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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비핵화’ 개념에 대한 북미 간 상이한 인식에 주목한다. 이 같은 북미간
비핵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해석하는데 있어 북미의 상이한 이해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둘째, 북미가 내부 동학에 따라 ‘
비핵화’ 개념을 협상마다 각자 자의적으로 변용하여 사용하면서 양측이 ‘비핵화’의 목표와 범위 등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요원해지고 있다. 셋째, 지난 30년간 모델로 상정해 온 미국의 ‘신고-폐기-검증’의 일반적인
핵비확산 모델이 북핵 및 한반도 문제의 특수성을 담아내기에 협소한 것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양국이 ‘비핵화’를 최종 목표, 즉 ‘결과’로서 상정하고
있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양국의 기대가 상향 조정되면서 결국 컨센서스에 도달하기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에서는 비핵화와 관련된 기존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대안적 개념으로 ‘과정으로서의 비핵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북미 합의문들의 담론 분석을 통해 기존
‘비핵화’ 개념들은 일견 기술적 용어로 보이지만, 비핵화 개념의 발전 과정을 추적해 보면 북미 양국의
상호 혹은 내부 동학에 따른 정치적 개념임을 보인다. 결과로서의 ‘비핵화’에 연연한 나머지 협상 자체가
거듭 무산되었던 과거의 경험을 돌아볼 때, 단계별로 회귀 불가능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동시에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대체할 지역안보체제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병행하여 이루어게 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에 호의적인 국제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핵심어: 북미회담, 포스트 샌프란시스코체제, 비핵화, 핵비확산, 핵억지, 군비통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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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990년대

1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후 3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북핵 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데에 대해 다양한 설명이 존재: △‘비핵화’ 인식의 불일치
△이익의 불일치 △모델의 불일치
• 첫째,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드러났듯이 북미간 비핵화 개념과 방법에 대한 이견이야말로
반복되는 협상 결렬의 근본적 이유1)
- 가령,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선언문에 사용된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로 이해
※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은 한반도 전역과 주변 미국전력의 비핵화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주한 미군의 전술핵 제거로 이해되나 주일 미군까지 포함하는지는 의견이
분분
- 한동안 미국이 사용하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개념은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올초 일본과 외교ㆍ국방장관(2+2)회의(3.16)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였으나,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다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6ㆍ12 싱가포르 합의의 연속성을 확보하려고 시도

1) 이 견해는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바이나 주장의 강도와 맥락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폭넓은 스펙트럼이 존재. 전성훈, ‘비핵화
사기극,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국가안보’「블로그 기고문」, 아산정책연구원(2019.4.22.); 곽길섭, ‘北 비핵화, 한반도 비핵
화...김정은 용어혼란 전술’「북한정론」(2021.2.26.); 박원곤, ‘북한 비핵화 對 한반도 비핵화’「국민일보」(2021.3.22.); 유
신모, ‘비핵화 개념을 둘러싼 북미의 용어 전쟁 30년...’한반도 비핵화‘가 뜻하는 것은’「경향신문」(2021.3.29.); 에반스 리비
어, ‘북한 비핵화: 새로운 시작인가 과거의 반복인가’「한국국가전략」통권 7호 3(2), 2018; 조은정ㆍ김보미ㆍ최용환, ‘북미
비핵화 협상의 쟁점과 과제’「전략보고」No. 44, 서울: INSS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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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북한 비핵화가 일견 기술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협상마다 우위를 쥐려는 양측이 고도의
정치적 계산(국내외 상황, 지전략적 이익 등)에 따라 비핵화의 범위와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협상 결렬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대미억지 차원뿐만 아니라 선대 유훈을 계승하고 국가적 과업을
달성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한 방편
- 미국은 북핵 문제를 단순히 국제 핵비확산 차원뿐만 아니라 소련이 사라진 동북아에서
잠재적 지역 패권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전략적 차원에서도 고민2)
• 셋째,

미국이 고수해온 핵비확산 모델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핵 및 한반도 특수성을 간과한
협소한 모델로 협상 결렬은 당연한 결과3)
- ‘신고-폐기-검증’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기존 핵비확산 모델은 이전 사례와 달리 이미
“핵무력 완성”에 이른 북핵의 특수성을 간과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모델4)
- 또한 남북은 미국과 달리 지리적으로 근접한 ‘생활공동체’로 단순히 북한 핵의 무력화 및
폐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제염과 피폭 환경의 복구 등 종합적인 고려
역시 필요5)
- 따라서 북한 비핵화는 지금까지 북미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북한 비핵화 모델보다 전후
과정이 확장된 통합적 비핵화 모델이 필요
• 이처럼 각국간 비핵화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인식, 이익, 모델의 차이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있어 결정적 장애로 작용
- 싱가포르 회담(2018.6.12)에서 북미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였지만, 하노이 회담
(2019.2.27)에서 북미회담은 결렬
- 이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미의 인식과 접근법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에도 반복
우려

2) 이제훈, “북핵문제, 미국이 남북관계에 심은 ‘트로이 목마’”「한겨레」(2021.6.14.).
3) 이수형, 홍민 통일연구원 발표문 재인용, 김경윤,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부터 바꿔야....비핵화 우선론 경계’ 연합뉴스
(2020.9.4.).
4) 이상민 한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 실장과의 전화 면담 및 서면 자문, ‘비전통 안보협력을 통한 비핵화 로드맵과 협상 방안’
(2021.9.2.).
5) 조은정, 김보미, 최용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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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북미의 비핵화 담론이 어떻게 다른지, 양자 간 인식의 격차를 줄일 방안은 없는지 검토
필요
- 향후 북핵 논의가 시작되면 북미 간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게임이 시작될 것인바, 양자 간
비핵화 담론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
※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비핵화 담론’의 의미는 비핵화의 범위, 최종상태, 접근방법 및 그
배후에 있는 정치적 배경과 인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원하는 한국으로서는 비핵화에 대한 양자의 입장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긴요
• 이에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위의 1)비핵화 개념과 2)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
3)비핵화 과정(목표와 범위, 방법, 로드맵 등)을 포함하는 ‘비핵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

2. 연구 설계
• 위와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비핵화와 관련된 기존 개념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횡적, 종적 비교를 통해 시도
1) 횡적 비교: 북미의 ‘비핵화’에 대한 북미의 인식과 방법론 차이 (2장)
- 가령,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미국의 제재 해제를 승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북한의 스몰딜”)
- 이에 반해, 미국은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전체 폐기 요구 (“미국의 빅딜”)
2) 종적 비교: 실제 협상에서 사용된 ‘비핵화’의 의미 변화 (3장)
-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르면 ‘비핵화’란 북한이 “흑연감속로와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함을 뜻함
- 2005년 <9ㆍ19 공동성명>에 따르면 ‘비핵화’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의
포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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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존 ‘비핵화’ 개념들은 일견 ‘기술적 용어’로 보이지만,
사실상 북미 양국의 상호 혹은 내부 동학에 따라 변용되어온 ‘정치적 개념’이라는 점
• 결론에서는

대안적 개념으로 ‘과정으로서의 비핵화’를 제안 (4장)
- 특정한 범위의 비핵화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비핵화가 달성되었고 보는 것이 ‘목표로서의
비핵화’라면, ‘과정으로서의 비핵화’는 비핵화가 심화되는 각 단계마다 더 진전된 비핵화로
인식하자는 것
- 목표로서의 비핵화가 북미 간 비핵화 인식 차이로 전현 진전되지 못하는 현실 극복을 위해,
과정으로서의 비핵화 개념이 필요
- 또한 비핵화는 특정 무기나 프로그램이 폐기된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핵무기
재개발을 방지하는 지속가능한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과정으로서의 비핵화 개념이 더 현실적이고 유용6)

Ⅱ. 횡적 비교: 북미간 비핵화 인식의 차이와 한계

1. 북한의 비핵화 인식과 한계
•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이며, 이는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포함하는 개념
-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다. 이 비핵화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까지 완전히 청산하고 그것을 세계의 비핵화와 이어놓기 위한 평화
애호적이며 힘 있는 물리적 수단이다”(조선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2013.10.12.)
- “명백히 하건대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핵
폐기와 남조선 주변의 비핵화가 포함되여 있다.”(조선 정부 성명, 2016.7.6.)

6)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연구로 문장렬,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 평가와 과제’「통일정책연구」28(1) 2019, p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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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 운용이 가능한 전략자산 반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훈련 역시 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
- 비핵화 논의가 이행되지 못한 원인으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핵 타격 수단들의
남조선에로의 반입 등”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지속을 지목(조선 외무성 성명, 2015.
10.17.)
•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핵심 주장은
오늘날 북한의 주장과 대동소이
- 북한은 제 4차 남북고위급회담(1991.10.22.-25)에서 제시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에도 주한미군과 핵무기 철수, 남북한 군사기지 동시 사찰, 핵무기 동원
군사훈련 금지 등을 요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2016.7.6.)에서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 조건으로
다음 5가지를 요구
- △미국의 핵무기 공개 △남한의 모든 핵무기, 기지 철폐 및 세계 앞에 검증 △미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핵 타격수단을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담보 △핵 위협이나 북한이 반대하는 핵
불사용 확약 △핵무기 사용권을 보유 중인 주한 미군의 철수 선포
•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2018.12.10)을 통해 북미가 합의를 이뤘다는 세간의 보도와 달리
2018년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을 견지했음을 재언명
- “6ㆍ12 조ㆍ미 공동성명에는 분명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미국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 비핵화’로 어물쩍 간판을 바꿔놓음으로써 (...) 착각을 일으켰다”고 비판
- ‘조선반도 비핵화’의 선결조건은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 주장
• 하지만 미국 측은 1991년 미국의 전술핵은 한반도에서 철수했으므로, 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
-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 미국은 1991년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고, 조지 H.W. 부시 당시 대통령이 이를 공식 선언”했으므로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
이행 차례라고 주장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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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북한은 6ㆍ12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이
요구하듯이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미국에 의한 핵위협 제거도
포함한다고 재차 주장
• 美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라는 북한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정치적 목표
- 미국이 보유한 전략자산의 사거리가 전 세계를 포괄하는 상황에서, 핵무기의 배치 위치는
기술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 현실
- 그렇다면 북한의 주장은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 혹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 제공 및
방위 공약 변화를 의미
- 하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한 상황에서 한미동맹 및 확장억지 공약의 변화는 한미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 희박
• 북한은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와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가 ‘단계적’이고도 ‘동시적’으로 이행될
것을 기대
- 따라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우선적으로 폐기했을 때 미국의 동시적 경제적 상응 조치와
비핵화 다음 단계로 이행 논의를 기대
- 북한은 핵무기를 거의 유일한 대미 억지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상호 신뢰가 없는
초기 단계에서 먼저 포기하기 어려운 현실적 고려 존재

2. 미국의 비핵화 개념과 한계
•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는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로 냉전기
핵비확산정책(non-proliferation)을 탈냉전시대를 맞아 핵반확산정책(counter-proliferation)
으로 강화 발전
- UN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1992.10)에서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최우선적 정책 목표로 천명
- 5차 NPT Review Conference(1995.5)에서 NPT조약의 무기한 연장 합의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1996.9)을 통해 지하공간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핵실험
금지 내용으로 확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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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되는 핵비확산 정책의 맥락에서 미국에게 북핵문제는 핵비확산조약(NPT)
가입 국가의 국제법적 위반 사안으로 간주, 이에 미국은 북한에 핵과 미사일 폐기를 요구
- 조지 부시 행정부 시기 두드러진 미국 내 네오콘들의 근본주의적 태도와 美민주당 정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앞세운 가치 외교 전통 모두 북한 비핵화에 징벌적 성격을 더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미국의 주요 씽크탱크들도 미국의 전통적인 핵비확산/핵반확산 모델에 기초하여 북한에
대입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7)
- 공통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범위로 핵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전반과 핵관련 기술인력 전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
- 또한 비핵화 이행에서 포괄적 합의 후 단계적 접근의 불가피성을 인지하고 북한에 구체적인
단계별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취해야 할 보상조치는 불분명하게
제시하는 한계
• 2차 북핵위기 과정에서 미국은 CVID를 비핵화 개념으로 제시
- ‘완전한 비핵화’가 핵무기 개발에 참여한 전문 인력들과 미래 핵개발 동기까지 불식하지
않고서는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도달 불가
- 또한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미신고 핵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는 군사
시설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이 필요
•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핵과 ICBM 이외에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전체, 그리고 영변 핵시설 이외 북한 내 핵시설 모두 폐기를 요구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증가하면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우려도 증가한 결과
-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체제안전 보장(미국의 대북 제재 및 군사적 위협의 제거) 없이 북핵의
‘완전한’ 제거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날강도적인 요구’라며 합의 거부
- 북미 협상마다 미국이 계속 과거 합의 수준을 상회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7)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Stanford; The Henry L.
Stimson Cent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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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핵위기시 맺은 <9ㆍ19 합의(2005)>는 핵무기 프로그램만을 ‘비핵화’의 대상으로 규정
-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하라는 것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북한이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
• 미국은 지난 70여 년간 다양한 핵비확산 정책 경험으로부터 최선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포괄적이고 순차적인 접근을 선호
- 첫째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포괄적 신고 및 폐기, 그에 따른 검증과 미래 핵포기에
대한 확약의 순서로 진행
- 둘째 상대국의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다는 입장 고수
• 미국이 볼 때 북한은 NPT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

Ⅲ. 종적 비교: 비핵화 담론의 협상별 변화

1. 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 합의
• 1990년대

초반 미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개념을 적극 수용
- 북핵문제 발생 초기 비핵화에 대한 남북의 최초 합의는 1991년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비핵화 공동선언)’
- 당시 남북이 한반도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
- 당시 미국은 한반도 핵무기 배치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 정책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부시 대통령이 전세계의 지상발사 전술핵무기 철수를 발표하고,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핵 부재 선언’을 발표하여 전술핵 철수를 간접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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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1991년 12월 31일 남북은 남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규정한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
-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1조)
하였으며, 핵에너지 평화적 목적 이용만 허용(2조)하였고, 핵 재처리 시설은 물론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도 금지(3조)
- 당시 문제가 되었던 플루토늄 재처리는 물론이고,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금지하고,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이 의무를 지게 된 것은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8)
-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을 두고 “이것은 당신들 협정이지 우리
협정은 아니다”라고 그 의미를 일축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진의 의심9)
• 1차
 북핵위기 원인은 영변에서의 의심스러운 핵활동이었으며, 이에 따라 영변시설의 동결과
이에 따른 보상에 대해 합의
- 1차 북핵위기는 북한이 IAEA에 신고한 시설 이외의 의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수용
문제가 쟁점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여 NPT 복귀 여부로 쟁점이
변질
- 1차 북핵위기 합의에서는 특별사찰을 포함한 검증 문제가 핵심이었으나, 이와 관련된
제네바 합의 내용은 모호한 측면이 존재
※ 주요 핵관련 부분품들이 납입되기 전에 검증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 제네바 합의에서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기로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약속
•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되었으나, 한국형원자로 제공문제
등으로 경수로 완공 시기 지연
- 미국은 통상적으로 경수로 완공 3~4년 전에 핵심부품이 납입되므로 사전에 검증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특별사찰에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여부는 불분명
- 반면 북한은 경수로 완공 전에 사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10)

8) Joel S. Wit, Daniel B. Poneman and Robert L. Gallucci. Going Critical: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Press, 2004), p. 10,
9) 김영철 재인용, 전성훈,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의 ‘비핵화’는 무엇이 다른가”「조선일보」(2018.4.3.); 전성훈, “실패한 ‘비
핵화 외교’의 대안: 남북한 상호 핵군축”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주최 2018년 국방정책세미나 발표문 (2018.11.23.).
10) 전성훈, “북한 핵문제의 어제와 오늘,” 김영윤 외 공저,『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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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DO

사업이 지연되던 1998년 금창리 사건과 대포동 1호 발사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대북
불신 증폭
- 금창리 지하시설에서의 의심활동 문제는 사찰 결과 핵활동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북미 양국의 불신 증폭 계기로 작용
-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경고한 럼스펠트 보고서가 발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 1호는 동 보고서의 우울한 전망이 강력한 우려로 전환되는 계기
• 2002년 1월 취임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으며,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11)는 북한을 포함 7개국을 핵선제공격 가능 국가로 지목
- 2002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켈리(James Kelly) 특사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Highly Enriched Uranium)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네바 합의는 빠르게 붕괴

2. 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
• 2차

북핵위기 과정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원칙이 부상하였으나 정확한 개념과 내용은 불분명12)
- CVID는 완전한 핵폐기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검증 방법은 무엇인지, 되돌릴 수
없는 폐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등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한 가운데 일방에 의해 제기된
원칙
- 그럼에도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립된 CVID 원칙은 매우 오랫동안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 원칙으로 기능
- 북한이 CVID라는 용어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자, 미국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폐기(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를 제시

11)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8 January 2001).
12) C
 VID라는 원칙을 누가 어떤 맥락에서 제안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함. 전 CNN 기자 치노이는 자신의 저서에서
‘6자회담 이전 3자회담 과정에서 미측 대표 켈리(James Kelly)가 북측 대표 이근에게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verifiable and irreversible) 폐기를 요구하였으며, 이것이 이후 부시 행정부의 주문이 되어버린 CVID의 전조’라고 주장함. Mike
Chinoy, Meltdown: The Inside Story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8), pp. 168169.: 반면 문정인 교수는 CVID라는 용어가 2003년 리비아 핵포기 과정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당시 존 볼턴 국무부 정
치담당 차관의 보좌관이었던 마크 그룬브리지라는 사람이 고안한 것이라고 주장함. “북미 공동합의문, 쟁점 사안ㆍ과제는?
... 문정인 교수 인터뷰,” JTBC 뉴스 (2018. 6. 13),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49641>
(검색일: 2021.4.25) ; 반건영 교수 등에 따르면 2004년 2월 2차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하
면서 최종 채택한 것이 CVID임. 박건영ㆍ정욱식,『북핵, 그리고 그 이후』(서울: 풀빛, 2007),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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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프로그램

제거와 관련된 북한의 행위를 두고도 미국은 ‘폐기(dismantlement)’를 북한은
‘포기(abandonment)’라는 용어를 사용
- 북한은 ‘폐기’에 담긴 강제적 실행의 의미에 반발, 대신 북한의 자유의지가 담긴 ‘포기’라는
용어를 제시하였고, 결국 9ㆍ19 공동성명에서는 이 폐기 대신 포기로 교체13)
• 2차
 북핵위기 과정에서는 미국과 북한은 제거 대상의 범위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는데 이는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
- 미국은 제거 대상을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모든 핵프로그램(all nuclear weapons and all
existing nuclear programs)’으로 규정하기를 희망
- 반면, 북한은 ‘모든 핵무기의 포기(abandon all nuclear weapons)’라는 표현을 선호14)
• 북미는

평화적 핵사용 권리의 인정 여부와 지원 시기를 놓고서도 기싸움
- 미국은 2차 핵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HEU 문제를 내용상 담을 수 있기를 희망했던 반면,
북한은 향후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 고수15)
- 따라서, 9ㆍ19 공동성명에서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의 포기(abandoning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하고, 경수로 지원(평화적 핵이용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appropriate time)’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
- 하지만 이후에 미국은 ‘적절한 시기’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재정의하여 사실상 경수로 제공
의지가 없음을 시사
■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참여국 모두가 만족할 만큼 검증된 후

■

NPT 및 IAEA 안전조치의 완전한 이행, 투명한 협력 약속, 그리고 핵기술 확산을 중단한 후

- 또한 ‘인권,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확산문제, 테러리즘과 기타 불법행위’ 관련
미국의 우려에 대답하라고 요구하여 경수로 지원 논의의 문턱을 상향 조정16)

13) Mike Chinoy, Meltdown, pp. 242-243.
14) Ibid.
15) 최용환,『북한의 핵개발 전략 분석 및 향후 대응 방향』(수원: 경기개발연구원, 2010), pp. 124-125.
16) Mike Chinoy. Meltdown: The Inside Story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pp. 2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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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가

합의한 ‘9ㆍ19 공동성명’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다시 ‘9ㆍ19 6자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이하 ‘2.13 합의’)’ 합의
- 2ㆍ13합의에서는 폐기 대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는데, 1단계에서는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영변핵시설의 폐쇄와 봉인’, 2단계에서는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규정
- 2ㆍ13합의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동결(freeze)’과 ‘폐기(dismantlement)’라는 용어 대신
핵프로그램의 ‘폐쇄(shut-down)’와 ‘불능화(disablement)’라는 개념을 사용
- 당시 동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미국 내 의견을 반영하여 동결이 아닌 폐쇄라는
용어로 변경하였으나, 협상시 ‘폐쇄’를 사실상 동결이라는 의미로 사용
- 또한 2ㆍ13합의에서는 동결과 폐기 사이의 중간단계로 불능화(disablement) 단계를 설정
하였는데,17) 이는 비확산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념
- 이것은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서라도 상황을 이끌어간 사례로
북핵협상에서 정치적 판단이 작동하였다는 점을 보여줌
• 이후

‘9ㆍ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이하 ‘10ㆍ3합의)’에서도 합의한 바, 북한이
취해야 할 주요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
- △9ㆍ19 및 2ㆍ13합의에 따라 포기하기로 되어있는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2017년
12월 31일까지 영변의 5㎿e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및 핵 연료봉 제조시설 불능화 △핵
프로그램 신고 △핵 물질과 기술 또는 노하우 이전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등
• 6자회담 초기 미국은 CVID 원칙을 주장했지만, 실제 폐기(포기)의 범위와 내용은 관련국
합의에 따라 구체화되었으며, 그 내용은 CVID 원칙과는 간극이 존재
- 미국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에 적용되었던 ‘협력적위협감축(CTR)’ 사례에
따라 북한이 자발적으로 모든 핵무기와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사찰ㆍ검증 후 폐기할 것을
요구
- 북한은 대미 신뢰 부재로 자신들이 보유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공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신고ㆍ폐기하면서 각 단계마다 보상을 취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선호

17) 핵프로그램의 신고와 현존 핵시설 불능화 기간 중 중유 100만톤 상당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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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한반도 대전환과 북미정상회담
• 2018년

남북미는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바 있으나 ‘완전성(completeness)’에 대한 기준
모호
- 실제로 IAEA가 비핵화 신고 및 검증 과정에서 목표하는 ‘완전성(completeness)’과 ‘정확성
(accuracy)’의 원칙 중 ‘완전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달성기준(criteria) 자체가 부재한 상태
※ 미국의 핵비확산 과정에서 ‘완전성’ 원칙이 정치적 합의의 영역에 놓이게 되면서 남아공,
리비아 등 각 사례별로 비핵화에 대한 운용적 정의의 정립이 필수적
- 그 결과, ‘정확성’과 달리 ‘완전성’ 원칙은 기술적 개념이기보다 정치적 개념으로 변질
되었으며, 남북미간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범위와 속도, 순서에 대한 이해가 상이해진 근원
※ 이 같은 ‘완전성’ 기준의 모호성은 북한이 2008년 검증체제 논의 과정에서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과 시료 채취를 포함하는 과학적 사찰방식 수용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었음18)
• 2018년

6ㆍ12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북미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모호한 목표에 대해
합의하였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
- 미국은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 없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한 채, 핵무기를 포함한 WMD 감축
혹은 제거에 대한 포괄적 논의 희망(빅딜)
- 북한은 영변 시설 폐기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맞교환한 뒤 기타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에
대해 단계적으로 논의 선호(스몰딜)
•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2019.10.5.)에서 하노이 노딜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은 유연한 태도로,
북한은 강경한 태도로 임하면서 다시 무위
-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2018.6.12.)에 따라 다음 제안: △새로운 북미관계 정립 △평화
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송환 진전 구상 △일부 제재 유예책 등
- 북한은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세 가지 조건 제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금지 △경제제재 완화 약속 제시19)

18) 국방부,『대량살상무기 이해와 실제』2018, p.73.
19) 유신모, “북한 ‘선결조건 요구’에...대선 급한 트럼프 ‘길어지는 침묵’”「경향신문」(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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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회담을

통해 북미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상이한 이해 재확인
- 미국은 북핵을 NPT상 용납될 수 없는 핵능력을 불법적(illegitimate)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북한의 핵 폐기는 당연하다는 견해
- 미국의 시각에서 비핵화는 오로지 북한의 몫일 수 밖에 없으며, 이 같은 시각에서 북한
비핵화는 다분히 규범적이고 응징적 성격
- 가령, 볼튼을 비롯한 매파가 북한에 ‘리비아 모델’을 적용하고자 한 것은 테러지원국(악의
축)이라는 공통점 때문이며, 이는 리비아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신뢰가 부재하므로
미국이 직접 핵무기를 회수하여 해체하고 검증하겠다는 입장
-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 원인이 이른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때문이며, 미국이 핵무기로
자신들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위적 수단으로 핵을 개발하였다고 주장
-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만의 일방적 핵폐기는 불가능하며,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 신뢰할만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조선반도 비핵화)
• 한미 2+2(외교ㆍ국방)장관회의 공동기자회견(2021.3.19.)에서 토니 블링컨 美국무장관 등
미국측 인사들은 북한만의 일방적 비핵화라는 느낌을 주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란 발생
- 2012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
- 4ㆍ27 판문점선언과 6ㆍ12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사용했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한 것은 이전 북미합의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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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1. 과거 사례로부터 교훈
• 북한의

핵능력이 증가하면서 북핵협상의 목표와 대상은 지속적으로 변화
- 1차 핵위기 당시 북한은 핵시설에 대해 신고하였지만 미신고 의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문제가 쟁점
- 2차 핵위기는 미국이 HEU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지만, 북한이 그 존재 자체를 부인
하면서 폐기 대상과 방법 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 발생
• 2차 핵위기 이후 CVID, FFVD 등 핵폐기의 원칙이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정치적 논란이 발생
- 북한의 미국의 CVID 원칙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으며, 이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은
FFVD 등 다른 원칙을 제시
- 반면 4ㆍ27 판문점선언과 6ㆍ12 싱가포르 합의에서 북한이 제시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
역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북한의 핵포기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 지속
• 북핵 위기가 발생한지 30여 년이 되었지만, 매번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으며 하노이에서
비핵화 범위와 방법, 상응조치 등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로 비핵화 프로세스 자체가 중단된 결과
북핵문제는 더욱 악화
- 북핵 문제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불신을 고려할 때, 실질적 진전을 통한 신뢰 구축이 긴요
• 이러한 만성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급선무
- 북미 간 상호불신이 존재하는 이상, 초기 단계에서 비핵화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미신고
시설까지 검증하겠다는 시도는 협상 자체의 진전을 저해
-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적대시정책의 철회, 혹은 선 제재 완화 주장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수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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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미국의 先 비핵화 요구나, 북한의 先 적대시 정책 철회 주장은 양자 모두 수용이 어려운
만큼, 비핵화와 평화 체제 진전의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비핵화 인식이
필요

2. 대안적 비핵화 담론의 모색
(1) 정치적 합의로서 비핵화
•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비핵화는 매우 기술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합의의 성격 부각
- [악순환 1단계] 미국이 검증에 집착하는 한 북한이 성실한 신고를 하더라도 전부인지 신뢰할
수 없어 협상 전체를 포기하는 오류
- [악순환 2단계] 북한 역시 자신의 성의를 무시하고 (북한이 협상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보상조치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향후 협상에서 성실하게 신고할
가능성 낮음
- [악순환 3단계] 이 같은 상호불신의 결과 미국은 先비핵화, 북한은 先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
• 결국 북한 비핵화의 달성 여부는 비핵화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관건
- 단계적 비핵화가 불가피하다면 비핵화 최종상태, 비핵화 방법,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합의 필요
- 이상의 모든 문제는 기술적인 동시에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확고한 정치적 목표(합의)
없이 기술적 수단(검증)에만 기대면 북한 비핵화 협상은 또다시 ‘악순환’을 반복
• 북핵협상 과정에는 핵무기 이외에 미사일문제, 생화학무기 등 기타 무기체계와의 연계성,
인권ㆍ납치ㆍ불법활동 등 제3의 변수 등이 개입되는 문제도 극복 필요
-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으며, ICBM 이외에 중거리미사일도 제거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
-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은 핵무기 이외에도 애초 협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미신고
시설 및 대량살상무기 전반의 폐기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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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향후 북미협상이 진전을 이루려면 다음 세 가지 사안에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필수적 조건
- 비핵화의 목표 혹은 범위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데, 최소한 6자회담 9ㆍ19
공동성명 수준의 구체성을 확보할 필요20)
※ 단,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검증에 초기부터 집착하기보다는 상호신뢰 구축에 따라
신고의 범위와 검증의 강도를 높여가는 방안을 적극 수용할 필요
- 초기단계 이행조치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합의
※ 북한의 핵능력을 고려했을 때 초기단계에서 모든 것을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 상호
신뢰구축에 충분한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의 범위에 대한 합의와 이행이 긴요
- 북한의 초기단계 비핵화조치에 대한 상응조치와 함께, 비핵화 진전에 맞추어 평화체제를
어떻게 심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합의 등이 필요
- 협상으로 목표와 범위가 합의에 이르면 이후 합의된 절차에 의해 번복없이 진행하여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이행하는 것이 중요

(2) 과정으로서 비핵화
• 비핵화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것들이 모두 폐기되어야 비로소 비핵화가 완성되었다는 접근이
‘목표로서 비핵화’라면, ‘과정으로서의 비핵화’는 비핵화의 폭과 깊이가 확대ㆍ심화되는 각
단계를 더 진전된 비핵화 단계로 인식하자는 것
- 즉, 부분 비핵화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비핵화가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이전보다
진전된 비핵화로 인식
- 예컨대 하노이에서 북한이 제안한 영변핵시설 폐기가 이루어진다면 초기단계 비핵화가
진전되었다고 평가

20)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복귀할 것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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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의

최종 목표에 집착함으로써 북핵 협의 자체가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과정으로서의 비핵화 개념이 필요
- 뿐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핵개발에
나서지 않는 지속가능한 비핵화여야 한다는 점에서 과정으로서의 비핵화 개념이 유용
※ 과정으로서의 비핵화는 최악의 경우에 북한이 다시 핵개발에 나선다면 핵개발 결심에서
부터 실행까지의 시간(breakout time)을 최대한 길게 만드는 방안까지를 포함
• 결국

과정으로서의 비핵화는 첫째,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심화시켜 핵위협의 수준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하며, 둘째, 비핵화 최종 단계에 들어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불가역성을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
-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보유보다는 핵폐기가 자신들의 미래에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은 ‘비핵화’와 ‘핵폐기’ 등 ‘핵안보’ 협상 다음 단계로 ‘핵안전’을 고려한
한반도에서 ‘인간안보’ 정책 모색 필요
- 북한과 같은 생활권에 있는 한국은 비핵화 및 영구적 폐기 이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생태복원을 고려한 안전한 ‘해체(decomission)’안 마련 역시 필요21)
- 이 같은 ‘인간안보’적 측면을 비핵화 및 핵폐기의 후속조치로 강조함으로써 한국이 당당히
당사국으로써 향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쌓는 노력 필요

(3) 평화를 통한 비핵화
•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만의 일방적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에 상응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진전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 북핵 문제의 군사적 해결책은 사실상 거의 없으며, 제재와 압박만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
- 상호 군비경쟁을 통한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기보다는 북미 관계의 변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 보다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집중할 필요

2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은정, 최용환, 김보미(2019), p.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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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한반도 안전보장에 대한 논의를 상호안전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통일, 외교, 안보
통합적으로 한반도 전략을 구상할 필요22)
-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에 의존함으로써 미국의 압력을 분산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이 작동할 경우, 북한이 비핵화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
- 미국 역시 코로나 팬데믹과 상대국 국력 쇠퇴에 따른 국내외적 문제로 북핵문제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
- 이에 한국은 수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 안보 체제 구축 시도 필요23)
•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동북아 비핵평화지대 구상 등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취할
필요
- 미중 갈등과 동아시아 군비경쟁 심화 국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명분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핵위협 제거를 목표
- 단기에 비핵평화지대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의 비핵지대화
비전 제시를 통해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촉진
-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질서 재편 관련 한국의 구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공간을 확보

22) 유사한 견해로 다음을 참조. 홍민,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상호안전보장 방안’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2020.9.4.); 이승현, “선 비핵화 틀 탈피, 협력안보로 평화전략 세우자‘「통일뉴스」(2020.9.4.).
23) 전재성, ‘북핵과 북미 관계: 미국 주도 질서 속 북한의 주권적 지위 문제’「한국과 국제정치」35(1) (2019.3.), pp.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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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Review of the Denuclearization Discourse on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as a Political Process

E.J.R. Cho
Yonghwan Choi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Why were the US and North Korea unable to come to an agreement at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talks despite two summit meetings? This study focuses on different percep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of the concept of “denuclearizatio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for the lack of an agreement. The following seems to be the reasons for
the different perceptions. First, confusion is caused from different interest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when interpreting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Second, it is becoming difficult for the two sides to agree on the goal
and scope of “denuclearization” because they use the concept arbitrarily at each negotiation
based on their internal dynamics. Third, the fact that the U.S.’s typical non-proliferation
model of “report–disposal–verification,” which has been assumed as the model for the past
30 years, is too limited to capture the specificity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Korean Peninsula is another factor that causes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to fail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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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progress. Ultimately, since the two countries assume that “denuclearization” is the final
goal, or “outcome,” expectations from the two countries have increased over time, making
it difficult to reach a consensus.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existing
concepts related to denuclearization and proposes an alternative concept of “nuclearization
as a process.” Although the existing “denuclearization” concepts seem to be technical terms
at first glance based on a discourse analysis of the major U.S.–North Korea agreements,
track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concept shows that it is a political term based on
mutual or internal dynamics between the two countries. Given our experience with the
negotiations, which were repeatedly canceled due to a fixation on “denuclearization” as an
outcome, preparing irreversible safety devices step by step is an urgent priority.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favorable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by building a regional security system to replace the San Francisco system so
that in the long run, denuclearization can take place in parallel with peace settlement efforts
on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US-NK

Summits, Post-San Francisco System, Denuclearization, Nuclear Non-Proliferation, Nuclear
Deterrence, Arms Control,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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