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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냉전종식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균형이 무너지면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

는 등 한반도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이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군사정

전협정의 종료와 평화협정의 체결,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재발방지, 평화적 안보환경

의 조성 등 국제법, 군비통제, 국제관계와 관련된 3대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해상경계선, 주한미군, 북한 핵프로그램 등 산적한 현안문제가 많아 단기간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미 군사정전체제가 크게 훼손된 상태인데

다가, 북한의 남북군사합의 무효화 선언, 남한의 5·24조치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를 규

율하는 규범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선 남북관계를 회복한 뒤,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잠정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단절된 공식 대화채널을 복

원하고 교류협력사업을 재개한다. 다음으로, 북한 핵문제의 진전과 재래식 분야의 군사

적 신뢰구축, 연락사무소의 교환 설치와 같은 낮은 수준의 안보－안보 교환을 담은 ‘남북

관계기본협정’을 체결한다. 끝으로,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해상경계선, 주한미군 

문제, 북·미 및 북·일 수교 등 높은 수준의 안보－안보 교환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평화체제, 북한 핵문제, 잠정협정, 안보－안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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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한국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다 되어가지만,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

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한의 군사충돌은 끊이지 않고 있다. 196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한반도에서 모두 1,436회의 군사적 충돌이나 사고가 발

생해 남북한과 미군 등 총 1,554명이 사망하고 1,161명이 부상당했다.1)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더 이상 열리지 못하고 공산

측 중립국감독위원들이 추방당하는 등 정전관리기구조차 정상적으로 작

동되지 못하고 있다.2) 

한국전쟁 이후 50여 년 동안 일종의 ‘억제력 균형’ 아래에서 불안정한 

평화가 계속되어 왔다.3) 하지만 탈냉전기에 한·미·일의 남방삼각구조

는 온존한 가운데 한·소 및 한·중 국교정상화로 북방삼각구조가 해체

되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세력균형이 무너지자,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을 본격화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하며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공공연한 핵무기 개발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전체제는 아무런 힘도 발휘

하지 못함으로써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문제는 북핵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냉전체제가 붕괴된 직후부터 사실상 북한 핵문제와 평화

체제가 연동되기 시작했다. 북한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평화체제 문

 1) Paul B. Stares, Military Escalation in Korea, Contingency Planning Memorandum 

No. 10 (CFR, 2010), p. 10. 

 2)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ꡔ2009년 남북군사회담 자료집ꡕ (서울: 국방부, 2009), pp. 

98~107. 

 3) 楊希雨, “關于建立朝鮮半島和平体制的几个法律問題”, ꡔ國際問題硏究ꡕ, 第4期 

(2009),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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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사태 이후이다. 

2005년 7월 22일 북한 외무성은 자신의 핵개발 이유를 한반도 냉전구조

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평화협정의 체결을 

요구했다. 이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된 새

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과정과 함께,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

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합의되

고,4) 2007년 ｢2·13합의｣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를 다루기로 한 기존 

합의가 재확인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한반도 비핵화 과

정과 연동되어 추진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 중에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에 초점을 맞춰 단계적 프로세스와 그에 따른 잠정협

정 문제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한반

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3대 과제를 국제법, 군비통제, 국제관계 등으

로 나누어 살펴본다. 다음, 바람직한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규명하기 위

해 단계적 추진의 필요성을 살펴본 뒤, 역대 잠정협정의 제안 및 합의, 

포괄적 잠정협정의 의미와 내용을 분석한다. 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단계적 프로세스를 군비통제, 국제관계, 법·제도라는 3가지 측

면에 맞춰 검토해 본다. 

 4) 당초 미국 측은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만을 주장했으나 한국 측의 요구로 이 문

구가 9·19공동성명에 삽입되었다. 송민순 6자회담 수석대표(당시)와의 인터

뷰, 2012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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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3대 과제

1. 국제법 측면: 군사정전협정 종료 및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평화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1953년에 합의된 

군사정전협정을 이행 완료하고 한반도 평화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새로

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군사정전협정의 이행 완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1953년 당시 해결되지 못한 △해상군사분계선 획정 

문제가 마무리되고, △외국군대의 증원정지 및 철수 등의 합의사항들이 

원만히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국제법적, 국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5)

1) 해상군사분계선 획정 문제 

군사정전협정에서는 유엔군 측과 공산 측의 이견으로 해상군사분계선

과 구역을 획정하지 못했다. 당시 공산 측은 경기도와 황해도의 도경계

선을 반영한 영해범위 12해리 선을 기준으로 해상군사분계선을 긋자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유엔군 측은 서해 5개 도서의 주변수역이 모두 북측

의 영해 안에 포함될 것을 우려해 영해범위 3해리 선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6) 결국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여, 군사정전협정｣

 5) 국제법적 측면에서 중요한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는 다음을 볼 것. 조성렬, 

ꡔ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ꡕ (서울: 도서출판 푸른나

무, 2007), pp. 371~372. 

 6) 정태욱은 해상군사분계선과 영해를 구분하여, 군사정전협정에서 해상군사분

계선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유엔해양법｣의 영해범위 12해리는 유효하다는 견

해를 밝히고 있다. 1968년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사건’ 당시 미국이 북한의 12

해리 영해주장을 받아들여 ‘영해침범’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정태욱, “서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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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육상군사분계선(MDL)과 한강하구까지의 중간구역을 합의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해상군사분계선과 구역에 대한 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

기 때문에, 서해는 구조적인 불안요인을 안게 되었다. 휴전 직후인 1953

년 8월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아군 함정 및 항공기의 북상과 남북 쌍방

의 해상 충돌을 막기 위해 북방한계선(NLL)을 내부적으로 적용했다. 하

지만 1973년 12월 1일 군사정전위원회 이후 북한은 ｢군사정전협정｣제2

조 13항 ㄴ)과 제2조 15항의 규정을 들어, 서해 NLL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서해상에서 충돌방지를 위해 해양법 등 국제법과 정전협정에 따르는 해

양경계선을 확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7)

1999년 6월의 1차 서해교전과 2002년 6월의 2차 서해교전 이후 서해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2009년 11월의 대청해전과 2010

년 3월의 천안함 사태,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이 잇달아 발생하

면서 서해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진앙으로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남

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현행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상경계선 문제를 해결

해야만 한다.

2) 외국군대와 관련된 문제 

｢군사정전협정｣에서 외국군대와 관련된 조항은 크게 외국군대의 증원 

문제와 외국군대의 철거 문제 두 가지이다. 

방한계선(NLL) 재론: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ꡔ민주법학ꡕ, 제45호 (2011), 

pp. 257~262. 

 7) Choe Chang Man,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is Imperative - The North 

Korean Perspective,” Asia Paper (October 2010),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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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외국군대 증원 문제이다. ｢군사정전협정｣ 제2조 13항 ㄷ), ㄹ)에

서는 “한반도 경외로부터 군대의 증원이나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어오는 것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이 모두 무

기 도입을 해 왔기 때문에 ‘군사장비의 반입’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한반도 경외로부터 군대의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측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지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둘째, 외국군대의 철거 문제이다. ｢군사정전협정｣ 제4조 60항은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한국(한반도－필자)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

대의 철거”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1954년 4월 26일~6월 

15일에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당시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남한과 미국은 한반도에서 유엔의 역할과 활동을 합리화

시키는 정책을 주장한 반면, 북한과 중국 등 공산 측은 유엔이 한반도 문

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에 반대하고 미국의 침략자적 역할을 부각

시키면서 외세 배격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1958년에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 땅에서 모두 철

수했기 때문에 공산 측과 관련된 외국군대의 철수가 더 이상 제기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포함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주요의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1975년 11월 18일 유엔총회에서는 “유엔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 기치 하

에 남한에 주둔한 모든 외국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8) 이를 근거로 내세워 북측은 줄곧 유엔사의 해체를 주장해 

오고 있다. 이처럼 외국군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새롭게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이 개최될 경우 북측이 또다

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8) UN A/RES/3390(XXX)[A-B], “Question of Korea,” November 18, 1975.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단계적 접근: 포괄적 잠정협정을 중심으로❙ 9

2. 군비통제 측면: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재발방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

하고 전쟁의 재발방지를 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전쟁의 재발방지를 위한 군사적 조치로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재래식전

력 및 대량살상무기의 통제가 있다. 이러한 과제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부터 이루어졌던 것이 과거 유럽의 

경험이었으나, 오랜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

는 한반도 상황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추진될 필요

가 있다.

1)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문제 

군사적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력불사용은 

물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의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

다. 이를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

기본합의서｣(1991.12.13)와 ｢불가침부속합의서｣(1992.9.17)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협의·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군사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

회담의 개최를 통해 정치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진 뒤부터이다. 수차례의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해 2002년 9월 남과 북을 잇는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2004년 6월의 제2차 남북장성

급군사회담에서는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

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를 약속한 ｢6·4합의서｣를 채

택하였다. 그리고 2007년 5월의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열차시

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였다.9) 

하지만 이와 같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이 취해졌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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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우발적 충돌방지나 남북경협과 관련된 군사적 보장의 범위를 넘

지 못하였다. 또한 공격무기의 배치제한이나 단계적 군축과 같은 운용

적, 구조적 군비통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공고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모두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2)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통제 문제 

다음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량살상무기의 통

제를 통해 비대칭적 군사위협을 해소하여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통제대상에는 생물무

기, 화학무기, 핵무기와 이들의 운반수단이 모두 포함된다. 주한미군은 

전술핵무기를 보유했었으나 이미 1990년에 남한지역에서 완전히 철거했

으며, 남한은 화학무기금지조약(CWC)과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및 핵

무기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IAEA AP)에 가입

하여 국제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만

이 주된 통제대상이 된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가운데 화학무기를 2,500~5,000톤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0) 생물무기의 병원균인 탄저균, 천연두, 콜

레라 등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생물무기 개발에 필요한 장

비와 재료를 구입하고 기술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물무기의 보유 가

능성도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11) 또한 핵무기는 북한이 이미 5~8개 정도

 9) 국방부, “부록7. 남북군사회담 개최현황,” ꡔ2010 국방백서ꡕ (서울: 국방부, 2010), 

pp. 283~285. 
10) 국방부, ꡔ2010 국방백서ꡕ (서울: 국방부, 2010), p. 28. 
11) Adherence to and Compliance with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s and Commitments (U.S. Department of State, July 

2010), pp. 20~21 ; Paul K. Kerr,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and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단계적 접근: 포괄적 잠정협정을 중심으로❙ 11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핵무기는 ｢핵확산금지조약

(NPT)｣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통제의 차원을 넘어 

폐기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관리 혹은 폐기

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런데 북한당

국이 핵무기 폐기의 조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평화협정 체결, 

북·미 및 북·일 수교)을 요구하고 있어,12)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생화

학무기나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관리 차원을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

축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13)

3. 국제관계 측면: 평화적 안보환경의 조성

동구권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로 세계차원의 냉전이 끝나면서 한반도

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에도 냉전구조의 해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냉전

시기 한·미·일은 이른바 남방삼각구조를 구축하였고, 이에 맞서 북·

중·소 3국도 북방삼각구조를 형성하였다. 냉전이 끝나면서 남한은 소련

과는 1990년, 중국과는 1992년에 수교하여 냉전시기의 북방삼각구조를 

붕괴시켰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남방삼각구조의 두 축인 미국, 일본과 

수교하지 못하고 여전히 냉전시대의 적대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한반

도 평화체제의 국제관계 측면은 바로 북한과 미국, 일본이 수교를 통해 

Missiles: Status and Trends, CRS Report for Congress (CRS, 2008), p. 14. 
12)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

환하게 되면 핵문제의 발생근원으로 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없어지게 되며 그것은 자연히 비핵화 실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고 주장했다. ꡔ로동신문ꡕ, 2005년 7월 22일.
13) 조성렬, ꡔ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ꡕ, KINU 정책연구 시리이즈 (서울: 통일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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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1) 북·미 수교 문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한마디로 ‘적대관계’이다. 양국이 적대관계로 된 

직접적인 배경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의 교전당사자였다는 사실이

다. 1980년대 말까지 북·미 관계는 여전히 냉각되어 있었다가 1988년 10

월 미국이 대북 완화조치를 발표하면서부터 북·미간 대화의 계기가 마

련되었다. 1993년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제1차 북핵 위기를 맞이하

면서 1994년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를 체결하기도 했다. 그 뒤 2000

년 10월의 ｢북·미 공동커뮤니케｣가 발표되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

를 완화하고 1953년의 군사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그 뒤 북·미 관계는 2002년 10월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의혹이 불거져 

제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며 다시 악화되었다.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

된 ｢9·19공동성명｣에서 비핵화의 조건으로 북·미 수교가 합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하여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추구하면서 북·미 관계는 또다시 악화

되고 있다. 북·미 수교를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불가피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향후 북·미 수교는 북핵문제의 진전에 좌우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2) 북·일 수교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국제관계 측면의 또 다른 과제는 북·

일 수교문제이다. 냉전시대의 북·일관계는 비정상적인 관계 혹은 잠재

적 적대국 관계를 그 기본성격으로 하고 있었다. 1990년 9월 북한 노동

당, 일본 자민당, 사회당의 3당 선언을 계기로 개시된 북·일 수교협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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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북·일 관계의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1992년 11월의 북·일 수교협상을 끝으로 

북·일 대화는 열리지 못했다. 7년여 동안 중단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

다가 2000년에 와서야 양국 간 수교협상이 재개되었지만, 세 차례의 수

교협상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총리의 방북과 ｢북·

일 평양선언｣의 채택을 계기로 2002년 10월에도 한 차례 수교협상이 이

루어졌다. 2004년 5월 22일 고이즈미 총리가 재차 방북하여 ｢조·일 평

양선언｣의 이행과 양국 사이의 신뢰관계 회복을 협의하였다.14) 하지만 

북측이 일본에 보낸 납치사망자 유골의 진위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북·

일관계는 또다시 악화되었다. 2005년 9월의 ｢9·19공동성명｣에서 또다시 

북·일 관계정상화 문제가 다루어져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른 관계정상

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그 뒤에도 북·일 수교를 위한 비공식접촉이 있었으나 일본인 납치문

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핵·미사일을 비롯한 안전보장 문제

가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양국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15) 특히 북한의 

장거리 우주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이후 일본정부가 유엔안보리의 대

북결의안을 주도하고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추진하면서 북·일 수교협상

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북·일 수교는 북핵문제의 진전과 함께 

일본인 납치문제라는 이중과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14) “김정일총비서와 고이즈미 즁이찌로총리 상봉과 회담,” ꡔ조선중앙통신ꡕ, 2004년 

5월 22일. 
15) 조양현,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 및 북·일관계 전망,” ꡔ주요

국제문제연구ꡕ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7),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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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와 잠정협정 문제

1. 한반도 평화체제의 단계적 추진 필요성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전쟁재발을 막기 위한 군비통제 조치가 취해지며, △북·미, 북·일 수

교를 통해 교차승인이 완료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남측이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북·미, 북·일 수교를 별도로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

결하기 위해서는 군사정전협정 합의사항의 미해결과제들과 적정수준의 

군비통제, 북한 핵문제 등이 해결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

은 단기간 안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조율된 안보조치(coordinated security 

measures)를 통해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첫째, 군사정전협정 상의 미해결 사항들(해상군사분계선, 유엔사문제 

등)과 북핵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우회할 필요가 있

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사정전협정 합의

사항들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쌍방의 합의 아래 무효화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군사정전협정의 완료를 위해서는 북한이 양보하든 남북한이 합의

하든 해상군사분계선을 획정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외국군 철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난제들을 우회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족자결권 확보를 위해 남북한을 당사자로 하는 평화공존의 법

제도화가 요구된다. 군사정전협정에는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화이(彭德懷), 그리고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

라크가 서명했지만, 휴전의 성립에 반대했던 한국군의 대표는 서명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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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빠져 있다.16) 남한이 군사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평화

협정의 당사자 문제가 불거졌다. 따라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핵폐기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대북 안전보장 조치가 필

요하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기틀이 되기 위해

서는 새로운 평화보장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평화보

장기구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전략적 균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동맹, 북한의 핵문제 등 이와 관련

된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북핵문제의 해결까지 포함되

면서 평화협정의 체결 과정도 한층 복잡해졌다.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

로 평화협정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평화협정과 비핵화 과정이 연계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

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단계에 

가서야 병행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지도부가 핵

폐기 결단을 내리고 핵폐기 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 이전의 중간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조치가 필요

하게 된다. 이러한 대북 안전보장조치로서 남북 간 평화공존의 합의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보장하는 잠정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 잠정

협정의 법규범화 조치는 북한이 핵폐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도록 정

치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16)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은 1953년 5월의 미국방문을 앞두고 주한미군 측이 자

신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휴전을 받아들이라고 권

유했다고 증언하였다. 백선엽, “6.25전쟁, 1128일의 기억: 서울과 워싱턴의 갈등

(250) 오랜 전우의 메시지,” ꡔ중앙일보ꡕ, 2011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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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 ‘잠정협정’의 제안 및 합의 

외국의 평화협정 체결 사례를 보면 전쟁상태에서 곧바로 평화협정 체

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단계에서 일련의 잠정협정(modus 

vivendi)을 체결하는 사례가 더 많다. 한국전쟁의 경우도 전쟁상태의 종

식과 평화회복을 규정한 평화협정을 맺기에 앞서 군사정전협정을 두는 

2단계 프로세스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

년이 다 되어가면서, 군사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사이에 또다시 중간단계

로 잠정협정을 맺을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실제로 남북한 당국은 평화협

정 체결 이전의 중간조치에 관한 여러 제안을 내놓고 합의를 채택하기도 

했다. 

1) 남측의 ‘남북한 기본관계에 대한 잠정협정’ 공식 제안 

남한정부가 일관된 형태의 통일방안을 발표한 것은 1982년 1월 22일 

전두환 정부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처음이다. 이 방안은 첫째, 

1960년대까지 북진통일론, UN감시하의 자유총선거와 같은 전쟁 직후의 

발상에서 완전히 탈각해 있고, 둘째, 1980년대 이후 통일방안의 원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서이다. 이 방안 이후에 발표된 남한 

정부의 통일방안인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큰 틀에서 차이

가 없다.

이 통일방안에서 주목할 것은 남북대표들이 만나 통일헌법, 통일정부

를 구성하되 그것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의 과도기조치로서 남북관계를 

규정할 ｢남북한 기본관계에 대한 잠정협정｣을 제안하였다는 점이다.17) 

17) 198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도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

면서 제1단계로 남북 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불가침협정을 포함한 ｢남
북한 기본관계에 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남북한 유엔가입으로 주변 4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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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잠정협정｣ 제안은 통일을 이룰 때까지 상호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상호 체제 인정 및 내정불간섭, ∆현존 정전체제 유지, ∆상호 교류와 

협력, ∆쌍방의 현존 조약 존중,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18)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개최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잠정협정｣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

(당시)은 20개항에 걸친 시범실천사업을 제의하였다. 이 제안은 통일문

제에서 유엔의 간여를 배제하고 민족내부적인 성격을 강화했다는 데 커

다란 의의가 있다. 당시 남한정부가 제시한 20대 조치들은 1990년대에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2000

년대에 들어와 선별적이기는 하나 점차 실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9)

2) 남북한의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전 세계적인 해빙무드를 맞이하여 한반도에서도 남북 간에 적대관계

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려는 대화가 시작되었다. 남한

정부는 1988년에 ｢7·7선언｣을 통해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1989년에는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에 

나섰다. 마침내 1990년에 들어와 남북 간 고위급대화가 진행되어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남북기본합의

서｣(1991.12.13 채택, 1992.2.19 발효)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화해, 불

가침 및 교류·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

니라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다.20)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한반도 긴장완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ꡔ경향신문ꡕ, 1987년 11월 27일.
18) 전득주, “한국의 통일정책,” ꡔ시민과 국가ꡕ (서울: 학문사, 1994), p. 360.
19) 김형기, ꡔ남북관계 변천사ꡕ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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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군사정전협정에 해결과제로 명시

된 주한미군을 포함한 외국군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남북 양측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해상군사분계선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유보하였다는 점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지금

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하였고, ｢불가침부속합

의서｣ 제3장 제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

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기본합의서｣는 군사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 남북한의 

평화적인 공존을 위한 잠정협정이다. 하지만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

에서 동의비준 절차를 완료한 것과 달리, 남한에서는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라 ‘신사협정’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21) 

3) 북측의 ‘잠정협정’ 비공식 제안 

1996년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화협정에 앞서 ‘대미 잠

정협정’의 체결과 잠정협정의 이행·감독을 위해 판문점에 군사정전위원

회를 대체하는 ‘조미 공동군사기구’ 설치를 제의하였다.22) 1998년 6월에 

20) 1991년 9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는 더 큰 

실효성을 갖게 되었다. 이용중, “잠정적 특수관계의 성격과 남북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법적 조건: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및 제5조를 중심으로,” ꡔ국제법

학회논총ꡕ, 제48권 제1호 (2003), p. 253. 
21) 헌법재판소 1997.1.16. 결정 89 헌마 240, 92 헌바 6 사건 및 대법원 1999.7.23. 

선고 98 두 14525 판결. 
22) 북한 외교부, “조미잠정협정체결에　관한　조선외교부　대변인　담화,” ꡔ로동신문ꡕ, 

1996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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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의 비공식접촉 및 제4, 5차 회담에서 

북한은 잠정협정의 군사보장기구인 ‘군사안전보장위원회’를 제안하면서 

미국, 북한과 함께 남한을 당사자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23) 그 뒤 한

성렬 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2004년 5월에 가진 ꡔUSA Todayꡕ와의 

인터뷰24) 및 2005년 8월 미국 측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남·북·미 3자의 

‘잠정협정’ 체결을 주장해 오고 있다.25) 

북한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해상경계선 설정, 유엔

사의 해체 등 난제가 산적해 있어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

다. 북한은 우선 북·미 적대관계의 철폐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상경계

선이나 유엔사 문제를 우회하는 방안으로 ‘잠정협정’ 방안을 내놓았다. 

‘잠정협정’안에 따르면, 남한도 협정의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고, 정식 국

교를 맺기 이전에 미국과 북한은 각각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

치할 수 있다. 또한 군사정전협정의 감독 임무를 맡았던 ‘군사정전위원

회’의 역할을 대신하여 ‘3자 군사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한다.26) 

여기서 북한은 미국이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한다면, 한정되어 

있지 않은 과도기 동안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

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이 말하는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주한 미

군이란 평화유지군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27) 그런 뒤에 북한군

23)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ꡔ2009년 남북군사회담 자료집ꡕ(서울: 국방부, 2009), p. 

104. 
24) Barbara Slavin, “North Korea Suggests Peace Treaty to Settle Nuclear Dispute,” USA 

Today, May 13, 2004.
25) C. Kenneth Quinones, “Six Party Talks―Round IV, Part2, Meeting with DPRK 

Ambassador Han Song-ryoul, August 12, 2005-New York City.”(unpublished)
26) Selig Harrison, “The Missiles of North Korea: How Real a Threat?,” World Policy 

Journal, vol. XVII, no. 3 (Fall 2000).
27) 임동원, ꡔ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ꡕ (서울: 중앙북스, 2008), pp.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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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국군, 주한 미군 사이에 광범위한 군비통제를 진행하여 평화협정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측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

과 동시에 주한 미군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남북한의 ‘종전선언’ 추진 합의 

2006년 11월 18일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28) 이러한 부시 대통령의 제안은 노무현 정부에서 종전선언과 평

화협정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구상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정상

들이 만나 종전선언을 발표하여 북핵 폐기의 추동력을 확보한 뒤에, 완

전한 북핵 폐기가 이루어질 즈음에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2

단계 평화협정 프로세스로 정착되었다.29) 

그리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10·4정상선언｣에서는 “남

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

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

였다”고 합의하였다. 여기서 직접 관련된 3자란 남북한과 미국을 가리키

는 것이고, 4자일 경우에는 중국이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우선 남북한과 

미국을 당사자로 규정하고, 중국정부의 태도를 보아 추가시키겠다는 의

도에서 3~4자로 표현된 것이다.30)

28) 토니 스노(Tony Snow) 백악관 대변인이 전한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다음과 같

다. “the US is willing to declare the formal end to the war and establish a peace 

treaty, if North Korea abandons its nuclear weapons program.”
29) 조성렬, ꡔ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ꡕ, pp. 361~369. 
30) 중국정부는 2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우리 정부가 중국정부에게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타진했으나 정상회담 전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가 ꡔ10·4

정상선언ꡕ에서 “3~4자”라는 표현이 나오자 부리나케 참가의사를 밝혀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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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정상선언｣에서 밝힌 종전선언이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에 앞

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이 만나 한국전쟁의 종료를 정

치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종전선언은 국제법적인 효력

은 없으나 한국전쟁 당사국의 최고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쟁종료

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국제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게 하여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핵포기 결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핵화의 단계별 추진과 맞물려 평화협정의 

전단계 조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표 1> 잠정협정의 종류와 제안/채택 배경

사례 제안/합의 제안/채택의 배경

Ⅰ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남측제안

(1982)

유엔 관여를 배제하고 민족자결권 강화,

평화협정 해결 전까지 남북관계의 규율 

필요성 

Ⅱ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합의

(1992)

해상군사경계선, 외국군 문제 해결의 잠정 

보류

Ⅲ 잠정협정
북측제안

(1996)

평화관리기구의 신설, 정전협정 

대체(해상군사분계선, 외국군문제 우회)

Ⅳ
종전선언

(10·4정상선언)

남북합의

(2007)
북한의 핵폐기 촉진 및 북·미 관계 정상화

3. 포괄적 잠정협정의 의미와 내용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기 위

해서는 정식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새로운 잠정협정이 필요

한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맡았던 청와대 고위실무자(당시)의 증언, 2011년 2

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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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10·4정상선언｣에서 합의된 종전선언도 잠정협정의 일종이지만, 

이는 북한 핵문제가 핵시설의 동결을 넘어 불능화 단계가 진행되면서 마

지막 단계인 북한의 핵 폐기를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핵시설 불능화 작업이 중단되었고 새롭게 우라늄농축 문제가 제기되었

으며 6자회담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종전선언’이 정책적 의

미를 갖기 어렵다. 더군다나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거치면서 기존 남

북 간 각종 합의 이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런 점에서 현 시기에 필요한 것은 새롭게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잠정

협정이다. 현 단계에서 새로운 잠정협정은 당면한 해상경계선 문제와 유

엔사 및 주한미군 문제,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잠정적으로 유보

한 채, 유명무실화된 ｢군사정전협정｣을 사실상(de facto) 대체하는 것이

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3대 과제 중 국제관계 

측면을 제외한 국제법과 군비통제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잠정협정은 군사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사회 문제 등을 포괄

적으로 담는다는 의미에서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첫째, 이러한 잠정협정이 평화협정의 전단계 조치로서 남북 간 평화공

존의 제도화라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군사적 사항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항목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규정이어야 한

다. 이는 성격상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변화된 상황에 맞

춰 개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골격 위에 ｢
6·15공동선언｣(정식명칭 ｢남북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및 각급의 

남북합의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이를 ‘남북관계기본협정’(가칭)

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둘째, ‘남북관계기본협정’은 기존 ｢남북기본합의서｣와 마찬가지로 안

보적으로 민감한 주한미군이나 해상경계선, 북한 핵문제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우회 또는 유보하도록 한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오로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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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북의 문제만을 다루었으며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항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해상경계선 획정 문제도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

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협

의·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남북관계기본협정’은 군사정전협정을 법적으로 대체하는 기구

를 창설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기존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는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

정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군사정전협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군사정전위원회가 중단되었고 유엔군－

북한군 장성급회담조차도 정례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

영하여, 새로운 합의서에서는 유엔군－북한군 장성급회담과 남북장성급

회담의 구성과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다. 

넷째, ‘남북관계기본협정’은 남북한에게 각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

의, 즉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법규범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 

｢남북기본합의서｣가 폐기 내지 사문화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

되어 있으나 법규범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이 주요 원인이다.31) 기존 ｢남
북기본합의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률이나 조약

에 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체결될 ‘남북

관계기본협정’은 항구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군사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가 되도록 하기 위해 국내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비준 동의를 얻어놓아야 한다. 

‘남북관계기본협정’이 체결된 뒤 남북한의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가 기

대했던 성과를 거둔다면, 본격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을 추진한

31) 이석범,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비판론적 검토,” ꡔ법률신문ꡕ, 

2011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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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

램’을 포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과 함께 북·미 국교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한다. 

Ⅳ.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단계별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프로세스는 국제법, 군비통제, 국제관계의 세 

측면에서 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상호조율된 안

보조치에 따른 ‘포괄적인 안보－안보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포괄적인 안보－안보 교환’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

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첫 단계는 손상된 남북한 간의 신뢰관계

를 복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핵 포기나 해상경계선, 주한미군 문제

와 같은 민감한 안보사안들을 우회하여 ‘낮은 수준의 안보－안보 교환’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안보 교환’을 토대로, 남북한은 개발협

력과 경제협력을 크게 확대해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추진한다. 이와 

같이 하여 남북 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오면, ‘높은 단계의 안보－안보 

교환’을 위한 협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1. 제1단계: 남북관계의 신뢰 재구축

현재 남북관계는 상당 부분 사문화된 정전협정을 빼놓고는 사실상 무

규정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

의로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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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무효화를 선언하였으며,32) 남한도 천안함 

사태 이후 ‘5·24조치’를 발표하여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의 합의를 

사실상 중단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복원하여 남북관계

를 규정할 새로운 잠정협정을 채택할 때까지, 남북적십자와 같은 비정부

적인 대화채널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제공과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

를 재추진하여 신뢰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대화분위기 조성

을 바탕으로 끊어진 남북 군사 및 정부 당국자 간의 협의채널을 복원한

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남북 양측은 일

련의 서해사태로 인해 취한 조치들을 해제하고, 남북장성급 회담을 개최

하여 2004년 6월에 합의한 서해상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신뢰구

축조치를 복원한다. 또한 서해상의 분쟁을 예방·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관해 협의한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하여 북한당국은 

2011년 7월 한·미·일 외무장관회담에서 합의한 △우라늄 농축시설의 

가동중단, △핵 및 미사일 모라토리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복귀, △9·19공동성명의 이행의지 재확인, △정전협정 준수의지 천명 

등 회담재개의 전제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남북관계기본협정’의 채택을 위한 협상을 개시

한다. ‘남북관계기본협정’ 협상은 정치분과, 군사분과, 경제·사회분과로 

나누어 진행한다. 각 분과에서 합의된 내용과 미해결 쟁점들이 취합되

면, 총리급회담을 개최하여 미해결 쟁점들에 대한 조율을 마치고 ‘남북

관계기본협정’의 체결을 마무리 짓는다.

32) ꡔ로동신문ꡕ, 2009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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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단계: 낮은 수준의 안보－안보 교환과 ‘남북관계기본협정’ 체결

남북한의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제2국면에서는 북핵문제의 진

전에 따라 그에 상응해 대북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낮은 수준의 안보－

안보 교환’을 시행한다. 낮은 수준의 안보－안보 교환의 내용은 평화협

정에 이르기 위한 포괄적 잠정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관계기본협정’

에 담는다. 이 기본협정에서는 안보적으로 민감한 주한미군이나 해상경

계선과 같은 문제의 해결이 우회 또는 유보되지만, 협정의 발효 직후 남

북 장관급회담과 장성급회담을 개최하여 평화협정의 핵심쟁점들에 관해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로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2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조치들을 들 수 있다. 재래식전력의 군비통

제는 기습공격의 방지를 위한 군사력의 배치 및 운용의 통제와 전면적인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력의 규모 및 구조의 통제로 나누어 실시한

다. 서해상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문제는 남북장성급회

담에서 협의한다. 

다만, 주변국들의 가파른 군비증강 추세를 고려할 때, 남북한의 재래

식 군비통제가 반드시 구조적 군비통제(군비감축)를 포함해야 할지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쌍방의 병력감축은 남북한 상호간에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과도한 

군비감축은 주변국들과 비교해 한반도의 군사태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의 군비증강 추세가 진정될 때까지는 

남북한의 재래식 군비통제는 배치제한과 같은 운용적 군비통제나 병력 

수의 감축과 같이 제한된 구조적 군비통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북한이 우라늄농축시설에 대한 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모든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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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대해 IAEA의 사찰·검증을 받도록 한다. 추가 핵신고서에 따른 

검증 작업이 완료되면, 우선 IAEA의 감시 아래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을 북한지역 내에서 분리 보관하도록 한다. 나아가 북한이 보유하고 있

는 모든 핵시설과 핵무기의 해체 및 핵물질, 핵프로그램 관련 장비, 자료 

등의 반출을 위한 일정을 협의한다.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군비통제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쌍무적인 

노력보다 북한을 국제비확산체제에 참여시켜 확산방지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화학무기금지

조약(CWC)｣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미 가입한 ｢제네바 의정서｣와 ｢생
물무기금지협약(BWC)｣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한다.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을 통제하기 위해, 북·미 간 

미사일 협의채널을 재가동하여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시험·배치·수출

의 통제를 추진한다. 그리고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기준 안에서 

가칭 ‘남북한 미사일 통제협정’을 체결하여 MTCR의 범위를 벗어난 탄도

미사일의 개발·생산 및 보유를 금지시키고, 미사일의 탄두를 재래식 탄

두로 제한하는 등 대량살상탄두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 협조에 상응하여, 남한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이행방안을 모색한다. 북

한에 대한 포괄적 안전보장 방안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외에 동북아

안보협의회(CSC-NEA) 발족과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

을 본격화한다. 특히 미 의회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상응하여 

북·미 수교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북한관계법’(가칭)의 입법화를 

추진하도록 한다.33) 북·미 및 북·일 수교협상의 진전에 따라 워싱턴과 

33) 루가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신뢰를 갖고 6자회담과 북·미회담에 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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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도쿄와 평양에 설치했던 연락사무소를 외교대표부로 승격시킨다. 

3. 제3단계: 높은 수준의 안보－안보 교환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재가입하고, IAEA의 감시 아래 앞서 

해체, 분리보관하고 있던 핵무기와 핵물질의 해외반출을 시작하여 완료

한다. 또한 북한이 이미 비준 완료한 CWC, BWC, MTCR, AG 등 국제 비

확산레짐의 규정에 따라 의무준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조치들이 성과를 거두고, 주한

미군 문제는 남·북·미 3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재래식 군사력의 

규모 및 구조의 통제는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조정을 통해 통일에 대비

한 남북한의 군사통합 기반을 조성하도록 한다. 그밖에 남북한의 군사력 

규모 및 구조에 대한 사항은 통일한국의 방위충분성과 적정군사력 규모

를 산정한 뒤 이를 토대로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에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군비통제가 커다란 진전을 보게 된다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을 위한 평화협정의 체결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때 평화협정을 군사

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남북군비통제협정을 병행한다. 북한이 핵무기 해

체 및 핵물질 해외반출을 시작하는 데에 맞춰,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한

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맞춰 기존의 남북연락사무소를 남북 상

주대표부로 격상한다.

수 있도록 북한관계법의 초안을 작성하여 부시 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북한

관계법 초안의 국문번역본은 다음을 볼 것. 윤동영, “美 루거 의원, ‘북핵 로드

맵’ 법안 작업,” ꡔ연합뉴스ꡕ, 2006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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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따른 국면별 안보－안보 교환

제1국면: 남북한 신뢰관계의 복원 

군비

통제

o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우라늄농축활동 중단, 해외이전 및 추가핵

실험 금지 약속 준수,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o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유예 

o 우발적 충돌 예방조치 착수－남북장성급회담

o 한미연합훈련, 북한군 훈련의 축소 재조정 협의 

국제

관계

o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재개

o 북·미, 북·일 양자대화 재개

o 수교 환경조성－대북 제재 유예, 식량지원 

법·

제도

o 우발적 군사충돌방지 합의서－남북장성급회담

o 상호방문자 신변안전보장 합의서－남북장관급회담

o 남북관계기본협정 협의 착수－남북장관급회담, 총리회담

※ 대북 인도적 지원법 제정 

제2국면: 낮은 수준의 안보－안보 교환

군비

통제

o 비핵화 조치 협상－핵시설(플루토늄, 우라늄), 기폭장치, 핵물질 북한지역 

보관

o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폐기 협상

o 재래식 군사신뢰구축조치－군사훈련 축소 재조정

※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2015.12.1) 

국제

관계

o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유예 (1718, 1874) 

o 북·미 연락사무소 (평양－워싱턴) 

o 북·일 연락사무소 (평양－도쿄)－식민지배상, 일본인 납치문제 진전 

법·

제도

o 남북관계기본협정 체결－남북 연락사무소 (서울－평양) 

o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착수(남북 및 4자) 

o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국제레짐(NPT, MTCR, CWC, BWC, AG 등) 비준 완료 

o 동북아 안보협의회(CSC-NEA) 논의 본격화 

※ 북한주민 인권 개선법 제정 

제3국면: 높은 수준의 안보－안보 교환 

군비

통제

o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 완료 

o 남북한 재래식 군비통제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 제한적인 구조적 군비통제

국제 

관계

o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전면해제 (1718, 1874)

o 교차승인의 완성－북·미 수교,－북·일 수교: 납치문제 해결 

법·

제도

o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국제레짐(NPT, MTCR, CWC, BWC, AG 등) 가입과 

비준 및 생산물질 폐기 

o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o 동북아 안보협의회(CSC-NEA)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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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및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북·미 양측은 관계정상화 협상

을 본격화한다. 원칙적으로는 ‘북한관계법’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 해체 

및 핵물질 해외반출을 시작하는 데에 맞춰, 미 하원 및 상원에서 북·미 

관계정상화를 비준 동의하도록 한다. 다만, 북한의 핵포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북·미

수교협정 및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을 검토해 볼 수 있다.34) 

북·일 양측은 다자간 현안인 북한 핵문제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문

제가 해결되고, 양자간 현안인 일본의 식민지 배상과 일본인 납치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데에 맞춰 북·일 관계정상화를 실현한다. 아울러 북

한에 대한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동북아 공동안보 현안을 지속적으로 다

룰 동북아안보협의회(CSC-NEA)를 정식 발족한다. 

Ⅴ. 맺음말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등장과 한국

의 정권교체 등으로 머지않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구조도 역사적인 변

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안보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어떻게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

립하여 현 정전협정을 법규범성을 가진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할 것인가 

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34) 미 행정부는 정책의지에 따라 미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도 △주한 미 대사의 북

한주재 대사 겸직 또는 대리대사(Charge D’Affair) 임명과 △조약(treaty)이 아닌 

한반도 평화 ‘협정’(agreement) 체결이 가능하다. 조성렬, “미국의 대북정책 전

환과 북·미관계 전망,” ꡔ민주사회와 정책연구ꡕ, 통권 13호 (2008), pp. 175~178

을 참조할 것.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단계적 접근: 포괄적 잠정협정을 중심으로❙ 31

현 군사정전체제는 지난 60년 동안 남북한 간의 군사충돌과 정전 관리

기구 및 감독기구의 기능마비 등 수많은 도전을 받아 왔다. 하지만 현 정

전협정은 일정하게 미·중 및 남북한 사이에서 ‘억제력 균형’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법규범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체제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포괄적 잠정협

정의 성격을 가진 ｢남북기본합의서｣는 법규범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

람에 폐기 내지 사문화되고 말았다. 

이처럼 남북한 간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사문화된 현 시점에

서 공고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과도기의 남북관계를 규율할 새로

운 법규범이 필요하다. 과거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동서독기본조약｣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신속하게 합법결정을 내림으로써 독일통일 이전까

지 양독관계 법적문제의 해결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본 논

문에서 제안한 포괄적인 성격의 잠정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관계기

본협정’도 법규범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를 받아

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하고, 포괄

적 잠정협정을 거쳐 공고한 평화협정으로 가는 단계적인 평화프로세스

의 추진을 제안하였다. 북한 핵문제와 해상경계선 합의 및 유엔사·주한

미군 등 난제의 해결에 매달려 평화협정의 체결을 늦추기보다는 단기간

에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문제들을 유보 내지 우회하는 방법으로 먼저 잠

정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였다.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을 강화하

고 이를 제도화해 나가기 위한 잠정협정은 포괄적인 성격을 띠어야 하

며, 최종국면에서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군사문제 등 현안들을 해결한 

뒤에 공고한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주요 국가들은 리더십 교체기에 들어서 있

다. 새로 등장할 주요 국가들의 리더십이 어떤 외교전략을 채택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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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한반도정책을 구사할지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동북아정세의 불확실성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착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포괄적 잠정협정의 체결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군사문제의 해결을 통해 공고한 평화협정

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의 현실적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 접수: 2012년 4월 30일 / 수정: 2012년 5월 22일 / 게재확정: 2012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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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ased Approach for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a Comprehensive Modus Vivendi 

Cho, Seong-Ryoul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balance of 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collapsed after 

the Cold War, and it served as an impetus for North Korea to develop a 

nuclear program. The nuclear program gave rise to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it also led to the emergence of the need fora regime for 

maintaining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o establish apeace 

regime, requisites such as international law,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relations had to be satisfied. 

However, it is not easy to establish a Korean peace regime in a short 

period of time owing to the following issues: the question of the 

demarcation line on the sea, the presence of U.S. forces in Korea,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tc. Especially, the armistice agreement system 

had already been greatly damaged and there are actually no norm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llowing North Korea’s declaration of its 

nullification of all military agreements in 2009 and South Korea’s 5.24 

measures in 2010. 

Therefore, the imperative task is the normalization of the North-South 

relations. Next, the second task is to draw up a new modus vivendi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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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일본 도쿄대학

과 게이오대학의 객원연구원을 역임하고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책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저서로는 ꡔ정치대국 일본: 일본의 정계개편과 21세기 국가전략ꡕ, ꡔ주한

미군: 역사, 쟁점, 전망ꡕ(공저), ꡔ한반도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ꡕ, ꡔ뉴
한반도비전: 비핵·평화와 통일의 길ꡕ 등이 있다. 

regulates the new North-South relations by way of a low-level 

security-security trade-off. Lastly, the Korean peace treaty, by way of a 

high-level security-security trade-off, should include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new demilitarized line on the sea, resolution of the 

U.S. forces issue, and the normalization of the DPRK-U.S. and the 

DPRK-Japan relations. 

Keywords: peace regime, North Korean nuclear issue, modus vivendi, 

security-security trade-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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