포 강상중 교수는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를 '친구 혹은 

적'이라는, 십자군전쟁 이래도 이어지고 있는 갈등 구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상대를 적이 아닌 친구로 대하려는 마음이 부족해 갈등이 되풀

이 된다는 것이다. 평화가 먼저라는 믿음을 가지고 상대를 친구로 대할 때 한반도의 

피스메이킹도 가능할 것이다. (끝) 

 

 

 

IV. 이호령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 문제제기 

- 역대 행정부들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의 군사적, 비군

사적 위협을 감소시켜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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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정책, 평화전략을 추진하기에 대내외 안보환경이 유리하게 작동한 적

은 있었는가?  

- 한반도 평화정책, 평화전략은 남한만 추진해왔는가? 북한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

화정책과 평화전략이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집권 10년에 이르는 현재까지 근본

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정책과 평화전략에 대

해서 왜 우리는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찾고자 하는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수많은 

남북회담과 남북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유지가 안 되고 있는 

원인은 역대 행정부들의 대북정책 실패 때문인가? 아니면 북한의 한반도 평화정

책 실패 때문인가? 

- 한반도 평화정책 논의와 관련해 왜 우리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만 그렇게 

비판적이고 창의적 해법을 찾되, 북한의 대남 정책에 대한 비판과 창의적 해법을 

요구하지 않는가? 

- 트루먼 대통령은 평화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야 함을 강조함. 평화를 지키기 위한 비용을 현재 지불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평

화를 잃는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따라서 ‘평화의 의지’와 관련해 북

한은 ‘자위력 강화’를 추구하며 북한식 NPR을 발전시켜왔고 한국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억지력 강화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 왔음 

- 돌이켜보면, 그동안의 대북정책들은 북한의 변하지 않는 한반도 평화정책과 평화

전략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과신과 조급함이 있지 않았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 

새로운 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과신은 북한의 전략과 전술을 면밀

히 분석하기 보다는 내가 듣고 싶고 원하는 답변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며 북한

에 대한 낙관적 평가를 하는 오류를 범함 

- 대북정책의 기본은 한반도에 물리적, 비물리적 위협과 도발이 없는 상황을 지속

시켜 나가고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남북이 신뢰구축을 해 나

가는 것임. 그런데, 전자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평화 만들기 

강조는 북한에 잘못된 남북관계를 인식시킴 

2. 한반도 평화전략 추진여건에 대한 북한과 국제사회 진단 

  -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전쟁이 한반도 평화전략 추진과 관련해 강대강구도를 만

들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에게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김정은의 푸틴 따라하기와 북중러의 전략적 관계 공고화가 결국 북, 중, 러 모두에게 

손실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각인시켜 줄 수도 있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은 김정은의 4.25 연설로 북한판 NPR발표로 이어지며 한

반도 핵문제와 위협을 증대 시키고 있지만, 북한은 푸틴의 전략군 중심의 국방개혁

이 초래한 ‘군비통제의 역설’의 늪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되는 과정으로서의 북한의 핵무기 수량 감축, 중장거리 미사

일 감축이 가져오는 ‘군비통제의 역설’ 문제를 감안해서 비핵화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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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란 핵합의인 JCPOA의 스냅백 조항의 한계가 잘 드러났듯이, 스냅백 상황으

로 되돌아갔을 때, 후속 행동과 원 합의 수준으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줌. 더군다나, 이란은 스냅백 이후 다시 JCPOA로 되돌아오는데 국가안보와 관

련된 곳의 IAEA 사찰 금지, 우라늄 농축율 증대 등을 내세우는 등 이전 JCPOA의 

상황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따라서 북한과의 비핵로드맵 합의를 위해 중간 과정으로의 스냅백 조항이나, 사실상

의 핵군축 요소 등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지도 연기시키는 것도 아님 

- 더욱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수준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현 수준에서 연기시킨다고 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더 잘 보장된다고도 볼 수 없음 

- 한편, 김정은 정권이 체제내구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똑같이 

정치사상 강화와 국방력 강화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부재한 상황임. 문제는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내세울 수 있는 최대치들이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역으로 소진

되고 있는 상황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로, 각기 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핵, 미사일 다종화로 한미를 강압하려고 하나, 오히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한국에

게는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한미일 대북공조 강화를,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북한에 대한 

통제력 약화를,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는 핵도미노 위협의 가능성을 불러 오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와 핵미사일 수량 증대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음 

- 더군다나, 지난 4월 김정은 집권 10년의 화려한 경축행사와 열병식을 위해 유입된 

물자와 북한주민들의 동원과 집결이 북한 전지역으로의 코로나 확산을 가져옴으로써 

코로나 제로와 애민주의를 내세웠던 김정은의 통치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이 높으며, 단기간 내에 코로나 확산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북한은 보건위기와 더불

어 북한인권문제 심화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이 직면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2019년 하노이 회담결렬 이후 ‘새로운 길’을 걷

겠다는 정책이 2022년 북한 내부정세와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현 정책 

고수가 오히려 김정은체제에 안정보다는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음.  

- 따라서, 선제적으로 북한에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해주겠다는 대북정책보다는 역대 정

부들이 추진해왔던 기조를 유지하며 서두르지 않고 원칙을 제시한 선에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3. 윤석열 행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제언  

가. 한국 위상에 맞는 외교 정책 추진 틀 안에서 대북정책 추진 

-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에 대해서 남북관계를 한반도 내로 ‘in bound’ 시키지 말고, 

한반도와 한반도 이외 지역의 경계에서 벗어나는 ‘out bound’의 시각과 정책 수립이 

필요 

- 북한 핵문제, 보건문제, 인권문제, 에너지 문제 등은 남북간 ‘우리 민족끼리’를 앞세

운 남북관계 발전의 틀로 해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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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와 상생, 나아가 번영의 문제는 남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

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동북아 지역을 포함한 인태지역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

를 풀어나가는 것이 북한과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됨 

- 따라서 신행정부는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오히려 글로벌 리더 국가 중 하나로 

국제질서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외교안보정책 추구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

가는 대북정책 추구 방향 전환이 필요. 국제체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합 vs 권위

주의/독재주의의 구도로 대립 심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익에 부합하는 원

칙과 그에 따른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보이스를 내는 것이 필요. 한미관계 발전도 

동맹을 넘어서는 역량추진을, 한중관계도 북한의 문제를 극복하는 역량추진 등을 통

해 양자, 다자 외교에서 국제사회를 향한, 지역사회를 향한 평화에 대한 한국의 입장

과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모호성에 따른 외교의 

난관을 극복하는 전략과 전술이 요구됨  

 

나.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템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 

-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는 시점을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음. 

북한이 체제내구력 유지와 자위력 강화에 자신감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에 

나올 수 있는 시점과 자위력 강화를 강조하기에는 북한의 대내외에 도전 받는 상황

이 높아져 비핵화 협상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을 구분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

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 

- 1차 핵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정치, 경제, 에너지, 안전보

장 등의 의제들이 포괄적 해법, 패키지 해법, 조기수확 로드맵 등 각 의제들은 비핵

화 촉진을 위해 조합 순서, 단계, 조건, 시간 등이 다양하게 조합되고 합의를 이뤄냈

지만, 합의 파기와 교착, 합의 없는 대화,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지속 등이 이뤄져 

왔음 

-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이나 미국 모두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충분히 감안해서 

협상에 임했다기 보다는 매번 지금보다 더 나쁜 ‘레드라인’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협상을 촉진시켜왔음 

- 돌이켜보면, 북한이 넘은 레드라인은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수준에서 볼 때 한

반도 평화와 안정에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해주기도 함 

- 그렇다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초조해하며 북한이 원하는 방안을 수용하

면서까지 협상에 대한 조급함을 보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의 질적, 양적 완성을 추구하는 북한판 NPR을 추구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은 무한정 이 수순을 추구할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음. 북

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수준이 높아질수록 북한은 이에 대응

해 추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레드라인을 넘는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대상들이 거

의 남지 않음 

- 따라서 이 시점이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의 장에 나오게 되는 시점이 될 것임. 이 시

점까지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화의 장은 열어놓되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행보에 

대해 억지력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레드라인을 넘는 비용 

증대와 더불어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에 따른 양적, 질적 역량 증대가 미래 협상시 북

한의 레버리지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점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음. 

- 군비통제의 역설을 북한 비핵화의 역설로 적용해 보면, 예를 들어 북한이 10개의 핵

무기로 대북제재 해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수 년간의 대북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100개의 핵무기로 대북제재 해제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그동안 

경제를 희생시키며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에 들어간 비용을 북한이 다시 경제를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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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비핵화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됨. 더욱이 전략군 중심의 자위력 강

화는 비핵화 협상과 더불어 국방력 재편과 개혁까지 단행해야 하기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미루면 미룰수록 북한이 향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규모와 범위는 점점 커

지게 됨 

-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에 대한 억지력 강화가

최우선이 되야 함. 대북 억지력 강화 틀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야 

함. 즉, 억지력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대화의 창이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며 억지력과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신뢰하며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북측에 각인시키는 것도 필요함(끝) 

 

 

 

V. 추원서 박사(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 총평 

 

o 발제문은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처해 있는 정치 및 안보 상황을 외부(국제

적), 남북관계, 내부(국내적) 여건이라는 세 가지 프리즘으로 진단한 후, 지금까지 드러난 

새 정부의 외교안보분야 정책기조 하에서 향후 바람직한 한반도 평화전략의 추진 방향을 제

시하고 있음. 

- 매우 시의적절하면서도 잘 정리된 균형 잡힌 발제로 생각됨. 특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안보 과제와 대북정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좋은 토론거리 제공 

 

□ 논평(발제문 요약 및 평가) 

 

1. 서론(문제의 제기): 윤석열 정부, 원점 상태에서 대북정책 모색 및 추진 필요  

-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북정책은 임기 초 한반도 평화정착 가능성을 확인하고 평화 

동력을 촉진하여 국면 전환에 성공하였으나, 임기 중.후반  지속가능한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추진에는 한계 노정 

- 특히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국면 전환 동력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북한의 강력한 봉쇄조치와 근본문제 우선해결 원칙에 밀려 교

착국면 타개가 무위로 끝남. (정작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주어진 시간은 불과 2년 미

만 불과) 

- 2018년 평창 올림픽 계기로 어렵사리 조성된 평화프로세스 국면은 지속된 교

착상태를 풀지 못한 채, 최근 북한의 ‘화성-17형’ 시험발사로 인한 모라토리엄 철회

와 7차 핵실험 가능성 고조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와 함께 2017년 상황으로 회

귀 

 

2. 신정부의 한반도 평화전략 추진여건 진단 

→ 평화전략 추진여건 진단의 중요성 지적에 크게 동감.  

 

- 발제자가 분석한 현재의 여건은 

1) 외부 여건 

- 협력과 공존보다는 갈등과 대립 

     -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움직임 

  - 한미일 對 북중러 대립의 구조화 단계 진입 

2) 남북관계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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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개선 동력 크게 약화 

  - 북한의 핵과 국방력 우세 앞세운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시도 

  - 북한, 체제 내구력 확신과 제재 극복 자신감 바탕으로 정책 추진 가능성 높아

짐 

3) 내부 여건 

  - 한국사회의 고질적 이념화 구조로 인한 국내 컨센서스 확립의 어려움 

  -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분법적 담론 구조  

 

→ (토론자의 문제 제기 및 관련 견해) 

 

 *① 평화프로세스 중단 시발점이 된 ‘하노이 노딜’의 문제점에 대한 냉정한 진단 

필요:  

- 과연 미국의 대응은 적절했는가? 특히 김정은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는가? 영변 핵 시설 포기를 받아들이면서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민생관련 제재 

일부를 해제해주는 식의 단계적 해법 모색은 불가능했는가? 이후 미국은 왜 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는가? 

- 협상이 결렬되고 이후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북한의 무리한 요구 때문

이었나, 아니면 미국의 사정(정치 일정 등) 때문이었는가? 

-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비핵화 동력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활용할 수는 

없었을까?  

- 미국의 오판과 실수가 북핵 문제 해결 도정에 찬물을 끼얹은 적은 없는가? 

미국 

의 실수로 인한 부분이 적지 않다면, 이를 책하거나 보완할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가? 

- 한미동맹은 미국의 무오류성을 전제로 하며 무조건 추종해야 하는가? 그것이 

한미동맹의 강화와 남북관계의 재건(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② 북한 체제의 내구성 및 경제재재 극복 자신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필요:  

- 발제문은 북한이 체제 내구력에 대한 확신과 대북제재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대남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 그렇다면 UN 등 국제사회의 제재는 비핵화를 위해 과연 어느 정도 유효한 

것인가? 즉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논리적 근거는 북한이 핵 보유 대가가 너무 커 어쩔 수 

없이 비핵화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했는데, 제재의 유효성과 관련 반문에 직면? 

-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발제자의 평가는?  

 

*③ 남한의 역할에 기대를 포기한 북한, 화풀이 대신 남북협력에 다시 나게 할 방

안은?  

- 발제문은 북한이 핵무력을 담보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보고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환경을 주동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가들과 관계를 긴밀화해서 경제건설의 활로를 모색하려 한다고 봄. 이 

때문에 과거처럼 남북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는 거의 소진되었다고 평가. 이는 북한이 

두 차례에 걸친 정상간 합의문이 나와도 한미동맹과 대북제재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남

측의 한계를 목격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봄. → 충분히 수긍이 가는 지적. 그렇다면 북한

을 대화와 협력의 광장으로 나오게 할 창의적 방안은? 한국의 독자적 역할 공간은 과연 

없는 것일까?  

 

3. 신정부의 외교안보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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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新 정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국정목표

로 설정 

 -  접근방법으로 국익 실용 외교 전략 제시. 포괄적 한미동맹 강화 지향 

 - 한미동맹의 특수성 외에 플러스 알파 필요 

2)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한 미.중.일.러 4개국과의 협력 강화 추진 

- 벗어나기 쉽지 않은 한미동맹의 연루 딜레마 

 -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관건(가치와 이익의 상충) 

3)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 

 비핵화와 평화체제 교환방식: 동시행동 원칙 → 비핵화우선 진전 원칙 선회 

        - 이는 “북핵 비핵화 실질적 진전 시 평화협정 협상 추진”,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경제협력 추진”으로 나타남. 또한 예측 가능한 한미공동 비핵화 로드맵 및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비핵화 협상 추진 제시 

        - 이러한 일방적 입장 변경은 북한이 수용치 않을 것임.  

      4) 우방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정책 주도 

 

→ (토론자의 문제 제기 및 관련 견해) 

 

** ① 상기 국정과제 중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 번째 항목임. → 발제자가 지

적했듯이 이러한 일방적 입장 변경은 북한이 결코 수용치 않을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도 받기 어려운 것임. 따라서 이는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

음.  

- 발제문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으려면 핵심 당사자인 북한을 

협상장의 입구로 유인해야 하는 과제부터 풀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능력과 핵 보유 의

지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선제 핵 사용 가능성마저 경고한 상황에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협상장으로 들어올 리 만무하다고 단정. 또한 <先 비핵화 진전 後 평화체제> 입장 역시 

비핵화를 무장해제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평화협정 등 안전보장 조치 없

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 → 토론자 역시 전적으로 동의. 

**② 그나마 인수위 정책과제 안에 한미공동의 비핵화 로드맵을 예측 가능한 수

준에서 만들고 제시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이 때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다 현실

적이며 균형있는 해법 제안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③ 발제문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견인을 강조하

면서 대북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데 충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며 중국의 소극적 협조로 인한 구멍(loophole)이 생각보다 크다고 지적 

 → 이 부분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한 부분임. 아울러 북한이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 국면에 나서게 된 데에는 중국의 대북 제재의 적극적 이행과 

외교적 압박이 상당부분 작용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2013.2.12) 이후 채택된 UN <결의안 2094호>부터 대

북 제재에 적극 참여 시작.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2016.1.6)을 전격 단행하자,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 의지 표명. 그러

나 북한 핵문제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는 ‘병행론’도 주장.  3월 2일 <결의

안 2270호> 채택 이후, 중국 상무부는 4월 5일 석탄과 철,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 그리

고 희토류의 수입 금지를 발표했고, 항공유에 속하는 5개 품목을 수출금지 목록에 포함하여 

대북 수출입 금지품목 발표 

 - 북한이 2016년 9월 제5차 핵실험(9.9)을 감행하자, 중국 외교부는 당일 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 강력 비판. 이어 2016년 12월 안보리 <결의안 2321호>에 동의. 동 결의는 민생

목적 제외라는 항목을 삭제하고 실질적 제재 준수를 담보하는 것으로 이전 제재와는 질적으

로 다른 제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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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3일 중국 상무부는 북한산 수입 규제품목 확대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제

재 이행 의지를 확고히 함. <결의안 2321호>에 중국이 찬성한 것은 중국이 북한 핵개발에 대

해 실질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음을 의미.  

- 동 제재의 경제적 효과가 본격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로, 경제제재는 북한 

경제에 큰 타격 줌.  이렇듯 중국은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확

실히 준수하고 북한 경제에 실질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래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듯, 북한의 대중국 수출과 투자는 2017년 이후 급

감하여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 북한의 지난 10년간 대중국 무역 추이 

출처: KOTRA, 『2020 북한 대외무역동향』, p.14 

 

- 이어 2017년 7월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8월 UN

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가 채택되는데 동의. 이 밖에도 중국은 2017년 8월에 대북한 

신규 경협 금지, 9월에는 경협 전면 금지조치 등을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 

- 따라서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  

∙ 즉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어 경제교류가 이전 상황으로 회복된 이후에도 중국의 

강력한 제재가 계속된다면 대북제재는 실효성이 클 것임. 그러나 소극적일 경우 그 효과는 반

감할 것임. 이유는 북한에 대한 UN 차원의 제재는 형식상으로 모든 UN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제재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을 중국이 담당하는 제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임.   

- 물론 미국은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 역시 책임대

국으로서 UN 결의에 위배하는 행동은 자제하겠지만, 현재의 미·중 관계는 상당히 취약한 상태로 

변하고 있어 대북제재에 있어 협력적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그림 2> 2013~2018 중국의 대북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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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각 년도 중국 대외직접투자통계연보 

 

4. 新 정부의 한반도 평화전략 방향 

 

1) 북한의 국가전략과 내구성을 고려한 정책고안 

2) 가치외교와 국익 증진 간의 딜레마 해소 

3) 비핵화와 대북제재: 

-  종착점 확인과 비핵화 협상의 입구 찾기 

- 대북제재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4) 억지와 관여의 병행을 통한 남북관계 관리 

 

→ (토론자의 문제 제기 및 관련 견해) 

 

***① 발제문은 북한에 대한 제재만능론이나 붕괴론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믿음은 

자칫 우리의 역량을 훼손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보유 의지 강화로 완전한 비핵화 가능

성이 감소하였음을 지적.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과연 

적절하고 효과적인 선택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적절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

은 선택이라는 결론에 이를 경우,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균형전략, 확산

방지와 같은 봉쇄전략 등 다각적인 대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크게 공감

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이 될 것임. 이와 관련한 토론자의 생각은 당일 토론

에서 밝히고자 함. 

 

***② 발제문은 사드 배치 후폭풍을 교훈 삼아 향후 한국이 가치동맹 편승 시 이

에 따르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보복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보장을 미국

에 당당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이해는 가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가치동맹 편승이 과연 우리의 바람직한 대외전략인지에 대해 토론자는 동의하기 어려

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한국의 대외전략 1순위는 한미동맹이지만, 그렇다고 가

치동맹이라는 명분으로 중국과 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한미동맹을 신성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라고 봄. 경제는 물론, 안보 및 통일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

익과 민족이익 관점에서 중국으로부터 우호적 중립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토론

자는 일각에서 미∙중 패권경쟁시대에 ‘외교적 모호성’은 시효를 다했다고 주장하는데 



36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음.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상대적 약소국은 국익을 위해 얼

마든지 외교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음. 오히려 일도양단식 외교는 

‘끼인 국가’로서 대한민국 외교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음. 

③ 중견국 다자외교의 중요성에도 십분 공감 

④ 비핵화와 대북제재, 억지와 관여의 병행을 통한 남북관계 관리에 대해서는 당일 

토론에서 견해를 밝히고자 함. 

 

□ 정책 대안 
 - 주최측이 요청한 정책 대안제시와 관련하여 이미 상당부분을 상기 논평 중 <토론자의 

문제 제기 및 관련 견해>를 통해 밝혔으므로,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

지 사항에 대해 부연하고 미흡한 부분은 당일 토론을 통해 제시하려고 함. 

. 

o 윤석열정부가 한반도평화구상(전략)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지속가능한 한반

도 평화실현을 위해 신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주최측 질문) 

- 윤석열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한반도평화구상(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공약집과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그리고 대통령 주변 주요 인사들의 언술을 종합

해볼 때,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완전한 비핵화’에 방점이 찍혀 있

으며,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정책은 차츰 윤곽을 드러낼 것

으로 보임. 

 

o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토론자의 제언 

① 북한 비핵화 문제는 절호의 기회였던 2019년 2월 미국의  ‘하노이 노딜’ 결정으로 인해 

이제 성공을 기약할 수 없는 중대 고비에 다다르고 있음.  만일 윤석열 정부가 ‘원칙있는 남

북관계’를 강조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에만 올인한다면, 5년 뒤 북한 비핵화는 거의 실현 불가능

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  

- 따라서 지난 시기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의 좌절 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토대 위에서 

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과연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3자 협력만으로 비핵화 열

차를 다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필요해 보임. 

② 북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인 북한의 호응과 신뢰에 기반한 양자 관계 

설정이 중요함. 이러한 견지에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현실적 방도를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수동적 약속에 머물지 말

고 이를 뒷받침할 성의 있는 대안 제시가 긴요함. 

③ 과거 시행착오를 반추해볼 때, 대북정책만큼은 일관성, 인내심 그리고 역지사지의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단순히 민주당 정권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국익과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는 진정한 국익 실용 외교 전략과 원모심려(遠謀深慮)의 

정책을 펼쳐줄 것을 기대함. 아울러 북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

로 필요한 만큼, 한미동맹의 발전적 유지와 함께 한중협력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임. 

(끝) 

 

 

 

VI. 이상환 박사(한국외국어 대학교 정외과 교수 
1. 총평 

▷ 발제문은 신정부의 한반도 평화전략 추진여건을 외부 여건, 남북관계 여건, 내부 여

건으로 진단함. 신냉전의 흐름 속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구냉전적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심화되는 외부 여건을 적절히 지적함. 남북관계 여건도 남북관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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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동력이 크게 약화된 현실을 직시하고 공세적인 대남·대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전

망한 점은 타당함. 다만 내부 여건을 언급한 부분은 최근 한국사회의 경향과는 거리감이 

있어 보임. 

 

▷ 신정부의 외교안보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언급은 적절한 진단이나 신정부가 표방하

는 정책적 슬로건과 실질적인 추진 전략 간 괴리가 있으리라 봄.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의 ‘한반도 비핵화’주장을 신정부가 ‘북한 비핵화’주장으로 변경하고, 전자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행동 원칙’을 후자의 ‘비핵화 우선 진전 원칙’으로 수정하는 등의 변화를 

신정부가 정책적 슬로건으로 표방할지라도 실질적인 추진 전략은 융통성 있는 ‘전략적 

상호주의’가 되리라 예상됨. 

 

▷ 발제문은 신정부의 한반도 평화전략 방향을 현실감 있게 제시하고 있음. ‘핵 있는’ 

북한과 ‘핵 없는’ 북한을 구분하여 고려한 대북정책 논의는 의미가 있음. 문제는 비핵화 

협상의 입구 찾기와 출구 찾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제안은 한계가 있음. 억지와 

관여를 통한 남북관계 관리가 중요한 과제임. 

 

 

2. 발제문에 대한 토론자의 논평 

 

▷ 신정부는 협력보다는 갈등이 지배적인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한반도 평화전략을 추

진해야 할 상황에 놓임. 냉전적인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과 북·중·러 북방 삼각동맹 간의 

대립·갈등 구도가 재현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은 쉽지 않으리라 예상됨.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기정사실화 되는 현실에서 이제는 ‘핵 있는’ 평화를 준비해야 할 상황임. 

북한의 공세적인 대남·대외 정책에 직면하여 갈등관리가 핵심적인 과제임. 한국사회 내 

고질적인 이념적 양극화 구조는 단순한 이념갈등이 아니라 이익카르텔 양상을 띠고 있어

서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됨. 남남갈등을 완화할 정책적 노력이 요망됨. 

 

▷ 신정부의 외교안보분야 국정과제 관련 정책적 슬로건은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것

임.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행동 원칙’이 아닌 

‘비핵화 우선 진전 원칙’ 등 확고한 한반도 평화전략을 표방함.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슬

로건을 구현하는 실행계획은 보다 융통성 있을 것임. 과거 보수정권의 ‘비핵·개방·3000’,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등이 상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면, 신정부의 대북정책 혹은 한반도 

평화전략은 ‘전략적 상호주의’가 되리라 봄. 

 

▷ 신정부의 한반도 평화전략은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삼각

동맹에 의존할 것임. 이를 위해 악화된 한·일 관계 회복이 급선무임. 아울러 비핵화 협상

의 입구 찾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함.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

지만 ‘핵 있는’ 평화의 로드맵은 만들어야 함. 미·중 및 미·러 관계의 악화가 북한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러의 협조 유도를 어렵게 할 것임. 제시한 스냅백 조치도 실

효성은 없으리라 봄. 

 

3. 정책대안 

 

▷ 오늘날 국제질서는 미·중 간 세력전이 양상과 중·일 간 세력전이 양상이 진행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이중적 세력전이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느냐 하는 점임.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세계질서의 안정성이 동북아지역질서의 불안정성을 억지(deterrence)하

여 중·일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경우임.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 중국, 일본은 현상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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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택하게 될 것이고 동북아 질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임. 두 번째 시나리오

는 동북아 지역질서의 불안정성이 세계질서의 안정성을 압도하여 동북아 지역의 패권경

쟁이 가속화되고 중·일 간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임.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이 어떠

한 외교정책을 취할지, 일본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할 지가 문제임. 세 번째 시나리

오는 세계질서와 동북아 지역질서의 불안정성이 동시에 발생하여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

임. 즉 중국이 세계질서 속에서 그리고 동북아 지역질서 속에서 동시에 현상타파 세력으

로서 자세를 취할 경우 미국이 어떠한 외교적 자세를 취하느냐가 향후 국제질서를 전망

하는 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임. 

 

▷ 우리가 바라는 세계질서 및 동북아 지역질서 상황은 세계질서의 안정성이 동북아 

지역질서의 불안정성을 제어하여 중·일 간의 갈등관계를 협력 관계로 전환시키는 경우임.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은 세계질서에서는 물론 동북아 지역질서에서도 현상유지 세력

으로서 외교적 자세를 취할 것임. 남북관계도 이러한 조건이 갖춰질 경우 대화의 분위기 

속에서 북한을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적 선택은 상쇄(offset) 전략임. 균형(balancing) 전략과 편승

(bandwagoning) 전략 및 헤징(hedging) 전략이 주로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전략이라면 

상쇄 전략은 이슈 중심의 균형 전략으로 균형 기제로서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받는 제도 

즉 국제적 규범을 제시하는 가치의 중재자로서 지위를 얻는 방식으로 즉 양 극단적 이견

과 패권적 이해관계를 상쇄시키는 의견수렴과정을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리더쉽을 발

휘하는 것을 말함. 

 

▷ 한국의 중견국 외교전략은 행위자 중심의 외교에서 행위규범(원칙) 중심의 외교로 

바뀌어야 함. 이는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외교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북한에 급변 사태가 왔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급변 사태가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 쉽

지 않겠지만 한국의 외교 독트린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임. 우리는 5년 단위로 대북 정책

과 외교 노선이 흔들림. 한 나라의 독트린이 자리를 잡으려면 최소한 20년은 걸림. 20년 

동안 바뀌지 않을 독트린이 나오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나름대로 반영해야 

함.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의 의지가 반영된 결론이 날 확률은 10%도 되

지 않을 것임. 결국 4대 강국의 합의에 동의하는 형태가 될 것임.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주도 가능성을 높이려면 외교 독트린을 통해 남·북방 삼각관계 구도를 뛰어넘는 외교 정

체성(identity)을 마련해야 함. 이러한 외교 독트린을 만든다고 해도 처음에는 주변 강국

들에게 안 먹힐 것임. 하지만 소신 있게 우리가 세운 원칙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하면 즉 

때로는 중국을 지지하든, 미국을 지지하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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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어대 학사 (1961), 미국 Clark University 국제 관계학 석사(1963) 및 

Claremont 대학원 대학교 국제 관계학 박사학위(1969). 미국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1969-1999);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95-1999); 

통일연구원 원장(1999-2000),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 [정책외교 분과위원회 

(2001-2005)]. (전) 통일부정책자문위원, (전)전국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회장, 

Global Peace Foundation(GPF)이 수여하는 글로벌 혁신적 학술 평화상수상(2012.12.1). 

경남대학교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2019.6.4), 통일뉴스 특별공로상 수상(2021). 

 

현재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전문가 정책포럼 기획주관), 경남대 초빙석좌교수, 

Eastern Kentucky 대 명예교수, 제 19 기평통자문회의 LA 협의회 상임고문, 미주민주참여 

포럼(KAPAC)상임고문, 한반도 중립화 통일협의회 이사장(2010-2021)현재 명예이사장, 

현 한국외국어 대학교 남가주 동문회 이사장(2022) 통일전략연구 협의회 (Los Angeles) 

회장 등. 32 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자이며 450 편 이상의 칼럼, 시론, 논평 등 

학술논문을 남북한관계, 한반도 통일과 4 强의 對한반도 정책에 관하여 출판하였음. 

주요저서『한반도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것인가?』(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1999). 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관계』 (경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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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뉴스, LA 중앙일보, 브레이크 뉴스(Break News) 고정 칼럼리스트. 

 

연락처: thkwak38@hotmail.com; 02-3217-2105(Home); 070-8864-2106; 미국 +1-

310-729-8383 (Kakao talk)  
 

 

<발제자: 이기동 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학력사항> 

-충남고등학교(대전)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북한/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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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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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북한연구학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법제분과위원회 위원장 

- (전)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 (전)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 (전)통일부,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주요 논문>”김정은 시기 군에 대한 당적지도와 통제(2021)”외 다수 

연락처: 010 9627 3114 이메일: kdlee5@naver.com 

 

 

<토론자 프로필> 
 
1. 곽승지 박사 
현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학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 

 

경력: 

- 전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 

- 전 연합뉴스 기자 

- 민주평통 상임위원 역임 

- 현대북한연구회 회장 역임 

 

주요 저서와 논문 

<북한의 국가전략> <현대북한연구의 쟁점 2>(공저)  

<조선족 그들은 누구인가> <중국 동북지역과 한민족>(단독저서) 

'중국 동북지역의 통일지정학적 가치 재조명'  

'김정은시대 국가전략: 변화양상과 전략적 함의' 등 논문 다수  

 

연락처: 010-8509-4713/ kwaksj1225@naver.com 

 

 

2. 왕선택  박사   

현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학력 

-서강대학교 영문과 학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국제정책실무 석사  

-북한 대학원 대학교 북한학 박사  

 

경력 

-전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전 YTN 워싱턴 특파원 

-전 여시재 정책위원 

-현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현 민화협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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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민주평통 상임위원 

 

주요저서  

-북핵 위기 20년 또는 60년  

-핵담판  

-북한특강 2020(공저) 

-북한 취재 보도 가이드(공저) 

-희망각본 2021 (공저) 

 

주요 논문 

-Legitimacy and Stability of North Korea  

 2015, KEI Academic Paper Series  

 

-연락처; Email: woovovo@gmail.com 전화: 010-8831-8697 

 

 

3. 이상수 박사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학력: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1989),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석사(1994)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2003) 

 

경력: 한화경제연구원 특수연구센터 주임연구원(1994-1998)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2005-2006)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연구위원(2006-2019)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방문학자(2013.12-2014. 6)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GSIS) 강사(2014.9-12) 

US Naval War College 방문교수(2018. 9.1-2019. 3.1)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강사(2020. 4.) 

 

주요 저서 및 논문  

저서: Lee kwan Yew’s State Management Leadership, 2005 (Korean Language). 

Establishment of East Asian Community and Peace-Building, Seoul(with Yong-

Sup Han), 2010 (Korean Language). 

 

주요논문(국영문 포함) 

Evolution of Jangmadang and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Focus on Recalibrating 

South Korea’s Economic Policy toward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Vol. 23 No. 1, 2018) 

The DPRK’s Return to Dialogue,” the US Perception, and the ROK’s Trustpolitik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Vol. 19, No. 2, 2014) 

Paradox of Neoliberalism: Arab Spring's Implications on North Korea (North Korean 
Review, Volume 8. No. 1. 2012) 

The Strategy of the ROK’s Defense Reform: Focus on Options Overcoming the Limits 

of the Past Government. (Policy Studie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Vol. 

172), 2012 (Korea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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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ew Option for Development of Human Security in East Asia: Reforming the ASEAN 

Regional Forum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13 No. 2, 2012) 

The UN’s Human Rights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e Limit of the Neoliberal 

Approach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13, No. 2, 2012)  

 Universalism VS. Relativism: US Human Rights Policies towards China and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Vol. 13, No. 1, 2008)  

연락처: E-mail: david1@daum.net, Phone: 010-4200-4328. 

 

4. 이상환 박사 
-현직: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학술지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편집장(Editor-in-chief)- 

 

학력: 미시간 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 정치학박사(Ph.D.) / 미시간 

주립대학교 정치학석사(M.A.)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사(B.A.)- 

 

경력: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한국정치정보학회 회장/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 

대학원장/연구산학협력단장/학생복지처장/글로벌정치연구소장/외무고시반 지도교수 등 

미시간 주립대학교 아시아연구센터 풀브라이트방문학자(Fulbright Visiting Scholar) 

한국연구재단 정치학분야 RB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 사업 

주관교수제 24 회 세계모의유엔대회(Harvard-HUFS World MUN) 주관교수/대통령 

외교안보자문위원/통일부 정책자문위원/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국립외교원 설립 추진위원 등- 

 

주요 저서/논문: “Post COVID-19 시대의 국제정치: 탈세계화, 디지털화 그리고 신 냉전 

질서의 도래”｢정치정보연구｣23-3 (2020).“Trilateral Trade and Taking a Side Between 

the U.S. and China”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49-1 (2020),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Seoul, Republic of Korea).외 국.영문 연구논문 110 여 

편.｢국제관계개론｣, 서울: 박영사(2022).｢글로벌 공공외교 기관과 활동｣, 서울: 

HUINE(2022).｢국제정치경제: 시각과 쟁점｣, 서울: 박영사(2021).Issues and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HUINE(2021)외 국. 영문 저 역서 40 여 권.- 

 

연락처: leepol@hufs.ac.kr / 010-7525-73232)  

 

 

5. 이호령 박사 
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학력: 고려대학교 국제정치 박사 

 

주요경력: 

 - 조지타운/버밍엄 대학교 객원연구원 

     -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보좌관 

     -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북한군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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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 

-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겸임교수 및 통일부 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주요 저서 논문: 

『북한도발양상변화와 남북관계 연구』(2018, KIDA)  

『한반도 종전선언 관련 군사적 영향 평가 및 대비방안 연구』(2018, KIDA) 

이호령, 『북한체제 내구력 평가요소 연구』(2017, KIDA)  

『한반도 미래 안보구조 접근구상』(2016, KIDA), 정영태, 이호령 외,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

략』(2014, 통일연구원)외 다수 

 

연락처: 010-3382-7355; Email: leehr12@gmail.com 

 

 

6. 추원서 박사 
현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  

 

경력: (전) 경기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재) 평화재단 이사 

     중앙대 대학원(북한개발협력학과) 및 강남대 국제지역학부 강사 

     (사)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소장 

     산업은행 동북아연구센터장, 상하이지점장, 산업분석단장 

     전국금융노조 위원장 

 

<주요 저서> 

 ․ 『남북 교류협력 새로운 길을 찾다』(공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2021 

 ․ 『남과 북이 따로 없는 통일경제』(공저), 통일경제연구회, 2020 

 ․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협력방안 연구』(공저), 통일연구원, 2010 

    『통일한반도 주춧돌을 놓다』 (공저) 외 다수 

 

<주요 연구 및 논문> 

 ․ 「미․중 패권경쟁시대의 ‘남북협력’」,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통일한반도 주춧돌을 

놓다』, PNA World, 2021 

 ․ 한반도 비핵화, 솔로몬식 해법은 없는가」, 윤태곤 외, 『한국의 논점 2017』,  

북바이북, 2016  

 ․ 「통일재원 조달,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통일이다』, 

헤럴드경제․한반도개발협력네트워크, 2014 

 ․ 「북한산업 정상화 지원과 남북협력방안」,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2005.8(제7권 제8호) 외 다수 

 

연락처: choowon38@naver.com  (H.P) 010-925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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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Note: 제 38 회 전문가 정책포럼에서 밝힌견해와 

내용은 포럼 참석자들의 개인견해이며 한반도 미래 전략 

연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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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0505-

3803(직통); Fax:02-325-8509.  

담당자: 최형규 차장(GPF 조직 및 대회협력실 차장). Mob: 010-4841-0082. Email: 

hungkui@globalpea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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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획: 곽태환 교수 (02-3217-2105; 070-8864-2106; 카카오 토크 +1-310-729-

8383. Email: thkwak3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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