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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북한의 핵담론을 근거로 북한의 핵정책 내용과 방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핵담론
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핵담론이 핵정책에 이용되는 접점인 조선노동
당의 정책담론(당론)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정
책 결정에 대한 설명은 조선노동당의 당론에 반영되는 정책선택지의 차
원과 정책동기의 차원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참고로, 본 논문
에서는 북한의 당론을 분석하기 위해 매달 말일자 『로동신문』에 게재
되는 “<월간국제정세개관>”을 활용하였다.
2장에서는 담론과 언표, 당론, 당론화, 그리고 당론강화와 같은 본
논문의 주요개념을 설명했다. 담론과 언표에 대해서는 하나의 담론은 동
일한 전략적 방향을 가리키는 언표들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당론은
정당영역의 논의를 의미한다. 그리고 당론화란 새로운 종류의 언표가 당
의 문서에 등장하는 현상이다. 이는 정책결정자가 전략적으로 승인한 정
책선택지의 존재를 반영한다. 당론강화는 텍스트에서 특정 언표가 출현
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 언표의 입장
을 추구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강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북한 핵담론의 당론화와 당론강화에 대한 분석의 틀은 북한
핵정책의 선택지와 정책동기 차원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당론화의 분
석틀은 새로운 정책선택지가 정치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다룬다. 구체
적인 틀은 포스트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모델을 차용하였다. 그에 따라
당론화는 당론화의 배경, 당론화 시도와 수용 결과 각 차원에서 논의된
다. 당론강화에 대한 분석은 그에 투영된 정치적 의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핵정책 변화의 경우, 핵확산의 동기이론이 분석틀을 제공
한다.
이어, 북한 핵담론의 각 언표를 1940년대 말부터 2013년까지 고
찰하면서, 3장에서는 북한의 핵담론 5개 유형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핵담론의 유형은 핵에너지와 핵무기에 대한 태도에 따라 ① 핵에너지를
긍정하는 평화적 핵활동 담론, ② 핵에너지를 부정하는 탈핵담론, ③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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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일방적으로 긍정하는 핵증강 담론, ④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긍정
하는 핵억제 담론, ⑤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핵무기금지 담론,
⑥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부정하는 핵전쟁방지 담론의 여섯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담론은 이 중 평화적 핵활동 담론, 핵증강 담론,
핵억제 담론, 핵무기금지 담론과 핵전쟁방지 담론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4장에서는 북한의 핵보유성명 발표 이전의 당론화 사례들을 다루
었다. 우선, 북한은 1980년대 중후반 북소관계 개선과 비동맹외교의 필
요성을 배경으로 핵무기를 부정하는 방향에 속하는 담론들인 핵무기금지
담론과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를 연속적으로 진행했다. 1990년대 초
미․일과의 교차승인을 추구하던 상황에서, 북한은 다시 한번 핵무기를 부
정하는 담론들(핵무기금지 담론,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를 진행했다.
반면, 1990년대 중반 김정일 체제의 출범 이후에는 노동당은 핵무기를
긍정하는 유형의 담론들을 승인하기 시작했다. 2002년 1월 '악의 축' 연
설을 배경으로 핵증강 담론의 언표가 승인되었다. 2003년 여름 6자회담
1차회의 이후에는 핵억제 담론도 당론으로 발전되었다.
이어 5장에서는 2005년 2월 핵보유성명 이후의 핵담론 당론화 사
례가 제시되었다. 우선, 핵무기를 긍정하는 담론 이외의 북한 핵담론에
폭넓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핵무기금지 담론은 "한반도비핵화" 언표 외
에는 의미있는 언표를 갖지 못한 자기중심적 담론으로 재편되었다. 평화
적 핵활동 담론에서는, NPT 체제 밖에서 핵에너지의 경제적 이용을 추
구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방향의 언표를 승인했다. 경수로제공방안이 담
긴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둘러싼 정치적 교착국면이 2005년 말 조성
된 됨에 따라,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담론은 자신의 핵활동에 대한 양보
와 NPT 복귀를 정당화할 수 있었던 기존의 내용을 잃고, NPT 미복귀
국가가 되려는 방향의 새로운 언표에만 초점을 맞춘 담론이 되었다. 아
울러, 2005년 늦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
이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당론화되어 있었
던 ‘수정주의’ 핵전쟁방지 담론의 “핵군축” 언표가 당에 의해 승인되었
다. 다음 단계에서는, 2008년 여름 6자회담 비핵화 합의의 이행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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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때를 기점으로 핵증강 담론의 언표가 연속적으로 당론화되었다.
2013년 봄 병진노선의 채택을 전후해서도 "정밀핵타격" 등 핵증강 담론
의 언표가 노동당의 당론에 도입되었다.
6장에서는 핵정책에 관한 북한의 정책동기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핵담론 당론강화의 차원을 분석했다. 이것은 비핵화 혹은 핵군비통제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핵문제에 대응하려는 핵외교 행위의 동기와 수평적·
수직적 핵확산을 추구하는 핵개발 행위에 대한 동기가 북한의 정책환경
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북한의
개방지향적 경제전략과 주변 강대국의 대북관여 기회라는 변화요인은 북
한의 핵외교 동기를 강화시킨다. 다만, 2005년 북한의 핵보유성명 이후
에는 이들 변화요인에 따라 북한의 핵외교 동기가 강화되는 정도가 이전
의 1/3로 줄어들었다. 둘째, 북한의 개방지향적 경제전략과 주변 강대국
의 관여 기회는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약화시키는 효과는 갖지 못한다.
셋째, 한국의 본격적인 대북관여와 미국의 대북관여는 북한의 핵개발 동
기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결론에서는, 특정한 핵정책 방향의 정책선택지와 정책동기가 모두
충족되지 않고는 그 핵정책이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미
오랫동안 지속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관련 동기를 변
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만이 아니라 북한이 새로운 해결방안을 공
식적인 의견으로 승인하도록 하기 위한 대화방안을 함께 담은 종합적인
접근이 취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북한의 핵정책, 북한의 핵담론, 조선노동당 당론, 북핵위기, 북한
경제, 북한 외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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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북한 핵담론을 통한 핵정책 분석
오늘날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 전망은 어둡다.
2010년 정초만해도 2년 전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의 기억이 남아 있었
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간의 비밀접촉설도 들려왔었다.1) 그러나
두달 뒤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이례적인 대남도발을 진행
했다. 자신들의 핵억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던 것이다. 북한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대회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여 핵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으며, 2013년 3월 31
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에서는 병진노선 선포를 통하여 핵을 오
히려 증강해가겠다는 정책을 공식화했다.2) 그 과정에서 북한은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 이후에는 핵선제타격 권리까지 언급하면서 긴장을 끌
어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에는 불안정한 핵질서의 평화가 태동되
었다.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당시에도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에
한미동맹은 강화된 억제태세로 맞섰고, 북한이 “소형화된 수소폭탄” 실
험이라고 주장한 2016년 1월 6일의 4차 핵실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B-52 전폭기가 출동했다. 4차 핵실험으로부터 한달 뒤 북한이
장거리로켓 실험도 감행하여 미군의 F-22, 핵잠수함, 항공모함이 연이
어 한반도에 전개되었다. 2016년 6월 22일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
한 중거리미사일인 무수단미사일의 고각발사 실험에 성공하자, 한미 양
국은 2016년 7월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한반도에 도입
하기로 결정했다. 이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조치에 한미동맹
도 보다 단호한 군사력시위로 대북핵억제를 유지해야 하는 상호관계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두려움에 기
1) 『경향신문』, 2010년 2월 5일자, “남북정상회담 지난해 합의후 결렬.”
2) 『로동신문』, 2012년 4월 14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
한 보고”; 『로동신문』,2013년 4월 2일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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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 평화를 만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핵의 파급 효과가 한반도는 물
론 동북아의 평화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우려한다.3)
북핵문제의 현상이 크게 변화했다고 해도, ‘북한의 핵정책은 어떠
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동학을 통해 발전되었는가?’라는 질문은 계속
해서 제기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연구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가
지고 있으나, 천안함 사건과 후계체제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선명
한 변화로 북한 핵정책의 실체와 진행방향은 다시 오리무중 상태로 돌아
갔다. 미국의 대북관여를 통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는 과거의
연구시각이 오늘날 북핵문제의 교착국면에 적용이 안되고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북한 비핵화과정의 중단 장기화로 북핵연구는 피로현
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정책의 현주소와 변화동학
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한국과 국제사회로서는 포
기할 수 없는 전략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
기 위해 북한의 핵개발이 현실화된 상황을 직시할 필요도 있다.
북한 핵정책의 좌표와 진행방향을 찾는 데 있어 최대의 걸림돌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북한의 동향에 관심이 많은 나라일수록 오히
려 북한의 정책변화를 제때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의 속
성을 규정하는 공고한 자체의 담론이 있기 때문이다. 헤이젤 스미스
(Hazel Smith)는 다수의 북한연구가 북한이 공격적이고 비합리적인 나
라라는 점을 강조하는 안보화 패러다임에 맞게 북한에 대한 자료를 해석
하고 있으며, 북한정치가 빠르게 변화할 수 있고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에 북한측 정책의 콘텍스트와 동기를 제시하
는 데 소홀하다고 지적했다.4)
이러한 걸림돌을 피해 북한의 핵정책을 이해할 단서는 북한의 핵
담론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의 핵담론은 그들의 가치체계에 깊이 뿌리
를 내리고 있다. 북한의 핵담론의 원형도 북한정권의 초창기인 1940년
대 말에서 김일성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1960년대 초반 사이의 시기에
3) 진징이, 『한겨레』, 2016년 1월 18일자, “[세계의 창] 동북아의 전쟁과 평화.”
4) Hagel Smith, "Bad, mad, sad or rational actor? Why 'securitiz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ffairs Vol. 76, No. 1 (2000), pp.
5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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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었다.5) 동시에 북한은 냉전과 탈냉전기를 거치며 과거의 정치담
론에 기초하여 핵정책을 정당화해왔다. 그로 인해 북한 핵담론은 북한
핵의 억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규명해줄 지표가 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핵담론이라는 단서를 통하여 북한의 핵정책을 파악하
는 작업은 한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북한 핵담론 연구도 이제 시작단
계에 있어 정책분석에 응용될만큼 구체화되지는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
이다. 북한의 핵담론을 통하여 그들의 핵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몇 가지 하위 질문이 해소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의 핵담론은 무
엇인가?’ 둘째, ‘핵담론과 핵정책의 연관지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셋째, ‘핵담론을 통하여 핵정책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넷째, ‘핵정책
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중간단계의 문제들이 답해진
다음에야, 북한의 핵담론을 통하여 북한 핵정책의 과거 전개과정과 미래
의 진향방향 혹은 변화방향을 이해하는 작업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서론
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하위질문에 대한 답을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2. 기존연구
1) 북한 핵담론 연구
북한의 핵개발 이후 그들의 핵담론에 주목할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그 배경은 북한이 2009년 5월 25일 실시한 2차 핵실험에
서 무시되기 어려운 폭발력을 보여줌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운용방식이
무엇이냐는 문제 등이 주목받기 시작한 데 있다.6) 북한과 같은 권위주
5)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현대북한연구』 제17권 1호
(2014), pp. 197-250.
6) 함형필, “북한의 핵전략 구상과 전략적 딜레마 고찰,” 『국방정책연구』25(2) (2009년 여름),
pp. 91-120; Patrick M. Morgan, "Deterrence and System Management: The Case of
North Korea,"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tudies, Vol. 23 (2006), pp. 121-138;
Terence Roehri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Motivation, Strategy, and
Doctrine," in Toshi Yoshihara and James R. Holms (eds.), Strategy in the Second
Nuclear Age: Power, Ambition, and the Ultimate Weapon (Baltimore: Georgetown
Univeristy Press, 2012), pp. 81-98; Peter Hayes and Scott Bruce, "Translating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into Constrained Operational Reality," in Gregory J. Moore,

- 3 -

의 국가의 핵교리나 전략적 사고는 역사적, 문화적 변수의 제약을 더욱
크게 받기 때문에, 북한의 향후 핵정책 진행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담론이 파악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북한의 핵담
론에 대한 고찰도 제시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담론에 대한 연구로는
구갑우와 조동준의 글을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다. 구갑우는 북한
체제의 형성기로 거슬러 올라가 북한 핵담론의 원형을 제시했고, 조동준
은 중소(中蘇)의 핵교리와 북한의 핵교리를 비교함으로써 북한 핵교리의
진로를 제기했다.7)
이 가운데 구갑우는 북한의 핵담론을 1947년과 1964년 사이의 기
간 동안 검토함으로써 북한 핵담론의 원형으로 핵무기금지 담론, 핵위협
담론, 평화적 핵이용에 관련된 담론, 핵개발을 지지하는 담론을 제시했
다. 첫 번째로, 북한은 1940년대 말 소련 주도의 평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핵무기금지 담론을 수용했다. 핵무기금지 담론은 북한의
1949년 4월 파리 ‘세계평화대회’ 참가를 계기로 북한에 본격적으로 도
입되었다. 이후 한국전쟁 중 미국의 핵사용에 대한 우려로 북한의 핵무
기금지 담론은 확대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은 핵무기의 무조건 금지
를 요구하는 친소적 “평화옹호자 상설위원회(a Permanent Committee
of the Partisans of Peace)”의 스톡홀름 호소문(Stockholm Appeal)에
대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였던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은 1957년 주
한미군의 핵무기 도입을 계기로 핵위협담론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게 되었
다. 이듬해인 1958년에 북한은 군사정전위에서 - 미국의 핵무기 배치에
따라 - 한반도가 ‘원자 전쟁 기지’가 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구갑
우는 이 핵위협담론이 1954년 북한의 평화지대 창설 제안과 1961년의
북중․북소동맹 체결, 1962년의 병진노선 선포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
했다.8) 각 정책방안들이 모두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이었다는

North Korean Nuclear Operationality: Region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Baltimore
(Marylan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4).
7)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현대북한연구』 제17권 1호
(2014), pp. 197-250; 조동준, “북한 핵교리의 변화와 미중협력”, 전재성 (편),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서울: 늘품플러스, 2015), pp. 227-286.
8) 구갑우, 2014, pp. 2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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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세 번째로, 핵위협담론의 등장과 때를 같이 하여 북한에서는 평
화적 핵이용과 관련된 담론이 출현했다. 1956년 이래 소련은 사회주의
동맹국들에 대한 핵협력을 본격화했고, 북한도 소련의 핵협력 사업에 참
가할 수 있었다. 구갑우에 따르면, 북한 내의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담
론은 1958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했다. 네 번째로, 북한은 중국의 핵
개발을 지지하면서 핵개발을 긍정하는 담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북한의
중국측 핵개발에 대한 지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중국의 핵실험
을 막기 위하여 미영소 3개국이 체결한 제한적 핵실험금지조약(PTBT,
Partial Test Ban Treaty)에 대한 북한의 공개적 반대였다. 1963년 8
월 4일자 『로동신문』의 사설 “미제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반대하며
핵무기를 철폐하자”를 통해 북한이 PTBT 체결을 비판하고 중국의 핵개
발을 긍정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중국의 핵실험 성명
도 중국의 핵실험 다음날 『로동신문』에 전재(轉載)했다. 이외에도 구
갑우는 북한 국제정치이론의 흑백논리 등도 북한 핵담론의 기초로 꼽았
다.
조동준은 중국과 소련의 핵교리를 향후 북한 핵교리 담론이 지향
할 수 있는 모델로 제시했다. 핵개발 이전 시기 소련과 중국은 핵무기의
군사적 역할에 대해서는 큰 시각차를 보이지 않았다. 두 나라 모두 핵무
기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지 못한다는 핵무기무용론을 갖고 있던 것이
다. 소련은 스탈린(Joseph Stalin)의 1942년 교시에 따라 전쟁의 승패는
핵무기가 아니라 후방의 안정, 군의 사기 등 영구불변요소(permanent
operating factors)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고,9) 중국은 국공내전 승리
의 원동력인 인민전쟁 교리에 따라 인민의 단결과 사기가 승리의 요인이
라고 강조하며 핵무기는 “종이호랑이(老纸虎, paper tiger)”에 불과하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핵억제력의 확보 이후 소련과 중국의 핵교리는 차
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의 성공 이후 소련은
스탈린 시대의 핵무기 무용론을 부정하고 핵기습공격을 막기 위한 선제

9) 또한 독일의 기습공격을 막아낸 소련의 역사적 경험도 핵무기가 일으킨 핵 기습공격(atomic
blitzkreig)의 효과도 승리와 패배를 가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게 하는 요인
이었다. 조동준, 2015, pp. 22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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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교리를 발전시켰지만,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의 성공
이후에도 기존의 핵무기무용론을 유지하고 최소억제 교리를 추구했던 것
이다.
이 바탕에서 조동준은 북한의 핵교리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중국모델과 유사했으나, 2012년 봄을 경과하면서 소련모델에 보다 접근
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북핵 2차위기 발생 직후인 2003년에도 북한은
‘일심단결’이 핵무기보다 더욱 강력하다고 주장했고, 2005년 2월의 핵보
유성명에서도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남아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핵무기무용론을 강조하고 최소억제를
지향하는 중국의 핵교리 담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다. 반면, 2012년
이후 북한은 소련의 핵교리를 모델로 하는 핵정책 상의 주장을 제시했
다. 2012년 3월에 북한은 자신들의 “전략로케트군”을 공개했고, 2013년
3월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정밀핵선제타격’을 언급했다. 이는 북한이
소련의 핵군사력 건설 모델을 본 따 전략로케트군을 창설하고, 과거 소
련의 핵교리와 유사하게 선제타격을 지향하고 있다는 바를 의미했다.
이상의 기존연구로부터 핵담론 연구의 발전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
다. 첫 번째로는, ‘북한의 핵담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기
존 연구 속 핵담론의 속성이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핵담론
은 구체적 정책방향에 대한 핵담론과 일반적 정책필요성에 대한 핵담론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핵담론이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의
축과 정책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축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
에 따르면, 구갑우가 제시한 핵무기금지 담론, 평화적 핵이용 담론, 핵개
발 지지 담론과 조동준이 제시한 핵교리 담론은 핵문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중심으로 하는 핵담론이지만, 구갑우의 연구 중의 ‘핵위협담론’은
정책적 방향이라기보다는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핵담론이다.
구갑우 스스로도 지적했듯이, ‘핵위협담론’은 평화지대 창설, 평화적 핵
이용, 동맹조약 체결 등 여러 대응방안과 결합될 수 있다. 이는 ‘핵위협
담론’이 - 특정한 대응방향 중심의 논의가 아니라 - 핵위협에 대한 대
책이 무엇이든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 대응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라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핵무기금지 담론 등 핵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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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체적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하는 담론과 ‘핵위협담론’과 같은 대응
의 일반적 필요성에 대한 담론을 구별없이 하나의 축에 놓는 것은 핵담
론의 속성을 분명히 규정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핵담론 연구는 우선 핵담론 가운데 핵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중심
의 논의를 다룰 필요가 있다. 정치담론 연구에서는 정책문제에 대한 대
응방식에 관한 담론을 중심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해왔다. 노먼 페어클로어(Norman Fairclough)는 정치담론 연구의 분석
대상은 실천적 논증(practical argumentation)이라며, 실천적 논증이란
“특정한 행동 방안과 정책을 선호하거나 수용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
이라고 규정했다.10) 또한 그는 특히 위기 시에는 더더욱 선택이 정치의
핵심이라고도 강조했다.11) 각 선택지들을 정당화하는 논증이 연구의 주
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담론 연구의 연장선에서
연구대상을 규정한다면,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한 핵담론을 연구대상으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물론 핵담론 가운데 정책필요성의 축
과 정책방안의 축이 모두 연구될 가치가 있으나, 핵담론 연구가 정책분
석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지닌다는 점은 정책방안 축의 핵담론에 대한
연구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방안 축의 핵담론이 온전히
이해된 바탕에서야 정책필요성 축의 핵담론(‘핵위협담론’)이 갖는 정책적
함의도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핵위협에 대한
담론보다 핵정책에 대한 담론을 중심적으로 다룬다.
이때, 북한의 핵정책에 대한 담론(핵담론)은 보다 종합적인 범위에
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한 핵담론에는 구
갑우가 제시한 핵무기금지 담론, 평화적 핵이용 담론, 핵개발 지지 담론,
조동준이 제시한 중국 핵교리 담론, 소련 핵교리 담론이 해당한다. 기존
의 연구가 북한의 핵담론을 전반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공백은 북한이 북핵협상 과정에서 제시해온 북한 외교의
담론들이다. 기존연구의 핵담론에는 ‘한반도비핵화’나 “동시핵사찰”과 같
10) 이사벨라 페어클로어, 노먼 페어클로어 저, 김현강, 신유리 역, 『정치담화분석』(서울: 박이
정, 2015), 2015, p. 15
11) 페어클로어, 2015, pp. 12-13, 39-41; David Harvey, The Enigma of Capital and the
Crises of Capitalism (London: Profile Books, 2010),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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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북한이 북핵협상 추진기에 제시한 중심적인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북핵협상 시 북한의 핵외교도 북한의 핵정책에서 빼놓
을 수 없었던 요소이다. 이 부분의 공백도 메워야 북한의 핵담론에 대한
후속연구가 북한의 핵정책 분석에 필요한 종합적 틀을 제시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핵담론과 핵정책의 연관지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
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각에서 기존연구를 검토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정책과 핵담론 간의 연계를 다소
모호하게 다루고 있다. 핵담론 연구는 일정 부분 핵담론이 북한의 핵정
책을 시사한다는 바를 함의하고 있지만, 기존연구에서 북한의 핵정책을
반영하는 자료를 다루고 있는지는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기
존연구에서는 연구자료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었다. 구갑우는 북한의
핵담론을 추출하기 위해 북한의 공식매체, 정치용어사전, 역사교재 등
공식, 비공식 분야를 아우르는 자료를 취급했다. 연구자료가 북한의 핵
정책을 반영하는 자료인지 여부를 중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조동준은 김
정은의 연설, 정부기관의 성명, 『로동신문』의 논설과 보도 등 공식매
체의 텍스트에 집중한다. 조동준의 경우 공식매체의 텍스트에 집중한다
는 점에서 연구자료 부분의 문제점은 크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연구자료의 범위를 보다 좁혀 체계화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텍
스트와 핵담론의 정책화 수준 간의 일관된 관계는 설정하지 못하고 있
다. 정부기관의 성명이나 노동신문의 논설과 같은 공식매체의 텍스트는
생각보다 무수하며, 이들 텍스트가 모두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보다 전술적인 주장을 담고 있고, 일부는 전
략적 방안에 관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공식매체 내에서도
텍스트 간에도 종류별로 정책적 가치의 차이가 존재한다. 다소 낮은 급
에서 제시되는 논설과 가장 비중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신년사는
정책적 비중을 달리 한다. 따라서 조동준과 같이 공식매체의 텍스트로
연구자료의 범위를 좁힌다고 해도, 텍스트 내의 핵담론과 핵정책 간의
관계가 일관된 것으로서 규정되어지기는 어려운 것이다.
핵담론과 핵정책 간의 연관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북한 핵정책의
방향이 제시되는 텍스트들의 핵담론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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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담론에 대한 텍스트를 정책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아직 북한이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정책의 고안(考案)
시 참고지식이 될 수 있는 중국 혹은 소련 핵담론의 텍스트, 둘째 국내
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허가된 바 있는 과거의 정책담론인 ‘낮은 정책적
수준’의 텍스트, 셋째 현재 북한의 핵정책을 정당화하는 논의를 담은 ‘높
은 정책적 수준’의 텍스트이다. 북한의 핵담론과 핵정책 간의 접점은 핵정책을 파악하기 위한 핵담론 연구가 초점을 두어야 할 영역은 - 이
세 종류의 텍스트 가운데 ‘높은 정책적 수준’의 논의에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정책을 반영하는 ‘높은 정책적 수준’의
논의를 담은 텍스트로는 ‘당론’ 장르의 텍스트를 꼽을 수 있다. 북한에서
정치와 사상을 지배하는 기관은 노동당이다. 노동당의 승인이 이루어졌
는지 여부가 핵정책의 방안들이 전략적 방안으로 성립하는 데 관건이 된
다. 그 때문에 노동당의 당론영역에 담긴 핵담론의 내용이 보다 진정한
북한의 핵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점으로부터
노동당 당론 영역의 정치담론을 그 핵담론을 통해 핵정책을 볼 수 있는
‘접점’으로서 강조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핵담론을 통하여 핵정책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
는 문제에 대하여 기존연구는 북한 텍스트에 대한 내용분석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기존연구는 북한이 핵담론을 도입하고 사용하는 양상이 북한
의 핵정책 방향을 일정 부분 보여줄 수 있다고 상정하고 있다. 구갑우가
주로 분석한 것은 중국과 소련의 핵담론이 북한에 도입되던 과정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핵담론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그에 반영된 정책결정자
의 “마음체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여기서 “마음체계”란 핵협력 혹은 핵
억제, 핵우산 요구 혹은 핵개발 추구 가운데 특정한 행동을 하려는 국가
적 심리이다. 조동준은 핵담론의 공식적 사용에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내용의 핵담론이 북한의 공식매체 텍스트에 등장하는 것으로부터 현재
발생 중인 북한의 핵교리를 추론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연장선에서, 핵담론의 도입 및 사용양상을 내용분석 등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핵담론의 언표 혹은 표현단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전략문화에 대한 연구 역시 그 사회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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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문화를 기초로 특정 행위자의 정책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의 출발
점인 키 텍스트(key text)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규정한다.12) 구갑우, 조
동준은 인용문 등을 통해 북한 핵담론의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지
만, 북한 핵담론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 언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담론을 정책분석의 기준으로도
발전시키려면 핵담론의 언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의
핵담론 언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상정한 바탕에서 북한의 주요 텍스트
인 신년사를 개략적으로 분석한 작업이 박종희, 박은정, 조동준 등에 의
해 수행되었다.13) 이처럼 북한 핵담론의 구체적 언표들이 파악되면, 북
한의 당론 혹은 기타 정책담론에 내용분석의 연구방법도 적용될 수 있
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공적 텍스트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에 의하여
북한의 핵정책이 전개된 추이를 보여줄 수 있고, 북한 핵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북한 핵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요인의 전개와 핵담론의 사용추이를 비교함으로써, 특정한 변화
요인이 북한의 핵정책에 미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내용분석을 통하여 북한 핵정책 연구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러한 발전의 시작을 위해서는 북한 핵담론의 언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
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핵담론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핵보유 여부와 관련된 정체성
이 핵담론의 변화에 미친다는 함의를 제기한 것도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다. 구갑우는 어느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기 이전과 이후에 기존의 핵
보유국과의 관계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핵국가가 핵보유
국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책방안이 변화한다는 바를 함의한
다. 한 나라가 핵보유를 하게 되면, 그 나라는 핵우산 혹은 핵개발이라

12) 황일도, 2013 참조. Alastair I.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Jeffrey
Legro, Cooperation under Fire: Anglo-German Restraint During World War II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5).
13) 박종희, 박은정, 조동준, "북한 신년사(1946-2015)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한국정
치학회보』 49(2) (2015), pp. 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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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정된 선택지에서 벗어나 경제적․군사적 핵협력, 핵갈등 및 핵억제
등 보다 폭넓은 범위의 정책방안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05
년 2월 10일 핵보유성명을 발표한 북한의 경우에도 핵보유성명 이후에
핵정책의 변화가 뒤따랐을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다만, 핵담론만 다루는 연구는 북한 핵정책의 변화요인을 전반적
으로 제시해주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비록 구갑우는 핵담론의
변화요인으로 핵보유국과의 ‘우적관계’와 ‘핵무기 보유’ 등 정체성 변수
를 제시했지만,14) 이로써는 북한 핵정책의 주요 변곡점을 전반적으로 다
루기 어렵다. 북미 간의 적대관계에는 한국전쟁 정전 이후 근본적인 변
화가 없었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라는 변수는 그보다 선행사건인
북한의 핵개발 결정 등을 설명할 수 없는 등 설명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
이다. 북한의 핵정책 변화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정체성의 변
화만이 아니라 북한의 핵정책환경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하다.
2) 북한 핵정책 연구
북핵문제에 대한 연구는 방대하지만, 북한의 핵정책 혹은 그 변화
동학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북핵문제 연구의 현황을 보면,
1991년부터 2010년 사이의 기간에 북핵문제를 다룬 국내의 박사학위논
문만해도 38건, 학술논문도 1,200여건에 달했지만,15) 이 가운데 대다수
는 북한의 핵정책 변화보다는 한국, 미국, 중국 등 관련국의 북핵정책
혹은 북핵협상 등 북한과 이들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다루었다. 그 때문
에, 북핵문제에 관한 연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정책을 다룬
연구는 드믄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정책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더욱 희소하다. 다음에서는 북한의 핵정책 변화 사례를 이론적 틀에 기
초하여 다룬 몇몇 연구들에 대한 검토로부터 ‘북한의 핵정책의 변화를
14) 구갑우가 핵무기를 기준으로 국가 간의 관계, 우적의 관계를 기준으로 제시한 국가간 관계의
내용과 형태는 아래와 같다. 구갑우, 2014, p. 201에서 인용.
정체성
친구
적

국제관계

핵 국가들의 관계

핵국가와 비핵 국가의 관계

핵협력
핵갈등/핵억제

핵우산
핵위협/핵개발

15) 차재훈, “북핵 협상 20년: 연구쟁점과 과제,” 『국제정치논총』 51(3) (2011),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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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서론의 네 번째 하위질문의 답을 모색한다.
북핵 1차위기 직전 북한의 핵정책 변화에 대한 고찰로는 앤드류
맥(Andrew Mack)의 논문을 들 수 있다.16) 맥은 북한이 IAEA 협정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고 핵개발을 고려한다면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고려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핵
무기 개발을 고려하는 이유를 안보적 필요성(security imperative)으로
상정했다. 미국의 핵공격을 억제할 필요와 소련의 북한 방기, 점점 불리
해져 가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균형, 이라크전에서 증명된 소련식 무기
체계(북한 무기체계)의 낙후성 등은 북한이 군사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
한 전략적 등가물(strategic equilizer)을 필요로 하게 하는 요인이었
다.17) 더욱이 북한의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갔기 때문에, 평양은 핵
무기 개발과 같은 저비용의 대안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
이러한 이해로부터 그는 미국의 핵무기 철수로부터 북핵문제를 외교적으
로 해결할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고려하게 하는 안보적 필요성을 줄여주어야 북핵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다
는 것이었다.
또한 1980년으로부터 북핵 1차위기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 초점
을 맞춘 북한 핵정책의 동학에 대한 연구로 유성옥의 박사학위논문을 참
고할 수 있다.18) 유성옥이 종속변수로 다룬 것은 북한 핵정책의 우선순
위가 경제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 가운데 어느 쪽에 있는지의 문제였다.
북한 핵정책의 상대적 우선순위가 경제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 양자 사이
에서 변화함으로써 북한의 핵정책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우선으로 하는
핵정책’에서 ‘핵무기 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핵정책으로’ 혹은 그 반대로

16) Andrew Mack, "North Korean and the Bomb," Foreign Policy No. 83 (Summer, 1991),
pp. 87-104; Andrew Mack,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sian
Survey Vol. 33, No. 4 (April, 1993), pp. 339-359.
17) 이러한 맥의 북핵문제에 대한 설명요인은 북한이 느끼는 안보위협을 확대시킨 요인과 그에
대처할 수단의 부재를 절감하게 한 요인으로 다시 나누어볼 수 있다. 미국의 핵공격 위협과 북
한의 대남 군사력 열세는 북한의 안보불안을 확대시킨 요인이고, 소련의 북한 방기와 소련식
무기체계의 낙후성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 안보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게 한 요인일 것이
다.
18) 유성옥, “북한의 핵정책 동학에 관한 이론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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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북한의 핵정책이 평화적 핵이
용 우선의 핵정책에서 핵무기 개발 우선정책으로 전환된 1980년의 ‘제1
의 전환’과 북한의 핵정책이 핵무기 개발 우선정책에서 평화적 핵이용
우선의 핵정책으로 재전환된 1992년의 ‘제2의 전환’에 주목하고, 각 전
환이 이루어진 이유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성옥은 ‘제1의
전환’은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5MW 원자로 건설 방침이 결정된 때에
일어났고, ‘제2의 전환’은 1992년 1월 IAEA 안전조치협정 서명으로 이
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유성옥의 이 전환들에 대한 설명은 핵확산에 대한
동기이론(motivation theory)을 기초로 했다. 핵확산의 필요성을 강화시
키는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유인(incentive) 혹은 반유인(disincentive)이
정책결정자의 관련 동기를 낳고, 이것이 핵정책 전환을 결정했다는 것이
다. 아울러, 그는 핵확산 사례를 동기이론으로 검토할 때 정책결정자의
핵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책결정자의 인식을 독립변수로서 중시하는 신
동기모델을 제기했다. 이러한 신동기모델에 따라 유성옥은 북한 핵정책
의 동학을 세 개의 명제로 제시했다. 그것은 첫 번째 “북한체제가 안정
될수록 북한의 핵정책은 평화적 이용으로의 정책적 편향도가 강해진다”
는 명제, 두 번째 “외부의 군사위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북한의
핵정책은 핵무기 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의 편향도가 강해진다”
는 명제, 그리고 세 번째 “북한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체제위기 인식이
강할수록 북한의 핵정책은 체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려
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명제였다. 이로부터 1980년의 핵무기 개발로의
‘제1의 전환’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 한국의 핵잠재력, 미국의 핵위협 등
의 요인에 의해 추동된 것으로서 두 번째 가설에 따라 북한의 위협인식
이 강화된 결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1992년 평화적 핵이용 우선정책
으로의 ‘제2의 전환’은 - 북한의 위협인식 강화에도 불구하고 - 주로 세
번째 가설에 따라 북한의 체제위기 인식이 강화된 결과였다고 설명되었
다.
이와 함께, 랜달 뉴넘(Randall E. Newnham) 등 1994년 이후의
제네바합의문 체제에 대한 연구 역시 북한의 핵정책 동학에 대하여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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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던진다.19) 제네바합의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뉴
넘은 1994년부터 2002년 말까지 지속된 북한의 핵동결 정책에 주목했
다. 그는 제네바합의문 아래에서 북한의 핵동결이 지속된 이유가 처벌보
다는 보상을 중심으로 하는 긍정적 제재(positive sanction)의 효과에 있
다고 설명했다. 긍정적 제재의 일반적 효과에 대한 논의를 미국의 대북
정책에 적용한다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긍정적 제재는 첫째 심리적 측
면에서는 긍정적 제재을 통한 요구사항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감소시키
고, 둘째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북한의 대미인식을 완화시키며, 셋째 국
내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해집단을 북한 내에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뉴넘은 북한의 핵동결 정책을 낳
고 유지시킨 핵심적인 요인을 제네바합의문을 통해 제시된 미국의 경제
적 공약이라고 보았다. 제네바합의문 체제가 북한이 그 비핵화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지는 못했지만, 1994년 말부터 2002년 말까지 8
년 동안 북한의 플루토늄 핵계획 진전과 추가적인 핵무기 생산을 저비용
으로 막아냈다고 평가한 것이다.
북핵 1, 2차 위기에 대한 황지환의 연구도 해당 시기 북한 핵정책
변화의 이유를 설명해준다.20) 그는 북핵 1차위기에서는 북한이 ‘충돌적
인 핵정책’을 추진하다가 ‘유화적인 핵정책’으로 정책방향으로 전환했으
나, 북핵 2차위기에서는 ‘충돌적인 핵정책’은 점차 확대시켜 갔다고 보았
다. 황지환은 왜 두 북핵위기에서 북한 핵정책의 경로가 상이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북한의 핵정책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정
19) Scott Snyde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e Role of Incentive in Preventing
deadly confict," in D. Cortright (ed.), The Price of Peace: Incentive and International
Conflict Resolution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1997), pp. 55-81; Leon V.
Sigal, Disarming Stranger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Curtis H. Martin, "The US-North Korean Agreed Framework:
Incentive-based Diplomacy after the Cold War," in Steve Chan and A. C. Drury (eds.),
Sanctions as Economic Statecraft: Theory and Practices (New York: St. Martin's,
2000), pp. 86-109; Randall E. Newnham, "Nukes for Sale Cheap? Purchasing Peace
with North Korea,"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 5(2) (2004), pp. 164-178.
20) 황지환,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제1, 2차 북한 핵 위기의 분석,” 『국제
정치논총』46(1) (2006), pp. 79-101; Jihwan Hwang, “Weaker States, Risk-taking, and
Foreign Policy: Rethinking North Korea’s Nuclear Policy, 1989-2005,” University of
Colorade at Boulder phd dissertati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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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심리학의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적용했다.21) 전망이론은 행위
자가 상황을 바라보는 준거점(reference point)이 이득과 손실 중 어느
편에

있느냐에

(loss-averse

따라,

행위자가

attitude)

혹은

이득을
손실을

지키려는

손실회피

태도

만회하려는

위험감수

태도

(risk-acceptant attitude)를 각기 보이게 된다고 지적한다. 전망이론을
북한 사례에 적용함에 있어, 황지환은 북한의 준거점을 변화시키는 요인
이 원칙적으로는 국내영역과 대외영역에 모두 있을 수 있으나, 국내영역
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특성 상 그러한 요인은 북한의
대외영역에 존재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황지환의 시각에서 북핵 1차위기
와 2차위기 시 북한 핵정책의 차이를 낳은 것으로 주목되는 요인은 미
국 부시행정부의 대북관여정책 철회일 것이다. 북한이 북핵 1차위기 시
손실회피의 태도를 보이고 북핵 2차위기 시에는 위험감수적인 핵정책을
추구했다고 할 때, 두 사례에서 북한 대외영역의 주요한 차이점은 미국
의 대북정책 요인에 있기 때문이다. 부시행정부가 2001년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이후, 북한은 북미관계정상화 등 잃어버리게 된 외교
적․경제적 이득을 중심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봄에 따라 손실을 만회하
기 위한 위험감수 행태를 보였던 것이다.
이상의 연구는 ‘핵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질문
에 대하여, 북한의 정책환경 차원에서 북한 핵정책 변화의 요인을 제시
하는 연구모델을 제시해준다. 우선, 맥은 미국의 핵위협, 남북간 군사력
불균형 확대의 추세, 소련의 방기, 재래식 군사력의 낙후성에 대한 자각
을 북한의 핵개발 요인으로 들었다. 유성옥의 논의도 북한의 핵무기 개
발 정책을 낳은 중심적인 요인이 안보위협 차원에 있다는 점을 제시하
고, 평화적 핵이용 정책을 낳은 요인은 경제문제로 인한 체제위기 차원
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해주었다. 뉴넘 역시 미국의 긍정적
제제가 북한의 핵동결을 유지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지환의 연구도
미국의 대북관여 정책 철회가 북한의 준거점을 이익에 대한 것에서 손실
에 대한 것으로 변화시킨 요인이라는 함의를 제시한다. 이처럼 기존연구
21) Daniel Kahneman and Aoms Tversky,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Making under Risk," Econometica 47(2) (1979), pp. 263-292 참조.

- 15 -

들은 북한의 정책 콘텍스트로부터 핵정책 변화의 요인을 제시하는 설명
방식이 북한의 핵정책 변화를 설명, 예측하는 기본방식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하지만, 정책결정이 정책환경의 단선적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가 전제하는 시각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특정한 정책
은 환경만이 아니라 개인적 신념과 사회적 담론 차원의 요인에 의해서도
지탱된다. 제한적 합리성 이론은 행위자가 복잡한 상황에서 모든 선택지
를 검토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위자는 정책결정 시 자신의 경험과
관념들을 활용한다고 제시한다.22) 그에 따라, 행위자의 선택은 행위자의
신념 혹은 관념에 부합하는 선택지 범위 안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그리
고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의 개념도 정치집단의 선
택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위로 규정된 대안들의 범위 안에 한정된다고
지적한다.23) 이러한 정책적 신념 혹은 담론의 차원은 정책환경의 변화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와는 독립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구성주의는 행위자의 신념 혹은 선호는 물질적인 세계
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바를 일깨워준다.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신념과 선호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 결과라고 지적한다.24) 이점에서 기존의 정책범위를 뛰어넘
는 정책변화는 새로운 정책방안을 수용한 정책결정자의 신념 변화, 국내
엘리트들의 담론 형성이 진행된 결과이다. 어떤 정책결정은 정책환경의
요인만이 아니라 국내적인 상호작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연구의 분석틀 안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다. 첫
째, 기존연구들에서 언급된 북한 핵정책의 변화요인들은 다소 조정이 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유성옥의 연구에서 북한이 미국
의 비확산 노력에 호응한 이유로 언급되는 북한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22) 제한적 합리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책을 참조. H. A. Simon, Model of Man: Social and
Rational (New York: Wiley, 1957).
23) James G. March and Johan P. Olsen, Rediscovering Institutions: 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 (New York: The Free Press, 1989), pp. 21-26.
24) Robert Henry Cox, "The Social Construction of an Imperative: Why Welfare Reform
Happened in Denmark and the Netherlands but Not in Germany," World Politics 53(3)
(April, 2001), pp. 46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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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북한의 핵정책 변화와 관련된 대내적 요인을 나타내기에는 지나
치게 포괄적이다. 북한의 경제문제로 인한 체제위기 인식이 곧바로 북한
이 느끼는 대외지원에 대한 욕구 혹은 핵문제에 있어서의 타협의 필요성
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의 경제문제에 대
한 위기인식은 유성옥이 주목하는 시기인 1990년대 초에만 존재했던 것
은 아니다. 이미 북한은 1970년대 후반에 외채상환 불능 상태에 빠졌고,
1980년대 초에 이르면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경제성장의 한계를 절감하
고 있었다. 이 때의 위기는 1990년 이후의 경제위기만큼은 심각했다고
할 수 없지만, 북한은 분단상황과 대내정치적 조건 속에서 경제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과는 대조적으로 1980년대 한국
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김정일로의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제시한 ‘80년대 전망목표’의 달성에도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위기는 이처럼 오래되고 만성적인 현상이기에 북한 정책결정의 ‘상
수’와 같아 보이기까지 한다. 그 때문에 경제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은 1992년 북한의 IAEA 가입이라는 정책변화를 설명해주는 내부적 변
수로 상정되기 어렵다.
한편, 북한 비핵화를 유도한 외부국가들의 관여정책은 협소하게
규정되어 왔다. 유성옥은 물론, 뉴넘, 황지환 등의 연구는 모두 북한 핵
정책 변화요인으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여전략에 주목했고, 다른 강대
국의 대북관여 정책 차원에는 별도의 강조점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미
국의 대북관여만이 비확산 유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1985년 12
월 NPT 가입은 소련의 경수로건설 조건이었다.25) 아울러 북한의 핵개
발 이후 미국이 북한의 비확산을 위하여 관여정책을 전개할 의지를 잃게
되면서, 중국 등 다른 행위자들의 관여도 북한의 핵정책 변화에 기여할
25) 북소 간에 체결된 경수로공급협정에 따르면 소련이 제공한 핵시설과 핵물질은 핵무기 혹은
핵폭발장치의 생산에 쓰일 수 없고, IAEA의 안전조치 하에 놓여 있어야 했다. 1993년 봄 북
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고 경수로부지 선정작업에 소요된 비용의 지불을 거부함에 따라, 러
시아는 1993년 4월 러시아연방대통령령으로 1985년 12월의 경수로공급협정의 이행을 중단했
다. Alexander Zebin, "A Political History of Soviet-North Korean Nuclear Cooperation,"
in James Clay Moltz, and Alexander Mansourov (ed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ecurity, Strategy, and New Perspectives from Russia (New York: Routledge,
2000), pp.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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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둘째, 기존연구의 또다른 문제점은 종속변수인 북한 핵정책의 변
화를 일관된 지표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기존연구에서 북
한의 핵정책 변화는 다수의 관찰자가 동의할 수 있는 북한 핵정책에 대
한 해석에 따라 뒷받침되었다. 이는 북한 핵정책의 실상을 파악하기 곤
란한 북핵연구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예를 들어,
유성옥이 북한 핵정책의 제1의 전환 시점을 1980년으로 보고 제2의 전
환 시점을 1992년으로 규정한 것도 그가 북핵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주
장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하지만 북한
의 핵정책 변화에 대한 일관된 지표가 없다는 점은 북핵을 사례로 다룬
연구를 약화시키는 문제였다. 만약 갑작스러운 북한의 정책노출로 북한
의 핵정책에 대한 기존의 해석이 기각된다면, 그 해석에 입각한 연구의
주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정책 변화를 일관된 지표에 따라 나타내려는 노력이 중요해진다.

3. 핵정책에 대한 접근방식
이상과 같이 핵담론과 핵정책에 대한 기존연구를 검토한 결과, 핵
담론을 통한 핵정책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풀어야 할 문제들 가운데 일
부의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우선, ‘핵담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서는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룰 핵담론은 핵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기하
고 논의라고 답해졌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기존연구에서 누락되거나 간
과된 핵담론의 유형이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연구의 공백
을 메운 바탕에서, 핵담론은 북한 핵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매트릭스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핵담론과 핵정책의 접점
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그 접점이 북한의 정책담
론에 있다고 보았다. 북한의 핵담론과 그들의 핵정책 간에는 밀접한 관
계가 성립한다는 가정은 핵담론이 정책담론 텍스트의 핵담론일 때에 비
로소 분명히 성립된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정책담론은 노
동당의 정책담론(이하 당론)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당의 승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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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책방안이 전략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점에서, 당론의 핵담론은
북한이 특정한 시점에 진지하게 모색하는 핵정책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핵담론을 통하여 핵정책을 어떻게 분석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분석의 방법을 통해 텍스트로부터
북한이 나아가고 있는 핵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북
한이 핵담론을 도입하고 사용하는 추이를 통하여 그들의 핵정책을 볼 수
있다고 할 때, 내용분석은 핵담론 도입과 사용의 추이를 보다 구체적으
로 파악하게 해줌으로써 핵담론을 통한 핵정책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핵정책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네 번째 하위
질문은 북한의 핵담론과 핵정책에 대한 기존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명
확한 답을 제시하기 곤란했다. 북한 핵담론에 대한 기존연구와 북한 핵
정책에 대한 기존연구 모두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우선, 핵담론 연구는
북한 핵정책의 방안들이 등장, 진화하는 과정을 발견가능하게 해주지만,
아직 담론내용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여 있다. 이는 북한 핵정책의 변화
요인을 제시하는 연구와 아직 결합되어 있지 못하여 있기도 하다. 구갑
우는 핵보유 여부와 친구/적의 관계적 정체성이 핵담론의 구조를 변화시
킬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핵보유와 우적관계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변화
되기 어려운 변수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한 평양의 대응으
로서의 핵정책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북한 핵정책
연구는 정책변화의 요인을 제시하는 데 강점이 있지만, 북한 핵정책 내
용의 진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북한의 핵정책은 핵정책의 선택지와 동기가 결합된 정책결정의 산
물로 파악되어야 한다. 스티븐 메이어(Stephen M. Meyer)가 제시한 핵
정책결정에 대한 간단한 고찰도 이러한 이해방식을 뒷받침한다.26) 메이
어는 핵정책결정은 정책선택지, 정책동기,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선택’이
라는 세 요소가 결합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통해 그는 정책선택지
만이 아니라 핵확산 혹은 비확산 방향의 정책동기가 존재해야 핵정책의
26) Stephen M. Meyer, The Dynamics of Nuclear Prolifera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pp.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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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기술 역량이 뒷받침하는 정책선
택지가 핵정책결정의 제1의 필요조건이라면, 정치적 콘텍스트에서 부여
된 정책동기는 제2의 필요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 때의 정책선택지는 기술적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만 기
술적 가능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메이어는 군사적 위협에 직
면한 비핵국가의 선택지로 상황무시, 자체적 군비증강, 외부적 안전보장
확보, 핵개발 등을 예시했다. 이러한 정책선택지는 기술적 가능성에 의
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 가운데 핵개발과 같은 선택지는
기술적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정책선택지는 누군가가 그
것을 고안해내고 정책결정자가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정책
결정에 투입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정책선택지는 기술발전의 직접적
결과가 아니라 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7)
알렉스

민츠(Alex

Mintz)는

‘정책어림법

이론(Poliheuristic

Theory)’을 통해 의사결정을 정책선택지를 추려내는 인지적 과정과 정
책동기에 따른 합리적 선택의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한다.28) 정책결정자가 합리적, 인지적 선택전략을 복합적으로 사
용하기 때문에 인지주의 모델이나 합리주의 모델 하나만으로는 정책결정
을 충분히 재구성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29) 민츠의 ‘정책어림법 이론’에
따르면, 정책결정의 첫 단계는 정책결정자의 신념과 국내정치적 고려에
따라 선택지가 추려지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정책결정자는 정책선택지를
추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 방안을 제외하고, 국내정
치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방안들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
정책선택지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대이익과 위험
27) Robert Henry Cox, 2001, pp. 472-473.
28) Nehemia Geva and Alex Mintz, Decision Making on War and Peace: The
Cognitive-Rational Debate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ing, 1997); Alex Mintz,
"How do leaders make decisions?: a poliheuristic perspectiv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8(1) (2004), pp. 2-13; Eric Stern, "Contextualizing and Critiquing the
Poliheuristic Theor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8(1) (2004), pp. 108-111.
29) Geva and Mintz, 1997, pp.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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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고려한 다음에 모든 방안 가운데 편익이 가장 큰 방안을 최종적으
로 선택한다. 민츠의 정책어림법 이론은 특히 - 정책결정자가 여러 정책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 복잡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가능하
게 하고, 그 의사결정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규정해준다는 강점을 가
진다.
따라서 북한의 핵정책에 대해서도 그 선택지의 차원과 동기의 차
원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함께 파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겠다. 북한의 핵정책도 민츠가 제시한 2단계 접근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 핵정책 변화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내 당론 상의 핵담론을 통하여 그들의 핵정책을 파악
하려는 방식은 선택지의 변화와 동기의 변화라는 핵정책 변화의 두 측면
을 모두 볼 수 있다. 먼저 북한 핵정책의 선택지가 확대되고 축소되는
것은 당론에서 새로운 핵담론 언표가 등장하고 없어지는 현상을 통해 살
필 수 있다. 이 현상은 특정한 정책방안이 북한이 진지하게 고려하는 정
책선택지 범위 안에 도입되고 배제되는 결과를 반영한다. 다음으로, 핵
정책의 동기 차원은 특정한 언표들의 빈도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는 내용분석의 결과로부터 일반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결론
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북한 당론의 내용은 핵정책의 그림자라고
규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당론과 정책은 상징적 관계를 갖는
다고 지적되어 왔다.30) 즉, 국가전략이 변화하면 이론은 반드시 수정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의 엘리트들은 이론을 시대적 변화와
국가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여긴다.31) 레
닌의 제국주의론과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도 대외정책의 변화를 이념
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의 예였다. 새로운 공식적 이론의 제시 등
30) Donald Zagoria, The Sino-Soviet Conflict, 1956-1961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62), p. 26.
31) Nogee, Joseph L., Robert H. Donalson 저, 김의곤 역, 『소련의 외교정책론: 1945-1991』
(인천: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7), pp. 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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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당론의 변화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정책변화에 동반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정치적 작업이다. 사회주의 유토피아의 건설을 추구한다는 사
회주의 체제의 특성 상, 모든 공공정책은 공산당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
으로 정당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당론은 정책의 그림자라고 할 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의
‘담론’도 정책의 종속변수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사회에 깊이 배태된 정치적 시각들은 정책결정을 구성
하는 한 요소로 상정될 수 있다. 북한체제의 담론으로도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맑스, 레닌 혹은 김일성의 ‘가르침’에 입각한 노동당의 교육내
용은 영원한 진리로서 제시된다. 그 결과 당원들은 정세의 변화에도 불
구하고 특정한 담론을 그들의 정치생활과 일상에서 계속 사용한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담론은 특정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과 태도를 형
성시킴으로써 향후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에서도 현재의
정책엘리트들은 과거의 당론에 따른 교육을 받은 이들로, 과거 당론 내
의 담론을 내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내면화
하고 있는 담론에 따라 특정한 정책문제에 대하여 특수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요셉 노기(Joseph L. Nogee)도 소련의 경우에서 이데올로기에 담
긴 정책문제에 대한 가치나 태도가 정책결정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고 지적했다.32)
덧붙여, ‘담론’과 ‘당론’의 상호관계도 논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
여, 북한에서 ‘담론’의 내용적 확대는 ‘당론’의 변화가 결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폐쇄적인 전체주의 사회에서 담론이 시민단체나 국내의 자
유언론, 국외의 언론에 의해 변화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동당이
선전하는 내용에 새로운 시각과 논의가 등장하는 것이 북한 내부의 담론
을 확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이다. 그리고 노동당의 당론은
당세포를 통해 사회기층까지 확산됨으로써 북한 내부의 담론으로 정착된
다. 아래의 <도표-1-1>은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본 논문에서 상정되는
담론, 정책, 당론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32) Nogee 외, 1995,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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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1-1> 담론, 정책, 당론 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도

참고로 북한의 핵정책을 노동당의 정책담론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본 논문의 접근방식은 북한 의사결정 양식을 독재적 의사결정 양식으로
가정한 바탕에서 성립한다. 북한의 유일사상체계에서는 ‘수령’ 1인이 최
종적으로 당의 입장을 결정하여 왔으며, 노동당은 ‘수령’의 신념을 전 사
회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전제에 따르면 노동당
내부의 의견차나 당론 이외 정책담론에 별도로 주목할 필요성은 적다.
물론, 앞으로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이 다원화되어 간다면, 그에 맞춰 노
동당 당내의 소수의견과 내각·군부 각각의 정책담론도 지배적 당론과 함
께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 될 것이다.

4. 연구방법, 자료 및 시기
1) 연구방법
북한의 핵담론을 통하여 핵정책의 방안과 동기 두 차원을 검토하
는 본 논문의 작업에는 문헌연구, 내용분석의 연구방법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우선, 핵담론을 밝히려는 목적으로는 북한의 핵 언표들에 대한 고
고학적 문헌연구를 진행한다. 본 논문의 북한 핵담론에 대한 고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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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연구는 북한의 정부수립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북한의 텍스트들에서
핵문제에 대한 해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을 찾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업에는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북한 핵담론의 원형
들이 단초가 되어줄 수 있다. 기존연구는 북한의 핵담론의 생산과정 역
시 진공상태에서 발생하여 온 것이 아니고, 외부의 담론을 도입하는 방
식을 통하여 주되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지적해주고 있다. 이점에서,
중국 혹은 소련의 핵담론을 주목할 수 있다. 북한의 핵담론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 외래 언표가 기원한 외국의 원전 혹은 텍스트가 함께 검
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은 북한의 핵담론의 언표들을 분석단위로 하
는 내용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앞서 소련연구에서는, 공개적인 토론이나
투명한 보도가 없는 정치환경 하에서 공산당이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
하기 위해서, 소련의 매체가 은유적 표현, 우화적 담론을 사용한다는 것
을 발견했다.33) 국가적 입장의 변화, 국제적 환경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대중에게 알려야 “혁명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대중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로부터 장기적 시기에 걸쳐진 내용분석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책변화를 파악하는 데 쓰이는 한 방법으로 발전되었다. 이러
한 내용분석 방식은 북한 연구에도 도입되어 왔다.34) 염홍길은 북한 대
내외 정책의 변화를 내용분석의 시각에서 추적했다. 와다 하루키가 북한
33) Zagoria, 1962, p. 29.
34) 염홍길, “최근 10년간(’76.7-’86.6)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노동신문 사설
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1(2) (1987), pp. 291-312; 이항동, “대북포
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1997-1999, 로동신문 논평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1) (2000), pp. 173-194; 김용현, “로동신문 분석을 통한 북한정치 변화 연구:
1945~1950,” 북한연구학회보, 7(1) (2003), pp. 107-127; 김경모, “북한신문의 국제뉴스 내
용분석-당 대외정책과 국제정세선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1 (2005),
pp. 9-49; 김석향, 권혜진, “김정일 시대(1998~2007) 북한 당국의 통일담론 분석-노동신문의
구호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7(2) (2008), pp. 155-182; 김용현, “『근로자』분석을
통한 북한의 군사화 담론 변화 연구,” 통일문제연구 21(1) (2009), pp. 269-301; 김영주,
“『로동신문』에 나타난 대남논조 분석-2008년 이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4)
(2010), pp. 80-121; Patrick Mceachen, "North Korea's Policy Process: Assessing
Institutional Policy Preferences," Asian Survey 49(3) (May, 2009), pp. 528-552;
Timothy S. Rich, "Deciphering North Korea's Nuclear Rhetoric: An Automated Content
Analysis of KCNA News," Asian Affairs: An American Review Vol. 39 (2012), pp.
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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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구호의 출현, 대체 현상에 관심을 갖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종석 역시 북한연구에 있어 성명, 메시지, 의전 등
외부로

표현된

결과를

장기적으로

분석하는

크렘리놀로지

(Kremlinology)의 기법이 북한의 정책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측면이 있
다고 보았다. 그는 북한의 공개적 담화에는 내부문건의 내용을 암시하는
은유적, 이중적 표현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문구의 “누락, 탈락, 삭제,
표기 혼선” 등 내용변화를 잡아내는 연구방법이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
다.35) 이처럼 내용분석은 사회주의 정책분석의 전통적 방법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내용분석의 대상자료는 상대적으로 짧은 게재주기
를 가진 제도적, 정기적 선전물이 될 필요가 있다. 연구자료가 제도적
선전물이 아니면, 여러 시기의 텍스트의 내용을 동등하게 비교하기 어렵
다. 연구자료가 비제도적 선전물이라면, 그 자료가 반드시 필진이 핵담
론 체계를 숙지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필진들이 각 테제나 용어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지 않
다면, 여러 시기의 텍스트 상의 같은 문구가 반드시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고 전제하기 곤란할 것이다. 또한 연구자료가 비정기적으로 발표되거
나 게재주기가 긴 것이라면, 그 자료로부터 핵담론의 변화를 일으킨 대
내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어렵다. 비게재기간 혹은 미발표기간
동안 다수의 중대사건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긴 게재
주기로 인하여 담론의 변화를 낳은 사건이 여러 사건 중 어떤 것인지 가
늠하기가 어렵다.
2) 연구자료
북한의 핵담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자료수
집이 필요하다. 담론분석은 위협 이미지의 형성과 발전을 보여주기 위해
문자 텍스트만이 아니라 그림, 음악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핵무기금지, 핵억제 등 북한 핵담론의
주요개념에 입각하여 생산된 북한 텍스트의 폭넓은 수집이 필요할 것이
다. 이것은 그 담론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확산되어 있었는지 파악하도록
35)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11), pp. 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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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준다. 또한 북한의 핵담론이 북한의 정치이념에 기반하고, 그와 괴리
되지 않는 일부로서 의미가 발현된 것이기도 하다고 본다면, 이념 혹은
당사(黨史) 분야의 서적, 논문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점에서 평양출
판사 등에서 출간된 소설 등 폭넓은 자료는 물론,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출판된 철학․역사 분야의 서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당론분석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로동
신문』의 “<월간국제정세개관>”이다. “<월간국제정세개관>”은 1983년
1월부터 오늘날까지 매달 말일자 『로동신문』 6면 하단에 게재되고 있
다. 『로동신문』에서 6면은 국제면(國際面)이기 때문에, “<월간국제정
세개관>”은 그달의 선전활동에 대한 총화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핵
담론의 언표가 정책담론으로 발전된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이자 게재주기
도 짧기 때문에, 내용분석의 방식으로 분석하기도 적합하다. “<월간국제
정세개관>”은 제도적 선전물이라는 측면에서 특정한 핵담론의 언표가
‘높은 수준의’ 정책담론 수준으로 수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서 기준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또한 그 게재주기가 짧고 정기적으로 발표된다는
점에서 정책담론 상 핵담론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내용분석에도 활용
될 수 있다.
우선, ‘정세개관’ 자체가 대외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입장을 제시하
는 선전행위에 속한다는 점으로부터 “<월간국제정세개관>”을 대외정책
에 관한 북한의 당론을 보여주는 자료로 상정할 수 있다. 북한의 언론학
̇̇̇̇̇주는
̇̇방법
̇̇
’을 당의 대외정책에 대한 선전인 ‘정세교
에서는 ‘정세개관을
양’의 한 방법으로 언급하고, 그를 여느 보도행위와 구별한다.36) 북한의
언론학에서 ‘정세개관’이 “적들의 음모책동과 죄행을 사사건건 보도하다
가 일정한 시기에 가서 종합하여 개관이나 해설을” 주는 것으로 설명되
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37) ‘정세개관’은 일정한 기간 동안 보도된 내용
36) 사회주의 언론은 반드시 정치사상, 경제, 문화, 정세 4가지 부문에 대한 교양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정세교양’이란 공산당의 대외정책 문제를 정당화하고 독자에게 이해시키기 위
한 것을 말한다. 분단 상태에 있는 북한의 경우, ‘정세교양’은 남한정세에 대한 것과 국제정세
에 대한 것으로 한번 더 나눠진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월간국제정세개관>”은 ‘국제정세
에 관한 정세교양’ 자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김영주, “『로동신문』에 나타난 대남보도 논
조 분석 - 2008년 이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4) (2010), pp. 83-87 참조.
37) 엄기영, 『신문학개론』(평양: 김일성종합대학교 출판사, 1989). 김영주, 『현대북한 언론연

- 26 -

에 대해 표준적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정세
개관’에서 제시되는 표준적 해석은 당의 입장이나 의견이다. ‘당대열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보장’한다는 그 임무의 연장선에서, 『로동신문』은
당원과 일반주민에게 당의 노선, 정책 및 결정을 적시에 정확하고 쉽게
전달해야 한다.38) 이러한 기능적 필요에 따라 ‘정세교양’ 자료는 대외정
책에 대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행위를 위한
것이 된다. 그리고 ‘정세교양’ 자료 중 보도가 적대국의 “죄행” 등에 관
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당의 대외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이라
면, ‘정세개관’은 개관 혹은 해설을 통해 당의 대외정책과 관련 주장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월간국제정세개관>”은 대미
정책 등 국제문제에 대한 당의 관점을 제시하는 데 특화된 문건이다.
『로동신문』 6면은 국제정책에 대한 선전인 ‘정세교양’이 이루어지는
국제면이며, 그러한 6면에서 매달 말일 발표되는 “<월간국제정세개관>”
은 국제면이 한달 동안의 보도활동을 통해 정당화해온 당의 입장을 확인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월간국제정세개관>”의 기원 역시 그것이 제도적 선전물이
라는 점을 알려준다. “<월간국제정세개관>”의 기원은 『로동신문』의
초창기인 194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9년 1월 28일자 『로동
신문』 4면의 “<국제정세개관>”이라든가, 1950년 4월 2일 『로동신
문』 4면의 “<국제정세개관> 이태리인민의 격분의 항의” 등에서 “<월간
국제정세개관>”의 원형을 볼 수 있다.39) 초창기에서부터 『로동신문』
에 “<국제정세개관>”이 실렸던 이유는 『로동신문』이 소련의 당기관지
모델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김일성 역시 소련파 기석복이 『로동
신문』 초대주필을 맡아 『로동신문』을 처음 만들었을 때 신문형식이
소련의 프라브다와 똑같다고 평했던 것이다.40) 당시 소련공산당이 당기

구: 내재적 관점을 중심으로』(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8), pp. 374-382에서 인용.
38) 김영주, 2010, p. 86.
39) 『로동신문』, 1949년 1월 28일자, “국제정세개관”; 『로동신문』, 1950년 4월 2일자, “<국
제정세개관> 이태리인민의 격분의 항의”; 『로동신문』, 1950년 4월 10일, “<국제정세개관>
사회주의 및 인민민주주의 내부의 굳은 단결을 시위.”
40)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서울: 을유문화사, 2000),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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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지에 “국제정세개관(международная панорама)”을 게재하고 있었기에,
초창기 『로동신문』도 그와 유사한 내용의 자체 “<국제정세개관>”을
싣거나 소련측의 “국제정세개관”을 옮겨 실었던 것으로 보인다. 『로동
신문』이 자체의 “<국제정세개관>”을 게재하고 있던 1949년 초에도 소
련 타스통신의 “국제정세개관”이 『로동신문』에 실리고는 했던 것이
다.41)
이후 ‘국제정세에 대한 정세개관’은 첫째 1940년대 말부터 1963
년 3월까지, 둘째 1963년 초부터 1966년 5월까지, 셋째 1966년 8월부
터 1967년 4월까지, 넷째 1976년부터 1980년 정초까지, 그리고 다섯째
1983년 초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에 그 제목과 게재방식을 조금씩 바꾸어
가며 『로동신문』에 게재되고 있다. 첫째로, 1940년대 말에 시작된
“<국제정세개관>”은 1~2주 주기로 - 오늘날의 “<월간국제정세개관>”
과도 같이 - 『로동신문』 마지막 면에 실렸는데, 1963년 3월 말까지
20년 이상 장기간 게재되었다.42) 둘째로, 1963년 초부터 1966년 5월까
지는 “<국제정세개관>”이 “<월간국제정세개관>”으로 이름을 완전히 바
꾸어 약 3년 동안 매달 게재되었다. “<국제정세개관>”의 명칭이 완전히
“<월간국제정세개관>”으로 바뀌기 전에도, “<국제정세개관>”의 게재주
기가 거의 1개월로 길어지자, 1962년 여름부터 그에 “<월간국제정세개
관>”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나타났었다.43) 그리고 1963년 초부터
이러한 경우가 아예 일반화되어 “<국제정세개관>”의 명칭이 “<월간국제
정세개관>”으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셋째, 1966년 8월 7일부터 1967년
4월 17일까지의 8개월 동안에는 ‘국제정세개관’이 “<주간국제정세동
향>”이라는 항목명으로 매주 일요일자 『로동신문』 마지막 면에 게재
41) 『로동신문』, 1949년 2월 13일, “<따쓰의 국제정세개관> 미국은 평화조약에 대한 미국의
제의를 거부.” 참고로, “국제정세개관”은 타스통신만이 아니라 프라브다 및 여타 소련언론에
게재되는 국제섹션의 한 항목이었으며, 그 내용은 소련의 TV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되었다.
“국제정세개관”는 국제문제에 대한 소련 당국의 입장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대중선전에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선전물이었다는 것이다. 재한 러시아유학생과의 인터뷰(2016년 2월
20일).
42) 이 시기의 마지막 “<국제정세개관>”은 다음의 기사이다. 『로동신문』, 1963년 3월 30일자,
“<국제정세개관> 세계도처에서 타 오르는 반대투쟁의 불길.”
43) 다음 기사가 1960년대 “<월간국제정세개관>”의 첫 사례였다. 『로동신문』, 1962년 6월 5일
자, “<월간국제정세개관> 동남아세아에서의 미제의 무모한 전쟁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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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44) 넷째로, 1976년 3월 28일부터 1980년 1월 14일까지의 약 4
년 동안 ‘국제정세에 대한 정세개관’이 “<주간국제정세동향>”, “<국제정
세개관>”이라는 명칭으로 매주 『로동신문』 마지막 면에 실렸다.45)
1976년 3월 28일부터는 10년 전 중단되었던 “<주간국제정세동향>”의
게재가 재개되었고,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1977년 3월 20일부터는 그
명칭이 “<국제정세개관>”으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 명칭변경의
이유는 『로동신문』이 일요일만이 아니라 월, 화, 수요일에도 ‘국제정세
에 대한 정세개관’을 싣게 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46) 다섯째로, 1983
년 초부터 오늘날까지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월간국제정세개관>”이
매달 말일 『로동신문』에 발표되고 있다. 그 게재가 시작된 시점은
44) 이 시기에 『로동신문』 6면에는 다른 종류의 규칙적 기사물이 존재했다. “<주간정세일지>”
가 그것이다. 이는 주요한 국제일정을 알리는 단신 형태의 기사물이었다. 그 내용의 예는 다음
과 같다. “-18일- ▲ 반미, 반괴뢰 투쟁에 떨쳐나선 사이공의 수천 명의 청년 및 기타 각계
인민들이 거리끝을 봉쇄하고 티우-키군에 대항. 중략... -19일- ▲ 오사까에서 3만여명의 로동
자, 청년, 녀성 및 기타 주민들이 웰남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여 군중 대회 진행. 중
략...” 『로동신문』, 1966년 6월 27일자, “주간정세일지.”
45) ‘정세개관’이 재개된 것은 ’김일성이 1974년 5월 7일 제시했다는 ‘주체언론이론’과 관계되어
있을 수 있다. 1976년 5월부터 11월까지 월간 주기의 “<월간국제정세개관>”이 주간의 “<주간
국제정세동향>”과 함께 게재되었던 것 역시 이 시기 북한이 ‘정세교양’을 위한 노력을 대폭 강
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참고로, 당시의 “<월간국제정세개관>” 목록은 다음과 같다. 『로동신문』, 1976년 5월 3일
자, "<월간국제정세개관> 반제자주의 기치 밑에 세계 신흥세력이 이룩한 승리적 진전";『로동
신문』, 1976년 7월 4일자, "<6월중 국제정세개관> 자주성을 옹호하여나가는 시대의 거세찬
흐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로동신문』, 1976년 8월 2일자, "<7월중 국제정세
개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시대의 대하를 이루고있다.” 『로동신문』, 1976년 8월 29일자,
"<월간국제정세개관> 발악적책동으로 자멸을 재촉하고있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반동세력들.” 『로동신문』, 1976년 10월 4일자, "<9월중 국제정세개관> 자주의 거세찬 흐름
속에서 몸부림치는 미제." 『로동신문』, 1976년 10월 31일자, "<10월중 국제정세개관> 안팎
으로 궁지에 빠져 허덕이는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 『로동신문』, 1976월 12월 5일자,
"<11월중 국제정세개관> 자주의 거세찬 흐름은 어떠한 힘으로도 멈춰세울수 없다.”
46) “<국제정세개관>” 역시 1주 주기로 『로동신문』에 실렸지만, “<주간국제정세동향>”에 비하
여 게재요일은 보다 유연했다. 대부분 일요일자 『로동신문』에 실렸던 “<주간국제정세동향>”
과 달리 “<국제정세개관>”은 일요일자, 월요일 혹은 때로는 화요일자, 수요일자, 목요일자에
게재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북한 선전당국이 잦은 국가적 행사에 맞춰 지면을 보다 유
연하게 활용하고자 했던 데 있을 것이다. 1970년대 후반의 “<국제정세개관>”은 여유지면이
모자란 국가적 행사보도가 게재된 날을 피해 『로동신문』에 실리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정
세개관>”이 일요일에 실린 예는 다음과 같다.『로동신문』, 1977년 3월 20일자, "<국제정세개
관> 신흥세력나라들은 힘있게 전진한다." 월요일의 예는 다음과 같다. 『로동신문』, 1977년 4
월 18일자, "<국제정세개관> 민족해방위업수행에서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고 있다." 화요일의 예는 다음과 같다. 『로동신문』, 1977년 5월 3일자, "<국제정세개
관> 반제민족해방위업에서 아프리카인민들의 새로운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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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1월부터이다(<부록 1> 참조).
1983년 이래 오늘날까지의 “<월간국제정세개관>”의 재개과정에서
보여진 두 가지 특징은 그것이 기존의 ‘국제정세에 대한 정세개관’보다
도 공고하게 제도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첫째, 1983년대 초에 등장
한 “<월간국제정세개관>”은 전반적인 ‘정세교양’ 체제의 개선과 함께 나
타났다. 1982년 9월부터 ‘대남문제에 대한 정세개관’인 “<남조선정세개
관>”이 『로동신문』에서 대남문제가 다뤄지는 면인 5면에 정기적으로
다시 게재되기 시작했고,47) 그로부터 4달 뒤에 국제문제에 대한 것인
“<월간국제정세개관>”도 재개되었던 것이다. 이는 1983년 초 “<월간국
제정세개관>”의 시작이 1982~1983년 당시 대남분야, 국제부문을 포괄
하는 대외정책에 대한 선전부문이 전반적으로 재정비된 데 따른 것임을
의미한다. 둘째, "<월간국제정세개관>" 체제는 내각기관지인 『민주조
선』에도 확대되었다. 1983년 8월부터 북한의 내각기관지 『민주조선』
도 자체의 “<월간국제정세개관>”을 게재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매
달 말일자 『민주조선』 6면 하단에 자체의 “<월간국제정세개관>”을 발
표하고 있다.
아울러, “<월간국제정세개관>” 외에도 북한의 여러 기관이 행한
성명 혹은 제안 등이 체계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이러한 텍스트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 최고인민회의 보도,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
민위원회 연합회의 보도, 지도자의 담화, 정부, 외무성, 군부의 성명 등
을 들 수 있다. 북한 노동당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는 1983년부
터 1993년 말까지 1년에 한번 꼴로 발표되었고, 2012년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다시 보도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비망록과 외무성비망록
역시 과거 취한 외교적 조치를 대내적으로 해설함으로써 현재의 시책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군부의 성명으로는, 최
고사령관 명령과 함께 국방위원회, 최고사령부, 총참모부,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성명과 담화 등을 참고할 수 있다.48) 위에서 열거한 자료들은 대
47) 『로동신문』, 1982년 9월 30일자, “<남조선정세개관> 인민들은 침략자와 매국노들을 용납
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 “<남조선정세개관>”은 2000년대 초까지 계속 게재되었었으나, 2000
년 6. 15 정상회담 직후 폐지되었다.
48) 이러한 북한 군부의 연도별 성명 건수는 1994년 1건, 1995년 2건, 1996년 2건, 199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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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에 보도되므로, 이들 자료의 수집은
어렵지 않다.
이러한 화행텍스트들은 북한 노동당의 정책담론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그것에는 북한 핵담론에 입각한 정책주장들을 당의 정책으
로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북한 노동당의 담론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물론 당국의
무수한 성명이 북한 노동당의 입장에 반영되는 데 항상 성공할 수는 없
지만, 당론의 채택이 성공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시도가 존재한다. 이
점에서 북한의 당론 변화를 촉발하는 시도가 담긴 북한 당국의 화행텍스
트도 당론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연구시기
본 논문의 연구시기는 1983년으로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이다.
우선, 연구시기는 가용한 자료에 맞춰 1983년부터 시작된다. 북한 당론
의 핵담론을 파악하기 위한 준거자료인 “<월간국제정세개관>(이하 ”<개
관>”)”이 1983년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연구시기의 출발점을 보
다 앞당기는 방안은 1980년부터 1982년 간 ‘국제정세에 대한 정세개관’
자료의 공백 때문에 추진되기 어렵다. “<국제정세개관>” 등 주간 ‘정세
개관’마저도 1980년부터 1982년 말까지는 『로동신문』에 발표되지 않
았다. 한편, 연구시기는 김정은 시대 경제․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 선포
와 그 직후의 동향까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3년 상반기까지로 한다. 북
한의 핵정책 역사와 미래를 고려할 때, 2013년 병진노선의 선포는 주목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북핵의 역사에서 2013년 3월
북한의 병진노선 선포는 1986년 여름 한반도비핵지대 창설방안 발표와
대척점을 이룬다. 1986년 한반도비핵지대 창설방안이 북한의 비핵정책
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던 반면, 2013년 병진노선은 핵증강 정책을 경
제건설과 더불어 국가노선의 한 축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향후 북한의
핵정책 진로를 이해하는 데에도 2013년의 병진노선은 중요하다. 북한은
건, 1998년 2건, 1999년 2건, 2003년 2건, 2004년 1건, 2005년 2건, 2006년 3건, 2007년
1건, 2008년 3건, 2009년 5건, 2010년 10건, 2011년 5건, 2012년 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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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병진노선으로 핵증강 정책을 선포한 이후, 최근까지도 핵무력
건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추가적 핵개발 작업을 차례차례 진행하고 있
기 때문이다.
핵개발을 포함하는 핵정책을 어떻게 진행시켜 갈지에 대한 북한의
진지한 고민이 1980년대 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연구시기를 굳이
1983년 초까지 앞당길 필요는 작다. 하지만, 1980년대 초 북한은 이미
핵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기개발
노력은 1980년에 이미 시작되었다. 1980년 10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5MW 규모의 흑연
감속 원자로를 영변에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원자로는 1950년대 영
국이 핵개발에 필요한 분열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건설한 콜더홀(Calder
Hall) 원자로와 유사한 설계에 따라 건설될 것이었다. 1980년 당대회 결
정에 따른 5MW 원자로의 건설준비 작업이 1982년에 미국의 첩보위성
에 포착됨으로써, 미국도 북한의 핵개발 노력을 1980년대 초부터 인지
했다.49) 북한의 핵개발 노력이 1980년대 초에 개시되었다는 점은 유성
옥과 자크 하이만(Jacques E. Hymans)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50)
또한, 북한을 핵개발로 경도되도록 한 구조적 혹은 상수적 요인들
도 1970년대 중후반에 북한의 동맹관계, 대남관계, 대미관계 차원에서
이미 구축되어 있었다. 첫째로, 1970년대 말부터 이데올로기 중심의 국
제질서가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북한과 동맹국과의 관계는 근본적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은 1978년 12월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고 1979년 1월 1일부로 미국과 수교한 것은 국제적 고립
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강화시켰다.

1984년

콘스탄틴

체르넨코

(Konstantin Chernenko)를 만난 김일성은 중국이 사회주의를 포기할지
모른다는 점을 심각히 우려했다.51)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 심화, 소
49) 오버도퍼 외, 2014, p. 384.
50) Jacques E. Hymans, Achieving Nuclear Ambitions: Scientist, Politicians, and
Prolife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 3; 유성옥, 1996 참조.
다만, 커밍스(Bruce Cummings)는 북한의 원자로가 콜더홀형 원자로와 유사한 설계를 갖고
있지만, 북한의 원자로는 콜더홀형 원자로보다는 전기생산에 적합한 설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
적했다. 브루스 커밍스 저, 남성욱 역, 『김정일 코드: 브루스 커밍스의 북한』(서울: 따뜻한
손, 2005),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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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개혁과 해체, 동구권의 붕괴로 북한의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어
갔다. 둘째로, 1970년대 중반 이래 남북한 간의 경제, 군사, 정치적 우
위를 한국이 확보해갔다. 1975년 한국의 경제규모가 북한을 추월했고,
한국이 1980년대부터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전에서도 북한을 앞서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군사비 규모와 군사력 수준에서도
북한을 압도하게 되었다. 셋째로, 1970년대 중반 북한은 유엔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해 전개한 적극적인 유엔외교에도 불구하고 북미 군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52) 결국 오늘날까지 1953년 정전협정과
함께 형성된 휴전체제는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핵개발의 필
요성을 인지하게 한 전략적 구도는 1970년대 중후반 이래 등장했고, 그
이후로도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배경으로, 1983년
으로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에 이르는 연구시기 중에는 북한이 핵개발
로만 경도되지 않도록 한 다양한 변수적 요인들도 출현했다. 소련, 미국,
중국은 각각 1980년대 중반, 1990년대 초반, 2000년대 말에 북한에 관
여했고, 이는 북한의 정치, 경제적 필요를 배경으로 북한의 타협적 핵정
책을 이끌어내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아울러, 한국, 미국
등 (북한의 관점에서) 적대국의 대북관여정책도 한반도의 상수적인 핵개
발 유인들의 효과를 완화시킴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필요성을 감소시켰
다. 이처럼 1983년부터 2013년의 연구시기 중에는 북한의 핵정책에 영
향을 미쳤을 다양한 변화요인도 존재한다.

51) 오버도퍼 외, 2014, p. 249.
52)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서울: 창비, 2012), pp. 37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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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개념과 분석의 틀
이 장에서는 본 논문을 관통하는 주요개념인 담론, 당론화, 그리고
당론강화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본 논문이 본론에서 당론화 과정과 당
론강화 측면을 다루기에 앞서 담론, 당론, 당론화, 당론강화와 같은 주요
개념들이 담론이론, 외교정책분석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이해는 북한의 핵담론의 변화
차원들과 핵정책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개념 간의 조화, 결합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
해서도 필요하다.

1. 주요개념: 담론, 당론, 당론화, 당론강화
1) 담론과 언표
담론은 언표를 만들어내는 규칙과 언표로 구성된다. 담론의 기본
적 구성요소는 언표들을 생산하는 일관된 규칙과 담론을 구성하는 언표
라는 2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담론을 ‘규칙을 가진 언
표들의 계열’로 보는 푸코의 시각은 그가 담론을 “동일한 형성의 체계로
부터 작성된 언표들의 집합(ensemble des é
noncé
s qui relè
vent d’un
même systè
vme de formation)”라고 정의했던 것에서도 드러난다.53)
푸코는 담론의 구성요소 가운데 언표를 생산하는 규칙은 ‘담론형성
(formation discursive)'으로 규정하고, 언표(énoncé)는 담론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 담론의 분자라고 설명했다.54)
이 가운데 언표를 만들어내는 규칙은 담론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
어준다. 푸코는 하나의 담론은 유일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지만, 대상

53) Michael Foucault, L’arché
cologie du savoir (Paris: Gallimard, 1969), p. 141. 푸코의 담
론에 대한 정의의 번역은 이정우의 글을 참조하였다. 미셸 푸코 저, 이정우 역, 『지식의 고고
학(이데아 총서 49)』(서울: 민음사, 1992), p. 157.
54) Michael Foucault, A. M. Sheridan Smith(trans.), The archeology of knowledge and The
discourse on language (New York: Pantheon Books, 1972),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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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일하다는 점이 담론을 구별지어 주는 기준이 되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상 자체가 담론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광기에 대한 의학적인 담론과 사법적 담론은 공통되게 광인을 다루지만,
각 담론에서 광인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푸코는
대상이 담론에 따라 변환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언표들 각자가 그 대
상을 새로운 대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각 담론을 구분
해주는 것은 대상의 변환을 정의해주는 규칙이었다. 그는 이러한 규칙을
‘담론형성’이라고 부르면서, ‘담론형성’의 정의를 “어떤 언어적 구성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준 규칙들의 집합”으로 내렸다.55)
이 바탕에서 언표를 만들어내는 규칙은 특정 문제에 대한 행위자
의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푸코는 한 주제 안에서 나타나는
언표들의 분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야 담론형성을 찾아낼 수 있다
고 보았다. 그는 “담론이 일으키는 선택점들의 분산(the dispersion of
the points of choice that discourse leaves free)”에서 담론을 개별적
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던 것이다. 그리고
푸코는 “선택점”들에서 나타나는 것은 “전략적 가능성들의 장(a field of
strategic possibilities)”이라고 말했다.56) 이는 선택점에서 이루어진 특
정 주제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담론을 다른 방향으로 분산되게 한 것으
로서, 담론을 개별화시키는 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점에서 푸코는
언표를 구성하는 규칙을 행위자 차원에 놓여 있는 것으로서 통찰했다.
언표를 형성하는 규칙은 언표 내부에 존재하거나 환경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과 비담론의 경계에 있는 행위자의 실천 차원에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언표는 담론을 구성하는 언어적 단위로서 개념 혹은 상징으
로 이해될 수 있다. 푸코는 언표는 문장이나 명제로서 볼 수 없으며, 엄
밀한 의미에서는 화행으로도 정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화행과 유사하
게 언표는 그 자체로서 수행적 기능을 하지만, 언표를 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논의한 것이다. 그 까닭은 화행이론의 분석대상이 되는 화행과
55) Foucault, 1972, p. 79
56) Foucault, 1972,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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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표가 구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었다. 푸코는 화행보다도
언표가 작은 단위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화행은 하나 이상의 언표로
구성되어 있기에, 언표보다 더 큰 단위인 화행이 언표를 정의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57) 이점에서 언표의 기준은 상징 혹은 기
호로서 성립되는 형태를 가졌는가가 되었다.58) 마틴 하여르(Maarten A.
Hajer)는 담론을 "특정한 일련의 실천 내에서 의미가 생산 또는 재생산
되는 관념(ideas), 개념(concepts), 범주화(categorizations)의 특정한 조
합"59)으로 정의했는데, 이러한 정의는 곧 언표가 관념, 개념, 범주화 등
명제 혹은 문장보다 작은 형태로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해
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언표를 ‘수행적 기능을 갖는 관념, 개념, 상
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언표는 구체적인 명제, 어구와 같은 표현의 수준이 아니라 별도의
수준(담론공간)에 존재한다.60) 푸코는 명제, 어구 혹은 그래프도 언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언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표현의 양식으로는 언표를 정의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언
표란 언어적 단위이기보다는 구체적인 표현들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다.
푸코는 언표는 특정한 존재양식을 가지며, 이로부터 언표를 규정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언표의 존재양식을 다른 대상과의
관계, 주체와의 관계, 언표적 장과의 관계, 반복가능성의 측면에서 고찰
했다.61) 다른 대상과 언표가 관계를 맺을 때, 그 대상은 특정한 표현이
진리값을 갖도록 해주는 좌표계(refrential)이다. 주체와 언표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자면, 언표는 주체의 위치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주체가 언
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아울러 언표
57) Foucault, 1972, p. 80.
58) Foucault, 1972, p. 84.
59)
Maarten
A.
Hajer,
The
Politics
of
Environmental
Discourse:
Ecological Modernisation And the Policy proc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 44. 하여르의 담론에 관한 정의에 대한 번역은 다음에서 인용. 강민아, 장지호, “정
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2) (2007 여름), p. 27.
60) 이정우, “푸코의 담론공간 개념과 주체의 문제”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5) 참
조.
61) Foucault, 1972, pp. 8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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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장(enunciative field) 안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언표는 다른 언어적
표현들과 함께 전체적인 언표의 장을 이루고 있어, 고립된 의미가 아니
라 언표적 장 내에서 문맥적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언
표의 반복가능성은 언표가 말하거나 쓰는 다양한 행위를 통해 반복될 수
있는 일정한 물질적 형상을 가지고 있기에 성립된다.
이러한 푸코의 담론 개념을 북한의 핵무기 문제에 대한 논의들에
적용한다면, 북한의 핵담론의 성격과 담론의 유형화, 각 유형에 속하는
언표들을 보다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다. 특정한 문제영역에 대한 언표
들을 개별적인 계열 혹은 개별적인 담론으로 구분시켜주는 기준이 전략
적 선택의 방향이라고 할 때, 핵무기 문제에 대한 여러 전략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언표들을 각 계열로 무리지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핵무
기 문제에 대해 그를 금지하자는 해법을 내놓는 것에 관련된 언표들은
핵무기금지 담론의 계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스탈린 말기 소
련에서 발전되어,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 초까지 코민포름이 지지
한 반핵평화운동을 통하여 북한에 수용되었다. 북한에게 이것의 핵심적
인 논리는 동맹국을 지지하고 핵무기 금지를 추구한다는 데 있었다. 반
면, 핵위협에 대하여 핵억제력을 가지려는 해법을 지지하는 언표들은 핵
억제 담론의 계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1960년대 초 미·영·소 등 핵보
유국의 핵개발 포기 압력을 거부하고 핵개발을 강행한다는 중국의 전략
은 뚜렷한 핵억제 담론을 낳았고, 북한이 중국의 핵개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던 북중 밀월시기에 중국의 주장은 북한 당국의 선전에도 수용되
었다.62)
북한 핵담론들의 언표 역시 상징성을 띄는 단위로서 규정될 수 있
다. 북한 핵담론들의 원형이 대부분 외국의 정책담론에 기원을 두었기
때문에, 그 주요한 언표들은 소련과 중국의 핵전략을 정당화하는 언표들
이 북한의 언어로 번역, 전환된 형태를 가질 것이다. 이들 언표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소통은 물론, 대중에게 북한의 핵정책을 선전하는 수단으
로도 기능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소련의 핵무기금지 담론이 북한
에 도입되면서, 북한의 공식매체들은 제국주의가 일으키려는 “새 세계전
62) 구갑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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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막기 위해 핵무기를 금지”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여기서 “새 세
계전쟁의 방지”, “핵무기 금지” 등의 표현들은 표면적으로는 핵개발 주
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핵무기금지 담론의 언표들이라고 할 것
이다. 또한 북한은 1960년대 중국의 핵개발을 지지하면서, 중국의 핵개
발을 정당화하는 상징을 공유했다. 북한은 중국의 핵개발은 방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중국의 핵무기는 선제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
수하게 반격용인 “핵억제력”이라는 중국의 1964년 핵실험 성명을 『로
동신문』에 전재했다. 이때, "핵억제력” 등 언표는 중국의 핵포기를 요구
하는 나라들의 입장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핵억제 담론 계열의
언표였다고 할 것이다.
물론 푸코의 담론개념은 한 시대의 지식체계 안에 놓여 있는 담론
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 초창기 이래의 핵담론 역사에 푸코의
담론개념을 별다른 조정 없이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푸코의 담론은 어느 한 시대에서 주체들의 정치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전체적인 사상체계인 에피스테메(epistēmē)를 전제로 한다. 에피스
테메가 변화하면 그 변화 이전과 이후에는 일반적인 지식체계에 중대한
불연속의 지점이 생겨나기 때문에, 담론의 세계에도 단층과 같은 구분이
발생한다. 만약 본 논문의 연구시기 중에 이러한 에피스테메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 연구에서 제시될 북한의 핵담론 유형은 에피스테메의 변화
가 이루어진 특정한 시점 이후에 기존의 의미를 상실한다. 에피스테메의
변화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로 핵담론의 유형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것이
다. 다만, 본 논문에서 에피스테메의 변화에 따른 담론의 변화를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 에피스테메의 변화는 비교적 장기 간에 걸쳐 이루
어지는 변화이다. 푸코가 말한 에피스테메는 17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까지의 고전주의 시대라던가 19세기 초 이후의 근대와 같은 비교적
장기의 시간 동안 유지되는 것이었다.63) 그러한 에피스테메의 지속기간
에 비추어, 이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핵담론이 전개된 약 70년
은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아니다. 더욱이 북한이 탈사회주의화, 탈근대
화와 같은 인식의 변혁을 억압해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회주의 정치
63) 미셸 푸코 저, 이규현 역, 『말과 사물』(서울: 민음사, 2012),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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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과 같은 북한 내부의 에피스테메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북한의 핵담론에 푸코의 담론개념을 적용하는 데에는 에피스테메
등 담론개념의 이론적 배경이 추가적인 문제를 던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
2) 당론
푸코의 논의와 연계를 갖는 담론분석의 이론가들은 정책결정 결과
간의 연계를 분명히 갖는 담론에 연구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정치담론’
혹은 ‘정책담론’의 연구범주를 설정하여 왔다. 비비안 슈미트(Vivien A.
Schmitt)는 정책담론은 "정책엘리트들이 정책을 만들거나 자신들이 선택
한 정책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책엘리트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말들의 집합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64) 이러한
정의는 담론과 정책과의 연관성을 비교적 뚜렷이 드러내준다. 푸코가 지
식, 과학 내의 담론들을 통하여 잠재적인 정책적 가능성들을 제시했다
면,65) 정치적 담론에 관한 연구들은 담론으로부터 경제위기, 이민자정책
등 현재적인 정책논쟁 혹은 정책결정을 파악하고자 했다. 정치담론에 관
한 연구는 폴 칠턴(Paul Chilton)의 연구로부터 본격화되어 페어클로어
의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루쓰

보닥(Ruth

Wodak)의 담론적-역사적 접근방식(discourse-historical approach)에
이르기까지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66)
이 가운데 담론적-역사적 접근방식의 논의에 기초하여, ‘당론 영
역’의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 보닥은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의 과정을
64) Vivien A. Schmidt, The Future of European Capit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 2002). 슈미트의 정책담론 정의에 대한 번역은 하연섭, "정책아이디어, 틀 짓기, 사회적
담론 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8(2)(2010), p. 192에서
인용.
65) 미셸 푸코 저,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서울: 중원문화, 1993), pp. 16-21.
66) Paul Chilton, Analysing Political Discourse (New York: Routledge, 2004); Isabella
Fairclough, Norman Fairclough, Political Discourse Analysis: a method for advanced
students (London: Routledge, 2012); Ruth Wodak, Language, Power and Ideology:
Studies in Political Discourse (Amsterdam, Philadephia: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1989); Ruth Wodak, The Discourse of Politics in Act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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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행위 영역(fields of action)’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논의를 탐
구함으로써, 특정한 정치담론이 여러 ‘행위 영역’을 관통하여 확산되는
것 혹은 주요한 연설이 이들 ‘행위 영역’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의
현상을 파악하였다.67) 이 때, 그는 정치영역을 입법, 여론, 행정, 정당,
홍보, 행정 등 5개의 장으로 나누었는데, 그 하나가 ‘자세한 정보에 근거
한 의견의 당내 발전(party-internal development of an informed
opinion)’이 이루어지는 정당 영역이었다.68) 보닥은 정책과의 연계를 갖
는 담론의 분석을 위하여 정당 영역의 정책담론도 하나의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로부터 당론영역 내의 정치담론을 ‘당론(黨論, party’s official
discourse)’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보닥은 당론영역을 통하여 보고자
하는 담론이 “정당의 숙성된 의견(a party's informed opinion)", "정당
의 내부적 합의(party-internal consensus)"라고 언급했다. 당론영역에
담긴 논의는 이념을 중재하거나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언어로 규정된
다. 이와 관련하여, 당론내의 논의에서 만들어진 것인 이념은 “관련된
정신적 표상, 확신, 의견, 태도와 평가로 구성된 일방적인 시각 혹은 세
계관(an one-sided perspective or world view composed of related
mental

representations,

convictions,

opinions,

attitudes,

and

evaluations)”으로 정의된다.69) 당론은 특정 문제에 대한 정당의 ‘태도,
의견,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당론은, ‘정당
내부적으로 합의된 특정 문제에 대한 태도, 의견,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
로서 당론영역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언표들의 범주’라고 정의해볼 수
있다.

67) Ruth Wodak, “The discourse-historical approach,” in Ruth Wodak, Michael Meyer
(eds.),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don: SAGE Publication Inc., 2002),
pp. 66-68.
68) 보닥은 이 5개 영역에 i) 정당간 연합의 영역과 ii) 국제조직 영역, iii) (다른 정당의 견제, 대
중적 항의 등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통제의 영역을 더하여, 정치담론의 행위 영역을 모두 8개
의 영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Martin Reisigl and Ruth Wodak, "The Discourse-Historical
Approach(DHA)," in Ruth Wodak and Michael Meyer (eds.), Method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don: Sage, 2009), pp. 90-91.
69) Wodak and Reisigl (eds.), 2009, pp.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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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2-1> 담론과 당론의 관계

‘당론’과 같은 영역별 담론의 개념은 푸코의 담론개념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론은 담론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잠재적인 정책입장이자 지식으로서의 담론과 현재적인 정책적 입장
으로서 ‘당론’으로서의 담론 간에는 그에 포함되는 언표의 ‘범위’ 상 차
이가 있다(<도표-2-1> 참조). 푸코의 논의에서 담론들은 지식 혹은 과
학과 같이 정치적으로로도 활용가능한 잠재적 언표들을 의미한다면, ‘당
론’은 정당의 현재적 지지가 부여된 것으로서 현재 당론영역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언표를 의미한다. 따라서 후자의 논의에 포함된 언표의 범위
가 보다 협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 상의 차이를 제외
한다면, - ‘당론’의 대외적 표현에서 - 당론 범주 내의 정책담론들을 일
반적인 담론과 동떨어진 것으로 볼 이유는 크지 않다. 비록 정당 내부의
토론에서는 정책의 필요성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율을 위해 보다 많은
정보와 이슈를 거론할 수 있으나, 대중에게 정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소
통의 차원에서 정당의 입장은 다시 사회구성원들의 지식에 맞는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70) 또한 당내의 엘리트들 역시 그 사회의 구
70) 만약 언어의 기능을 중심으로 ‘당론’을 살펴본다면, ‘당론’을 좀 더 세분화할 수는 있다. 담론
의 기능에 따라, 폴 슈미트는 정책담론을 정책의 논리와 필요성을 제기하는 인지적 기능의 담
론, 공동체의 기본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논의하는 규범적 기능의 담론, 정책엘리트 간의 정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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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으로서 사회적 담론을 토대로 한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러한 가치와 태도를 사회적 담론을 통해 제기한다. 그로 인해 당론 내의
언표가 일반적 담론에 비추어 큰 변이를 보일 것으로 상정할 이유도 없
고, 당론 내의 담론계열을 사회적 담론의 계열과 달리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에서는 당의 공식담론
이 정책분석의 중요한 한 측면으로 다뤄져 왔다. 도널드 자고리아
(Donald Zagoria)는 소비에트 체제에서는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모든 공
공정책의 최종목적과 그에 이르는 방편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71) 이러
한 정치양식 상의 관계 때문에, 국가적 전략이 변화하려면 당론에서 다
루어지는 이론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당론의 수정을 둘러
싼 갈등은 전략의 변화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기도 하다. 소련의
외교정책 부문도 정책을 당의 이론과 이데올로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제
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소련의 외교사 교과서에
서도 맑스-레닌주의에서 도출된 외교부문에 대한 독트린은 소련외교의
특별한 강점이 된다고 제시했다.72) 한편, 정책집행자들 차원에서는 당의
공식담론은 제약이자 기회가 된다.73) 당론에 의해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
의 상상력과 사고가 제약한다는 점에서는 당론은 제약이며, 그것이 합법
적인 방식으로 경쟁자들을 설득하거나 비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당론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만약 당론과 외교전략이 유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특정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집행자들은 국가전략의 추진
과정 내내 경쟁자들로부터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을 수밖
발과 논쟁에서 필요한 조율적 기능의 담론, 정책엘리트 내부는 물론 일반대중에게 정책의 필요
성과 적합성을 홍보하는 의사소통적 기능의 담론으로 나누었다. 이를 통해 본다면, ‘당론’ 역시
인지적, 규범적, 조율적, 의사소통적 기능에 따라 각기 다른 양태를 지닐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당론’ 가운데에서 정책을 내부적으로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인지적 기능
의 담론은 규범적 기능과 의사소통적 기능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당론’의 대외적 텍스트들과
다른 양태를 지닐 것으로 추정된다. ‘당론’의 형성을 위한 내부적 논의에서는 그 대외적 표현보
다 많은 정보와 데이터, 논리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Schmidt, 2002, pp. 209-256; 하연
섭, 2010, p. 192 참조.
71) Zagoria, 1962, p. 26.
72) Nogee, 1995, p. 18.
73) Ted Hopf, Reconstructing The Cold War: The Early Years, 1945-195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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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당론의 변화는 특정한 외교정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당론’에 주목할 필요성은 커진다. ‘노동당의 정
책담론’으로서 ‘당론’은 사실상의 유일정당의 의견으로서 정부, 군의 정
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상, 북한의 노
동당도 구소련의 공산당, 중국의 공산당과 마찬가지로 각 부문별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집행을 조정·감시하는 ‘정책적 지도’를 수행한다.74)
‘당론’의 영향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 체제에서 지도자가 사상과 정
책의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일반적 이해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유일사상체계는 독재자의 신념이 곧 당의 이념과 이데올
로기라는 점을 공식화하고 있다. 유일사상체계는 지도자의 사상이 곧 당
의 사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75) 예를 들어, 1974년에
발표된 “당의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에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며 당의 유일사상체계
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라는 원칙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
다. 당론의 방향과 변화는 “수령”이 결정한다는 배경에서, 북한의 노동
당은 당론을 각 부문에 관철시키는 중요한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다.
북한의 ‘당론’은 북한의 선전물들로부터 탐색될 수 있다. 구체적으
로는 “<개관>”에서 북한의 각 핵담론 계열에 속하는 언표들이 북한의
‘당론’으로서 등장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보닥은 당론의 형
성과 발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선언, 당성명, 당대회 연설문 등과 같
은 장르의 텍스트가 적합하다고 했으나,76) 북한의 사례에서 이러한 자료
들이 발표되는 주기가 불규칙하고 발표의 빈도도 낮기에, 이러한 장르의
자료를 통해서는 북한의 당내입장이 변화하는 추이나 시기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에 비해, 북한의 신년사나 “<개관>”과 같은 정기적 선전물은
노동당의 입장도 담고 있고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당론
74) 현성일, pp. 24-26.
75)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서울: 역사비평사, 1995), pp.
303-311; 정영철,『김정일 리더쉽』(서울: 선인, 2005), pp. 211-218, 461-479.
76) Wodak, 2002, pp. 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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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계열적 분석에 적합하다.
3) 당론화, 탈당론화
당론화는 당론영역의 선전물에서 정책적인 의미를 갖는 언표가 새
롭게 등장하는 현상이다. 조선노동당이 과거에 격렬히 비판하고 당론영
역에서 언급조차하지 않던 언표가 갑자기 당론에 등장하거나 기존에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던 언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높아진 관심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예로서는 1980년대 중반에 북한이 과거
에 수정주의로 규정했던 평화공존론의 주장을 공식적인 차원에서 지지하
게 된 현상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1970년대에 걸쳐 원론적으로
만 지지했던 비핵지대 창설 주장을 1986년 정부성명을 통하여 국가적
정책으로 천명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새로운 구호나 제안이 공식적인
담론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북한의 문헌에 대한 내용분석에서 다루
어 온 현상의 하나이다. 이로부터 당론화를 “당론 장르의 텍스트에서 새
로운 언표 혹은 언표의 계열이 일회적이지 않은 형태로 제시되기 시작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언표의 등장이라는 현상을 다루기 위한 논
의의 틀을 모색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특정한 시점에 새로운 언표가 당론화되는 것은
국가전략의 전환과 확대를 위한 조치로 이해되었다.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기존의 전쟁불가피론을 부정하는 전쟁가피론의 테제가 채택
된 것도 평화공존의 전략과 선전노선을 이념적으로 지탱하기 위한 것으
로 이해되었다.77) 한편 기존의 입장에 합치되는 언표가 공산당의 공식담
론에서 확대되는 것은 국가전략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파악되었
다. 분별이 없는 제국주의자라도 핵전쟁을 피하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
1959년 제21차 소련공산당 당대회에서 승인된 사례를 들 수 있다.78)
이는 3년 전의 소공 20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전쟁가피론이 전적으로 올
바른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테제였고, 평화공존노선의 확대를 시사

77) Frederic S. Burin, "The communist doctrine of the inevitability of war,"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7(2) (1963), p. 334.
78) Burin, 1963, pp. 34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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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언표의 등장은 외교정책이 추구
할 목적과 수단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현상으로 이해되는 것이다.79)
당론화에 의해 정책방안이 제시된 결과는 정치적으로 정당화된 정
책대안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예컨대,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전쟁가피론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긴장완화를 위한 데탕트 정
책은 전략적 노선으로 상정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
의 간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전쟁준비 노력이 대(對)서방관계에서 중
심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평화공존이 혁명의 중심적 수단이 될 수는
없었다.80) 그러나 20차 당대회에서 전쟁의 방지가 가능하다는 전쟁가피
론이 도입된 이후, 평화공존노선은 전략적 방향으로 규정될 수 있었다.
이후

니키타

흐루쇼프(Nikita

Khrushchyov)는

영국

방문

(1956.4.18~27) 등을 통하여 소련과 서방 간 경제교류의 확대를 시도했
다. 이처럼, 당론화에 의해 전술적이었던 정책대안이 보다 전략적으로
추구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당론화를 결정하는 인지적 주체는 김일성 혹은 김정
일과 같은 ‘수령’이다. 1967년 김영주, 김정일에 의해 주도적으로 구축
된 유일사상체계는 ‘수령’의 사상이 노동당의 사상이며, 당원들이 신념화
해야 할 내용이라고 못 박았다.81) 이때부터 북한은 ‘김일성주의’와 같은
용어를 쓰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제창했던 것이다. 북한에서 당
론의 변화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상해석권은 제도적으로나 정치적으
로 ‘수령’인 김일성 혹은 김정일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핵
담론의 언표가 새로이 당론화된 것은 곧 독재자가 언표의 정당성을 받아
들였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당론이 수령의 의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 북한
이 당론화를 해서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북한 체제 내에서 수령의 역할이 정치적․정책적 결정에서 그렇게 핵심적
이고 다른 구성원들의 역할은 그것을 추수(追隨)하는 것애 불과하다면,
79) Henrik Larsen, "British and Danish European Policies in the 1990s: A Discourse
Approach,"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5 (1999), p. 453.
80) Burin, 1963, pp. 334-354.
81) 이종석, 1995, pp. 3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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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가 굳이 자신의 생각을 당론화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상 당론화가 정책집행에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당론화는 공식적 당론과 정책적 요구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는
순기능을 한다. 만약 당론화가 생략되어 이러한 괴리를 적시에 줄여주지
못하면, 지도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적 정책방안에 대한 정치적 이견
은 방치된다. 그 결과, 정책집행을 하는 하위부서에서는 정책추진 과정
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 당론화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하위행
위자들은 전략적인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의 이념에 어긋나는 정
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들은 사회
주의 체제에서 개개인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데올로기
가 전략을 정당화하거나 이탈행위를 제재하지 못하면 사회주의 체제는
무정부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언급되는 만큼,82)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
데올로기가 정치적, 일상적 일탈행위를 제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특정 정책행위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려면 그 정책행위가 당의
이념으로부터의 일탈행위가 아니라고 정당화해주는 당론화가 이루어져야
만 하는 것이다. 북한도 이데올로기에 의한 제재가 일상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정책변화를 허용하기 위한 당론의 수정이 정책변화를 위해서는
이루어져야만 한다.
한편, 당론화의 반대 개념으로서 탈당론화는 공식적인 정책담론에
서 특정한 언표가 사라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탈당론화는 특
정한 정책방안을 정당화하던 주장 혹은 이론적 근거가 정치적 합의가 존
재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정
당한 정책목표의 하나로 상정되었던 특정한 언표가 특정한 시점 이후 금
지, 반대 혹은 무관심의 대상으로 구축(驅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소련의 평화공존론을 1962년 쿠바위기 이후 배격했다. 평
화공존론에 입각하여 정당화되었던 주장들이 북한 노동당의 선전물들에
서 누락, 삭제되었다. 이러한 탈당론화는 정책방안의 범위가 수축되는
변화로 이어진다. 1962년의 경우,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에 대한 지지를
82) Nogee 외, 1995,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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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한 북한은 대안의 또다른 축인 국방력 강화의 정책으로 경도되었다.
그 결과 1962년 12월에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탈당론화의 개념은 안보화이론의 탈안보화 개념과는 구별된다. 탈
안보화는 안보정책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회복을 의미한다. 안보화이론
에서 탈안보화란 안보화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장기적 선택
(the optimal long-range option)”으로 규정된다.83) 안보화상태에서는
안보부문이 위협에 대하여 사용해야 할 예외적 권한을 정치적 목적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규범적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버는 이러한 우려
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슈가 다시 정치영역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았던 것이다.84) 이점에서 탈안보화는 안보문제에 대한 규범적
해법으로 상정될 수 있었다. 이러한 해법으로서 탈안보화는 특정한 문제
에 대처하려는 노력들이 다시 정상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정치영역으로
복귀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위버는 탈안보화를 “긴급양식에서 벗어나
정치공간의 정상적 협상과정으로 들어가는 이슈들의 이행(the shifting
of issues out of emergency mode and into the normal bargaining
process of the political sphere)”로 규정했다.85)
반면, 탈당론화는 안보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정치적 통제의 회복
이라기보다는 정책방안의 담론적 지위 변화를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
개념이다. 탈당론화는 정책엘리트들이 승인했던 담론이 이제는 정치적
합의 밖의 주장 혹은 전술적 주장으로 취급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
한 탈당론화는 긍정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핵문제를 둘러싼 탈당론화는 핵무기금지 정책의 폐기를 의미
할 수도 있고 핵증강 정책의 쇠퇴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정상적인 정치적 질서가 회복된 것과는 무관하며, 해당 탈당론화
현상은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될 것
83) 참고로, 레네 한센은 탈안보화가 꼭 장기적인 최적의 방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파키스탄의
명예살인 풍습 등 집단적 생존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
하고, 젠더안보 부문에서는 오히려 안보화가 절실하다. Lene Hansen, “The Little Mermaid’s
Silent Security Dilemma: The Absence of Gender in the Copenhagen School,”
Mille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9(2)(2000), pp. 285-306.
84) Buzan et al, 1998, p. 29.
85) Buzan et al, 199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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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4) 당론강화
북한의 핵담론이 당론 수준에 반영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할
때, 특정한 언표들의 표출빈도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문제에 주목하게 된
다. 북한의 정책담론에 대한 내용분석과 같은 실증적인 연구에서는 특정
한 담론 계열 언표들의 표출빈도의 증가 혹은 감소 역시 주목해왔다. 이
점에서, 당론강화를 “특정한 정책을 정당화하는 담론의 언표들이 선전물
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이 현상을 규정하
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선전물에서 특정한 언표에 대한 빈도가 증가
하는 당론강화의 현상은 특정한 정책방향을 향한 정치적 의지가 증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문서들에 대한
내용분석에서는 언표나 텍스트의 빈도증가를 그와 연관된 정책문제들의
정치적 중요성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86) 여러 가지의 정책적 고
려사항 속에서 언표 혹은 텍스트의 빈도 증감과 정치적 중요성이 엄밀히
비례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주의사항도 논의되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러
한 주의사항들은 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의지가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87) 이것은 일반적으로 언표 출현
의 빈도 증가는 정치적 중요성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다.88) 자고리아는 사회주의 체제의 언론도 중요한 정책활동에 대한 대중
의 지지를 조성해야 할 필요에서 메타포를 통한 소통을 통해 정부정책을
알린다고 지적했다.89) 정치적 소통의 필요성 때문에도, 당국이 강조하고
자 하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담론은 공식매체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것이다.
86) 김용현, 2003; 김용현, 2009; 염홍길, 1987; William deB. Mills, “Content Analysis of
Communist Documents,”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18(1) (1985), pp. 81-92.
87) 긴장완화 시도, 기밀유지의 필요성 등과 같이 대부분 빈도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88) William deB. Mills, 1985, p. 84.
89) Donald Zagoria, The Sino-Soviet Conflict, 1956-1961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62), pp. 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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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당론에 표현된 정치적 의지의 심리학적 주체는 당지도부인
‘수령’이라고 볼 수 있다. 당론장르의 텍스트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노
동당의 선전선동부나 노동신문사는 당의 정치적 의지나 수요를 표현하는
실무부서이지, 특정한 정책적 방안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결정하는 기능
을 갖는 주체가 아니다. 더군다나 북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에
서도 핵개발이나 핵협상과 같은 핵이슈에 대한 대응은 최고지도자의 결
정영역 안에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90) 북한의 경우에서도 핵이슈
는 국가안보와 정권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최고지도
자가 직접 개입해야 하지 않고는 그와 관련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로부터 당론강화 현상의 본질은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의
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노동당은 정책지도기관이기 때문에, 노동당의 당론을
통한 정책적 중요성의 강조는 실제 정책으로 발현될 개연성이 크다. 이
점에서 당론은 정책집행기관에게 특정한 방향의 실천을 일으키는 것이
며, 정책적 요구라고 말할 수 있다.91) 구체적으로, 북한의 당론 내에서
핵증강 담론이 강화되는 것은 핵개발을 추진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예컨대, 1950년대 후반 소련의 핵증강 노선의 발전 과정에서 제시된
“방위력 강화”라는 언표는 - 그 안에서 핵무기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위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 핵능력의 강화를
바람직한 것으로 표상지우며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행위에 쓰인다. 북한
의 정책담론 상 이러한 언표들이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면, 핵무기 개
발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보다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후술하겠지만,

90) O'Reilly는 핵정책 결정의 전형적인 양상은 최고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
다. 예를 들어, 인도의 1974년 평화적 핵폭발도 인디라 간디 수상이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에
의해 시행된 것이다. 인도의 1998년 핵실험결정은 보다 독단적이어서, 내각마저도 수상이 결
정과 핵실험 계획을 알지 못했다. K. P. O'Reilly, Nuclear Proliferation and the Psychology
of Political Leadership: Beilefs, Motivation, and perceptions (New York: Routledge,
2015), p. 33.
91) 이러한 정책요구는 ‘스핀(Spin, 의견)’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 코헨은 인도의 핵정책과 관련하
여 찬핵주장, 반핵주장을 ‘찬핵스핀(pro-bomb spin)’, ‘반핵스핀(anti-bomb spin)’이라고 표현
했다. Stephen P. Cohen, private archive, Washington D.C., Jacques E. C. Hymans, The
Psychology of Nuclear Proliferation: Identity, Emotions, and Foreign Poli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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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 강화” 언표가 확대된 시기에 북한은 1차 핵실험 등을 추진했다.

2. 분석의 틀
1) 당론화 과정에 대한 분석의 틀
당론화를 정치적인 현상으로서 검토하려는 노력은 담론의 층위를
비롯하여 국제정치적 배경과 국내정치적 과정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을
필요로 한다. 당론화의 양상은 사회적 담론의 언표들이 당론장르의 텍스
트에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담론에 대한 연구에
우선적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 하지만, 당론화가 새로운 정책방안 혹은
정책방향에 정치적 정당성이 부여된 것이라고 할 때, 당론화라는 정치적
변화는 정치지도자가 내린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당론화에 대한 기술에는 당론화 전후의 정치적 배경 및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당론화와 같이 새로운 언표가 등장하여 특정한 정책을 직간접적으
로 정당화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지(cognition)’ 차원에서 나타난 변화이
다. 여기에서 당론화가 주목되는 이유는 그것이 핵정책의 목적과 수단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위의 목적과 수단을 정당
화하는 것은 개인적, 집단적 신념체계에 대한 연구에서 다뤄져온 내용이
다. 정책결정자의 운영코드(Operational Code)에 대한 연구는 외교정책
과 관련된 신념체계가 근본적 가정과 전략적 신념, 전술적 신념의 순서
에 따라 위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고 밝혔다.92) 당론화는 기존에는 신
념체계의 낮은 수준에 있던 정책언표가 전략적 신념의 수준으로 상향 채
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외교정책신념의 변화를 반영할 것
이다.93)
92) Philip E. Tetlock, "Learning in U.S. and Soviet Foreign Policy: In Search of an
Elusive Concept," in George W. Breslauer and Philip E. Tetlock (eds.), Learning in U.S.
and Soviet Foreign Policy (Boulder: Westview Press, 1991), p. 28; Alexander George,
“The 'Operational Code': A Neglected Approach to the Study of Political Leaders and
Decision-Making,”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3(2) (1969), pp. 190-222.
93) 이와 같은 외교정책의 신념체계의 변화는 인지작용으로서의 특성을 보인다. 그에 따라 외교정
책에 대한 인지모델에서는 1) 정책결정자는 자신의 신념과 모순되는 정보를 거부한다는 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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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의 인지적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하는가는 구성주
의

국제정치학에서

초점을

맞추는

연구대상이다.

알렉산더

웬트

(Alexander Wendt)는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은 무정부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구성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94) 구성주의는 권력과 이익은 신념에 의해서 구성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95) 이로부터 관념적 변수를 외교정책 연구의 대상
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구성주의가 행위자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행위자의 성찰에 따라 외교정책에 대한 신념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아울러 구성주의에서 국제체제의 문화적 측면을
중시하는 이유도 문화적 구조가 - 국가이익을 규정하는 인지적 내용들
인 - 행위자의 정치적 신념체계들을 구성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 때문이
다.
그 가운데 사회적 구성주의(Societal Constructivism)은 사회적 담
론으로부터 외교정책을 정당화하는 인지적 변화의 내용이 나타난다고 본
다. 대표적으로, 쥬타 웰즈(Jutta Weldes)는 “국제관계의 의미들이 만들
어지는

잘

구축된

의미와

사회관계의

구조”인

‘안보상상(security

imaginary)’에서 국가이익을 구성하는 믿음들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96)
이때, ‘안보상상’은 ‘지역적’ 안보담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웰즈는 정책
결정자가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은 그 나라의 정치․문화적 콘텍스트
에서 생산된 집단적인 의미에서 온다고 보앗다.97) 그에 따라 같은 쿠바

정책결정자가 가진 신념의 변화는 최소주의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3) [이율배반 관계
(trade-off relationship)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
는 것이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은 이율배반 관계의 두 가치를 분
리하여 각각 추구하려고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해왔다.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
291; John D. Steinbruner, The Cybernetic Theory of Decision: new dimension of
politic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p. 108.
94)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2) (1992), pp. 396-397.
95)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sity Press, 1999), p, 122, 125.
96) Jutta Weldes, Constructing National Interest: The United States and the Cuban Missile
Crisi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9), p. 10.
97) Weldes, 1999,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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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라도 터키, 소련, 미국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국가이익의 사회적 구성을 연구하기 위한
질문들을 제시한다. ‘누구에 의하여’, ‘왜’, ‘어떻게’ 국가이익에 대한 담
론이 만들어지는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이익의 구성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98) 우선, ‘누구에 의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이익을
정당화하는 표상을 제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행위자는 정부당
국자라고 할 수 있다. 외교정책결정자는 외교정책의 구성에 있어서 핵심
적인 역할을 한다. 사회 수준의 안보상상에 의해서도 이들은 국가전략을
제시하기에 적절한 행위자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왜’ 당
국자들이 국가이익에 대한 표상을 제시하게 되는가라는 문제는 해당국의
정책환경과 그 정책환경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에 답이 있다. 국가가
특정한 외교정책 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 나라의 정책환경과 인식,
그에 따른 정책행위의 필요성으로 답해질 문제라는 것이다. 세 번째로,
‘어떻게’ 국가이익에 대한 담론이 만들어지는가를 본다면, 담론의 형성에
있어 기존의 안보담론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웰즈는 안보담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일련의 상징 내에서 국가이익에 대한 담론을 위한 표상이
선택된다고 본다. 국가관료들은 안보담론 내의 표상을 동원하여 그들이
원하는 외교정책에 대한 표상을 제시한다는 것이다.99) 이처럼 사회적 구
성주의에서도 외교정책에 대한 표상의 출현은 담론만이 아니라 국내정치
과정과 정책결정 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물론, 사회적 구성주의의 연구모델이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것은 ‘누구에 의하여’라는 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정부담
론이 형성되는 정치적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방식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웰즈의 설명에서는 외교정책을 정당화하는 표상은 당국자에 의
하여 일방적으로 제시된 것에 가깝다. 하지만, 안보화이론이 함의하듯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안보담론의 형성은 ‘시도’와 ‘수용’의 두 단계로 구
분될 수 있다.
98) Weldes, 1999, pp. 11-14.
99) 그리고 이와 같이 선택된 표상들은 내적인 논리에 따라서 특정한 외교정책을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도미노이론은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했다.
Weldes, 1999,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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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연구의 초점이 다르더라도 담론을 형성시키는 상호작용에 대
하여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해주는 것은 안보화이론이다. 위버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문제를 안보문제로 규정하는 안보담론이 형성
된다고 보았다. 새로운 문제를 안보이슈로 만들려고자 하는 안보화행위
자(securitizer)가 전형적인 안보논리에 따른 주장을 하고, 청중이 그러
한 주장을 수용하면, 안보문제에 대한 간주관적인 합의가 마련된다는 것
이다.100) 비록 안보화라는 것이 새로운 문제를 ‘실존적 위협’을 수용하도
록 하는 것으로서 담론형성의 특수한 예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담론의
구성을 분석하는 데에도 일정한 함의를 제시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
다. 무엇보다 안보화이론은 담론이 구성되는 과정인 언어적 상호작용을
시도의 단계와 수용의 단계로 구별해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안보화이론 가운데에도 포스트 코펜하겐 학파의 2세대 안보화 모
델은 사회적 구성주의와 연관성을 지닌다. 담론의 구성에 대한 설명에
있어 지역적 안보담론과 정책환경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사
회적 구성주의와 2세대 안보화이론은 공통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펜하겐 학파 역시 사회적 구성주의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담론이 외교
정책의

사회적

구성을

틀지운다고

본다.

티에리

발자크(Thierry

Balzacq)는 안보화의 사회학적 모델을 통하여 안보화는 안보화행위자가
청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해석에

합의하게

하려는

논증적

과정

(argumentative processes)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보담론
을 형성시키려는 안보화행위자는 청중의 지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필요
에 따라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호소력 짙은 가치들을 동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101) 또한 포스트 코펜하겐 학파는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안보
주장은 청중의 인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청중이 그 필요성이나 당
100) Ole Wæver, "Security Analysis: Conceptual Apparatus," in Barry Buzan, Ole Wæver,
and Jaap de Wilde(eds.),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Boulder: Lynne
Rienner Publications, 1998), p. 26.
101) Holger Stritzel, “Towards a Theory of Securitization: Copenhagen and Beyond,”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3(3)(2007), pp. 357-383; Juha A. Vuori,
"Religions bites: Falungong, securitization/desecuritiza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ierry Balzacq (ed.), Securitization Theory: How security problems emerge
and dissolve (New York: Routledge, 2011), pp.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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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안보주장을 지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부터 포스트 코펜하겐 학파는 안보화행위자가 제시한 주장이 청중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주장에 부합하는 정책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
다고 본다.
포스트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모델이 갖는 특징은 안보화시도를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speech act)로 규정함으로써 담론의 구성
여부는 청중의 역할에 달렸다고 본다는 데 있다. 포스트 코펜하겐 학파
는 발화효과행위 개념이 안보담론을 구성하려는 시도인 안보화행을 규정
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안보화시도를 발화수반행위
(illocutionary speech act)의 개념을 강조한 1세대 안보화이론의 위버
와 구별되는 지점이다.102) 이때, 발화효과행위는 증명, 설득, 유머와 같
은 언어행위이며, 청자의 신념, 감정, 사고, 행동 등을 불러일으키는 “말
을

통한

행위(what

we

bring

about

or

achieve

by

saying

something)”로 정의된다. 이러한 발화효과행위는 - ‘설득’이라는 발화효
과행위를 상정할 때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듯이 - 관습적 규칙에 의해
달성되기보다는 청중의 반응에 의해 수행된다.103) 그리고, 이로부터 포
스트 코펜하겐 학파는 안보주장이 외교정책에 관한 사회적 신념을 만들
어낼 수 있는지는 청중의 수용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규정한다.
담론의 사회적 구성에 관련하여, 포스트 코펜하겐 학파는 비교적
면밀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발자크는 안보화의 분석수준으로 콘텍스트
(사회문화적 환경, 안보화 직전의 정책환경), 언어적 ‘행위(acts)’, ‘행위
자(agents)’라는 세 가지 수준을 제시한다.104) 이 가운데, 첫 번째인 ‘콘
텍스트’는 ‘원위(遠位) 콘텍스트(distal context)’와 ‘근접(近接) 콘텍스트

102) 발화수반행위란 지시, 명령, 판결과 같은 발화를 통해 수행되는 행위로서, ‘말함으로써 행위
하기(doing something by saying something)’로 정의될 수 있다. 일정한 충족조건(felicity
condition)을 만족시키면 어느 언어행위는 발화수반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오스틴이 발화수반
행위의 충족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발화수반행위의 관습적인 문구와 절차, 관습적 절차의 집행,
참여자의 진정성, 발화목적의 성취라는 4가지 조건이었다. J. L. Austin, J. O. Urmson(ed.),
How to do things with wor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pp. 25-38;
Wæver, 1998, pp. 32-33.
103) Austin, 1962, p. 12, 108.
104) Balzacq(ed.), 2011, pp.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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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imate context)’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특정 언어가 의미를 갖도록
해주는 사회문화적 환경으로서 안보화의 거시적 환경을 나타내고,105) 후
자는 안보화 직전의 정치적 환경으로서 안보화의 배경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전자인 원위 콘텍스트는 당론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을 일컫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는 예비적 고찰의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에 해당할 것이다. 두 번째로, ‘행위’는 화행의 언
어적 양상을 의미한다. 화행의 통사적 구조, 프레임, 화행이 낳은 정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 번째로 ‘행위자’의 분석수준에서 다루어질 문
제는 안보화의 행위자들(안보화행위자, 청중, 기능적행위자)의 작용과 그
각각의 권력관계, 정치·사회적 정체성 등이다.
덧붙여, 발자크의 언어적 ‘행위’와 ‘행위자’ 수준은 안보화모델의
기본적인 틀에 따라 담론을 형성하려는 ‘시도의 차원’과 담론의 형성을
승인하는 ‘수용의 차원’으로 각각 나눠질 수 있다. 우선, 언어 ‘행위’의
분석수준을 당론화가 시도되는 영역과 수용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106) 언어적 행위 가운데 담론을 형성시키려는 이니셔티브로서의 화행
의 요소는 시도의 영역에, 그 결과인 정책은 수용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
로 구분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또한, ‘행위자’ 분석수준도 시도
영역과 수용 영역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 안보화행위자는 시도 영역에
서 중심적 행위자이며, 수용의 영역에서 핵심적 행위자는 청중이 될 것
이다. 특히 수용의 영역에서 핵심적인 행위자는 당론을 결정하는 권한을
105) 원위 콘텍스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해당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담론들일 것이다. 물론
발자크는 안보화의 거시적 환경으로 원위 콘텍스트에는 사회적 계급, 인종적 구성, 제도, 생태,
지역, 문화적 환경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원위 콘텍스트가 고려되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본다면, 특정 차원의 콘텍스트에 집중할 수 있다. 윌리암슨은 원위 콘텍스트가 고려되
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서구의 사고방
식대로 그 나라의 정치문화적 실천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언표의 지역적 의미와 이해를 고려하기 위하여 원위 콘텍스트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원위 콘텍스트의 가장 핵심적 것은 언표의 형성과
해석의 기초인 그 국가/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담론체계라고 할 것이다. Balzacq(ed.), 2011,
pp, pp. 96-98; Jef Huysmans, "Revisiting Copenhagen: Or, on the creative development
of a security agenda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4(4), p.
501.
106) 한 정책아이디어가 시도의 영역에서 수용의 영역으로 이동할 때, 그 통사적 형태가 다소 조
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책제안에서 보도자료, 정책지침 등으로 텍스트의 장르가 전환되기
때문에, 장르에 맞게 언표는 핵심적 속성을 유지한 채 축약, 은유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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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지도자 혹은 엘리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발자크가 제시한 분석틀
의 언어적 ‘행위’ 수준은 시도 단계의 언표, 당론화 수용 단계의 언표로
나누어지고, ‘행위자’ 수준은 시도 단계의 행위자, 수용 단계의 행위자로
구별지어 볼 수 있게 된다.
포스트 코펜하겐 학파의 논의는 북한의 당론화 연구에도 적용되는
분석틀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당론화의 콘텍스트 가운데 원위 콘텍스트
인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예비적 고찰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당론화의 사례들은 i) 담론형성 전후의 정치적
환경, ii) 담론형성의 이니셔티브와 수용결과(언어 ‘행위’ 수준), iii) 담론
형성을 시도하는 행위자와 수용하는 청중의 상호작용(‘행위자’ 수준’)의
수준들에서 분석될 수 있다.
북한 당론화 현상의 ‘행위자’의 분석수준을 완전히 규명하기는 어
렵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인 ‘수용’ 단계의 중심적 행위자는 지
도자로 가정할 수 있다. 북한 체제의 특성 상 정책제안이나 결정의 과정
은 극히 불투명하다. 비록 대외적으로 공표된 성명이 있더라도, 성명의
주체가 정책이니셔티브의 실질적 주체인지는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무성 성명을 통하여 당론의 변화를 위한 이니셔티브가 취해졌을 때,
해당 이니셔티브가 김일성, 김정일에 의해 주도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
으로 외무성 차원에서 취해진 것이었을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유일사상체계를 고려할 때 북한에서 당론화 수용의 핵심
적 주체가 ‘수령’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북한의 당론화는 언어적 ‘행위’의 분석수준에 보다 초점을 맞춤으
로써 실증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 우선, 노동당의 제도적 선전을 근거로
지도자가 특정 관념을 당론으로 수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특히, 노동당의 선전물에 새로운 언표가 지속적이고 일관된 형태로 나타
나는 것으로부터 당론화의 성공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기적 선전물
에 특정한 언표가 등장했을 때, 이러한 변화에 함축된 정치적 승인의 수
준도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선전물에 새로운 언표가 등장하는 것은
대중적 선전을 통해 그에 대한 포괄적 지지를 형성, 유지시키는 것까지
허용했다는 점을 뜻하기 때문이다. 선전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의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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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당론화 시도의 언어적 ‘행위’는 당론화
의 성공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찾아질 수 있다. 특정언표의 당론화가 성
공한 것이 확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직전에 (당론화에 성공) 해당
언표를 제시한 주요 정책담화를 당론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 정치체제의 특수성에 따라 북한 당론화의 경우에 현저
할 것으로 예견되는 현상이 있다. 그것은 인지항상성, 인지부조화 등 인
지이론에 북한의 당론화의 양태가 부합하리라는 점이다. 당론의 변화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청중’이 독재자 개인이기 때문에, 당론
화는 개인적 신념변화를 반영하며 그 양상이 인지이론의 예측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당론화는 인지항상성 이론 따라 ‘수령’의 신
념에 부합하는 언표를 당론에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
측해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인지부조화 이론에 탈당론화의 일부
양상이 부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지도자
도 자신의 행동과 모순되는 신념을 제거함으로써 행동과 신념 간의 불일
치로 인한 심리적 불편함을 피하려 할 것이다.107)
아울러, 탈당론화의 메커니즘은 탈안보화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여
모색될 수 있다. 탈안보화 연구의 대상은 실증적으로는 담론의 쇠퇴, 즉
탈당론화였기 때문이다. 레네 한센(Lene Hansen)은 탈안보화의 과정을
고찰한 결과, 탈안보화를 4가지의 정치적 이상형[안정화에 의한 변화
(change

through

stabilization),

대체(replacement),

재규정

(rearticulation), 침묵(silencing)]으로 구분했다.108) 먼저, ‘안정화에 의
한 변화’에 따른 탈안보화는 안보담론과 모순된 정치적 콘텍스트 변화에
따라 안보담론이 사라지는 유형이다. 탈냉전 이행기의 데탕트에 따라 냉
전에 대한 담론이 사라진 것이 이 경우의 전형적인 예이다.109) 둘째, 위
107) Festinger, 1957, pp. 1-31.
108) Lene Hansen, "Reconstructing desecuritization: the normative-political in the
Copenhagen School and directions for how to apply it,"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8(3) (2012), pp. 525-546.
109) 이러한 유형은 인지부조화의 대표적인 예일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정
보를 갈구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심리적 불편함(인지부조화)을 느
낀다. 그에 따라, 인간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생각 또는 행동을 어느 한 방향으로 일치시
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행동에 맞춰 생각을 바꾸게 된다. Leon Fest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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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대체’로 나타나는 탈안보화는 새로운 국가이익이 강조됨으로서 기
존의 안보담론이 침식되는 것이다. 정권교체 이후 국내개혁의 시급성이
강조되면서 기존의 안보담론이 약화된 터키의 탈안보화 사례가 대체 현
상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다.110) 셋째로, ‘재규정’에 의한 탈안보화는
정치지도자의 능동적 개입으로 특정 문제를 바라보는 정치적 관점이 새
로이 규정되면서 기존의 담론이 억압되는 것이다. 재규정에 의한 안보화
의 대표적 예는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Sergeyevich Gorbachyev)
의 신사고 외교이다. 고르바초프는 기존의 안보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정
치적 관점과 해법을 제시했고, 다른 해법을 정당화하는 담론을 약화시켰
다. 넷째로, ‘침묵’에 의한 탈안보화는 어떤 정치적 변화를 기점으로 하
여 기존의 안보문제가 비정치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한센이 든 예인
시에라리온의 경우, 종전을 기점으로 여성병사들의 사회복귀 지원 프로
그램 등 여성병사들의 문제가 갑자기 공적 논의에서 사라졌다. 여성의
발언권이 보장되지 못한 사회체제의 탓으로, 종전과 함께 여성이슈를 정
치적 영역의 이슈로 제기하는 목소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센의 이러
한 유형화는 담론의 쇠퇴가 첫째 인식과 현실 간의 격차, 둘째 정치세력
변화에 따른 정치적 이익의 변화, 셋째 정치권력의 개입, 넷째 특정 집
단의 발언권 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일어난다는 점을 알려준다. 탈안보
화에 대한 한센의 논의를 참고할 때, 담론의 쇠퇴에 속하는 탈당론화의
현상도 인지적․정치적․사회적 요인들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당론강화 동학에 대한 분석의 틀
당론강화를 그 원인 혹은 동학의 측면에서 본다면, 당론강화의 동
학에 대한 고찰은 담론을 벗어나 행위자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를
필요로 한다. 앞서 특정 언표의 빈도증가로 표현되는 당론강화는 특정
정책의 추진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linois: Row, Peterson and Company,
1957), pp. 1-31 참조.
110)
Pinar
Bilgin,
"Making
Turkey's
Transformation
Possible:
Claiming
'Security-speak'-not Desecuritization," South European and Black Sea Studies 7(4), pp.
555-5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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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역학의 문제는 북한의 담론 내부에서는 파악되기 힘들며, 그들이 처
한 정치․경제적 콘텍스트와 관련된 문제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행위자
는 자신이 처한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특정한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
이라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론강화의

동학을

이해하기

위한

단초는

심리학의

동기

(motivation)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심리학은 행위의 동기
를 중심적인 주제의 하나로 다루었다. 동기는 인간행동의 원인을 포괄적
으로 일컫는다. 이러한 심리학의 논의에서 동기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은
욕구, 학습, 사고가 인간의 행동을 낳는다는 설명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회피행동 혹은 접근행동이라는 다른 종류의 원인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
기도 했다.111) 벌, 뱀 등을 피하려는 회피행동은 위협에서 기인하며, 식
당을 찾는 것과 같은 접근행동은 욕구(결핍, 필요성)에서 출발하는 행위
라는

것이다.

또한

행동의

발생확률을

높이는

요인은

강화

(reinforcement) 등의 개념으로 설명되었다. 외적 보상이나 통제가 특정
한 행동에 대하여 주어질 때, 인간이 특정한 행동을 보일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외적인 보상과 통제가 강화의 구체적인 예가 된
다.112)
이와 관련된 동기의 개념은 합리적 동기이다.113) 위에서 제시한
동기에 대한 논의는 허버트 시몬(Herbert A. Simon)이 제한적 합리성
이론을 내놓음으로써 인지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점(1957년) 이전에
제시된 개념들인 것이다. 동기의 근원은 위협과 욕구로서 개인의 신념에
의한 해석이나 정보처리의 결과와는 거리가 있었다. 또한 학습도 행동의
확률을 높이는 역할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학습이 주체의 인지적
변화를 낳음으로써 욕구나 위협인식 자체를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고는
111) Robert E. Franken 저, 강갑원, 김정희 역, 『인간의 동기』(서울: 시그마프레스, 2009),
pp. 9-10.
112) Franken, 2009, pp. 32-35.
113)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도 기초하는 합리주의의 기초는 욕구, 두려움과 같은 심리학적 동기
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리처드 레보우는 국제정치학의 합리주의와 심리학적 접
근방식은 근본적으로 구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합리주의에서 강조되는 이익은 안보, 욕구와
같은 심리학적인 동기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Richard Ned Lebow, A Cultural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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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동기의 개념은 고전적 외교정책분석에서 정책결정의 원인
으로 상정되며, 연관 개념들은 설명요소에 대응된다. 동기는 국제정치학
의 익숙한 주제이다. 제1이미지(first image)에 기초한 외교정책분석에
서, 정책결정의 원인은 인간들의 동기를 나타내는 것이었다.114) 한스 모
겐소(Hans. J. Morgenthau)도 국가들의 정책을 현상유지, 제국주의, 권
위정책으로 구분하고, 각 정책이 나타나는 이유로 두려움 혹은 이익과
영광에 대한 욕구를 가정했던 것이다.115) 이러한 유사성 하에서 심리학
의 접근법은 국제정치학에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었다. 국제정치학에 적
용된 정치심리학의 전망이론은 국가들이 손실에 대처하는 상황과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각기 다른 성향(위험감수, 위험회피)을 보여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116) 유인과 제재가 국가들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국제정치학의 논리도 심리학적 접근방식에서 일반적인 것이
다.117) 외국 혹은 국제사회로부터의 보상과 통제가 대상국의 순응을 이
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 역시 본질적으로 외부의 보상, 통제가 행동의 변
화를 촉진한다는 심리학적 명제들과 구분되기 어렵다.
동기 개념에 기초하는 핵정책 분석은 핵확산 연구 내의 동기모델
로도 표현된다.118) 메이어는 핵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잠재력이라는 결정
선택지(decision option)만이 아니라 핵개발을 필요로 하게 하는 결정자
극(decision stimuli)이 함께 존재할 때 핵확산이라는 선택(choice)이 이
루어진다고 설명했다. 핵기술만이 아니라 핵개발 의지가 존재할 때에야
핵확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119) 이러한 주장은 기술적 잠재력이 핵확
114)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pp. 16-79.
115) Jack Donnelly, "Human nature and state motivation," in Jack Donnelly, Re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p. 43-80.
116) Robert Jervis, "The implication of Prospect Theory for Human Nature and Values,"
Political Psychology, 25(2) (Apr., 2004), pp. 163-176; 이상신, “정치심리학: 역사와 현황,”
『현상과 인식』 33(4) (2009. 12), pp. 15-43.
117) David A. Baldwin, Paradox of Power (New York: Basil Blackwell, 1989).
118) Stephen M. Meyer, The Dynamics of Nuclear Prolifera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pp. 12-16.
119) 동기모델은 핵확산 의지(willingness) 차원의 동학을 검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기모델
에 따라, 핵확산의 원인은 어느 나라가 핵개발에 필요한 경제․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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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결정짓는다는 기술이론의 시각을 비판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었다.
메이어는 결정자극 역시 핵정책 결정의 필요조건임을 강조함으로서 정
치․경제적 유인을 핵확산의 결정요인으로 부각시켰다. 동기모델에서 결정
자극이란 특정한 정책에 대한 주관적 필요성 혹은 수요를 확대시키는 조
건 혹은 조건의 변화를 뜻했다. 예를 들어, 핵보유 적대국으로부터의 안
보위협, 압도적인 재래식 위협, 감당할 수 없는 군비부담 등이 핵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결정자극의 요인들이다. 핵개발과 관련하여 이러
한 결정자극의 요인은 동기요인(motive factor) 혹은 유인(incentive)으
로 호명될 수도 있다.
핵확산의 동기모델은 단순하게는 정책환경 상의 동기요인과 핵확
산의 동기로 구성된다. 동기개념이 함축하고 있듯이, 동기요인의 영향은
동기의 강화 혹은 심리적 영향의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메이어는 핵
개발의

유인은

“주관적으로

인식된

인지(subjectively

perceived

cognition)”로서 핵개발의 동기화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정자극의 강화를 설명하는 동기요인은 핵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 지원 및 제약과 같은 물질적·물리적 요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메이어는 동맹국의 핵협력과 같이 핵개발을
도와주는 물질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은 촉진자(aids)으로서 주관적인 동
기의 변화를 낳는 동기요인(혹은 유인)과 질적으로 구별된다고 강조했
다.120)
물론, 핵비확산의 동학도 동기모델로 설명될 수 있다. 메이어는 동
기모델에 비확산정책 결정에 관련된 결정자극도 포함시켰다. 핵확산 정
책의 동기요인과 반대방향의 작용을 하는 억제요인(dissuasive factors),

는 ‘기회’의 차원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핵개발의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는 ‘의지’의 차원에서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Benjamin A. Most and Harvey Starr, Inquiry, Log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989); Randolph M.
Siverson and Harvey Starr. "Opportunity, Willingness, and the diffusion of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1) (1990), pp. 47-67.
120) 참고로, 수월성 요인과 동기요인 간의 구분은 다른 동기이론가들이 핵개발의 물질적 요건과
필요성을 구별치 않고 모두 핵개발의 유인과 촉진조건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한 것을 비판한
것이었다. 메이어는 동기 개념에 따라 보다 일관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핵확산에 관한 동기
이론을 한 걸음 발전시켰다. 유성옥, 1996, p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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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과 상반되는 역할을 갖는 반유인(disincentives)이 핵비확산의 결정
에 필요한 결정자극을 낳는다. 이러한 결정자극을 낳는 억제요인의 예는
핵보유국과의 동맹, 국제적인 비확산 공약, “평화적 위신” 등이다.121) 최
근의 연구들도 해당국의 위협인식 수준이 낮아야 핵개발 자제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메이어와 차별점을 보이지 않는다. 최근까
지의 핵확산 연구에서도 동맹국의 핵우산 제공, 안보불안의 해소시키는
국제적 합의, 주변국과의 안보적 합의, 핵보유국의 안전보장 등을 핵확
산 의지를 낮추는 요인으로 꼽는다.122) 해당국이 연루된 분쟁이 저강도
분쟁이어야 한다는 점은 핵확산 자제의 필요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
다.123) 국제적 비확산 공약 역시 비확산의 대표적인 유인으로 지속적으
로 주목받는다. 한 국가의 비확산 공약은 미래의 핵개발을 제약하며, 국
내적으로 반핵론자의 입지를 강화시켜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124)
동기모델은 핵보유의 진입단계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핵물질
획득과 핵실험 실시 이후의 핵개발 정책의 동학에도 동기모델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기이론가들은 핵실험 이후에도 완전한 핵개발의 완
성까지는 여러 단계의 정책적 단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루이
스 던(Lewis A. Dunn)과 윌리엄 오버홀트(William H. Overholt)는 핵개
발의 마무리까지는, 핵개발 이후에도 핵물질의 재고 확충 및 핵무기의
안전성․신뢰성 제고, 핵무기 운반수단의 확보, 지휘․통제․통신 체제의 구
축, 핵교리 및 군사태세의 확립 등의 단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125)
그리고 후속 핵개발 과정에도 적용되는 다양한 핵확산 요인을 제시했다.
던과 오버홀트는 추가적인 핵개발을 포함하여 핵확산을 추진시키는 요인
으로 핵위협에 대한 억제 필요성, 국제적 지위의 추구, 국내여론의 전환,

121) Meyer, 1984, p. 14.
122) 조동준, “핵확산의 추세 vs 비확산의 방책,” 『한국과 국제정치』 27(1) (2011), pp.
64-65.
123) T. V. Paul, Power versus Prudence: Why Nations Forgo Nuclear Weapons (Montreal:
MQUO, 2000).
124) Dong-Joon Jo and Erik Gartzke, "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1(1) (Feb., 2007), p. 171.
125) William H. Oberholt (ed.), Asia's Nuclear Future (Boulder: Westview Press, 1977),
p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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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부담 등을 제시했고, 핵확산의 반유인으로 적대국 및 동맹국의 반
발과 같은 요인을 언급했다. 이는 수직적 핵확산 단계도 포함하는 ‘광의
의 핵확산’도 동기모델의 틀로 설명된다는 것을 보여준다.126)
단, 동기모델의 적용범위를 수직적 핵확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늘릴 경우, 핵확산 요인의 영향력이 특정한 단계에서 달라질 수도 있고
새로운 요인도 특정한 시점부터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보위협 등 핵확산 동기요인의 역할이 핵보유 초기 단계에
서 감소될 수 있다. 케네스 월츠(Kenneth N. Waltz)는 각국의 핵확산
노력이 소수의 핵무기를 확보한 단계에서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다.127)
이러한 전망을 동기모델로 이해한다면, 핵확산에 대한 특정한 안보환경
의 영향이 소수의 핵무기를 갖게 된 단계에서 감소된 것이다. 둘째, 핵
개발이 일정한 단계에 오르면, 새로운 핵확산 유인들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핵개발 이후에는 적대국의 방어체계가 핵확산의 필요
성을 불러일으키는 유인으로 기능하게 된다. 적대국의 미사일공격을 요
격하는 MD와 같은 방어체계는 핵보복의 피해규모를 감소시킴으로써 핵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MD체계의 도입은 상대 핵보
유국의 추가적 핵개발을 진행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어느 나라
가 핵개발을 한 다음에는, 기존에는 크게 주목되지 않았던 요인들이 그
나라의 핵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128) 조동준과 에릭 가르츠크
(Erick Gartzke)도 핵확산의 과정을 핵무기 프로그램의 보유와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 단계로 나누고, 두 단계에서 동기요인들의 영향을 각각 검
토했다. 핵개발의 단계에 따라 기회 및 동기요인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129)
각 핵확산/핵비확산 사례에서 현저했던 동기요인들의 속성에 따라
특정한 사례는 안보모델, 국내정치모델, 규범모델로 이해될 수 있다. 스
126) Oberholt (ed.), 1977, pp. 6-15.
127) Kenneth N. Waltz, "More May be Better," in Scott D. Sagan and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 Enduring Debate (Third Edition) (New York: W.W.
Norton & Co., 2013), pp. 3-40.
128) Robert Jervis,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30(2) (Jan.,
1978), pp. 206-210.
129) Jo and Gartzke, 2007,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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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 세이건(Scott D. Sagan)은 각 핵확산 사례에서 핵확산 동기의 강화
를 낳은 현저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사례들을 안보모델, 국내정
치모델, 규범모델로 구분했다.130) 우선, 안보모델은 핵개발의 의지를 강
화시킨 주된 요인이 핵전력, 재래식 전력의 열세, 국제적 고립, 동맹국의
안전보장 부재 등의 안보요인인 경우이다. 둘째, 국내정치 모델은 핵개
발 요인이 정권에 대한 강력한 내부불만의 존재나 극우 독재체제 혹은
대중영합주의 등 국내정권의 성격이었던 사례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셋째, 규범 모델은 핵확산 의지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킨 요인이 국가정
체성에서 파생되는 규범이었던 사례를 설명한다. 규범모델에서 규범변수
에는 핵무기를 강대국의 상징으로 보는 규범과 핵비확산이 정상국가의
상징이라는 규범 등이 포함된다. 프랑스는 핵무기를 강대국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핵개발을 결정했고, 우크라이나는 정반대로 핵포기를 주권국가
승인의 주요수단으로 보고 자국 영토 내에 있던 핵무기를 포기하는 비핵
화를 선택했다.
이러한 고찰에 이어서, 북한의 핵정책 사례의 중점적인 동기요인
들을 제시해볼 수 있다. 북한의 핵정책 변화에 대한 기존연구에서 제시
해 온 북한 핵정책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 그를 바탕으로 정책환경의
요인과 동기의 변화방향으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동학을 제시한다. 참고
로, 북핵문제에 대한 기존연구에서 주목되어 왔던 것이 핵비확산의 동학
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비확산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을 먼저 검토한다.
첫째로, 기존연구들에서 북한이 비확산공약을 받아들인 요인으로
꼽혀온 것은 외부의 지원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필요성과 미국의 대북관
여 정책이었다. 유성옥은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가 불러온 체제위기 인식
이 1992년 IAEA 가입의 주된 배경이라고 지적했고, 뉴넘은 미국의 관
여정책을 1994~2002년 간 북한의 핵동결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 주목
했다.131) 이러한 유인들이 낳은 결과는 북한의 적극적인 타협적 핵외교
였다. 북한의 사례에서 비확산 혹은 핵동결을 지향하는 핵외교 정책은

130) Scott D. Sagan,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21(3) (Winter 1996/1997), pp. 54-85.
131) 유성옥, 1996; Newnha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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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비확산의 대가로 외부
의 경제적 지원을 획득한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긴 협상전략이었다. 1,
2차 북핵위기에서 보여지듯이 북한은 비핵화협상을 통하여 주변 강대국
들의 관여를 확대시키고, 자신의 비확산공약을 밝히는 대신 경수로, 중
유, 식량원조, 제재해제 조치 등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했던 것이다.132)
이러한 핵비확산의 양식은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한 국가 중에서 유
일한 최빈국 수준의 나라인 북한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특이점이다.
북한의 핵외교 동학을 만들어낸 요인들은 보다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 사례에서 비확산의 동기요인으로 꼽혀 온 북한의 경제
적 필요성은 북한의 경제적 곤궁이 아니라 개방을 긍정하는 경제정책 상
의 필요성으로 재규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유성옥은 북한이 미국의
비확산외교에 호응한 이유로 인한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위기를 들었으
나, 이는 1990년대 초 북한의 적극적인 핵외교 정책을 설명하기에는 불
충분하다. 북한은 이미 1980년대 초중반부터 경제발전이 불가능한 상태
에 빠져, 북한의 엘리트들은 경제문제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133)
그 때문에 경제적 곤궁은 북한에게는 상수에 가까웠다. 이는 북한이 굳
이 1992년의 시점에 IAEA에 가입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것
이다. 북한이 비확산 외교 혹은 타협적 핵외교로 나온 국내적 배경은 경
제위기라는 상수적 조건보다는 북한 경제정책의 성격이라는 시기적 변수
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초반의 시
기에 - 자력갱생을 선호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 경제난 극복을 위해 외
부세계의 원조, 투자, 시장참여 기회를 모색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북한의 국내개혁 전략은 매우 신중한 것이어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한 외교전략을 함께 수반했다.134) 이점으로부터 비확산과 관련된
132) Yong Chool Ha and Chaesung Chun, "North Korea's Brinkmanship and The Task to
Solve the 'Nuclear Dilemma,'" Asian Perspective 34(1) (2010), 87-109.
133) 1983년에 국가부주석 임춘추는 평양을 방문한 조선족 학자들에게 주민들이 굶고 있다는 우
려를 토로했다. 이종석, 『북한의 역사 2』(서울: 역사비평사, 2011), p. 123. 아울러 1980년
대 중반 장성택과 같은 내부자들도 북한경제의 파탄을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었다. 라종일,
『장성택의 길: 신정의 불온한 경계인』(서울: 얄마, 2016), p. 28.
134) Tat Yan Kong, "The political obstacles to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The
Pacific Review Vol. 27, No. 1(2014), pp. 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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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 요인은 ‘경제적 곤경의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개방정책
으로 발전된 상태’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북한의 비확산 동기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외부의 관
여는 미국의 관여정책만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대북관여에 대한 것으
로 포괄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대북관여 정책만이
아니라 중국과 소련 등의 대북 관여도 북한의 핵비확산 유인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도 북한의 경제적 필요
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었던 행위자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냉전기에는 소
련의 기여가 클 수 있었고, 최근으로 올수록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
다.135) 중소 양국도 북한의 핵개발 노력을 억제하거나 약화시키는 데 이
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들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획득하
기 위해서는 핵문제에 대한 타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로, 북한의 핵개발 사례는 핵확산 동기의 안보모델에 크게 부
합한다. 안보모델에 따른 핵확산 요인인 핵위협, 통상전력의 열세, 국제
적 고립, 동맹국의 핵우산 약화가 모두 북한의 핵개발 사례에서 발견되
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엔드류 맥은 북한의 사례에서 핵개발의 배
경으로 - 국제적 고립을 빼고 - 그러한 핵확산의 안보요인을 강조했다.
맥은 북한이 대미 핵억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핵개발의 필요성을 가지
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기에 중국 및 소련과의 동맹관계가 냉각되면서
북한의 핵개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아울러 맥은 한
국으로 기울어가는 남북간의 군사적 균형도 북한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핵개발의 유혹을 느끼게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매년 GDP의
20~25%를 군사비로 지출해왔으며 앞으로 군사비를 대폭 늘릴 수도 없
는 북한이 한국의 군사력 성장세를 따라갈 방법은 핵개발 이외에는 없다
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확산의 안보모델은 기존연구에서 실증
135) 특히, 북핵 3차위기의 시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대북관여 혹은 대북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강택구,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국제지역연구』 제
13권, 4호 (2010), pp. 3~22; 전병곤, “중국의 북핵 해결 전략과 대북 영향력 평가,” 『국방
연구』 제54권, 제1호, (2011), pp. 25~48; 유동원, “중국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한계,”
『국방연구』제56권, 제3호(2013), p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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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어려웠다. 1990년대 이래 북한 핵정책의 변화요인들이 복잡하게
출현하여 상충되는 효과를 만들어냈고, 북한의 핵정책도 이중적으로 진
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상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한소수교 이후의 북한 핵정책이다. 한소수교로 북소관계가 결정적으로
악화된 이후 북한은 핵개발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나, 예측과는
달리 한소수교로부터 약 1년 반이 지난 때에 평양은 IAEA 안전조치협
정에 가입했다. 안보환경 이상으로 북한의 경제사정이 심각하게 악화됨
에 따라, 그들이 핵문제에서의 타협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이 매우 복잡한 대내외적 환경으로 인하여 1990년대 초 북
한의 핵정책 전개는 안보모델의 이론적 예측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
다.
이로부터 북한의 핵외교와 관련된 동기요인과 동기강화의 동학과
핵확산 동기의 동학을 제시해볼 수 있다. 우선, 핵외교와 관련된 동학은
“북한의 개방지향적 경제전략이 추진되고 주변의 강대국들의 대북관여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핵외교 방향의 담론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명제
가 될 것이다.136) 여기서 북한의 경제정책은 핵외교의 추동요인(drive)
이라고 볼 수 있다. 핵외교를 전개하여 충족시키려는 욕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의 대북관여 가능성은 핵외교의 강화요인
으로 이해된다. 주변 강대국의 관여 요인은 북한에게 핵외교로 그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상기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기
요인은 핵외교의 동기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핵외교 동기
의 강화는 당론 상에서 반핵무기(anti-bomb) 방향의 담론이 표현되는
정도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반핵무기 담론은 비핵화합의 혹
은 외교적 타협을 추구하는 핵외교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확산 동학은 2가지 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는 핵외교의 동기요인이 핵개발의 억제요인이 되는가
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핵외교 동학이 핵개발에 대해서는 억제적

136) 북한의 핵정책 동학에 대한 검증가능한 가설로 핵외교에 대한 예측만 꼽은 것은 핵확산의
요인과 관련된 예측은 현 단계에서 유보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확산 동학에 대
한 기존 연구에서는 설명만 있을 뿐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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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은 ‘대칭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성옥은 핵확산 동학과 비확산 동학에서의 요인들
은 “동일한 실체이면서 단지 힘의 방향만 다르다”고 설명했다.137) 북한
핵정책에 대한 이해를 깊게 위해서, 과연 이러한 대칭론적 관계가 성립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대칭론의 시각에 따르
면, 위에서 언급한 핵외교를 강화시키는 동학에 따라 핵확산의 동기는
약화될 수 있다. 그리고 핵개발의 동기가 억제된다면, 핵개발 동기의 표
현인 찬핵무기(pro-bomb) 방향의 담론이 표현되는 빈도는 낮아질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핵개발의 동학을 검토하는 첫 번째 검토방식은 “북
한의 개방 지향적 경제전략과 주변 강대국의 관여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핵개발 방향의 담론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대칭론적 예측을 실증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된다.
두 번째는, 핵확산 안보모델의 요인이 북한의 핵확산 동기변화를
적절히 설명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다만, 서론의 연구시기 부분에서 언
급했듯이, 1980년 초 이후 북한은 핵보유국인 미국과의 적대관계, 재래
식 전력의 약화, (북소관계가 최고조에 다다랐던 1980년대 중반을 제외
한다면) 동맹국의 방기 등과 같은 핵개발의 동기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어 있었다. 이처럼 북한의 경우 핵개발의 유인은 상수로서 주어져 있
었기 때문에, 핵개발의 유인이 존재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서는 북한의
핵개발 동기의 ‘변화’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그 대신, 핵개발의 유인이
약화된 측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안보요인에 따라 북한의 사례에서 핵
개발 동기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줄 수가 있다. 1983년에서 2013년
사이의 연구시기 중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줄여줄 수 있었던 대표적인
변화요인으로는 북한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던 미국의 대북관여
정책과 함께, 한국의 관여정책 변수를 꼽을 수 있다. 핵개발의 유인이
일부나마 약화된 조건들에서는 핵확산의 동기가 약화되었을 것이다. 그
렇다면, 핵확산의 동기가 줄어듦에 따라 찬핵무기 방향의 담론이 표현되
는 빈도도 감소했을 것이다. 이로부터, “미국과 관여가능성이 존재하고
한국의 대북관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핵개발 방향의 담론은 약화될
137) 유성옥, 1996, pp. 251-252.

- 68 -

것이다.”라는 명제를 북한의 핵확산 동기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두 번
째 검토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3. 소결
2장에서는 북한의 핵담론의 유형을 소개하고 본격적인 분석에 들
어가기에 앞서, 담론을 바라보는 데 필요한 주요개념(담론, 당론)과 당론
분석의 주요대상에 대한 개념(당론화, 당론강화)을 제시했다. 우선, 담론
이론을 통하여 담론을 규정하고, 담론을 통하여 정책분석으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매개로서 당론을 제시했다. 여기서, 담론은 특정 주제에 대한
행위자의 전략적 실천의 방향으로부터 유형화될 수 있으며, 전략적 실천
에서 형성된 상징과 개념인 언표로 구성된다고 논의했다. 그리고 당론은
당론영역의 논의로서 노동당의 행위영역에서 제시되는 텍스트들로부터
파악될 수 있는 대상이다. 당론에는 특정 문제에 대한 정당의 태도, 의
견,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아울러, 당론영역의 텍스트 장르를 분석할 때
주목되는 현상으로 당론화와 당론강화를 개념화했다. 먼저, 특정한 언표
혹은 담론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현상으로서 당론화를 개념화했다. 당
론화는 특정 언표가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당론영역의 문건에
등장하는 현상이다. 이때, 언표의 등장과 지속적 사용은 노동당의 지도
부가 특정한 입장을 정치적 정당성을 띈 입장으로서 수용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당론화는 - 이전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상정되지 못
했던 - 특정한 정책방안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가 당 내부에서 마련되었
음을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당론강화는 텍스트 내에서 특정
한 언표 혹은 담론의 표출 빈도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당론강화의 현상
은 특정한 전략적 실천과 정책방안에 대한 노동당의 정치적 의지를 반영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당론화와 당론강화를 피상적 현상 이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당론화에서 보여지는 특정한 정책방향을
정당화하는 인지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틀을 모색하였다. 당론화가 외
교정책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신념체계가 변화하는 현상이자 외교정책의
사회적 구성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설명방식은 사회적 구성주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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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구성주의와 수렴하는) 포스트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두 시각은 공통적으로 정책담론의 사회적 구성은 사회적
으로 수용되어 있는 집단적 안보담론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들의
분석적 시각을 종합한다면, 당론화는 i) 그 전후의 정치적 배경과 ii) 사
회적 담론을 동원하여 정책을 제기하는 수준, iii) 그리고 이 주장을 수
용하는 수준에서 분석될 수 있다. 둘째로, 당론강화에서 보여지는 정책
동기 변화의 차원에 대한 틀을 제시하였다. 당론강화가 정책적 의지의
증가라고 할 때, 이러한 의지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동기개념
에 입각한 논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담론
의 당론강화를 검토하는 데 적합한 것은 핵확산연구의 동기모델이다. 동
기모델은 핵확산/비확산의 유인과 핵정책 동기 간의 관계를 다룬다. 이
를 통해 북한의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비확산의 요인에 따라 비확산을 지
향하는 당론의 강화가 이루어지는지 검토할 수 있으며, 핵확산 동학의
이해도 모색될 수 있다.
이상으로 2장의 논의를 재확인했다면, 다음으로는 주요개념과 분
석틀 간의 관계, 분석틀 간의 관계를 검토해볼 수 있다. 담론의 개념과
분석틀 간에 모순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검토하고, 궁극적인 핵정책 분석
에 있어 2가지 분석의 틀이 갖는 역할이 무엇인지 규정한다.
우선, 담론개념이 당론화와 당론강화의 분석틀과 갖는 관계를 검
토할 수 있다. 첫째로, 푸코의 담론개념과 당론화의 분석틀 간에는 큰
모순이 없다. 푸코의 담론개념에 포스트 코펜하겐 학파의 2세대 안보화
모델이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138) 발자크는 푸코의 논의를 한 축으로
하여 안보화의 사회학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스트리젤
은 안보화에 적합한 철학적 기초는 푸코의 담론이론 전통에 기초하는 것
인 비판적 담론분석의 전통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코가 특정

138) 단, 위버의 1세대 안보화모델과 푸코의 담론에 대한 개념 간에는 긴장이 존재했다. 왜냐하
면, 위버는 데리다의 탈구조주의 시각에서 담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리다가 오리지널
의 텍스트가 콘텍스트와 별개로 '반복(repetition)'되어 갈 수 있다고 본 것처럼, 위버도 안보영
역의 본질적인 담론이 비전통안보 문제의 테마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담론개념은 푸코의 담론이론과 상충된다. 푸코는 어느 한 언표의 반복만을 주목하는 접근방식
에 반대하고 담론들이 전반적으로 분산되는 모습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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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언표를 전반적으로 찾아냄으로써 분산의 체계를 밝히려고 한 것
과 같이, 비판적 담론분석은 사회의 여러 영역 내부와 상호관계에서 표
출되는 언어행위(linguistic act/articulation)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
다. 푸코의 담론개념이 그로부터 사회적 권력과 실천을 노출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2세대 안보화이론이 바탕하는 비판적 담론분석은 언어
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을 함께 검토한다.139)
둘째로, 담론 개념과 당론강화의 관계를 논한다면, 담론개념은 당
론강화를 분석하는 방법론의 기초이다. 담론연구의 관점에서는, 행위자
의 언어는 행위자의 동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전제한다.140) 이 점에서,
당론에 담론이 표현된 결과는 행위자의 동기 수준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
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담론은 외적으로 나타난 정책행태보다
행위자의 동기나 편향을 더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 행위자의 동기가 외
교정책 행태로 나타나는 과정에는 정책집행과정 상의 변수 등 여러 요인
이 간섭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행위자의 동기는 행위자의 언어를 통해
보다 정확히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141)
덧붙여, 당론강화 문제가 주로 다루는 정책동기의 변화는 담론 개
념에서 거부되는 논의가 아니다. 물론, 당론강화의 동학은 그것이 행위
자의 동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위자의 측면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담론개념과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푸코 역시 행위자의 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담론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았다. 언표를 만
들어내는 규칙성이 행위자 차원의 전략적 실천에 존재한다고 보았던 것
이다. 이점에서 푸코의 담론개념은 행위자의 동기를 연구하는 작업의 필
요성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

139) 비판적 담론분석에서 구조화(structuration)란 (1) 언어행위 간의 상호연관성과 상호참조성
(intertextuality)의 측면과 (2) 사회적 영역들의 내부와 경계에 놓인 사회적 실천의 제약성이라
는 차원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것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Holger Stritzel, Security in
Translation: Securitization Theory and the Localization of Threat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4), pp. 38-51.
140) Paul A. Kowert, "Completing the Ideational Triangle: Identity, Choice, and Oblig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Shannon and Kowert, 2012.
141) Audie Klotz, Cecelia M. Lynch, Strategies for research in constructivist international
relations (Armonk, N. Y.: M.E. Sharp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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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화 과정과 당론강화의 동학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생각한다
면, 우선, 당론화와 당론강화에 대한 연구는 서로 다른 규모의 시공을
다룬다. 그 때문에 당론화와 당론강화에 대한 연구는 동시에 수행되기
어려우며, 따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당론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분절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시적인 차원을 대상으로 한다. 당론화에서
변화는 특정한 언표가 당론에 등장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이라는 점에
서 분절적 변화이다. 당론화가 공시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성공적인
당론화 시도로부터 수용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집중할 때 더더욱 명백해
진다. 당론화는 1~2개월 혹은 1년 내의 기간 동안 진행된다.142) 반면,
당론강화의 동학은 통시적 차원을 다룬다. 당론강화에서 변화는 시기별
담론의 강화수준을 연결짓는 그래프로 가시화되는 연속적 변화이다. 또
한 당론강화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 정책유인들과 정책동기의 변화 간
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려 할 때, 그 연구는 보다 장기적 시기를 다루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 특정한 상관관계의 지속 혹은 반복을 확인하기 위
해서는 수십년의 장기간에 대한 자료의 수집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론화 과정에 대한 연구와 당론강화에 대한 연구가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 핵정책의 결정에 대한 설명에서 당
론화 과정과 당론강화의 동학에 대한 연구결과는 결합됨으로써 그들의
핵정책 변화를 심도 있게 설명해줄 수 있다. 민츠는 ‘정책어림법 이론’을
통하여 의사결정은 1) 인지적, 정치적으로 적절한 선택지를 추리는 단계
와 2) 추려진 선택지 중에서 가장 기대효용이 큰 선택지를 선택하는 합
리적 선택의 단계로 나누어 이해될 때 보다 깊이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
했다.143) 이 의사결정의 2단계 중 선택지의 범위가 규정되는 첫 번째 단
계는 당론화 과정에 대한 분석틀이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대상이며, 그
다음의 합리적 선택의 단계는 당론강화 동학에 의해 제한적으로나마 설
명될 수 있는 대상이다.144) 당론화 결과는 특정한 선택지가 정책결정자
142) 물론, 실패한 당론화 시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의 틀을 넓힌다면, 특정한 언표가 당론
에 나타나는 과정을 매우 긴 시간에 걸쳐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143) Geva and Mintz, 1997.
144) 물론, 당론강화의 동학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결정자가 어떠한 방향의 이익을 추구
하게 될지 설명해주지만, 선택지 중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계산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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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적절한 선택지로 승인된 결과를 보여주며, 당론강화의 동학은
정책콘텍스트에 따라 변화하는 의지 수준을 통해 정책결정자가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당론화에 대한
연구결과와 당론강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는 것은 민츠의 2단계
의사결정 모델을 통한 해당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을 구성할 수 있다.

용은 제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추구하는 이익의 방향과 선택지의 범위를
알고 있다면, 합리적 선택의 결과는 그 나라의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일정한 정도로 추론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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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북한 핵담론의 유형과 언표(1947-2013)
3장의 주요내용은 북한의 핵담론을 유형화하고 핵담론의 구체적인
언표를 확인하려는 데 있다. 우선 3장에서는 핵담론의 일반적 유형을 제
시함으로써 북한 핵담론의 유형화를 위한 기초를 제시한다. 일반적인 핵
담론의 유형 6가지를 제시하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정책적 담론이 이
유형들 가운데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이해해본다. 구갑우, 조동준 등
의 실증적인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에
관한 담론을 재정리한다. 다음으로 북한이 핵담론의 언표들을 도입하고
자체적으로 활용해온 양상을 검토한다. 특히 사회주의권의 핵담론으로부
터 북한의 핵담론이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자신이 오랜기
간 속했던 사회주의권의 핵담론을 도입해왔고, 이 영향 하에 북한이 자
신의 핵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언표도 규정된 것이다.
이 가운데 북한의 핵담론 도입과 활용 과정을 확인하는 작업은 북
한 핵담론 연구의 전제를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핵담론으로 북한의
핵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는 시각은 핵담론이 북한 내에 수용되어 있다는
바를 전제하는 것이다. 조동준 역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역사에서 소련
의 영향이 매우 크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이전 중국의 핵교리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전제로, 북한의 핵교리를 중국과 소련의 핵교리 담론으
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145) 특히, 구갑우는 1947년부터 1964년 사
이에 북한의 핵담론 일부가 형성된 역사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핵
담론 연구의 토대를 확인했다. 3장은 이와 같은 시각에서 핵담론 연구의
전제를 실증적으로도 확인한다.
아울러, 3장에서 핵담론의 기준은 1983~2013년 사이에 북한의
핵정책 방향을 나타내었던 핵담론인지 여부에 있다는 점을 밝힌다. 대개
의 경우, 북한의 핵담론은 북한이 지향하는 핵정책의 방향을 가리킨다.
다만, 핵담론 가운데 일부의 경우에는 핵담론의 도입 자체가 북한의 핵
정책 방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었다. 특히, 핵개발 문제에 대한
145) 조동준, 2015,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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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에 있어서는, 북한이 중국과 소련의 핵개발 주장을 수용한 것은 그
에 대한 지지를 밝힌 것이지 북한이 그 단계에서 핵개발을 결정했다는
바까지는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1950~60년대 북한 정권의 초창기에는
북한의 기술적, 경제적 역량이 매우 취약하여, 핵개발은 선택지 밖의 문
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핵개발 문제에 대한 주장도 이후에는
북한의 핵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었다. 1980년에는 독자적
인 원자로 건설을 결정하는 등 북한도 핵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잠재력을
갖춘 단계에 진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기술이 발전된 배경에서
북한이 과거에 수용했던 핵개발 논리를 독자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는
북한 자신의 핵개발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따라서 어떤 시기에 핵담론의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북한의 핵정책
을 나타내는 언표의 범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덧붙여, 1983년부터
2013년 간의 핵정책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3장의 핵담론 언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1. 핵담론의 유형
핵에너지와 핵무기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핵문제에 대한 일반적
태도는 6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핵기술이 핵에너지의 측면과 핵
무기의 측면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핵기술의 두 측면을 긍
정적으로 보는가 혹은 부정적으로 보는가에 따라 핵에 대한 태도는 크게
4가지(2×2)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핵무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
적 태도는 다시 한번 분화될 수 있다. 핵무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일
방적인 긍정적 태도와 제한적 긍정적 태도로 구분될 수 있고, 핵무기에
대한 부정적 태도도 일방적 부정과 제한적 부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핵에 대한 시각은 6가지로 구분지어질 수 있게 된
다.
우선, 핵에너지에 긍정적인 시각들은 구체적으로는 핵에너지의 평
화적 이용을 지지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핵에너지를 긍정하는 이는 모든
나라가 핵에너지 기술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를 정당
하다고 이해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경제적 핵이용을 돕기 위한 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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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예를 들어, 소련의
1940~1950년대 핵에너지 이용에 대한 시각에서 이러한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1940년대 후반 핵개발 당시 소련은 주권국가들은 평화적 핵활
동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원전을 건설할 정도로 핵기
술이 발전된 다음에는 사회주의 우방국을 대상으로 왕성한 핵협력 사업
을 진행했다.146)
반면, 핵에너지의 측면도 부정하는 시각은 개인적 실천의 차원에
서 핵기술의 공개적 토의나 발표를 금지하자는 주장으로 구체화될 수 있
다. 핵에너지의 여러 가지 이용가능성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세계를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핵기술을 봉인해야 한
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예는 핵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Leo Szilard)
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33년 핵분열 연쇄반응의 공식을 최초로
발견한 실라르드는 유대교에서 언급되는 세계를 구하기 위한 ‘36인의 의
인(ַצ ו"ל
ִד
ִקי
םי, lamed-vav tzaddikim)’의 역할을 자임하고, 자신이 발견한
연쇄반응 공식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
로 그에 대한 비공개 특허권을 설정했다.147) 또한 실라르드는 권위있는
연구자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연구성과를 공개하지 말도록 설득했다. 그
는 연쇄적인 핵분열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게 되
면, 엄청난 파괴력의 무기가 등장하여 인류에게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단, 실라르드의 실천적 노력에서 보여진 비공개 노력의 경우
에 핵에너지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담론을 낳기는 어렵다. 실라르드의
주장도 연구자 간의 교신과 서한을 통해 전문가 소집단 내에서만 논의되
었다.
또한 이와 같은 핵에너지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은 사
회적 논의로서는 탈핵주의로 구현되기도 한다. 원자력에너지의 긍정적인

146) George Ginsburgs, "The Soviet Un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 of Atomic Energy: Bilateral Agreement,"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4(3) (1960), pp. 605-613.
147) Lawrence Wittner, The Struggle Against the Bomb: One World or None: A History
of the World Nuclear Disarmament Movement Through 1953 (Stanford Nuclear Age
Seri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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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부정적인 측면이 압도한다는 시각이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원
전사고 이후 독일의 탈핵정책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직접적으로 원전사
고를 겪은 것은 아니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148)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직접적 피해
국인 일본이 취한 탈원전 노력보다도 강력한 조치였다. 일본은 중장기적
으로 원전을 감축한다는 조치만을 채택했으나, 독일은 2011년 5월 30일
구체적인 시한을 설정하고 그때까지 원전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공
식화한 것이다.
한편, 핵무기를 긍정하는 시각은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긍정하느냐
혹은 제한적으로 긍정하느냐에 따라 2가지 시각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핵
무기를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시각은 핵무기에 의한 억제의 필요성을 부
득이 인정하는 시각이라고 할 것이다. 두 시각에 따른 핵개발 정책은 관
찰자의 시각에서는 그 나라가 핵억제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차이
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핵개발 수준이 핵억제의 임계점을 지난 다음에
는 두 시각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핵무기를 매우 긍정
적으로 인식하는 전자의 태도는 계속적인 핵개발을 지지․고무하는 논의
로 전개될 수 있으나, 핵개발의 불가피성을 중심으로 핵무기를 소극적으
로 긍정하는 후자는 핵억제력을 확보한 이후에는 핵개발에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 특히 후자의 시각에서는 실질
적 핵무기 보유 단계에서 핵무기의 통제 등 다른 핵정책 방향에 관심을
돌린다.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긍정하는 시각의 예는 소련이 핵증강노선을
수립해가던 과정에서 제시한 논의에서 보여진다. 1960년 1월 흐루쇼프
는 핵무기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방위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
했다. 즉, 흐루쇼프는 당시 최고회의연설에서 핵미사일의 개발과 생산에
군사예산을

집중하고,

재래식

군대는

감축해야

한다는

핵지상주의

(one-weapon strategy)를 제창했던 것이다. “방위력”의 수준도 핵무기
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149) 핵증강노선의 발전 과정에서는 핵무기
148) 염광희, 『잘가라, 원자력』(파주: 한울아카데미, 2012), pp. 58-81.
149) 박휘락, 『소련군사전략연구』(서울: 법문사, 1987), pp.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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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격적

용도도

인정되었다.

1962년에

말리노프스키(Rodion

Malinovsky)와 소코로프스키(Vasily Sokolovsky) 장군은 미래 핵전쟁
을 상정했을 때 대미 선제공격 및 유럽의 인질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고 논의했던 것이다. 비록 핵지상주의를 내걸었던 흐루쇼프는 그 이후
당과 군부의 불만으로 실각되지만, 그 시기를 잇는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Leonid Brezhnev)의 시대에도 소련은 여전히 핵무기의 군사적 가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966년에 소련의 핵증강 노선도 공식화했다.
브레즈네프 지도부는 흐루쇼프의 핵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재래식전력을
감축하지 않았으나, 재래식 군사력의 유지와 핵전력의 강화에 동시에 투
자하는 방안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소련의 핵무기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된 결과, 1968년에 소련은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핵균형에 도달했다.150)
핵무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가운데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긍정
하는 시각의 예는 중국의 핵억제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핵개발 추진기
에 중국은 서방과의 대립은 물론 중소분쟁으로 소련의 견제도 받고 있었
다. 중국은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하여 비동맹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비동맹국가들은 핵무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
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중국의 핵개발 주장은 핵무기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 자국 핵개발의 불가피한 필요성을 변론(辯
論)하는 형태를 띄게 되었다. 핵개발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의 핵개발 노
력을 비동맹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정당화했다. 또
한 핵실험을 하게 된 이후에는 핵실험이 미국의 핵위협으로 인한 부득이
한 자위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핵실험성명에서도 핵선제불사용 방침은
함께 천명되었었다. 중국의 핵교리도 최소억제 교리를 내용으로 했다.
녜룽전(聂荣臻) 장군은 핵무기를 선제공격을 당했을 때 반격하기 위한
최소수단으로 규정했고, 이 규정은 중국 핵교리의 내용으로 20년 이상
유지되었다.151) 핵억제력의 임계점에 도달한 이후 중국이 보인 핵정책도

150) 백진현 편, 2010, p. 238.
151) 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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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길과는 달랐다. 1970년대 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이후에는
소련과 달리 핵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서두르지 않았고, 핵미사일의 증산
도 거의 추구하지 않았다. 중국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것은 1981
년에 이르러서였다.152) 오늘날에도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150~450기
로 추정되는 선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153) 또한 중국은 핵개발 이
후에도 소련과 달리 자신의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철폐
해야 한다는 기존의 외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핵실험 이전에 핵무
기의 철폐를 위한 세계적 회의의 개최를 제안했었고, NPT가 핵철폐 목
적의 체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NPT에 참여하는 것도 오랫동안 거부했던
것이다. 중국은 NPT 참가 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기회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1991년 말까지 NPT 조약 가입을 거부했다.
핵무기를 부정하는 시각은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시각과
제한적으로 부정하는 시각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전자는 일체의 핵무기
를 금지할 대상으로 상정하며, 세계적으로 핵확산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도 핵무기의 금지와 폐기라는 원칙적 주장을 견지한다. 후자는 핵무기의
폐기가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이나 핵무기를 부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핵무기의 금지와 폐기가 요원한 현실에서 핵전쟁
의 방지라는 현실적인 목적에 초점을 둔다.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부정하
는 후자의 시각에서는 핵무기의 금지가 합의되지 않더라도 핵군축을 위
한 협상을 우선 진행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또한 이 시각에서는 전쟁방
지라는 일반적 논의의 연장선에서 분쟁해소와 긴장완화를 우선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핵전쟁 가능성의 축소가 정당한 행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당화는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부정해야 한다고 보는
전자(핵무기에 대한 일방적 부정)의 원칙론적 시각에서는 성립되기 어려
운 것이다.
152) 조동준, 2015, p. 250.
153) 중국의 2010년대 핵무기 보유량 역시 핵무기 보유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Kristensen과 Norris는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을 2011년도 약 240기, 2013년도 약 250기,
2015년도 약 260기로 추산했다. Hans M. Kristensen, Robert S. Norris, "Chinese Nuclear
Force in 2011"; "Chinese Nuclear Force in 2013"; "Chinese Nuclear Force in 2015." 출
처: http://thebulletin.org/2015/july/chinese-nuclear-forces-20158459 (검색일: 2016년 5
월 10일); 백진현, 2010,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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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시각의 예는 1940년대
말에 개시된 평화옹호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1940년대 후반 소련이 후
원한 평화옹호운동은 핵무기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옹호운
동은 제국주의국가들은 전쟁을 반드시 추구할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성립
되었었다. 제국주의가 그 전쟁에서 핵을 반드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로부터 피해를 받을 전 세계의 인민들은 반드시 핵무기금지를 위
한 공동의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되었던 것이다. 소련의 핵개발
이후 친소 평화옹호운동의 주장은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스스로
의 주장과 모순을 내포하게 되었다. 평화옹호운동이 자신들의 핵무기금
지 주장과는 모순되게도 소련의 핵에 대해서는 외면하게 되었기 때문이
다. 그에 따라 평화옹호운동의 국제적 영향력은 1950년대 중반에 축소
되었고, 핵무기금지 운동은 평화옹호운동의 헤게모니 없이 비동맹 및 서
구 시민사회의 반핵운동 등 여러 세력이 각자 추진하는 양상을 띄게 되
었다. 물론 핵무기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완강한 핵무기금지 운동은 오늘
날에도 존재한다.
한편,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부정하는 시각의 예는 스탈린 사후 소
련의 평화공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소련은 게오르기 말렌코프(Georgy
Malenkov)의 시대부터 핵전쟁은 인류의 파멸을 낳을 것이라는 바를 인
정하기 시작했다. 같은 관점을 이은 흐루쇼프에 의해 핵전쟁을 부정하는
시각은 핵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평화공존노선으로 발전되었다. 구체
적으로 흐루쇼프는 20차 소련공산당 당대회에서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련의 사회
주의 이념체계 내에서 흐루쇼프는 전쟁가피론을 도입하여 핵전쟁 방지를
위한 평화공존에도 역점을 두는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1950년대
중반 이래 소련은 핵전쟁방지의 명분으로 서방과의 긴장완화와 상호이해
의 증진은 물론, 대미 핵실험동결 제안, 서방과의 핵비확산 협력 검토
등의 조치를 시도했다. 평화공존노선에 따라 핵전쟁방지를 위한 조치들
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핵문제에 대한 시각의 6가지 유형은 핵담론을 유
형화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핵문제에 대한 시각에는 핵에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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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과 핵에너지에 대한 부정, 핵무기에 대한 일방적 긍정, 핵무기에 대
한 제한적 긍정, 핵무기에 대한 일방적 부정, 핵무기에 대한 제한적 부
정 각각의 범주에 따라 6가지 유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으로 핵
담론의 유형도 분류될 수 있다. 담론은 문제 자체의 규정부터 특정한 시
각을 옳은 것으로 그려내고, 그러한 시각과 태도를 갖는 주체를 구성한
다. 특정한 핵담론을 사용하는 주체는 그 담론에 담긴 시각에 부합하는
핵문제에 대한 태도를 갖는 행위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의 기
능을 중심으로 할 때, 핵문제의 시각에 따른 유형을 핵담론 유형화의 기
준으로 삼을 수 있다. 아래의 표는 핵문제에 대한 6개 시각에 따라 핵담
론을 유형화한 결과이다.
<표-3-1> 핵문제에 대한 시각과 담론의 유형
핵문제에 대한 시각의 유형
핵에너지의 측면

핵담론의 유형

긍정적 시각

평화적 핵활동 담론

부정적 시각

탈핵 담론

긍정적 시각
핵무기의 측면
부정적 시각

일방적 긍정

핵증강 담론

제한적 긍정

핵억제 담론

일방적 부정

핵무기금지 담론

제한적 부정

핵전쟁방지 담론

한편, 북한의 핵담론은 사회주의 강대국들의 핵담론의 영향 하에
형성되어 왔다. 1940년대 말 북한은 평화옹호운동에 참여하면서 핵무기
금지 담론을 도입했다. 또한 1953년 스탈린의 사망 이후 소련의 대외전
략조정기 동안 소련이 핵전쟁방지의 필요성에 따라 제시한 전쟁방지의
논의들을 받아들였다. 1955년 경에는 소련의 대외적 핵협력사업에 따라
북한도 평화적 핵활동에 대한 소련의 논의를 접할 수 있었다. 1950년대
후반에 소련은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긍정하는 시각과 핵무기를 제한적으
로 부정하는 시각을 동시에 보이고 있었다. 소련의 국가노선에서 핵증강
담론에 따른 핵군사력 건설과 핵전쟁방지 담론에 입각한 평화공존노선이
동시에 발전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북한 내에는 ‘맹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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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증강 담론과 함께 평화공존론의 핵전쟁방지 담론도 전술적인 것으로서
수용되었다. 이어 1960년대 초에는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으로 밀접해지
면서 중국의 핵억제 담론이 북한에 영향을 주었다. 1963년 이래의 북중
간의 밀월기는 곧 중국의 본격적인 핵개발 기간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북한은 중국의 핵개발 논리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소련의 핵무기금지 담론, 소련의 평화적 핵활동 담론, 소련의 핵증강
담론, 소련의 핵전쟁방지 담론, 중국의 핵억제 담론은 북한으로 도입되
었다.
그에 따라 북한의 핵담론은 위에서 언급한 핵담론의 일반적 유형
6가지 가운데 5개 종류를 중심으로 하게 되었다. 핵에너지의 효용을 일
방적으로 긍정하는 평화적 핵활동 담론,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긍정하는
핵증강 담론,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핵억제 담론, 핵무기를 일
방적으로 부정하는 핵무기금지 담론,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부정하는 핵
전쟁방지 담론이 그것이다. 특이사항은 북한의 핵담론에는 핵에너지를
부정하는 시각의 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 내의 핵발전시
설은 소수에 불과하고 언론통제로 원자력시설의 오염과 사고에 대한 우
려가 표출되기 어렵기 때문에, 탈핵담론이 발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
다.
<표-3-2> 핵문제에 대한 시각과 북한 핵담론의 유형
핵문제에 대한 시각의 유형
핵에너지의 측면

북한 핵담론 유형

긍정적 시각

평화적 핵활동 담론

부정적 시각

-

긍정적 시각
핵무기의 측면
부정적 시각

일방적 긍정

핵증강 담론

제한적 긍정

핵억제 담론

일방적 부정

핵무기금지 담론

제한적 부정

핵전쟁방지 담론

다음에서는 북한이 가진 5가지 유형의 핵담론 별로 어떠한 언표들
이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크게 외부 핵담론의 번역과 기존 핵담론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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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북한의 핵담론 언표들은 형성되어 왔다. 주
된 방식은 북한이 중국과 소련의 핵정책을 지지하면서 그들이 정책을 정
당화한 핵담론을 번역·수용하는 것이었지만, 북한이 자신의 핵정책을 독
자적으로 만들어낸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북한은 외부로부터 도입된 기존
의 핵담론을 그대로 주어진 상황에 적용하기도 하지만, 중국 혹은 소련
과는 다른 자신의 특수한 정책환경 속에서 기존의 핵담론을 응용하여 자
신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던 것이다. 다음에서는 평화적
핵활동 담론, 핵증강 담론, 핵억제 담론, 핵무기금지 담론, 핵전쟁방지
담론의 순서로 북한의 핵담론 언표를 제시한다.

2. 핵에너지 긍정: 평화적 핵활동 담론
핵에너지에 대한 1950년대 소련의 담론은 미국의 국제적 핵통제
노력을 배경으로 했다. 국제적 핵통제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핵무기의
생산을 방지하면서도 핵기술의 경제적 이용은 허용하자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했다. 이러한 관점은 이미 닐스 보어(Niels Bohr)에 의해 제2
차 세계대전 동안 제시되었던 것이다. 보어는 핵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계들에 대하여 국제적 통제체제를 구축함으
로써 핵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
이

오펜하이머의

주장과

에치슨-릴리엔탈

플랜(Acheson-Lilienthal

Plan)을 거쳐 후일 바루크플랜(Baruch Plan)에도 반영된 것이다. 1946
년 6월 14일에 유엔에 제출된 미국측의 바루크플랜은 핵개발과 연관된
위험활동, 우라늄과 토리움의 공급은 국제기구(International Atomic
Development Authority)가 수행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원칙을
어긴 국가는 국제적으로 처벌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것은 당시 핵개
발을 진행 중이던 소련을 겨냥한 측면도 있었다.
국제적인 핵통제를 지향하는 미국의 바루크플랜에 반대하여, 소련
은 핵활동은 주권국가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핵무기 생산을 막는다
는 미명 하에 국제기구가 개별국가의 자원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
다.154) 이러한 논리에서 소련은 1946년의 바루크플랜을 거부했다. 소련
의 대안은 원자력 시설은 개별국가의 소유,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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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제기구를 설치하여 핵원료, 핵물질, 핵에너지의 생산시설을 사찰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1946년

10월

바체슬라프

몰로토프

(Vyacheslav Mikhailovich Molotov) 소련 외상은 바루크플랜을 미국의
핵독점을 보장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발표했
다.
이후 미국이 소련의 입장에 대하여 절충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는 창설될 수 있었다. 1953년 12월 8일 유엔총회에서 아
이젠하워 대통령이 밝힌 “평화를 위한 핵(Atoms for Peace)” 구상은
핵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핵물질 재고의 일부라도 우선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Agency)에 공여하여 평화적 핵활동을 증진시키
자는 방안을 담았다.155) 이는 국제기구가 우라늄의 공급부터 담당해야
한다는 바루크플랜에 비하여 덜 엄격한 핵통제방안이었다. 처음에 소련
측은 핵무기금지를 위한 대책이 “평화를 위한 핵” 구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원칙적인 이유를 들어 그에 반대했으나, 1년 반의 논의 끝에 미
국측의

방안을

수용했다.

그에

따라,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가 1956년에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156) IAEA는 핵기
술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는 데 다소 한계를 지니고 있었지만, 미소간
의 타협에 따라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우선 소련은 다른 사회주의나라의 평화적 핵활동도 돕기 위한 핵
협력 사업의 정당성도 강조해갔다. 미국의 ‘평화를 위한 핵’ 구상이 발표
된 1953년 말 이래 IAEA 설립을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소련은 핵의 평
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다. 소련
은 1954~1955년 사이에 중국과 같은 우방국들에게 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기술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157) 1955년 1월의
제네바 회의에서 소련은 자국 원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지 며칠 지나

154) David Holloway, Stalin and the Bomb: The Soviet Union and Atomic Energy,
1939-1956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94), pp. 161-166.
155) Ira Chernus, Eisenhower's Atoms For Peace (College Station: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2).
156) Holloway, 1994, pp. 348-354.
157) 금성청년출판사, 『21세기 핵에네르기』(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10), p. 116.

- 84 -

지 않아 중국, 폴란드 등의 평화적 핵연구를 돕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던
것이다. 1955년 여름에는 서유럽 공동의 핵연구시설인 CERN(Conseil
Eurpéen pour la Recherche Nucléaire)과의 핵협력도 타진했으나, 서
방측이 소련과의 핵협력에 관심을 보이지 않자, 사회주의국가 간의 핵협
력을 위한 기구를 따로 설치한다는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
과로 사회주의 진영의 핵협력을 위해 1956년 3월 두브나(Dubna)에 설
립된 기관이 ‘합동 원자핵 연구소(The Joint Institute of Nuclear
Research)’였다.158)
1953년 말부터 북한은 평화적 핵이용을 고무시키기 위한 IAEA의
창설에 관한 논의를 파악하고 있었다. 북한은 이미 1953년 말 이래 쟁
점이었던 평화적 핵활동 문제에 대한 소련측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었다.
『조선중앙년감

1954~1955』에는

1954년

세계평화이사회(World

Peace Council)의 결의문에서 핵실험 금지협정과 핵사용 금지협정을 체
결하는 것이 평화적 핵이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는 내용 등
이 실려 있다.159) 이것은 평화적 핵활동 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지
지하는 세계평화이사회의 언급이었다. 1953년 말에 이미 소련은 미국
측의 “평화를 위한 핵” 제안에는 핵무기 생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없다
고 지적하고 핵보유국들이 핵불사용선언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었던 것이다.
또한 북한은 1954년에서 1955년 사이에 소련의 핵에너지 이용과
평화적 핵활동에 대한 논의에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외부적 논의
를 국내에 대대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소련이 “평화적 핵이용” 문제에
관심을 명확히 보인 이후에 주관한 “원자력의 평화적 핵이용”에 관한 학
술회의에 대해서도 그 회의 진행기간 내내 관련소식을 기관지를 통해 소
개했다.160) 서방이 주도하고 소련이 참가한 1955년 8월의 ‘원자력평화

158) Holloway, 1994, pp. 354-355.
159) 구갑우, 2014, p. 223.
160) 『로동신문』, 1955년 7월 4일자,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에 관한 쏘련 과학 아까데미야 회
의 개최”; 『로동신문』, 『로동신문』, 1955년 7월 6일자,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에 관한 쏘
련 과학 아까데미야 회의 계속”; 『로동신문』, 1955년 7월 7일자,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에
관한 쏘련 과학 아까데미야 회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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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역시 그러한 관심으로부터 예외가 아니었다. ‘원자력
평화이용국제회의’의 내용은 매일같이 『로동신문』에 보도되었다. 북한
당국은 이 회의가 “인류의 재능이 이룩한 원자 분야에서의 거대한 재부
를 평화적 목적에 리용할 가능성이 점차 중요한 국제적 현실로 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했다.161) 1955년 말에 이루
어진 IAEA의 설립을 위한 유엔결의 역시 『로동신문』에 보도되었
다.162) 이와 동시에 북한은 소련의 핵협력 사업에 관한 동향을 속속 국
내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으며,163) 자신만이 아닌 소련과 다른 나라 간의
핵협력이 전개되는 동향도 소개하고 있었다.164) 결국 소련이 사회주의권
에 대한 핵협력을 개시하자 북한도 이에 참가했다.165) 두브나 연구소 설
립협정(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e and Its
Charter)에 따라, 북한의 과학자들도 1956년에 설립된 두브나 연구소에
서 연수를 받았던 것이다.166)
동시에, 1950년대 중반 소련은 핵에너지의 이용을 현대 과학기술
의 최첨단 분야로 긍정하는 시각을 표출하고 있었다. 소련은 1950년대
중반 최초의 원전을 건설했다. 1954년 6월 26일에 5MW 규모의 오브닌
161) 『로동신문』, 1955년 8월 15일자,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에 관한 국제 과학 기술 회의 8
월 12일 회의”; 『로동신문』, 1955년 8월 20일자,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에 관한 국제 과학
기술 회의 8월 17일 회의”; 『로동신문』, 1955년 8월 23일자,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에 관한
국제 과학 기술 회의와 관련하여”; 『로동신문』, 1955년 8월 24일자,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
에 관한 국제 과학 기술 회의와 관련하여”; 『로동신문』, 1955년 8월 25일자, “원자력의 평
화적 리용을 위한 국제적 협조에서의 진일보”; 『로동신문』, 1955년 8월 26일자,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에 관한 국제 과학 기술 회의와 관련하여.”
162) 『로동신문』, 1955년 11월 6일자, “유․엔 총회 제10차 정치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자력의 평
화적 리용에 관한 결의.”
163) 『로동신문』, 1955년 1월 20일자,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 『로동신문』, 1955년 1월 20
일자, “쏘련 내각의 성명 -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 분야에서 타국에 원조를 제공해줄 데 대하
여”; 『로동신문』, 1955년 1월 21일자,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에 관한 따쓰의 성명을 세계
각국에서 환영”; 『로동신문』, 1955년 1월 23일자,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에 관한 쏘련 내각
성명을 각국에서 환영.”
164) 『로동신문』, 1955년 5월 7일자,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에 대한 쏘련 정부의 방조에 웽그
리아 정부가 감사 표시”; 『로동신문』, 1955년 5월 9일자,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에 대한 쏘
련 정부의 방조에 불가리아 정부가 감사 표시.”
165) 구갑우, 2014, pp. 234-235.
166) 1956년부터 두브나 연구소의 공동연구에 참가한 북한 핵과학자들과 핵전문가들은 모두 약
250명에 이른다. Moltz and Mansorouv, 2000, pp.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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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Obninsk) 원전이 가동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원자로는 핵개발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이고르 쿠르차토프(Igor Kurchatov) 등이 설계한 것
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불가닌 수상은 1955년 7월 연설에서
핵에너지 이용 분야야말로 현대 과학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분야라고
평가했다.167)
핵에너지의 이용을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긍정하는 논의는 소
련의 핵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 내로 수용되기
시작했다.168) 핵에너지의 이용가치가 막대하다는 메시지를 인상깊게 북
한에 전달한 것은 소련이 오브닌스크 원자로를 건설한 직후 발표한 내각
보도였을 것이다. 그 내각보도에 관한 기사는 1954년 7월 2일자 『로동
신문』 1면에 게재되었었다.169) 이를 통해 원전의 건설은 “원자력의 평
화적 리용사업에서의 실제적인 진일보”라고 평가되었다. 북한 내에서 핵
기술의 경제적 효용이 조명받은 시기 역시 북한이 소련의 “평화적 핵이
용” 정책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던 1950년대 중반이었다.
1955년 3월 17일자 『로동신문』의 조선중앙통신발 보도는 원자력의
이용과정에서 얻어진 방사선동위원소가 암치료에도 쓰일 수 있다고 강조
했다.170) 방사성동위원소를 통한 농작물 연구, 원자력발전 등 원자력 연
구성과의 이용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었다.171) 이어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에도 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핵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의지가
보여졌다. 1958년 3월 7일자 『로동신문』은 프라브다에 게재되었던 소
련 과학자의 “열핵 에네르기는 미래의 에네르기 공학의 기본이다.”라는
기사를 번역하여 게재했다. 이 기사는 특징적으로 핵분열에너지로부터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로의 작동원리를 상세히 기술했다.172)

167) Holloway, 1994, pp. 355-358.
168)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이 문제는 북한 지도부로부터도 상당한 정
책적 가치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169) 『로동신문』, 1954년 7월 2일자, “쏘련에서 첫 원자력 발전소 조업 개시에 관한 쏘련 내각
의 보도”;
170) 『로동신문』, 1955년 3월 17일자, “쏘련과학자들 원자력을 의학에 광범히 적용.”
171) 『로동신문』, 1955년 5월 7일자, “쏘련에서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성과적으로 리용”;
『로동신문』, 1955년 8월 25일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172) 『로동신문』, 1958년 3월 7일자, “열핵 에네르기는 미래의 에네르기 공학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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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북한은 당대회 때마다 핵기술의 경제적 이용을 추구하는
방침들을 계속 발표해왔다. 1961년 9월 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원자
력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 있게 진행하며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
사선을 공업과 농촌 경리를 비롯한 여러 부문들에 널리 사용하도록 하여
야 할 것”이라며, 핵기술의 도입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173)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6개년계획’의 지침은
“국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방사능 동위원소와 방사능의 이용에 대한 연
구에서 얻어진 성과가 폭넓어져서 우리는 우리의 천연자원과 기술을 바
탕으로 핵산업을 개발하는 연구작업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174) 또한
1980년 6차 당대회에서도 핵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경제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제시되었다.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김일성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원자력, 태양열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여
“인민경제에 널리 리용하도록 하는 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
다.175)
북한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방식 중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졌
던 것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통한 전력생산이었다. 첫째로, 북한은
원전을 자체적 노력으로 건설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자립적 핵동력공업”
을 창설하자는 언표를 제시하게 되었다. 북한의 공식담론에서 “자립적
핵동력공업” 언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때는 IAEA 가입 직후인 1992년
4월이었다. 1980년대의 원자로의 건설과정은 선전의 대상이 아니었으
나, 1992년 IAEA 가입 이후 북한은 원자로 건설사업의 성과를 공개적
으로 강조했다는 것이다. 1992년 4월 11일자 『로동신문』의 “자립적인
원자력공업창설을 위한사업 에서 이룩한 성과” 제하 기사는 김일성 80
세 생일을 기념하며 원전건설 성과를 홍보했다.176) 자신들이 자력갱생과
173) 돌베게 편집부,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 문헌집(북한연구기초자료집 I)』(서울: 돌베게,
1988), p. 215.
174) 왕선택, 『북핵위기 20년 또는 60년: 왕선택 기자의 북핵연표 해설』(서울: 선인, 2013), p.
23.
175) 『로동신문』, 1980년 10월 11일자,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
고.”
176) 『로동신문』, 1992년 4월 11일자, “자립적인 원자력공업창설을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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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고분투의 정신으로 “자립적인 핵연료공업을 세우고 첫 시험 원자력발
전소를 건설하여 정상운용”하고 있다며, 영변에 있는 5MW 원자로를 자
립적 원자력산업 건설을 위한 노력의 성과로 강조했던 것이다. 기사는
원전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인력이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육성되었고, 원전
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도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달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 우리의 힘으로
자체의 자원에 기초한 핵연료, 핵재료 생산공업이 창설되고 1986년 초
에 전기출력이 5,000킬로와트인 첫 시험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였다.”는
것이었다. 후속사업으로 보건, 의료부문을 위한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연구사업은 물론, 전기출력 5만 KW, 20만 KW 규모의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2000년경에는 원자
력총발전능력이 수백만키로와트에 이르게 된다.”는 북한의 국내 원자력
산업의 전망도 제시했다.
둘째로, 북한의 원전건설 사업이 북핵 1차위기의 쟁점이 된 배경
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타협을 모색하여 ‘북미합의 내의 경수로’ 언표를
제기했다. 1993년 6월 2일 북미 2차 고위급회담 첫날부터 강석주 외교
부 부상은 흑연감속로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경수로기술을 이전해주
어야 한다는 북한의 낯익은 주장을 제기했다.177) 1993년 7월 14일 제
네바로 장소를 옮긴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경수로제공방안은 보다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강석주는 기존의 원자로를 새로운 경수로원자로
로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지령”을 공개했던 것이다. 강석주가 북
미 2차 고위급회담에서 제기했던 미국으로부터 경수로를 제공받는 방안
이 북한의 국내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1994년 초였다. 1994년 1
월 31일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은 북미 간의 합의에는 흑연감속로의 포
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경수로제공방안을 일부 노출시켰
다.178) 이는 흑연감속로 포기에 대하여 미국의 경수로제공 등 상응한 보
상이 뒤따른다는 경수로제공방안이 북미합의 사항의 하나라는 바를 시사

177) 조엘 위트 외, 2005, p. 64.
178) 『로동신문』, 1994년 2월 1일자, “미국은 저들의 배신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에 초래될 파국
적 사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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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었다. 경수로제공 요구가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된 것은 1994년
4월 27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 기자문답이었다. 이 기자문답은 영변원자
로의 연료봉을 교체하는 이유는 흑연감속로 체계를 경수로체계로 전환시
키는 북미합의의 이행이 요원해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179) 1994년 5
월 14일의 외교부 대변인 기자문답에서도 동일한 입장이 반복되었
다.180) 이처럼 경수로제공방안이 국내담론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배경에
서, 1994년 6월 카터와의 회담에서 김일성은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면
기존의 원전과 원전건설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던 것이
다.
이후 경수로제공방안을 통해 북핵 1차위기를 해결되면서, 경수로
제공방안은 북한이 경수로를 제공받기 위해서 미국의 NPT 복귀요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의미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1994년 7~8월의 북미
3차고위급 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북미합의성명에서 북한이 경수로와 중
유를 제공받는 대가로 기존의 핵시설을 IAEA의 감시 밑에 두기로 한 원
칙적 합의가 공표되었다.181) 북미합의성명은 『로동신문』 1면에 실렸
다. 북한이 경수로를 획득하기 위해 NPT에 복귀한다는 경수로제공방안
의 의미가 북한 내부적으로도 천명되었던 것이다.

3. 핵무기 긍정: 핵증강 담론과 핵억제 담론
1) 일방적 긍정: 핵증강 담론
스탈린 시대에 소련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군사적 기습에 대한 소
련의 두려움으로 핵개발을 진행했다. 당시 소련은 대외적으로는 핵무기
금지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그러한 핵무기금지 주장에 종속되지 않는
이유에서 군사적으로는 핵개발을 진행했던 것이다. 1941년 독일의 기습
179) 『로동신문』, 1994년 4월 28일자,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이 공정한 자세와 립장
을 취한다면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금 조성될 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외교부 대변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
180) 『로동신문』, 1994년 5월 15일자,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의 실태를 외면하고 부당한 요
구를 계속 고집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
181) 『로동신문』, 1994년 8월 13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합의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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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Operation Barbarossa)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결국 독일에게 승리했다는 점으로부터, 스탈린 시대의 소련은 기
습의 군사적 효과를 폄하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의 기습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막대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182) 2차
대전 이전에도 스탈린은 외부의 습격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군대의 임무라고 강조했었으나, 독일의 기습을 허용함으로써 독일군에게
국토를 유린당했던 것이다.183) 이러한 배경에서, 핵무기는 ‘종이호랑이’
라고 주장하는 마오쩌둥(毛泽东)이 끊임없는 후퇴와 게릴라전으로 적을
국토 깊숙이 끌어들임으로써 미국에 대해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주
장하자,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그의 주장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태
도를 보였던 것이다.184)
스탈린 사후 소련 지도부는 핵기습의 결과로 소련이 전쟁에서 패
배할 수도 있다는 바를 인정하고, 핵선제공격을 포함한 적극적인 방어전
략을 추구해갔다. 이러한 소련의 방어전략이 핵증강 담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1953년 9월 탈렌스키 장군은 스탈린 시대에 폄하되어 있던 핵
기습의 효과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185) 이어 파벨 롯미
스트로프(Pavel Rotmistrov) 장군 역시 핵무기가 야기할 수 있는 피해
가 재래식 무기로 인한 것과 명확히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핵기습이 전
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것이다. 이후 소련
의 핵교리는 기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향에서 손해한정을 추
구하는 전략으로 발전되었다.186) 군사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발전하는 경
우,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여 상대편의 핵무기와 병력을 파괴함으
로써 핵기습을 방지한다는 것이다.187) 이러한 전략에 따르면 개전초기에
상대방의 병력을 타격하기 위해 핵무기가 대량으로 사용될 것이기에, 핵
증강의 필요성이 정당화되었다. 1960년 흐루쇼프가 최고회의 연설을 통
182) Lawrence Freedman,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Third Edi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p. 138.
183) 스탈린, 1990, p. 26.
184) Freedman, 2003, pp. 258-268.
185) 박휘락, 1987, p. 121.
186) 박휘락, 1987, p. 40.
187) Freedman, 2003, pp.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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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핵무기를 방위력의 핵심역량으로 규정한 배경에서, 1962년에 말리노
프스키와 소코로프스키는 대병력 선제공격(counter-force first strike)
방안을 구체화한 신전략체계를 제시했다. 중국의 핵개발 이후 유럽과 아
시아 양측의 전선에 대처하기 위한 소련의 핵증강을 추진이 본격화되었
다.188) 이처럼 소련의 군사적 핵담론은 - 평화옹호운동, 평화공존노선
등의 대외적 주장과 대비되게도 -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긍정하는 핵증
강 담론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소련의 핵증강 담론은 북한이 핵교리 발전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언표들을 제시했다. 특히, 소련에서 추가적 핵개발, 핵보유고 확
충 등 핵증강 노력은 “방위력 강화”로서 표상되었다. 핵증강이 “방위력
강화” 혹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도 핵개발이 정당화될 수도 있는 표현이었다. 또한 소련은 상대방의 핵
기습능력이나 병력을 파괴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로서 “전략로케트
군”을 1959년 12월 17일 창설했다. “전략로케트군”이 창설될 당시 대
륙간탄도미사일인 R-7은 4기에 불과했다.189)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전략로케트군”을 창설한 것은, 향후 미사일을 대량생산하여 핵군사력을
핵미사일 중심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미리 밝힌 것이
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은 상대방의 기습능력을 제거하고 전쟁에서 승리
하기 위한 핵무기의 사용을 가리키는 “핵타격”의 언표도 제시했다.190)
188) Matthew Evangelista, Innovation and the arms race: how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develop new military technologi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pp. 211-213. 그 이후에는 핵전쟁으로 발전하지 않는 제한전쟁이 가능하다는 관점이
1966~1967년을 거치며 등장함에 따라 핵보복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소련의 핵교리는 전
환되었고, 1970년대 초반 데탕트가 붕괴하고 군부의 영향력이 높아진 결과로 1976년 제25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공격적 태세로 전환되었다. 1977년 신헌법은 외부의 침략에 대
해 즉각 반격할 수 있는 소련군의 상시임전태세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소련군도 핵공격 방어
와 반병력타격 위주의 전략방위태세를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1981년 초반 제26
차 당대회에서 핵전쟁 승리를 추구한다는 군사교리가 폐기되었고 이듬해 핵선제불사용 공약이
발표되었으며, 전략적 균형에 기초하는 보복타격 중심의 핵교리를 모색하게 되었다. 특히,
1987년부터 1988년에 발전된 전략적 균형이 전쟁을 방지해주고 있다는 관점은 미소핵군축 분
야에서의 결실로 이어졌다. 연현식, “소련 핵 전략과 군사 독트린의 변천,” 『국방논단』
17(1992), pp. 23-56.
189) Vladislav Zubok and Constantine Pleshakov, Inside the Kremlin's Cold war: From
Stalin to Khrushchev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p. 192.
190) 박휘락, 1987, p. 257; Vasilii Daniovich Sokolovskii, Soviet Military Strategy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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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병력 타격의 목표가 뚜렷히 강조될수록 핵무기의 사용은 재래식 군사
력의 사용과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전에는 북한이 소련의 핵증강 담론을 깊이 내재
화하고 있다는 점이 공식매체 상의 텍스트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
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소련의 논의들을 핵개발 진행 과정에서
참고했으리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1940년대 후반에 개시된 북한
군사교육의 모태는 소련의 군사교리, 군사과학이었던 것이다.191) 다음에
서는 북한이 과거 소련의 핵증강 담론의 구체적 언표들을 수용했던 과정
을 살핀다.
첫 번째로, 소련은 핵능력의 강화를 “국방력” 혹은 “방위력” 강화
의 언표를 통해 상징화했다. 1957년의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준비를
앞둔 시점 혹은 1961년의 핵실험을 재개를 선포하는 시점에서 “방위력”
강화의 구호를 제시했던 것이다. 스푸트니코호 발사를 준비할만큼 소련
의 핵군사력의 발전이 이루어진 상황 하에서 행한 1957년 1월 28일 인
도사관학교의 연설에서 게오르기 주코프(Georgy Zhukov) 국방장관은
소련은 핵무기와 함께 소련의 핵무기를 “지구상의 가장 먼 곳”으로도 보
낼 만큼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연설은 타스통
신을 통해 배포되어 주코프의 핵무기가 “강력한 국방력”을 소련으로 하
여금 갖추게 해주었다는 주장은 국내외적으로 강조되었다.192) 또한 흐루
쇼프는 1961년 8월 말 대기권 핵실험 재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때에
도 핵실험 재개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흐루쇼프는
이 성명에서 독일 평화협정에 대한 서방과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어
부득이 국방력 강화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핵실험 재
개 성명 직후 소련은 16일 동안 연속적으로 50회의 대기권 핵실험을 실
시했다.193)
York: Russak, 1975).
191) 장성진, “북한군 군사교리의 형성과 운용에 관한 연구, 1945~1950,” 북한대학원대학교 박
사학위논문(2014).
192) “Indian Celebrates 7th Birth Day,” January 27, 1957, Chicago Sunday Tribune. 출처:
http://archives.chicagotribune.com/1957/01/27/page/5/article/india-celebrates-7th-birthda
y (검색일: 2016년 4월 15일).
193) Ronald E. Powaski, March to the Amagedon: The United States and the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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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후반에 시작된 “방위력 강화”에 대한 소련의 논의는 동
시에 북한에 수용되고 있었다. 북한은 이미 1957년 2월 1일자 『로동신
문』에서 주코프 국방장관의 인도사관학교 연설을 소개하고 있었다. 기
사는 “우리에게는 핵 및 열핵 무기가 있으며 우리는 원거리 로케트를 가
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원거리 항공대가 있다. 우리는 원자 및
수소무기를 지구상의 가장 먼 곳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그 연설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주코프 장관의 주장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던 것
이다.194)
또한 북소동맹을 체결한 1961년 여름 이후에는 소련의 방위력 강
화 노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북한은 소련의 “방위력 강화” 언표를
정당한 관점이 담긴 것으로 제시해갔다. 『로동신문』의 1961년 8월 11
일자 기사는 소련 직맹의 주장에 대한 기사를 통하여 흐루쇼프 지도부의
경제력과 국방력의 동시 강화 구호를 소개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소련
직맹이 흐루쇼프가 1961년 8월 7일 연설에서 언급한 “쏘베트 국가의
̇̇̇위력과
̇̇̇국방력을
̇̇̇̇강화
̇̇
할 데”대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었
경제적
다.195) 또한, 핵실험 재개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 소
련의 1961년 8월 30일 핵실험재개 성명도 1961년 9월 11일자 『로동
신문』을 통해 소개되었다.196) 소련의 핵실험재개 성명에 대한 보도가
실린 같은 면에서는, 바르샤바조약기구가 국방력 강화의 방침을 채택했
다는 기사도 실렸다. 바르샤바조약국 국방장관회의(1961. 9. 8~9)에서
NATO의 “새 전쟁 도발의 위협”에 대한 대책으로서 “와르샤와 조약 참
가국들의 국방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구할 것”에
arms race, 1939 to the pres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p. 101-102.
194) 『로동신문』, 1957년 2월 1일자, “쏘련은 강력한 국방력을 소유 - 쥬꼬브 원수 인도 사관
학교에서 연설”
195) 이 표현은 후일 북한이 1966년 10월 5일 당대표자회에서 채택하는 병진노선의 구호와 유사
하다. 1966년 10월 채택한 병진노선에 대하여 보도문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유사성은 북한이 북소동맹을 체결한 1961년 경 소련에게 걸었던
기대와 병진노선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해준다. 『로동신문』, 1961년
8월 11일자, “쏘련 직업 동맹 중앙 평의회 상무 위원회가 국방력을 강화할 데 대한 쏘련 공산
당과 쏘련 정부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
196) 『로동신문』, 1961년 9월 11일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전쟁 준비에 대처하여 쏘련은
자기 국방력의 가일층의 강화를 위한 조취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 쏘련 내각 엔. 에쓰. 흐루
쑈브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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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날에도 고물카 제1비서의 소련
과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로동신문』에
보도되었다.197) 1961년 9월 10일 폴란드 통일노동당 중앙위 제1비서인
브와디스와프 고무우카(Władysław Gomułka)가 제국주의의 “힘의 시위”
에 대하여 “모든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들은 자기의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듬해에 들어서 북한은 소련의 “방
위력 강화”가 자신에게도 유리한 것이라는 관점을 뚜렷이 나타냈다.
1962년 7월 10일 흐루쇼프는 “전반적 군비철폐와 평화를 위한 세계대
회(World Congress for General Disarmament and Peace)”에서 미국
의 핵실험 실시에 따라 소련의 핵실험 재개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제시
하면서, 소련의 핵실험을 소련과 사회주의 전체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흐루쇼프의 1962년 7월
10일 연설을 1962년 7월 12일자 『로동신문』 3면에서 비중있게 보도
함으로써, 소련의 방위력 강화 노선에 매우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198)
북한이 중소분쟁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을 지지하고 있던 때에 『로동신
문』이 흐루쇼프의 연설을 비중있게 다룬 것은 북한이 소련에 대한 호의
적인 입장을 의식적으로 표시하려 했음을 의미했다. 북한은 소련의 핵증
강이 자신들에 대한 핵우산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이후에는 1962년 12월 북한의 국방력 강화의 병진노선 채택과 더
불어 북한의 독자적인 “방위력 강화” 언표가 제시되기 시작했다. 1962
년 12월의 4기 5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국방력 강화의 방
침을 선포할 때 김일성이 쓴 표현은 “방위력 철벽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문구였다.199) 1962년 12월 전원회의 보도문에서는 국방력 강화의 병진
̇̇̇̇철벽
̇̇같이
̇̇강화
̇̇
하고 우리
노선을 채택한 이유를 “오직 우리의 방위력을
가 항상 동원된 태세에 있을 때에만 적들이 감히 우리에게 덤벼 들지 못

197) 『로동신문』, 1961년 9월 12일자, “모든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들은 자기의 방위력을 강화
하여야 한다 - 웨. 고물까가 수확절 경축 집회에서 언명.”
198) 『로동신문』, 1962년 7월 12일자, "만약 침략자들이 핵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들은 그 불'
길 속에서 타 죽고야 말 것이다 - 쏘련 내각 수상 엔.에쓰.흐루쑈브 전반적 군비철페와 평화를
위한 세계 대회에서 연설."
199) 『로동신문』, 1962년 12월 16일자,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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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또 설사 그들이 분별 없는 모험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정
적으로 분쇄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설명했
다. 그 시기에 작성되었다고 하는 김정일 담화 역시 국방력 강화의 병진
̇̇̇̇철벽으로
̇̇̇̇
노선의 내용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방위력을
̇̇̇전투준비를 빈틈없이 갖춤으로써 적들이 감히 덤벼들지 못하게
다지며
하며 만일 덤벼든다 하더라도 제때에 철저히 때려부실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방위력을 철벽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표현은 1962
년 병진노선에 대한 두 문건에 공통되게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다.200)
1960년대에 병진노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결과, “방위력 강화”
언표는 대중적 학습을 통하여 기층까지 확대되었다. 1966년 10월 5일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은 병진노선에 담긴 국방력 강화의 방침을 재확인
했다.201) 당대표자회 보고문에서 김일성은 경제건설도 해야 하지만 국방
건설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다지고 우리
가 준비된 태세에 있을 때에만”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의
1966년 병진노선 보고내용은 노동당 학습체계를 통하여 기층 대중들에
게까지 확실히 전파되었다. 1962년 병진노선에 대한 것보다도 두드러지
게 1966년의 병진노선에 대한 학습동향이 나타났던 것이다. 1966년 10
월의 『로동신문』은 흥남종합비료공장, 문덕군협동농장, 평양전선공장
초급당위원회, 김상목동지소속분대 등 기층의 여러 당조직에서 병진노선
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202) 이후 1970년대 초에 이르기
까지는 병진노선의 방향을 정당화하는 “방위력 강화” 언표가 지속적으로
등장했으나,203) 1973년을 넘어서면서 “방위력 강화” 언표가 공식매체에
200) 김정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질데 대하여(김일성종합대
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62년 12월 17일)," 김정일, 2009, p. 285.
201) 『로동신문』, 1966년 10월 5일자,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일성동지의 보고.”
202) 『로동신문』, 1966년 10월 11일자, “한손에 총을 들고 다른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사회
주의건설을 촉진하며 국방력을 강화하자 - 각지 근로자들, 김일성동지의 보고를 학습하면서 그
것을 실천할 것을 결의”; 『로동신문』, 1966년 10월 19일자,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다 - 평양전선공장초급당위원회에서”; 『로동신문』, 1966년 10월
19일자,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받들고 일당백의 혁명군대로!”
203) 『로동신문』, 1972년 12월 29일자,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
일성동지를 국가주석으로,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휘
황한 대로를 따라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며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 오진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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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표제어로 등장하는 경향은 크게 약화되었다.
1960년대에 등장한 북한의 독자적인 "방위력 강화" 언표는 오랜
시간 미사일의 개발과 도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정당화했던 것으로 여
겨진다. 북한의 “방위력 강화” 구호는 이전과 같으면 북한이 소련에게
바래야 했을 것을 스스로 갖추어 간다는 입장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는 핵무기 프로그램의 건설도 포함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경제적․기술적 한계로 인해
핵무기 획득은 너무나 요원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1965년 북소관계가
개선된 이후에도 북한 핵부문의 성과는 소련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를 얻
는 데 그쳤다.204) 그에 따라 “방위력 강화”를 위한 북한의 무기현대화
노력의 중점적 방향은 첨단재래식 무기인 미사일의 도입과 개발에 집중
되었다. 1965년 김일성이 미사일의 국산화를 지시한 이후, 북한은 시행
착오를 거듭하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현대적인 무기인 미사일의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북한은 김일성의 미사일 국산화 지시로부터 십수년이 지
난 뒤인 1977년에야 소련제 SCUD-B 미사일을 역설계하면서 미사일
개발사업을 진전시킬 수 있었고, 거의 20년 뒤인 1984년에야 30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다.205) 결국 1993년부터 1998년 사
이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사업은 결정적 성과를 거두었다. 1993년 5월
31일에는 노동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데 성공했으며, 1998년 8월 31일
에는 다단계로케트인 대포동 1호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실시했던 것이
다.206) 이러한 미사일개발 과정에 비추어볼 때, 1990년대 말까지 북한
의 공식담론에서 제기된 “방위력 강화” 언표는 미사일 개발노력을 주로
정당화하는 행위였다. 즉, 1980~1990년대의 신년사를 살펴볼 때, “방위

의원.”
204) 마자르는 북한 측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할 때 북한이 핵개발에 진지한 관심을 갖
게 된 때는 병진노선을 선포한 1960년대 초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은 1964년
북한 과학원에서 연구 중이던 소련의 교류학자들의 도움으로 연구용 핵설비를 설치했고, 1965
년 북소 간의 다방면 협력이 재개되면서 6월 소형 핵반응로 IRT-2000을 얻어냈다. 마이클 J.
마자르, 1996 참조.
205) 권태영, 노훈, 박휘락, 문장렬,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성남: 북코리아, 2014), pp.
160-161.
206) 권태영 외, 2014,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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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강화” 언표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신년사에서 제기되었었
다. 그리고 이 시기는 북한이 1993년의 노동미사일 실험으로부터 1998
년의 대포동 1호 발사까지 미사일 사거리의 연장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
울이던 국면이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에 북한이 다시금 강조하게 된 “방위력 강화”
언표는 핵개발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함의하는 것이었다. 영변의 5MW
원자로, 핵연료가공공장, 재처리시설 등 핵개발을 위한 인프라는 1987년
경에 모두 구축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의 핵개발을 어렵게 했던 기술적
한계는 극복되었지만, 평양이 핵개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여
전히 곤란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공론화됨으로
써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견제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다. 북핵
1차위기에 이어서는 1994년 제네바합의문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에는 정
치적 제약도 부과되었다. 그에 따라 1990년대에도 북한의 “방위력 강
화”를 위한 노력은 핵개발보다는 미사일의 개발에 집중되어야 했던 것이
다. 반면,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핵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제네바합의문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반응하여 북한 당국의 제네바
합의문 이행의지도 약화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핵개발에 대한 정치적 제
약이 약화된 시점에서 『로동신문』에는 “방위력 강화”의 구호가 제시되
었다. 부시행정부가 현행 제네바합의문의 이행에 비판적인 입장을 담은
대북정책재검토 결과를 발표한 직후, 『로동신문』에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는것은 최고의 계급적원칙”이라는 구호가 등장했다.207)
2001년 이후의 “방위력 강화” 언표가 핵무기 개발 노력을 정당화
하는 주장이었다는 점은 그 이후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 “방위력 강화”의 행위로서 정당화되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2003년 북한의 NPT 탈퇴는 “방위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정당화되었다.208) 다시 말해, NPT 탈퇴를 앞둔 시점
207) 『로동신문』, 2001년 6월 24일자.
208) 2003년 신년사에는 “방위력 강화” 언표가 1997년 이후 6년만에 다시 등장했으며, 북한의
NPT 탈퇴가 보도된 1월 11일자 『로동신문』에서는 NPT탈퇴에 대해 “방위력 강화는 주권국
가의 응당한 권리”라는 구호를 제기했다. 『로동신문』, 2003년 1월 1일자,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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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03년 신년공동사설에 “국방력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한

다”는 표현으로 “방위력 강화” 언표가 수년 만에 재강조되었고, 북한의
NPT 탈퇴가 『로동신문』에 보도된 2003년 1월 11일에는 “방위력강화
는 주권국가의 응당한 권리”라는 주장이 구호로서 제시되었다. 또한
2013년의 3차 핵실험 시에는 북한의 핵실험이 방위력 강화를 위한 조치
라는 직접적 언표까지도 제시되었다.209) “방위력 강화” 언표가 핵개발
필요성을 나타내는 주장이라는 점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1950년대 말 북한은 소련이 강력한 핵군사력을 지향하
여 창설한 전략로케트군에 대해 무지할 수는 없었다. 소련의 전략로케트
군은 1959년 12월 17일에 창설되었던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의 우위를
누누이 강조하는 소련식 논의에 따라 소련의 핵군사력에서 로케트가 중
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1962년 7월 17일자 『로동
신문』에서 소련이 “가장 강력한 지구 로케트와 대륙 간 탄도 로케트”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흐루쇼프의 연설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210)
2000년대 이전의 『로동신문』에서 소련의 전략로케트군이 직접 언급된
경우가 드믈기는 하지만, 1972년 2월 12일자에 보도된 전임 소련 전략
로케트군 사령관의 사망 소식에서 북한의 소련 전략로케트군에 대한 인
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고(故) 니콜라이 크릴로프(Nikolaj
Ivanovič Krylov) 장군이 소련의 “전략로케트군 총사령관”으로 재직하
면서 소련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소개했다.211)
북한의 독자적인 “전략로케트군”에 대한 언표도 북한의 첫 핵실험
을 실시한지 수년이 지난 2012년 3월 초에 등장했다.212) 북한이 이때
전략로케트군을 창설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자신들이 핵미사일 중심의

＜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사설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
력을 높이 떨치자＞”;『로동신문』, 2003년 1월 11일자, 6면.
209) 『로동신문』, 2013년 2월 19일자, “핵시험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210) 『로동신문』, 1962년 7월 12일자, "만약 침략자들이 핵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들은 그 불'
길 속에서 타 죽고야 말 것이다 - 쏘련 내각 수상 엔.에쓰.흐루쑈브 전반적 군비철페와 평화를
위한 세계 대회에서 연설."
211) 『로동신문』, 1972년 2월 12일자, "쏘련 전략로케트군 총사령관인 쏘련원수 니꼴라이 크륄
로브가 서거하시였다."
212) 조동준, 2015, pp. 26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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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시사했던 것이다. 2012년 3월 2
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의 전략로케트군 시찰을 보도했다. 다음날
『로동신문』도 1면에서 김정은의 시찰활동에 대한 보도를 전했다.213)
이어 2013년의 제3차 핵실험 이후에는 강력한 핵군사력의 건설은 북한
을 약소국의 처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수단이라는 논의도 제기했다.
2013년 2월 25일자 『로동신문』의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전략로케트 및 핵무기보유국” 제하의 기사는 북한이 전략로케트와 핵을
모두 갖추게 됨으로써 과거에는 “왜놈들에게 황후가 비참하게 살해되고
황제가 남의 나라 공사관에 갖혀야만 했던 조선”이 “그 누구도 감히 건
̇̇̇̇̇위대한
̇̇̇보검을
̇̇̇높이 추겨든 자랑스러운 내 조
드릴 수 없는 민족수호의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북한의 핵능력이 발전한 결과, 북한의 전략로케트군 운
용방안과 관련된 “정밀핵타격” 언표도 등장했다. 2013년 2월의 3차 핵
실험으로 미사일의 핵탄두 탑재를 위한 핵탄두의 소형화가 가능하게 된
이후, 북한은 “정밀핵타격” 언표를 제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2013년
3월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는 독수리 훈련에 참여한 미군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2~3차 대응조치로 정밀핵타격 형태의 반격
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선포했다.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은 “다종화
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을 언급하며, 미사일이 정밀핵타격을 위한 것
임을 시사했다.214) 아울러 2013년 3월 29일자 『로동신문』에는 김정
은이 “화력타격계획”을 비준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215) 이 보도에
서 화력타격의 대상은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 그리고 한국의 미군기지
였다. 그리고 3월 31일에 『로동신문』 1면에 게재된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은 “우리의 첫 타격에” 김정은이
비준한 화력타격계획의 목표들과 추가대상이 “씨도 없이 불타 재가루가

213) 『로동신문』, 2012년 3월 3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
략로케트사령부를 시찰하시였다."
214) 『로동신문』, 2013년 3월 6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
215) 『로동신문』, 2013년 3월 29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소집하시고 화력타격계획을 최종검
토, 비준하시였다.”

- 100 -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216) 이를 통해 북한이 보인 핵무기 운용에 대한
시각은 상대방의 병력과 지휘통제 시설을 공격하는 핵선제타격을 추구하
는 구소련의 핵교리와 일치했다.
2) 제한적 긍정: 핵억제 담론
중국의 핵개발은 서방과 소련의 견제 속에 진행되었다. 중국이 핵
개발을 결정한 것은 1955년 1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였던 것으로 알려
진다. 1차 대만해협 위기 시 대량보복의 위협을 받았던 중국은 핵개발의
결심을 굳히기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처음에는 소련의 평화적
핵협력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미국의 압력과 소련의 대
미접근에 의해 정치적 난관에 봉착했다. 중국의 핵개발 문제는 1958년
봄 이래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으로 대두되었다.217) 1961년 취임한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도 중국의 핵확산을 가장 큰 우려사항
을 꼽고 있었다. 케네디 행정부는 소련과 공동으로 중국의 핵시설을 파
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218) 소련은 미소대화의 과정에서 중국의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수용했고, 흐루쇼프의 방미를 앞둔 1959
년 6월 중소 간 핵협력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베이징(北京)에 통보했다.
미영소 양국이 1963년 7월 PTBT를 체결한 것도 중국의 핵실험을 막기
위한 3국 공조의 결과였다. 중국의 1964년 핵실험은 이러한 국제적 압
력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에 따라 중국의 핵개발 시 담론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핵개발
정책을 변호해야 할 필요에서 핵무기를 소극적으로 긍정하는 시각에 입
각했다. 중국은 국제적 고립을 피해야 할 필요성 하에서 기존의 핵무기
무용론을 뒤집지 않았으며, 핵개발을 불가피한 것으로, 핵무기의 용도도
216) 참고로, 2013년 3월 30일 특별성명에서 언급된 핵타격대상은 2013년 3월 29일 보도된 화
력타격계획의 목표물보다 다소 넓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별성명은 화력타격계획 보도
에서 언급된 하와이, 괌 등 목표물들에 더해 청와대 등 한국 정부시설과 한국 군기지시설도
“첫 타격”을 받을 대상으로 언급했다. 『로동신문』, 2013년 3월 31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
217) Oberholt (ed.), 1977, p. 36.
218) John Lewis Gaddis, Cold War Statesman Confront the Bomb: nuclear diplomacy since
194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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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중국은 인민전쟁 교리의 시각에
서 핵무기를 '종이호랑이'로 규정함으로써 핵무기의 군사적 효용은 크지
않다고 보는 핵무기 무용론의 입장을 견지했다.219) 또한 중국은 중소분
쟁의 맥락에서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변함이 없다는 제국주의 본질
론으로 핵개발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 연장선에서, 중국은 자신들의
핵무기는 본질적으로 방어적이기에 핵공격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보유할 것이라는 입장을 누차 천명했다.220)
참고로, 중국이 중소분쟁 시기에 제시한 전쟁불가피론이 자국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논의였는지에 대해 부연할 수 있다. 평화공존노선
이 확대된 결과, 소련은 1959년 6월 중국에 대한 핵협력을 중단했
다.221) 그에 따라 중국은 전쟁불가피론에 입각해 소련의 평화공존론을
보다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다. 1959년 6월 『세계지식(世界知识)』은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인민들이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소
련의 평화공존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것이다.222) 이것은 소련의 핵개
발 중단 압력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았다. 중국의 핵개발 노력을 이념
219) 중국도 핵무기가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지 못한다고 보았는데, 대중선전과 선동을 통해 인민
의 사기를 고양시키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라는 교리가 국공내전을 통해 발달되
어 왔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이러한 시각에서 핵무기는 “종이호랑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
었던 것이다. 마오쩌둥은 1946년 미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미국반동파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쓰는 한 마리 종이호랑이”라며, “실제로는 겁낼 것이 없다” 고 주장했다. 그
에 따라 한국전쟁 당시에도 핵무기가 가할 수 있는 피해는 도랑에 엎드리거나 방공호로 대피
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손쉽게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alph L. Powell, "Great Powers
and Atomic Bombs are 'Paper Tigers,'" The China Quarterly 23(1965), pp, 55-63;
Freedman, 2003, pp. 261-267; Mark A. Ryan, Chinese Attitude toward nuclear
weapon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Korean War (Armonk, NY: M.E.
Sharpe, 1989); 毛泽东, "和美国记者安娜·路易斯·斯特朗的谈话," 『毛泽东选集(第四卷)』(北
京：人民出版社，1991), p. 1191-1196; 조동준, 2015, pp. 227-286; 커밍스, 2005, p. 92.
220) Overholt(ed.), 1977, p. 47.
221) 중국은 소련의 미소관계개선에 따른 동맹국에 대한 핵협력 중단에 크게 실망한 결과로 오히
려 자력에 의한 핵개발 계획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는 소련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중단을 통보한 1959년 6월을 잊지 않기 위해 중국의 핵개발 프로그램 코드명을 “596계획”으
로 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贾俊明, 董学斌, 『倚天:共和国导弹核武器发展纪实』
(北京: 西苑出版社, 2009), p. 40; John Wilson Lewis and Xue Litai, China Builds the
Bomb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pp. 71-72.
222) 1959년 6월 20일에 소련공산당은 중국공산당에 핵무기의 설계도 자료의 제공 등을 유예하
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송부했다. 소련 측은 그 이유로 제한적 핵실험금지조약을 미, 영과 논의
중이라는 점과 미소정상회담을 논의 중이라는 점을 들었다. 贾俊明, 董学斌, 2009, p. 40;
『世界知识』, 195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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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당화하는 논의이기도 했던 것이다.
북한은 북중관계의 오랜 역사 상 중국의 핵억제 담론을 성립시키
는 배경이 되는 관념들도 함께 이해할 수 있었다. 북한은 1950년부터
1953년의 한국전쟁 시기 동안 중국인민해방군에게 군사적 지휘권이 부
여된 북중연합사령부(1950년 12월 4일 창설) 체제 하에서 미국의 핵위
협에 대한 시각을 중국과 공유해야 했다. 마오쩌둥이 핵무기가 종이호랑
이라고 한 것처럼, 김일성도 대내적으로 미국이 자신들을 핵무기로 겁주
려고 해도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표한 1950년 11월 30일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
령의 발언에 대해,223) 1950년 12월 21일 김일성은 “(미국이) 비행기와
땅크, 원자탄을 가지고 위협공갈하고 한번 호령하면 우리 인민이 항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라고 응수했다.
김일성은 트루먼 대통령의 발언을 “공갈”로 치부했던 것이다.224) 또한
195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 소련과의 입장차를 서서히 제시하는 과정에
서도 국제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의 입장을 차용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초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의 북중 밀월기에는 북중
간의 단결을 심화하기 위하여 중국의 핵개발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했
다.
중국은 핵실험과 동시에 자신들의 핵무기는 자위를 위한 무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1964년 10월 16일에 발표한 핵실험 성명에서
미국의 핵위협을 좌시할 수 없기에 핵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했
다.225) 핵실험 성명에서 "나날이 늘어가는 미국의 핵위협에 직면하여,
223)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군의 개입 이후 유엔군이 후퇴 중인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받
은 것이다. 이미 맥아더는 1950년 7월에 핵무기 사용을 승인해달라는 건의를 트루먼 대통령에
게 올렸고, 12월에는 핵무기를 사령관 재량에 따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Peter J. Hayes 1991; Cumings 2003; Bruce Cumings, The origin of Korean War, Vol.
II: The Roaring of Cataract, 1946-1950 (Seoul: Yuksabipyungsa, 2002), p. 750.
224) 김일성은 트루먼 대통령의 핵사용위협을 공갈로 치부했지만, 김일성이 응수해야 할만큼 트
루먼 대통령의 핵위협은 북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1950년 겨울 미국이 원자폭탄을 한
반도 북측에 투하할 것이라는 소문이 함경남도에까지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북한
주민들 가운데 노동당원이 아닌 이들은 대거 피난을 떠났다.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과업(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0년 12월 21일),” 『김일성 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183;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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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를 좌시하고 있을 수 없었다. 중국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핵무
기를 발전시킨 것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다(面临着日益增长的美国
的核威胁，中国不能坐视不动。中国进行核试验，发展核武器，是被迫而为
的)."라고 언급했던 것이다. 이러한 언급은 중국의 핵무기가 핵위협의 억
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함의했다. 중국의 핵무기 사용방식은 억제에
한정된다는 점은 성명에서 명시적으로도 제시되었다. 성명은 “중국이 핵
무기를 개발한 것은 방어를 위한 것이며, 중국인민을 보호하여 미국이
핵전쟁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하는 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中国发展核武
器，是为了防御，为了保卫中国人民免受美国发动核战争的威胁)”이라고 밝
혔던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어떠한 때,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핵무
기를 선제사용하지 않을 것(中国在任何时候、任何情况下，都不会首先使
用核武器)”이라는 점도 표명되었다. 이처럼 중국은 핵실험 성명에서 핵
개발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자신들의 핵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즉각 북한은 중국의 핵억제력 논리를 정당한 것으로 규정했다.
1964년 10월 16일에 발표된 중국의 핵실험성명이 이틀 뒤 『로동신
문』에 전재되었던 것이다. 이 배경은 중국의 핵개발 동안 북중 양국이
최상의 협력관계를 구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62년 말에 이르면,
중소분쟁은 조소분쟁으로도 확대되어서, 북중 양국 모두가 소련과 대립
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되었다. 1962년 12월에 열린
체코공산당 당대회에서 소련측은 친중 입장을 지닌 북한 대표단 등의 연
설을 금지했던 것이다.226) 이 결과, 북중 간의 협력은 북한이 중국의 핵
개발 지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할만큼 발전되었다. 특히, 1963년 6월 5일
부터 23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류사
오치(劉少奇) 주석과 함께 “사회주의 국가들의 핵 무력 우세의 발전을
포함한 국방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
은 중국의 핵개발 노력을 지지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었
다.227)
225) 『人民日报』, 1964년 10월 16일자, "中华人民共和国政府声明."
226) 서대숙, 2000,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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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억제력” 언표를 자신의 핵정책에 대한 것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때는 2003년 중반이었다. 2003년 6월 9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북한은 처음으로 “핵억제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228)
2003년 4~5월부터 북한은 “물리적 억제력”, “전쟁억제력”이 평화를 지
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었으며,229) 이러한 방향에서
“핵억제력”이라는 표현도 2003년 6월 9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이어 2003년 6월 18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외무성 성명 차
원에서도 “핵억제력” 언표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성명은 미국이 북한을
마약밀매 국가, 화폐제조 국가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제도를 부정하는 적
대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미국의 압살전략에 대한 정당방위
조치로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갈 것
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다.230) 그 이후부터 『로동신문』의 독자적
보도내용에도 “핵억제력” 언표가 사용되었다. 6월 22일자 『로동신문』
은 신화통신의 보도를 빌어 앞선 외무성 성명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
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되풀이 하여 선전했다.
이후 “핵억제력”을 유지, 강화해가겠다는 언표는 북한의 공식적 주장과
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갔다.
북한이 2006년 10월 3일에 발표한 핵실험 성명은 중국의 핵억제
력 개념이 북한에 남긴 깊은 영향을 방증해준다. 북한의 2006년 10월
핵실험 성명은 핵개발의 이유를 1964년 중국의 핵실험 성명의 논리와
동일하게 제시하고자 의도된 것이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국의
핵억제력 개념을 끌어왔다. 2006년 10월 3일 외무성 명의로 발표된 핵
실험 성명은 “미국의 극단적인 핵전쟁 위협과 제재압력 책동은 우리로
하여금 상응한 방어적 대응조치로서 핵억제력에 필수적인 공정상 요구인
227) 『로동신문』, 1963년 6월 24일, "최용건 위원장과 류소기 주석의 공동성명."
228) 김성철은 북한의 공식매체가 “핵억제력” 필요성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2003년 6월
9일의 조선중앙통신 논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각은 오버도퍼와 칼린도 공유하고 있다.
오버도퍼와 칼린은 북한이 “물리적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2003년 4월 초에 제시했지
만, “핵억제력”을 갖추겠다는 주장은 2003년 6월 9일에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김성철, 2014,
p. 123; 오버도퍼 외, 2014, pp. 721-722.
229) 『로동신문』, 2003년 5월 29일, “우리의 강력한 전쟁억제력은 조선반도평화의 담보이다.”
230) 『로동신문』, 2003년 6월 19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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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시험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절대로 핵무기
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던 것이다. 아울러 핵실험 성명
은 자신들의 핵무기를 “전쟁억제력”으로 규정했다. 1964년 중국 핵실험
성명에서도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핵위협에 의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
도 핵선제사용은 안할 것이라는 주장은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이처럼 북
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성명에서 핵개발의 이유와 핵무기의 용도를 중
국의 핵억제 논의에 기초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4. 핵무기 부정: 핵무기금지 담론과 핵전쟁방지 담론
1) 일방적 부정: 핵무기금지 담론
1940년대 후반 소련의 코민포름(Cominform)이 지원한 친소 성향
의 평화운동은 핵무기금지 담론을 사회주의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이 평
화운동은 핵무기 금지를 중심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핵독점 상태의 미국
의 핵선제사용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고, 소련이라는 “평화애호세력”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친소국가들 내에서 광범위하게 형성하려는 것이었
다. 또한, 미국의 일부 시민들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한 핵무기 투하
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유럽 내에서도 비주류이나마 반전평화운
동의 전통을 이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소련의 이러한 전략은 서방에 대
한 선전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231) 코민포름은 1948년 브
로츠와브(Wroclaw)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지식인 세계대회(World
Congress of Intellectuals for Peace)”를 “전면에 서는 영광된 과업”으
로 높게 평가했다.232) 1949년 4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평화회의
(World Peace Congress)[또는 세계평화옹호대회(World Congress of
the Partisans of Peace)]의 조직에도 코민포름이 활발하게 개입했다.
1949년 4월의 파리대회는 6억 명을 대표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소련
과 친소국가 및 집단이 모두 참여했음을 의미했다.233) 평화옹호운동 진
231) Lawrence Wittner, Confronting the bomb: A short History of the World Nuclear
Disarmament Movemen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52-112,
232) Wittner, 1993,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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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핵무기금지와 군비축소를 강력히 옹호하는 운동을 통해서만 새 세
계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234) 소련의 핵개발 이후 평화옹호운
동에서는 핵무기의 무조건적 금지보다 그 사용금지 요구가 부각되었다.
한국전쟁은 평화운동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배경에서, 한국전쟁 기
간 중 북한에서 평화운동의 담론은 더욱 깊이 뿌리내렸다.235) 소련의
1956년 헝가리 봉기에 대한 진압과 1961년 소련의 핵실험 재개로 평화
운동은 친소조직과 비동맹주의 조직으로 분열되어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평화옹호운동의 영향 하에 형성되어 간 북한의 핵무기금지
담론은 ‘세계주의’ 계열과 ‘지역주의’ 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제적
인 차원에서 핵무기금지 주장에 기초한 국제적 평화옹호운동과 세계적
반핵운동의 담론을 수용한 결과가 ‘세계주의’ 계열의 핵무기금지 담론이
라면, 북한이 핵무기금지 운동 중에서도 평화지대(비핵지대) 창설 방안
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한반도지역에 적용하면서 그를 확대시킨 결과는
‘지역주의’ 핵무기금지 담론이다. 북한 핵무기금지 담론의 ‘지역주의’ 계
열은 북한이 자신에게 맞는 핵무기금지 방안을 발전시켜 가는 과정을 보
다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금지 담론 중에서도 평화지대
등 우선 자신의 주변지역부터 핵무기금지의 원칙을 관철시키자는 ‘지역
주의’ 핵무기금지 담론을 한반도비핵지대 창설방안과 같이 한반도핵문제
의 해법으로 발전시켜 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금지 담
론 중 ‘세계주의’ 계열이 1940~1950년대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면,
‘지역주의’ 계열의 언표들은 1980~1990년대에도 응용·발전되어 새로운
언표를 포함하게 된다.
(1) 세계주의 계열
첫 번째로, 핵무기 금지의 언표는 미국의 핵독점에 대한 소련의
대응을 통하여 비인도적 무기인 세균무기가 금지된 것과 같이 핵무기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제기되었다. 1946년 6월 19일 소련은 유엔
233) Wittner, 1993, p. 178.
234) 『로동신문』, 1950년 7월 20일자, “원자탄사용금지를 요구하여-2억명 이상의 인민들 평화
옹호서명에 참가.”
235) Wittner, 1993, pp. 17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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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핵무기의 사용과 비축을 금지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후 소련은 1949년 8월 29일에 카자흐 초원에서 핵실험을 진행함으로
써 자신의 핵무기금지 주장과 배치된 정책을 전개해갔지만, 미국의 핵개
발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는 무조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당시 소련의 핵개발에 대응하여 트루먼 대통령은 수소폭탄 개
발방침을 1950년 1월 27일 선언하기도 했던 것이다.236) 그에 따라 소
련의 영향을 받고 있던 평화옹호운동 진영도 핵무기의 무조건적 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1950년 3월 15일에 채택된 스톡홀름 호소문에도
핵무기의 무조건적 금지 요구가 포함되었고, 1950년 11월 제2차 세계평
화대회의 바르샤바 호소문(Warsaw Appeal)과 1951년 11월 세계평화위
원회의 결의안도 - 비록 핵무기 금지 방안에 최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았
으나 - 핵무기의 무조건적인 철폐, 절대적 금지를 요청했다.
북한은 소련 군정의 영향 하에 핵무기금지 정책을 1940년대 후반
부터 일찍부터 수용하고 있었다. 핵무기 사용 및 비축 금지에 대한 소련
의 1946년 6월 제안이 1947년 3월 13일자 『로동신문』의 “원자무기
금지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라는 기사를 통하여 소개되었다.237) 또한
1949년 봄 북한도 평화옹호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소련 측의 핵무기
금지 요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북한 대표단이 1949년의 세
계평화대회에 참가하기 직전인 1949년 2월 말 『로동신문』은 소련이
제안한 핵무기금지 결의안을 거부한 미국과 영국 양국의 입장을 비판하
는 기사를 실고 있었다.238)
뿐만 아니라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북한은 핵무기금지
를 요구하는 평화옹호운동에 대한 지지를 더욱 확대시켰다. 1950년 7월
에 북한은 스톡홀름 호소문에 서명한 사람들의 숫자가 이미 2억명을 넘
어섰다며 스톡홀름 호소문을 홍보하고 있었으며,239) 스톡홀름 호소문에

236) Wittner, 1993, pp. 182-186.
237) 『로동신문』, 1947년 3월 13일자, “원자무기금지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238) 『로동신문』, 1949년 2월 26일자, “쏘련은 군비축소와 원자무기금지를 위한 투쟁의 선두
에 서있다.”
239) 『로동신문』, 1950년 7월 20일자, “원자탄사용금지를 요구하여 - 2억명 이상의 인민들 평
화옹호서명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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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체적 서명운동을 공세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1950년도에만
스톡홀름 호소문에 서명한 북한 점령지 내 인원이 1,331만 9.102명에
이르렀던 것이다.240) 1951년 10월에도 소련의 핵개발은 미국의 핵독점
을 깨고 핵무기를 금지 하기 위한 것이라는 스탈린의 주장이 『로동신
문』 1면에 소개되었다.241) 이는 북한이 한국전쟁 시기 소련의 핵무기금
지 노선을 추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북한의 핵무기금지 방안에 대한 지지는 이어졌
다. 이는 전후복구 사업에 막대한 원조를 제공해주고 있던 소련에 대한
지지를 밝히는 의미도 있었다. 1953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핵” 연설에 대한 소련의 비판적 시
각을 소개하며, 소련과 핵무기금지에 대한 입장에서 보여진 일관성을 강
조했다.242) 관련 기사는 소련의 “원자무기를 무조건 금지하며 이 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엄격한 국제적 관리를 설정할 것”에 대한 입장은 “처음부
터 일관하게” 주장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반핵운동의 확대를 반기는 입장이었다. 미국
의 1954년 3월 비키니섬(Bikini Atoll) 핵실험 이후 반핵운동이 다시 확
대되자, 북한은 평화옹호운동의 동향을 계속 소개했다.243)
두 번째로, “새 세계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언표는 스탈린이 제
시한 평화옹호운동의 목표로서 핵무기금지 운동의 대표적 구호였다.
1952년 봄 스탈린은 "소련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들"이라는 담
화에서 “현 시기의 평화운동은 대중들을 평화를 보존하고 새 세계전쟁을
240) 정용욱, “냉전의 평화, 분단의 평화,” 『‘평화’의 역사, 역사 속의 평화』(서울대학교 역사연
구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3년 11월 15일), p. 100. 구갑우, 2014, p. 217에서 재인용.
다만, 이것은 북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다. 소련공산당이 평화운동을 공산당들의
최우선 과제로 지정한 결과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 결과, 1950년대 말까지 스톡홀름 호소문에
서명한 이들은 모두 5억명, 사회주의권에서만 4억 명에 이르렀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모든
성인을 합한 수치와 맞먹는 것이었다. Wittner, 1993, pp. 182-184.
241) 『로동신문』, 1951년 10월 7일자, “원자무기에 관한 「쁘라우다」지 기자의 질문에 대한
쓰딸린 대원수의 대답”; 『로동신문』, 1951년 10월 14일자, “원자무기에 관하여 쓰딸린 대원
수가 「쁘라우다」지 기자에게 준 대답에 대한 각계의 반향.”
242) 『로동신문』, 1953년 12월 25일자, “쏘련은 원자 무기 금지를 위하여 시종일관하게 투쟁
하고 있다.”
243) 『로동신문』, 1955년 4월 2일자, “각국에서 원자 무기 금지 운동 더욱 확대”; 『로동신
문』, 1955년 12월 5일자, “쥴리오 큐리가 원자무기 금지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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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avert) 위한 투쟁으로 이끄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평화운동의 목
적으로 “새 세계전쟁의 방지”를 규정했다.244) 이에 관해 스탈린은 평화
운동의 목적이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는 것이지 자본주의 타도와 같은
현상타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어떤 면에서 “새 세계전쟁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언표는 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구호의 형태
상 핵전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 논의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1952년 봄 당시 스탈린은 한국전쟁의 장기화를 옹호하는 입장하면서 핵
무기의 사용은 반대하는 데 보다 중점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점
에서 “새 세계전쟁의 방지” 언표는 미국이 세계전쟁을 낳을 핵무기를 사
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국전쟁을 한반도에 제한하도록 핵무기 금지 운
동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데 방점이 있는 논의였다는 것이다.
1950년대 초 북한 역시 “새 세계전쟁을 방지”한다는 언표를 핵무
기금지 운동의 방향을 가리키는 구호로 이해하고 있었다. 핵무기금지 운
동은 "세계전쟁의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스탈린의 1952년 2월
담화는 북한에 전파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245) 실제로 스탈린의 담
화로부터 한달 뒤에 북한은 핵무기금지 운동의 방향과 부합하는 미국의
세균전 수행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이후에도 북한은 핵무기금지 운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새 세계전
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언표를 유지해갔다. 반핵전쟁을 공개적으로 지지
하는 비동맹운동에서는 그 반핵정책의 명분을 “세계전쟁을 방지”해야 한
다는 표현으로 계속 나타내갔다. 이후 1965년 김일성의 인도네시아 방
문을 기점으로 비동맹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북한도 이러한 주
장을 공유했다.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도 “세계 전쟁을 방지”하
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246)
244) 스탈린, “U.S.S.R.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들(1952년 2월 1일),” 서중건 역, 『스탈린
선집』 제2권 (서울: 전진, 1990), pp. 224-225. 구갑우, p. 217; Wittner, 1993, p. 183. 구
갑우는 위의 문구를 북한판 스탈린선집에서 인용하여 제시했으나, 본 논문에서는 Wittner가 제
시한 문구를 토대로 번역했다. 위의 문구에서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는 문제가 제시되고 있음
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다.
245) 사후적으로 볼 때, 스탈린의 1952년 발언이 담긴 선집도 1964년 조선노동당출판사에 의해
발간되었다. 이. 웨. 쓰딸린. 『쓰딸린 선집 3(1931-195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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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소련의 1949년 핵실험에 즈음하여 평화옹호운동에서는
핵무기 사용금지의 요구가 부각되었다. 1949년 4월 파리 세계평화회의
성명서의 “핵무기를 포함한 여타 인류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금지”라는 제
목에서 보듯이, 평화옹호운동에서 핵무기사용 금지 요구가 강조되기 시
작하고 있었던 것이다.247) 소련의 첫 핵실험 이후의 시점에서 채택된
1950년의 스톡홀름 호소문 역시 핵무기의 완전한 금지보다는 핵무기의
사용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조했다.248) 특히, 스톡홀름 호소문은 핵무기를
최초로 사용한 국가를 전범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강도 높게 비난했던 것이다.
북한 대표단의 1949년 4월 파리 세계평화대회 참가를 계기로 "핵
무기 사용의 금지"라는 언표는 북한 내에서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249)
구갑우는 1949년 4월 파리 세계평화의회 참여로 북한 내의 핵무기금지
담론이 본격화되었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금지 운동에
대한 논의도 파리세계평화회의 성명서의 핵심사항인 핵무기의 사용 금지
의 요구를 주되게 강조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핵무기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언표는
북한 내에서 확대·재생산되었다. 1950년 북한이 대대적인 서명운동의 대
상으로 삼은 스톡홀름 호소문의 주된 요구는 핵무기의 사용금지였다. 6.
25 남침 이후 북한은 트루먼 대통령의 1950년 11월 30일 발언에서 제
기된 한반도에 대한 핵사용방안이 현실화될까 우려했던 것이다. 그에 따
라 북한은 중소 양국과의 협력 하에 핵무기금지 운동을 전략적으로 활용
했다. 북한은 1952년 봄부터 미국이 북측 지역에 세균전을 전개했다는

246) 김일성,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제6차 대회, 1980년 10월),” 돌베게 편집부,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 문헌집(북한연구기초자료집 I)』(서울: 돌베게, 1988), p. 401-403.
247) 김태우, “냉전 초기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전쟁·평화 담론의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인식
변화,” 『역사와 현실』 제83호 (2012), pp. 375-382.
248) 구갑우는 소련의 핵담론이 1949년 8월 29일 첫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핵무기 금지 방안의
방점이 일반적인 금지에서 핵실험 및 사용 금지로 이동했다고 보았다. 구갑우, 2014, pp.
215-216.
249) 구갑우는 1949년 4월을 북한 내에서 핵무기금지 담론이 형성되는 기점으로 보았다. 구갑우,
“[정동칼럼]
북한의
오래된
미래,”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082030395&code=990308
(검색일: 2015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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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을 중소의 외교적 지원 하에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1952년 3월 초
『로동신문』은 연달아 “미제 살인귀들의 세균 무기 사용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게재함으로써 미군의 세균무기 사용의혹을 강도높
게 제기했다.250) 중소 양국이 국제적인 반미여론전 수행을 위하여 1952
년 2월에 한국전쟁 내 미군의 세균전 수행의혹을 언급했던 배경에서, 북
한도 이 세균전 의혹을 대내적으로 확대시켰던 것이다. 북중 양국이
1952년 2월 세균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자, 친소진영의 세계평화
이사회는 그 조사요청에 동조했다. 세계평화이사회는 - 미국 주도의 국
제기구를 믿을 수 없기에 - 세균전 수행 의혹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를
요구한다는 북중 양국의 시각을 수용하고, 북중 양국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를 압박했다. 1952년 9월에는 세계평화이사회의 소
관위원회가 작성한 33만자 분량의 보고서도 발표되었다.251)
네 번째로, 핵실험 금지 혹은 중지는 1954년 미국의 비키니섬 핵
실험을 계기로 친소 평화옹호운동은 물론 세계적인 반핵운동의 중점적
과제가 되었던 문제이다. 1954년 3월 1일에 비키니섬에서 진행된 핵실
험에서 사전경고를 받지 못한 일본어선 제5후쿠류마루(第5福龍丸)가 낙
진에 의해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서방은 물론 비동맹국가의
핵실험금지 운동을 개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1954년 비키니 사고
직후 미국과학자연맹(th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이 핵실
험의 즉각적 중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955년 4월 반둥
에서 개최된 비동맹회의 결의문에서도 핵실험 중지에 대한 호소가 포함
되었으며,252) 세계평화이사회 역시 핵보유국들에게 핵실험 중지의 의무
250) 『로동신문』, 1952년 3월 2일자, "미제 살인귀들의 세균 무기 사용에 대하여 인민들의 분
격 비등"; 『로동신문』, 1952년 3월 2일자, "세균 무기를 사용하는 미제는 인민의 준엄한 심
판받아야한다"; 『로동신문』, 1952년 3월 3일자, "미제 살인귀들의 세균 무기 사용에 대하여
인민들의 분격 비등"; 『로동신문』, 1952년 3월 4일자, "미제 살인귀들의 세균 무기 사용에
대하여 인민들의 분격 비등."
251) Wittner, 1993, pp. 185-186. 북한은 공중폭격으로 인한 피해상황도 친소 계열의 국제조직
을 통해 호소했다. 그 결과 국제민주여성연맹(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에 의한 피해지역 조사가 1951년 5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김태우, 2013, pp.
318-321.
252) Nina Tannenwald, The Nuclear Taboo: The United States and the Non-Use of
Nuclear Weapons since 194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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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우는 것을 최우선적 과제로 제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
서도 전 국민의 1/3이 서명하기에 이른 스기나미 호소문(Suginami
Appeal)에 대한 청원운동이 개시되었고, 수폭실험에 대한 반대정서가 강
화된 끝에 1955년 8월 6일 제1차 원수폭금지세계대회(the World
conference against Atomic and Hydrogen Bombs)가 히로시마에서
개최되었다.253)
1954년에서 1955년에 걸친 이 시기에 북한의 논의에서도 핵실험
금지 문제가 나타났다. “가장 긴급한 조치로서 원자 및 수소탄의 시험을
진행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종류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
는 1954년 5월의 세계평화옹호자대회의 결의문이 조선중앙년감에 게재
되었다. 이 결의문의 실천을 위한 북한 내의 서명운동도 1955년 2월에
개시되었고, 5월까지 약 600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결의문에 서명했
다.254) 세계평화이사회 회장 줄리오 퀴리의 “원자 무기에 의거하지 않으
며 그의 시험적인 폭발을 중지할 의무”를 핵보유국들에게 요청한다는 성
명의 내용도 1955년 12월 『로동신문』에 보도되고 있었다.255)
다섯 번째로, 1950년대 중반 비동맹운동은 반핵운동의 목표로 “핵
무기 철폐”를 제시했다. 1955년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반둥회
의에 참여한 제3세계의 정치지도자들이 채택한 반둥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최종의정서(Final Communiqué of Asian-African Conference of
Bandung)는 "핵무기와 열핵무기의 생산, 실험, 사용의 폐기와 금지가 대
규모 파괴의 공포와 전망으로부터 인류와 문명을 구하기 위하여 절박하
다"고 강조하고, 핵무기의 폐기와 금지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는 내용
을 포함했다.256) 인용된 내용 중 핵무기의 폐기라는 목표가 그 금지보다
앞서 언급된 것은 핵폐기가 비동맹운동에서 강조될 정책방향이라는 바를
의미했다. 중국 역시 비동맹운동의 핵철폐 의제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가
했다. 1954년 대만해협 위기 시 미국의 핵위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핵폐
253) Lawrence Wittner, Confronting the Bomb: A Short History of the World Nuclear
Disarmament Movement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57-58.
254) 구갑우, 2014, p. 223; 조선중앙년감, 1954년(하), p. 397.
255) 『로동신문』, 1955년 12월 5일자, “죨리오 큐리가 원자무기 금지를 호소.”
256) 이동기 편, 『20세기 평화텍스트 15선』(서울: 아카넷, 2013),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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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제의 관철에 전략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257)
북한 내에서는 1962년 이래 북중간의 결속이 확대된 상황에서
“핵무기 철폐”의 언표를 크게 강조했다. 당시 중국은 핵무기 철폐의 원
칙을 강조함으로써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을 비판하고 국제적인 고립을 방
지하고자 하고 있었기에, 중국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북한은 핵
철폐론을 정당한 논의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1962년 5월 2일자 『로동
신문』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인류가 핵무기를 소멸하며 핵무기
가 인류를 소멸하지 못한다"는 사설을 발표하여 미국의 크리스마스섬
(Christmas Island) 핵실험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258) 그와 관련된
1962년 4월 28일자『인민일보』의 사설은 핵무기금지를 위해서는 핵군
축이 아니라 핵무기 철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미국과의 타협을 중시
하는 소련의 평화공존론을 비판하는 입장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259) 또
한 1963년 8월 4일자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서 북한은 핵철폐론을
보다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이 사설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실
험을 제한하는 핵보유국 간의 PTBT 조약이 아니라 “핵무기를 금지하고
파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260) 그 직전에 중국은 자국 핵실험을 막기
위한 PTBT 체결에 대응하여, 핵철폐를 위한 세계적 정상회담의 개최를
제안하고 있었다.261) 그 때문에 1963년 8월 4일자 『로동신문』 사설의
핵철폐론은 중국과 일치된 대외노선을 추구하겠다는 북한의 정치적인 입
장을 천명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중국의 핵실험
직후에도 중국이 제안한 핵무기 철폐를 위한 세계정상회담에 참여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핵실험 직후인 1964년 10월 17일 저우언라
이(周恩來) 총리의 서한을 통해 다시 한번 핵무기 철폐를 위한 세계정상
257) 1955년 4월의 반둥회의에 앞서 중국은 1955년 1월의 세계평화이사회 사무국 확대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호소문에 대한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한달만에 2,100만명의 중국인
이 비엔나 호소문에 서명했다.『로동신문』, 1955년 2월 28일자, “원자 전쟁 준비를 반대하
여.”
258) 『로동신문』, 1962년 5월 2일자, “원자 광신자들인 미제의 범죄적 망동을 분쇄하라.”
259) 『人民日报』, 1962년 4월 28일자, “是人类毁灭核武器，不是核武器毁灭人类.”
260) 『로동신문』, 1963년 8월 4일자, 『로동신문』 사설, "미제의 핵 전쟁 도발 책동을 반대하
며 핵 무기를 철페하기 위하여 투쟁하자."
261)
“中国政府主张全面彻底，干净，坚决地禁止和销毁核武器倡议召开世界各国政府首脑会议的声
明,“『红旗』, 1963년 제16기(1963년 8월 1일), pp.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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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개최를 제안했었고,262) 북한은 이를 공식적으로 접수했다.263)
그 이후에도 북한과 비동맹운동 국가 간의 관계 상 “핵무기 철폐”
의 언표가 강조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담론 내에 “핵무기 철
폐” 언표도 유지되었다. 1980년의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세계전
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핵무기의 철폐를 언급했다.
핵무기 철폐 외 세계전쟁 방지를 위한 다른 방안들 역시 “군사쁠럭”의
해체 등 비동맹운동의 합의된 목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986년 여름
비동맹국가 정상회담에 참석한 박성철 부수상도 북한이 비동맹운동의 핵
무기 철폐 목표를 공유하며, 북한도 그에 기여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
명했다.264)
(2) 지역주의 계열
우선, 1954년을 전후하여 북한은 지역적 핵무기금지 방안으로 아
시아태평양에 대한 “평화지대” 설치를 주장했다. 1954년 11월의 “아시
아 제국 회의”에서 박정애는 미국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태평
양지역에 평화지대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265) 제1차 대만해협
위기(1954. 9. 3~1955. 5. 1)로 미국의 핵위협 문제가 아시아공산주의
내의 쟁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 사용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시금 고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미국이
대량보복전략을 천명한 해인 1954년에는 이미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북한
의 아시아태평양 평화지대 창설 방안은 대만해협 위기와 관련된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처해야 할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추후 한
반도로의 핵무기의 반입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도 감안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262) 『人民日报』, 1964년 10월 22일자, “打破核垄断 消灭核武器”; 구갑우, 2014, p. 239.
263) 저우언라이 총리의 1964년 10월 17일자 제안으로부터 열흘 뒤 북한은 김일성의 답신을 통
해 중국이 제안한 핵철폐 운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갑우, 2014, p. 239.
264) 『로동신문』, 1986년 9월 8일자,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열핵
전쟁을 방지하며 핵무기를 철페하기 위한 활동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 제8차 쁠럭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에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 박성철 부주석의 연설."
265) 구갑우, 2014, pp. 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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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핵무기가 반입된 직후인 1958년에 북한은 “평화지대”
창설 방안의 언표를 다시 제기했다. 1958년 3월 11일 『로동신문』은
아시아평화지대의 창설 필요성을 제기한 타스통신의 성명 요지를 게재했
다. 타스통신 성명은 동남아시아 조약기구(SEATO) 마닐라 회의에서 발
표된 성명과 같이 미국의 핵무기가 일부 국가들에 배치될 것이라는 우려
가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핵무기 사용이 야기할 “파멸적 전쟁의 위험
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 “핵 및 로케트 무기가 없는 평화지
대”를 창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266) 1959년 4월에는 북한 정부
의 명의로 아시아에 “평화지대”를 창설하자는 제안도 제시되었다.267)
북한이 1958년에 “평화지대” 창설 방안을 1954년에 이어 다시 제
기한 배경은 주한미군의 핵무기 반입과 소련의 이니셔티브에 있었다.
1957년 말에 이루어진 주한미군의 핵무기 도입에 따라 1958년 초 북한
은 한반도의 핵무기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아울러
소련은 아시아지역 동맹국과의 조율을 거쳐 아시아 비핵지대 설치방안을
제안했다. 1956년의 중유럽비핵무기지대 설치방안, 1957년의 태평양 비
핵지대 창설방안을 제안한 소련은 1957년 경 비핵지대 창설방안을 아시
아 범위로도 제기하고자 했다. 소련 당국은 중국 등 아시아지역의 동맹
국들에게 자신이 제안할 아시아 비핵지대 창설방안에 동참할 것을 요청
했고, 중국은 1958년 2월 아시아비핵지대(亚洲无核区) 창설 방안을 지
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소련측에 표명했다.268) 북한이 1958년 3월
타스통신 성명으로 제안된 아시아평화지대 창설방안을 지지했던 것 역시
비핵지대 창설제안을 지지해달라는 소련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도 “평화지대” 혹은 “핵무기 없는 지대”의 창설방안에 대한
북한의 지지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그 때문에, 북한의 정책담론에

266) 이 성명은 한반도의 핵무기도 언급하고 있었다. 한국과 대만에 주둔한 미군부대가 이미 “핵
탄두를 가진 로케트 무기로 장비”되었다는 것이었다. 『로동신문』, 1958년 3월 11일자, “아
세아는 핵 및 로케트 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로 되어야 한다.”
267) 『로동신문』, 2010년 4월 22일자, “조선반도와 핵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
록.“
268) 『中共党史资料』, 2006年 2期,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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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지대”의 언표는 지속적으로 환기되었다. 1961년 9월의 제4차 당대
회에서 김일성은 “우리는 아세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에 불가침 조
약을 체결하며 이 지역을 핵무기 없는 지대로 전변시킬 데 대한 중화인
민공화국 정부의 제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1980년 10월의 제
6차 당대회에서도 김일성은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
하여서는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끊임
없이 넓혀 나가야 합니다.”라며, 평화․비핵지대를 일반적으로 긍정했
다.269) 1981년 3월 16일에는 북한 노동당과 일본사회당 공동 명의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창설제안도 제시되었다.270)
두 번째로, “평화지대” 혹은 “비핵지대”를 한반도에 설치하자는
“조선반도비핵지대”(이하 ‘한반도비핵지대’) 언표는 1980년 이후 북한의
담론에 등장했다.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고려연방공화
국 성립 이후에는 “조선반도”도 “비핵 지대, 평화 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이다.271) 그 이후 “조선반도비핵
지대” 언표가 다시 제기된 때는 1984년 8월 경이었다. 조국통일민주주
의전선 중앙위 서기장의 담화를 통하여 한반도비핵지대 창설을 위한 투
쟁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던 것이다.272) 이 담화는 주한미군이 배치해놓은
1,000기에 달하는 핵무기와 팀스피리트 훈련으로 말미암아 “핵전쟁위험
은 오늘 온 민족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며, 지금이 “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고 전쟁이 없는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반전, 반
핵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반도비핵지대 창
설을 위한 정책적 요구는 1986년 6월 23일부 정부성명으로 보다 공식
적인 수준에서 제기되었다. 정부성명은 “반전비핵평화운동”이 성장하고
269) 김일성,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제6차 대회, 1980년 10월),” 돌베게 편집부, 1988,
p. 401.
270) 참고로, 이때의 비핵지대의 지리적 범위는 “조선과 일본 및 그 주변해역”이었다.『로동신
문』, 1981년 3월 17일자, “조선로동당과 일본사회당 사이의 동북아세아지역 비핵, 평화지대
창설에 관한 공동선언.”
271) 김일성,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제6차 대회, 1980년 10월),” 돌베게 편집부, 1988,
p. 401.
272) 『로동신문』, 1984년 8월 11일, "미제와 그 주구들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선반도
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자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려연구 서기장의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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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추세와 배치되게도 한반도에서는 핵전쟁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
적하고, “세계인민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자신들
의 한반도비핵지대 창설 방안을 천명했다. 1986년 정부성명의 비핵지대
창설 방안에 따르면, 한반도는 핵무기의 시험, 생산, 저장, 반입이 금지
되고 외국군 기지의 설치와 핵무기의 통과가 불허되는 비핵지대가 될 것
이고, 이를 위해 미국은 한반도로의 핵무기 반입을 중지하고 한반도로부
터 모든 반입무기를 철수시켜며 한반도에 대한 핵작전계획을 취소해야
했다.273) 이후 『로동신문』은 “조선반도비핵지대” 언표를 표제어와 기
사 내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갔으나, 1993년에 들어서면서는 “조
선반도비핵지대” 언표가 공식매체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줄어되는 감소세
가 나타났다.
세 번째로, 1990년 가을 북한은 한반도비핵지대의 창설을 지지한
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핵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언표를
제시했다. 1990년 9월 가네마루 신(金丸信)의 방북 시 발표된 북일 3당
공동성명 6항에서는, 비핵지대의 창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핵위협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규정했
다.274) 당시 공동성명의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북일 양측은 비핵지
대를 지지할 때 한반도비핵화를 어떻게 정의내릴 것인가를 두고 입장차
가 컸고, 협의 끝에 한반도비핵지대를 “핵위협을 없애는 것”이라고 간접
적으로 정의내렸던 것이다. 이점에서, “핵위협 제거” 언표는 한반도비핵
지대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반도비핵지대의 최종상태 정의를
나타냈다.
이후 노동당과 외교부의 문건에서 “핵위협제거” 언표는 북한이 한
반도비핵화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미국에 요구하는 명분을 의미했다.
1990년 11월 6일 외교부 성명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위협제거’를 요
구했다.275) 이 외교부 성명은 미국이 “핵공격위협을 제거할 데 대한 담
보를 주지 않고 있는 데” IAEA 안전조치협정에 자신들이 가입하지 못하
273) 『로동신문』, 1986년 6월 24일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성명.”
274) 『한겨레』, 1990년 9월 29일자, “북한 노동당-일본 자민․사회당 ‘공동선언’ 8개항.”
275) 『로동신문』, 1990년 11월 7일자, “미국은 우리 나라에 대한 핵위협을 제거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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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핵공격위협을 제거”하는 것으로 언급했던 것이다. 이어 노동당
차원에서 제기된 1991년 6월 10일 정당, 단체 연합성명도 한반도비핵지
대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핵위협제거”를 요구했다.276) 1991년 6월
10일 연합성명은 핵무기 철수와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온 입장에서, 북한은 IAEA 안전조치협정에 가입하고 핵사찰도 받아들
일 용의가 있으나, 그 전에 북한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년 7월 5일자 『로동신문』의 기명논
설 역시 핵위협제거를 위해 미국이 우선 핵무기를 철수하면, “핵위협이
없는 비핵지대”를 추구하는 북한은 IAEA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할 것이라
는 주장을 제시했다.277)
네 번째로, 1991년 중반에는 한반도비핵지대를 위한 핵위협제거 방
안의 보다 세부적인 실천방법인 “동시핵사찰” 언표가 제기되었다. 1991
년 6월 10일 정당, 단체 연합성명은 “핵위협을 제거”하려면 “미국이 남
조선에 배비한 핵무기를 공개해야 하며 남북조선의 동시사찰에 응해야
한다.”며, 동시핵사찰 방안을 제안했던 것이다. 또한 1991년 7월 30일
외교부 성명은 남북한 간에 한반도비핵지대 창설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
택할 것을 요구하고, 그 공동성명의 내용에 - 핵무기의 배비, 통과 및
훈련에 대한 금지조항과 함께 - 남북 간의 상호 핵사찰 조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278)
2) 제한적 부정: 핵전쟁방지 담론
북한의 핵전쟁방지 담론은 정치이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상정되
는 ‘수정주의’ 계열과 정치이념의 변화에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았던 ‘비
수정주의’ 계열의 언표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핵전쟁방
지 문제는 정치이념을 둘러싼 논쟁을 야기할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276) 『로동신문』, 1991년 6월 11일자, “남조선에서의 미국의 핵무기철수는 아세아지역에서 핵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당, 단체 련합성명.”
277) 『로동신문』, 1991년 7월 5일자,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아세아에서의 핵위협 제거.”
278) 『로동신문』, 1991년 7월 30일자,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핵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
기 위한 현실적 방도.”

- 119 -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흐루쇼프가 핵전쟁의 방지를 우선
시하여 천명한 평화공존노선은 사회주의 정치이념에 영향을 줄 수 있었
던 핵전쟁방지 정책이었다. 평화공존노선은 핵전쟁방지의 가치가 사회주
의 운동의 목표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핵전쟁방
지의 필요성은 3개의 평화노선(평화공존, 평화경쟁, 평화이행)으로 이어
져, 서방과의 긴장완화와 경제발전의 중시, 평화적 혁명의 추구 등 사회
주의 운동의 새로운 목표를 낳았다. 그 이후, 북한은 중국의 맹방으로
중소분쟁에 휘말렸기 때문에, 1963년 이후에는 중소분쟁의 대상이었던
평화공존노선을 중국과 함께 ‘수정주의’로 ‘이단시’했다. 이점에서 핵전쟁
방지 담론 중 ‘수정주의’ 계열의 언표는 북한의 시각에서 다른 논의와
구별되는 정치적 함의를 가지게 된 것이다.
우선, 수정주의 계열의 언표는 주로 흐루쇼프의 평화공존노선 추
구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적 언표로 구성된다. 흐루쇼프는 서구와의 긴장
을 완화하고, 군사비를 경제발전에 투입하고자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흐루쇼프 시대의 소련은 일방적 군축에 기초한 대규모 군축제안, 일방적
핵실험 동결 조치를 1956~58년 공세적으로 제시했다. 1960년대 말에는
소련의 핵전쟁방지 정책이 “핵군축”으로도 연장되었다.
한편, 수정주의 계열 이외의 핵전쟁방지 담론(비수정주의 핵전쟁방
지 담론)은 크게 세 시기에 제시되었다. 첫째, 흐루쇼프 시대 이전 소련
핵전쟁방지 주장의 영향을 받은 “평화협정”, “핵전쟁책동 반대” 언표이
다.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하자 후계자인 말렌코프부터 보수적
인 몰로토프와 베리아, 그리고 흐루쇼프에 이르기까지 새 소련 지도부는
대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한국전쟁으로 인한 최
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조속한 정전에 합의하고, 한국전쟁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했다. 한국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개최된 1954
년 제네바회담에도 소련측은 참가했고, 여기서 남일 북한 외무상은 남북
한 간의 평화를 공고화하기 위한 남북 간 평화협정 문제의 논의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말렌코프 수상이 주도한 핵전쟁반대 운동을 받아들여 북
한도 “원자전쟁 반대” 언표를 제시했다. 1955년 초 세계평화이사회는
핵전쟁은 공멸을 낳을 것이라는 말렌코프의 시각을 기초로 핵전쟁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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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기 위한 투쟁을 제기했었고, 북한은 이를 수용했었던 것이다. 둘째
로, 1970년대 중반에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공존, 주한미군 철수를 모색
하기 위하여 일련의 정책적 언표를 제시했다.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
방안을 비롯하여,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 요구가 그것이다. 셋째로, 북
한은 탈냉전을 맞아 일본,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하면서 관계정상
화의 걸림돌인 북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핵전쟁방지를 위한 방안을 수
용 혹은 제시했다. 북한은 한소수교 직후 교차승인의 필요성을 받아들이
는 것과 동시에 NPT 체제를 인정하는 입장을 제시해갔다. 이어 1993년
봄 북핵 1차위기가 발생한 이후, 북한은 북미 핵협상을 통해 NPT에 복
귀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포괄적 해
결”, “일괄타결방안” 등의 언표가 북핵문제를 협상으로 푸는 방법에 관
한 언표로서 등장했다. 다음에서는 북한의 핵전쟁방지 담론의 언표들을
수정주의, 비수정주의의 구분에 따라 시대 순으로 제시한다.
(1) 수정주의 계열
우선, 1956년 흐루쇼프 지도부는 미소 간의 군비축소를 진행하자
는 제안을 제기했다. 군비축소는 1940년대 후반 이래의 평화운동에서
제시하는 원칙적 주장의 하나였으나, 흐루쇼프 시기 구체적인 외교적 제
안으로 발전되었던 것이다. 그 배경은 소련이 핵개발 이후에는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여 경제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
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었던 데 있었다. 앞서서도 소련은 1954년 유엔군
축소위 설치를 둘러싼 논쟁에서 종래의 군비축소를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었으나, 흐루쇼프 지도부가 들어선 1955년 들어 소련
의 대미 군축요구는 좀더 구체화되었다. 종래의 군축주장이 서방의 군축
주장을 허위적인 것이라고 비판하여 군축을 거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
었다면, 1955년 이후에는 자국의 군축을 외교적으로 이용하는 데 소련
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네바정상회담 시 아이젠하워 대통
령이 군사정보의 교환과 영공공개 등 구체적인 군비통제 방안을 제시하
자, 소련은 미국에게 상응한 군축조치를 요구했다.279) 자체적으로 병력
279) Nogee 외, 1997,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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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을 실시하고 있던 소련은 미국도 소련의 군축에 상응하는 군축조치
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1956년 6월 6일 불가닌 수상은 아
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군축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내,
핵무기 분야도 군사정보 교환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핵무기금지 및
군축문제에 대한 합의가 달성된 이후에야 군비통제를 관할할 국제기구를
설립하자는 미국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련
의 군축공세는 1956년에도 보다 확대되었다. 코민포름이 지원하는 세계
평화이사회는 종래의 핵시험금지 문제와 함께 군축문제를 중점적 주제로
한 특별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유엔군축소위가 소련측이 제기하는 군축조
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불가닌 수상은 6월 6일자 대미서한을 통
해 그해의 120만 명 감군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했다.
1956년 7월에는 소비에트 최고회의도 모든 국가에 군축 호소문을 발송
했다.
소련의 대외노선을 지지하고 있던 배경에서, 북한도 1950년대 중
반 “군비축소” 언표와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강조했다. 북한 역시 평
화운동의 논의 내에서 군비축소가 필요하다는 원칙적 주장을 일찍이 수
용하고 있었으나, 1950년대 중반 들어서는 흐루쇼프 시대의 소련과 같
이 군축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경쟁국의 상응군축 조치를 요구하는 “군축
제안”의 주장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의 군비통제 방안
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담은 1955년 불가닌 수상의 서한도 『로동신
문』을 통해 소개되었으며, 여기서 불가닌 수상의 서한은 “군비 축소 문
제의 해결을 위하여 쏘련이 기울이고 있는 일관한 노력을 증명”하고 있
다고 평가되었다.280) 이어 김일성은 1955년 8.15 기념대회에서 상호 군
사력 사용 금지, 평화적 통일의 추구 원칙과 함께 남북한 군대의 축소방
안도 제기했다. 1956년 동안 북한의 군비축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자연
히 확대되었다. 1956년 세계평화이사회 특별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한
설야는 4월 18일자 귀환담을 통하여 세계평화이사회가 “군비축소를 위
한 첫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강력히 제기”했다고 언급했다.281) 뿐만
280) 『로동신문』, 1955년 9월 30일자, “군비 축소 문제는 「제네바의 정신」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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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대미군축제안을 담은 니콜라이 불가닌(Nikolai Aleksandrovich
Bulganin) 수상의 1956년 6월 6일자 서한의 내용도 『로동신문』에 게
재되었다.282) 불가닌 수상이 대미서한에서 “현재 군비 축소 문제가 의연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국제 문제의 하나로 남아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핵무기의 등장으로 군비 축소의 필요성이 배가되었다고 강조했다는 것이
다.

유엔군축소위원회의

소련측

대표인

안드레이

그로미코(Andrei

Andreevich Gromy´ko)의 연설 역시 『로동신문』에 게재되었고, 소비
에트 최고회의의 군축호소에 호응하여 최고인민회의는 1956년 11월 7
일에 소련의 군축호소에 대한 지지선언을 발표했다.283) 또한 북한은
1956년 8만 명의 병력을 감축했다고 주장했다. 전후복구 과정에서 북한
에게는 소련의 지원이 긴요했기에, 군축조치를 통해 소련과 일치된 노선
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195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소련은 일방적인 “핵실험 동
̇̇̇중지
̇̇
와
결”도 제안하며 핵군축 외교를 시도했다. 1957년 소련은 핵실험
핵무기 사용 금지, 그리고 핵무기 생산과 축적의 금지를 골자로 하는 핵
군축 3원칙을 발표했다. 미국과 영국에 핵실험의 즉시 중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배경은 1956년 헝가리의 소요사태를 진압한 이후 국
제적 비난을 받고 있던 소련이 당시 반핵운동의 핵심적 문제인 핵실험
중지 문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국제적 지지를 회복하고자 했던
데 있었다. 이어 소련은 핵실험 중지 제안에서 한 걸음 나아가 1958년
3월 31일에 일방적인 핵실험 동결을 선언했다.284) 이 핵실험 동결 조치
는 1958년 10월 2일 일시적으로 폐기되기도 했지만, 1958년 10월 31
일 핵실험 중지를 위한 미영소 간 3자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재개되었다.

281) 『로동신문』, 1956년 4월 20일자, "군비 축소와 원자 무기 금지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자-세계 평화 리사회 특별 회의에 참가하였던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 한 설
야 위원장의 귀국담.”
282) 『로동신문』, 1956년 6월 11일자, “군비 축소 문제와 관련한 쏘련 내각 수상 느. 아. 불가
닌의 서한-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에게.”
283) 『로동신문』, 1956년 7월 18일자, “7월 12일 유.엔 군비 축소 위원회에서 한 쏘련 대표
아.아. 그로믜꼬의 연설”; 『로동신문』, 1956년 11월 9일자, “군비 축소에 관한 쏘련 최고 쏘
베트의 호소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 선언”
284) Nogee 외, 1997,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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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핵실험 동결 조치는 1961년 8월까지 유지되었다.285)
1958년 경 북한의 공식매체도 “핵실험의 일방적 중지”의 언표를
받아들였다. 1958년에는 북소관계가 비교적 긴밀했다. 중소분쟁의 맥락
에서 소련은 북한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졌고, 북한은 8월종파 사건
같은 타(他) 공산당의 간섭을 방지하고자 중소 양국 모두와 우호적 관계
를 유지하려 했다. 그에 따라 북한은 1958년 4월 10일 정부성명을 발표
하여 소련의 핵실험 동결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선포
했다.286) 1958년 4월 10일 정부성명은 "온갖 종류의 원자 및 수소무기
의 시험을 쏘련이 일방적으로 중지"한 것은 “인류를 원자전쟁의 위험으
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첫 조치를 취하려는 염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1958년 10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영소 3자회담에 관해
서도 『로동신문』은 소련의 핵실험 중지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바를 나타냈다. 『로동신문』의 관련 보도는 핵실험의 중지는 “핵전쟁의
방지”와 방사능 오염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소련측의 주장을 제시
했던 것이다.287)
셋째로, 대규모 군축, 핵실험동결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발전하던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은 “핵전쟁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구호를 제시했
다. 앞서 언급했듯이 1956년의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는 사회주의의
강력한 역량에 따라 전쟁이 회피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핵전쟁방지
를 위한 노력을 정당화했다. 레닌주의에 따른 기존의 전쟁불가피론을 수
정하여, 핵시대에는 전쟁이 “전쟁은 필연적으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는 전쟁가피론을 도입한 것이었다.288) 전쟁가피론이 도입된 결과, 흐루
쇼프 지도부의 핵전쟁방지 정책은 정당화되었다. 전쟁이 불가피한 것이
라면 핵전쟁의 방지를 추구하는 평화공존노선은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
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소련 지도부가 제20차 당대회
285) Nogee 외, 1997, p. 176.
286) 구갑우, 2014, pp. 223-225; 『로동신문』, 1958년 4월 2일자, “<사설>인류의 절박한 념
원의 실현을 위한 쏘련 정부의 중대한 조치”; 『로동신문』, 1958년 4월 11일자,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287) 『로동신문』, 1958년 11월 2일자, “핵무기 시험 중지 문제에 관한 제네바회의 개막”; 『로
동신문』, 1958년 11월 2일자, “원자 및 수소 무기 시험의 중지를 요구하여 투쟁하라!”
288) 허드슨 외, 2004, p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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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쟁가피론을 도입한 것은 핵전쟁방지 정책에 대한 그러한 비판의
가능성을 제거한 것이다.289) 아울러, 제20차 당대회에서 흐루쇼프는 미
래는 “평화적인 공존이거나 아니면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일 수밖
에 없다면서, 평화공존의 노선은 일시적인 전술이 아닌 항구적인 노선이
라고 재강조했다.290) 전쟁을 피하기 위해 평화공존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한 김일성이 참가하기도 했던 1957년 11월 모스크바회의에
서 흐루쇼프는 계급투쟁보다 핵전쟁 방지의 과제를 우선시했다. 그는 계
급투쟁에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위
해 그는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필연적으로 파괴력에 있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핵전쟁”이 된다고 언급했다. 곧 계급투쟁도 핵전쟁방지를
위한 노력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291) 후일 쿠바위기 중에도 흐
루쇼프의 최우선 관심사는 핵전쟁의 방지에 있었다. 그는 케네디에게 보
낸 1962년 10월 26일자 서신에서 “핵전쟁이 양국에 가져다 줄 재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핵전쟁방지에 케네디의 주의를 환기했다.292)
1960년대 초까지 북한은 전쟁불가피론에 대한 수정을 전제하는
“핵전쟁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소련의 구호를 직접적으로 거부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았다. 김일성은 1957년 11월의 모스크바회의에 참가한 뒤
돌아와 발표한 귀국보고에서 모스크바 선언의 논의방향을 소개했다.293)
이 귀국보고에서 김일성은 제국주의가 전쟁을 일으킨다면 “완전한 멸망”
에 이를 것이라면서, 평화옹호운동이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의 제일차
적 과업”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전쟁가피론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 방
식으로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을 추종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었
̇̇̇공존
̇̇
과 레닌적 원칙에 기초하여
다.294) 이어 김일성은 북한이 “평화적
289) 이후 1959년의 1월의 제21차 소련공산당 당대회에서는 전쟁은 회피될 수 있다는 주장을 재
확인하고, 제국주의의 지도자 가운데에는 핵전쟁이 공멸로 이어질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주장까지도 인정했다. 서방의 지도자가 “전쟁도발자”, “전쟁광신자”만이
아니라 분별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주장이 당대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그해 9월 흐루쇼프
서기장의 미국 방문도 정당화되었다.
290) 허드슨 외, 2004, p. 63; Zagoria, 1962, p. 40; Nogee 외, 1997, pp. 39-40.
291) 허드슨 외, 2004, p. 72.
292) Nogee 외, 1997, p. 182.
293) 백학순, 2010, pp. 522-523.
294) 『로동신문』, 1957년 12월 6일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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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평화공존노
선을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북한의 공식매체에서는 명확하게 “핵
전쟁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언표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것은 북한
이 그에 대해 소극적인 반대의 입장을 가졌거나 소련의 핵전쟁 방지 주
장은 전술적인 것일 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소
련의 핵외교를 지지하면서도 북한은 누차 “핵전쟁의 위험을 방지”하자는
소련의 구호 대신 “원자전쟁의 위험을 반대”하자는 표현으로 소련의 외
교정책에 대한 지지를 정당화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58년 4월 2일
자 『로동신문』의 1면 기사는 소련의 핵실험 동결 조치를 지지하면서,
이것이 “원자 전쟁의 위험을 반대”하는 세계인민의 뜻에 부합한다고 설
명하고 있었다.295)
1960년대 초에는 진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흐루쇼프 시대
의 외교정책과 그 명분인 “핵전쟁위험의 방지”라는 언표는 북한의 배격
을 받게 된다. 1960년대에 들어서 북소관계가 악화되자 북한은 평화공
존노선을 수정주의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반수정주의운동을 전개했다.
1962년 말 쿠바위기 시에 소련이 보여준 미국에 대한 타협이 소련의 방
위공약에 대한 북한의 불신을 확대시켰던 것이다. 북한은 소련의 평화공
존노선이 동맹국의 방위에 대한 소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중국의 주장대로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은 투항주의에 불과하다고 규정했
다.296) 그에 따라 북한은 1962년 말 이후 소련의 핵전쟁 방지 구호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1962년 1월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되는 김정일
의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 제하 논문은 ‘열핵전
쟁의 참화’를 우려하고 평화공존을 모색하려는 소련의 정책은 제국주의
와 사회주의에 대한 관점은 물론, 강력정치의 관점에서도 올바르지 않다
고 비판했다. 즉, 김정일의 담화에서는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은 제국주의
동지의 보고.”
295) 『로동신문』, 1958년 4월 2일자, "국제 긴장상태의 완화와 평화를 념원하는 전 세계인민들
의 일치한 념원을 반영한 정당한 조치 - 원자 및 수소 무기 시험의 일방적 중지에 관한 최고
쏘베트의 결정에 대한 반향"
296) Nogee 외, 1997,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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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은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 사회주의의 “계급
적 원칙과 혁명적 존엄”을 훼손한다는 점, 제국주의 국가들의 “힘의 립
장”을 더욱 강화시키게 한다는 점에서 올바를 수 없다고 주장되었다.297)
아울러, 김정일은 핵전쟁방지 우선의 소련 평화공존노선은 제3세계의 무
장독립투쟁과 결정적으로 배치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평화공존노선에 따
르면 무장투쟁은 "<세계열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불꽃>", "<자살행
위>", "<인류를 멸망시키는 무모한 행위>"로 폄하되는데, 이는 제3세계
투쟁에 대한 “모독”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1963년 중반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핵전쟁위험
방지” 언표는 북한 공식매체 상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일본의 반
핵운동을 다룬 1963년 6월의 『로동신문』 기사 중에서 “핵 전쟁을 방
지하려는” 일본 측의 노력이 언급된 바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핵전쟁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언표를 『로동신문』에서 찾기는 곤란했다.
1965년 코시긴 수상의 방북으로 북소관계는 정상화되었지만, 핵전쟁방
지 구호는 수용되지 않았다. 핵전쟁의 위험이나 핵전쟁위험의 방지 같은
언표들은 언급되더라도 여전히 인용부호에 넣어진 형태로 제시되었던 것
이다.

예를

들어,

1973년

브레즈네프

방미

시

핵전쟁방지협정

(Agreement on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이 체결되었다는 소식
을 전하면서, 『로동신문』은 핵전쟁방지협정을 “<핵전쟁방지협정>”이
라고 인용부호 내에서 언급했다.298)
참고로, 1960년대 초반 이후 북한은 핵전쟁방지 주장만이 아니라
“군축”, “핵실험 동결” 등 평화공존노선의 다른 정책적 언표도 거부했
다. 이후 “군축” 언표는 1969년 10월 28일자 북한 정부의 비망록의 대
남제안을 통해 다시 나타났으나, 이것은 당시 북한이 1962년 이래의 국
방력 강화 노선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한

297) “현대수정주의의 반동적본질과 반수정주의투쟁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혁명적 립장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대화(1962년 12월 29일),"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선집 1』(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9), pp. 294-310.
298) 다만, SALT I 협정을 “전략적공격무기의 제한과 관련된 일정한 조치들에 관한 잠정협정”이
라고 소개한 이 보도는 사실전달에 강조점을 두고, 소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로동신문』, 1972년 6월 2일자, “쏘미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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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방적 군축조치도 1980년대 이전에는 1956년의 군축조치가 마지막
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실험 동결” 언표가 나타내는 소련 등의
핵실험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1963년 1년간
소련은 PTBT 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핵실험을 자제하는 노
력을 기울였으나, 북한은 그에 대한 침묵을 견지했다.
비록 1977년 초에는 “핵전쟁위험 방지” 언표가 공식매체에서 다
시 쓰이기도 하지만, 아직 “핵전쟁위험 방지” 언표는 북한 당국에 의해
정당한 논의로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1977년 1월
『로동신문』에는 한 용접공의 발언 속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표현이 등장했다.299) 한 용접공이 1977년 1월 26일 제정당 연
석회의에서 제기된 “핵무기철수” 요구를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198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매체들에서 “핵전쟁위험 방지” 언표가
언급되는 경우는 매우 드믈었다.
1984년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으로 북소관계가 대폭 강화된 다
음에야 “핵전쟁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언표가 북한의 다양한 층위의
담론에 재도입되기 시작한다.300) 1984년 5월 23~25일 23년만에 모스
크바를 방문한 김일성은 축하연에서,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쏘련공산당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당한 립장과 조치
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이 연설은 다음날 『로동신문』에 전
제되었다.301) 이를 통해 “핵전쟁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언표는 처
음으로 북한의 담론에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이는 북한이 오랫동안 기피
하던 “핵전쟁의 위험”을 방지 혹은 제거해야 한다는 언표를 이제는 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1984년 5월 당시 소련 측은 크렘
린 광장에서 김일성 환영식을 진행하고 크렘린궁에서 축하연을 개최해주
는 등 김일성을 파격적으로 환대했기 때문에,302) 『로동신문』은 김일성
299) 『로동신문』, 1977년 1월 29일, "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핵전쟁위험을 가시며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300) 『로동신문』, 1984년 9월 21일자, "증대되는 핵전쟁위험."
301) 『로동신문』, 1984년 5월 24일자, “연회에서 하신 김일성 동지의 연설.”
302) 오진용, 2004,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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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축하연 연설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 그와 함께 “열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소련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축하연에서 제시된 김일성의
언급도 반복적으로 북한 공식매체에 등장했다.303)
끝으로, “핵군축” 언표는 1984년 북소관계 정상화 이후에야 북한
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1968년 이후 미소 간의 핵군축 노력이 개시
되었으나,304) 이 시기 북한은 소련의 핵전쟁방지 정책을 경계하고 있었
기 때문에 핵군축 문제에 장기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후 김일성이
23년만에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북소관계를 개선시킨 다음에야, 북한 내
에서 소련의 핵정책 노선이 지지되고 “핵군축” 언표도 언급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김일성이 모스크바에 도착한 날 발표된 “조쏘친선의 력사
에서 획기적인 사변” 제하의 사설에서는 소련의 핵군축을 포함한 핵전쟁
방지 노력을 지지한다는 주장이 언급되었다.305) 이 사설은 “쏘련 정부는
현조 세력균형을 파괴하고 핵무기 및 그 운반수단 생산과 배치에서 일방
적인 우위를 차지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핵무기
를 축감하며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며, 소련의 핵군축을 포함한 핵전쟁방지 제안을 정당하게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핵군축 언표는 지속되었다. 『로동신문』 1986년 10
월 30일자에 게재된 북소친선협회 부위원장의 담화에도 “핵군축” 언표
는 명확하게 드러났다.306)
(2) 비수정주의 계열
첫 번째로, “원자전쟁 준비를 반대”한다는 비수정주의 핵전쟁방지
담론의 언표는, 아직 흐루쇼프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이자 핵전쟁
방지의 과제가 부상하고 있던, 1950년대 중반의 평화옹호운동에서 유래
했다. 1955년 1월 17일에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평화이사회 사무국 확
303) 『로동신문』, 1984년 5월 27일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환영하여 쏘련공산당 중앙
위원회와 쏘련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와 정부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린 데 대하여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이 광범히 보도.”
304) 백진현 편, 2010, pp. 238-239.
305) 『로동신문』, 1984년 5월 23일자, “<사설> 조쏘친선이 력사에서 획기적인 사변.”
306) 『로동신문』, 1986년 10월 30일자, “핵군축을 위한 쏘련의 건설적인 제안들을 적극 지지
한다 - 조쏘친선협회 중앙위원회 리봉희부위원장의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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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의는 "원자전쟁 준비 반대 호소문(Appeal against the Preparation
for Nuclear War)"을 발표했다. 세계평화이사회 사무국확대회의는 핵전
쟁을 도발하는 정부는 국민들의 신임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사람을 반대하자는 핵전쟁준비 반대 투쟁을 제기하
는 호소문을 발표했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핵전쟁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있었다. 1955년 "원자전쟁 준비 반대 호소문"이 발표된
시기는 핵전쟁이 문명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 말렌코프가 아
직 수상직에 있던 때였다. 호소문에서도 핵무기 사용은 “파멸적인 전쟁
으로 끝날 것”이라며, 말렌코프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 호
소문은 전쟁불가피론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초기 평화공존론의 양상을 보
여주었다. 호소문은 "현재 일부 나라 정부들은 원자 전쟁의 도발을 준비
하고 있다. 그들은 인민들에게 원자 전쟁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려 하고
있다."며, 전쟁불가피론을 소련의 주장이 될 수 없는 주장으로 묘사했던
것이다.307)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은 “원자전쟁 준비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수용했다. 북한은 1955년 2월 18일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와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의 연합회의를 개최하고, 비엔나선언과 "
원자전쟁 준비 반대 호소문"의 선전대책을 모색했다. 북한은 호소문 서
명운동에 참여하기로 이미 결정하고 있었다.308)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의 연합회의는 보도문을 통해
"평화의 원쑤들이 복수주의적 서부독일을 군국화하며 원자 전쟁을 감행
하려고 발광"하고 있다며, 베를린 위기로 인하여 핵전쟁 준비를 반대하
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결의문을 통해
“모든 선량한 인민들의 단합된 불패의 평화력량이 원자 광인들을 제압하
고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며, 핵전쟁반대 운동의 필요
성을 제기했다. 그 다음달에는 핵전쟁 반대를 위한 세계민주청년연맹 집
행위원회의 호소문 등도 『로동신문』에 보도되었다.309) 자체 호소문에
307) 『로동신문』, 1955년 2월 20일자, “원자 전쟁광들의 발악적 책동을 저지시키라.”
308) 『로동신문』, 1955년 2월 20일자, “세계평화리사회뷰로 확대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서 및
호소문의 실천 대책을 토의 - 조국 전선 중앙 위원회 및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 련
합회의에서”; 『로동신문』, 1955년 2월 20일자,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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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계민주청년연맹 집행위원회도 핵전쟁의 위험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
해서야 핵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핵전쟁 준비 반대 호
소문의 서명운동 소식도 『로동신문』에 소개되고 있었다.310)
이후 핵전쟁반대 주장이 “핵전쟁책동을 반대”한다는 언표적 형상
을 갖게 되는 동시에 본격화되는 시기는 1963년의 여름이었다. “핵전쟁
̇̇책동을
̇̇̇
책동 반대” 언표는 1963년 8월 4일자 사설의 “미제의 핵̇전쟁
̇̇
하며 핵무기를 철폐하기 위하여 투쟁하자”라는 제목에서 처음으로
반대
뚜렷이 등장했다.311) 동 사설은 핵무기의 생산과 축적을 막지 못하고 체
결국들의 핵실험 재개에 무력하다는 제한적 핵실험금지 조약(PTBT)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PTBT가 “기만책동”이라는 점으로부터 핵무기 철폐
를 위한 대중적인 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도발 책동에 최대한의 경각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은
반대할 대상인 “핵전쟁도발책동”의 내용도 자세히 제시했다. 1963년 8
월 25일자 『로동신문』의 "핵전쟁책동"만을 주제로 한 논평원 기사는
미국의 핵실험 준비, 핵기지 확장, 핵무기 반입, 군사연습확대 등을 “핵
전쟁책동을 하고 있는 그 정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시했다.312)
참고로, 1960년대 초에 “핵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한다는 언표가 본
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정치적 배경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확대된 지지였
다. 핵전쟁반대 투쟁은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핵전쟁방지 방안이었던
것이다. 1957년 11월 모스크바선언은 12개 공산당의 관점을 종합한 것
으로 중국도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313) 모스크바 선언에
서는 공산주의와 평화운동의 “결집된 투쟁”을 통해서 핵전쟁을 방지할
309) 『로동신문』, 1955년 3월 13일자, “세계 민주 청년 련맹 집행 위원회에서 원자 전쟁 반대
투쟁을 전 세계 청년들에게 호소.”
310)『로동신문』, 1955년 2월 28일자, “원자 전쟁 준비를 반대하여”; 『로동신문』, 1955년 3
월 23일자, “원자 전쟁 준비를 반대하는 평화 옹호 운동 계속 확대.”
311) 구갑우, 2014, p. 237; 『로동신문』, 1963년 8월 4일자, “미제의 핵 전쟁 도발 책동을 반
대하며 핵무기를 철폐하기 위하여 투쟁하자.” 다만, 이 사설에서는 “핵전쟁책동”이 본문에서
다시 등장하지는 않았다. “핵 전쟁 도발 책동”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등장했다기보다는 이
사설이 미, 영, 소 3국의 합의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중국의 자체적 핵개발도 지지한다는 입장
을 띄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312) 『로동신문』, 1963년 8월 25일자, “미제는 무엇으로써도 핵 전쟁 도발 책동을 하고 있는
그 정체를 가릴 수 없다.”
313) 허드슨 외, 2004, pp.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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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강조하며, 핵전쟁반대 투쟁을 통한 핵전쟁방지 방안을 국제공
산주의 운동의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후 핵전쟁방지 문제는 중소 간 이
념적 논쟁에서 하나의 쟁점이 된다. 소련이 핵전쟁방지의 수단으로 서방
과의 긴장완화를 추진하고자 한 반면, 중국은 여전히 모스크바 선언의
연장선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과 역량강화를 중심적으로 추구해야 한
다고 보았다. 예컨대, 1960년 6월의 세계노동조합연합회의에서 중국측
은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이 “피압박인민들의 전투정신”을 약화시킬 것이
라고 지적함으로써 소련을 비판했다.314) 1960년대 초에 북한이 “핵전쟁
책동 반대” 문제를 강조한 것은 중국의 시각에 부합하는 핵전쟁방지 방
안인 핵전쟁반대 투쟁을 언급함으로써 중국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로,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에서 이루어진 북중소의 협의를
거쳐 북한은 평화협정 문제를 남북한 간에 다루자는 주장을 제시했다.
북한이 전쟁방지 차원에서 남북한 간에 체결될 평화협정의 문제를 제시
한 것은 1954년 제네바회담 때가 최초였다는 것이다. 제네바회담은 한
국전쟁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정전으로부터 3개월 이
내에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전협정 60조에 따라 열렸던 회의이다.
1954년 4월 26일에야 시작된 제네바회담은 남북한 총선실시에 대한 문
제로 1954년 5월 말 교착되었다. 북한 측은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대한
유엔의 감독권한을 거부했던 것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1954년 6월 15
일에 남일 외무상은 총선거 실시가 아니라 평화확립 문제에 관한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외국군 철수, 남북한 군대의 10만 이하 감축, 평화
협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정부간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었
다.315) 이에 따르면, 남북한 정부간 위원회는 전쟁상태의 해소를 위한
여건의 창출, 양국군의 평시태세로 전환, 양국 정부에 제안할 적절한 합
의안의 작성 등 실질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안을 북한측이 제시한 이유는 총선거실시 문제에서 유엔의 역할을 배
314) 허드슨 외, 2004, pp. 183-186.
315) 홍용표, “1954년 제네바회의와 한국전쟁의 정치적 종결 모색,” 『한국정치외교사 논총』
28(1) (2006), pp. 49-50; United States. Dept. of State, The Korean Problems at the
Geneva Conference, Apr. 26-June 15, 1954 (Washington, D. C.: U.S.G.P.O., 1954),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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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방안을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
문제에서 한국전쟁 문제의 한반도화를 이루고자 하는 데 있었을 것이다.
덧붙여, 남일 외무상의 1954년 6월 15일 제안과 관련하여 북한과 중소
간의 사전협의는 없을 수 없었다. 1954년 4~6월의 제네바회담 내내 유
엔군 측 16개국에 둘러싸인 북중소 3국은 대처방안과 관련해 긴밀한 협
의를 가져왔다. 1954년 6월 15일 회담장 현장에서도 중국과 소련은 북
한의 평화확립 문제에 대한 제안을 지지했다.316)
이러한 배경에서 남북한 간 “평화협정” 언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때는 1962년 6월이었다. 물론, 1957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김일성
은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317) 외국군의
철수와 남북한의 군축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이었다.
주한미군의 핵무기 반입문제가 논의되고 있던 1957년 말에 북한은 정전
협정을 다른 장치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만,
1957년 김일성의 제안에서는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시급한 과제로
보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듬해 유럽에서는 소련과 동독 간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이슈화되었지만,318) 북한은 그에 적극 동조하지 않았다. 남
한에 비해 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있던 북한은 서독에 비해 열세에 있고
주민들의 탈주를 막기 힘들었던 동독과는 사정이 달랐다. 하지만, 북한
은 한국의 1962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는 남북한 간의 “평화협정”

316) United States. Dept. of State, 1954, pp. 16-17.
317) 서보혁, “북한의 평화 제안 추이와 그 특징,” 『북한연구학회보』 13(1) (2009), p. 65에서
재인용.
318) 흐루쇼프가 소련과 독일 간의 평화협정 체결 방안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1958년 11월 27
일 발표한 베를린 문제에 대한 최후통첩이었다. 여기서 그는 베를린을 비무장자유도시로 만드
는 데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전승국이 응하지 않는다면 소련은 동독과 별도의 평화협정을 체
결하여 베를린 접근통로에 대한 관할권을 동독 측에 이양하겠다고 위협했던 것이다.
소련이 독일 평화협정의 체결에 서두른 이유는 동독의 안정화 필요성에 있었다. 동독 정부는
1950년대 말에도 베를린을 통한 유능한 인력의 누수가 이어지자, 이것이 자신들의 경제발전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동독 정부는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소련측
에 요구했고, 소련은 베를린 지역에 대한 통제방안을 모색했던 것이다. 소련은 4강 간의 합의
를 통하여 서베를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동독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했
다. 존 루이스 개디스 저, 박건영 역,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서울: 사회평론, 2007), pp.
23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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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게 되었다. 1962년 6월의 최고인민회의
2기 11차 회의에서는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방안이 기존의 평화제안 내
용(남북한 군대의 10만 이하 감축, 외국군 철수)에 추가되었다.319)
1962년 10월 23일에도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3기 1차회의를 통하여
남북한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재차 요구했다. 그 전날은 케네디 대통령
이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포한 날이었
다. 쿠바위기로 동서 진영 간의 긴장이 고조되자, 북한은 남북한 “평화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재강조하여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자 했던 것이
다. 덧붙여, 그로부터 2개월 뒤 북한이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군비증강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에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긴장완화를 위
한 평화협정 체결 방안에 대한 정치적 강조도 약화되어갔다.
이후 북한의 남북한 “평화협정” 논의는 1969년 말에 재개되었고,
1972년 초에 확대되었다. 1969년 10월 28일자 북한 정부의 비망록은
“평화협정”

제안을

다시금

제기했다.320)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UNCURK)의 해체를 통하여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군축을 추진해갈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1972년 초 이후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방안 추
진 노력은 본격화되었다. 1972년 1월 10일에 김일성이 요미우리신문(
読売新聞)과 가진 인터뷰에서 남북한 평화협정 추진에 관한 의사를 재확
인했던 것이 신호탄이었다.321)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일
성의 해당 인터뷰가 1972년 1월 15일자 『로동신문』에 보도된 이후
일주일 간 매일 같이 김일성이 언급한 평화협정 체결 방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지지담화 발표가 이어졌다.322)
319) 『로동신문』, 1969년 10월 9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비망록.”
320) 이보미, "1970년대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 연구: 한국 배제의 시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
사학위논문, 2013), p. 15.
321) 『로동신문』, 1972년 1월 15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 김일성(일본 <요미우리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
답)."
322) 『로동신문』, 1972년 1월 16일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명한 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열렬히 환영한다(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극로위원장이 담화
를 발표)"; 『로동신문』, 1972년 1월 17일자, "나라의 평화통일을 촉진함에 있어서 획기적 조
치로 되는 조국통일방침을 열렬히 환영한다(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림태춘위원장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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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1972년 초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 방안을 강조한 배경은
미중 간의 데탕트였다. 1971년 7월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
안보담당특별보좌관의 비밀방중 이후에 북한이 "평화협정"을 제기한 데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미중 데탕트가 자신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도 키신저의 방중 사실과 닉슨 대통령의 방
중에 대한 합의를 공개하기 전에 저우언라이를 평양에 보내어 북한 측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그에 따라 1971년 7월 말 김일 부수상은 베이징을
방문하여 미국측에 주한미군 철수 등 자신들의 8개 요구사항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해 11월에는 북한의 제안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알기 위해 김일성이 직접 베이징을 방문했다. 1972년 1월 김일성의 남
북한 평화협정 체결 제안도 그가 미중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중국을 방문
하기 직전에 제시한 것이었다. 1972년 1월 26일 김일성은 중국이 다음
달 닉슨 방중 시 제시할 한반도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기 베이징을
방문했다.323) 이처럼 북한은 북중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데탕트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것이다.324)
세 번째로, 상호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분단국과 초강대국 간의
“평화협정”

언표는

베트남전쟁을

종결시킨

평화협정에서

유래했다.

1973년 1월 27일 미국과 북베트남 정부, 남베트남의 사이공 정부, 그리

화)"; 『로동신문』, 1972년 1월 19일자,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방침을 받들고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정치협상을 실현하자 - 남북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조국통일의 력사
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김시학 위원장
이 담화를 발표)"; 『로동신문』, 1972년 1월 20일자,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방침을 받
들고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분렬된 조국을 하루 빨리 통일하자 - 남북조선 녀성들과 인
민들은 남북사이의 평화협정체결과 남북정치협상의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 것이
다(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김득란 비서장이 담화를 발표)"; 『로동신문』, 1972년 1월
21일자,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정치협상을 하루 빨리 실현하여 조국통일의 문을 열자
- 남북의 언론인들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자(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정준기 위원장이 담화를 발표)"; 『로동신문』, 1972년 1월 22일자, "나라의 자주
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정치협상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 남조선
의 모든 작가, 예술인들도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남북사이의 평화협정체결과 정치협상의 실현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것을 호소한다(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리기영 위원장이 담화
를 발표)."
323) 이종석, 2011, pp. 79-82.
324) 신욱희,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 역사적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2)
(2012),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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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민족해방전선 간에 “베트남 전쟁종식과 평화복구에 관한 협정”이 체
결되었던 것이다. 23개 조의 9개 장과 4개 부속합의서로 구성된 베트남
평화협정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개입 중단, 남베트남 내
두 세력의 무기반입행위 중단, 남베트남 내의 감군논의, 남베트남으로부
터의 외국군 철수, 남북 베트남의 중립화와 외국군 주둔 금지 등을 내용
으로 했다.325) 모든 외국군은 서명 후 60일 내에 철수해야 한다는 베트
남 평화협정의 내용에 따라, 1974년 3월 말 미군의 전 병력은 베트남으
로부터 철수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는 북한은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를 지향하던
“평화협정” 언표를 북미관계에 대한 언표로 전환시켰다. 북한은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 이래 20년 간 남북한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지
만, 1974년에는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방안을 남북한 간에 대한 것이 아
니라 북미 간에 맺어지는 것으로 변용시켰다는 것이다. 1974년 1월 26
일자 『로동신문』 사설은 박정희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한 간의 불가침
조약 체결방안(1974. 1. 18)을 거부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한국
과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1974년 1월 26일자 사설은 “원래
평화공존이란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것”
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아직 통일의 여건이 미성숙되어 있으므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여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을 먼저 이룩하자는) 박정희 대통
령의 대북제안을 거부한 것이었다.326) 이는 북한이 평화협정의 대상으로
한국이 아니라 평화공존의 대상으로 적합한 “다른 국가”인 미국으로 상
정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74년 3월 25일 최고
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 방안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327) 최고인민회의는 미국의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한국정
부를 주되게 비판하면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서는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328) 이후 북한은
325) 홍규덕, “베트남 평화협정 및 중동 평화협정,” 『전략연구』 18 (2000), p 5; 이보미, 2013,
pp. 70-71.
326) 『로동신문』, 1974년 1월 26일자, "평화협정체결을 기피하며 <두개 조선> 조작놀음을 합
리화하려는 분렬주의자들의 매국과 반역의 구호"; 홍석률, 2012, p. 361.
327) 이보미, 2013,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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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말까지 북미 평화협정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언급해갔다.
북한이 기존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화협정” 언표를 북미관계에 대
한 “평화협정” 언표로 대체하게 된 배경은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에서 찾
을 수 있다. 1973년 말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는 유엔군사령부
를 해체하는 데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329) 1973년 11월 11
일 키신저와 저우언라이 간에 이루어진 담판 결과에 따라, 1973년 11월
23일 유엔 정치위원회에서는 언커크(UNCURK)를 즉시 해체한다는 의장
성명이 표대결도 없이 만장일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통과되었다. 그러
나 언커크가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 문제의 변화도 없이 해체되었기 때
문에, 북한은 중국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처리방식에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은 북한과 달리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고 있기에, 유
엔사 해체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1973년 동안에는
닉슨행정부가 주한미군 추가감축 계획을 중단하려는 동향이 확대되기 때
문에, 북한의 초조감은 커졌다.330) 1973년 동안의 검토작업을 거쳐, 정
전협정이 다른 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의 감축은 없어야
한다는 키신저 국무장관의 건의를 통해 주한미군 추가감축 계획은 공식
적으로도 종결되었다.331)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
하기 위한 방편으로 북중협조노선 대신 미국과의 직접 접촉방안을 선택
했다. 미국과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정전협정
에 법적 근거를 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한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북
한은 평화협정의 체결과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지지하는 국제적 여론을
328) 『로동신문』, 1974년 3월 26일자,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을 촉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적극적 조치-미합중국국회에 보내는 편지”; 『로동신문』, 1974년
3월 26일자,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할데 대하여 -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한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 허담대
의원의 보고.”
329) 최명해, “중국의 대미 데탕트 시도와 북․중 동맹 관계의 재조명,” 『아세아연구』 51(3)
(2008), pp. 230-264.
330) 닉슨독트린 이후 진행되던 주한미군의 철수계획이 1973년 들어 중단되기 시작했다. 1973년
3월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주한미군의 추가철수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그해 7
월에는 닉슨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추가조정 작업을 중단하도록 한다는 한반도 기본정책 중간
지침을 하달했다. 유인석,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 - 안정자 역할과 부분감축,” 서
울대학교 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p. 193, 197.
331) 유인석, 2006,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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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내기 위해 서해 5도를 분쟁화하기 시작했다.332) 1973년 12월 1
일 군사정전위에서 북한측은 처음으로 서해 5도가 자신의 관할지역에
속한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 북한의 “평화협정” 언표는 ‘북미 평화협정’에 대한 것으로
고정되었지만, 그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형식은 전략적 구도에
맞게 시기별로 변환되었다. 1984년 초에는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형식은 남북미 3자회담이었으나, 1994년 봄에 들어서면서 평화협정
을 논의하기 위한 틀로 북미회담이 강조되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입
장은 십여년 간 유지되다가, 2010년 연초 정전협정 당사국 간의 협상으
로 전환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간략히 흩어본다.
먼저, 1984년 초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형
식으로 남북미 3자회담을 제시하게 된다. 카터 대통령의 1979년 6월
29일~7월 1일 방한 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고위급회담에서 평
화협정을 논의하자는 구상이 제시되었다.333) 당시 북한은 “남조선당국자
들로 말하면 원래 정전협정에 조인한 당사국들도 아닌것만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우리와 미국사이의 회담에 참가할 그 어떤 법
적 근거도 없다”며, 한미 양국의 3자회담 구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었
다.334) 그러나, 결국 중국의 끈질긴 설득과 압력 하에 1984년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 보도를 통하여 평화협정을 논
의하기 위한 3자회담의 개최를 요구하게 되었다.335) 1984년 1월 10일
연합회의 보도는 - 아웅산테러 이후 고조된 남북간의 긴장으로 말미암
은 - “핵전쟁의 위험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조선에서의 긴장격화에 책임이 있는 다른 일방인 남조선당국도 참
가시켜 3자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던 것이
332) 홍석률, 2012, pp. 357-359.
333) 엄정식, “1979년 카터 대통령의 남북미 3자회담 추진과 박정희 정부의 인식,” 『한국정치학
회보』 47(1) (2013), p. 255.
334) 『로동신문』, 1979년 6월 28일자, “조선의 통일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철거
시키는 조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 연회에서 한 허담 부총리 겸 외교부
장의 연설.”
335) 『로동신문』, 1984년 1월 11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련합회의에 관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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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합회의 보도는 3자회담에서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 문
제 협의, 남북불가침선언 채택을 논의하자고 강조했었다. 그 직후 북한
은 3자회담 제안에 한미 양국이 호응해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4년
1월 28일자 『로동신문』은 5면에서 3자회담 방안에 대한 해외의 지지
담화를 소개했다. 이들 담화에서 3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논의방안은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제안”, “가장 공명정대
하고 획기적인 조치”로 표상되었다.336) 이후에도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형식으로서 3자회담은 북한의 공식매체에서 계속 언급되었다.
3자회담 제안은 1980년대 후반에는 주로 해외언론이나 남한, 해외 단체
의 주장으로서 소개되었으나,337) 1990년에 들어서는 기명논설을 통해
중점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이 되기도 했다.338)
다음으로, 1994년에는 북미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대화형식이
북미 양자회담으로 재전환되었다. 1994년에 북중관계가 악화된 조건에
서 북한은 남북미 대화를 갖기를 권해 온 중국의 외교적 입장을 덜 의식
했고, 북핵문제로 오히려 미국과의 직접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 1974년과 같이 북미직
접회담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불바다” 발언으로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한지 보름 정도가 지난
1994년 4월 초 『로동신문』은 해외주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일촉즉발
의 한반도 정세 하에서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했다.339) 미국이 “군사적대결상태를 조성하는 장본인이며 조선분단에
336) 『로동신문』, 1984년 1월 28일자, “가장 현실적인 제안 - 말가슈혁명전위 중앙위원회 정
치국 위원이 담화를 발표”; 『로동신문』, 1984년 1월 28일자, “<세계인민들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 - 애급의 사회활동가들이 담화를 발표”; “<주동적인 발기>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와 조선의 자주적통일지지 뻬루위원회 련합년차총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 보내는 련대성전문을 채택”; 『로동신문』,
1984년 1월 28일자, “소말리아에 있는 김일성도서관에서 강연회 진행”; 『로동신문』, 1984
년 1월 28일자, "<우리는 평화협정체결을 희망한다> - 교포신문이 지지"; 『로동신문』, 1984
년 1월 28일자,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안전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 사회주의나라 출판물들이 글을 발표.”
337) 『로동신문』, 1985년 11월 3일자, “3자회담의 실현은 긴급한 문제”; 『로동신문』, 1989
년 8월 25일자,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응해나서라.”
338) 『로동신문』, 1990년 7월 19일자, “평화협정은 반드시 체결되여야 한다.”
339) 『로동신문』, 1994년 4월 5일자,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미국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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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는” 나라라며, 미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임도 강조하고 있었
다. 특히 “평화협정”이 논의될 대화형식이 북미회담이어야 한다는 점은
1994년 4월 28일의 외교부 성명에서 강조되었다. 외교부 성명은 북핵문
제 등 복잡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이유는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
인 북미 간의 적대관계에 있다고 언급했다.340) 그로부터 외교부 성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정
전기구를 “평화보장체계”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 이후,
김일성의 사망 이전까지 북한 매체는 해외지지 기사 등을 동원해 “조미
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보장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
했다.341) 하지만 이러한 매체의 “조미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 필요
성의 강조는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크게 약화되었고, 김일성 사망 이후
에 북미 ‘북미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은 연례적인 수준에서 제기되었다.
연례적으로 ‘북미 평화협정’ 언표가 제시된 까닭은 그것이 국제연대성
행사의 구호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
다.342) 그 중에서도 북미 간의 직접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2008년
이 상대적으로 ‘북미 평화협정’에 대한 언론보도가 확대되었던 시기였
다.343)
340) 『로동신문』, 1994년 4월 29일자, “미국은 우리의 평화제안에 응해나와야 할것이다 -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341) 『로동신문』, 1994년 5월 15일자, “미국은 평화보장체계수립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로동신문』, 1994년 5월 16일자, “미국은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 협상에 나와야 한다”;
『로동신문』, 1994년 5월 20일자, “미국은 평화보장체계수립제안에 응해나와야 한다”; 『로
동신문』, 1994년 5월 23일자, “미국은 평화보장체계수립제안에 응해나서야 한다”; 『로동신
문』, 1994년 5월 24일자, “조선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교체되여야 한다”; 『로동신문』,
1994년 5월 26일자, “미국은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 협상에 응해야 한다”; 『로동신문』,
1994년 5월 28일자,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 조미협상제안을 지지한다”; 『로동신문』,
1994년 6월 1일자, “조선반도에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여야 한다”; 『로동신문』, 1994년 6
월 5일자, “조선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교체되여야 한다”; 『로동신문』, 1994년 6월 16일
자, “미국은 평화보장체계수립제안에 응해나와야 한다”; 『로동신문』, 1994년 6월 17일자,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 군축에 관한 유엔비정부기구 특별위원회에서
한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의 연설”;『로동신문』, 7월 4일자, 구호
“조선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교체되여야 한다.”
342) 다만, 1996년 판문점대변인 담화도 외교부 성명처럼 “평화협정” 관련 기사에서 인용되었으
나, 그러한 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로동신문』, 1996년 5월 22일자,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 가나에서 진행.”
343) 『로동신문』, 2008년 1월 26일자, “조선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의 절박한
요구”; 『로동신문』, 2008년 3월 28일자, “조선반도평화협정체결을 주장”;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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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끝에, 2010년에는 ‘북미 평화협정’을 사실상 북중미 간의
회담에서 논의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2009년 초 미국은 북한이 비
핵화를 재공약하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되었던 사항인 평화체제 논
의를 보다 앞당겨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북한은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요구도 무시하기 어려웠다. 2009년 10월 원자바오(溫家
寶) 총리의 방북으로 북중간의 협력관계가 크게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
러한 배경에서 북한은 “정전협정 당사국” 간의 협상에서 평화협정을 논
의하는 방안을 역제안했다. 이는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틀은 남북미
중 4자회담이라는 미국의 구상을 수정하여, 북한의 제안을 도출한 것이
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2010년 1월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밝혀
졌다.344) 2010년 1월 11일 외무성 성명은 한반도비핵화 재개를 위한
신뢰가 조성되려면 평화협정부터 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조선전쟁발발 60주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
을 정전협정상사국들에게 정중히 제의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던 것이다.
네 번째, “핵무기 철수” 언표는 1970년대 중반의 위기에 대한 적
용된 대응방안 가운데 태동되었다. 1976년 8월 18일 일어난 판문점 미
루나무 사건으로 북한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다. 북한의 만행에
격분한 미국 수뇌부는 충돌의 발단이 된 미루나무를 제거했고, 미루나무
벌목작업 동안 휴전선 상공에 전폭기를 띄워 핵공격을 위협했다. 곧 이
어서는 - 그 뒤로도 북한에 계속적인 안보부담을 주게 될 - 팀스피리트
훈련도 개시했다. 평양으로서는 베이징의 지원에 기댈 수도 없는 불리한
대외여건 속에서 미국의 경고를 접하고 있었다. 마오쩌둥의 사망으로 중

2008년 7월 23일자, “영국단체들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요구”; 『로동신
문』, 2008년 7월 28일자, “평화협정체결은 시대의 절실한 요구”; 『로동신문』, 2008년 8월
4일자, “미군철수와 조선반도평화협정체결을 요구”; 『로동신문』, 2008년 8월 7일자, “스위스
단체 성명 발표 -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여야 한다”; 『로동신문』, 2008년 11월 10
일자, “평화협정체결이 미루어지는 배경”; 『로동신문』, 2008년 9월 26일자, “조선반도평화협
정체결과 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 - 남조선에서 <2008 동아시아민중평화회의> 진행”; 『로동
신문』, 2009년 3월 3일자, “조선에 핵포기가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을 먼저 제기하여야 한다
- 미국의 정계, 학계가 주장.”
344) 『로동신문』, 2010년 1월 12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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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지도부도 교체기에 있었기에, 베이징도 평양을 진정시키는 데 적극적
으로 나서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 속에서 북한은 지미 카터(Jimmy
Carter)의 등장으로 국면을 전환시킬 기회를 맞았다. 카터는 한국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핵무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에, 주한미군과 핵무기 철수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북한은
카터의 등장을 호기로 삼아 핵무기 철수 주장을 제기했다. 미국 대선경
선과정에서부터 북한은 핵무기 철수 주장을 점차 내놓기 시작했던 것이
다. 1976년 9월 14일자 『로동신문』은 일본의 “<조선민족의 통일을
지지하는 회>”가 “남조선주둔 미군의 즉시적이며 무조건적인 전면철거
와 모든 핵무기의 철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345) 그 외에도 『로동신
문』은 해외의 성명 혹은 발언을 소개하는 방식의 간접적 주장을 통하
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한국 내 반정부인사에 대한 석방과
함께 핵무기 철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후 카터행정부의 정식 출범과 함께 북한은 간접적으로 제시하던
핵무기 철수 주장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 요구로 내세웠다. 1977년 1월
25일에 개최된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통해 북한 당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핵무기 철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제기했던 것이다. 이 연석회의는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거론하고, 이를 위한 요구사항 중 하나로 “핵무기를 포함
한 모든 살인무기들은 즉시 철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46) 이후 조선
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연맹 등 북한의 근로단체들도 연석회의 결론
에 대한 지지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347) 핵무기 철수 주장을 담은 기

345) 『로동신문』, 1976년 9월 14일자, “남조선주둔 미군 철거와 모든 핵무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일본의 <조선민족의 통일을 지지하는 회> 항의성명.”
346) 『로동신문』, 1977년 1월 26일자, “남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인민들과 해외동
포들에게 보내는 편지.”
347) 『로동신문』, 1977년 2월 4일자, “남조선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미제침략군과 핵무기를
지체없이 철수시키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성명”; 『로동신문』, 1977년 2월 5일자, “남조선농민들은
단결하여 조국통일의 기본장애인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핵무기를 철수시키기 위한 투
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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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논평도 1977년 8월 말까지 다수가 발표되었다. 핵무기 철수 주장이
정점에 달했었던 때이다.
1977년 후반 들어 북한의 “핵무기 철수” 주장은 약화되지만, 공식
매체에서 그와 관련된 주장이 이어지는 등 명맥을 이어갔다. 1977년 가
을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핵무기 철수” 주장은 다소 약화되었다. 핵무기
철수 문제가 북한의 공식매체에서 거론되더라도, 핵무기 철수보다는 주
한미군의 철수에 보다 방점이 두어졌던 것이다. 1978년 6월 3일자 『로
동신문』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서구라파지역련대성회의”가 남
북한 교차승인 정책 등을 비판하는 동시에, “미국이 자기 군대와 상용무
̇̇̇̇̇남조선에서
̇̇̇̇̇전면적으로
̇̇̇̇̇빨리
̇̇철수
̇̇
하고 군사기지들을
기 및 핵무기들을
철폐하도록 미국정부에 압력을 가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소개
했다.348) 그로부터 약 3주 뒤에 개최된 1978년도 제정당, 사회단체 연
석회의(1978. 6. 23)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국제적 캠페인의 개시
를 선언했다.349) 1978년에 이르러서는 북한 당국은 전반적으로 핵무기
철수를 별도로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 철수를 주한미군 철수에 포
함되는 것으로 여겼다고 하겠다. 1980년에 들어서서 북한은 “핵참화에
관한 성명”에서 핵무기의 철수 주장을 다시 강조하게 된다. “핵참화에
관한 성명”은 핵참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요구했던 것이다.350)
다섯 번째로, NPT 체제를 인정하는 “핵무기전파방지” 언표가 북
한의 공식매체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6월 정부성명으로 거
슬러 올라가질 수 있다. 북한은 소련의 압력으로 1985년 12월 12일
NPT 조약에 가입했고, 그 이후에야 북한은 이미 NPT 조약의 취지에
관한 논의를 개시했던 것이다. 1986년 6월 23일 정부성명은 한반도비핵
지대 창설방안을 제기하면서, NPT 가입 사실을 자신들의 정책적 주장을
348) 『로동신문』, 1978년 6월 3일자, “서구라파의 모든 정계와 사회계는 미국이 자기 군대와
상용무기및핵무기들을 남조선에서 전면적으로 철수하고 군사기지들을 철폐하도록 미국정부에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서구라파나라 정부, 국회, 정당, 사회단체들에 보내는 호소문.”
349) 『로동신문』, 1978년 6월 24일자, “남조선으로부터 외래침략무력을 철수시키기 위한 대중
적인 국제적 깜빠니야를 벌려줄것을 열렬히 호소한다-세계 여러 나라 정당, 사회단체들과 평화
애호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350) 『로동신문』, 1979년 8월 12일자, “조선에서 있을 수 있는 핵참화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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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하기 위해 언급했다. 정부성명은 이미 북한 정부가 “핵무기전파방
지조약에 가입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를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 방안도 북한의 일관된 정책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의 하나로 사용했던 것이다.
이후 “핵무기전파방지” 언표가 『로동신문』에서 다시 강조되어
제시되는 때는 1990년 9월 경이였다. 한소수교 방침을 통보받고 타격을
받은 북한이 미일과의 교차승인 추진을 결정한 시점에서 “핵무기전파방
지조약”의 문제가 공식매체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90년 9월
18일자 『로동신문』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공정한 리행을 위하여"
제하의 기사에서는 NPT 조약 상의 의무가 비교적 중립적인 시각에서
표현되었다.351)
이어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게 되면서, “핵무기전파방지” 언표는
다시금 제시되었다. 특히, IAEA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발표한 1992년 1
월 30일 성명은 NPT 체제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표출했다.
외교부 성명은 “핵전쟁의 위험을 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내세우고 있는 기본리념이며 사명”이라며,
NPT 체제의 이념을 인정했던 것이다. 또한 1992년 4월의 9기 3차 최
고인민회의에서

IAEA

안전조치협정이 비준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의

NPT 가입조치는 “우리 당의 일관된 반핵평화정책으로부터 추발한 정당
한 조치”였다고 논의되었다.352)
여섯 번째로, 제1차 북핵위기 시에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
해 NPT 조약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근원적 해결” 혹은
“포괄적 해결”의 언표가 제시되었다. 이 언표를 통해 북한이 북미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하고 NPT에 복귀하겠다는 핵협상 정책
을 추구하게 된 배경은 국제제재를 회피해야 할 필요성에 있었다. 1993
년 4월 10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는, 북한의 NPT 탈퇴를 우려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직후의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 핵사찰 문제를 해
351) 『로동신문』, 1990년 9월 18일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공정한 리행을 위하여."
352) 『로동신문』, 1992년 4월 10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이
에 맺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을 비준할데 대한 제안심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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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려는 자신들의 입장은 “시종일관”하다는 주장을 제시했다.353) 협상
을 통하여 NPT에 복귀해가겠다는 북한의 입장은 유엔안보리의 대북결
의안 채택 직후에 발표된 1993년 5월 12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도
반복되었다.354) 그리고 핵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북한의
정책방향은 북미회담을 거치면서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
다는 주장으로 구체화되었다. 1993년 6월 11일에 채택된 북미공동성명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
하는데서 나서는
은 북미 양측이 “조선반도의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핵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북
남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며, 북핵협상이 핵문제의 ‘근
원적 해결’을 지향한다는 바를 표명했다.355)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
괄타결방안(package deal)을 논의하기 위한 북미 뉴욕접촉이 시작된
1993년 11월 24일 이후 발표된 1993년 11월 29일 외교부 대변인 성
명도 핵협상은 한반도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
다.356) 자신들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에서 한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
로 해결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언급했던 것이다.
또한 “근원적 해결” 혹은 “포괄적 해결” 언표를 바탕으로 북미협
상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핵협상방안인 “일괄타결방안” 언표가 출현했
다. 북핵 1차위기의 와중에서 북미 양측의 조율을 통해 포괄적 접근방식
의 하나로 일괄타결방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언급하는 “일괄
타결방안”의 기원은 1993년 9~10월 한미양국의 북핵해법 조율과정과
게리 에커만(Gary L. Ackerman) 하원의원의 방북에서 찾을 수 있다.
갈루치(Robert L. Gallucci) 차관보의 1993년 9월 초 방한기간 동안 한

353) 『로동신문』, 1993년 4월 11일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의 <핵문제>와 같은 것을
론의하는 마당이 아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담화.”
354) 『로동신문』, 1993년 5월 13일자, “<제재>와 같은 부당한 압력책동을 강행하여나간다면
우리는 이것을 <선전포고>와 같은 것으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355) 『로동신문』, 1993년 6월 13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미합중국 공동성명.”
356) 조엘 위트 외, 2005, p. 139; 『로동신문』, 1993년 11월 30일자, “미국이 끝내 회담을 그
만두겠다면 우리도 조약탈퇴효력발생을 더 이상 정지시킬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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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양측은 기존의 단계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안보와 안보를 거래하는
포괄적 접근방식을 추구하는 데 뜻을 모았다.357) 이후 미국은 북한에 제
시할 일괄타결방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미국 측이 작성한 ‘대형패키지’
와 ‘소형패키지’ 방안은 1993년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평양을 방문하
기로 되어 있던 에커먼 미 하원 동아태소위 위원장을 통해 북측에 전달
되었고, 북한 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수정안을 다시 에커먼 일행에
제시했다.358)
이후 북한은 일괄타결방안을 자신이 추구하는 협상방안으로 적극
적으로 제기했다. 북한의 시각에서는 “근원적 해결” 언표가 보다 구체화
된 것이 “일괄타결방안” 언표였던 것이다. 뉴욕채널에서 미국측이 ‘포괄
적 접근방식(comprehensive deal)’을 북한측과 논의하기 시작한 이후,
1993년 11월 29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은 “일괄타결방식”의 문제
를 처음으로 언급했다.359) 이 때, 외교부 성명은 “일괄타결방식”은 자신
들이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념원”으로부터 제기한 것이라
고 강조했다. 1차 슈퍼화요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바를 알린 1993년
12월 30일 외교부 대변인 기자문답에서도 북미 3차 고위급회담이 개최
되면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을 일괄타결”할 수 있
게 될 것이라고 언급되었다.360) 북미 3차 고위급 회담에서는 미국의 핵
위협과 적대시정책의 종식, 북미관계정상화 조치와 북한의 핵사찰 재개
조치가 맞바꿔질 수 있다는 것이다. IAEA와 사찰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
루어졌다는 것을 환영한 1994년 2월 21일 외교부 대변인 기자문답에서
357) 조엘 위트 외, 2005, p. 112.
358) 북한 측이 수정 제안한 ‘대형패키지’ 방안은 북한의 NPT 복귀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준수
에 상응하여 미국측의 평화협정 체결, 경수로제공, 북미관계정상화, 남북한 등거리 외교가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북한의 ‘소형패키지’ 방안은 북한의 IAEA 사찰 합의에 미국 측
의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3차고위급 회담 개최, 대북 핵불위협 선언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조엘 위트 외, 2005, pp. 116-117.
359) 『로동신문』, 1993년 11월 30일자, “미국이 끝내 회담을 그만두겠다면 우리도 조약탈퇴효
력발생을 더 이상 정지시킬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360) 『로동신문』, 1993년 12월 31일자, “우리는 조미회담을 통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
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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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괄타결방식의 핵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3차 북미고위급 회담을 추
구한다는 입장이 반복되었다.361) 그 이후에도 북한은 1994년 7월 북미
3차고위급 회담의 개최 시까지 외교부 대변인 기자문답과 대변인 보도
를 통하여 일괄타결방식의 문제해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362)

5. 소결
일반적인 핵담론의 유형 6가지 가운데 북한의 핵담론은 평화적 핵
활동 담론, 핵증강 담론, 핵억제 담론, 핵무기금지 담론, 핵전쟁방지 담
론이라는 5가지 유형의 핵담론을 보여준다. 첫 번째, 북한의 평화적 핵
활동 담론은 소련이 미국의 국제적 핵통제 논의에 대응하고 사회주의 핵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담론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이
후 북한 원자력공업의 성장과 핵개발 의혹을 배경으로 북한의 평화적 핵
활동 방향은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추구할지, 북미합의에 따라 제공받을
최신형 경수로를 위주로 할지를 두고 분화된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핵
무기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핵증강 담론과 핵억제 담론이다.
이 중에서, 북한의 핵증강 담론은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긍정하는 태도의
논의방향으로, 북한의 핵증강 담론은 탈스탈린 시대 소련의 핵증강노선
발전과정에서 제시된 언술로 구성된다. 세 번째, 북한이 핵억제 담론은
361) 『로동신문』, 1994년 2월 22일자, “미국은 모처럼 마련된 결정적인 대목에 와서 자기가
지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기자의 질문
에 대답.”
362) 『로동신문』, 1994년 4월 1일자, “앞으로의 사태발전과 핵문제해결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
에 달려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 『로동신문』,
1994년 4월 28일자,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이 공정한 자세와 립장을 취한다면 핵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금 조성될 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 『로동신문』, 1994년 5월 7일자, “남조선당국자들은 분수없이 아무데
나 삐치면서 분주탕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 『로동신문』, 1994년 5월 29일자, “우리는 앞으로도 자기의 핵활동의 투명성
을 보장하며 조미회담을 통한 핵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이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 『로동신문』, 1994년 6월 26일자,
“일본과 남조선당국은 조미회담에 개의치 않아도 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
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 『로동신문』, 1994년 6월 28일자, “제3단계 조미회담이 열리게 되
는 것과 관련한 보도.”

- 147 -

핵무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제한된 논의로, 동맹국인 중국의 핵교리를
북한이 수용함으로써 형성되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핵무기의 부정
적인 시각을 가진 핵무기금지 담론과 핵전쟁방지 담론이다. 이 가운데,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북한의 핵무기금지 담론은 ‘세계주의’ 계
열과 ‘지역주의’ 계열의 언표로 나누어질 수 있다. ‘세계주의’ 계열의 핵
무기금지 담론은 1940년대 후반 평화옹호운동의 영향을 깊게 받아 생긴
원형들로 구성된다. ‘지역주의’ 계열의 핵무기금지 담론은 “평화지대”라
는 원형적 언표, 그로부터 북한이 1980년대 초 내놓은 ‘한반도비핵지대’
언표, 다시 ‘한반도비핵지대’ 언표에서 파생된 언표들로 만들어졌다. 다
섯 번째,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부정하며 핵전쟁방지에 주된 노력을 기울
이는 북한의 핵전쟁방지 담론 역시 ‘수정주의’ 계열과 ‘비수정주의’ 계열
로 구분될 수 있다. 북한 핵전쟁방지 담론의 ‘수정주의’ 계열은 흐루쇼프
의 평화공존노선이 남긴 유산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와 정치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북한 핵전쟁방지 담론 중 ‘비수정주의’ 계열은 1950년대
한국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제네바회담과 소련의 핵전쟁반대 운동,
그리고 1970년대와 1990년대 대미접근 과정에서 각각 핵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제시된 언표들로 구성된다.
여기서 제시된 핵담론 유형의 대부분은 기존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있는 유형이다. 핵무기금지 담론과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범주는 각각
구갑우가 제시한 핵무기금지 담론과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담론”에 해당한다. 그리고 핵증강 담론과 핵억제 담론은 조동준이 집중
한 중국의 핵교리 담론과 소련의 핵교리 담론에 상당한다.
반면, 북한의 핵전쟁방지 담론은 기존 연구에서 아직 제시된 바
없는 새로운 유형이다. 이 유형은 1947년부터 1964년까지의 북한 핵담
론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구갑우도 주목하지 않았다. 핵전쟁방지 담론에
대한 구갑우의 간과는 핵전쟁방지 담론이 북핵 2차위기 이후 북한의 정
책적 주장 속에서 뚜렷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못한 탓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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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전쟁방지 담론은 북한 핵정책의 역사적 변천을 파
악하고자 할 때 간과되어서는 안될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핵 1차위
기 시에는 핵전쟁방지 담론의 언표들이 북핵협상을 진행시키는 데 핵심
적인 역할을 했다. 향후 북핵문제의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북한 핵전쟁방
지 담론의 언표들이 다시 주요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북한 내부의 논의에서 각 핵담론의 언표가 등장해온 과정은 아래
의 <표-3-2>와 같이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의 핵담론 가운데 가
장 먼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핵무기금지 담론이었다. 1947년부터 한
국전쟁 기간과 그 직후에 걸쳐 "핵무기금지”, “핵무기사용 금지” 등의
언표를 북한이 수용했던 것이다. 미국의 대량보복전략이 등장한 1950년
대 중반 일찍이 북한은 아태지역 “평화지대” 창설방안도 제기했다. 그
다음으로는 핵전쟁방지 담론이 형성되었다. 북한은 1954년 제네바회담
으로부터 시작하여 1958년 주한미군의 핵무기 반입 시점까지 “핵전쟁반
대”, “군비축소”, “핵실험동결” 등의 언표를 수용하며, 북소 간의 정책적
협의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북소간의 전략
적 일치를 넘어서,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었다는 바를 반영한다. 세 번째로,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담론은 1950
년대 중반에 소련의 핵협력 정책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소련이 “평화
적 핵이용” 노력을 대외적으로 선전함에 따라, 북한은 “평화적 핵이용”
을 위한 핵협력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핵기술 이용을 동경,
추구하게 되었다. 네 번째로, 핵증강 담론은 맹아적인 형태이나마 1957
년 경 북한의 담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한 소련이
핵능력을 강화시켜가던 배경에서, 북한은 소련의 핵증강 정책을 지지함
으로써 핵증강 담론을 수용했던 것이다. 다섯 번째로, 북한의 핵억제 담
론은 중국이 1964년 10월 핵실험 직후 공식화한 핵억제정책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북한은 중국의 핵개발이 불가피했다는 주장과 핵무기
사용은 방어에 한정한다는 논리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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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북한 핵담론 언표의 수용/생산 시기(1947-2013)
구분
연도
1947년
1948년
1949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1954년
1955년

주요사건

핵에너지 긍정
평화적 핵활동

소련의 핵실험
한국전쟁 발발

1978년
1979년
1980년
1981년
1982년
1983년

핵무기 부정
핵무기금지
핵전쟁방지
핵무기금지

핵사용금지
세계전쟁 위험 방지

한국전쟁 정전
제네바정치회담,
1차 대만해협위기
소련의 핵협력사업 발표

핵실험금지/중지
평화지대
평화적 핵이용

1956년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
1958년
미, 한반도 핵무기 반입
1959년
흐루쇼프 방미
1960년
1961년
북중, 북소동맹 체결
1962년
쿠바위기
1963년
북중관계 강화
1964년
중국의 제1차 핵실험
1965~1973년
1974년
미, 주한미군 감축 중단
1975년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1977년

핵무기 긍정
핵증강
핵억제

핵전쟁반대
군축제안
(방위력 강화)
핵실험동결

(전략로케트군)

핵무기 철폐

남북 평화협정

(핵억제력)
북미 평화협정(북미)

핵무기 철수

미, 카터대통령 취임

(핵전쟁위험 방지)

북, 제6차 당대회

한반도비핵지대

북, 아웅산테러
북미 평화협정(남북미)

1984년

북소관계 개선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북, NPT 가입

핵전쟁위험 방지
핵군축

한소수교
북, 북일수교 모색
1991년
북일수교협상
1992년
북, IAEA 가입
1993년
제1차 북핵위기 발생
1994년
제네바합의문 체결
1995~2000년
2001년
부시행정부 등장
2002년
2003년
제2차 북핵위기 발생
2004~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북, 핵·경제 병진노선 발표

핵전파방지

핵위협제거
동시핵사찰
자립적 핵동력공업
포괄적 해결
북미 평화협정(북미)

북미합의 내 경수로
방위력 강화
핵억제력

북미 평화협정(북중미)
전략로케트군
정밀핵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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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3장의 고찰은 북한 핵담론의 정당성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해당 시대에 따라 금지되었거나 미발전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언표들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초의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핵전쟁방지 담론의 일부 언표는 북한에서 배
격받고 있었다. 1962년 경부터 전개된 북한의 반수정주의 운동으로 평
화공존론의 핵전쟁방지 담론은 핵심개념도 수용되지 못한 상태에서 거부
되었다. 또한 2000년대 초까지 북한의 핵증강 담론은 미발전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2000년대 초까지 소련 핵증강 담론의 언표들은 북한 내에
서 사용되었을 때 소련 본국에서와 같은 핵정책의 방향을 나타내지 못했
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당국이 핵증강 정책을 추진하자는 주장을 펴기
에는 국내 군사기술의 발전 수준이 소련에 비해 너무나 낮은 상태에 있
었기 때문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본 논문의 핵담론은 핵문제에 대한 정책
적 대응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증강, 핵억제, 핵무기금지, 핵전쟁
방지 4개 담론은 모두 핵무기로 인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에 대
한 담론이다. 이 4가지 담론은 핵무기 문제라는 동일한 문제에 대한 상
이한 대응전략을 함의한다. 핵증강 담론과 핵억제 담론은 핵위협을 핵개
발로 대처하는 방식의 논의이다. 이 중 핵증강 담론은 핵능력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의이고, 핵억제 담론은 핵무기
를 최소한도로만 확보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핵무기금지와 핵전쟁
방지 담론은 핵위협에 대한 핵철폐 노력과 평화협상의 해결방향을 가리
킨다. 이 가운데 핵무기금지 담론은 핵무기를 완전히 통제․폐기하는 것을
해결노력의 목적으로 상정하고, 핵전쟁방지 담론은 핵무기를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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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통제하여 핵전쟁을 막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덧붙
여, 평화적 핵활동 담론은 핵에너지 측면에 대한 정책을 추구하는 전략
에 대한 논의이다.
따라서 3장에서 북한 핵담론의 언표로 제시하는 것 역시 핵문제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는 언표(정책언표)이다.363) 1947~2013년 간 북한이
수용해 온 핵문제에 대한 정책언표를 담론별로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 <표-3-4>와 같다. 핵에너지를 긍정하는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언
표는 “평화적 핵이용 권리”, “자립적 핵동력공업”, ‘북미합의 하의 경수
로’이고,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긍정하는 핵증강 담론의 언표는 “방위력
강화”, “전략로케트군”, “정밀핵타격”이고, 핵무기를 제한적으로만 긍정
하는 핵억제 담론의 언표는 “핵억제력”이다. 그리고 핵무기를 일방적으
로 부정하는 핵무기금지 담론은 국제적으로 핵무기를 금지하자는 ‘세계
주의’ 계열과 지역적 핵무기금지를 우선시하는 ‘지역주의’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세계주의’ 계열의 언표는 “핵무기 금지”, “새 세계전쟁 방
지”, “핵무기 사용 금지”, “핵실험 금지/중지”, “핵무기 완전 철폐”이고,
핵무기금지 담론의 ‘지역주의’ 계열 언표는 “평화지대”, ‘한반도비핵화’,
“핵위협제거”, “동시핵사찰”이다. 아울러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부정하는
핵전쟁방지 담론 역시 ‘수정주의’ 계열과 ‘비수정주의’ 계열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수정주의’ 계열의 언표는 “군축제안”,
“핵실험 동결”, “핵전쟁위험 방지”, “핵군축”이고, ‘비수정주의’ 계열 핵
전쟁방지 담론의 언표는 “핵전쟁책동 반대”, “남북 평화협정”, ‘북미 평
화협정’, “핵무기철수”, “핵무기전파방지”, “포괄적 해결(근원적 해결)”이
다.

363)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언표"라는 용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책언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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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북한 핵담론의 유형과 언표(1947-2013)
구분

북한 핵담론의 언표

평화적 핵활동 담론

평화적 핵이용 권리, 자립적 핵동력공
업, ‘북미합의 하의 경수로’

일방적

핵증강 담론

방위력 강화, 전략로케트군, 정밀핵타격

제한적

핵억제 담론

핵억제력

핵에너지 긍정
핵무기
긍정

북한 핵담론의 유형

일방적

핵무기금지 담론

핵무기
부정

제한적

핵전쟁방지 담론

세
계
주
의

핵무기 금지, 새 세계전쟁 방지, 핵무
기 사용 금지, 핵실험 금지/중지, 핵무
기 완전 철폐

지
역
주
의

평화지대, 한반도비핵화,
동시핵사찰

수
정
주
의

군축제안, 핵실험 동결, 핵전쟁위험 방
지, 핵군축

비
수
정
주
의

핵전쟁책동 반대, 남북 평화협정, 북미
평화협정, 핵무기철수, 핵무기전파방지,
포괄적 해결(근원적 해결)

핵위협제거,

덧붙여, 핵무기금지 담론의 “새 세계전쟁 방지”와 “핵위협제거”,
핵전쟁방지 담론의 “핵전쟁위험 방지” 언표는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핵무
기금지, 핵전쟁방지 각각의 전략적 방향을 택해야 할 명분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에 따라, 이들 언표는 그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조
치와 함께 쓰여 그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인류를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사용을 금지하여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표현과 같이, 이들 언표는 다른
구체적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다.364) 이점에서 “새 세계전쟁 방

364) 『로동신문』, 1984년 7월 3일자, “인민들은 핵참화를 용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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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핵위협제거”, “핵전쟁위험 방지” 언표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명분
을 제시하는 언표로서 포괄적인 정책언표라고 할 수 있다.
핵무기금지 담론과 핵전쟁방지 담론의 하위 계열의 구조에는 다소
대칭성이 있다. 핵무기금지 담론과 핵전쟁방지 담론을 두 계열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각 담론의 한 계열은 외생적·보편적이고 다른 한 계열은 내
생적·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금지 담론의 ‘세계주의’
계열과 핵전쟁방지 담론의 ‘수정주의’ 계열의 언표는 이들이 외부로부터
도입된 핵담론이 그대로 재생산된 것이라는 점에서 외생적 특성을 강하
게 갖는다. 한편, 핵무기금지 담론의 ‘지역주의’ 계열과 핵전쟁방지 담론
의 ‘비수정주의’ 계열은 핵담론의 일부 원형을 북한의 특수한 환경에 맞
게 응용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생산된 논의를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내생
적 성격을 띈다.
한편,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책적 대응방안 중심의 핵담론을
다루어야 한다는 고려에서 본 논문에서는 ‘핵위협담론’ 축의 언표들은
다루지 않고 있다. 구갑우가 언급한 ‘핵위협담론’은 핵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이 아니라, 대응 이전의 필요성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핵위협담론’
에는 “핵참화”, “핵위협”, “핵공격위협”, “핵전쟁연습”, “핵압살”, “핵선
제공격”, “핵기지화”, “핵전쟁발화점”, “핵전쟁의 도화선”, “핵전쟁책동”
등의 추상적·상징적 언표와,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핵적재기”, “핵
운반기”, "전략폭격기", “B-52”, “F-16” 등 핵무기 문제의 존재를 가시
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즉자적 언표가 속한다. 이러한 북한의 ‘핵위협담
론’ 역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주요한 주제이다.
참고로, ‘핵위협담론’의 핵위협을 나타내는 언표(위협언표)는 핵무
기 긍정 담론(찬핵무기 담론)에 친화적인 것과 핵무기 부정 담론(반핵무
기 담론)에 친화적인 언표로 구분될 수도 있다.365) 일례로, “핵참화”와
같은 위협언표는 반핵운동에서 발전된 것이므로, “핵참화” 언표를 직접
적으로 포함하는 정책언표는 반핵주장이 된다는 것이다. “핵참화” 언표
의 기원은 1955년의 첫 원수폭금지대회의 개최를 준비하던 일본 반핵운
동가들이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365) 박종희, 박은정, 조동준, 2015, pp.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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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구호에서 찾을
수 있다.366) 북한은 1960년대 후반 일본의 원수폭금지 대회에 김일성의
축전을 보내는 등 일본 반핵운동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던 배경에서,367)
1970년도 전후에 "핵참화"라는 용어를 도입했다.368) 그 이후 북한의 매
체에서는 미국의 대북 핵사용으로 야기될 피해를 “핵참화”로 규정하는
경우도 나타났다.369) 이러한 “핵참화”의 위협언표에는 핵무기에 대한 부
정적인 태도가 들어 있기 때문에, “핵참화”를 어떻게 하자는 구호형의
정책언표는 거의 모든 경우에 반핵무기 주장이 된다. “핵참화” 언표가
포함된 정책언표는 “핵참화를 용납”하지 않는다,370) “인류를 핵참화의
불안감에서 해방”시켜야 한다,371) “핵참화를 방지”해야 한다,372) “핵참
화에서 구원”해야 한다373) 등의 형태로 핵무기 철폐, 비핵지대 창설, 핵
전쟁반대 투쟁, 핵무기철수의 요구 등을 정당화하는 포괄적 정책언표의
역할을 수행했다.374)
이상의 논의를 통해, 4~6장의 논의에 필요한 북한 핵담론의 정책
언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분석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366) Lawrence, 2009, pp. 52-81.
367) 『로동신문』, 1967년 8월 3일자, “도꾜에서 제13차원수폭금지세계대회 개막 - 대회참가자
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김일성수상의 축전을 랑독”; 『로동신문』, 1968년 7월 31일자, “김일
성수상께서 제14차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축전을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1968년 8월 9일
자,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신 축전을 전체참가자들이 열렬한 박수로 환영 - 일본에서 제14차원
수폭금지세계대회 본회의 진행.”
368) 『로동신문』, 1970년 3월 1일자, “미일반동들의 핵전쟁정책은 자멸을 촉진하는 길이다.”
369) 『로동신문』, 1977년 8월 14일자, “미제의 핵전쟁준비책동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
은 강화되고 있다.”
370) 『로동신문』, 1984년 7월 3일자, “인민들은 핵참화를 용납하지 않는다.”
371) 『로동신문』, 1994년 9월 30일자, “비핵평화를 위한 정당한 요구.”
372) 『로동신문』, 2001년 8월 31일자, "세계는 자주, 평화의 길로 전진하고있다."
373) 『로동신문』, 1991년 7월 31일자, “날로 높아가는 반핵련대성의 목소리”
374) 단, 본 논문에서는 “핵참화” 언표를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핵참화 방지”와 같은 정책언표를
3장의 핵담론 유형 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핵참화” 언표에서 파생된 반핵주장
들은 어느 경우에는 ‘핵무기금지’의 방안을 정당화하고 어느 때에는 ‘핵전쟁방지’의 방안을 정
당화하는 유연한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참화 방지” 언표는 반핵무기 담론을 핵무기
금지 담론, 핵전쟁방지 담론으로 세부적으로까지 구획짓고 있는 본 논문의 틀에 담기기는 어렵
다. “핵참화 방지” 등의 정책언표를 다루는 데에는 북한의 핵담론을 찬핵담론 혹은 반핵담론
등으로 오히려 크게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핵참화 방지” 등 정책언표의 사
용빈도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그를 제외해도 전체적인 설명에는 무방하다는 점을 미리 밝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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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논의들은 북한 핵담론의 언표를 구체화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
았지만, 본 논문은 북한 핵담론의 언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중점
을 두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북한의 핵담론이 당론(정책선택지)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당론의 핵담론을 통해 북한의 정책동기를 파악하는 작
업이 가능하다. 3장에서 북한의 핵담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면, 이
후의 4~6장에서는 핵담론을 통한 북한 핵정책 분석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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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핵보유성명

이전

북한

핵담론의

당론화

(1983-2004) - 핵무기 부정에서 핵무기 긍정으로
4장에서는 1983년부터 북한의 핵보유성명(2005. 2. 10) 이전의
시기에서 이루어진 북한 핵담론의 당론화 사례를 다룬다. 이러한 사례들
은 당론 내 언표의 등장과 관련된 당론화와 그 쇠퇴에 관한 탈당론화로
구분지어질 수 있다. 당론화는 진행 중인 정책을 정당화하는 핵담론의
언표가 당론에 반영되는 현상이다. 이것은 북한의 국내적 핵담론이 당론
으로 발전되는 정치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핵담론의 탈당론
화는 기존에 채택된 핵정책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쇠퇴한 것을
반영한다. 특정 언표가 당론장르의 텍스트에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언표가 탈당론화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
다.
4장과 5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당론화 사례들은 그 정책적 배경,
정책적 이니셔티브, 당론수용의 결과라는 각각의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
다. 2장에서 지적한대로 북한의 개별 당론화 사례들은 정책배경, 당론화
시도로서의 화행 혹은 발화, 그리고 당론수용의 결과를 차례로 연결하여
이해되는 것이다. 이 때, 당론수용 결과는 노동당의 정기적 국제정세 해
설물인 “<개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한다. 특정한 정책적 이니셔
티브가 “<개관>”에 그에 상응하는 언표적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해당 정책이 대중이 지지해야 할 대상이자 최소한 엘리트 내에서 지지되
어야 할 비중 있는 정책으로 승인되었음을 의미한다. 특정한 정책적 언
표의 등장에는 그와 관련된 정책적 방안에 대한 당적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로, 4장과 5장에서 당론화의 사례로 다뤄지는 현상들은 당론
화에 성공한 사례에 국한된다. 하나의 핵정책을 제기하는 당론화 시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그 모두가 해당 주장이
당론에 반영되는 수준으로 발전되는 데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어느 하나
의 핵담론 당론화도 적지 않은 담화와 성명, 발표가 누적된 결과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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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실패한 당론화 시도의 사례들까지 모두 다루
는 것은 지면의 한계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4~5장에서는 당론화에 성공
한 사례들만을 검토한다. 그렇게 할 때에도 1983년부터 2013년 사이의
시기 동안 20여개의 당론화 사례, 핵보유성명 이전에 국한해도 십여 개
의 사례를 다루어야 한다.
4장의 논의 순서는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시기구분 하에 당론화 사
례들을 핵담론 유형별로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4장의 서술에는 냉전기
와 탈냉전기가 가장 상위의 시기구분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시기구분 내에서는 핵담론의 유형별로 당론화 사례들이 각각
제시된다. 이러한 냉전과 탈냉전의 시기구분은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
대의 시기구분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결과적인 특성이지만, 김일성 시
대와 김정일 시대에 주로 당론화되는 핵담론의 유형이 상반되었기 때문
에, 핵담론의 유형별 정리만으로도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시기구
분이 지켜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냉전기의 사례들을 담론유형 별로
서술하고, 그 다음 탈냉전의 당론화 사례들을 핵담론의 유형별로 논의한
다.

1. 당론화 이전 단계의 언표
3장의 내용만으로는 북한 핵담론의 미(未)당론화 언표를 찾기 어
렵다. 핵담론의 미당론화 언표란 공식매체에 쓰이더라도 당적 승인이 이
루어져 있는 핵정책방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 언표를 말한다. 특정한
언표가 당론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는 공식매체의 텍스트들에서의 그
언표의 등장 여부만으로는 알 수 없다. 핵정책의 ‘초기’ 논의단계에서 그
방안과 관련된 특정한 언표의 사용이 허용되기 시작한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의 당론이었던 핵담론 언표가 퇴출 없이 전술
적인 이유에서 계속 사용될 수도 있다. 즉, 아직 당론이 아닌 핵담론의
언표가 3장에서 검토된 매체나 텍스트에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폭넓은 범위의 북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핵담론이 곧 핵정책의 당론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점에서 선전활동 일반에 ‘허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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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담론 언표의 범위는 핵정책의 당론으로 제시되는 것보다 넓다.
덧붙여, 핵담론에 대한 검토의 결과로는 당론화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예비적 고찰의 한계는 기존연구의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 기존
연구는 공식매체에 핵담론의 언표들이 제시되고 있는지로부터 핵담론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핵담론이 공식매체의 텍스트에 등장하는
지 여부는 핵담론의 지위를 파악하기 위한 일관된 기준이 되기는 어렵
다. 공식매체 텍스트 내의 핵담론이 전술적인 것은 아닌지, 상대적으로
뚜렷한 정책적 비중이 주어진 주장인지 파악하기가 여전히 곤란하기 때
문이다.
1983년의 시점에서 미당론화 언표를 파악하는 것은 본 논문의
4~5장을 통해 1983년 이후 시기의 당론화를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983년 이전에 당론장르의 텍스트에 등장하지 않았
던 언표가 “<개관>”에 등장할 때 그 현상이 당론화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당론화 언표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언표의 출현이 당론화인
지 혹은 기존 정책적 입장의 지속인지에 관하여 답할 수 없다. 따라서
1983년 이후의 당론화 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에 앞서, 1980년
대 초의 미당론화 언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당론화의 대상인 미당론화 언표를 찾기 위하여, 1983년 직후 핵담
론의 언표들이 사용되었던 양상을 검토해보았다. 특정 언표가 연구시기
의 기점 이후에도 2~3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 언표는 아직 당론
화되기 이전 상태의 언표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현재 진지하게 고려되
는 중인 정책방안을 보여주는 당론화 언표도 반드시 매달 혹은 매년 사
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2~3년 동안 그 언표가 당론장르의 텍스
트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언표는 당론 밖의 언표일 가능성이 높
다. 이러한 관점에서 3장에서 언급된 북한 핵담론의 주요 언표들이
1983, 1984, 1985년의 3년 동안 “<개관>”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도표-4-1>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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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4-1> 1983년 이전 핵담론 언표들의 “<개관>” 내 등장 여부
(1983~1985)

참고로, 여기서 당론화 여부가 검토될 대상은 1982년 이전에 북한
내부에 도입된 바 있던 핵담론의 언표들이다. 4~5장의 논의를 위해서는
미당론화되어 있는 언표를 파악해야 할 기준이 1983년 1월이 되기 때문
에, 1982년 이전의 북한 핵담론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때 검토의
대상이 될 북한의 핵담론은 가급적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직접적으로 북
한의 핵정책을 시사하지 않았던 경우나 혹은 북한 내에서 정치적으로 배
격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모두 포함하여 1983년 초의 시점에서 정말
당론이 아니었는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당론화
여부를 검토할 대상은 평화적 핵활동 금지 담론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
언표, 핵증강 담론의 “방위력 강화”, “전략로케트군” 언표, 핵억제 담론
의 “핵억제력” 언표, 핵무기금지 담론의 “핵사용금지”, “새 세계전쟁 위
험 방지”, “핵실험금지/중지”, “평화지대”, “핵무기 철폐”, ‘한반도비핵지
대’ 언표, 핵전쟁방지 담론의 “핵전쟁책동 반대”, ‘북미 평화협정’, “핵무
기철수”, “핵무기전파방지”, “군축제안”, “핵실험 동결”, “핵전쟁위험 방
지” 언표이다(앞장의 <표-3-3> 참조).
이러한 검토에 따라 1983년 이후 3년 동안 “<개관>”에 등장하지
않아 미당론화 언표일 가능성이 높은 언표들을 꼽아볼 수 있다.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언표들과 핵증강 담론, 핵억제 담론의 언표들은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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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등장하지 않았다. 핵무기금지 담론 가운데에서는 1983년부터
1985년 사이에 "핵사용 금지", ‘한반도비핵지대’ 언표가 출현된 바 없었
다. 핵전쟁방지 담론 중에서는 “군축제안” 언표가 1983~1985년 사이에
"<개관>"에 등장한 바 없었다. 이러한 언표들은 미당론화 언표일 가능성
이 높은 언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1983년 이후 3년 동안 “<개관>”에 해당 언표가 출현했는지
의 여부만을 근거로 미출현 언표가 곧 미당론화 언표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3년 동안 미출현한 언표들을 살펴본 검토 결과는 미당론화 언표를
파악하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 언표의 정치적 중요성과 출현시점 등
을 토대로 당론화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특정한
언표가 1983~1985년의 시기에 “<개관>”에 미출현되었더라도 노동당의
정책담론에 이미 수용된 당론화 언표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둘째,
해당시기에 언표가 출현되고 있더라도 당론화의 시점이 연구의 기점인
1983년 초가 맞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1983년부터 1985년 사이의 시기에 “<개관>”에 나타
나지 않았더라도 미당론화 언표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할 언표를 꼽아볼
수 있다. 그러한 언표로는 “핵사용금지”가 있다. “핵사용금지”의 논의는
1980년대 초반 당론장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미당론화 언표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1980년대 초의 시점에서 “핵무기금
지”와 같은 핵무기금지 담론의 전통적인 언표들이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핵사용 금지" 언표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북한 사회에
뿌리 깊이 수용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로 인해 3년 간의 언표사용 여부
만으로 “핵사용 금지” 언표를 미당론화 언표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따라서, 1983~1985년 사이에 “<개관>”에서 등장하지 않은 것
을 근거로 1983년 기준 미당론화 언표로 볼 수 있는 언표는 ‘한반도비
핵지대’와 “군축” 언표 2개가 된다.
두번째로, 1983~1985년 사이의 기간에 “<개관>”에 출현했더라도
1983년 초의 시점에서는 당론이 아니었을 수 있는 언표를 꼽아볼 수 있
다. 우선, 핵무기금지 담론의 “핵위협 제거” 언표를 들 수 있다. 1980년
대 전반기에 이 언표가 출현했던 것은 1회적인 현상이었다. “핵위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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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언표는 1985년 12월의 “<개관>”의 “일본과 동남아세아나라 반전운
동자들은 국제토론회를 열고 동남아세아지역에서 핵참화의 위협을 제거
할것을 요구하였다”라는 언급에서 등장했을 뿐으로,375) 1991년 여름까
지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 당론을 통해 찾으려는 것이 비교적 공고한 정
당성을 갖춘 핵정책방안이라고 할 때, 지속성의 측면에서 이 언표는 당
론화되어 있던 언표로서의 속성이 부족하다. 다음으로, 핵전쟁방지 담론
의 ‘북미 평화협정’ 언표도 1980년대 전반기 “<개관>”에 나타나고 있지
만 1983년 시점의 당론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84년 1월 북한
은 공식적으로 남북미 3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방안을 제안했지만
“평화협정” 언표는 “<개관>”에 곧바로 등장하지 않았다. “평화협정” 언
표가 “<개관>”에 등장한 것은 김일성의 1984년 중반 김일성의 방소 이
후인 1984년 4/4분기의 시점이었다. 이것은 “평화협정” 언표가 1984년
의 북소관계개선 이전에는 그 지위가 약했었다는 점을 나타낸다. 물론
1974년 3월부터 1976년 말까지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상
당히 강력히 제기했기 때문에, 북미 간의 “평화협정” 언표가 본래 당론
화되지 못했던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1970년대
후반 카터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론 폐기 등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북
미 ‘북미 평화협정’ 언표가 당론의 지위를 한동안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
다. 또한, 핵전쟁방지 담론의 “핵실험 동결” 언표도 본 1983년에 당론화
되어 있었을 언표라고 보기 어렵다. 이 언표는 북한이 1985년 말 고르
바초프의 핵실험유예 조치를 지지한 이후에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끝으
로 “핵전쟁위험 방지” 언표도 1983년을 기준으로 할 때의 미당론화 언
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3장의 논의를 통해 보았듯이, 1983년 이전에
북한의 공식담론에서 “핵전쟁위험 방지” 언표가 제시되는 경우가 매우
적었고, 그것이 언급되는 수위도 매우 낮았다. “<개관>”에서도 “핵전쟁
위험 방지” 언표는 1984년 중반의 북소관계개선 이후에야 등장하기 시
작했다. 이점에서 “핵전쟁위험 방지” 언표 역시 1983년의 시점을 기준
으로 당론화되어 있던 언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1983년 시점의 미당론화 언표를 파악해볼 수 있
375) 『로동신문』, 1985년 12월 31일자, “높아가는 열망, 로골적인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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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평화적 핵활동 담론, 핵증강 담론, 핵억제 담론의 언표 전체는
미당론화 상태에 었다. 한편, 핵무기금지 담론 중 전통적인 핵무기금지
언표 가운데에서는 미당론화 언표가 없었지만, 핵무기금지 담론 중 근자
에 등장한 ‘한반도비핵지대’ 언표는 아직 미당론화 언표였다고 하겠다.
194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 사이에 도입된 전통적인 핵무기금지 담
론 가운데에는 사용수준이 낮은 언표가 하나 있지만, 그 언표들의 전반
적 추이 상 냉전초기 핵무기금지 운동의 정책적 유산은 1980년대 초에
도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다만, ‘한반도비핵지대’ 언표와 같이 핵무기금
지 방안을 한반도에 적용한 논의는 아직 당론화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핵전쟁방지 담론에서는 다수 언표가 미당론화 언표에 해당했다. 북미관
계에 대한 “평화협정”, “군축제안”, “핵실험 동결”, “핵전쟁위험 방지”
언표이다. 이상의 검토를 모두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1983년 시점
의 핵담론 중 당론화 언표와 미당론화 언표를 구분지을 수 있다.
<표-4-1> 1983년 기준 당론화 언표와 미당론화 언표
구분

당론화된 언표

평화적 핵활동 담론

미당론화 언표
평화적 핵활동 권리

핵증강 담론

국방력 강화
전략로케트

핵억제 담론

핵억제력

핵무기금
지 담론

핵전쟁
방지
담론

세계주의

세계전쟁의 방지
핵사용 금지
핵무기 시험 금지/중지
핵무기 완전 철폐

지역주의

평화지대

군축제안
핵실험 동결
핵전쟁위험 방지

수정주의

비수정주의

한반도비핵지대

핵전쟁책동 반대
핵무기철수

평화협정

참고로, 이러한 결과로부터 1980년대 초반 당론의 핵담론이 가진
특성을 지적할 수 있다. 1983년 북한의 핵담론에서 중심적인 축은 ‘거의
온전한’ 핵무기금지 담론이었다. 핵무기금지 담론의 언표 중에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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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지대’ 언표만 아직 당론의 지위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비수정주의 계열의 핵전쟁방지 담론 일부(“핵전쟁책동 반대”,
“핵무기철수”)도 당론에 반영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83년의
시점에서 북한의 핵정책 범위가 핵무기금지, 핵전쟁방지의 방향에 주되
게 걸쳐 있었음을 뜻할 것이다.

2. 북소관계 강화와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
연구시기에서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핵담론의 당론화는 1984년
부터 1987년 사이에 이루어진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이다. 이 시기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가 시작된 기점은 역설적으로 아웅산테러였다.
아웅산테러 이후 중국의 압력으로 북한은 부득이 대내외 전략의 전환을
모색했으나, 평양의 정책전환은 소련에 대한 밀착으로 귀결되었다. 결과
적으로 북한은 핵전쟁방지를 추구하는 소련과의 단결과 협력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북한의 대외노선도 핵전쟁방지의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는 소련 등 강대국의 대북관여
의지와 북한의 대외무역 확대 욕구 하에서 이루어졌다. 1984년에서
1987년 사이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 사례들은 북소관계의 개선, 레
이건 행정부 시의 북미대화 기회라는 대외적 환경 속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1980년대 중반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북한
이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교역정책을 활용했던 때였다. 그러
한 경제적 전략이 추진된 결과 1984년 중반에 이루어진 북소관계의 격
상 이후 1986년에 이르기까지 북소 간의 교역규모가 2배 이상 증대되었
다. 결실을 맺지는 못했으나, 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합영제도의 도
입도 이때 이루어졌었다. 1984년 9월 합영법이 도입된 이래 1985년 시
행세칙이 채택되었으며, 1986년 김일성도 2.28 교시로 합영사업을 본격
화하라는 교시를 하달했었다.376)
1) 1984년 1월 10일 연합회의와 평화협정 언표의 승인

376) 와다 하루키, 2014,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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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남북간 외교적 경쟁의 격화를 배경으로 북한은 1983
년 10월 9일 아웅산테러를 자행했다. 북한요원이 저지른 이 테러로 한
국의 장관급인사 4명과 대통령비서실장, 경제수석 등 고위급인사 17명
이 사망했고, 48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것은 북한이 자신의 우방국 내에
서 감행한 사상초유의 테러였다. 그 배경은 1980년대 초반 한국이 북한
의 동맹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강화하면서 남북간의 외교전이 격
화된 데 있었다. 앞서 한국은 1981년 9월 30일에 이루어질 제24회 올
림픽개최지 유치에 관한 IOC 투표를 앞두고 비동맹국가들의 표를 얻어
내기 위하여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었다.377) 아
울러 1983년에 들어서는 한중 간의 정치관계도 발전되고 있었다. 한중
양국은 1983년 5월 민항기사건을 통해 외교당국 간 공식접촉을 갖게 되
었던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배경으로 이범석 외무장관이 1983년 6월
29일에 국방대학 연설을 통해 북방정책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는 등 한
국은 중국과 같은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들에 대한 접근을 본격화하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었다.378)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은 자신의 우방국에 접
근하려는 한국의 외교활동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1983년 6월 24일
발표한 정부성명은 “두개 조선 조작 책동”을 “핵전쟁도발책동”과 함께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도전”으로 규정했
다.379) 결국 북한은 “용서할 수 없는 도전”인 한국의 외교활동에 대한
377) 오일쇼크 이후에 비동맹 국가들은 경제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 정부는 비
동맹 국가들의 실리추구 경향을 활용하여 관계확대를 모색할 수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에만 비동맹국가들에게 4백만불의 무상원조를 제공했고, 아세안국가들에게 남북 유엔동
시가입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 특히, 1981년 9월 30일 제24회 올림픽유치를 위한 표결을
앞두고서 한국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 국가들에 대한 로비에 집중했다. 경쟁국인 일본이 사
회주의국가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비동맹국가에 대한 외교에 집중했던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이 일본을 이기고 올림픽유치에 성공하는 등 한국의 비동맹외교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김명섭, 양준석, “서울올림픽 유치의 정치외교사 - 1981년 서울은 어떻게 올
림픽 개최권 획득에 성공했나?” 『국제정치논총』 54(4) (2014), pp. 271-302.
378) 신범식, “북방정책과 한국·소련/러시아 관계,” 하용출 편, 『북방정책』(서울: 서울대학교 출
판사, 2003), pp. 74-75.
379) 이와 같이 북한이 1983년 6월 정부성명에서 미국의 핵무기 수단 한반도배치가 “<두개 조
선>조작 책동”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북한이 “<두개 조선>조작 책동”을 막기 위해 취
해야 할 조치에 대한 걸림돌이 주한미군의 핵무기임을 함축했다. 이는 북한이 폭력적 대응을
검토할만큼 한국의 북방정책은 평양에게 위협적인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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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까지 기획했다. 북한은 전두환 대통령의 1983년 10월 미얀마 등 서
남아시아와 대양주 5개국 순방을 테러기회로 노렸던 것이다.380)
당연히 1983년 10월의 아웅산테러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간섭을 불러왔다.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아웅산테러에 격하게 분노했던
것이다. 아웅산테러가 발생한 시점이 북한이 중국의 권유 하에 미국의 3
자회담 제안을 수용한 직후였기 때문이다.381) 1983년 10월 8일 자오쯔
양(赵紫阳) 서기가 북한의 3자회담 수용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했으나,
그 다음날 테러가 발생함으로써 미국은 중재자 역할을 하려던 중국에게
불신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의 행위는 미중관계 상 중국의 외교
적 체면까지 훼손시켰던 것이다. 게다가 김정일이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
을 '수정주의'로 비판했던 것을 사과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때로부터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아웅산테러가 일어났다는 점에 중국지도부를 더
욱 분노했다.382) 아웅산테러에 분노한 중국의 지도부는 북한에 테러에
대한 불쾌감을 직설적으로 표시했다. 아웅산테러 사건 이후 덩샤오핑(鄧
小平)은 북한측과의 면담을 일체 거부했으며, 중국 당국은 “어떠한 국가
의 행위라 해도 테러리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비판성명을 발표했
다.383)
중국의 반발에 따라 김일성은 베이징의 요구를 일단 수용했다.
1983년 말 외교부문을 정비했고, 남북미 3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논의
방안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무엇보다 테러의 실무책임자 김중린이 해임
되었고, 외교부장이던 허담을 대남비서로 임명하는 동시에 정치국원으로
승진시켰다. 허담 외교부장을 대남비서에 기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남북
대화를 강화하도록 하는 안배가 될 수 있었다.384) 외교부장을 맡아보았
380) 김진환, “1970~1980년대 치열했던 비동맹 외교전: 전두환 친구가 되어버린 김일성의 옛 친
구들,” 『민족 21』 제115호, pp. 76-81.
381) 카터 대통령은 1979년 방한 당시 3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논의방안을 제시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각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자회담 개최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오버도
퍼 외, 2014, p. 233.
382) 오진용, 2004, pp. 106-110.
383) 와다 하루끼 저, 남기정 역, 『북조선 현대사』(서울: 창비, 2014), p. 204.
384) 오진용은 허담의 대남비서 임명이 북한의 대남관계에서 큰 의의를 지니는 사건이었다고 보
았다. 허담의 등장은 사소한 변화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 1985년까지 남북대화가 폭넓게 진행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오진용, 2004, pp.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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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허담이 북중관계를 고려하여 대남정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태수습 노력으로 북중 간의 대화가 재개된 이후 중
국은 북한과의 논의에서 남북대화 개최를 최우선과제로 제기했으므로,
북한은 북중관계의 훼손을 막기 위해 남북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었
다.385) 또한 앞서 중국 측에 전달했었던 남북미 3자회담을 통한 평화협
정 논의방안을 받아들인다는 점도 공개적으로 재천명되었다. 중국은 미
중관계개선 과정에서 북한에게 미국이 제안한 남북미 3자회담 제안을
수용할 것을 독려해왔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북중
간의 갈등요인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북한은 중국의 노선전환 압력을 받는 시점에서 대외지향적
방향으로의 대내전략 변화도 모색했다. 1984년 1월 10일의 중앙인민위
원회, 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를 통해 3자회담을 수용한 직후, 북한은 대
내전략 변화의 동향을 보였던 것이다. 무엇보다 김일성은 1984년 1월
27일 7기 3차 최고인민회의의 마지막날 회의에서 강성산을 정무원 총리
로 임명했다.386) 그 하루 전날에는 대외무역의 확대방침을 담은 최고인
민회의 결정인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가 발표되었다.387) 강성산의 정무원 총리 임명과 대
외무역확대 방침은 무관하지 않았다.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
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는 강성산의 작품으로 알려졌
고, 그가 총리로 있던 시절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해당하는 것이
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강성산을 총리에 임명함으로써 대외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최된 1984년 1월 10일 북한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는 한반도의 “핵전쟁의 위험”을 문제시
했다.388)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 보도는 한반도의 핵

385) 오진용, 2004, p. 115.
386) 『로동신문』, 1984년 1월 28일자,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 폐막.”
387) 『로동신문』, 1984년 1월 27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 남남협
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388) 『로동신문』, 1984년 1월 11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련합회의에 관한 보도.”

- 167 -

전쟁위험이 증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두를 열었다. 당시의 한반도 상
황을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격화되고 전쟁 특히
핵전쟁위험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고 규정한 것이었다. 보도문은 미국
이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을 “<미국의 리익에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
요한 지역>으로 선포”했고, 주한미군 증가 및 한국군 현대화가 진행 중
이며, 그해 팀스피리트 훈련은 사상최대의 규모로 진행되었다고 지적했
다. 이로부터 한반도에는 “핵전쟁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세계적 범위로 확대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한국은 미국의 핵무기 1,000여기가 배치되어 있고
“핵공갈”이 반복되는 “핵공격기지”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세아판”
인 한미일 3국 간의 군사동맹이 추진되고 있다는 종래의 상투적인 주장
도 보도문에서 되풀이 했다.
이어 1984년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
에 대한 보도문은 전쟁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남북미 3자회담 내에서 평
화협정 체결 등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보도문
은 “우리는 <남침>할 의사가 없으며 조선통일문제를 전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데 대하여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며 미국
은 북한의 남침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보도문은 미
국이 북한에 대해 “힘의 입장에서 계속 대결을 추구하는 것”은 불신과
두려움 때문이며,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고 분별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
다. 따라서 현 정세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 평
̇̇̇대책
̇̇
”을 취해
화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전환적
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합회의의 결론이었다. 연합회의가 사실상
결론으로서 언급한 전환적 대책은 ‘대화’의 필요성에 기초했다. 보도문은
“누구든지 전쟁을 바라지 않고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힘에
의거할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 대화를 하여야 한다.”며, “대화만이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현정세발전의 위험한 추세를 평화와 자주적평화통
일에 유리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언급했던 것이다. 구체적으
로 연합회의 보도문은 남북미 3자회담 개최방안을 제기했다.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남북한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남북미 3자회

- 168 -

담을 통해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연합회의 보도문은 평화협정을 통
해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조선에서의 평화담보는 충분히 마련”되고 “조
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평화
협정 체결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도표-4-2>와 같이, 1984년 1월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에서 제시된 ‘북미 평화협정’ 언표는 1984년 10월부터 “<개
관>”에 반영되었다.389) 1984년 10월의 “<개관>”은 뒤늦게 평화협정 논
의방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소개했던 것이다. 그달 “<개관>”은 “(유엔
39차 총회에서)연설자들은 남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완전히 철거시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
고 하였다. 그들은 또한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3자회담제안이 빨리 실현되여야 한다고 요구하
였다.”며, 1984년 1월 10일 연합회의에서 제시된 “평화협정” 체결방안
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문구 내에서 “연설자”의 발언은 1984년 1월 10
일 연합회의의 3자회담 제안에서 고딕체로 강조된 합의내용을 쉽게 풀
어쓴 것이었다.
특이한 것은 평화협정 체결제안은 북한이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
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를 통해 제기한 공식적인 방안이었음에도 북한
의 정세해설물인 “<개관>”에 수용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렸다는 점
이다. 1984년 1월 범국가적 차원에서 제기된 이래 1984년 10월 당론화
가 확인되는 시점까지 본다면,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겠
다. 후일 남북대화가 재개된 이후에야 “평화협정” 언표가 당론화되었다
는 것이다. 1984년 9월 북한이 제시한 수해물자지원 방안을 한국이 받
아들임으로써 남북대화의 물꼬가 비로소 트인 이후에야 “평화협정” 언표
가 “<개관>”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북중관계
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3자회담 개최라는 방
안을 내놓았지만, 실은 남북관계 개선과 3자회담 개최에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남북대화를 이끌어낸 북한의 대남수해지원 제안도 본
래 전술적 제스처였었다. 전두환 정권이 이를 수용하자, 평양은 그제서
389) 『로동신문』, 1984년 11월 1일자, “조선의 평화통일에 대한 련대성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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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베이징에 대남수해지원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당황했다.
<도표-4-2> “<개관>” 의 3자회담 내 ‘북미 평화협정’ 언표의 언급 추
이(1983~1993)390)

또한 “<개관>” 내에서 ‘북미 평화협정’의 언표는 1980년대 중반부
터 냉전의 종식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다. 이 언표는 1988년 하반기,
1990년 9월, 1991년 여름과 가을에 걸쳐 반복되었던 것이다. “<개관>”
은 1988년 7월 “북남국회련석회의를 소집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토의하며 조미국회회담을 열고 정전협
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문제를 협의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은 그
에 대한 또하나의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1990년 9월에는 “미국지배
층은 조선문제해결에 미국이 아무런 책임도 없는 듯이 말하며 정전협정
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지도 않은 <남
침위협>설을 계속 내돌리며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의 철수를 반대하
고 무력증강을 다그치고 있다.”, 1991년 6월에는 “출정식들에서는 <조
선은 하나다>,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여야 한다>는 구호의 프랑카드들
이 힘있게 휘날리였으며 출정식참가자들은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것과 북남불가침선언을
채택하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따라 조선의 통일이 하루빨리
이룩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설명을 통해 “평화협정”의 언표를 제
390) “평화협정”의 정당성은 다른 국가들의 평화협정 체결 사례와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소재로 해서도 제시되었으나, 직접적인 북한의 언술을 북한의 입장을 보여주는 근거로 삼기 위
해 위 표는 한반도에 관련된 평화협정과 “평화보장체계”의 언급만을 추려낸 결과로 구성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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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했었다. 이러한 해설들은 모두 남침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남
북불가침선언 채택의사를 밝히면서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1984년 1월 연합회의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과 동일한 논
의를 담고 있었다.
아울러, “평화협정” 언표가 재강조된 1988년 7월, 1990년 9월,
1991년 6월 등 각 시기는 모두 북한이 남북대화의 필요를 갖고 있던 때
였다. 1988년 7월은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도 긍정적
인 발전으로 고려하겠다는 7.7 선언을 발표했던 달로서, 북한에게 남북
대화는 북미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될 수 있었다. 또한 1990년
9월에는 북한은 교차승인정책을 채택한 이후 한국의 동맹국에 접근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 당시 북한은 가네마루 전 일본
총리를 평양에 초청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했다. 이
로써 평양은 서울이 북일대화를 반대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다. 또한
1991년 6월도 북한이 표면적으로 남북대화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남
북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때이다. 북한의 구애대상인 일본이 북일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남북대화 등을 제시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북일수교협상을 진행하던 배경에서 유엔 남북한 동시
가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1991년 7월 11일 연형묵 총리가 남북총
리회담의 재개의사를 천명했다.391) "북미 평화협정“ 언표가 재강조되었
던 각 시기의 배경으로부터 ‘북미 평화협정’의 언표는 북한이 전략적 고
려 하에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동향을 반영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1984년 7월 6기 9차 당중앙위 전원회의와 핵군축, 핵전쟁위험 방지,
핵실험 동결 언표의 승인
아웅산테러 사건으로 인한 북중간의 갈등을 수습한 이후의 시점에
서, 북한은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중국이
북소관계 개선을 양해하는 것을 넘어 지원하고 있었다. 중국 지도부는
대외관계의 확대가 북한으로 하여금 수세국면에서의 경직된 노선을 벗어
391) 통일연구원, 2012,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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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392) 중국이 북한의 대소관계
확대를 지지하지 않았다면, 중소분쟁의 유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북소
관계 개선은 북중관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컸다. 또한 소련이 1984년
2월 김정일의 후계자 지위를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북소관계 개선의 정
치적 걸림돌이 사라졌다.393)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북소관계 개선에 거부
감을 가졌던 것과 달리, 브레즈네프 사후 소련공산당 지도부는 복합적인
고려에서 북한에게 접근하고자 하고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 초 북한은 미국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던 중국이 총족시
켜주기 어려운 안보문제에 주목하고 있었다. 북한은 1982년 여름 이래
한미일 동맹체계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하는 등 한미
일 동맹으로부터 강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북한 스스
로가 아웅산테러로 미국의 강도 높은 대북억지태세를 초래하기도 했다.
아웅산테러

이후

미국은

한반도를

핵심이해관계지역(vital

interest

area)으로 규정함으로써 중동에서 소련의 진출을 방어하는 것처럼 한국
을 방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게 되었던 되었다.394) 북한으로서는 한미
일 동맹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는 중국에게 바라기 어려웠다.
중국의 1978년 대미수교 결정, 대일평화우호조약 체결 이후에 북중관계
는 불편했다.395)
또한 대내적인 경제전략의 차원에서도 북한은 소련과의 협력을 필
요로 하고 있었다.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 7기 3차회의에서 대외경제
협력의 확대를 추진키로 결정한 시점에서 북한은 중국보다는 소련에 매
력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1984년 초 3자회담을 통
한 평화협정 체결방안을 발표한 북한은 대외전략만이 아니라 대내전략의
전환도 지향하게 되었다. 이는 강성산의 총리 임명에 반영되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문제를 풀만큼의 대외경제협력은 기존의 우방관계에
392) 와다 하루키, 2014, p. 205.
393) Ha Yong-Chool, "Soviet Perceptions of Soviet-North Korean Relations," Asian
Survey Vol. 26, No. 5 (May, 1986), pp. 573-590; 오진용, 2004, p. 137.
394) 아웅산 테러 직후인 1984년에 미국은 한반도의 안보전략 상의 위치를 “사활적 이해관계지
역(vital interest area)”, “방위의 제1선(the first line of defense)”로 격상했다. 선종률, “남
한의 군비경쟁 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 69.
395) 염홍길, 1987, p.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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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경제협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했다. 1980년대 초 북한의 경제문제는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 이래
의 채무불이행 문제와 1980년대 초반의 수출부진으로 심각한 외화난에
빠져 있었다. 이는 다시 코크스와 원유 등의 원자재 부족사태를 낳았고,
자재난은 중공업과 농어업, 운송업 부문의 차질 등 전반적 실적부진으로
연결되었다. 그 결과 문제의 근원인 외화난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경제문제의 해소는 중국의 지원을 획득하는 방법으로는 불가능
했다. 1980년 중국은 북한 측에 차관의 상환을 독촉했으며, 석유공급가
격의 인상 등 호혜호리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396) 이처럼 중국의
대북지원의사가 축소된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문제의 해소를 위한 외부지
원을 중국에 바랄 수 없었다. 그에 따라 북한도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대외무역의 확대를 제기하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소련
등 동구권 시장에 대한 접근 등 새로운 무역기회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
고 있었다. 본래 중국의 지원규모는 소련과의 경제협력 규모에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1950년 이래 소련이 북한에서 실시한 경제협력사업은
중국의 대북지원보다 월등히 큰 규모를 보여왔었다.397)
북한의 시각에서 북소관계 개선은 한중관계의 발전을 막는 레버리
지도 될 수 있었다. 미국과 수교를 맺은 중국은 한국정부를 실질적으로
승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1983년 5월 민항기 사건으로 한중
양국 간의 첫 정부 간 협상이 진행되었고, 그 다음달 자오쯔양 총리가
“외교활동에 관하여”를 통해 모든 나라와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며
한중관계의 확대를 시사했던 것이다.398) 거의 같은 때에 한국의 이범석
외무장관도 “북방정책”을 언급하는 등 한국도 중국에 접근하고자 하고
있었다. 비록 중국이 북한의 우려를 받아들여 한중교역의 확대는 자제하
고 있었지만,399) 1984년 1월 자오쯔양 총리의 방미와 4월 레이건 대통
396) 오진용, 2004, p. 77.
397) 오진용, 2004, pp. 36-37.
398) 『人民日报』, 1983년 6월 24일자. 오진용, 2004, p. 92에서 재인용.
399) 북한의 이러한 우려를 중국측은 받아들여, 한중관계의 발전속도를 관리했다. 그에 따라 빠르
게 성장하고 있던 한중교역 규모는 축소되기 시작하여 1982년부터 2년간은 감소세를 보였다.
전재성, “노태우 행정부의 북방정책 결정요인과 이후의 북방정책 변화과정 분석,” 하용출,
2003, p. 35.

- 173 -

령의 방중으로 중국외교의 탈사회주의화는 계속되어 갈 것임은 분명했
다.400) 북한은 중국의 추가적인 대한(對韓) 접근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해
서도 소련과의 관계를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김일성의 1984년 5월 모스크바 방문을 기점으로 북소관계는
대폭적으로 강화되게 된다. 1984년의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은 1961
년 이후 23년만의 일이었다. 1961년 김일성의 방소 이후 1년만에 악화
되었던 북소관계가 1965년 봄에는 정상화되었었지만, 북한은 자주외교
를 천명하고 소련의 대외노선을 추종하는 것은 거부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4년 김일성의 방소는 북소관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것이었다. 김일성과 체르넨코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은 경제협
력협정, 상호군사지원협정,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술 및 설비지원
협정의 3개 주요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나아가 5월 16일 청진에서
특별열차 편으로 출발한 이래 47일 동안 소련과 동구권국가들을 방문하
는 김일성의 순방일정은 『로동신문』을 통해 매일같이 선전되었다.
300명의 당 및 국가대표단을 이끌고 다닌 김일성의 방문일정은 모스크
바 도착과 북소정상회담은 물론, 바르샤바, 베를린, 프라하, 부다페스트,
베오그라드, 소피아, 부커레슈티에서의 일정까지 국내적으로 선전되고
있었던 것이다.401) 김일성 방소기간 중의 합의내용과 국내적 선전의 강
도만으로도 북소관계의 개선이 북한 사회에 준 파장은 컸다. 이후 북한
400) 오진용, 2004, p, 120.
401) 『로동신문』, 1984년 5월 19일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을 인
솔하시고 쏘련을 공식친선방문하기 위하여 청진을 출발하시였다”; 『로동신문』, 1984년 5월
23일자, “조쏘친선의 력사에서 획기적인 사변”; 『로동신문』, 1984년 5월 24일자, “조선로동
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및국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쏘련의 수도 모스크바에 도착하시였다”; 『로동신문』, 1984년
5월 25일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꼰쓰딴찐 우쓰찌노비치 체르넨꼬동지 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로동신문』, 1984년 5월 26일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꼰쓰딴찐 우쓰찌노비
치 체르넨꼬동지 사이의 단독회담이 있었다”; 『로동신문』, 1984년 5월 27일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쏘련공
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쏘련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까. 우. 체르넨고 동지가
뜨겁게 전송하였다”; 『로동신문』, 1984년 6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및국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 도착하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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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앞선 시기와 달리 8.15 해방과 관련하여 소련의 기여도 인정하는 태
도까지 보이며, 북소 간의 우의를 사회적으로도 확대하고자 했다. 1984
년부터 수년간 『로동신문』은 8.15 기념사설에서 소련의 “해방자”로서
의 역할을 인정했다.402)
1984년 7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린 노동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9
차 전원회의는 김일성의 방소성과를 총화하며, 핵전쟁의 문제에 대한 소
련의 인식과 노선을 대외노선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403) 제6기 제9차
전원회의의 중심적인 토의의제는 김일성과 당 및 국가대표단의 소련 및
동구권 순방결과였다. 전원회의가 청진에서 개최된 것 역시 폭넓은 정책
변화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고려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닷새 전 김
일성이 전용열차를 타고 시민들의 대대적인 환호 속에 청진에 도착하면
서, 청진은 김일성의 순방에 대한 화려한 선전으로 뒤덮혀 있었던 것이
다.404) 전원회의 보도는 그 대부분의 내용을 순방결과의 총화에 할애하
고 있었는데, 김일성이 직접 발표한 순방결과를 토대로 “우리 당 대외정
책 관철에서 나서는 금후과업”이 토의되었다. 이 토의의 결과에 따라서,
전원회의는 사회주의권과의 양자협력 확대는 물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402) 『로동신문』의 1984년 8.15 기념사설에서 소련의 한민족 독립에 대한 기여가 1950년대와
같이 다시 제시되기 시작했다. 1984년 8.15 기념사설은 “일제식민지통치로부터 조선의 해방은
우리 인민이 영웅적쏘련군대와 함께 싸워 이룩한 승리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로동신문』,
1984년 8월 15일자, “8.15 해방 39돐”; 염홍길, “최근 10년간(’76.7-’86.6) 북한의 대내․외정
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노동신문 사설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1(2)
(서울: 한국정치학회, 1987), pp. 291-312.
403) 『로동신문』, 1984년 7월 10일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9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404) 김일성이 7월 1일 평양에 도착하자 『로동신문』은 방문기간의 주요 일정을 1면과 2면에
보도함과 함께 방문성과를 총 6면에 걸쳐 게재했고, 이어서 7월 2일에도 김일성 방소성과는
선전되었다. 『로동신문』, 1984년 7월 1일자, “<사설> 친선단결의 력사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획기적사변”; 『로동신문』, 1984년 7월 1일자, “<정론> 강산에 넘치는 민족의 환희”;
『로동신문』, 1984년 7월 1일자, “<수필> 우리 수령님 오신다”; 『로동신문』, 1984년 7월
2일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및국가대표단을 인솔하시여 쏘련 및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공식친선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시였다”; 『로동신문』, 1984년 7월 2일자, “강산에
울려퍼지는 감격과 기쁨의 환호성”; 『로동신문』, 1984년 7월 2일자, “<수필> 환호성의 광
장.”;『로동신문』, 1984년 7월 2일자, “강산에 울려퍼지는 감격과 기쁨의 환호성-외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40여리 연도에서 30여만 청진시민들이 열광적으
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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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단결” 강화, 북소관계 격상의 방침을 확인했다. 북한이 이 제6기 제
9차 전원회의를 통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할 데 대한
공동의 염원과 결의”에 더해, “조쏘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발
전”시키는 방향을 확인한 것은, 북한이 소련의 “국제 공산주의운동”에
참여하겠다는 바를 표명한 것이기도 했다. 소련이 대외노선에서 중심적
의제로 핵전쟁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북한에게 대소협력의 확대는 핵
전쟁 문제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수정해야 하는 중대한 정책사안이었다.
전원회의는 그러한 핵이념 변화의 필요성을 수용했다. 전원회의는 핵전
쟁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김일성의 소련 및 동구권 순방결과를 반영
하여 조정했던 것이다. 전원회의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당 및 국가대
표단이 순방기간 동안 1983년 1월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프라하정치선언
을 “높이 평가하고 굳은 연대성을 표시”한 것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한
다고 평가했다. 프라하정치선언은 핵무기 동결, 군감, 비핵지대 창설 및
화학무기금지 등이 담겨 있었는데, 핵전쟁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소련
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었다. 계급투쟁의 최종단계를 의미하기에 사회주
의 국가들 간에서 지속적으로 이론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핵전쟁 문
제에 대해, 전원회의가 북한이 김일성의 방소결과를 총화하여 노동당의
이론적 시각을 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405)
̇̇̇̇위험은
̇̇̇매우
̇̇크지만
̇̇̇
“오늘 세계정세가 긴장하고 핵전쟁의
̇̇̇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 사회주의는 평화의 위력
전쟁은
한 성채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략
과 전쟁도발책동도 능히 타승할수 있는 위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세계의 평화애호력량은 제국주의침략세력에 비할바없
이 우세하다.”

405) 스즈키 마사유키(鐸木昌之)는 북한이 이 당시 자본주의 필망론, 사회주의 필승론을 수정했다
고 언급했다. 鐸木昌之, 『北朝鮮 : 社會主義と傳統の共鳴』(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2), pp.
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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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북한이 전쟁가피론을 제한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했
다. 전원회의가 “전쟁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은
북한이 1960년대 초엽 이래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온 - 1956년
20차 소련공산당 대회에서 흐루쇼프가 평화공존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제시한 - 전쟁가피론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었다. 흐루쇼프가 자본주
의가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쟁은 필연적으로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라며 전쟁가피론을 제시한지 약 30년만의 변화였다.406) 중국
역시 1982년경 향후 수십년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덩샤오핑
의 발언에 따라 전쟁가피론이 도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념적 변화의
조류에 북한도 1984년 김일성의 방소를 기점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다만, 이 시기 북한이 소련의 핵전쟁 문제에 대한 입장에 합의한
것 역시 1957년 모스크바 선언에 대한 중소 간 합의와 같이 향후의 이
견 가능성은 남겨져 있었다. 1957년 중국과 소련은 논쟁 끝에 핵전쟁위
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모스크바 선언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중국의 입장
에 따라 핵전쟁위험의 방지는 오로지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84년 7월 북한도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1984년 7월 전원회의
보도는 제국주의가 가진 “침략적 야망” 때문에 “모든 곳에서 제국주의자
들에게 단호한 타격을 가하여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
었던 것이다. 또한 전원회의는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프라하정치선언을 지
지한 대표단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했다고 했으면서도, 국제공산
주의 운동이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핵군비경쟁 저지, 군비철폐, 비핵․평
화지대 창설, 세계의 자주화 등을 제시했다. 북한의 언급에서는 프라하
정치선언의 내용(핵무기동결, 군축, 비핵지대 등)과 미묘하게 다른 목표
가 제시되었던 것이었다. 즉, 북한은 전쟁가피론에 입각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수단이나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소련과 다소 상이한 입장을 가지
406) G. F. 허드슨 외, 2004,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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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었던 것이다.
6기 9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소련의 핵외교 노선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직후 “<개관>”에는 “핵군축” 언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도표-4-3>). 1984년 6월의 “<개관>”에서는 반핵운동 조직의 하나로
“핵군축위원회”가 제시되었다. 북한이 핵무기금지를 옹호하는 시각에서
반핵운동을 지지해왔다는 점에서, “핵군축위원회”가 반핵운동단체로 제
시된 것은 북한이 핵군축을 정당한 대외노선으로 지지하게 되었음을 의
미했다. 오랫동안 북한이 핵군축을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이는 획기적인
변화였다. 그래서인지 “핵군축” 언표는 한동안 사용되지 않았지만, 1985
년 12월 “<개관>”에 다시 등장하면서 북한의 변화된 당론을 증명했다.
1985년 12월 “<개관>”은 “제반 사실은 미국이 핵전쟁위험제거와 핵군
축실현에는 하등의 관심도 없고 오직 핵전쟁준비와 핵군비경쟁의 길로만
줄달음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라며 핵군축 불응을 이유로
미국을 비난하는 한편, “12월의 사실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핵군축을 실
현하며 평화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높은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이 핵군축에 대한 지지를 기초로 직접적
으로 미국을 비난하는 논의를 보이는 수준까지 소련의 핵외교에 대한 지
지를 강화시켰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도표-4-3> “<개관>”의 “핵군축” 언표의 언급 추이(1983~1996)

아울러 핵전쟁문제에 대한 전쟁가피론이 1984년 7월 6기 9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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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를 통해 승인됨에 따라 “핵전쟁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테제
가 “<개관>”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도표-4-4>).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핵전쟁위험의 방지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전쟁가피론이 도입된
다음에야 핵전쟁위험 방지문제가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다. 6기 9
차 전원회의로부터 2~3개월 뒤, 1984년 9월 “<개관>”은 “9월에 새 세
̇̇̇̇위험을
̇̇̇막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계전쟁위험 특히 핵전쟁의
인민들의 투쟁이 아세아와 구라파, 중미주, 중동, 남태평양 지역 등 세계
도처에서 세차게 벌어졌다.”라는 주장을 제시했다.407) 이는 핵전쟁 문제
를 “핵전쟁의 위험”의 문제로 파악하고, 그 방지를 강조한 것으로서,
“핵전쟁위험 방지”의 언표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었다. 그에 앞서서도 6
기 9차 전원회의를 며칠 앞둔 시점에 발표된 1984년 7월 3일자 『로동
신문』의 “<개관>”도 “핵전쟁을 막고 세계평화를 유지하는것은 세계인
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라고 논의했다. 이는 아직 “핵전쟁의 위험”이라
는 표현을 명확히 수반하지는 않았지만 핵전쟁 방지의 과제는 제기한 것
으로써, 핵무기금지 담론이 수정주의 계열의 핵전쟁방지담론의 주장으로
발전해가는 과도기적 형태를 담은 것이었다. 이러한 복선을 바탕으로, 2
달 뒤에는 1984년 9월부터 핵전쟁위험 방지의 언표는 명확한 형태로 나
타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핵전쟁위험 방지 언표는 아래 도
표에서 보듯이 1986년대 3/4분기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 뒤
1988년부터 1991년 상반기까지 핵전쟁위험 방지의 언표는 “<개관>”에
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1991년 하반기부터 다시 등장하여 1992년
말까지 연속적인 양상으로 출현했다. 한중수교로 인해 한반도 외부의 냉
전구도가 약화된 뒤에도 “<개관>”에는 핵전쟁위험 방지 언표가 1996년
1/4분기까지 나타났다.

407) 『로동신문』, 1984년 7월 3일자, “인민들은 핵참화를 용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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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4-4>

“<개관>”의

“핵전쟁위험

방지”

언표의

언급

추이

(1983~2013)

한편, 1984년 7월 6기 9차 전원회의에서 북소관계 강화의 방침이
결정된 이후, 1985년 12월에는 소련의 “핵실험 동결”을 지지한다는 내
용의 언표가 “<개관>”에 등장했다(<도표-4-5>). 1985년 12월의 “<개
관>”은 소련의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408)
“아는바와 같이 쏘련은 핵군비경쟁을 중지시키며 핵무기의
증강과 완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난 8월초에 모든 종류의
핵폭발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미국도 그에 호응해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쏘련이 제기한 기한은 1986년 1월 1일까지이
다.”
이것은 고르바초프가 그해 7월 31일 발표한 핵실험동결 조치도
북한이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985년 7월 31일의 핵
408) 『로동신문』, 1985년 12월 31일자, “높아가는 열망, 로골적인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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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모라토리엄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고르바초프는 1985년 8월 6일
부터 연말까지 핵실험을 동결한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에서 고르바초프
는 미국이 상응조치를 한다면 핵실험 동결을 1986년 1월 1일까지의 기
한을 넘겨 연장하겠다고 덧붙였었다. 1985년 12월 “<개관>”에서 “핵실
험동결” 언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1985년 중반에 발표된 소
련의 핵실험 동결 조치를 뒤늦게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바를 보여주는 것
이었다.
<도표-4-5> “<개관>”의 “핵실험 동결” 언표의 언급 추이(1983~2013)

혹시 이러한 1985년 12월 “<개관>”의 언급이 단순한 현상의 반
영이 아니었을까? 우선, “<개관>”에서 제시된 관련 “핵시험동결” 언표
의 형태는 핵담론의 전범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서 과거로부터 반복되는
언표라고 볼 수 있다. 1985년 12월의 “<개관>”에서 제시된 소련이 “모
든 종류의 핵시험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기로 했다는 언급은 흐루쇼프 시
대의 핵실험동결 조치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던 자신들의 1958년 4월
10일 정부성명의 당시 표현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이었다. 1958년 4
월 10일부 북한의 정부성명에서도 소련의 핵실험 모라토리엄은 "모든
종류의 원자 및 수소 무기의 시험을 일방적으로 중지"한 행위로 규정되
었다. 그러한 규정으로부터 1958년 정부성명은 소련의 핵실험 모라토리
엄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공고화하는 위업에 새로운 커다란 기여”라며,
소련의 조치를 찬동했다.409) 즉, 1985년 12월의 소련의 “핵실험 동결”
을 지지한다는 언급은 27년 전인 1958년의 것과 같이 핵우산 제공국가
의 핵전쟁방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언표였던 것이다. 또한 고
409) 『로동신문』, 1958년 4월 11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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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바초프 서기장의 핵실험 모라토리엄 발표를 전후한 1985년 7~8월의
“<개관>”에는 소련의 핵실험 동결 조치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반면, 핵
실험동결의 종료를 앞둔 1985년 12월에 들어와서야 이 문제가 언급되
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이 소련의 핵실험동결 조치가
끝날 즈음에야 소련의 대북원조 공약을 제공받음과 함께 핵실험동결 조
치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바를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1985년 12월
“<개관>”에서 제시된 “핵폭발 동결”에 대한 언급은 단순한 현상의 반영
이 아니라 정책적 방향의 표현인 핵담론의 언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1985년 12월에 “핵실험동결” 언표가 당론화된 배경은 북소관계의
확대에 있었다. 1985년 말에 이르면 북소관계는 최고조에 진입하기 직
전에 있었던 것이다. 1986년 한해 동안 북소간의 관계는 역대 최상이라
고 할만큼 군사부문을 포함한 전면적 협조관계에 들어섰다. 이것이 북한
으로 하여금 “핵실험동결” 조치도 지지할만한 대상으로 상정하게 한 것
이다. 1985년 12월 강성산 총리의 방소기간 중 소련은 북한 측에 역대
최대규모의 5년단위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410) 1985년 12월 26일
니콜라이 리즈코프(Nikolai Ryzhkov) 수상과 강성산 총리는 ‘경제 및 기
술적 협조에 관한 협정’도 체결했다.411) 무엇보다 강성산의 방소 직전
북한이 NPT 가입서류를 소련 측에 기탁함으로써(1985. 12. 12) 북소
간의 경수로건설 계약도 체결되었다(1985. 12. 26). 이처럼 1985년 말
부터 북소 간의 상호협력이 확대된 결과로 북한은 흐루쇼프의 잔영이 남
아 있는 “핵실험동결”의 언표마저도 국가적으로 지지할 정책으로 수용했
다. 소련과 함께 대외정책 부문에서 ‘공동보조’를 맞춘 것이다.
“핵실험동결” 언표의 등장과 강화의 시점에서 북한은 국제적 비확
산공약을 맺고 의무를 수용하는 정책을 전개했다. 즉, “핵실험동결” 언
표의 등장과 강화가 북한의 NPT 가입, 비핵정책의 대내외 선전으로 표
현되었던 것이다. <도표-4-5>에서 보듯이, “핵실험동결” 언표가 제시되
410) 오진용, 2004, pp. 159-161.
411) 『로동신문』, 1985년 12월 28일자, “우리 나라 정부와 쏘련 정부사이의 경제 및 기술적
협조에 관한 협정과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서 경제적기술협조를 할데 대한 협정 모스크바
에서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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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시기는 1985년 말과 1986년 3/4분기, 그리고 1992년 여름(7월)이
었다. 이 가운데 1985년 말에 “핵실험동결” 언표가 등장했던 시기는, 주
지하듯이, 평양이 경수로의 대가로 NPT 가입을 결정했던 때였다. 그리
고 1986년 3/4분기는 북한이 자신들은 한반도의 핵전쟁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던 때였다. 북한이 한반도비핵지
대 창설 제안을 내놓은 직후였던 것이다. 보다 자세히는, 1986년 3/4분
기 중에 “핵실험동결” 언표가 “<개관>”에 등장했던 때는 1986년 8월과
9월이었는데, 당시 북한은 8월의 비동맹운동 정상회의(1986. 8. 26~9.
7, 짐바브웨), 9월의 “비핵,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회의”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비핵지대의 창설 등 자신들의 비핵정책을 지지해줄 것을 참가국들
에게 호소하고 있었다.412) 북한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국제평화 증진 노
력을 호소함으로써 서울올림픽 공동개최에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
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개관>”에 “핵실험 동결” 언표가 다시금 사용
된 1992년 7월 역시 북한이 비핵화공약을 유지하는 정책을 전개할 시기
에 해당한다. 1992년 7월은 북한이 IAEA의 현장사찰을 두번째로 수검
받은 때이며, 아직 IAEA가 북한의 핵물질 재처리 의혹을 제기하기 이전
이었던 것이다. IAEA는 1992년 9월의 3차 현장사찰을 마친 뒤 5, 7, 9
월의 1, 2, 3차 사찰결과를 종합하여 북한의 핵활동과 관련된 의혹을 제
기하게 된다.413)
3) 1987년 7월 정부성명과 군축제안 언표의 승인
1987년 초반까지 북한은 평화공존노선을 추구하는 소련과 궤를
같이 하는 대외전략을 추구하고 있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지도부는 미
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
412) Dae-Sook Suh, 1987, p. 60; 김일성 저작집 40권,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인류앞에 나선 초미의 과제(1986년 9월 6일, 조선반도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회의
에 참가한 대표들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한 연설),"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40』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4), pp. pp. 168-175.
413) 1992년 11월 말에는 IAEA의 자체분석만으로도 북한이 재처리를 1989~1991년 사이 최소
3차례 진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Michael J. Mazarr, North Korea and the
Bomb: a case study in nonprolifer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pp.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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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1986년 10월 방소 시 소련의 대규모 경제․군사원조를 확약받은 바
탕에서, 아직 북한은 대남정책에 있어 모스크바와 보조를 맞추고 있었던
것이다.414) 고르바초프 역시 김일성을 맞아 한반도의 미국 핵무기를 비
판하고, 한미, 미일 군사동맹을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들에 대한 현실적
인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김일성의 비위를 맞추어 주고 있었다. 또한 고
르바초프는 체르넨코 시기 약속되었던 대북원조 공약을 넘어 군사원조를
실행했다. 북한에 미그 23기 등 최신식의 군사장비를 제공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북한은 고르바초프의 단계적 군축선언(1986. 1. 15)과 신사고
외교에 부응하면서 1986년 말~1987년 초 대남 평화공세를 강화했
다.415) 특히, 최고인민회의 기간 중인 1986년 12월 30일 시정연설을 통
해 김일성은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는 남북한
간의 상호비방 중단, 교류협력 강화 등 정치적 의제는 물론, 군축, 군비
경쟁 중지,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 설치,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중
립국감독위원회 권한의 강화 등 군사적 문제를 총리급회담 안에서 포괄
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1987년 1월 11일에는 남북고위급 정치군
사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접촉도 공식 제안했다. 북한은 4월 경 남측의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접촉요구를 철회하기까지, 한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양보를 거듭했다.416)
적십자회담․경제회담의 개최, 금강산댐 건설문제의 남북고위급 정치군사
회담 의제화 등 한국측의 거듭되는 요구를 수용하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
었던 것이다.417)
또한 1987년 중반에 들어서면 북소관계는 약화되기 시작했지만,
414) 오진용, 2004, pp. 172-173.
415) 고르바초프는 신사고 개념을 1986년 2월 27차 소련공산당 대회에서 제시했다. 미하일 고르
바초프 저, 이기동 역, 『선택: 미하일 고르바초프 최후의 자서전』(서울: 프리뷰, 2013), p.
326.
416) 『로동신문』, 1987년 4월 14일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390호”; 『로동신
문』, 1987년 4월 30일자, “대화를 거부하고 대결과 전쟁, 파쑈와 분렬에로 나가는 남조선괴
뢰도당을 폭로단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
일위원회 련합회의 진행).”
417) B. C. Koh, “North Korea in 1987: Launching a New Seven-Year Plan,” Asian Survey
28(1) (1988),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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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었다. 앞서 북한이 1986
년 말 이후 끈질기게 요구하던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개최방안을
1987년 4월에 철회한 것은 북소관계가 약화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북한은 북중관계의 강화를 추진했다. 김일성은 1987년 5월 베
이징을 방문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한 접근으로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등거리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단, 북소관계가 약화된 결과 북한의
대외노선이 급격한 방식으로 변경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가능성
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기존 평화공세의 연장선에서 적대국과의 협상을
고려했다. 같은 시기에 북미대화의 가능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1987
년 7월 미국측은 예외적으로 북한을 정식 국호(DPRK)로 지칭했다. 글래
스턴 시규어(Glaston Sigure)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에게 IOC의 서울올
림픽 공동개최 방안을 수용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라고 촉구하면서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제기했던 것이다. 이미 1987년 3월부터 대북접촉허용
방침이 외교관들에게 하달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외교관들은 중
립적 행사라면 북한외교관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북미관
계에도 해빙의 조짐이 나타났다.418) 1987년에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
능성이 대두된 이유는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행정부
가 1986년 중간선거의 패배 이후 대공산권 정책을 협상 위주의 전략으
로 변화시켜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87년 봄과 여름 미국이 보여주
고 있는 변화는 북한에게는 전략적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북미 간의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북한 국가정책의 다양한 차원도 북한으로 하여금 연초의
군축주장을 견지하게 했다. 대남관계 차원에서는 1987년 한국의 군비증
강계획에 대한 북한의 우려는 커져가고 있었다. 1987년부터 1992년까
지 서울은 제3차 율곡사업을 통해 군비를 확충해갈 예정이었기 때문이
다. 평양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추세에 맞춰 군사비를 증액할 수 없었으
므로, 남북한 군축제안 등의 대화공세로 한국의 군사력 발전을 견제할
418) B. C. Koh, 1988,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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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평양은 대규모의 군장병을 세계청년학생
축전 등을 위한 건설현장에 투입한 것을 정당화할 명분이 필요했다. 북
한은 서울올림픽의 공동개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체육시설을 대규모
로 건설하고 있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윤기정 재정부장은 “제13차 세계
청년학생축전 준비와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를 조선의 북과 남이 공동
으로 주최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수행할 것이라며, 260여 개에 달하
는 체육․문화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세계청년
학생 축전과 1988년도 올림픽을 위한 체육시설 건설현장에는 군장병이
대규모로 동원되었다. 대남 군사력 균형도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장
병의 대규모 건설현장 동원은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다. 그 때문
에 “평화위업”을 위한 군축은 군의 대규모 동원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으로서 필요했다.419) 아울러, 북한은 군축제안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우호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다. 중국은 1985년에서 1988년
까지 100만 명의 군인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있었다. 이 조치는 내부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5년 9월의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덩
샤오핑의 결단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420) 북한의 군축제안은 대중외교
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려에서 북한은 1987년 7월 23일 정부성명을 통해 한반
도 핵전쟁위험을 감소시키기기 위한 대책으로 대규모 군축제안을 제기했
다.421) 이 정부성명은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상태가 한반도의 핵전쟁위
험을 낳는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자신들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도 불
구하고 남북간의 “대치상태는 날을 따라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라도 조선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
나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위험한 단계”의 정세가 조성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성명은 자신들이 군사적 대치상태를 완화하
419) 『로동신문』, 1987년 4월 23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86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
과 1987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420) Ezra F. Vogel, Deng Xiaoping and the Transformation of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 717.
421) 『로동신문』, 1987년 7월 23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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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과거부터 노력해왔다며, 군비증강 중지, “북과 남의 군대를 10
만 또는 그 이하로 줄일 데 대한 문제”, 3자회담 개최, 최근의 남북고위
급정치군사회담 개최 제안까지의 일련의 노력이 그에 해당한다고 부연했
다. 그리고 그 정부성명은 대규모 군축제안을 발표했다. 정부성명은
“1956년에 8만 명의 병력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였으며 1986년에는 15
만 명의 병력을 평화적 건설에 동원시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며, 자신들의 군축노력을 상세히 기술했다. 정부성명은 서울올림픽을 1
년 앞둔 당시의 시점에서 한반도 정세는 군사적 대치상태의 격화로 특징
지워진다고 주장하고,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는 오직 완
전한 군축을 실현함으로써만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87년 7월
정부성명에서 북한이 제시한 “대규모적인 단계적 무력축감조치”는 (1)
1988년부터 3단계의 군축을 실시하여 1992년부터 남북한병력을 10만
명으로 제한할 것, (2) 단계적 군축과 함께 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군축완료 시까지 모두 철수할 것, (3) 남북한 군축과정의 상호통지 및
국제적 공표, 중립국감시위원회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4)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 (5) 이상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다국적 군축협상을 중
립국이 ‘방청으로 참가’하는 조건에서 제네바에서 진행할 것 등의 5개항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참고로, 1987년 7월 정부성명의 내용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군
축,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중립국감시위원회의 역할 확대 등은 1986
년 12월 김일성의 시정연설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들이었다. 1986년 12
월 시정연설에서 김일성에 의해 제시된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개최방
안의 군사회담 의제에 군축,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중감위 역할 확
대 등 1987년 7월 정부성명에서 강조된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이점에서 1987년 7월 정부성명의 대규모 군축제안은 1986년 12월 시
정연설의 연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방안의 차이점은 1986년 말의
남북 양자회담에 대한 강조가 1987년 7월 정부성명에서 중립국을 포함
시키는 다국적 회담으로 이동했다는 것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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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4-6> “<개관>”의 “군축제안” 언표의 언급 추이(1983-2013)

위의 <도표-4-6>에서 1987년 7월 정부성명의 군축제안이 제시된
때와 동시에 “<개관>”에서도 “군축제안”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음
을 알 수 있다. “군축제안” 언표가 “<개관>”에 등장한 때도 1987년 7
월이었다. 1987년 7월의 “<개관>”은 “지난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정부는 새로운 대규모군축제안을 내놓았다.”고 소개했던 것이다. 당
시 “<개관>”은 1987년 7월 정부성명의 군축제안이 전세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지는 일본, 미국, 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
다고 풀이했다.422) 이 시기 “군축제안”의 언표가 1987년 7월과 8월에
걸쳐 “<개관>”에 20회나 등장했을 정도로, 당시 군축제안의 정당성은
국내적으로 강조되었다.
그러나 1987년 4/4분기부터 “<개관>”의 “군축제안”에 대한 언급
추이는 급격히 낮아졌는데, 이는 북한이 북미대화를 단념했기 때문이었
다. 서울올림픽의 남북한 공동개최를 위한 협상이 1987년 9월에 최종적
으로 결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직후 북한은 미국이 밝혔던 북미대화
용의도 “두개 조선조작책동”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이 사회주의국
가들을 서울올림픽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북미대화가 가능한 듯이 행동했
다는 것이다. 이후 북한은 서울올림픽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항공 민항기
를 폭파하는 테러를 자행했다. 1987년 10월에 이르면, 북한은 군축논의
를 이용하여 북미대화를 추구할 수 있을만한 전략적 유연성을 상실했던
것이다.
그 이후 북한은 미국의 관계개선 시도에 따라 군축제안을 다시 제
422) 『로동신문』, 1987년 7월 30일자, “평화를 위한 정의의 목소리”; 『로동신문』, 1987년 8
월 30일자, “세계는 우리의 군축제안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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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 시작했지만, “<개관>”의 군축제안 언표는 여전히 낮은 빈도로만
표현되었다. 한국의 북방정책을 토대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신중한
접근(Modest Initiative)”가 1988년 10월 31일 발표되었다. 그러자 북한
은 1988년 11월 7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통일지향, 외군철수, 북남군축, 당사자협상을 내용으로 하
는 평화협정 4원칙”을 제시하고, 군축을 한 축으로 하는 “포괄적 평화방
안”을 제시했다.4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표 4-5>에서 볼 수 있듯이,
1989년 초 “병력축감”, “군축제안” 언표는 “<개관>” 내에서 분기별 1
회의 제한적인 수준으로만 나타났다. 또한 1990년 5월 31일에도 북한은
군축방안을 다시 한번 제시했으나,424) “<개관>”에서 “군축제안에 대한
언급은 1회에 그쳤다.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향후 남북군사
공동위원회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문제”가 협의될 것이라는 바가 합의되었으나, 이 때에도 “<개관>” 상의
“군축제안” 언표의 빈도는 1회에 불과했다. 1980년대 후반 이래 북한의
군축제안이 이처럼 - “<개관>”에서 상응언표가 강화되는 현상이 없이 전술적인 성격을 띄는 데 그쳤다는 점은 북한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합의과정에서도 보여진다. 총리회담에서 북한은 군축 없이 신뢰조성 없
다는 종래의 입장을 유보하고 신뢰조성으로부터 군축을 추구해간다는 한
국측의 입장을 수용했다.425) 남북기본합의서 문안확정 이후 북한 당국도
이러한 합의에 대하여 별도의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군축방안을 관철
시키는 데 대한 북한 당국의 정치적 의지가 강하지 않았던 것이다.

3. 비동맹외교 강화와 핵무기금지 담론의 당론화
423) “포괄적 평화방안”에서 군축 이외의 다른 한 축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의 완화였다.
정치군사적 대결의 완화방안은 남북간 상호비방 중지, 교류협력과 함께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화,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상호 직통전화 개설, 남북고위급정치군사회담의 개최를 내용으로 하
였다. 『로동신문』, 1988년 11월 8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
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련합회의에 관한 보도.”
424) 『로동신문』, 1990년 6월 2일자,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
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하여 -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425) 유재갑, “남북한 군비통제안의 비교와 대안적 접근,” 『한국정치학회보』 29(4) (1996), p.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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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에는 최고조에 이른 북소관계에 따라서 한반도핵문제에 대
해서도 북소양국은 동일한 기조의 정책을 추구했다. 1986년 1월 19일부
터

23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에두아르드

세바르드나제(Eudard

Shevardnadze) 외상은 김정일을 모스크바에 초청한다는 고르바초프 서
기장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 이는 북한의 오랜 바램을 충족시켜주
는 것이었다.426) 그에 따라 북소 간의 협력관계가 최고 수준에 도달했
고, 북소 양국은 공동의 대외노선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1986년 1월
23일 세바르드나제 외상과 김영남 외교부장이 북한은 소련과 국제문제
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상 간의 정기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
표했던 것이다.427)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은 소련의 대외정책에 대한 지
지를 분명히 밝혔다. 1986년 2월의 27차 소련공산당대회 정치보고는
“평화공존이 우리의 정치노선이며 소련은 이 노선을 견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고,428) 북한이 보낸 제27차 소련공산당 대회 축하문은 소
련의 핵실험 모라토리엄과 제네바 미소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입장 등 소련의 외교정책을 지지함과 동시에 북소 간의 “친선
과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1986년 연중 소련의 대
외노선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한반도비핵지대 창설 방안을 1986년 6월
정부성명을 통해 제시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도 1986년 7월 28일의 블
라디보스톡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한반도비핵화 방안을 지지했다.429) 북한
은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을 한반도 핵문제에도 적용시킴으로써 북소 간의
“단결과 연합”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한반도비핵지대 설치 방안을 주장한 때는 비동맹외
교를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할 시점이었다. 서울올림픽 남북한공동개최
문제에서 비동맹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올림픽의
남북한 공동개최가 북한과 IOC 간에 논의되고 있었다. 북한은 최종적으
로 8개 경기종목을 주최할 권리를 요구했으나, IOC 측은 2개 경기종목
426) 오진용, 2004, pp. 166-167.
427) 오진용, 2004, pp. 168-169.
428) 동아일보사, 『사회주의 대변혁 핵심문헌 50선(신동아 1991년 1월호 별책부록)』(서울: 동
아일보사, 1991), p. 37.
429) 동아일보사, 1991,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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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해 1~2개 경기만을 북측이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의
입장차는 현저했다. 그 때문에 북한은 공동개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
방국들이 올림픽에 불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IOC를 압박해야 했다. 소련
은 이미 서울올림픽에 참가한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었다. 1986년 1월
세바르드나제 외상은 평양 방문기간 중 소련은 금번 올림픽에 참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던 것이다.430) 그에 따라 북한은 서울올림픽 공
동개최에 대한 협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비동맹외교에 주력하고 있었다.
평양은 비동맹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의 “핵전쟁위험” 문
제를 선정했다. 북한과 비동맹운동 간의 반핵연대로 상호 간의 단결을
강화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특히, 김일성은 1986년 6월 20
일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중앙인민위원회 연합회의에서 인류적
과제로 “핵전쟁위험” 문제를 꼽고, “인류 앞의 초미의 문제”인 핵전쟁위
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동맹운동 내에서 비핵지대 창설 운동을 확
대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431) 북한이 핵전쟁위험의 해소 문제를 제기한
의도가 비동맹외교를 확대시키려 한 데 있다는 점은 한반도비핵지대 창
설 제안이 발표된 시점에서도 알 수 있다. 한반도비핵지대 창설 제안이
발표된 1986년 6월 23일에 아프리카통일기구 의장인 압두 디우프
(Abdou Diouf) 세네갈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는 중이었다. 제8차 비동
맹운동 정상회의도 두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432)
1986년 6월 23일 북한의 정부성명은 세계적인 “반전반핵운동”의
일환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 방안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지지
를 규합하고자 했던 것이다.433) 정부성명은 “국제평화의 해인 올해가 지
구상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기를 열망하면서 반전반핵평화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며,
“반핵반전운동”을 핵전쟁위험의 제거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제시했다. 그

430) 오버도퍼, 2014, p. 286.
431)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1986. 6. 20,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조선민
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련합회의에서 한 결론),"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
집 40』(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4), pp. 124-156.
432) Dae-Sook Suh, 1987, p. 60.
433) 『로동신문』, 1986년 6월 24일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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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세계적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짙은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 강
조했다.434) 한반도가 나토보다 핵무기배치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미국의
핵무기가 1,000여기 이상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은 곧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도 강조되었다. 이로부
터 정부성명은 한반도발 핵전쟁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조선반도를 핵무
기, 핵기지가 없는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역설했다. 이 한반도 비핵지대화 방안은 아래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
이, 사회주의국가들과 비동맹국가들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지
지를 형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 세계 모든 진보적인
나라 정부들과 정당, 사회단체들, 국제기구들과 국제민주단
체들, 반제평화애호인민들과 투쟁조직들, 각국의 평화애호인
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변
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해주며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고 핵기지를 철폐하
기 위한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이때 북한이 제기한 한반도 비핵지대화 방안은 남북한의 관할지역
내의 핵무기의 통과도 일체 금지했다는 점에서 한국이나 미국이 받아들
일 가능성이 낮은 것이었다. 1986년 6월 정부성명은 북한이 핵무기의
시험, 생산, 저장, 반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약과 함께, 외국군의 핵
무기 기지 설치, 핵무기 통과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남
미의 틀라텔롤코(Tlatelolco) 조약, 남태평양의 라로통가(Rarotonga) 조
약 등 비핵지대 설치조약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핵무기 통
과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435) 기존의 비핵지대 조약들
434) 아울러 북한 내부적으로는, 1986년 신년사에서부터 한반도의 “핵전쟁위험”이 재강조되고 있
었다. 6월 23일 정부성명의 한반도핵문제 언급 역시 그 연장선 상에 놓여져 있던 것이기도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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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핵무기 통과 금지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군함의 무해통항권 등
기존 국제규범에 배치될 수 있다는 것과436) 미국 등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핵보유국이 해당 조항에 협
조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때문이었음을 감안한다면,437) 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1986년 한반도비핵지대 창설 주장은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1986년 정부성명은 국제사회
에서 한국과 미국을 고립시키는 평화공세에 보다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6년 6월 정부성명은 북한 핵정책의 역사에
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행위였다. 북한이 자신에 대한 비핵지대 창설방
안 가운데 처음으로 한반도 범위에 대한 비핵지대 창설을 제안했기 때문
이다. 그만큼 앞선 제안들과 구별되는 비핵지대 창설에 대한 평양의 강
한 의지가 담겼던 전략적 행위였던 것이다. 1980년 10월 10일 개최된
6차 당대회에서도 한반도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제
시되었었지만, 기실 이것은 제안이라기보다 고려연방공화국의 대외노선
에 대한 가상적인 공약이었다.438) 6차 당대회 보고의 관련 내용은 미래
의 고려연방공화국이 외국군의 주둔과 핵무기의 생산, 반입, 사용을 불
허하고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지대, 비핵지대”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선
언이었던 것이다. 또한 1981년 3월 16일 북한 노동당과 일본사회당이
합의한 “동북아세아지역 비핵, 평화지대창설에 관한 공동선언”도 비핵․평
화지대가 설치될 범위를 한반도로 특정하지 않고 있었다. 공동선언에서
비핵지대의 대상지역은 “조선과 일본 및 그 주변해역”이었다.439)
435) 박희권, 『한반도의 비핵화』(서울: 경세원, 1992), p. 89.
436) 유엔 해양법협약 17조는 군함에 대해서도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침해
하지 않는 한” 선박들이 각국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right of
innocent passage)을 인정하고 있다.
437) 미국 등 ‘NCND' 정책을 채택한 나라들은 군함의 핵무기 非배비 사실도 밝히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들 나라는 한반도 비핵지대 방안의 핵무기통과 금지 조항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
박희권, 1992, pp. 161-183.
438) 『로동신문』, 1980년 10월 11일자,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
화보고 –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일성.”
439) 『로동신문』, 1981년 3월 11일자, “조선로동당과 일본사회당 사이의 동북아세아지역 비핵,
평화지대창설에 관한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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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4-7>

“<개관>”의

‘한반도비핵지대’

언표의

언급

추이

(1983-1999)

위 <도표-4-7>에서 볼 수 있듯이, 1986년 6월 정부성명을 기점
으로 “<개관>”에 한반도비핵지대 언표가 등장했다. 1986년 7월의 “<개
관>”은 “알려진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6월 23일 성
명을 발표하여 조선반도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새로운
평화제안을 내놓았다.”고 언급하면서, ‘정세개관’ 차원에서 한반도에 대
한 비핵지대 설치 문제를 처음 논의했다.440) 특히, “조선반도비핵지대”
언표는 그것이 “<개관>”에 나타난 직후인 1986년 3/4분기에서 가장 높
은 수준으로 사용되었다. 이 시기의 특성은 1986년 8월 말의 비동맹운
동 정상회의, 9월 초의 “비핵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회의” 등 북한의 “반
핵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가 활발히 전개되었다는 데 있다.
그 뒤로 한반도비핵지대 언표가 1991년 전반기까지는 거의 나타
나지 않았다는 점은 서울올림픽 공동개최 문제에 대한 외교가 이 언표의
당론화 배경이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북한이 짐바브웨에서 1986년
8월말부터 9월초까지 개최되었던 8차 비동맹운동 정상회담에서 비동맹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한반도비핵화 언표에 대한
강조도 단기적이었던 것이다. 북한은 1987년 7월 외교부 성명과 1989
440) 『로동신문』, 1986년 7월 31일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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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1월 한반도비핵화 방안 등을 통해 대외적 차원에서 한반도비핵지대
창설 방안을 재발표했지만, “<개관>”에서 한반도비핵화 언표는 출현되
지 않았다. 1991년 여름까지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 제안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소극적이었다고 하겠다. 이로부터 1980년대 한반도비핵지대
창설 정책의 배경은 미국의 핵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서울올림픽 공동개최
협상에 대한 우방국들의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한편, 1990년대 들어 한반도비핵화 언표가 다시 강화되어 간 궤적
은 핵무기금지 정책으로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반영한다(<도표-4-7> 참조). “<개관>” 상에서 한반도비핵화 언표는
1991년 다시 강화되어 최다 빈도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 1993년 말까
지 지속적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1994년 말에도 두달 연속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 1991년 3/4분기에 한반도비핵화 언표가 크게 강조된 것은
1991년 6월 10일 북한의 한반도 핵위협제거를 위한 동시핵사찰 방안
발표 이후 북한의 북핵문제 해결 노력을 반영했다. 북한은 1991년 7월
30일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서도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제기했던 것이다. 아울러, 그 이후에도 1993년 말까지
‘한반도비핵화’ 언표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 역시 남북한 간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체결(1991. 12. 31) 및 IAEA 안전조치협정 체결(1992.
1. 30), 1992년 연중 IAEA의 핵사찰, 북핵 1차위기 중의 비핵화 주장
등 북한의 핵의혹 해소 노력을 반영했다. 1994년 말에도 한반도비핵화
언표의 빈도가 북핵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강화되었다. 1994년 10
월과 11월의 “개관”에서 연이어 북미 3단계 2차회담과 제네바합의문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언급되었던 것이다.441) 이때
는 물론 제네바합의문이 체결된 시점이었다.

4. 탈냉전과 핵무기금지 담론의 당론화
1991년에 들어서면서 한소수교에 따라 북소관계가 급격히 약화되
면서 북한의 경제문제가 체제위기로까지 확대될 조짐이 나타났다. 한소
441) 『로동신문』, 1994년 10월 30일자, “대화와 협상은 분쟁문제해결의 최선의 방도”; 『로동
신문』, 1994년 11월 30일자, “세계인민들은 완화와 평화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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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1990. 9. 30)을 배경으로 소련은 1991년부터는 북소무역을 경화결
재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1991년 북한의 대소수
출액은 1.7억불로 축소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83%나 감소한 것이었다.
북한의 대소수입액도 1991년 1.76억불에 머물러 1990년에 비교할 때
88% 이상이나 줄어들었다.442) 1984년 김일성의 방소 이래 북한 대외교
역에서 북소간의 교역이 총교역의 50%을 차지할 정도로 팽창되었던 배
경 하에서 북소교역의 급격한 위축은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특
히, 전략물자인 석유수입의 위축은 심각한 에너지난을 초래했다. 1991년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원유량은, 1990년의 대소 원유도입량 44만
톤의 1/10에 불과한 4만톤에 불과했던 것이다. 1990년 수해로 탄광들이
대거 침수되었기 때문에, 1991년 북한은 석탄으로 원유부족분을 대체할
수도 없었다.443)
한소수교 이후 시대에 대비하여 북한은 중국과의 소통을 거쳐 대
외전략의 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의 1990년 9월
2일 방북을 통해 소련 정부의 대한수교 방침을 통보받은지 9일만에, 9
월 11일 김일성은 비밀리에 선양(瀋阳)을 방문하여 중국 측 지도부와 정
상회담을 가졌던 것이다. 소련이 1991년 초에는 한국과 수교를 가지려
고 한다는 세바르드나제 외상의 통보에 북한 김영남 외상이 핵무기를 가
질 수도 있다고 발언하는 등 북한은 한소수교라는 변화에 격렬한 반발을
보였지만, 북한은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발빠르게 나섰다고 하겠
다. 1990년 9월 11일 통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김일성은 장쩌민(江泽
民)에게 소련의 대북지원 중단으로 인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9월 12일
덩샤오핑과의 회담에서는 최대한 한중수교를 연기해줄 것과 한국 유엔단
독가입에 대한 중국의 저지 노력을 요청했다.444) 이 때의 논의과정에서
덩샤오핑은 북한의 기대에 어긋나게도 한중 간의 무역대표부 설치는 미
룰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고,445) (한중수교를 북미, 북일관계를 고려하
442) 한국개발연구원, 1996, p. 150, 152.
443) 서진영, 1993, p. 174; Sang-Woo Rhee, 1992, p. 58.
444) 한국의 유엔단독가입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1989년까지는 한국의 유엔단독가입을 반대한다
는 것이었지만, 1990년에는 남북간 상호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이태
환, “북방정책과 한중관계의 변화,” 하용출 편, 2003,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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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소 늦출수는 있지만) 한중수교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거부할 수
없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김일성에게 언질했다. 덩샤오핑은 북한에게 변
화를 거부하기보다는 남북대화를 본격화하여 북미대화를 이끌어내야 한
다는 구체적인 조언까지 제시하며, 남북한 교차승인의 추구에 북한 대외
전략의 목표를 둘 것을 권고한 것이었다. 이 회담에서 김일성은 중국의
대한 무역대표부 설치 입장에 마침내 동의했고,446) 김일성은 한중수교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전제할 때 국제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탈냉
전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입장변화는 북한
대외노선의 수정으로도 이어져, 김일성의 귀국 후 9월 17일 묘향산에서
열린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는,447) 남북총리급 회담을 통한 ‘남북합의서’
체결, 남북 유엔 동시가입 준비 착수, 북일수교 추진의 가속화 방침이
결정되었다.448)
이렇게 마련된 북한의 탈냉전기 대비 전략은 북일수교협상에서의
논의를 매개로 핵정책 분야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북일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에서 일본측이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핵사찰을 내걸었
기 때문이다. 1991년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도쿄(東京)에서 열렸던 제
2차 북일수교협상 이후 제임스 베이커(James Baker) 미국 국무장관은
공식적으로 나카야마 일본 외무상에게 북일회담에서 일본측이 북한측에
게 핵사찰 문제를 제기해줄 것을 요구했다.449) 그에 따라 1991년 5월
20일부터 22일 사이에 열린 제3차 북일수교협상에서 일본측 대표단은
북한의 IAEA 안전조치협정 체결과 IAEA 사찰의 이행을 북일수교의 전
제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이다.450) 물론 북일 3차협상 이전에도 북일 간에
445) 이미 1990년 9월의 시점에서 한중 간에는 무역대표부 개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
446) 오진용, 2004, pp. 301-305.
447) 같은 날 중국당간부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고, 18일 김일성이 이들을 접견한 것을 보면
묘향산 만경대 혹은 그 주변의 장소에서 노동당 당간부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448) 유원, “탈냉전기 북일수교협상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p.
60-61; 오진용, 2004, p. 306.
449) 유원, 2002, pp. 76-77.
450) 일본은 제3차 북일수교협상에서 북일수교의 전제조건을 북한의 IAEA 가입과 남북대화, 남
북한 유엔동시가입 3가지로 밝혔다. 그 때문에, 북일수교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던 북한은 이
회담 직후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다른 전제조건인 유엔 가입에 대해서
도 북한은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1991년 5월 27
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이다. 유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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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에 대해 1991년 1월 20일에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1차협상에서 전인
철 북한측 협상전권대표는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동시핵사찰이 이루어지
면 IAEA 사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다.451) 이러
한 배경에서 북일국교정상회 3차협상에서 -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한 유
일한 쟁점이었던 - 핵사찰 문제를 일본측이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
로 재강조하자,452) 북한도 역시 핵사찰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동시
핵사찰)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로 북한의
동시핵사찰 방안이 1991년 6월 10일 정당, 단체연합성명 형식으로 발표
된 것이다.453)
교차승인을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해소될 필요가 있던 시점에서 북
한은 1991년 6월 10일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동시핵사찰”로 핵사찰문제를 해소하자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연합성명은 “우리 공화국정부는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
으며 언제든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르는 핵담보협정에 조인할 준비
가 되어있고 핵사찰을 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두번만 천명
하지 않았다”며, IAEA의 핵사찰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바를 전제했
지만, 연합성명은 “문제는 우리 공화국과 아세아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
을 제거하는데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핵사찰 수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미국에 돌렸다. 자신들이 핵사찰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로부
터 연합성명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들에 대한 미국
의 핵위협과 북핵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동시핵사찰” 방안을 제안했다.
연합성명은 “핵사찰을 하려면 핵무기가 없는 우리에 대해서만 하려고 할
pp. 76-79 참조.
451) 와다 하루끼, 2014, pp. 220-222. 이에 앞선 북한의 동시핵사찰 주장은 1990년 11월 16일
에도 제기되었다. 주(駐)유엔 북한대사는 1990년 11월 16일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을 조건
으로 IAEA의 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다. 유성옥, 1996, p. 104.
452) 앞서 평양은 대일청구권의 시기적 범위, 북한의 사법권 범위 등 북일수교를 둘러싼 기타 쟁
점에서 일본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Sang-Woo Rhee, 1992, p. 61.
453) 『로동신문』, 1991년 6월 11일자, “남조선에서의 미국의 핵무기철수는 아세아지역에서 핵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당, 단체 련합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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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남조선에 있는 미국의 핵기지를 공개하고 그에 대한 국제적
사찰을 응당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며,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핵사찰
을 북한의 IAEA 사찰수용 조건으로 내걸었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남북
“동시핵사찰” 요구는 북일교섭의 상대방이었던 일본을 염두에 두었다.
연합성명은 자신들이 핵사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으로 꼽은 미국의
핵위협을 “아세아”에 대한 것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의해 핵피해를 입은 일본은 응당 가장 가까운 남조선에 있는 미
국핵무기의 현실적위험성을 올바로 보아야 할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동시핵사찰” 방안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던 것이다.
1991년 6월 10일 연합성명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핵위협을 제거”
해야 한다는 언표를 제기했다는 것에 있었다. 1991년 연합성명에서 “미
국의 핵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명제는 동시핵사찰의 필요성을 도출한
전제 혹은 명분이었다. 연합성명에서 북한은 NPT조약 상의 핵사찰 의무
를 인정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핵위협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신
들의 핵사찰은 주한미군시설에 대한 사찰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핵위협제거” 언표로부터 동시핵사찰론을 도출했던 것이다. 이처
럼 “핵위협제거” 언표는 북한의 동시핵사찰 요구를 논리적으로 성립시키
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다. 또한 핵위협 제거의 언표는 독자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1991년 6월 10일 연합성명은 핵위협 제거 주장의 근거
로 NPT 조약에 따라 핵보유국에 부과된 비핵국가에 대한 안전보장 의
무를 제시했다. 연합성명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금지하는 것
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라 핵보유국으로서의 미국이 지닌 회피할 수
없는

의무”라고

주장하면서,454)

자신들은 핵위협의

제거를

요구할

454) “Recall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States must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at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e to be promoted with the least
diversion for armaments of the world's human and economic resources(유엔 헌장에 따라
제(諸) 국가는, 그들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여하한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 또는 무력사용을 삼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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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의)비핵성원으로서 지닌 응당한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던 것이다.
1991년 6월 연합성명이 발표됨에 따라 “동시핵사찰” 언표는 그
달의 “<개관>”에 반영되었다(<도표-4-8>). 1991년 6월 “<개관>”은 세
계적 여론이 핵사찰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핵사찰>을
하려면 1,000여개의 핵무기가 배비되여있는 남조선에 있는 미국핵기지
를 공개하고 동시에 핵사찰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여나섰
다.”고 언급했던 것이다.455) 이는 정당, 단체 연합성명이 발표된 직후에
북한의 일상적 당론에 “동시핵사찰” 문제가 당론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했
다.
다만, “동시핵사찰” 언표가 “<개관>” 내에서 유지된 기간은 북핵
1차위기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1년 여에 불과했다. 북핵 1차위기가 일어
남과 함께 “동시핵사찰” 언표의 매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표
-4-8>에서 보듯, 1993년 1월의 언급을 마지막으로 “동시핵사찰”의 언
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 1993년 1월 당시 “<개관>”은 한미 양
국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방침은 동시핵사찰 방안을 막으려는 데 목적
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456) 이처럼 제1차 북핵위기의 발생 직전의 콘
텍스트를 이루는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에 대한 비난과 함께 북한의
“동시핵사찰” 언표가 사라진 것은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를 이
유로 1993년 초 IAEA의 사찰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것과
관련된다. 동시핵사찰론의 전제는 북한이 IAEA 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
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북한이 IAEA 사찰불가 방침을 표
명한 1993년 3월 10일의 NPT 탈퇴선언 다음에는 “동시핵사찰” 언표가
북한의 당론에서 없어지게 된 것이다.
야 하며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확립 및 유지는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의 군비목적에의
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라는 NPT 전문의 내용이 미국도 북
한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가진다는 바를 뜻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NPT 본문 조항(제
1조~제11조)에는 핵보유국의 비핵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비핵국가에 대한 핵보유국의 소극적 안전보장 제공 의무에 북한이 주목한 배경을 NPT
조약이 아닌 미국의 다른 국제적 공약에서 찾을 수도 한다. 1978년 6월 12일 UN 제1차 군축
회의에서 미국은 비핵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 원칙을 천명했었기 때문이다. 유성옥,
1996, p. 237 참조.
455) 『로동신문』, 1991년 6월 30일자, “세계의 주목은 조선반도에 더욱 쏠리고있다.”
456) 『로동신문』, 1993년 1월 31일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들의 분별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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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4-8> “<개관>”의 “동시핵사찰” 언표의 언급 추이(1983~2013)

한편, “핵위협 제거”의 언표 역시, 1991년 6월의 정당, 단체 연합
성명 이후 1991년 6월 혹은 7월부터 “<개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도표-4-9>). “핵위협 제거”의 언표는 1991년 6월에도 간접적으로
“<개관>”에 등장했었다. 1991년 6월 “<개관>”에서는 세계인민들이 북
̇̇̇핵무기
̇̇̇불사용
̇̇̇담보를
̇̇̇요구
̇̇
한의 동시핵사찰 방안을 지지하면서 미국의
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는 “핵위협을 제
거”해야 한다는 “핵위협 제거” 언표의 형태가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
지만, “<개관>”의 핵무기 불사용 담보에 대한 언급을 통해 “핵위협 제
거” 정책방향은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달인 1991년 7월에 “핵
위협 제거” 언표가 “<개관>”에 직접적으로 등장했다. 1991년 7월의
“<개관>”은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인민들”의 주장으로 다
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미국이 있지도 않는 우리의 그 무슨 <핵무기개발>에 대
하여 떠들어대면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핵사찰을 강요하고있
̇̇̇̇̇̇핵위협을
̇̇̇̇제̇
는 오만무례한 행위를 규탄하면서 조선반도에서
하려면 <북에 대한 사찰>과 함께 미국이 <응당 남조선에
거̇
있는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이어 1991년 8월과 9월에도 “핵위협 제거” 언표가 “<개관>”에
서 언급되었다.457) 네팔에서 열린 국제회의가 한반도비핵화와 핵위협제
457) 『로동신문』, 1991년 7월 31일자, “날로 높아가는 반핵련대성의 목소리”; 『로동신문』,
1991년 8월 31일자, “숨길수없는 침략정체, 막을수없는 평화지향”; 『로동신문』, 1991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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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위한 것이었다고 묘사되고,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비엔나에서 개최
된 회의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소개되었던 것이다. 1991년 6월 10일 정당, 단체 연합성
명의 “핵위협 제거” 언표는 “<개관>”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언표
로서, 즉 당론의 형식으로 정착되어 간 것이다.
여기서 “핵위협을 제거”한다는 것은 북일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한반도비핵화의 정의로서, 북핵문제가 거론되는 배경에서는 북일수교에
필요한 북핵문제 해결의 상태라고 북한에 의해 주장된 내용이었다. 앞서
1990년 9월 가네마루 방북으로 북일 3당 공동성명이 작성될 때, 북일
양측은 한반도비핵화의 정의를 “핵의 위협을 없애는 것”으로 내렸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후 1991년 5월 북일수교 3차협상에서 일본측이 핵사
찰 등 3대 전제조건의 해결 없이는 북일수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입
장을 표명하자, 북한은 1991년 6월 핵위협제거를 위한 동시핵사찰 방안
을 제기했다. “핵위협 제거” 언표는 북일협상 상대국인 일본에 대한 메
시지였다. 그 메시지는 - 자신들의 동시핵사찰이라는 북핵문제 해법이
북일 3당 공동성명에 있는 핵위협 제거의 공동 목표에 부합하므로 - 일
본은 북한이 제시한 북핵해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관>”에서 핵위협 제거의 언표가 나타나는 빈도는
1992년 여름 이후 감소되어져 갔다. 1992년 7월 “<개관>”의 “핵위협은
제거되지 않고 있으며 사람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언급에서
“핵위협 제거” 언표가 마지막으로 등장한 이후, 2000년대 중반에 이르
기까지 “핵위협 제거” 언표는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458) 이러한 약화는
북한이 1990년 가을 이래 추구해 온 북일관계정상화 정책의 좌초로부터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가 맺어졌지만,
북일국교정상화 협상은 답보상태에 있었다. 1992년 4월 IAEA 안전조치
협정의 비준까지 마쳤지만, 1992년 5월 북일수교 제7차 협상에서 일본
측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 의한 핵사찰도 받아들일 것도 요구했던 것
이다.459)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한중수교 이전에 북일수교를 이룬다는
월 31일자, “완화와 대결의 상반되는 현상.”
458) 『로동신문』, 1992년 7월 31일자, “핵위협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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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후 북한은 북일수교를 단념했다. 1992년 11
월 8차 협상에서 일본측이 납북일본인 이은혜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 측
은 바로 퇴장해버렸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북일대화를 배경으로 북핵문제
해법을 정당화하려는 북한의 “핵위협 제거” 언표도 1992년 여름 이후로
약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위협 제거”의 언표는 1992년 북일수교협상
의 중단과 함께 정치적으로 완전히 부정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
다. 2005년과 2010년에 북한의 환경이 변화하는 속에 “<개관>”에 다시
금 등장하는 추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발
표된 시기, 2010년 4월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
고서 발표에 북한이 반발하던 시기에 핵위협 제거의 언표가 낮은 빈도로
나마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도표-4-9> “<개관>”의 “핵위협 제거” 언표의 언급 추이(1983~2013)

5. 북미협상과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
핵전쟁방지 담론의 집중적인 당론화가 1980년대 중반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1990년대 전반기는 외부적으로는 미일과의 협상 가능성
이 존재하고 내부적으로는 개방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진행되
는 시기였다. 미일을 소련으로 대체한다면 1990년대 전반기의 정책환경

459) 유원, 1992,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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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80년대 중반과도 유사했다. 1980년대 중반 소련의 관여 기회와
북한 내 개혁적 방향의 경제문제 해결 노력이 병존했듯이, 1990년대 전
반기에도 미국이 관여할 가능성과 북한의 개방정책 추구노력이 북한의
핵정책 환경으로 갖추어져 있었다. 북미회담도 1992년 1월부터 북핵 1
차위기 기간 동안 전개되었었다. 그리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북한은 심각
한 경제난에 대처하기 위한 개방정책이 모색되고 있었다. 1990년대 초
소련의 원조가 급감하고 사회주의 시장이 붕괴한 조건에서 북한도 자본
주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개방정책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
한 대내전략은 1993년 말 무역, 농업, 경공업 제일주의의 3대 제일주의
의로까지 발전되었다.
1) 1992년 1월 외교부 담화와 핵무기전파방지 언표의 승인
1992년 말에서 1993년 초에도 북한은 남북한 교차승인 정책과 더
불어 탈냉전기 생존전략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 개방정책을 한창 추진하
고 있었다. 북한은 1991년 5월 27일 한국과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는 방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이래, 1991년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개방정책
의 추진에도 한층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1991년 7월
김일성은 평양을 방문한 이시이 하지메(石井一) 일본 중의원에게 자신들
도 “현실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도 탈
냉전의 시대적 조류에 맞춰 개방정책을 추구해갈 것임을 시사했던 것이
다. 특히 김일성의 1991년 10월의 중국 방문 이후 노동당 정치국은 중
국공산당의 개혁개방 노선이 중국 사회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성과도 인
정하기에 이르렀다.460) 이를 기점으로 하여, 북한은 대외개방을 위한 준
비에 나섰고,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결정으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
역지대를 지정했다. 개방정책의 추진동향은 1992년 4월의 헌법개정으로
보다 확대되었다. 1992년 4월 9일에 개정된 헌법은 16조와 37조를 통
해 북한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했으며, 북한기업
과 외국기업 간의 합작․합영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엇보다 김일성
460) 오진용, 2004, p. 383; 『로동신문』, 1991년 10월 17일; 『경향신문』, 1991년 10월 18
일자, “‘김일성, 중국 개방 환영’ 북한 노동당 방중성과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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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외경제관계의 확대에 적극적인 인물인 강성산을 1992년 12월 정
무원 총리에 재기용한 것은 북한이 향후 수년간 대외경제부문을 확대시
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이를 증명하듯, 1993년에도 1월의 자
유무역지대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자관리법 제정, 11월
의 외국투자은행법 재정 등 경제개방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461)
또한 북한은 IAEA 사찰을 수용하기로 한 뒤, 북일관계 개선을 넘
어 북미관계 개선을 직접 추구해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1990년 9월
3당공동선언에 이어 1991년 1월 이래 개최한 5차례의 북일수교협상 등
에서 보듯, 북한은 북일관계의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왔지만, 1992
년 초를 지나면서 외교적 역량을 북미관계개선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
다. 미국측이 핵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북일국교정상화 협상의 타결을 가
로막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북일수교에도 북미직접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462) 또한 1990년대 초 북핵문제가 북미관
계개선을 가로막는 유일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핵사찰 문제를 북
미관계 차원에서 논의함으로써 북미관계개선도 노릴 수 있었다.463)
당시, 미국의 대북정책도 북한의 외교, 안보적 요구를 수용할 가능
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1991년 후반 들어와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9월
27일 핵무기철수 성명을 통해 해외에 배치한 전술핵무기를 철수시킬 것
이라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1992년 1월 5일 방한한 부시 대통령은 북한
이 IAEA안전협정에 서명한다면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던 것이다.464)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은 1985년 12
월 김일성의 시정연설 이래 북한 지도부의 숙원이었다. 1992년도 팀스
피리트의 취소는 한미간의 협의를 거쳐 1992년 1월 7일 공식발표됨으
461) 와다 하루키, 2014, p. 228.
462) 1990년대 초반의 북일수교협상에서 북한이 보인 적극성은 1991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
지 평양에서 열린 북일국교정상화 제5차 협상을 끝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다. 유원, 2002, pp. 82, 85-86, 88-89.
463) 이러한 방침은 1991년 12월 노동당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재성, “북방정책과 한국의 대외관계의 구조적 변화,” 박인휘, 강원택, 김호기, 장훈(편), 『탈
냉전사의 인식 : 세계화시대 한국사회의 문제의식』, (서울 : 한길사, 2013), p. 147.
464) 조엘 위트 외, 2005,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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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북한 내의 대미협상론을 더욱 강화시켰다. 북한이 IAEA에 가입하
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1992년 1월 아놀드 켄터(Arnold Kanter)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김용순 대남비서 간에 최초의 북미고위급회담도 개최되
었다.
북한의 개방전략과 대미관계개선 전략을 배경으로 발표된 1992년
1월 30일 외교부 담화는 IAEA 안전조치협정 체결은 “핵무기전파 방지
조약”을 위한 결실이라고 언급했다. 이 담화는 “이번에 우리가 담보협정
에 조인하게 된 것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사명과 리념에 맞게 이 조약
의 공정한 리행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하고 꾸준한 투쟁과정에
서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며 또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원칙적인
요구에 순응한 결과”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규정의 바
탕에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북한의 또다른 주장이
깔려 있었다. 외교부 담화는 북한이 핵사찰수용 조건으로 한반도 내의
핵무기 철수와 핵위협 제거를 제시했었다고 재확인하고, 최근 노태우 대
통령의 핵부재 선언, 남북비핵화공동선언, 한․미의 팀스피리트 훈련 중
지, 그리고 최초의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로 북한이 제시했던 핵위협제거
요구가 일부나마 충족되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외교부
담화는, 한국과 미국의 순응에 따라 IAEA 안전협정 체결을 위한 “기본
장애”가 제거되었다고 결론내리고, IAEA 안전협정 체결을 발표했던 것
이다.465)
이러한 1992년 1월 외교부 담화 이후 “<개관>”에도 “핵무기전파
방지” 언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2년 3월의 “우리 공화국정부가 앞
으로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의하여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
여나갈것”이라는 표현을 필두로, “핵무기전파방지” 혹은 “대량살륙무기
전파방지”라는 언표가 “<개관>”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는 9기
3차 최고인민회의에 IAEA 안전조치조약 가입비준안이 상정되기 직전의
시점이었다. 아래의 <도표-4-10>에서 1992년 초부터 관련 언표가 사용

465) 『로동신문』, 1992년 1월 31일자, “핵담보협정의 조인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공정한 리
행을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하고 꾸준한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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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표-4-10>

“<개관>”의

“핵무기전파방지”

언표의

언급

추이

(1983~2013)

1992년 1월 외교부 담화 이후 이 언표가 등장하기까지 다소 시간
이 걸린 것은 큰 수준의 방향전환에 있어 미국의 상응조치 이후에야 핵
사찰 수용 입장을 공식화하려는 북한의 신중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지도부는 핵비확산 관련 협력을 지렛대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구해간다는 전략을 외교부 담화보다 다소 앞선 1991년 말 당내 온건
파와 강경파 간의 절충적 합의에 따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1
년 12월 24일의 6기 19차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대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핵전략이 결정되었던 것이다.466) 이 회의는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의
체결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회의로, 북한의 대외관계 문제를 상당히 깊
이 다루었다.467) 이때의 핵정책이 절충적인 합의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
서, 북한의 핵정책 행보는 신중하고 수동적이었다. 북한은 미국이 팀스
피리트 훈련의 중지, 북미 고위급 회담의 개최라는 조건을 이행한 다음
에야 1992년 1월 말 외교부담화에서 IAEA 가입 방침을 밝혔다. IAEA
안전조치협정의 비준 직전에야 “핵무기전파방지” 언표가 나타난 것도 동
466) Selig Harrison, Korea and Endgame: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p. 33; Samuel Kim,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nd the Interface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itc
Politics," Asian Perspectives 34(1) (2010), p. 61; 전재성, 2013, p. 147.
467) 6기 19차 전원회의는 남북기본합의서 중 불가침조항의 “실천의지의 표시”로 팀스피리트 훈
련의 중단을 요구했다. 여기서 언급된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은 북한이 IAEA 가입을 받아들
이기 위한 핵심적 조건이었다.『로동신문』, 1991년 12월 25일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6기 제19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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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이해될 수 있다. 또한 1992년 4월 8일에 소집된 최고인민회의에
서 최학근 원자력공업부장은 외무성 담화와 동일한 논리로 IAEA안전조
치협정 비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468)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받
아들였기 때문에, IAEA 안전조치협정에 체결했다는 것이다.
덧붙여 이 언표의 추이로부터 비확산에 대한 내부적 의지를 반영
하고 있다. 1994년 3/4분기의 북미협상 시기, 그리고 2005년의 9.19 공
동성명 체결 시기에는 그를 전후한 다른 시기들보다 “핵무기전파방지”
언표의 표출 정도가 높았다.
2) 1993년 6월 북미공동성명과 포괄적 해결 언표의 승인
북한이 NPT 탈퇴의사를 선포한 1993년 봄에 출범한 미국의 클린
턴(Bill Clinton) 행정부는 북미대화에 기초한 위기해소를 시도했다. “(미
국의 핵심적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가급적 평화적인 외교로, 필요하다
면 무력으로 임할 것”이라는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보듯, 클린턴
행정부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었다.469) 이 점
은 미 행정부의 1993년 3월 12일 긴급회의가 북한의 NPT 탈퇴에 대응
하여 소집되었지만, 유엔 안보리의 소집, 베이징 채널을 통한 북미직접
대화 시도와 같은 외교적 해법 위주의 대응방침을 결정한 데에서도 드러
난다.470) 군사적 선택지는 정책대안의 후순위에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의 1993년 4월 7일 차관급회의는 유엔안보리의 대북 의
장성명 발표 직전에 개최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를 가질
것인지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 회의에서 도출된 결정도
안보리 의장성명을 앞두고 북미접촉을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더라도
북미직접대화를 시도해본다는 것이었다.471) 그에 따라 미국은 4월 15일
468) 『로동신문』, 1992년 4월 10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이
에 맺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을 비준할데 대한 제안심의에 대하여.”
469) “When our vital interests are challenged or the will and consci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efied, we will act, with peaceful diplomacy whenever
possible, with force when necessary.”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46366
470) 조엘 위트 외, 2005, pp. 32-33.
471) 게다가 4월 8일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북한과 IAEA의 협상을 장려하는 유화적인 내용으로

- 208 -

국무부 대변인 발언과 미중접촉이라는 두 개의 경로에서 동시에 북한과
대화를 가질 의사가 있다는 바를 밝히게 된 것이다.472) 이러한 미국의
대북 대화방침은 다른 경로로도 확인된다. 4월 말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
에게 피터 타노프(Peter Tarnoff) 미 국무차관이 대북 포용의 필요성을
피력했던 것이다.473) 미국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한국측이 남북대화 방
침을 1993년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채택하자, 미국은 북미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5월 6일 차관급회의에서 진행하고,474) 5월 중순부터
북미접촉에 돌입했다. 6월 2일부터 뉴욕에서 개최된 북미 고위급회담도
그 결과였다. 이를 통해 미국은 안전조치의 계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
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의 포기를 북한에게 촉
구했다.
북한의 1993년 3월 NPT 탈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북미관계개
선을 추구해야 할 대내적․경제적 조건은 유지되고 있었다. 북핵문제에 대
한 강경책을 주장하는 시각에서도 심각한 경제문제와 개혁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김정일은 1993년 3월 초 『근로자』
에 발표한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 제하의 논문을 통
해 사회주의의 체제에 대한 정치․경제적 개혁 요구는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한 내부와해전략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는 당
사업의 혁신을 요구했다.475) 이처럼 외부의 핵사찰 압력에 반발하면서도
그로 인한 경제에의 영향을 의식하는 정책당국의 태도는 1993년도 팀스
피리트 훈련 실시에 반발하여 발표한 북한 최고사령부의 준전시태세 포
고문에서도 드러났다. 1993년 3월 8일 최고사령관 명령 제0034호는 팀
스피리트 훈련에 따른 위기의식을 강조하면서도, 주민들에게 “한손에는
작성되었으므로, 미국의 북한과의 대화시도를 위한 냉각기도 길어질 필요가 없었다. 조엘 위트
외, 2005, pp. 45-47.
472) 조엘 위트 외, 2005, p. 47.
473) 조엘 위트 외, 2005, p. 55.
474) 조엘 위트 외, 2005, pp. 55-59.
475)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에 발표한 담화, 1993년 3월 1일),” 『김정일 선집 1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34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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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와 낫, 다른 손에는 총을 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476) 실제로 1993년에도 북한의 경제는 계
속 위축되고 있었다.477) 특히, 농업문제와 에너지 문제는 심각했다. 북한
의 식량은 1992년과 마찬가지로 부족량이 200만톤에 달하여 북한 당국
은 곡물수입의 확대로 이에 대응하고자 했으나 수입물량의 확보는 여의
치 않았다. 그 결과, 두끼 먹기 운동이 예년과 같이 지속되었다. 석유사
정 역시 곤란한 문제였다. 중국이 1993년에는 원유 100만톤을 지원했으
나 이란으로부터의 원유조달이 끊기면서 에너지사정이 호전되지 못했던
것이다.
북미협상이 북한이 원하던 것이었음은 북미공동성명 이후 북한의
개방정책이 재확대되었다는 면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1993년 9월에
는 대외경제 담당인 이종옥 부주석이 홍콩을 방문했으며, 11월에는 서울
에서 열리는 UNDP 컨퍼런스에 북측 대표단이 참석했고, 12월 최고인민
회의에서는 외국인은행법, 토지임대법이 채택되었다.478) 나아가 1993년
12월의 당중앙위원회 6기 21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제계획의 실패를 이례
적으로 인정하고, 농업, 경공업, 무역의 3대 제일주의를 골자로 하는 “혁
명적 경제전략”까지도 내놓았다.479)
이러한 배경에서, 1993년 6월 11일 제네바에서 발표된 북미공동
성명은 북미협상에서 양측이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관련
된 문제를 토의했다고 언급했다. 6월 2일 개최된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북
한측은 세 가지 협상안을 제안했다. 첫째 협상안은 미국이 핵위협을 하
지 않는다는 점을 공약한다면 자신들의 핵무기제조도 없을 것이라는 점
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NPT 복귀 대신 한반도비핵화공
476) 『로동신문』, 1993년 3월 9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34호.”
477) John Merrill, "North Korea in 1993: In the Eye of the Storm," Asian Survey 34(1)
(1994), 10-18.
478) John Merrill, 1994; 『로동신문』, 1993년 12월 10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
회의 제9기 제6차회의 개막.”
479) 이는 북한의 경제정책이 기존의 경제전략을 부정하고 개방정책으로의 대선회했다는 점을 나
타내는 일대사건이었다. 『로동신문』, 1993년 12월 9일자, “제3차 7개년(1987-1993) 계획
수행정형에 대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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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언 이행을 통해 비확산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세 번
째는 자신들의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대체하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이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북미 양측의 의견충돌은 여
전했다. 미국은 북한의 NPT 탈퇴선언이 발효되는 6월 12일을 앞두고
북한의 NPT 복귀를 요구했으나, 북한측은 처음부터 NPT 복귀를 불가
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6월 2일 저녁식사 시간에 미국
측 대표단은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북한에게 자신들의 근본적 안
보우려를 해소했다는 인상을 주는 방안을 고안했다.480) 그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 제공의 의무를 북미간 공동선언에 담을 수 있다는
입장을 북한측에 제시한다는 것이었다. 이 제안은 협상의 윤활유로 작용
했다. 북한은 더 이상 NPT 탈퇴를 언급하지 않고, NPT탈퇴를 유보하는
구체적인 대가들을 논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1차 고위
급회담의 결과를 담을 북미공동성명의 발표를 제안했다.481) 이러한 과정
을 거쳐, 6월 11일 발표된 북미공동성명은 그 전문에서 “양측은 한반도
의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문제를 논의했다(both sides
discussed policy matters with a view to a fundamental 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고 언급했다.482) 이는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표현으로 1993년 6월 13일자 『로동신문』 1면에 게재된
북미공동성명에 대한 보도에 옮겨졌다.483)
이러한 북미고위급 회담에 대한 북한 내 논의의 결과로, 1993년 6
월 북미공동성명 이후로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
식을 의미하는 “근원적으로”, “일괄타결”과 같은 언표가 “<개관>”에 등
장했다. 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된 때인 1993년 6월의 “<개관>”은 “회담
480) 조엘 위트 외, 2005, pp. 66-67.
481) 6월 7일 케네스 퀴노네스(C. Kenneth Quinones)와 리용호 간의 접촉에서 북한은 공동성명
의 발표를 요구했다. 이 접촉 역시 북한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북한은 북미협상이 근본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미 대표단의 접근방식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것이다.
482) 조엘 위트 외, 2005, p. 419.
483) 『로동신문』, 1993년 6월 13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미합중국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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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평화를 보장하는데
서 나서는 정책적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소개했던 것이다.484) “일괄타
결”의 언표도 1993년 11월부터 “<개관>”에 등장했다.485) 일괄타결방식
으로 문제를 해결할것을 미국에 제기”했다는 표현이 나타났던 것이다.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가리키는 언표들의 표출 패턴과 관련하
여 흥미로운 것은, 이들 언표가 “근원적”인 해결로부터 “일괄타결”로 발
전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처음의 “근원적” 해결방안으로 돌아가는 추이
를 보였다는 점이다(<도표-4-11>). 이러한 양상은 북핵협상 방안의 전
개과정과 일맥상통한다. 북핵 1차위기 시에는 1993년 10월 북미 간의
일괄타결 방안 논의에 따른 두 개의 슈퍼화요일 합의(1993년 12월 말,
1994년 2월 말)가 시도되었지만, 1994년 3월 중순 결국 이러한 시도는
불발되었고,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비롯한 별도의 외교적 이니셔티브
로 북미간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에 비추어 본다면, 1993년 4/4분기
이래의 “일괄타결” 언표의 언급 추이는 슈퍼화요일 합의의 발전과 좌초
를, 그리고 1994년 2/4분기 이후의 “근원적 해결”와 “포괄적 해결” 언
표는 슈퍼화요일 합의 이후 북미협상으로의 복귀를 드러내준다.
한편, 북핵 2차위기 시에는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방식에 대
한 언표가 발전되지 못했다. 6자회담이 2003년 여름부터 2008년 말까
지 5년 여 동안 열렸음에도, 외교적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언표
들이 뚜렷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말 대 말>”, “<행동 대 행
동>”과 같은 언표들이 2005년 9월의 “<개관>”에 등장하기는 했지만, 1
회적인 사건에 그쳤고, 그 등장도 인용부호에 갇혀 제시되었다. 결국 북
핵 6자회담의 협상 방정식들은 북한의 공식 용어로 정착했다고 볼 수
없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할 것이다.486)

484) 『로동신문』, 1993년 6월 30일자,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위하여.”
485) 『로동신문』, 1993년 11월 30일자,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486) 『로동신문』, 2005년 9월 30일자, “자주, 평화지향에 대한 악랄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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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4-11> “<개관>”의 “포괄적 해결(근원적 해결)” 언표의 언급 추
이(1983~2013)

3) 1994년 4월 28일 외교부 성명과 평화보장체계 수립 언표의 승인
1994년 북한은 농업, 경공업, 무역의 세 부문을 가장 앞세운다는
3대 제일주의에 따라 식량난 등 경제적 문제를 극복해가고자 하고 있었
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농업제일주
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의 3대 제일주의를 채택했다. 3대 제
일주의는 그것이 “혁명적 경제전략”으로 명명된 데에서 보듯, 기존 경제
전략으로부터 탈피한다는 시각에서 도출된 것이었기다. 그것은 북한은
이와 같이 과감한 경제전략의 변화를 통해서라도 경제적 곤경에서 벗어
나고자 대외개방 결정을 채택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등장시킬만
큼 중대한 정책전환이었던 것이다.487) 무엇보다도 한소수교 이래 한층
더 심각해진 북한의 식량난은 체제결속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
로 여겨졌다. 1993년 여름 김일성도 직접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인 연백
평야 현지지도에 나섰고,488) 그해 가을 북한 당국은 김일성의 사회주의
농촌테제 발표 30주년이 되는 1994년에는 농업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489) 실제로 1994년 2월의 사회주의농촌테제 발
487) 오진용, 2004, p.398.
488) 백보흠, 송상원, 『영생』(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7), pp. 16-32; 『로동신문』,
1994년 2월 28일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섰다(연백벌안의
협동농장들)> 높은 목표, 빈틈없는 작전.”
489) 『로동신문』, 1993년 11월 10일자,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사회주의협동벌에 울리는 만풍
년의 북소리”; 1993년 11월 24일자, “위대한 사회주의농촌테제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 『로
동신문』, 1993년 11월 30일자, “농촌테제 발표 30돐전으로 다음해 농사준비를 끝내자”; 『로
동신문』, 1993년 12월 3일자, “농촌테제에서 과시된 과업을 어김없이 - 신포시 호만포당위원
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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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주년에는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동원이 대대적으로 강조되었
다.490) 1994년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대회에서도 농업,
경공업, 무역의 3대제일주의가 재강조되었다. 제9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
에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 완충기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데 대하여”
를 발표하여 농업제일주의를 포함한 3대 제일주의의 추진을 뒷받침했던
것이다.491) 강성산 총리도 무역제일주의를 관철을 위해 생산기지 확대
등의 조치를 추구해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을 반영하여, 남북교
역도 8월까지 2.3억불에 달하는 등 지난해보다도 확대되고 있었다.492)
이러한 가운데 1994년 3월 이후 북핵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
되어, 북한은 심각한 국내경제문제에 미국과의 마찰까지 감수해야 할 상
황에 몰리게 되었다. 1993년 12월 29일 북한과 1차 슈퍼화요일 합의에
도달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이 IAEA 사찰을 개시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 합의를 이루기를 기다리고 있었다.493) 북한이 이들 조건
을 총족한다면, 미국은 한국정부와 협의하여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을
발표하고 3차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를 발표할 것이었다. 북한과 IAEA
간의 핵사찰 문제와 한미 간 군사훈련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북핵 1차
위기의 특성 상, 북미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IAEA와 한국 정부
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성의를 보여야 했던 것이다. 북한 역시 그러
한 문제를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이 점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
하고, 북한은 여전히 IAEA와 한국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보여 슈퍼화요
490) 북한은 사회주의농촌테제 발표 30주년을 기념하며 전국농업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농업부문에
“알곡생산의 높은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것을 주문했다. 『로동신문』, 1994년 2월 25일자,
“김일성 -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 높이 농촌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전국농업대회에
보낸 서한, 1994년 2월 24일)”; 『로동신문』, 1994년 2월 25일자, “<사설> 위대한 농촌테제
가 밝혀준 길을 따라 전진하여 온 승리와 변혁의 30년.”
491) 『로동신문』, 1994년 4월 8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데 대하여.”
492) 다만,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 북한의 개혁 기조는 다소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북
한 당국은 나진선봉지대에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외부사조의
유입을 경계했으며, 11월 7일 한국 정부가 대북직접투자 해제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남북 간 직
접투자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던 것이다. Samuel S. Kim, "North Korea in 1994:
Brinkmanship, Breakdown, and Breakthrough," Asian Survey 35(1) (1995), pp. 13-27.
493) 조엘 위트 외, 2005,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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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합의의 이행을 어렵게 했다. 북한은 핵사찰을 위한 IAEA의 추가요구
를 거부하고, 신년사에서부터 한국측을 비방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여건을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북미협상은 좌초될 뻔했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시점에서 북한이 새로운 사찰대상 지정과 샘플채취 등 사찰방식의 확
대를 골자로 하는 IAEA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2월 15일
표명함에 따라, 2월 26일 2차 슈퍼화요일 합의가 다시 마련되었지만, 북
한의 요식적 태도는 계속되었다. 3월 1일에 북한에 도착한 IAEA 사찰단
은 - 영변핵시설 내의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는 - 2월 15일 북한과
IAEA 간의 합의대로 사찰을 수행할 수가 없었고, 한국도 북한이 특사교
환을 위한 추가요구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 취소를 요구함에 따라 남북
대화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결국 북한의 사찰방해에 참지 못한 IAEA
사찰단이 3월 14일 영변으로부터 철수했고, 남북협상도 북측 대표 박영
수의 ‘불바다’ 발언이 공개됨으로써 결렬되고 말았다. 그에 따라, 북미간
의 2차 슈퍼화요일 합의도 이행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미국은 이후의
대북제재 국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1994년 3월 21일 IAEA
특별이사회에서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이후, 3월
31일에는 완곡한 형태나마 북한에 대한 추가적 제재를 언급한 유엔안보
리의 대북결의안도 발표되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반발가능성에 대비
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를 보강했다.494) 4월 19일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한국에 도착했다.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새로운 외교적 제안과 벼랑끝전술로 미
국과의 협상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기존 ‘소형패키
지’ 중심의 북미협상을 ‘대형패키지’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전환시키려 했
던 것이다. 앞서 1993년 가을 북미 간에 논의되기도 했던 ‘대형패키지’
북핵해법은 북한의 NPT 잔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이행에 상응하여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495) 북핵협상
494) 3월 31일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이 추가적인 조치를 완곡하게 표현한 이유는 중국이 대북
제재 조치를 시사하는 표현에 거부감을 표시했기 때문이었다. 조엘 위트 외, 2005, pp.
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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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형패키지’에 대한 것으로 전환시키려는 고려는 북한이 1994년 4
월 28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미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을 요구한 것에
서도 드러난다. 앞서 4월 19일자 서한에서 강석주는 5MW 원자로의 연
료봉교체를 경고했으나,496) 열흘 뒤 북한은 직전의 대결적 입장과 다르
게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요구한 것이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미 의회
의 의원들을 초청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었다.497) 당시에도 북한 측의 외
교적 변화가 있다는 점은 인식되었는데, 미국 측은 그 이유로 1월초 해
임되었던 김용순의 정치적 복귀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 중국의
기권 가능성 등을 꼽고 있었다.498)
1994년 4월 28일 북한 외교부 성명은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과
그 이행을 위한 “평화보장체계” 기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499) 우선이
외교부성명은 정전협정과 정전기구가 평화보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백주에 공공연히”
도입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작전물자도입
과 무력증강을 하지 않는 것”에 기초하는 정전협정 자체가 무시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성명은 “정전감시기구”를 마비시킨
것은 미국이라고 규정했다. 1994년 4월 외교부 성명은 그 근거로 미국
이 1956년에는 중립국감시위원회 시찰소조를 강제로 철수시켰고 1991
년에도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한국 측의 대표를 정전위원회 유엔군 측
수석위원으로 참여시켰다는 것 등을 들었다. 이러한 주장에 기초하여 외
교부성명은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제안했다. 이 성명의
말미에서 미국이 “대결관념과 전쟁심리를 버리고” 자신들의 제안에 호응
495) ‘소형패키지’ 제안의 내용은 두 차례의 슈퍼화요일 합의가 보여준 틀과 유사했다. 북한이
IAEA의 확대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은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과 3차 북미고위급회담 개최
를 발표한다는 것이었다. 추가적으로 슈퍼화요일 합의의 주요 구성요소는 아니었으나, ‘소형패
키지’ 안에 포함되었던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행하지 않을 것에 대한 보장에 대한
요구였다. 조엘 위트 외, 2005, p. 116.
496) 조엘 위트 외, 2005, p. 209.
497) 조엘 위트 외, 2005, p. 226.
498) 조엘 위트 외, 2005, p. 211; 조엘 위트 외, 2005, p. 487.
499) 『로동신문』, 1994년 4월 29일자, “미국은 우리의 평화제안에 응해나와야 할것이다 -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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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것은 평화협정 체결 제안이 새로운 대미 협상
제안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도표-4-12> “<개관>”의 ‘북미 평화협정’, ‘북미 평화보장체계’ 언표의
언급 추이(1992~2009)

위의 <도표-4-12>에서 보듯, 1994년 4월의 외교부성명에서 제시
된 ‘북미 평화협정’, ‘북미 평화보장체계’ 언표는 1995년 여름에 이르러
“<개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미간 경수로협상이 타결된 1995년 8
월 “<개관>”은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조치로써 새
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것을 요구하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요
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오늘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보장을 위해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며, 북미 간의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구호를 재확인했던 것이다.500)
한편, 1994년 4월 외교부성명에서 강조된 “평화협정” 언표가
1995년 8월에야 당론화되기까지 1년 3~4개월의 간극이 존재했던 이유
는 “평화보장체계” 수립 제안을 심화시키기 위한 대내외적 여건이 그 동
안 충족되지 못했던 데 있었을 것이다. 1994년 4월 북한 외교부 명의로
북미 간의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제안한 직후 북미협상은 재개될 가능
성을 한 동안 보여주지 못했다. 그해 6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에 이르
기까지 북미관계는 군사적 충돌가능성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이러한 냉
각 국면이 해소된 이후에는 그 시점대로 북미 간의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추구한다는 새로운 구호의 위상을 결정할 여유가 없었다. 3차 북미 고위
500) 『로동신문』, 1995년 8월 31일자. “제국주의는 절대로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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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회담을 앞두고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북한의 엘리트들은 혼란에 휩싸
여 있었던 것이다.
이후 1996년 경 “평화보장체계” 언표는 비교적 높은 빈도로 제시
되었다. 1995년 8월에 이어 1996년 2월, 3월, 5월, 6월에 연이어 등장
했던 것이다.501) 이러한 “<개관>”의 “평화보장체계” 언표의 사용추이와
더불어 북한의 외교적 행보도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보장체계 수립
제안을 강조하고 있었다. 1996년 2월 22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와 1996
년 7월 25일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는 평화보장체계 수립방안으로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잠정협정을 먼저 체결하고, 정전기구를 대체하는
북미공동기구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었다.502)

6. 북핵 1차위기의 해소와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당론화
1994년 4월 이래 북핵문제를 둘러싼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 4월 19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립구도는 6월 초까지 이어졌다. 5월 4일부터 북한은 영변
의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4월 19일
강석주의 서한에서 예고되었던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 작업은 과거정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연료봉의 원위치를 보존하지 않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IAEA는 북한의 조치를 ‘심각한 안전조
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유엔안보리에도 그렇게 보고했다. 그 결과로, 5
월 30일 유엔안보리는 북한에게 IAEA의 절차에 따라 연료봉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했던 것이다. 나아가, 6월 초에 이르러
북한이 원자로 노심 중요부분의 연료봉을 모두 교체하게 됨으로써 과거
의 핵활동 정보가 더욱 파괴되자 IAEA는 6월 9일에 대북결의안을 발표
했다.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후속 조치로 유엔제재 논의가 불가
501) 『로동신문』, 1996년 2월 29일자, “세계인민들의 평화지향은 막을 수 없다”; 『로동신문』,
1996년 3월 31일자, “자주와 평화에 대한 지향은 막지 못한다”; 『로동신문』, 1996년 5월 31
일자, “진보와 반동사이의 투쟁은 계속된다”; 『로동신문』, 1996년 6월 30일자, “힘의 정책은
파산을 면할 수 없다.”
502) 『로동신문』, 1996년 2월 22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담화”; 『로동
신문』, 1996년 7월 25월,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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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6월 13일 IAEA 공식탈퇴를 발표하
여 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카터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1994. 6.
15~18)은 이러한 때에 이뤄졌던 것이다.
위기국면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카터의 방북 둘째날에 김일성은
경수로 문제에 초점을 둔 북미협상 방안을 제기했다.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한다면 문제의 5MW 흑연원자로를 해체할 용의가 있다는 제안이었
다. 이어 북한 측은 클린턴 행정부가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제
기한 추가요구를 수용하는 등 북미협상 방안의 관철을 적극적으로 추구
해갔다.503) 본래 제네바에서 7월 8일부터 개시되었던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은 같은 날 김일성의 사망으로 연기되었지만, 8월 5일에 재개되어
북미합의성명을 도출했다.
북미 3차 고위급회담의 결과로 8월 12일에 발표된 북미합의성명
은 카터-김일성 간 합 협상안에 기초하여 경수로제공 조항을 포함했다.
미국측 대표인 갈루치 차관보는 협상 시작과 함께 대북 경수로 제공에
대한 대통령의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북한 역시 이
틀 간의 휴회기간을 거쳐 자신들의 양보안을 제시했다. 경수로에 더하여
중유를 제공받는 대신, 재처리활동을 하지 않고 재처리시설을 동결하며
건설 중인 2기의 원자로를 해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러
한 북미 간의 거래조건이 바로 북미합의성명의 골자를 이루었다.504) 핵
문제에 관한 잔여 쟁점이 폐연료봉의 해외반출과 5MW 원자로의 가동
중지 문제, 특별사찰 시기를 둘러싸고 남아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들은
후속 북미회담에서 보다 다뤄질 수 있는 사안들이었다.
이때 북미 양국이 합의한 경수로제공방안은 북한에게 북미합의와
IAEA의 감시 아래에서 평화적 핵활동을 추구하는 정책으로서 의미를 가
졌다. 경수로는 이후 제네바기본합의문에 따라 설립된 국제콘소시엄인
KEDO가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북미합의가 붕괴된다면, 북한이
언급하는 경수로제공문제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또한 북미합
503) 1994년 6월 16일에 클린턴 행정부는 카터 전 대통령의 평양 기자회견을 접하고, 북한의 협
상용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자로에 연료봉을 재장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추가요구를 제시했었
다. 조엘 위트 외, 2005, pp. 281-282.
504) 조엘 위트 외, 2005, pp. 3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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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따라 흑연감속로인 영변 5MW 원자로는 가동이 중단되었다. 카터
와 김일성 간의 합의안에 대한 미국 측의 수용조건은 북한이 기존의 영
변원자로에 연료봉을 재장전하거나 그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는 안된다
는 것이었다. 이는 북미합의를 위해서는 영변의 5MW 흑연감속로에 관
련된 일체의 활동이 동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영변 흑연감속로의 재가동과 사용후 연료봉에 대한 재
처리도 동결되었다. 1994년 6월 22일자 강석주 외무성 부상의 회신으로
이러한 입장이 천명되었던 것이다. IAEA의 감시와 봉인조치를 회복하는
데 관한 문제는 3차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논의되었다.
1994년 8월 북미합의성명 이후 “<개관>” 내에 ‘북미합의 하의 경
수로’ 언표가 등장하게 되었다(<도표-4-13>). 1994년 8월 “<개관>”에
서는 북미합의에 따라 “경수로”를 제공받는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것이다.505) “지난 8월 25일 뉴욕에서는 조미합의성명에 따라 우리의 흑
연감속원자로계획을 경수로기술로 교체하는 사업과 대용에네르기의 보
장, 련락사무소개설을 위한 전문가협상을 위한 실무접촉이 있었다.”라는
표현 속에서였다.
‘북미합의 하의 경수로’ 언표의 등장은 북한이 북미합의를 통해 자
신들의 평화적 핵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정책과 관련된다. <도표-4-13>
를 통하여 이 언표의 추이를 보면, “<개관>”에 경수로제공방안 문제가
처음 등장했던 1994년 8월부터 1995년 2/4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개
관>" 내에서 표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북미합의 하의 경수로’ 언표
가 1995년 4월 “<개관>”까지는 비교적 빈번히 등장했던 것이다. 1990
년대 중 이 언표가 마지막으로 등장한 1995년 2/4분기는 KEDO의 정식
출범(1995. 3. 9)을 포함하는 시기이다.506) 또한 북미합의에서 원용된
“경수로” 언표는 2003년과 2005년의 시기에도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
505) 『로동신문』, 1994년 8월 31일자, “자주, 평화의 흐름은 막지 못한다.”
506) 이와 관련하여 1995년 3/4분기 이후 ‘북미합의 하의 경수로’ 언표가 약화된 이유는 또한 무
엇일지 생각해볼 수 있다. 당시는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가 - 평양의 선호와 달리 러시아형 경
수로가 아니라 - 한국형 경수로로 결정된 때이다. 1995년 6월 13일의 쿠알라룸푸르 협정에서
미국측의 한국형 경수로 선정 주장을 북한이 받아들여 경수로논의가 마무리되었던 것이다. 경
수로제공방안이 확정된 이후 경수로문제를 다시 정책적 쟁점으로 삼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노
동당은 경수로문제를 강조할 필요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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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2003년의 표현은 북한이 6자회담 1차회의에서 제안한 동시행동방안
에 반영된 북한의 경수로제공방안 복구 노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2005년의 “경수로” 언표 역시 9.19 공동성명에 담긴 북한의 경수로에
대한 집착을 반영한다.
<도표-4-13> “<개관>”의 ‘북미합의 하의 경수로제공’ 언표의 언급 추
이(1983~2013)

‘북미합의 하의 경수로’ 언표가 당론화된 이후 북한의 “평화적 핵
활동” 언표도 간접적인 형태이나마 제기되었다. 여기서 북한이 추구하는
“평화적 핵활동”은 핵프로그램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IAEA의 요구
를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북한의 자신에 대한 “평화적 핵활동”
언표는 핵을 군사적으로 전용하지 않는 전제에서 핵에너지를 이용한다는
평화적 핵활동의 전형적인 논리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당시 이러
한 “평화적 핵활동” 언표는 간접적이고 완곡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1994년 9월의 “<개관>”은 다음과 같은 주장 속에 북한이 추구하는
NPT 내의 핵활동에 대한 “평화적 핵활동” 언표를 제시했다.
“(NPT)조약에 의하면 핵보유국들은 핵무기철폐와 관련한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지지 않게 되어있을 뿐아니라 핵사찰
도 면제되여 있다. 이런 것으로 하여 핵보유국들은 아무런
국제적 통제를 받음이 없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으며
인류에게 엄중한 핵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비핵국가들은 평화적인 핵활동에서조차 국제원자력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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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통제를 받게 되어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진정으
로 핵무기의 전파를 막고 핵무기의 완전한 철폐로 이어지자
면 그것이 핵보유국이거나 비핵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나라
들이 국제적인 통제와 감시 속에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인류
를 핵참화의 불안감에서 해방시키려면 조약을 비핵국가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고쳐야 한다.”
“<개관>”의 이러한 표현을 통해 자신들의 북한은 핵활동도 국제원
자력기구(IAEA)의 통제와 감시 속에서 평화적 핵활동을 진행하고자 한
다는 입장을 나타냈던 것이다. 비핵국가는 평화적 핵활동에서도 국제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북한도 비핵국가로서 핵활동에 대한 국제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만, 북한 내에서 NPT에 수용적인 “평화적 핵활동” 언표의 기반
은 다소 불안했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나타나듯이, NPT 체제는 비핵국
가만 핵사찰의무를 져야 하는 불공평한 것으로 여전히 규정되고 있었다.
사실상 “평화적 핵활동”에 따른 핵사찰 수용 의무를 받아들어야 할 이유
는 북미합의에 따라 경수로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언표로만 지탱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평화적 핵활동” 언표 등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중
심적인 개념에 대한 승인도 부족했다. 1994년 9월의 등장 시에서도 “평
화적 핵활동” 언표는 “<개관>”에서 일반론으로만 등장했으며, 그 뒤에
는 2004년까지도 다시 등장한 적이 없었다. 이는 1990년대 북한의 “평
화적 핵활동” 언표가 직접적으로는 정치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다(<도표-5-4>참조).

7.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핵전쟁방지 담론의 부분적 탈당론화
1992년 8월의 한중수교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정책을 견지하도
록 하는 하나의 축인 동맹국의 안보공약이 결정적으로 약화되었다. 핵전
쟁방지 담론은 기본적으로 동맹국의 안보공약을 믿고 적대국의 핵무기
문제에 대해 핵개발 이외의 방안으로 대응해간다는 점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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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9월 30일의 한소수교에 이어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이
수교함으로써 북한은 동맹국의 안보공약을 믿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지
게 된 것이었다. 1990년 9월 2일 한소수교 방침을 통보하려 온 세바르
드나제 외상에게 김영남 외교부장은 이제 소련의 핵우산에 기댈 수 없으
므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지만, 북한에게는 아직 중국
과의 동맹관계가 남아 있었다. 1990년 9월 심양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
에서 덩샤오핑은 불안해하는 김일성에게 중국은 북중동맹조약을 준수할
것이라는 바를 재확인시켜주었던 것이다.507) 김일성의 1991년 10월
4~15일 간의 중국 방문 시에도 중국 측은 북한의 정권안전을 확고히
보장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508) 이점에서 북중 간의 동맹관계는
북소 동맹과 유사하게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2년 8월 24일 발표된 한중수교는 북한이 더 이
상 동맹국에게 안보를 의존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이에 김정일
은 이제 북한의 안보는 동맹국에 기댈 수 없게 되었으며 자력으로 안보
를 보장해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비밀담화를 발표했다.509) 이때 김정
일이 언급한 자력에는 핵무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비밀담화에서 김정
일은 “우리는 우리들의 정신적 원자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사상과 제
조과정에 있는 물질적 원자탄과 노동 3호 미사일에 의지할 수밖에 없
다”고 언급했던 것이다. 한중수교 이후 동맹국의 방기에 대한 김정일의
우려는 북한의 군사지원 요구에 대한 중국의 냉담한 거절로 확인되었다.
1992년 11월 20일을 전후하여 베이징을 비밀리에 방문했던 김일성의
군사지원 요구를 중국은 냉담하게 반대했던 것이다.510) 한중수교에 따른
중국에 대한 실망과 함께 북한 내에서 핵개발 논의가 강화되었다는 점은
북한이 NPT 탈퇴와 함께 반중적 태도를 강하게 표현한 데에서도 미루
어 파악될 수 있다.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 이후 주북 북한대사관
507) 오진용, 2004, p. 309.
508) 오진용, 2004, p. 340.
509) 齐辛, “'邓办'主导下的中共内政外交,” 『九十年代』, 1993년 6월호, pp. 60-63. 오진용,
2004, p. 385에서 재인용.
510) 오진용, 2004, p.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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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베이징의 외교정책을 비판했고, 4월 23~24일 간에는 북한군이 압록
강 유역의 중국 영토를 향해 사격을 가했다.511)
한편, 북한에는 1990년 초반 이래 반개혁주의와 개혁주의 간의 갈
등이 노정되어 있었다. 북한이 1990년대 전반기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
지대의 설치 등을 통해 대외관계의 확대를 모색한 결과, 북한 내부의 수
정주의도 확대되었다. 경제부문의 개혁을 모색하는 논의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과학자들은 수정주의적 주장을 담은 논문들을 발표
할 수 있었다. 1991년에는 노동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 물질적 보상 방
안,512) 금액지표 중심의 기업관리513) 문제 등이 렴호준, 한수환에 의해
논의되었으며, 1992년에 최영옥은 당과 국가의 기업지도의 문제점을 비
판했다.514) 이러한 논의는 1995년에도 이어져 정광수는 상품생산과 상
품교환에 적용되는 등가성 원칙을 “가치에 의한 등가성 원칙”으로 재검
토해야 한다고 논의했다.515)
그 결과, 1995년 중반 북한 내부의 개혁주의를 ‘수정주의’로 규정
하고 비판하는 반수정주의 운동이 벌어졌다.516) 김정일 중심의 체제결속
을 주장한 1995년 8월 28일자 『로동신문』 정론 “붉은기를 높이 들
자”는 개혁론자들을 “비겁분자”, “추악하고 비겁한자들”, “배신자들과
투항분자”들로 강하게 비난했다.517) 이러한 반수정주의 운동에서 고르바
511) 오진용, 2004, p. 396.
512) 렴호준, “생활비는 기술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경제적 공간,” 『경제연구』 1991년 제4
호, p. 34. 이태섭,『북한의 경제 위기와 체제변화』(서울: 선인, 2009), pp. 307-308.
513) 특히, 기업관리에서 금액지표를 중심으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태섭
은 이러한 주장이 이윤과 수익을 추구하는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해석
했다. 한수환, “협동농장들의 다각 경리 조직에서 타산하여야 할 요인,” 『경제연구』, 1991년
제2호, p 42, p. 45. 이태섭, 2009, p. 314 참고.
514) 최영옥,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기업소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은 계약사업에서 나서
는 원칙적 요구,” 『경제연구』, 1992년 제1호, p. 17. 이태섭, 2009, p. 306에서 재인용.
515) 이태섭은 정광수의 주장이 상품 생산과 상품 교환에 대한 북한의 ‘등가성의 원칙’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보았다. 정광수는 등가성의 원칙을 재해석하여 ‘가치에 의한 등가성
의 원칙’을 제시했다. 즉, 사회적 필요 노동지출에 따라 결정된 가치를 기초로 교환의 기준(가
격)이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정광수, “등가성의 법칙은 교환 일반의 경제법clr,”
『경제연구』, 1995년 제3호, p. 22. 이태섭, 2009, p. 312에서 재인용.
516) 김일성 사후 국가위기가 심화된 결과, 이러한 갈등과 김정일의 공세가 전개되었던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북한당국이 유엔에까지 긴급구호를 요청했던 1995년 8월에 대두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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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프는 “현대 수정주의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으며, 그가 추진한 신사
고외교를 비롯한 핵전쟁방지 논의는 수정주의로서 비판되었다.518) 고르
바초프의 대내개혁만이 아니라 INF 협정 등 핵군축 노력도 함께 수정주
의 정책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혁주의에 대한 정치적 공세는
1996년 들어 보다 확대되었다.519) 1996년 1월 9일에 발표된 정론 “붉
은기는 조선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는 “일부 사회과학자”들을 반
국가행위자를

뜻하는

“반당반종파분자”로까지

규정했던

것이다.520)

1996년 5월에는 당 고위간부에 대한 당내비판도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반수정주의 운동은 고조되었다.521) 이어 1995년 5월 20일의 『로동신
문』 사설은 “불건전한 사상요소”를 막기 위한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을
벌이자고 주장했다.522)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반개혁론자들과 개혁주의자들 간의 갈등
은 1996년 여름 김정일 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김정일은
1996년 7월 26일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라는 논문을 발
표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북한 내의 사상해석권을 장악했음을 확인시켰
던 것이다.523)
517) 『로동신문』, 1995년 8월 28일자, “붉은기를 높이 들자.”
518) 고정웅, 리준항, 『조선로동당의 반수정주의투쟁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519) 오버도퍼는 북한 내부에서 붉은기사상이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한 시점이 1996년 1월경이라
고 보았다. 오버도퍼 외, 2014, p. 588.
520) 『로동신문』, 1996년 1월 9일자, “붉은기는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 김갑식,
『김정일 정권의 권력구조』(서울: 한국학술정보, 2005), p. 203.
521) 황장엽은 1996년 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주체사상 국제토론회가 당의 의도와 어긋나게 진
행되었다는 이유로 김정일이 그를 비판하는 문건을, 1996년 5월 9일에 받았다고 회고록에 적
고 있다. 황장엽, 『황장엽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시대정신, 2010), pp.
332-337.
한편 오버도퍼와 칼린은 1995년 3월 10일 『로동신문』에 황장엽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고 지적한다. 오버도퍼 외, 2014, p. 589.
522) 『로동신문』, 1996년 5월 20일자, “<사설> 사상을 틀어쥐고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자.”
523) 북한이 내부의 사상대립이 종료된 시점은 김정일이 1996년 7월 26일에 발표한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라는 논문이 발표된 때로 논의된다. 여기서 김정일은 일부 사회과학자
들이 “주체사상 선전을 대외선전의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하여”라는 이유를 대며 주체철학을 노
동당의 사상과 다르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이것은 주체사상연구소를 맡아 주체사상의 국제적
전파에 주력하던 황장엽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이 논문은 그가 황장엽 등 다른 원로들보다 사
상분야의 권위자라는 바를 정당화했다. 김정일,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1996. 7.
26), 『주체철학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12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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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8월의 한중수교와 1996년 반수정주의의 승리로 “<개관>”
의 언술에도 단계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개관>”에는 한중수교
이후 1992년 4/4분기부터 수정주의 계열의 언표가 다수 증발했다(<도표
-4-14>). “군축제안”, “핵실험동결”, “핵전쟁위험 증대”의 언표가 사라
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 수정주의 계열 언표의 약화는 해당 언표의
사용이 정치적으로 금지된 결과라기보다는 동맹관계의 약화에 따른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맹정책 상 유지되었던 공약들이 약화됨으로써,
그러한 공약이 당론에 반영되는 언표들이 함께 약화된 것이다.
다음단계에서는 1996년 이후 국내적 반수정주의 운동이 본격화된
이후로 그나마 남아 있던 수정주의 계열의 언표들도 나타나지 못하게 되
었다. “핵전쟁위험 방지” 언표는 물론, “핵군축” 언표가 1996년 1/4분
기를 끝으로 사라져 2004년 말까지 다시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다.
1995~1996년의 반수정주의운동에서 이들 언표가 수정주의 주장으로
규정된 이후에, “<개관>”에서도 이들 언표가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도표-4-14> “<개관>” 내 핵전쟁방지 담론 수정주의 계열의 전개
(1983~2004)

8.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연설과 핵증강 담론의 당론화
“국방력 강화”의 언표를 당론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2002년 초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연설이 있었다. 2002년 1월 미 의
회 연두교서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하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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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외무성은 국방력 강화 논의를 제기했다. 이후 미국의 2002년 핵태세
검토보고서 발표 시기에 이르면 “<개관>”에도 “국방력 강화”의 언표가
등장하기에 이른다.524)
2002년 1월 29일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
반 정권을 전복 시킨 이후 미국의 반테러 정책의 후속 과제로서 “악의
축(an axis of evil)” 국가들에 대한 대처를 제시했다. 2002년 연두교서
의 내용은 탈레반 정권의 붕괴(2001. 11) 이후에 아프간전쟁 전후처리,
반테러를 위한 후속 과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의 요구배경 등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부시 대통령은 반테러전의
후속과제를 제시하는 대목에서, 향후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려는 테러리
스트와 체제들(regimes)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부
시 대통령은 그 체제들, 다시 말해서 테러리스트들과 함께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로 이란, 이라크와 더불어 북한을 지목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미사일과 핵무기로 무장한 채 인민을 굶기는 나라로 규정했
다.525)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 북한은 즉각 2002년 1월
31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여 “방위력 강화” 언표를 제기했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2002년 연두교서는 “사실상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외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력한
̇̇̇
성 성명에서 북한은 “악의 축” 발언은 “특히
̇̇̇̇̇방어수단을
̇̇̇̇̇그쯘하게
̇̇̇̇
(빠짐없이) 갖추어 놓은 것이 얼마나 선
공격수단과
견지명한 정책이었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
다.526) 외무성 성명의 이러한 언급은 “방위력 강화”로 표상되는 정책적
노력이 이미 존재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보다 많은 이들이 그 정책의 타
524) 200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요약본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하
여 세간에 누설되었다. Los Angeles Times, March 9, 2002, "U.S. Works Up Plan for
Using Nuclear Arms." 출처: http://articles.latimes.com/2002/mar/09/news/mn-31965 (검
색일: 2016년 5월 23일).
525) The President'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 29, 2002.
526) 『로동신문』, 2002년 2월 1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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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을 납득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동시에 “허리띠
를 졸라매고” 방위력 강화를 진행해왔다는 표현은 북한의 방위력 강화의
노력이 그들의 경제사정이 가장 어렵던 고난의 행군시기 중에도 전개되
어 왔다는 조심스럽게 드러냈다.
참고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시사하는 “방위력 강화” 언표
는 2001년 6월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재검토 결과 발표로 - 당론까지
는 아니지만 - 북한 당국의 내부적인 논의대상으로 부상해 있었다.
2001년 6월 6일 부시대통령은 대북정책재검토 결과를 직접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 골자의 하나로 제네바합의문 이행의 강화를 언급했다. 이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경수로완공 시점까지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을 미
루어놓은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문과 달리 북한의 완전한 비핵상태를
검증하는 작업을 서두를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었다. 또한 북한과
의 미사일협상을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대북정책재검토 결
과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북한 측에서는 미국 측에 상당한
불만을 품었다. 2000년에 뚜렷해졌던 북미관계의 개선 전망과 북미 미
사일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토대로,527) 북한은 2000년 10월 ‘고난의 행
군’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528) 2001년 1월에는 북일수교를 위
한 비밀협상도 시작했기 때문이다.529) 미국 측의 대북정책 변화는 북한
의 새로운 대내외전략의 기초인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평양의 기대를 허
물어뜨렸던 것이다. 그에 따라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재검토가 발표되
자 제네바합의문에 따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엇
나간 반응을 보였다. 그것이 “방위력 강화”에 관한 논의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재검토 결과 발표 직후 『로동신문』의 구호로 제시되기 시작한
527) 북미 미사일협상 5차회담(2000. 7. 10~12)에서는 평양이 요구한 미사일 수출 중단에 대한
현금보상 방안도 미국에 의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다. 서보혁,『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서울: 선인, 2004), pp. 275-277.
528) 『로동신문』, 2000년 10월 9일자, “<정론> 당을 따라 우리는 승리 하였다”; 『로동신문』,
2000년 10월 8일자, “<사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우리당은 언제나 백전백승할 것이다.” 이
즈음 조명록은 미국을 방문했고(2000. 10. 9~12), 올브라이트는 평양을 답방했다. 마이크 치
노이 저, 박성준, 홍성걸 역, 『북핵 롤러코스터』(서울: 시사인북, 2010), pp. 58-92.
529) 후나바시 요이치, 2007,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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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530) 2001년 여름 이래 핵개발 주장이 북한 대내적으로 서서히
부상해온 바탕에서, ‘악의 축’ 연설 직후 “방위력 강화” 주장을 당론화시
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겠다.

<도표-4-15>

“<개관>”의

“방위력

강화”

언표의

언급

추이

(1983~2013)

위의 2002년 1월 30일부 외무성 성명 이후 “방위력 강화” 언표는
“<개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그와 관련된 정책의 정당성을 재확인
시켰다. 2002년 5월의 “<개관>”은 “제국주의자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
게 주시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단결하여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을 힘있
게 벌려 나갈 때만이 나라의 독립과 안전을 지키고 세계의 자주위업을
전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시국에서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
다는 표현으로 “방위력 강화” 언표가 등장했던 것이다. 북한의 방위력
강화노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방위력 강화” 언표가 등장한 것은
1983년 이후의 시기 중 2002년 5월의 “<개관>”에서가 처음이었다. 참
고로, 1997년 1월의 “<개관>”에서도 “방위력 강화” 언표가 등장한 적
이 있었으나(<도표-4-15>), 그것은 북한의 방위력 강화 필요에 대한 직
접적 주장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주장을 옮기는 방식의 간접적 주장이었
다. 1997년 1월의 “방위력 강화” 언표는 당시 북한과 관계가 돈독했던
우호국인 앙골라의 주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531)
530) 『로동신문』, 2001년 6월 24일자.
531) 당시 1997년 1월 “<개관>”의 간접적인 “방위력 강화” 주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앙
골라대통령은 새해 시정연설에서 지난해가 나라의 평화과정에서 기본문제인 군사문제를 해결
한 중요한 해였다고 평가하면서 1997년에는 우선 나라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그 어떤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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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2002년 2월 1일의 외무성 성명에서 탄력을 받은 “방위력
강화” 언표가 2002년 5월의 “<개관>”에 등장함으로써 그 시점에서 당
론화되는 양상을 보인 배경은 2002년 연두교서 내용과 부합하는 방향으
로 새로운 핵태세검토보고서까지 발표된 데 있었다. 즉, 미국의 2002년
핵태세검토보고서 발표 시점과 북한 “방위력 강화” 언표의 당론화는 맞
물려 있었다. 부시행정부는 2002년 4월 6일 북한을 핵공격대상에 포함
한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2002년 핵태세검토보고서는 지하
요새를 깨뜨릴 수 있는 새로운 핵무기를 위한 개념의 발전 등을 요구했
으며, 규모, 범위, 목표 면에서 다양한 상황에 핵무기가 활용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532)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핵
공격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인식을 굳히게 됨에 따라, 북한
은 핵개발 주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2000년대 “국방력 강화” 언표의 강화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 혹은
핵개발 정책의 전개와 연동되어 있었다. 우선, 2002년 5월 “<개관>”에
“국방력 강화”의 언표가 수년 만에 나타난 데 이어 북한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된 규모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고농축우라
늄 프로그램 추진 과정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우
라늄프로그램을 위한 조달 노력이 2002년 6월을 기점으로 대폭 확대되
었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533) 또한 북한이 국방비에 보다 높은 우
선순위를 부여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회의가 개최된 2003년 4
월, 1차 핵실험을 진행한 2006년 10월 등의 시점에서도 “국방력 강화”
언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천안함 피폭 사건 이후 한미 양
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진행되어 북한이 핵무기의 소요를 강하게 느꼈
들의 책동도 묵과하지 않을것이라고 단호히 언명하였다. 특히 그는 국방력강화에 큰 힘을 넣을
데 대해 강조하면서 앞으로 조직되는 민족군은 전민족의 리익과 존엄,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는
데 전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1997년 1월 31일자, “자주, 평화는 막을수 없
는 시대적 흐름.”
532) Aiden Warren, Prevention, Pre-emption and the Nuclear Option: From Bushi to
Obama (New York: Routledge, 2012), pp. 122-123.
533)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2002년 6월 이후 연구․개발을 위한 규모에서 “생산 가능 규
모”로 확대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치노이, 2010,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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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2010년 3/4분기에도 역시 국방력 강화의 언표는 높은 빈도로 뚜렷이
제시되었다(<도표-4-15> 참조).534)

9. 북핵 2차위기와 핵억제 담론의 당론화
6자회담이 개최되기 전인 2003년 여름 북한 내에서는 미국이 자
신들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안보우려가 커져 가고 있었다. 당시 이라
크전쟁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세로 빠르게 종결되었던 것이다.
2003년 3월 20일 이라크전쟁을 개시한 미국은 4월 9일 바그다드를 함
락했고, 5월 1일에는 종전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북한 내부에서는 미국
이 이라크 다음으로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우려가 표출되었다. “부쉬
호전세력들은 이라크전쟁을 결속한 다음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을 감행
할것을 계획”하고 있다거나, “이라크전쟁을 손 쉽게 치른 미국은 범 잡
은 포수마냥 기세 등등하여 다음 단계의 공격목표로 우리 공화국을 선
택”했다는 주장 등이 『로동신문』에서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다.535) 김
정일이 2003년 2월부터 두달 동안 종적을 감추었던 것도 북한의 안보우
려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536)
북한이 우려하는 미국의 북침 시나리오는 미국이 돌파탄두 형태의
차세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 경우, 핵공격 시에 대비한 북한
방어력의 핵심인 지하요새가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537)
2002년도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통해 부시 행정부도 선제공격을 위해서
는 “지하벙커 또는 생물무기 시설 따위 비핵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목표
물”에 적합한 전술핵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538) 미국의 차세대
534) 그 직후 북한은 연평도 포격(11. 23)을 통해 정전협정 체결 이래 처음으로 한국영토에 공개
적으로 포격을 가하는 이례적인 도발을 감행했다.
535) 『로동신문』, 2003년 3월 30일자, “제국주의 침략세력과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2003년 5
월 31일.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
536) 치노이, 2010, p. 287.
537) 지하시설을 뚫고 들어가 폭파하는 돌파탄두는 아주 견고한 표적을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핵탄두 자체의 폭발력은 물론 지진파로 변화된 에너지를 통해 지상핵폭발보다 2~3배 큰 파괴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선호, “러시아의 미래전 비전과 군사사상,” 『국방』 제258호 (1995년
6월), pp. 13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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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에 의한 선제공격에 대한 북한의 공포는 2003년 5월 초 미 상원
국방위원회의 ‘스퍼렛 퍼스 수정안(The spratt-furse law)’ 폐기 결정에
대한 비판에서도 드러났다. 5kt 미만의 폭발력을 가지는 저위력 핵탄두
의 연구․개발․제조를 금지한 ‘스퍼렛 퍼스 법안’이 폐기되면, 전술적 용도
에 적합한 차세대 핵무기가 도입될 가능성이 증대되기 때문이었다.539)
이에 『로동신문』은 2003년 5월 말 두 편의 기명논설을 통해 스퍼렛
퍼스 법안 폐기 논의를 핵군비경쟁을 불러올 “소형핵무기개발책동”이라
고 규탄했다.540) 이러한 안보우려는 날이 갈수록 더욱 증폭되어갔다.
2003년 6월 초 북한은 지난해 말 미국의 한반도주변 지질연구와 대북
작전계획 5027 작성 작업이 동시에 수행된 것을 볼 때 미국의 북침계획
에 전술핵무기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고, 미국이 주한
미군전력증강계획을 발표한 것 역시 “전쟁 전야에만 있을 수 있는 군사
적 조치”로서 전쟁이 임박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541) 이 시기, 북
한 공식매체에서는 “핵억제력”의 언표도 처음으로 언급되었다.542)
동시에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협
상을

시도했지만,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방침을 고수한 미국측 협상단은 북한의 제안에 대한 논
의를 거부했다. 6자회담이 개최된 배경은 7월 8일 박길연 주유엔대표부
북한대사의 핵연료 재처리완료 주장 등 북한의 핵개발 동향에 긴장감을
538) NPR; 치노이, 2010, pp. 134-135.
539) 1993년 발효된 ‘스퍼렛 퍼스 수정안’은 5kt 미만의 파괴력을 가지는 저위력 핵탄두의 연구‧
개발‧제조를 금지했다. 보다 작고 가벼운 4세대 핵무기의 출현으로 핵보유국 간의 전략적 균형
이 깨어져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스퍼렛 퍼스 수정안은’은 소형 전술핵무기의
연구·개발 등을 일체 금지하여 탈냉전기 핵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결국 이 법안은 2003년 9월 초에 미 상원에서 폐기되었다. Lawrence Korb and Peter
Ogden, "The road to Nuclear Security,"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nd Fourth
Freedom
Forum
(December,
2004).
출처:
https://
www.americanprogress.org/issues/security/news/2004/12/16/1246/the-road-to-nuclear-s
ecurity/ (검색일: 2015년 4월 26일); 치노이, 2010, p. 303-304.
540) 『로동신문』, 2003년 5월 27일자, “미국의 소형핵무기개발책동”; 『로동신문』, 2003년 5
월 28일자, “부시행정부의 계획에 반발.”
541) 『로동신문』, 2003년 6월 3일자; 『로동신문』, 2003년 6월 9일자, “우리 식의 강력한 방
법으로 대응할 것이다.”
542) 김성철, 2014, p. 123; 오버도퍼 외, 2014, pp. 7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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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 중국의 중재노력에 있었다. 7월 30일에 6자회담 개최에 대한 합의
가 이루어짐으로써, 6자회담의 1차회의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
징에서 개최될 수 있었다. 이때, 북한에게 관건이 되는 사항은 동시행동
안을 미국이 수용하는가였다. 북한이 제안한 동시행동안의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과정을 “말 대 말” 공약, 핵시설 및 핵물질의 동결, 미사일문제 타
결(발사유예, 수출중지), 그리고 최종적인 핵시설 해체라는 4단계로 나누
고, 미국의 대북보상 과정 역시 경제보상, 경제제재 해제, 북미 관계정상
화, 경수로 제공의 4단계로 구성하여 두 과정을 동시에 진행시키자는 것
이었다. 그러나 미국측은 북한의 동시행동안에 호응하지 않았다. 북한의
CVID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평양의 우려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조발언의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다.
6자회담에서 미국의 선핵폐기 요구에 직면한 북한의 대응은 자신
들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핵억제 주장으로 나타났다. 6자회담
1차회의 첫째날 미국 측이 동시행동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거부하자 북
한측 6자회담 대표이며 북한 내 대표적인 중국통인 김영일 외무성 부상
은 “우리들은 핵 억지력과 운반 수단의 물리적 입증을 할 용의가 있다”
는 서면 상의 문구를 읽었던 것이다.543) 6자회담 1차회의가 끝난 뒤, 외
무성 대변인은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북한측의 동시행동방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미국이 CVID 방침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었다고 지적하
고,544)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핵억제력을 계속 강화
해 나가는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신케 하고 있
다.”고 주장했다. 6자회담 회의장 밖에서도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었다. 그리고 6자회담 1차회의가 마무리된지
4일 후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1차 제1기 회의는 “조미사이의 핵문제
와 관련하여 외무성이 취한 대외적 조치들을 승인함에 대하여”라는 의제
가 상정되었다. 이는 6자회담 안팎에서 제기된 외무성 대표단의 핵억제

543) 후나바시 요이치, 2007, p. 480.
544) 『로동신문』, 2003년 8월 31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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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보유 주장과 관련된 것이었다.
2003년 9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는 외무성의 조
치를 사후 승인하는 형식으로 “핵억제력을 유지하고 계속 강화”하는 조
치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545) 이러한 발표를 담은 최고인민회의 결정은
“공화국 정부”가 6자회담에서 동시행동안을 통해 “부쉬행정부의 정책전
환의지”를 타진해보았으나, 미국의 정책변화 가능성은 없었다고 지적했
다. 미국이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핵계획을
먼저 포기하라는 오만무례하기 그지 없는 강도적인 요구”를 제시한 것은
그들이 “우리를 무장해제하기 위한 시도를 버리지 않고 다자회담 마당을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국제적인 포위망에 악용하려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는 것이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결정은 미국이 6자회담 1
차회의에서 자신들의 협상제안을 거부했다는 점으로부터 핵억제력의 유
지․강화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을 전개해갔다. 최고인민회의 결정은
결론을 통해 “미국의 핵선제공격을 막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억제력을 유지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
길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한다고
제시했던 것이다.546)
2003년 9월의 최고인민회의 결정이 제시된 때로부터 “<개관>”에
도 “핵억제력을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언표가 등장했다. 2003년 9월
“<개관>”의 미국의 CVID는 “핵억제력을 유지강화해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언급에서 “핵억제력”이라는 용어가 제시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는 최고인민회의 결정 직후 “핵억제력”의 언표가 매우 빠르게
545) 『로동신문』, 2003년 9월 4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 조미사이
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이 취한 대외적 조치들을 승인함에 대하
여.”
546) 덧붙여, 이 결정은 끝부분에서 “공화국정부의 위임에 따라 외무성이 취한 모든 조치”를 승
인하고, “그에 따른 해당한 대책들”도 채택했다. 외무성이 취한 조치란 6자회담 1차회의에서
김영일 부상이 북한이 핵능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이점에서
“그에 따른 해당한 대책들”이란 핵능력의 “물리적 입증”에 필요한 조치를 나타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2003년 10월 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8,000개의 폐연료봉의 재처
리를 완료한 것 등이 “11차 1기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로동신
문』, 2003년 10월 2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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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전활동 등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나타낸다.
아래 <도표-4-16>의 “핵억제력” 언표의 추이에서 특이한 점은
북미 간의 양자협상이 진행된 시기에는 “핵억제력”의 언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6자회담은 개최되었지만 양자협상은 진행되지 않았
던 2003년부터 2006년까지와 2009년 이후의 시기와 같이 북미 핵협상
이 개최되지 못한 시기에는 “핵억제력” 언표가 매년 1회 이상 나타났다.
반면, 북미 양자협상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진 2007~2008년 사이의
시기 동안에는 “핵억제력”의 언표를 찾아보기 힘들다.

<도표-4-16> “<개관>”의 “핵억제력” 언표의 언급 추이(1983~2013)

10. 소결
4장에서는 북한의 핵보유 이전의 시기에서 핵담론의 언표들이 당
론화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핵담론 가운데 아직 당론영역에 도입되지
않았던 미당론화 언표를 제시했다. 핵보유성명 이전의 핵담론 당론화는
북한이 비핵국가로서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을 때, 핵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주장을 도입해왔는지를 보여준다. 핵담론의 당론
화는 특정한 정책적 주장이 기존의 핵정책방안에 추가되는 것을 의미한
다. 핵정책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정책방안들이 추가된다고 할
때, 당론화는 정책의 진행방향을 나타내는 상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표-4-2>는 이 장의 주요내용을 핵담론의 당론화 시도와 당론화 성공
의 결과에 따라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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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북한의

화행과

“<개관>”

내의

핵담론

언표

등장

(1983-2004)
당론화 시도(화행)

평화적 핵활동

핵증강

당론화 결과(핵담론별)
핵억제
핵무기금지

1984년 1월 10일 3
자회담 제안
1984년 7월 6~9일 6
기 9차 전원회의

핵전쟁방지
1984년 11월
평화협정 체결
1984년 9월,
핵군축
1984년 9월,
핵전쟁위험방지
1985년 12월,
핵실험 동결

1986년
7월,
한반도 비핵지
대화

1986년 6월 23일 정
부성명

1987 7월, 대
규모 군축제안

1987년 7월 23일 정
부성명
(1991년 6월
한반도 비핵지
대화 재확인)
1991년
6월
동시핵사찰
1991년
7월
위협을 제거

1991년 6월 10일 정
당, 단체연합

1993년 6월 11일 북
미공동성명

1992년
3월
핵무기전파방
지
1993년
6월
근원적 해결

1994년 4월 28일 외
교부성명

1995년 8월,
한반도 평화보
장체계의 수립

1992년 1월 30일 외
교부 담화

1994년 8월 12일 북
미합의성명
2002년 1월 31일 외
교부 담화
2003년 9월 3일 최고인민
회의 11기 1차회의

1994년
8월
북미합의 내의 경수로
2002년
5월
국방력 강화
2003년
핵억제력

9월

4장에서 검토한 1983년부터 2005년 2월 핵보유성명 직전까지의
당론화 사례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냉전기
(1983~1989), 탈냉전기 중 김일성의 통치기간(1990~1994), 그리고 김
일성 사후의 김정일의 통치기간(1995~2004)이 그 세 시기이다. 4장에
서 다루는 20년의 기간이 다소 길기 때문에, 간략한 설명을 위해 그 시
기를 이와 같이 구분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론에서 서술상의 이유로
당론화의 논의 순서에 냉전과 탈냉전의 구분을 두었다. 결론에서는 설명
상의 필요에서 탈냉전기를 다시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치기로 구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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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일성 시대이면서 냉전기이던 기간 동안에는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와 핵무기금지 담론의 당론화가 진행되었었다. 첫째, 1980
년대 초반에는 “평화협정”, “핵군축”, “핵전쟁위험 방지”, “핵실험 동
결”, “군축제안” 등 핵전쟁방지 담론의 언표들에 대한 당론화가 진행되
었다. 이는 1984년 이래 북소관계가 확대된 결과였다. 1980년대 중반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는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군사적 원조와 경제협
력을 얻는 대신 비핵정책을 추구하겠다는 바를 확인한 데 따른 결과였다
는 것이다. 특히, 이 시기 “핵군축”, “핵전쟁위험 방지”, “핵실험 동결”
등 수정주의 계열의 핵전쟁방지 담론 언표들은 북한이 소련의 핵정책노
선에 동조하고 있다는 바를 표명하는 기능을 가졌었다. 둘째, 북한의 비
동맹외교를 위한 1986년 6월 북한 정부성명 이후 ‘한반도비핵지대’의
창설 방안이라는 핵무기금지 담론의 언표가 당론화되었다. 당시 북한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공동개최협상에서 자신의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
해 비동맹외교를 크게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
한은 “반핵연대성”을 요구하여 북한에 대한 비동맹국가들의 지지를 강화
한다는 구상에서, ‘한반도비핵지대’의 창설이라는 반핵의제를 자신들의
핵심적 외교정책으로 도입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탈냉전기 김일성의 통치기간 중에는 핵무기금지 담론,
핵전쟁방지 담론,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당론화가 진행되어 갔다. 첫째
로, 북한이 교차승인 정책에 따라 북일수교 추진에 역점을 두던 1991년
에는 “동시핵사찰”, “핵위협제거”와 같은 핵무기금지 담론의 언표들이
당론화되었다. 북일수교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은 북일수교를 가로막는
걸림돌인 북핵문제의 해소를 모색했고, 그에 있어 북한은 한반도비핵지
대 창설방안을 기초로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해갔다. 특히, 일본이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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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일수교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1991
년 여름, 북한은 “핵위협제거” 기조와 “동시핵사찰” 방안을 통해 상호적
인 관심사를 해소함으로써 한반도비핵지대를 창설하고 북핵문제도 해결
하고자 했다. 둘째로, 1992년 이후 북한이 북일수교 대신 북미관계정상
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 때로부터 북핵 1차위기 내내 “핵무기전파
방지”, “포괄적 해결”, “평화보장체계” 등 핵전쟁방지 담론의 언표들이
당론화되었다. 1991년 말 북한은 북미관계를 직접적으로 추구한다는 방
침을 채택하고, 미국의 오랜 요구인 IAEA 안전조치협정의 체결을 수용
했다. 북한이 회원국은 IAEA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NPT 조
약 상의 의무를 받아들이게 된 배경에서, 1992년 4월 IAEA 안전조치협
정의 비준 직전에 “핵무기전파방지” 언표가 당론화되었다. 또한 북핵 1
차위기 동안에는 북한이 상호관심사의 해소를 위한 북미회담을 추구함에
따라, (북한이 원하는) 핵협상을 통한 북핵해법을 가리키는 “포괄적 해
결”, “평화보장체계” 언표가 당론화되었다. 셋째로, 북핵 1차위기의 해
소, 그리고 시기적으로 겹친 김일성의 사망을 전후하여 평화적 핵활동
담론이 제한적이나마 당론화되어 갔다. 북핵문제의 쟁점이 되고 있는 기
존의 영변원자로를 포기하는 대신 북미합의에 따라 경수로를 제공받자는
논의가 정치적으로 정당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경수로제공방안은 제1차
북핵위기의 변곡점이 된 1994년 6월 카터와 김일성 간 합의안의 중심내
용이기도 했다. 김일성이 남긴 경수로제공방안은 북미 3차 고위급회담을
거쳐 1994녀 8월 당론화되었다.
김일성 사망 이후, 핵보유성명 이전의 김정일의 통치기간 중에는
핵증강 담론과 핵억제 담론이라는 핵무기를 긍정하는 담론의 언표들이
당론화되어 갔다는 데 특징이 있다. 첫째, 미국의 반테러전이 본격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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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핵증강 담론의 맹아적 언표인 “방위력 강화” 언표가 “<개관>”
에 등장했다.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연설로부터 4개월 뒤 “<개관>”에
“방위력 강화” 언표가 출현했던 것이다. “방위력 강화” 언표는 1997년
신년사 이후 “<개관>”에 일시적으로 등장한 적이 있었지만, 2002년 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당론장르의 텍스트에 등장했다. 부시대통령의 “악
의 축” 발언 이후 북미간의 대립이 심화된 결과, 핵개발의 필요성이 인
정되었다는 점을 의미했다. 둘째, 북핵 2차위기 중 핵억제 담론의 “핵억
제력 유지․강화” 언표가 당론화되었다. 2003년 6자회담 1차회의 종료
개최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핵억제력 유지 및 강화” 방침을 공
식 천명했고, 이로부터 “핵억제력” 언표가 당론화되었던 것이다. 당시
북한의 시각에서, 미국의 선핵폐기 주장과 북한의 동시행동방안이 6자회
담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등 협상의 전망은 어두웠고, 미국의 이라크침공
은 위기감을 주고 있었다. 북한은 협상전망이 어둡다고 보고 핵개발을
강행하는 길로 나아갔던 것이다.
핵보유성명 이전 북한 당론화의 이러한 양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당론화의 양상에서 김일성과 김일성 시대의 차이는 뚜렷해진다.
1983년부터 2005년 2월의 핵보유성명 직전까지 당론화된 핵담론의 언
표들을 정리한 <표-4-3>을 보면, 김일성 시대에는 핵무기를 부정하는
담론(핵무기금지 담론과 핵전쟁방지 담론)의 언표들을 위주로 당론화가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평화협정”, “조선반도비핵지대”, “핵
위협제거”, “동시핵사찰”, “핵무기전파방지”, “평화보장체계”, “포괄적
해결”, “일괄타결”, “군축제안”, “핵실험 동결”, “핵전쟁위험 방지”, “핵
군축” 등 김일성 시대에 당론화된 핵담론 언표는 모두 핵무기를 부정하
는 핵무기금지와 핵전쟁방지 담론에 속하는 것들이었던 것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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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시대에는 새로이 등장한 언표들은 모두 핵무기를 긍정하는 담론
들의 언표들이었다. “방위력 강화”, “핵억제력” 등 핵무기의 가치를 긍
정하는 핵증강 담론과 핵억제 담론의 언표가 당론화되었던 것이다. 이는
김일성, 김정일 두 지도자의 핵정책에 대한 가치와 태도가 상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4-3> 시기별 당론화 대상 언표(1983-2004)
당론화된 언표
냉전기(1983-89)

구분

1983년 이전

김일성 시기
(1983-1989)

탈냉전기(1990-2004)
김일성 시기
(1990-94)
‘북미합의
경수로’

평화적 핵활동
담론

김정일 시기
(1995-2004)

내의

핵증강 담론

방위력 강화

핵억제
담론

핵억제력

핵무기금
지
담론

세
계
주
의

새 세계전쟁 위험 방지
핵무기사용 금지
핵실험 금지/중지
핵무기 금지/철폐

지
역
주
의

평 화지대( 비핵지
대)

비
수
정
주
의

핵위협제거
동시핵사찰

군축제안
핵실험 동결
핵전쟁위험 방지
핵군축

수
정
주
의
핵전쟁방지
담론

한반도비핵지대

핵전쟁책동 반대
핵무기 철수

북미 평화협정

(탈당론화)

핵무기전파방지
평화보장체계
포괄적 해결

4장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당론화 사례들에서 두드러졌던 배경요
인을 살펴볼 수 있다(<표-4-4>). 핵보유성명 이전의 당론화 사례들에서
는 북한의 대내전략과 미소 양국의 대북관여 가능성, 그리고 남북 간의

- 240 -

외교적 경쟁이 장기적으로 당론화 사례들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대내전략, 즉 개혁정책이 다수 당론화 사례들
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요인이었다. 1980년대 중반 북한의 무역확
대 노력과 개혁적인 대내적 조치들은 1984년 여름 북소관계개선 이후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가 일어난 상황을 이해하게 해준다. 그리고
1990년대 전반기 북한의 개방적 경제정책과 개혁적 조치들은 북일협상
과 제1차 북핵위기를 전후하여 북한이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를 매
우 적극적으로 진행한 이유를 이해하게 해준다. 두 시기 모두 핵전쟁방
지 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북한의 국내전략도 그와 함께 붕괴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1980년대 중반에 북한의 소련 핵외교노선에 대한
거부는 교역확대를 통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대내전략을 위태롭게
할 수 있었고, 1990년대 전반기 북핵문제에 대한 대미핵협상의 실패는
개방정책의 추진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미소 양국의
대북관여도 북한의 핵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당론화가 이루어진 정책환
경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요인들이다. 소련의 1980년대 중반 대북접
근, 그리고 미국의 1990년대 대북관여는 각각 1980년대 중반과 1990년
대 전반에 이뤄졌던 핵전쟁방지 담론의 연속적인 당론화를 낳은 정책변
화의 배경이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남북 간의 외교적 경쟁도 북한의
1980년대 초중반~1990년대 초반 핵담론 당론화의 배경요인으로서 당
시의 연속적인 당론화와 반복적으로 관련되었다. 대중외교, 서울올림픽
공동개최, 대미외교, 탈냉전기 교차승인을 둘러싼 남북 간의 외교적 경
쟁 속에서, 북한은 핵무기금지 담론과 핵전쟁방지 담론을 집중적으로 활
용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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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당론화 사례의 주요 배경(1984-2004)
구분
1984년 1월 3자회담 제안
1984년 7월 전원회의
1986년 6월 정부성명
1987년 7월 정부성명
1991년 6월 정당, 단체 연합회의
1992년 1월 IAEA협정 체결
1992년 8월 한중수교

체제강화 전략
개혁

반개혁

동맹의 관여
소련/러시아

중국

미국의

남북대결/

대북관여

경쟁

×
○

○
○
×

○
○

○

○
○

×

×

1993년 2월 정부비망록

○

×

1993년 6월 북미공동성명
1994년 4월 외교부성명
1994년 8월 북미합의성명
1996년 반수정주의
2001년 2월 외무성담화
2002년 1월 외무성 성명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
○

○
○
○
○
×
×
×

○

○
○
○

물론, 북한의 국내전략 변화와 주변국의 대북관여 가능성 변화 이
외에도 북한의 당론화에 영향을 준 요인이 존재한다. 중국의 대북설득
노력도 북한의 핵담론 당론화 사례들에 영향을 주었던 요소로 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시기 북중관계 요인은 ‘반복적 형태로’ 북한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매 당론화의 경우에 미
묘하게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4년 1월 ‘북미 평화협
정’ 언표 당론화의 경우, 북중관계 요인은 압박을 통한 관여에 가까웠고,
1991년 여름 “핵위협제거” 언표 당론화 시에는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
하기 위한 설득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으며, 1992년 여름 핵전쟁방
지 담론의 탈당론화 시에는 북한에 대한 방기에 가까웠다. 이점에서 당
론화의 배경으로 다루어진 북중관계 요인은 - 북한 대내외문제 해결의
전략적 기회가 되어 준 - 미소의 대북관여 요인과 같이 북한에게 동질
적 환경을 제공하는 반복적 현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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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핵보유성명

이후

북한

핵담론의

당론화

(2005-2013) - 핵무기 긍정 이외 핵담론의 재편,
핵무기 긍정 중 핵증강 담론의 발전
5장에서는 북한의 핵보유성명 이후에 이루어진 핵담론의 당론화
사례를 다룬다. 2005년 2월 10일 북한은 핵무기 제조 사실을 외무성 대
변인 성명을 통해 공표했다. 물론, 핵보유성명 이후에는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변화할 수 있으나, 새로운 상호작용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핵질서는 북한의 핵정책이 수립되고 이에 주변국들이 대응정책
을 발전시킨 결과로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보유성명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북한 스스로가 핵무기를 가진 국가의 관점을 취하게 된다는
데 있다. 북한은 핵국가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기존의 정책방안들을 재검
토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수용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그에 따라
북한의 핵정책은 기존의 구조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점에서 북한의
핵보유성명은 북한의 핵정책이 기존의 구조를 벗어나 새로운 구조를 모
색하게 된 구조적 분기점이 된다.
핵보유성명 이후의 북한 당론화 과정은 핵정책 내의 새로운 정책
선택지들이 등장해가는 방향을 보여줄 수 있다. 비핵국가로서는 핵군축,
핵군사력 시위, 핵협력 등의 선택지를 정책선택의 범위 내에 두기란 어
렵다. 비핵국가가 핵군사력의 시위방안을 채택하는 것은 자기모순이 되
기 때문이다. 반면, 핵국가의 관점에서는 핵능력의 실제 발전수준이 뒷
받침해준다면 이러한 정책선택지의 논의가 이론적 모순이 되지는 않는
다.
북한 핵정책의 새로운 정책선택지들 역시 북한 핵담론의 언표와
테제들로 표상지워진다. 평양은 2005년의 핵보유성명 이후 새롭게 가능
해진 여러 가능성들 중에서 필요하다고 믿어지는 선택지를 채택하여 정
책방안으로 채택하여 왔다. 이러한 방안들은 북한 측에서 처음 시도해보
는 새로운 정책이지만, 기존의 핵담론으로 정당화되었다. 새로운 정책방
안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선택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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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와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려내야 했기 때문이다.
5장 역시 시기의 순서에 따라 담론범주 별로 당론화의 성공 사례
들을 제시한다. 먼저 핵보유성명이 발표된 결과, 북한의 기존 핵담론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핵무기금지 담론의 탈당론화를 통해서
논의한다. 이어서 새로운 언표들이 등장하는 당론화 사례들을 평화적 핵
활동 담론, 핵전쟁방지 담론, 그리고 - 아마도 가장 주목해야 할 유형일
- 핵증강 담론의 순서로 제시할 것이다.

1. 핵보유성명 이후 핵무기금지 담론의 부분적 탈당론화와 재
당론화
1) 핵보유성명과 핵무기금지 담론의 부분적 탈당론화
북핵 2차위기 동안 북한은 복합적 이유에서 물리적, 외교적 핵카
드를 제시했으며, 이러한 핵카드는 핵보유성명으로까지 발전되었다. 북
한은 물리적 핵카드로 영변의 5MW원자로를 재가동하고 1994년의 제네
바합의문에 따라 보관 중이었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진행했다. 북
미 간의 대립이 극에 달했던 2003년 한해 동안에 이러한 조치를 강행했
던 것이다. 아울러, 외교적 핵카드로 제임스 켈리(James Kelley) 차관보
의 방북 시 강석주 외무성 부상이 핵무기 개발 권리를 언급한 것은 물
론, 6자회담에서까지 매번 핵무기 제조를 완료했다는 바를 암시를 흘렸
다. 공갈을 통하여 미국측의 CVID 요구에 맞대응함으로써, 비핵화요구
의 기준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의 핵카드는
물리적, 언어적으로 발전되었고, 결국 6자회담 4차회의의 개최가 논의되
어야 하던 시기인 2005년 2월 10일에는 북한이 핵보유성명을 발표하기
에 이르렀다.
이 시기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2002년 여름부터
비공개리에 진행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라크정책이 군사적 공격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으로부터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에 속하는 자신
들도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국적군이 카불을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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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1년 11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이라크의 핵문제는 2002년 봄에
는 보다 확대될 조짐을 보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2002년 5월 15일자 『로동신문』도 부시
가 이미 한달 전에 대이라크 공격에 대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
하고, 공격시점은 군사적 배치를 마친 2003년 중이 될 수도 있지만 미
국은 “어느 때든 기회가 조성되면 후쎄인정권을 전복하기 위하여 이라크
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547) 반테러전의 확대전망 속에 2002
년 6월 경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은 연구단계를 벗어나 생산단계
로 확대되었다.548) 이 때 북한이 그에 필요한 자재의 조달 규모가 급속
히 커졌던 것이다.
이후 북핵 2차위기 동안에는 북한의 플루토늄 확보 작업이 급진전
되었다. 북한은 2003년 이전에도 비밀리에 진행한 재처리공정을 통하여
7~14kg의 플루토늄을 확보했으리라는 의혹이 있었다.549) 북핵 2차위기
동안에는 북한이 제네바합의문에 따라 수조보관하던 폐연료봉 8,010개
를 재처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550) 이어 2003년 3월 31일 북한은 제
네바합의에 따라 수조보관 중이던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여 핵억제력을 확
보하겠다는 의사를 뉴욕채널을 통하여 직접 미국측에 전달했다.551) 북한
측은 찰스 프리처드(Charles L. Pritchard) 등 국무부 측에 자신들은 이
라크처럼 미국의 침공을 받지 않기 위해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여 핵억제
력을 갖추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이다. 2003년 3월은 북한
의 미그기가 미국측 정찰기 R-135를 위협하는 등 북미 간의 군사적 충
돌가능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때이기도 하다. 그 이후 베이징에서의 3
자회담 개최를 앞둔 2003년 4월 18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이 폐연료봉의
547) 『로동신문』, 2002년 5월 15일자, “대이라크군사작전과 관련한 미국의 움직임.”
548) 치노이, 2010, p. 173.
549) David Albright, "North Korea Plutonium Production," Science and Global Security 5
(1994), 63-87.
550) 아울러 북한은 영변원자로의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는 2003년 1월 10일의 NPT 탈
퇴선언 발표 이전에 이미 개시되었다. 2002년 12월에 KEDO의 중유공급이 중단되자마자, 영
변핵시설의 감시장비 및 봉인 제거(2002. 12. 22), 새 연료봉의 비치(2002. 12. 25), IAEA 사
찰관의 추방(2002. 12. 31)을 진행했던 것이다. 치노이, 2010, pp. 249-252; 이우탁, 2009,
pp. 213-216.
551) 치노이, 2010, pp. 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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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리를 위한 준비작업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성명을 영문으로 발표했
다.552) 이렇게 진행된 재처리작업으로부터 북한이 무기용 플루토늄을 확
보했다는 점은 2003년 10월 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공식적으
로 확인되었다.553) 이를 통해 북한이 북한이 추가로 확보한 플루토늄의
양은 20~28kg으로 추산되었다.554) 이것은 북한이 2003년 말의 시점에
서 최소 20kg 내외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북한측
은 2004년 1월에는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해커(Siegfried S. Hecker)
를 초청하여 자신들이 분리한 플루토늄 산화물과 메탈을 직접 보게 했
다.
한편, 핵무기의 존재와 관련된 외교적 핵카드의 활용이 6자회담
과정에서 누적되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보유를 받아들이도록 하
려는 주장으로 변질되어 갔다. 이러한 핵카드는 북핵 2차위기 초반에는
미국의 가능한 침공을 억제하려는 맥락에서 사용되었지만, 6자회담이 개
최된 2003년 8월 이후에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동시행동방안을 받
아들이게 하려는 협상전략 상의 필요에서 활용되어 갔다. 그리고 이 결
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한 핵
모호성 언급도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전환되었다.
핵보유 가능성 언급은 처음에는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
는 억제의 논리에 따라 이례적으로 사용되었다. 강석주는 핵모호성이 담
긴 주장을 제기했던 것이다. 2002년 10월 4일 강석주는 제임스 켈리 차
관보의 고농축우라늄농축(HEU) 의혹에 대한 해소가 없이는 북미 양자회
담이 없다는 통지에 대해 핵의혹을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북한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인상을 미국 측에 주었다. 강석주
부상은 “당신은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똑
552) 2003년 4월 18일자 조선중앙통신 영문성명은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주장했으나, 실은 재처
리 준비작업의 완룔르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3일 뒤 기존의 영문성명 내용이 “재처리
공정까지 가는 최종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것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치노이,
2010, p. 296.
553) 『로동신문』, 2003년 10월 3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554) David Albright and Paul Brannan, "The North Korea Plutonium Stock, February
2007,"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2007),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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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것은 1일 전 HEU 의혹을 부인한 김계관
과는 상반된 것이었다.555) 강석주는 이 입장은 밤샘 지도부회의의 결론
이 담긴 것임을 시사했다.556) 북한 지도부는 이라크의 무조건적 양보에
도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압력을 강화시키는 이라크 핵문제의 전개과정
을 참고하여 사찰요구를 거부하기로 한 것이었다.557)
이후 북한은 6자회담 내에서 미국의 CVID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종종 핵보유 카드를 사용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협상의 전제로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다. 그로부터 핵동결과 폐기 등 다
음 단계에 대한 보상을 두고 협상을 진행시키고자 했다. 북한의 동시행
동방안과 미국의 CVID 원칙이 충돌한 6자회담 1차회의(2003. 8.
27-28)에서, 김영일 부상은 핵능력을 “물리적으로 입증할 용의”가 있다
고 선언했다.558) 또한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마무리지은 이후에 북한 외
무성은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는 때가 되면 실물로 증명되게 될 것”이라
고 언급했다.559) 6자회담 2차회의(2004. 2. 25-28) 이후 최진수 주중대
사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포기되면 북한의 핵무기 폐기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역시 핵무기의 존재를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560) 아울러,
6자회담 3차회의(2004. 6. 23-26) 회의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핵
무기의 증산, 수출,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참고로, 6자회담 3
차회의에서 미국측은 CVID라는 용어의 사용은 자제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기초에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향한

555) Charles L. Pritchard, Failed diplomacy: the tragic story of how North Korea got the
bomb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7), p. 38. 인용된 표현은 찰스 프
리처드 저, 김연철, 서보혁 역, 『실패한 외교: 부시, 네오콘, 그리고 북핵위기』(서울: 사계절,
2008), p. 77에서 재인용.
556) 치노이, 2010, pp. 70-79.
557) 이라크 핵문제는 북핵문제와 병렬적으로 진행되며, 그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2002년 9월
에 이라크 핵문제는 국제적 쟁점이 되어 있었다. 9월 12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부시 대통령
은 이라크의 무시사찰 재개를 위한 안보리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
는 무기사찰을 무조건 복귀시키겠다고 발표했으나(2002. 9. 17), 미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은
채 대통령궁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대한 사찰 등 추가적인 요구를 제기했다(2002. 10. 2).『한
국일보』, 2002년 9월 29일자, “[이라크] 美·英 ‘7일내 수용하라.’”
558) 후나바시, 2007, p. 480.
559) 『로동신문』, 2003년 10월 19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560) 김강녕,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우리의 대응," 『통일전략』 5(1) (2005),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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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함의했다.
2005년

초

부시

행정부가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의 체제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발표한 데 대응하여, 북한
은 기존의 외교적 핵카드들보다 핵의 노출도 면에서 한단계 강한 조치로
서 핵보유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의 체제변화를 위한 외교에 핵협상이 이
용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2기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인 ‘폭정의 종식’은 북한에 대해서는 6자회담을 이용한 체제변화 유도
정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다.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은 2005년 1월 18일 청문회에서 폭정의 전초기지 중 하나인
북한에 대해서는 6자회담을 이용하여 북한체제의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틀 뒤 부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폭정의 종식(ending
tyranny)’을 2기 임기의 공식적 외교방향으로 제시했다.561) 이러한 2기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핵보유성명
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6자회담에 참가하기보다는 핵무기를 늘
리는 선택을 하겠다는 바를 밝혔던 것이다. 핵보유성명은 북한이 미국의
정책적 입장을 주시해왔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공존의사를 가
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국무장관 후보자
의 청문회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미국이 “폭압정권”으로 북한을 규정했
다는 것이다.562) 이로부터 북한은 6자회담의 참여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6자회담의 불참만이 아니라 핵무기고를
증강시키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핵보유성명은 “우리는
이미 부시 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고립압살 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
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핵
보유선언이 담겼다.563)
561) 반면, 2004년 8월 대선과정에서 부시 대통령이 자신들을 폭정으로 일컬었은 데 대해 조선
중앙통신이 부시 대통령은 “히틀러”와 같다며 비판했었으나, 공식 성명이나 담화로 부시대통령
의 발언을 문제삼지는 않았다. BBC News, Aug. 23, 2004, “North Korea likens Bush to
Hitler.” 출처: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3589766.stm (검색일: 2015년 7월 3
일).
562) 핵보유성명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사상, 이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화와 공
존, 번영을 지향”하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63) 『로동신문』, 2005년 2월 11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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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5-1> “<개관>” 내 핵무기금지 담론 세계주의 계열의 전개
(1983~2013)

위의 <도표-5-1>는 2005년 2월 10일의 핵보유성명 발표시점과
“<개관>”에서 ‘세계주의’ 핵무기금지 담론이 탈당론화되는 기점이 맞물
려 있음을 보여준다. “<개관>”에서 핵무기금지 담론의 ‘세계주의’ 계열
언표가 등장한 것은, 2004년 10월이 마지막이었다. 이미 1980년대 중
반과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이미 다양성이 축소되어 있던 ‘세계주
의’ 핵무기금지 담론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언표인 “핵무기 금지 및
폐기” 주장마저 사라졌던 것이다. 2004년 10월의 “<개관>”까지는 “핵
무기가 없고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에서 살려는것은 인류의
념원이며 지향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핵무기 금지 언표가 나타났으나,
그 이후로는 “<개관>”에서 ‘세계주의’ 핵무기금지 담론의 언표들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564) 핵무기금지 언표의 마지막 사용을 전후
하여, 핵무기의 가치에 대한 북한의 관점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 행
위는 핵보유성명 이외에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핵무기의 유지방침을 공
식화한 핵보유성명이 그와 모순되는 핵무기금지 담론을 전략적 주장이라
기보다는 수사적 주장으로 격하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핵보유성
564) 『로동신문』, 2004년 10월 31일자, “인류의 념원에 도전하는 침략세력의 무모한 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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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핵보유를 대내적으로도 선포한 것이기에, 북한이 이전에 6자회담
회담장이나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전술적인 핵보유주장과는 그
파급효과가 질적으로 달랐던 것이다.
선전행위의 목적 측면에서도, 핵보유성명 이후 핵무기금지 담론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였다.565) 국내 대중들에게 당국의
핵개발을 지지하면서 핵무기금지의 기존 가치를 견지해야 한다는 바를
요청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모순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선전을 수
용해야 하는 대중들의 입장에서도 핵무기금지를 주장하면서 자국의 핵무
기 개발을 지지해야 한다면, 인지부조화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
다.
‘세계주의’ 핵무기금지 담론의 탈당론화 추이에서 특징적인 것은
북한의 핵개발 노력이 전개된 과정과 핵무기금지 담론의 탈당론화가 연
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세계주의’ 핵무기금지 담론의 언표들이 하나씩
증발한 시점은 1988년과 2001년으로 꼽을 수 있다. 각 시기에 핵무기
금지의 실천을 정당화해온 전통적인 언표들의 종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다. 1988년에 들어서면서는 “핵사용 금지” 언표가, 2001년에는 “핵실험
금지” 언표가 각각 “<개관>”에서 사라졌다. 이 가운데, 1988년에 핵무
기금지 담론이 축소된 배경으로는 북한이 핵개발 준비를 거의 완성한 것
을 들 수 있다. 북한은 1987년까지 영변의 5MW원자로, 핵연료봉 가공
공장을 완공함에 따라 5MW원자로를 가동시켰으며, 풍계리 핵실험장의
공사도 시작했던 것이다.566) 이듬해에는 재처리시설의 일부도 가동함으
로써 핵분열물질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2001년에 들어서 “핵실험 금지” 언표가 사라지게 된 배경으로는 제2차
북핵위기 시 나타난 북한의 공개적 핵개발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말
북한의 핵개발 노력과는 대조적으로,567) 부시행정부 시기 동안 진행된
565) 핵무기금지 담론은 북한의 정책변화 여지를 제공해주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
로서는 핵무기금지 담론의 기능을 대체해줄 수 있는 담론이 필요하기도 했을 것이다. 핵무기금
지 담론이 없어지게 되었지만, 핵개발의 부담에 따른 내부의 우려를 반영하고 핵정책 상의 타
협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비핵무기 담론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역할은 평화적
핵활동 담론이 띄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05년 초중반에 확대된 평화적 핵활동 담론은
9.19 공동성명의 합의를 정당화했던 것이다.
566) 권태영 외, pp. 129-130,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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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플루토늄 추출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강석주 외무성 부상의 핵모호성 언급은
2002년 10월 2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내부적으로도 공표되었
다.568) 뿐만 아니라 북한이 2003년 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진행한
폐연료봉의 재처리도 2003년 10월 2일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발표되었고, 2005년 5월 경부터 시작되어 2005년 8월 말~9월 초에 마
무리된 2차 재처리작업의 개시도 5월 1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다.569) 이처럼 2002년 10월 이후 북한의 핵개발 노력은 계속
공개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북한의 공개적 핵개발과 상충되
는 “핵실험 금지” 언표가 당론의 텍스트에서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었
다.570)
참고로, ‘북한의 핵보유성명 이후에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핵무기
의 금지를 주장하는 ’세계주의‘ 핵무기금지 담론은 (재)당론화될 수 없는
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세계주의’ 핵
무기금지 계열의 언표가 다시 당론에 도입되거나 새로운 언표가 생성될
여지는 있다. 북한의 핵보유성명 이후에도 보편적인 핵무기금지 담론과
맥이 닿는 새로운 언표가 제한적으로나마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계의 비핵화”라는 언표의 등장이 그와 관련된 핵심적 현상이다. “세계의
비핵화” 언표는 1983~2013년 사이의 연구기간 중에는 “조선반도가 세̇
̇̇비핵화
̇̇̇
를 실천하려면 미국이 핵우위에 기초한 적대행위들을 중지해
계의
야 하며 실지행동으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신뢰구축조치를 취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2010년 4월 “<개관>”의 문구 속에서 등장했다.
단, “세계의 비핵화” 언표가 “<개관>”에서 나타난 경우가 2010년 4월
567) 이때, 북한은 플루토늄을 약 10kg 가량 추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68) 『로동신문』, 2002년 10월 25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 담화.”
569) 『로동신문』, 2005년 5월 11일자, “조선 외무성 대변인, 자국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폐연
료봉 꺼내는 작업 끝난 것 관련 조중통 기자 질문에 대답.”
570) 북한이 수년 뒤에 진행한 3차 재처리작업의 개시 역시 2009년 4월 14일의 외무성 성명과
4월 2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공표되었다. 이 가운데 외무성 성명은 폐연료봉의 재처리
방침을 선언했고, 조선중앙통신보도는 재처리작업의 기술적인 시작시점을 알렸다. 『로동신
문』, 2009년 4월 14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 성명”; 『로동신문』, 2009
년 4월 25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시험원자력발전소 폐연료봉 재처리
문제 관련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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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회에 불과하고 반복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언표가 당론화된 상태
에 있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571)
이와 같이 ‘세계주의’ 핵무기금지 담론의 연장에 있는 표현들이
2005년 핵보유성명 이후에도 제한적으로나마 “<개관>”에 등장하는 것
과 관련된 북한의 정책적 주장은 2010년 4월 21일부 외무성의 비망록
이다.572) 2010년 4월의 외무성 비망록은 북한의 핵위협 해소와 제거를
위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향후의 핵정책을 제시했다. 비망록은 자신들의
핵위협 해소 및 제거를 위한 정책의 역사를 평화지대, 한반도비핵화, 3
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NPT 가입, IAEA 핵사찰 수용 등 여러 방안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향후에도 그 연장선에서 핵정책을 추진해갈 것임을
밝혔다.573) 북한의 향후 핵정책의 내용 속에서 자신들은 “세계의 비핵
화”를 추구한다는 언표도 제기되었다. 비밍록은 핵억제력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필요한 것이라며, 핵억제력을 유지하면
서 “세계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다.
2010년 4월 외무성 비망록은 북중관계를 강화해야 할 북한의 필
요성을 배경으로 했다. 당시는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양국과 북한의 대
립구도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구도를 감안할 때 북한은 중국의
정치적, 외교적 협력이 절실했다. 그에 따라 2010년 4월의 외무성 비망
록도 핵철폐론과 핵억제론이 공존하는 중국의 핵담론에 부합하는 내용으
로 북한의 핵정책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5월 3일부터 6일까
지 김정일 위원장은 베이징을 방문하여 한미양국의 압력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볼 때, 핵보유성명 이후 - 수사적 논리에 불구하더라도 핵무기금지 담론의 재형성은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변
국가의 영향력과 선호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철폐의 논리를
571) 연구시기를 넘어서 2015년 9월까지의 “<개관>”을 검토해보아도 결론은 동일하다. “세계의
비핵화” 언표가 등장한 경우는 2010년 4월 1회에 불과하다.
572) 『로동신문』, 2010년 4월 22일자, “조선반도와 핵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
록.”
573) 외무성 비망록이 밝힌 향후 핵정책의 방향은 한반도비핵화, (한반도비핵화와 세계비핵화까지
의)핵억제, (비핵국가가 핵보유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의)비핵
국가에 대한 핵불사용, 핵전파방지 및 핵물질 안전관리, 핵군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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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확대가 필요하다고 북한의 지도부가
느낄 때, 핵철폐 언표가 (재)당론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2005년 9.19 공동성명과 한반도비핵화 언표의 재승인
2005년 5월 미국은 6자회담의 재개를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5월
31일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미스터(Mr.)”로 호칭했던 것
은 그 단적인 예였다. 북미 간의 뉴욕채널도 재가동되기 시작했다. 워싱
턴이 이례적으로 평양에 유화적인 모습을 보인 이유는 북핵문제의 상황
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2005년 5월 북한은 플루토늄을 더 얻
기 위하여 2003년 1월의 NPT 탈퇴 이후 영변원자로에 장입했던 연료
봉을 인출했던 것이다. 그를 배경으로 북한의 핵실험설도 언론인들 사이
에 확산되고 있었다.574) 북한이 부시 행정부가 설정한 금지선인 핵실험
저지선을 넘을 경우, 미국측으로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매우
복잡한 것이 될 수 있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장기화로 북한
의 핵실험을 군사적 시위로 제재하기도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2005년 여름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남경제관계, 대중경제관계 상
미국과 핵문제에 대한 타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북한이 6
자회담에 다시 참여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당시 내
부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무시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우선, 북
한은 약 5년 전 체결한 북중 간의 경제협력협정의 만료를 앞두고 있었
다. 2006년부터 5년간 중국의 대북경제원조 방안을 담을 새로운 경제협
력협정 협상을 작성해야 하는 시점이었던 것이다. 그에 대한 정치적 장
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6자회담 참가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부시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미중 간의 협력이 강
화되고 있었으므로, 평양이 북핵협상의 재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북중
간에는 정치적 마찰이 커질 가능성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이 구체적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다. 2002년 11월

574) 후나바시, 2007, p.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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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개성공단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개성공단이 2005년 초부터 제품
을 출시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2007년까지 300개에 달하는 기업이 개
성공단에 입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575) 또한 한국이 대규모로 제
공하고 있는 비료도 북한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노동당이 추
진하던 식량배급의 복원을 위해서는 곡물생산량이 증대되어야 했고, 이
를 위해서는 한국이 제공하는 비료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
다. 2005년 북한의 2월 핵보유성명 이후 중국은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
라 제공할 에너지지원 규모를 더 늘렸으며, 한국은 2005년 5월에 20만
톤의 비료를 지원한 이어 다음달에는 대북전력제공 방안도 제시했다. 북
한은 핵협상 재개를 위한 한중 양국의 적극적 설득노력에 호응하는 모습
으로 양측으로부터의 추가적 원조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비핵화를 명분으로 북핵문제에서의 타협
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김정일은 2005년 6월 평양을 방문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통해 한반도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언급했
다. 이는 당시까지만 해도 이례적인 언급이었다. 김정일은 앞서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이러한 언급을 한적이 없었던 것이다.576)
실제로 북한은 북핵협상의 재개에 적극성을 보였고, 김정일의 ‘한반도비
핵화 유훈’ 언급으로부터 한달 뒤인 2005년 여름 6자회담 4차회의가 개
최되었다. 4차회의는 1단계회의(2005. 7. 26-8. 7)와 2단계회의(2005.
9. 13-19)를 거쳐 북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의 원칙이 담긴 9.19 공
동성명이 마련되었다.
2005년 6자회담 4차회의 2단계회담의 외교적 성과인 9.19 공동성
명은 “조선반도비핵화”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9.19 공동
성명이 합의된 다음날, 『로동신문』 3면에는 공동성명 전문이 전제되었
다.577)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가 회담의 목표라는 공동성명 1항의 문구도
575) Meredith Jung-en Woo, "North Korea in 2005: Maximizing Profit to Save Socialism,"
Asian Survey 46(1) (2006), pp. 51-53.
576) Pritchard, 2007,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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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공동성명 제1항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과 한국의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경수로 제
공에 대한 논의를 약속받고, 그에 상응하여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을 포기하며 NPT에 복귀하고 IAEA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한다는
합의를 담은 것이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합의문 1항을 번역함에 있어
서 “조선반도비핵화”라는 단어형태가 유지되도록 신경썼다. 1항의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in a peaceful
manner”라는 한반도비핵화 규정을 “조선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직역하는 대신, “검증가능한 방
̇̇̇̇̇̇̇
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의역했던 것이
법으로 조선반도비핵화
다. “조선반도비핵화”라는 언표가 온전히 표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
다.578)
경수로 제공방안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북한은 9.19
공동성명, 특히 그 안에 담긴 한반도비핵화 방안을 부정하지 않았다.
9.19 공동성명 발표 직후 미국측은 경수로의 제공은 북한의 NPT 복귀,
IAEA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한 준수 이후에야 논의될 수 있다고 공표함으
로써 북한과의 이견을 밝혔지만, 북한은 9.19 공동성명을 바로 부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경수로제공 방안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
부인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비핵화 방안이 담긴 9.19 공동성명의 정당성
을 재확인했다. 2005년 9월 20일자 『로동신문』에 9.19 공동성명과
함께 게재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자신들이 “조선반도비핵화라는 총적
목표”를 견지하기 위해 진지하게 6자회담에 임한 결과 9.19 공동성명도
도출되었다고 설명했던 것이다.579)
577) 『로동신문』, 2005년 9월 20일자, “제 4차 6자회담 공동성명.”
578)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비공식번역)”
외교부.
출처:
http://www.mofa.go.kr/introduce/oranization/announcements/announcements/index.jsp?mof
at=001&menu=m_70_20_40&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
typeID=6%26boardid=234%26tableName=TYPE_DATABOARD%26seqno=288431 (검색일:
2015년 7월 4일).
579) 이는 북한이 2005년 3월 31일 외교부 담화에서 북한이 밝힌 “조선반도비핵화”로 한반도비
핵화 방안의 내용을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후술할 내용과 같이 200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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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5-2> "<월간국제정세개관>"의 ‘한반도비핵화’ 언표의 언급 추이
(2001-2013)

위의 <도표-5-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2005년의 9.19 공동
성명을 기점으로 “조선반도비핵화”라는 언표가 “<개관>”에도 재등장했
다. 2005년 9월의 “<개관>”은 9.19 공동성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
명했다.

“이번에 <말 대 말>공약인 공동성명이 합의된것은 우리가
̇̇̇̇̇̇̇
를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
조선반도비핵화
실현하려는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립장과 아량을 가지고 진
지하게 이번 회담에 림함으로써 끝내 모든 도전을 타개하고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이러한 표현은 9.19 공동성명과 함께 게재된 9월 20일부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내용을 줄여 쓴 것이었다. 외무성 담화 역시 9.19공동성
명을 한반도비핵화의 전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명정대한 립장과
아량을 가지고 인내성있게 그리고 진지하게 이번 회담에 림함으로써” 얻
어낸 것이라고 규정했었다. 이러한 내용적 공통점은 9.19 공동성명에 대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제시한 한반도비핵화방안은 미국의 핵위협공간을 청산하는 것 등을 내
용으로 했다. 『로동신문』, 2005년 9월 20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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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인으로부터 ‘한반도비핵화’ 언표의 당론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5년 가을에 이루어진 “한반도비핵화” 언표의 당론화는 오랜
시일 쓰이지 않던 핵전쟁방지 담론의 언표가 재당론화된 현상에 해당한
다. 2005년 9월의 “<개관>”에 한반도비핵화의 언표가 제시된 것은 11
년만의 일이었다. 한반도비핵화 언표는 1994년 10월 이후 “<개관>”에
서 오랫동안 쓰이지 않고 있었다. 제네바합의문의 체결로 제1차 북핵위
기가 해소된 이후 ‘한반도비핵화’ 언표는 전략적 가치가 축소된 언표로
자리매김되어 있었던 것이다.580)
2005년 9월부터 6자회담 결렬 시까지, 한반도비핵화 언표는 간헐
적인 패턴 속에서나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반도비핵화의 표
상이 제시되는 시기는 북미핵협상의 진전과 맞물려 있었다. 2007년 6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북한의 BDA 자금 이체에 협력한 이후부터
2008년 중반까지의 시기까지 북핵협상의 성과는 2008년 6월 26일 영
변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까지도 이끌어낸 바가 있었다. 이 시기 동안
“<개관>”의 한반도비핵화 문제는 미국의 군부 혹은 “강경보수세력”에
의해 방해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581)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이유를 제
시하기 위한 설명이지만, 역으로 한반도비핵화 가치는 부정되고 있지 않
다는 점에서 한반도비핵화 언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 했다.
그 뒤의 시기를 보아도, 북한이 6자회담의 ‘파탄’을 선언한 2009
년 4월 이후에도 한반도비핵화 언표의 정당성은 지속되었다.582) 2010년
580) 참고로, 1990년대 중반 이전과 2005년 이후의 한반도비핵화 언표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다.
1990년대 초중반의 한반도비핵화 언표가 핵전쟁위험 방지를 위한 것으로 상정되어 있던 반면,
2005년의 한반도비핵화 언표는 독자적인 형태로 등장했다. 이처럼 다른 언표와의 결합관계에
서는 두 시기의 한반도비핵화 언표는 차이를 보인다.
581) 『로동신문』, 2007년 8월 31일자, “<월간국제정세개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력사적
행위”; 『로동신문』, 2007년 12월 30일자, “<월간국제정세개관> 력사의 반동들의 지배주의
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로동신문』, 2008년 6월 29일자, “더욱 강렬해지는 자주적지향,
심화되는 국제적고립”; 『로동신문』, 2008년 7월 31일자, “<월간국제정세개관> 날로 커가는
새로운 랭전의 위험.”
582) 『로동신문』, 2009년 4월 14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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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터 “<개관>”에서 한반도비핵화 문제가 다시 거론되었던 것이다. 한
반도비핵화 언표가 2010년 3, 4월, 2011년 1, 3, 8월, 2012년 3월,
2013년 4, 6월의 “<개관>”에서 보여졌다. 북한의 6자회담 탈퇴 뒤에는
“<개관>”에서 한반도비핵화 언표들이 나타나더라도 한반도비핵화의 실
현이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전개는 그러한 예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2009년 봄 이후에도
“<개관>”에서는 한반도비핵화 추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문구들이 장애
요인을 강조하는 문구들과 비슷한 비중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군사훈련과 대북제재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고 강조되는 것
만이 아니라, 북한의 “변함없는 목표”,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제,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는 사건으로 묘사되었다.
한반도비핵화 언표의 추이를 보아도 한반도비핵화 언표의 강화는
북핵협상의 재개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비
핵화 언표의 빈도가 - 제한적인 수준임에도 - 비교적 증대된 시기는
2010년 2/4분기, 2011년 1/4분기, 그리고 2013년 2/4분기이다. 우선,
이 가운데 2010년과 2011년의 두 시기는 모두 북한이 6자회담 등 북핵
문제의 논의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때이다. 2010년 2/4분기에 북한
당국은 김정일의 2010년 5월 방중을 전후하여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
건을 마련하겠다는 용의를 표명했다. 당시 북한은 북중관계의 강화를 위
해 중국의 6자회담 재개방안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2011년 1/4분기는 북한이 대남 대화공세를 전개했던 시기이다. 북한은
남북간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 미국과의 군사적 접촉을 제기했었다.
이 때에는 북한의 대화공세에 따라 남북군사고위급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2011. 2. 8) 등이 개최되었었다. 북한은 2011년 1월 말 북미 간의 군
사접촉을 제안하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의 서한을 미국 측에 송부하기도
했었다.
다만, 한반도비핵화 언표의 빈도증가가 이루어진 시기 가운데
2013년 2/4분기는 오히려 한반도비핵화 언표의 탈당론화 가능성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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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2013년 초에 한반도비핵화의 언표가 쓰인 용도는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비판하려는 데 있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2013년 4월
“<개관>”의 “미국의 대화타령이 얼마나 기만적인가하는 것은 우리가 비
핵화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는 표현은 그 이전에 한반도비핵화 언표를 포함했던 표
현들과 다른 형태이다.583) 앞선 시기의 표현들은 미국 내 일부 강경파가
한반도비핵화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 속에 위치해 있었던 것에 비
해, 2013년 이후의 문구들은 ‘미국’의 한반도비핵화 요구는 기만적이고
‘희떠운(말이나 행동이 분에 넘치고 버릇 없는)’ 것이라는 주장 내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다.584) 2013년 이후의 한반도비핵화 언표가 포함된 주
장들은 한반도비핵화방안의 적실성에 대한 회의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한반도비핵화 언표는 추후 부정(탈당론화)될 가능성도 있다
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비핵화 언표의 탈당론화는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미국의 입장으로 규정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2. 핵보유성명과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당론화
1) 핵보유성명 이후 ‘외국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 언표의 승인
북한이 핵무기의 연구개발에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서는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확대되었다.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주장한 2003년 10월
초의 외무성 담화를 통하여, 북한은 북핵 2차위기 중에서는 “평화적 핵
활동”을 처음으로 언급했다.585) “우리는 이미 공개한대로 영변에 5메가
583) 『로동신문』, 2013년 4월 30일자, “<월간국제정세개관> 시대는 자주, 평화의 길을 따라
전진한다.”
584)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케리는 우리가 비핵화를 먼저 시작한다면 미국은 대화할 준비가 되
어있으며 우리의 비핵화시작이 분명해지면 우리와 평화적인 관계도 맺고 불가침조약도 체결할
것이라고 희떱게 횡설수설하였다.” 『로동신문』, 2013년 10월 31일자, “10월의 조선반도정세
가 새겨주는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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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트 원자로를 가동하고 흑연감속로의 건설 준비를 추진하는 등 평화적
̇̇̇
을 재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8천여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
인̇핵활동
처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며, 재처리작업이 평화적 핵활동의 일환이라
고 규정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2004년 2월의 6자회담 2차회의에서는
북한은 평화적 핵활동 권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2004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던 6자회담 2차회의에서 북한
은 미국의 전면적인 CVID 요구를 거부하면서, 핵의 평화적 이용권리가
자주권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던 것이다.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과
평화적 핵이용 계획을 포함하는 완전한 핵계획의 폐기가 이루어져야 한
다고 주장한 반면, 북한은 HEU 의혹을 부인하고 평화적 핵이용의 정당
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전면적인 비핵화 요구를 거부했다. 이처럼 북한
의 평화적 핵활동도 핵폐기의 대상에 포함되는가가 6자회담 2차회의의
주된 쟁점이었다.
6자회담 2차회의가 마무리지어진 뒤인 2004년 3월 11일에 발표
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평화적 핵활동”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3월 11일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핵문제의 종착점이 조선
반도의 비핵화라고 하여 평화적 핵활동까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언
어도단이다. 국제적으로도 비핵지대에서의 평화적 핵활동은 합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적 핵활동 권리 주장”은 2004
년 7월 14일의 외무성 대변인의 기자문답 등에서도 지속되었다. 이 기
자문답에서 외무성 대변인은 “평화적 핵활동은 우리 국가의 자주적 권리
에 속하는 문제로서 동결이나 폐기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오늘
NPT 밖에 있는 나라들과 비핵지대에 속하는 나라들이 평화적 핵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국제적 현실”이라고 주장했다.586)
585) 『로동신문』, 2003년 10월 3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586) 『로동신문』, 2004년 7월 15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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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5-3> “<개관>”의 ‘외국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 언표의 언급 추
이(1983~2013)

2004년 초부터 북한이 다시금 강조하기 시작한 “평화적 핵활동
권리” 주장은 2005년 2월 경 이란 핵문제를 소재로 한 “평화적 핵활동
권리” 언표의 당론화로 나타났다<도표-5-3>. 2005년 2월의 “<개관>”
은 “이란의 평화적핵활동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단호한 반격을 가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표현을 통해, 외국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처
음으로 언급했다. 이란과 같은 ‘자주적 국가’도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단호하게 수호하려 한다는 논의를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도 - 빼앗길 수 없는 - 주권국가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현
했던 것이다.
이후 이란을 매개로 한 ‘외국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 주장의 언표
는 “<개관>”에 전형적인 표현으로 자리잡았다. 이점에서 이 계열의 표
현들을 하나의 언표로 상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국의 평화적 핵
활동 권리’ 언표가 제시되는 소재는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었다. 여기서 “평화적 핵활동 권리”는 이란이 군사제재를
감수할 각오를 하고 지키려는 것으로 혹은 미국과 서방들이 군사제재와
경제제재를 시행하여 빼앗으려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외국의 평화적 핵
활동 권리’에 대한 이러한 전형적 표현들은 2005년 2월부터 2013년까
지 - 2006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 - 거의 매년 제시되었다.

기자 질문에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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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에 대한 언표가 2005년 2월에 당론화
된 것은 핵보유성명의 발표가 미친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된다.
2004년 2월의 6자회담 2차회의를 통하여 북한은 평화적 핵활동의 영역
을 지키려는 강한 입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평화적 핵활
동 권리”의 언표가 “<개관>”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 대신, 1년 뒤인
2005년 2월 핵보유성명 발표 이후에 들어와서야 ‘외국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 언표가 “<개관>”에 등장했다. 이것은 이 언표의 당론화에 관한 중
대한 배경요인이 핵보유성명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5년 2월
10월에 발표된 핵보유성명에서는 “평화적 핵활동 권리”에 대한 입장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가 자신의 핵활동을 적극적으로 긍정
하는 결정이었다. 그에 따라 핵에너지를 얻기 위한 핵활동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을 더불어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외국에 대한 “평화적 핵활동 권리” 언표의 사용 추이는 자체적으
로 핵활동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외국의 평
화적 핵활동 권리’ 언표의 사용은 2009년 3/4분기 이후 약 1년간 크게
확대되었다(<도표-5-3>). 이 시기는 북한이 우라늄농축공장의 건설에
주력하는 기간에 해당한다. 북한은 2009년 6월 8일 우라늄농축을 위한
작업을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이후 우라늄농축기술과 설비의
발전에 매진했다. 우라늄농축의 착수를 공표한지 3달 뒤에 우라늄을 농
축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서한을 유엔에 발송하기도 했던 것이다. 북한은
- 그들의 공식적 주장대로는 - 2009년 여름 이후에 이루어진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 다시금 공정한 외빈을 초청했다. 2010년 11월 북한은 해
커 박사와 일행에게 현대식의 우라늄농축공장을 시찰토록 했던 것이다.
2) 9.19 공동성명 경수로조항과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 언표의
승인
6자회담 4차회의의 결과,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경수로제공
요구를 향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시하되 구체적인 논의의 시기는 모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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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규정하는 절충적 입장을 채택했다.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
지 진행된 6자회담 4차회의 1단계회의와 2005년 9월 13일부터 19일까
지의 6자회담 4차회의 2단계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북한의 경수로제
공 요구였다. 6자회담 4차회의 1단계회의에서 북한은 핵무기는 포기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전체가 해체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북
한이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
고 있었다. 나아가 6자회담 4차회의 2단계회의에서 북한은 참가국들이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보장한다는 증거로 경수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경수로 제공문제가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에 대한 인정 여
부를 둘러싼 쟁점이 되었던 것이다. 경수로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입
장차는 현저했다. 북한은 경수로조항을 공동성명에 반영하는 것을 최대
의 과제로 삼고 있던 반면, 미국은 경수로제공은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
는 입장을 거듭 밝혔던 것이다.587) 이러한 북미 간의 대립은 다른 참가
국의 중재와 절충안을 미국 측이 받아들임에 따라 봉합되었다. 한국과
중국 등이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한 희망을 미국
측에 제시함에 따라, 미국측 대표단이 공동성명 문안에서 경수로 제공의
시기를 모호하게 규정한 공동성명 문안을 수용했던 것이다. 그 결과,
9.19 공동성명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하여 북한은 핵에
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경수로문제도 향후 “적
절한 시기(at an appropriate time)”에 논의될 것이라고 규정했다.588)
9.19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 외무성 담화는 9.19 공동성명의 관건
은 북한 자신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보장한다는 공약이 준수되는지
의 여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을 미국이 인정하느
냐가 한반도비핵화 문제의 시금석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9월 19일 북
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경수로에 “서로의 신뢰조성을 위한 물리적 기
초”,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증거”라는 의미를

587) 후나바시, 2007, pp. 526-527.
588)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내부의 반발도 수용해 경수로 제공문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
화 이후에 논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치노이, 2010, p.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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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했다. 이는 경수로가 제공된 이후에야 NPT 복귀, 핵무기 폐기조치
를 이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이었다.589)
<도표-5-4> “<개관>”의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 언표의 언급 추
이(1983~2013)

이러한 2005년 9월 19일의 외무성 담화의 내용은 그달 “<개관>”
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개관>”에는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
을 주장하는 언표가 나타났다(<도표-5-4>). 2005년 9월의 “<개관>”에
서는 북한 스스로에 대한 “평화적 핵활동 권리” 언표가 언급되었던 것이
다. 2005년 9월의 “<개관>”은 9.19 공동성명의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한 뒤에 “현 단계에서 기본의 기본은 미국의 우리
̇̇̇핵활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
̇̇
하는 증거로 되는 경수로를 하
의̇평화적
루빨리 제공하는 것”이라며, 경수로 요구는 북한 자신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의 문제를 인정받는 차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관>”에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 언표가 제시되는
것은 일회적인 현상에 그쳤다. 9.19 공동성명 발표 직후, 폐막식 자리에
서 미국측이 별도의 발표문을 통해 NPT 복귀 이전에는 경수로를 제공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표했기 때문이다. 이때, 미국은 KEDO를 해체하
겠다는 입장까지도 표명했다.590)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이후 보다 확대
되었고, 2006년 5월 KEDO 사업의 공식적 종료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
해 북한이 경수로를 미국 혹은 6자회담 참가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
589) 『로동신문』, 2005년 9월 20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590) Press Statement: Sean McCormack, Spokesman, New York City, NY (September 19,
2005), 출처: http://2001-2009.state.gov/r/pa/prs/ps/2005/53499.htm (검색일: 2016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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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이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가능성을 용인하지 않게 됨에 따라, 북한의 핵능력 발전이 국제
적 합의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는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에 관한
주장은 현실적 목표로 성립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3) 9.19 공동성명 경수로조항의 좌초와 ‘북미합의 외의 경수로’ 언
표의 승인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던 날, 미국은 경수로조항에 대한 합의를
부인했다.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인정하는 경수로제공문제는 6자
회담 4차회의 동안 미국 행정부 내의 갈등을 낳았다. 미국 내 비확산부
서의 소위 강경파는 북한이 평화적 목적의 핵활동도 할 수 없다는 입장
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 핵활동이 평화적 목적의 활동에만 머물러있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고,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던 북한의 전력 상 북
한이 평화적 핵활동을 진행할 자격도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591) 무엇보
다도 이들은 제네바합의문을 상기시키는 대북 경수로제공방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국무부의 6자회담 협
상팀은 북한의 경수로제공 요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북핵문제에 대한 외
교적 해법이 도출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면 경수로제공방안을 북한과 논의하는 것이 위험하
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592) 따라서 그는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문
제를 논의하자는 중국 측의 초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비핵화합의를 도출해
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시각차 때문에 6자회담 4차회의 공동
성명에 미국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동성명의 발표와 동시에 미
국의 단독성명을 발표한다는 절충안이 필요했다.593) 이때, 6자회담 공동
성명의 발표와 함께 미국측 협상단장에 의해 낭독될 단독성명의 작성은
워싱턴 내의 강경파에 의해 주도되었다.594) 그 결과, 힐은 9.19 공동성
명이 발표된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의혹이 만족스럽게 해소되기 전에는
591)
592)
593)
594)

치노이, 2010, pp. 411-412.
치노이, 2010, p. 418.
후나바시, 2007, pp. 532-534.
치노이, 2010, pp. 4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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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미국측의 입장을 낭독했다.595) 뿐만아니라
힐의 발표문에는 2005년 말까지 KEDO를 해체한다는 결정을 미국 정부
가 지지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북한의 특별사찰 이행 전
KEDO를 설립한 제네바합의문과 같은 형식의 경수로제공방안은 재현되
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그리고 2005년 9월 19일 미국 측 단독성명의 내용대로 KEDO의
해체결정은 2005년 말 내려졌다. 이미 2003년 말부터 KEDO의 경수로
건설 공사는 중단되어 있었다. KEDO 집행부는 2003년 11월과 2004년
11월 이사회에서 1년간 경수로건설 공사를 중단한다는 결정을 연이어
내렸던 것이다. 그에 따라 2005년 말에는 대부분의 건설인력도 경수로
건설 현장에서 철수해 있었다. KEDO는 명목상으로만 유지되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다.596) 경수로제공 문제를 다시금 언급한 9.19 공동성명의
발표는 그에 대하여 미국 측이 경수로 논의의 빌미를 없애기 위하여
KEDO 해체를 결심함으로써 거꾸로 KEDO의 마지막날을 앞당겼다.
2005년 11월 KEDO 집행이사회에서는 경수로건설 사업의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그 후속조치로 청산비용 처리 방안은 2005년 12월 8
일 KEDO 이사회에서 승인되었고, 북한에 대한 KEDO 사업종료 통보도
12월 중 진행되었다.597) 신포 경수로 건설현장에 남아 있던 최소인원마
저 2006년 1월 8일 철수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네바합의문을 기초
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다국적 콘소시엄 KEDO는
KEDO가 한국전력공사에 턴키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06년 5월 31일
에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595) 여기서 미국이 경수로 논의를 받아들일 “적절한 시기”는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제
거하기 전까지 오지 않으며, IAEA를 포함한 신뢰도 있는 국제적 수단으로 모든 당사자가 만족
할 만큼 검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에 핵 물질
보장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며 협력과 투명성을 위해 지소적으로 노력하고 핵 기술 확산을 중
지했을 때”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사실상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오버도퍼 외, 2014, p. 736에서 재인용.
596) 오버도퍼 외, 2014, p. 732.
597) KEDO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사업청산 방안은 북한 외부의 KEDO 자산을 한국전력공사에
양도하는 대신 한국전력공사는 KEDO 해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BBC
Monitoring Asia Pacific, 2006년 12월 14일자, “KEDO closes final deal on liquidation of
N Korean nuclear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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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말 KEDO의 해체로 미국으로부터 경수로를 제공받을 가능
성이 사라지게 된 상황에서, 북한은 2005년 12월 19일 조선중앙통신사
상보(詳報)를 통하여 자체적 경수로건설 방침을 발표했다.598) 제네바합
의문의 “기본핵”인 경수로제공을 미국이 완전히 중단시켰으므로, 북한은
경수로제공의 대가로 동결시켰던 “흑연감속로에 기초한 평화적 핵활동의
강화사업”을 즉시 재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하여, 상보는 앞으로 5MW, 20MW 흑연감속로 등을 통해 “자립적 핵동
력 공업”이 적극적으로 발전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자체적 기술과 잠
재력으로 “우리 식의 경수로”가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이
KEDO 이사회의 사업종료 결정 통보 직후 경수로 자체 건설의 방침을
밝힌 것은 2005년 2월 핵보유성명 발표 이후 단계에서 북한이 핵에너지
의 이용을 변하지 않는 목표로 상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표-5-5> “<개관>”의 ‘북미합의 외의 경수로(자립적 핵동력 공업)’
언표의 언급 추이(1983~2013)

2005년 12월 19일의 조선중앙통신사 상보를 통해 북한이 미국으
로부터 경수로를 제공받는 것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에 따라
“<개관>”에는 “자립적핵동력공업”, “우리 식의 경수로” 등의 표현으로
‘북미합의 외의 경수로’ 언표가 제시되기 시작했다(<도표-5-5>). 2005
년 12월의 “<개관>”은 “조선중앙통신사 상보를 발표하여 부쉬행정부가

598) 『로동신문』, 2005년 12월 21일자,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파기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
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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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제공을 걷어치운 조건에서 우리 나라는 자립적핵동력공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때가 되면 우리 식의 경수로를 건설할 립장을 천명”했다고
언급했던 것이다.599) 북미합의에 따라 획득할 경수로에 대한 기존의 ‘북
미합의 내의 경수로’ 언표가 자국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통해 미국으로
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평화적 핵활동의 권리에 대한 논의라면, 2005년
말 새로이 등장한 ‘북미합의 외의 경수로’의 언표는 핵포기 문제와 상관
없이 자력으로 핵기술의 경제적 이용 가능성(평화적 핵활동)을 보장하겠
다는 논의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북미합의 외의 경수로’ 언표를 제시한
것은 핵산업의 발전을 비핵화 합의 없이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
었음을 의미했다.
무엇보다, ‘북미합의 외의 경수로’ 언표의 당론화는 핵에너지의 이
용을 위한 NPT 복귀의 필요성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중대한 변화를 일
으키게 된다. 북미합의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경수로를 건설한다는 정
책은 북한을 핵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NPT 복귀의 필요성으로부터 자유
롭게 했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경수로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NPT에 복
귀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경수로의 자체건설 시에는 NPT
복귀가 핵에너지의 이용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북미합
의 외의 경수로’ 언표가 제시된 2005년 12월 이후에는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담론은 NPT 체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외국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 언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도표-5-3> 참조). 2005년 말 이후에
는 NPT 복귀를 전제하는 논의인 ‘북미합의 내의 경수로’, ‘북한의 평화
적 핵활동 권리’ 언표를 “<개관>”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
다는 것이다.

3. 북핵협상 재개와 핵전쟁방지 담론의 재당론화
1) 2005년 3월 외교부 담화와 핵군축 언표의 재승인
2005년 초 출범한 부시행정부 2기는 반테러전의 군사적 부담으로

599) 『로동신문』, 2005년 12월 31일자, “력사발전의 기본방향은 달라질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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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미국은 2001년 10월 대아프가니스
탄 작전 개시 이후 한달만에 수도 카불을 점령했고 2003년 3월 20일에
개시한 후세인정권에 대한 군사작전도 두달만에 종료했지만, 아프가니스
탄과 이라크에서 테러가 빈발하여 두 지역에서 주둔병력을 축소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에는 이라크 제헌의회 선거와 제헌투표,
첫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어서 이라크 점령부담은 컸다.600) 이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병력은 군사작전 시보다도 늘어
나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미군병력은 2002년의 5,200명에
서 2005년 19,100명으로 늘어났고,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 역시 2003년
의 67,700명에서 2005년 143,800명으로 증대되었던 것이다. 2004년
말의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이 승리한 데에서 보듯 반테러전에 대한 국내
적 지지는 안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인
한 군사적 부담에 따라, 2기 부시행정부는 불량국가 대처에서 중심적 정
책수단을 군사력에서 외교, 금융, 법치 등 비군사적 수단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핵문제에 대한 정책도 재조정해야 했다.601)
아울러 북한의 핵보유성명이 미국 측으로 하여금 새로운 대북정책
의 수립을 위한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했다. 북한이 부시 대통령 취
임사 등에 반발하여 2.10 핵보유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북핵문제에 대한
대처가 시급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은
젤리코 등과 함께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구상을 서둘러 마련했
다.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압력을 유지하면서도,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북미관계정상화 등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병행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안은 3월 들어 수면 위로 부상했
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아시아를 순방 중이던 2005년 3월에 북한을 주
권국가로서 인정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3월 19일에는 도쿄에서, 그리고
3월 20일에는 서울에서 공통되게 북한은 주권국가이며 미국은 북한을
600) 조지 W. 부시 저, 안진환, 구계원 공역, 『결정의 순간』(서울: YBM Si-sa, 2011), pp.
451-452.
601) 치노이, 2010, p.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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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언급했던 것이다.602)
이러한 미국의 대북관여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북한은 핵보유성
명 이후 자신들이 구상하는 6자회담의 방향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 북한
은 핵보유성명으로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놓았었다. 북
한의 관점에서는 핵보유성명이라는 전략적 결단 이후에 그 결단의 파급
효과에 따라 생겨난 것이 미국의 협상의향이었다. 이것은 북한에게는 핵
보유성명 이후 새로운 상황에서 6자회담에 참가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의 협상에 대한 구상이 앞선 시기와
어떻게 다른지를 밝혀야 했다.
2005년 3월 31일에 발표된 외교부 대변인 담화는 핵보유성명 이
후의 6자회담에 대한 구상을 담았다.603) 간단히 북한이 새로운 6자회담
에 바란 것은 핵군축회담을 모델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외무성 담화는 6자회담의 교착원인은 자신들의 핵보유가 아니라고 주장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한 원인인 미국의 핵위협이 6자회담을 교
착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담화는 핵문제의 해결
을 위해서는 자신들이 핵무기를 개발한 원인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특히 “우리를 핵선제 공격대상으로 삼고 핵전쟁으로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적대시정책”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핵문제의
원인인 미국의 핵위협이 여전하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되었다. 미국은 한
국에 “전투핵무기”를 항시 배치하고 있으며 “핵타격수단”을 수시로 전개
하고, “대규모 핵전쟁연습”을 매년 시행하는 등 북한이 핵억제력을 필요
로 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관점에서 핵문제가 해결된
상태인 한반도비핵화는 미국의 핵위협과 한국의 핵개발 가능성 등이 모
두 원천적으로 제거된 상태라고 제시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6자회담”은
그러한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특히, 외무성 담화는 이러한 6자회담 구상을 “우리가 당당한 핵무기
602) 이우탁, 2009, p. 321;『중앙일보』, 2005년 3월 20일자, “‘북한은 주권국가’ 서울 온 라이
스 국무.”
603) 『로동신문』, 2005년 4월 1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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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국이 된 지금에 와서 6자회담은 마땅히 참가국들이 평등한 자세에
서 문제를 푸는 군축회담으로 되어야 한다.”고 표현했다.
2005년 3월 말의 외무성 성명이후, “<개관>”에도 “핵군축” 언표
가 2005년 늦봄부터 등장했다(<도표-5-6>). 2003년 3월 31일의 외무
성 담화에서 6자회담의 핵군축회담으로의 전환이 제안된 이후 “핵군축”
언표가 재당론화되었던 것이다. 2005년 3월 외무성 담화 이후 1~2개월
사이에 “핵군축” 언표의 당론화가 이루어진 것은 “핵군축” 언표가 제기
됨과 거의 동시에 내부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을 의미했다. 2005년 5월
의 “<개관>”은 NPT 검토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국제무대에서 핵문제
와 관련한 <2중기준> 적용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집
된 이번 대회에서 쁠럭불가담운동 성원국들을 비롯한 비핵국가들은 미국
̇̇̇̇̇̇̇̇̇̇최우선적으로
̇̇̇̇̇̇토의
̇̇
할것을 주장하
등 핵보유국들의 핵군축의무리행문제를
였다.”고 지적했다.604) “핵군축의무리행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토의하자
는 주장을 통해 “핵군축” 언표가 “<개관>”에서 거의 10년만에 재등장했
던 것이다.
2005년 5월에 보여진 “핵군축” 언표의 당론화는 정확히는 재당론
화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탈당론화되었던 언표가 당론영역의 논의에
재진입했다는 점 때문이다. 북한이 핵군축을 ‘정당한’ 외교정책으로 상정
하고 있다는 점을 함의하는 “핵군축” 언표는 1996년 이후 “<개관>”에
서 사라졌었다. 아래의 <도표-5-6>에서 보듯이, “핵군축” 언표는 1996
년 1/4분기를 마지막으로 2004년까지 다시 등장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다. 북한의 핵보유성명 이후인 2005년 중반에 “핵군축” 언표가 등장한
것은 1996년 봄 이후 약 9년 만에 “핵군축” 언표가 당론의 핵담론에 재
진입한 현상이었다. 할 수 있었다. “핵군축” 언표의 재당론화는 북한의
핵보유성명이 낳은 효과에 따라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핵보유성
명은 북한의 관점을 핵국가의 것으로 변화시켜, 북한이 기존 핵담론의

604) 『로동신문』, 2005년 5월 31일자, “<월간국제정세개관> 세계를 뒤흔드는 반미함성, 세계
적인 규탄배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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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표들을 재평가하게 했던 것이다.
<도표-5-6> “<개관>”의 “핵군축” 언표의 언급 추이(1996~2013)

2005년 5월에는 6자회담의 개최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면서 “핵
군축” 언표의 당론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2005년 5월부터 북
미 간의 뉴욕채널이 재가동되었다. 뉴욕채널은 2005년 2월의 핵보유성
명 이후 중단되었던 채널이었다는 점에서, 뉴욕채널의 재가동은 미국이
진지한 협상의향을 표명했음을 의미했다.605) 이러한 미국측의 적극적인
태도로부터 협상가능성을 인정한 북한은 “핵군축” 언표를 긍정했다.
2005년 늦봄 미국의 적극적인 6자회담 재개의지가 “핵군축” 언표 재당
론화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핵군축” 언표의 추이 역시 북미협상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반영하는 성격이 있었다. “핵군축” 언표는 2009년 4/4분기에도 표현되
었다. 당시는 2차 핵실험 이후의 국면에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북미
접촉이 진행

중이었다. 그 결과 북한은 스티븐 보스워스(Stephen

Bosworth) 특사를 평양에 초청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점에서 2009년
말의 “핵군축” 언표의 강화도 북미협상 의지를 반영하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2010년 1월 외무성 성명과 ‘북미 평화협정’ 언표의 재승인
2009년 5월 25일의 제2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이제는 외부에도
자신들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을 외부에 받아들이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2009년 제2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핵실험의
605) 후나바시, 2007, p.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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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기준에 근접한 2~6kt에 달했던 것이다.606) 핵억제력의 확보와 관련
하여, 북한이 진행한 2006년 10월 9일의 1차 핵실험은 사실상 실패였
는데, 1차 핵실험의 결과는 1kt 미만의 폭발력을 수반한 것으로, 기존
핵보유국들의 1차 핵실험 결과의 최저치인 4kt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
다.60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제2차 핵실험에 이르러서야 핵무
기장치 개발에 성공했다는 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608) 2차 핵실험
이후 『로동신문』에도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
다는 보도가 실렸다.609)
그러나 2009년 가을 이후에는 북미 양자대화가 재개되었다. 2009
년 8월 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초청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북
한은 그해 8월경 보다 온건한 대미접근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610) 미
국도 2009년 9월부터는 북미대화를 위한 물밑조율을 진행하기 시작했
다. 앞서서 6월에는 재무부, 국무부 및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북한의 제
2차 핵실험을 재제하기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따른 후속조
치로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중국에 대한 대북제재 협조 요
청, 요격미사일의 전개 및 해상에서의 화물선검색 등 종합적인 제재방안
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시점
(2009. 8. 4)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은 대북제재 단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606) 오버도퍼 외, 2014, p. 776.
607)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의 첫 핵실험 폭발력은 각각 20kt, 21kt,
20kt, 60~70kt, 22kt, 12~15kt, 4~6kt였다. 이때,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28일 첫 핵실험에
서 5기의 핵장치를 동시에 폭파시켰기 때문에, 첫 핵실험 시 개별 핵장치의 폭발력을 알기 어
렵다. 그 때문에 1998년 5월 30일의 핵실험 결과인 4~6kt으로 핵장치의 폭발력을 제시했다.
출처: http://www.ctbto.org/nuclear-testing/types-of-nuclear-weapons/ (검색일: 2015년
11월 20일).
608) 북한 측 문헌들은 2차 핵실험에서 얻어진 폭발력 측정치가 1차 핵실험의 20배가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측의 주장은 2차 핵실험이 북한에게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주는
계기였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금성청년출판사, 『21세기의 핵에너르기』(평양: 금성청년출판
사, 2010), p. 166.
609) 『로동신문』, 2009년 5월 6일, “조선은 완전한 핵보유국 -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의 반
향”; 『로동신문』, 2009년 6월 17일, “핵보유는 조선에 있어서 필수적인것이다 - 체스꼬신문
의 글.”
610) Kongdan Oh and Ralph Hassig, “North Korea in 2009: The Song Remains the Same,”
Asian Survey 50(1) (2010), pp.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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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미국도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북미간의 양자대화를 모색
하여 갔다. 9월까지는 북한의 접촉요구를 인정하면서도 대북접촉에 신중
하게 접근했다. 9월 14일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보스워스 대북특사의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아직 6자회담의 맥락 밖에서는 북한을 만
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이다.611) 10월 초 미국 측은 북
한과의 접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7일 국무부 대변인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양자대화를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612) 11
월 중순에는 미국측은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국무부 장관이 북한
의 비핵화 재공약에 따라 북미관계의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은 물론 개
발협력을 제공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이다. 이러한 북미간 접근의 결
과, 북미 간의 공개적인 고위급대화도 12월에 개최되었다. 보스워스 대
북특사가 서울을 거쳐 12월 8일부터 사흘 동안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측과 논의를 가졌던 것이다.
이 시기 북한이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던 것의 실질적 배경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6자회담 복귀 요구에 있
었다. 당시 중국은 2009년 7월의 외사영도소조에서 결정된 대북정책 방
침에 따라 북한의 안정을 위한 대북관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2009
년 여름 이래 중국이 추진한 대북관여 정책은 북중관계와 북핵문제를 분
리한 형태를 띄었지만, 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6자회담의 재개를 통
한 북핵문제 관리를 지향했다. 중국의 6자회담 재개 노력의 신호탄은 우
다웨이 중국외교부 부부장이 8월 2일부터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국 4개국을 순방한 것이었다. 이어 우다웨이 부부장은 8월 17일 북한을
방문했다. 중국의 6자회담 재개 노력에 따라 2009년 9월 18일 다이빙
611)
Daily
Press
Briefing,
Washington,
DC(September
14,
2009),
출처:
http://www.state.gov/r/pa/prs/dpb/2009/sept/129185.htm (검색일: 2016년 2월 25일);
Daily
Press
Briefing,
Washington,
DC(September
16,
2009)
출처:
http://www.state.gov/r/pa/prs/dpb/2009/sept/129272.htm (검색일: 2016년 2월 25일).
612)
Daily
Press
Briefing,
Washington,
DC(October
7,
2009),
출처:
http://www.state.gov/r/pa/prs/dpb/2009/oct/130382.htm (검색일: 2016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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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戴秉国) 접견 시에 김정일은 미국과의 “양자, 다자회담에 참가”하겠
다고 발언했으며,613) 10월 5일 원자바오 총리와의 정상회담 시에는 “북
미 양자회담의 상황을 지켜본 뒤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614) 2009년 12월 6일 방북 직전 보스워스가
서울을 들렀을 때, 중국 측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방안으로 북미 양
자접촉, 예비 6자회담의 개최라는 절충안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다. 열흘 뒤 3박 4일 일정(2009. 12. 16~19)
으로 방한 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 역시 북미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미 간의 양자대화 기회와 중국의 6자회담 복귀 요구를 배경으로
북한은 북미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마련해갔다. 2009년
12월의 보스워스의 방북과 관련하여,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기자문답에
서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이행에 관한 “일련의 공동인식”이 구축되
었다고 언급했다.615) 북미협상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 것이다. 아울러 북
한은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
다. 그를 위해서 “공고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신년사에 담긴 이러한 전략적 방향에서 2010년 1월 11일 외
무성 성명은 구체적 협상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2010년 1월 11일 외무성 성명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방안으
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616)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은 외무성 성명의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
̇̇
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
에 정전협정을
̇̇̇당사국들에게
̇̇̇̇̇̇정중히 제의한다.”는 표현을 통해 분명한 형태로
전협정
적시되었다. 외무성 성명은 핵억제력보다 한반도비핵화를 지향한다고 전
613) 『매일경제』,
614) 『연합뉴스』,
615) 『로동신문』,
에 대답.”
616) 『로동신문』,

2009년 9월 18일자, “김정일 ‘다자든 양자든 핵협상.”
2009년 10월 6일자, “김정일, 6자회담 조건부 복귀 선언(종합).”
2009년 12월 11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기자의 질문
2010년 1월 12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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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했다. 한반도비핵화는 자신들이 “시종일관하게 견지해오고 있는 정책
적 목표”이며, 핵억제력은 한반도비핵화를 합의가 파기되고 자신들에 대
한 핵위협이 늘어난 결과로 부득이 갖게 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또
한 외무성 성명은 한반도비핵화 과정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조미 사이에
신뢰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이 실패해온 이유
도 신뢰의 부족에 있고, 재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역시 불신에 있
다고 설명했다. 이로부터 외무성 성명은 한반도비핵화 과정을 재개하기
위한 북미 간의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평화협정이 우선 체결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617) 서로 간의 불신을 낳는 교전상태를 종식시킴
으로써 평화협정이 신뢰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외무성 성명
은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은 별도의 포럼이나 6자회담 내에서 모두 진행
될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단, 2010년 1월 외무성 성명에 담긴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제안은
미국의 대화제안과 달리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회담에서 한국을 배제하
고 있었다.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회담의 구도로 미국 측은 2009년 12
월 보스워스의 방북을 통해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제시했던 것에 반해,
2010년 1월 11일 외무성 성명은 평화협정 논의의 틀로 북미중 3자회담
을 제안하고 있었다. 2009년 10~11월 중 추진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간의 접촉이 결국 결렬되어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다시 요원해졌기
때문이다.618) 이 점에서 2010년 1월 외무성 성명에 담긴 평화협정 논의
제안은 북미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미국은 북한의 평화
협정 제안의도를 의심했으며,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 시
617) 이러한 제안은 북한이 오바마행정부 출범 초기의 유연한 협상제안에 뒤늦게 호응했다는 것
을 의미했다. 2009년 2월 클린턴 국무장관은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의 연설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는 북핵문제 해결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었다. 출처:
http://asiasociety.org/video/us-secretary-state-hillary-clinton-complete (검색일: 2015년
7월 5일).
618) 『연합뉴스』, 2010년 2월 4일자,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일정 합의 후 결렬”; 한기홍, “[특
종] MB정부 남북정상회담 ‘타이거 프로젝트’ 좌절 顚末,” 『월간중앙』 201407호(2014년 6
월
17일),
출처:
http://jmagazine.joins.com/monthly/search?year_1=2014&month_1=6&year_2=2016&mont
h_2=9&sourcecode=MM&prs_issue=201407&keyword= (검색일: 2016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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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제안을 거부했다.
<도표-5-7>

“<개관>”의

‘북미

평화협정’

언표의

언급

추이

(2000~2013)

<도표-5-7>에서 보여지듯, 2010년 1월 외무성 성명 직후 “<개
관>”에 ‘북미 평화협정’의 언표가 등장했다. 2010년 1월 “<개관>”의
“사실 핵전쟁위험이 매우 큰 조선반도만큼 평화보장체계가 허술한 지역
은 없다.”, “우리 공화국외무성은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평
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하였다.”는 문구 등에서 ‘북미 평화협정’ 언표가 보여졌던 것이다.
이러한 ‘북미 평화협정’ 언표의 당론화는 2010년 1월 10일 외무성 성명
의 결과였다. “<개관>”에서 ‘북미 평화협정’ 언표는 2010년 1월 외무성
성명의 평화협정 체결제안을 인용한 형태를 띄었다.
2010년 초 ‘북미 평화협정’가 등장한 것 언표 역시 핵전쟁방지 담
론의 언표가 재당론화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개관>”에서 북미관계
에 대한 “평화협정” 언표가 제시된 것은 약 10년 만의 일이었기 때문이
다. 1999년 9월 “<개관>”의 “미국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문제는
론의할수 없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에서는 저들이 당
사자가 아니라는 생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는 해설 속에서 ‘북미 평화협
정’ 언표가 등장한 이래,619) ‘북미 평화협정’ 언표는 2010년까지 “<개
관>”에서 다시 보여진 적이 없었다. 또한 2010년 1월 “<개관>”에 ‘북미
평화협정’ 언표가 재등장한 이래, ‘북미 평화협정’ 언표는 반복적으로 사
619) 『로동신문』, 1999년 9월 30일자, "제국주의는 평화의 파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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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2010년 3월과 2011년 3월 7월의 “<개관>”에도 ‘북미 평화협
정’과 ‘북미 평화보장체계’의 언표가 계속 등장했던 것이다.
‘북미 평화협정’ 언표의 추이가 북한의 정책동향과 맺는 관계를 볼
때, “<개관>” 상의 “평화협정” 언표는 북한의 대화재개 노력을 반영하
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도표-5-7>에서 보여지듯이, ‘북미 평화협정’
언표가 다시 제시된 때는 2011년 1/4분기와 3/4분기였다. 이때는 각각
북한이 대화공세를 벌이던 시기와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진행하던 시기에
해당한다. 2011년 1/4분기에는 북한이 남북한 간의 고위급회담을 적극
적으로 제안했었다. 또한 2011년 3/4분기에는 김계관의 7월 방미, 김정
일의 8월 방러, 최영림의 9월 상하이(上海) 방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대외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4. 후계자의 등장과 핵증강 담론의 당론화
1) 2008년 6월 판문점대표부 담화와 전략로케트군 언표의 승인
2기 부시행정부의 대북관여를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이 일정한 진
전을 이룬 것으로 여겨지는 2007~2008년 간,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2008년 7월을 기점으로 교착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2008년 6월 26
일 북한이 핵무기를 제외한 핵물질을 신고했고, 27일에는 영변 5MW 원
자로의 냉각탑을 공개 폭파했다. 이를 본다면, 2.13 합의와 10.3 합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 북한이 2007년 11월 미국 측에 제공한
알류미늄 튜브에서 고농축 우라늄 성분이 발견된 것으로 인한 논란을 극
복하고서 -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2008년 7월에 크리스토
퍼 힐이 파울러 드수터(Paula A. DeSutter) 국무부 검증, 준수, 이행 담
당 차관보가 작성한 매우 엄격한 검증계획을 북측에 제시하면서 북한 비
핵화 과정은 다시금 정상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했다.620) 크리스토퍼 힐의
‘최대치’ 검증계획을 받아든 김계관은 미국이 새로운 요구를 한다며 분
노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8월 11일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620) 치노이, 2010, pp. 6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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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행에 관한 “강력한 검증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북한
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늦추겠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다. 며칠
뒤 북한 측의 영변시설 불능화 작업은 중단되었다.621)
이러한 비핵화 과정의 교착국면은 북미 간의 신경전에 의해 발생
한 전술적 현상에 그칠 수도 있었지만, 김정일의 와병사태로 인해 문제
가 복잡해지면서 비핵화 과정의 좌초로 이어졌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
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표한 2008년 8월 14일을 전
후하여, 뇌졸중을 앓아오던 김정일이 졸도했다.622) 그 이후 약 2달에 이
르는 김정일의 와병 기간 중에는 김정일이 쓰러지기 전에 내린 지시대로
영변시설의 불능화 중단 조치는 지속되었다. 북한 외무성은 8월 26일
영변시설 불능화 작업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623) 9월 19일에는
영변 핵시설의 복구를 선언했다.624) 이 기간 중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
는 북한의 불능화 중단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할 수 없었
다. 그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김정일이 와병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에 따라 북한 비핵화 과정의 교착국면은 김정일의 와병기
간만큼 장기화되었다.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와 같은 북한의 주요
정치일정마저도 연기되는 실정이었다.625) 10월 중순 김정일은 공식석상
에 다시 등장했으나, 여전히 쇠약해보였다.626) 북한 당국은 김정일의 후
계자를 옹립하는 과정을 서둘러 개시했다. 2008년 말 노동당 조직지도
부 제1부부장에 김경옥, 선전선동부장에 최익규를 기용한 것을 기점으
로, 북한 지도부는 후계자 옹립작업을 본격화했던 것이다.627). 따라서 비
621) 오버도퍼 외, 2014, p. 771.
622) The New York Times, 2008년 12월 11일자, “Doctor Confirms Kim Jong-il Stroke.”
출처: http://www.nytimes.com/2008/12/12/world/asia/12kim.html?_r=0 (검색일: 2015년 12
월 20일).
623) 『로동신문』, 2008년 8월 27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624) 『로동신문』, 2008년 9월 20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
625) 김정일의 와병으로 최고인민회의 선거도 연기된 측면이 있다. 통상적으로 매기수 6기 회의
이후 같은 해 9월에 다음 기수 최고인민회의의 1기회의가 개최되나, 2008년의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회의 이후 제12기 제1차회의는 다음해 4월에야 개최되었다. 이때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가 이루어졌다.
626) 김수민, "북한 급변 사태 개연성: 내부 요인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9(3) (2008), p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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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셈법 역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2008년 경 한미동맹 측면에서 진행된 대북 선제타격
방안과 급변사태 대비 방안 역시 북한의 핵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이었다.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앞선 노무현 정부와 상이한
대북정책을 모색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달리 대북지원을 핵
문제의 진전에 연계했으며,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
기보다는 한국의 안보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했던 것이다. 이러한 기
조 위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다루기 위한 선제타격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8년 3월 26일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적이 공격징후를 보인다면 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핵공격에 대
한 대응방안을 선제타격 옵션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
다.628) 또한 2008년 6월 3일에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기존
주한미군철수 계획의 철회와 급변사태대비 계획의 추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김정일 와병의 표면화와 더불어 급변사태 대비 계획
을 수립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작업도 탄력을 받았다.629) 2008년 10월
17일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계획을 전략지침형태로 재논의할 것을 결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핵
군사력의 건설에 정책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선, 2008년 7~8월을 기
점으로 북미직접대화를 통한 비핵화 과정이 교착국면에 들어서기 시작함
에 따라, 북한의 핵능력 추구를 제약할 수 있던 평양의 비핵화합의 이행
의지가 약화되었다. 나아가, 북한에 대한 개입을 배제하지 않았던 이러

627) 정성장, “김정일 건강 이상 이후 북한의 김정운 후계체제 구축과 대외정책의 질적 변화,” 제
15회
한반도평화포럼(2009.
6.
23).
출처:
http://www.koreapeace.or.kr/modules/forum/forum_view.html?fl_no=2182 (검색일: 2016년
2월 24일).
628) 『한겨레』, 2008년 3월 28일자.
629) 폴락은 북한 붕괴론이 나타난 것은 소련과 동구사회주의에서 공산당 일당 지배의 원칙이 폐
지된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김일성의 사망에 기근이 이어졌던 1990년대 중후반, 북핵 2
차위기가 본격화된 2003년 전후, 김일성이 뇌졸중으로 와병에 들어간 2008년 등 4번의 시기
였다고 지적했다. 조나단 폴락, 2012, p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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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미동맹 내의 논의는 북한으로 하여금 추가적 핵개발과 핵무기 운용
능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유인으로 작동했다.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북한도 외부의 의한 선제적 개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여 핵무기 증강의
필요성을 느꼈다. 적대국이 핵무기를 먼저 파괴할 가능성을 주목할 때,
핵개발 초기의 국가는 기존의 핵무기의 재고량이 불충분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630) 또한 한미동맹의 개입을 막기 위한 거부력 확보를 위해
서도 보다 많은 핵무기가 필요했다.631) 실제로 한국 내부 혹은 한미동맹
간의 논의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선제타격 방안과 급변사태 대비가
논의되자 북한군은 각각 2008년 3월과 6월에 한반도비핵화 과정에 대
한 비판적 입장을 담은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
다.632)
이 시기 북한의 대응방안 논의를 대표하는 2008년 6월 9일 판문
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는 한미동맹의 선제타격 논의에 대처하기 위해 “강
력한 대응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담화는 한미동맹의
북한 핵능력에 대한 선제타격에 대한 우려를 전제했다. “조선반도의 비
핵화라는 미명밑에 우리에게서 핵억제력을 거세”하려는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 철회 등의 한미국방장관 회담의 결과를 규정했던 것이다. 아울러,
담화는 그에 대처하여 “강력한 대응조치”와 “모든 전쟁억제력을 보다 확
고하게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6월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속의 “강력한 대응조치”는 적극적 방어를 위한 대책을 함축
했다고 할 수 있다. (외부의 선제공격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대응방
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6월 9일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와 공통적
인 구조를 갖는 2008년 3월 2일의 판문점대표부 담화는 “조선인민군은
630) Terence Roehrig, 2012, p. 83-84.
631) 다만, 북한의 핵무기 운용방안에 대한 고려는 2차 공격능력에 대한 고려에 한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소련의 핵교리를 참조하여, 한미동맹 병력에 대한 거부전략(deterrence by
denial)을 같이 고려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급변사태의 경우 자신들의 핵무기에 대한 파괴시
도와 동시에 휴전선 인근에서 교전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이 경우, 핵보복의 효용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도시에 대한 핵보복이 한미동맹의 북진을 막아줄 수는 없고, 북한 내부에 진입한
외부 병력에 대한 핵보복은 북한군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 때문에 북한
의 핵무기 운용방안은 거부를 위한 대병력 선제공격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632) 『로동신문』, 2008년 3월 2일자,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담화.”『로동신문』,
2008년 6월 10일자,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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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비싸게 마련해놓은 모든 수단
을 총원한 주동적인 대응타격으로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를 참고할 때, 6월 판문점대표부 담화의 “강력한 대응조치”란 앞선 3월
담화의 “주동적인 대응타격”을 의미했다.
2008년 6월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이후 “<개관>”에 러시아의
핵운용편제에 관한 것인 “전략로케트군” 등에 대한 언표가 등장하는 변
화가 보여지게 되었다(<도표-5-8>). 2008년 7월의 “<개관>”에는 “로씨
야전략로케트군 총참모장은 미국의 동유럽미싸일방위체계전개와 관련하
여 로씨야는 궤도미싸일개발계획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표
현 속에서 “전략로케트군”의 문제가 언급되었다.633) 이와 동일한 내용은
다음달의 “<개관>”에서도 반복되었다.634) 러시아의 “전략로케트군”의
입장을 담았던 2008년 7월의 언급과 같은 내용이 8월의 “<개관>”에서
도 반복되었던 것이다.
2008년 여름 두달 동안 연달아 등장한 “전략로케트군” 언표를 단
지 ‘보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표-5-8>에서 보여지듯
이, 2008년의 “전략로케트군” 언급은 “<개관>” 상 최초의 것이었기 때
문이다. 이점에서 “전략로케트군” 언표는 북한이 핵무기를 운용하는 방
안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비로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앞서 3장에서 언급했듯이, “전략로케트군”은 핵미사일을 핵
전력의 중심에 두는 구소련과 러시아의 핵운용부대이다.635) 그 외의 대
안은 중국의 전략군인 “포병부대” 모델이었다. “포병부대” 언표 역시 "
<개관>”에 2회 언급되었다. 이는 2000년대 말 북한이 중국과 소련의
핵군사력 건설모델에 전략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결국
북한은 한미동맹의 선제공격 혹은 급변사태 논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소련의 핵운용 편제 및 교리에 대한 선호를 드
러냈다고 볼 수 있었다. 2012년 3월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자신들의
633) 『로동신문』, 2008년 7월 31일자, “날로 커가는 새로운 랭전의 위험.”
634) “이전 로씨야 전략로케트군 총참모장은 뽈스까와 체스코에 대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요소
전개에 궤도탄도미싸일개발계획으로 대응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로동신문』, 2008년 8월 31
일자, “세계의 안정과 평화보장은 인류사회발전의 선결과제.”
635) Evangelista, 1988,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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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군종을 소련의 핵군사력 모델에 따라 “전략로케트군”으로 언급했던 것
이다.636) 자신들의 “전략로케트”에 대한 언급은 2013년 초 “<개관>”에
도 나타나게 된다.
<도표-5-8>

“<개관>”의

“전략로케트군”

언표의

언급

추이

(1983~2013)

아울러, “<개관>” 상의 “전략로케트군” 언표는 북한이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발전시키려는 의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이해
할 수 있다. “전략로케트군” 언표가 나타난 2010년 3/4분기와 2013년
1/4분기 모두 실전핵능력을 갖추기 위한 군사정책 차원의 변화가 진행
되던 때로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2010년 3/4분기는 북한이 후일 전략
로케트군으로 격상되는 미사일지도국의 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기
시작한 때이다. 실제로 이 시기에 전략로케트군의 모체인 미사일지도국
의 정치적 위상이 제고되었다.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에서는 미사일지
도국 국장 최상려 중장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던 것이
다. 또한 2010년 10월 북한은 당창건일 기념퍼레이드에서 처음으로 무
수단미사일을 공개했다. “전략로케트”로 부를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
을 북한 군사력의 중심적 상징으로 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 자신의 미사일에 대한 “전략로케트” 언표가 제기된 2013년 1/4분
기는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던 때이다. 당시 김
정은은 미국과 한국의 전략목표물들에 대한 전략로케트군의 공격계획을
비준했다.637)
636) 조동준, 2015, pp. 26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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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3월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과 정밀핵타격 언표의 승인
2013년 김정은 체제는 집권 2년차에 들어 체제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은하 3호 발사 실험 등을 진행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으로
의 권력이양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계체제는, 후계자로 지명되어 있는 김
정은을 당과 군의 핵심인사들이 보좌하는 후견체제의 양상을 보였다.638)
이는 12월 28일 김정일의 영결식에서 김정일의 운구차를 장성택, 김기
남, 최태복 등 당 인사와 리영호, 김영춘, 김정각, 우동측 등 군부 인사
가 김정은과 더불어 호위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집권 1년차부터 자신을 향한 권력집중을 빠르게 추
진해갔다. 김정일 애도기간이 끝난지 하루만인 2011년 12월 30일자, 김
정은은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정치국회의에서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
고,639)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대회에서 국방위 제1부위원장, 노동
당 제1비서에 선출되었다.640) 이와 함께 군부의 핵심인사 4명은 차례차
례 숙청되었다. 2012년 2월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우동측 국가안전
보위부 제1부부장을 필두로 하여, 김영춘641) 인민무력부장, 리영호642)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김정
일 사망 당시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모두 2012년 말까지 숙청되거나
좌천되었다. 이로써 김정은은 자신의 독자적 결정을 제약하는 후견체제
의 구속을 무너뜨렸다고 하겠다. 그 뒤 김정은은 2012년 12월 12일 은
637) 『로동신문』, 2013년 3월 29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
략로케트군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소집하시고 화력타격계획을 최종검토,
비준하시였다.”
638)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 김일성 사후 17년 동안 북한의 최고권력자였던 김정일
은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심장쇼크로 사망했다. 통일부, 『주간북한동향(제1079호)(2011년 12
월 17일~12월 23일)』(서울: 통일부, 2011), p. 2.
639) 북한의 최고사령관은 전시상태 선포권과 해제권을 갖는 직위로, 전시에는 북한 “전체 무력
을 총지휘하고 지휘”하며 평시에는 조선인민군을 “총책임지고 령도”하는 역할을 한다. 고재홍,
『김정일 체제의 북한군 연구』(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pp. 12-15.
640) 김근식, 2014, p. 40.
641) 2012년 4월 한직으로 보직이동되었다, 인민무력부장에서 민방위부장으로 좌천된 것이다.
642) 2012년 7월 15일 정치국회의 시 모든 직위(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인
민군 총참모장, 차수 등)에서 해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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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3호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대내외에 재확인시키고 자
신의 노선을 제시해갔다. 2013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우주위성을 제
작발사한 기세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자”는 주장을 제
시했던 것이다.643) 은하 3호 로켓 발사가 유엔결의안 2087호에 따른 제
재를 받게 되자,644) 김정은은 일련의 논의를 거쳐 2월 12일 제3차 핵실
험까지 진행했다.
한편, 킬 체인(Kill Chain) 체제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북억제 논의
는 2012년 말과 2013년 초 북한의 미사일․핵실험으로 본격화되고 있었
다. 킬 체인 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한국의 탄도미사
일이 파괴하는 선제타격 시스템으로서, 이명박 행정부 말기인 2012년
10월 경 등장했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한 협상이 2012년 10월
7일 타결되어 한국은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선제타격 전략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
이다. 한미 간의 미사일협상 타결을 전후하여, 킬 체인 구축 방안도 공
식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2012년 9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에 필요한 탄도미사일 개
발 및 확보에 필요한 예산(2조 4,000억원)을 요구했고, 이 예산수요를
국방중기계획 수정안(2013~2017년)에 반영시켰다.645) 그 후, 2012년
10월 2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 양
국 국방장관의 합의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을 30분안에 탐지하여 파괴
643) 이는 2012년 4월 13일의 실패한 로켓 발사 실험 뒤에 행했던 김정은의 연설과 취지를 같이
했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돐 기념행사에서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르지 않게 하겠다면서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개연설을 했었다. 오버도퍼 외, 2014,
pp. 809-811.
644) 북한의 2012년 12월 은하 3호 발사를 제재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2087호는 안보리 이사
국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사실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도출은 일반적인 것
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2012년 4월 13일 북한의 은하 2호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2012년 4
월 16일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은 트리거(trigger) 조항을 포함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추가 발사
(launch) 또는 핵실험(nuclear test)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는 트리거 조항이 의장성명의 9항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북한의 로
켓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었다.
645) 김양태, “북한 핵무기 선제타격 방안 분석: 정당성과 실행능력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정
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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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스템인 킬 체인을 2015년까지 구축한다는 구상이 등장했다.646)
이어 북한이 2012년 12월 12일의 은하 3호 로켓 발사실험과 2013년 2
월 13일의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킬 체인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더
욱 가속화되었다. 2012년 12월 북한의 은하 3호 로켓 발사에 즈음하여,
한국 국방부는 킬체인의 구축을 목표시한보다 1~2년 빨리 달성하는 방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647)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
후 킬 체인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입장은 국방부에 의해 재천명되었다.
또한 북한의 2차 핵실험 이래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을 강화되고 있었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해 한미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정책을 확인했다.
2010년 10월 8일 42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
기 위하여 한미 양국 간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신설키로 합의하고, 그
이듬해부터 매년 한미 간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천안함 사건
과 이어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양국으로 하여금 대북핵억제를 적극
적으로 모색하게 한 것이다. 그에 따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미국은 2013년 3월 초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기간에 한반도에
B-2, B-52 전폭기를 전개했다.648)
핵개발 이후 오히려 이전보다 더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된 북한은
핵무기의 운용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2013년 초 한미 양국
이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선제타격 전략과, 핵우산 역량을 과시한 것은
북한의 핵위협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이를 극복하고 북한이 핵
위협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길은 핵무기가 재래식 무기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649) 또한 전술적 핵사용 능력의 과시는
646) 『동아일보』, 2013년 2월 6일자, “北미사일 서울 덮쳐도… 한국, 요격수단 없다”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30205/52820727/1 (검색일: 2015년 12월 23일).
647) 『아시아투데이』, 2012년 12월 13일자, “北 미사일 발사, 韓 日 군비 강화로 응수.” 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740776 (검색일: 2015년 12월 23일).
648) 박창권, 2014, pp. 90-91.
649) 상호 핵억지 상태 하에서 상대국의 완전한 파괴를 위한 핵무기의 사용은 상대국의 보복에
의한 자멸을 초래하며, 이러한 전망은 어느 한 쪽의 핵무기의 사용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 때문에 핵억지 상태에서 핵무기로 정치, 군사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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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안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
로서, 정권교체 및 붕괴에 대한 기대를 무산시켜 체제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지닐 수 있었다.650) 한국의 정밀타격이 북한의 핵무기 및 지휘통
제 자산을 조기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취약성의 문제에 대해, 평양은
‘초정밀핵타격’으로 한국의 정밀타격능력을 먼저 무력화함으로써 취약성
을 해결할 필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651)
2013년 3월 5일의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는 외부의 군사적
압력에 맞서려는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에 “정밀핵타격수단”
에 의한 공격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652)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은 제3
차 핵실험이 은하 3호 로켓 발사를 제재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은 제3핵실험 이후 한미
양국이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오히려 더 강한 군사적 압력을 가하
고 있다고 언급하며,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에 “100여발의 핵탄을
적재한 핵동력초대형항공모함타격집단과 전략폭격기 <B-52H>를 비롯
하여 지상, 해상, 공중핵타격수단들이 대량 투입”된 것과 한국 국방부장
관이 선제타격을 통하여 핵공격 차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
았다.653) 그로부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은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
응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천명했다. 성명은 전략로케트 부대 등이 “최
고사령관 동지께서 최종 수표하신 작전계획에 따라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고 강조하고, “미제가 핵무기까지 휘두르며 덤벼들고 있는

멸적 사용이 아니라 핵무기를 보다 제한적이고 전술적인 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한 것이다. 한스 모겐소 원저, 케네스 W. 톰슨, W. 데이비드 클린턴 개정, 이호재, 엄태암 역,
『국가 간의 정치: 세계평화의 권력이론적 접근』(서울: 김영사, 2014), pp. 327-328.
650) 우평균, “북한의 내파 및 급변사태시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 『평화학연구』14(4)
(2013), p. 232.
651) 박창권, 2014, p. 91.
652) 『로동신문』, 2013년 3월 6일자, “최후승리는 자주권수호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
게 있다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653) 2013년 3월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이 언급한 한국 국방부장관의 선제타격 발언은 김
관진 국방부장관이 2013년 2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 답변을 뜻하는 것이다. 2013년
2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관진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북한의 핵공격을 막는 데에는
발사 전 선제타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답했다. 『조선일보』, 2013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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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우리 역시 다종화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정밀핵타격” 형태의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경고
했던 것이다. 성명은 핵무기가 “누르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
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다”며, 핵무기가 실전배치되어 있다는 점도 시
사했다.
2013년 3월의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이후 “<개관>”에는 “초정
밀핵타격”이라는 언표가 나타나게 되었다(<도표-5-9>). 2013년 3월의
“<개관>”에는 “원쑤들의 핵공갈에 초정밀핵타격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초강경의지앞에 지금 미국은 혼비백산하고있다.”는 문구 속에 “초정밀핵
타격”의 언표가 언급되었던 것이다.654)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이 발표
된 것과 같은 달 “정밀핵타격” 언표가 곧바로 “<개관>”에 나타났다는
것은 당론 내에서 핵전력증강론의 심화가 최고사령부 성명을 전후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나타냈다.
다만, “초정밀핵타격”과 같은 언표가 북한의 당론에서 중심적이거
나 안정적인 지위를 가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
하면, 정밀핵타격을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제조하기에는 그들의 기술
적 조건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
상 미사일개발이나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경제적 부담도 극복되기 어려
울 수 있다. 북한이 추가적 핵개발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지 못
함에도 불구하고, “초정밀핵타격” 언표 등을 통해 전술핵타격 능력을 과
도하게 선전한다면, 핵개발의 성과가 부진한 경우 노동당의 주장에 대한
일반적 신뢰성은 떨어질 수 있다.
2015년 말의 “<개관>”까지 검토한 결과는 아직 “초정밀핵타격”을
지향하는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알려준다. 2013년 하반기부
터 2015년 말까지의 기간 중에 “초정밀핵타격”의 언표는 “<개관>”에
재등장한 적이 없고, 공격과 방어능력을 포함한 북한의 발전된 핵능력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핵보검” 언표의 등장도 한번에 불과했기 때문이
654) 『로동신문』, 2013년 3월 31일자, “침략적강권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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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55) 비교적 최근까지 “정밀핵타격” 언표가 “<개관>”에서 제한적인
빈도로 나타났다는 점은 대내외적 여건이 주는 한계 속에서 북한의 타격
능력 확보노력이 적잖은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없었음을 나타낼 것이다.
참고로, “핵보검” 언표는 2014년 10월의 “<개관>”에서 제시되었
다.656) 2014년 후반은 한미가 THAAD 배치를 논의 중이던 때로, 북한
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도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비핵화압박
에도 자신들의 핵개발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현하는 “우리의 핵보검
을 없애보려고 끈질기게 벌리고 있는 <북핵폐기>소동”이라는 어구가 등
장했던 것이다.657)

<도표-5-9> “<개관>”의 “정밀핵타격” 언표의 언급 추이(1983~2013)

5. 소결
5장에서는 핵보유성명 이후의 북한 핵담론의 당론화를 검토했다.
핵보유성명 이후의 당론화 현상은 북한의 핵능력이 핵개발에 필요한만큼
발전된 조건에서 북한 핵정책의 내용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갔는
지를 보여준다. 본 논문의 당론화는 새로운 정책선택지가 핵담론으로 표

655) 덧붙여 “초정밀핵타격”과 “핵보검” 언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동준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조동준은 2013년 3월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된 외무성
대변인 성명(2013. 3. 9)에서 핵무기가 “만능의 보검”이라고 언급된 것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
로, 그는 “만능의 보검”으로서의 핵무기라는 표상은 북한이 정밀핵타격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조동준, 2015, p. 265;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9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
656) 『로동신문』, 2014년 10월 31일자, “현실은 반미성전을 요구한다.”
657) 연합뉴스, 2014년 10월 7일자, “<국방위, 사드 한반도 배치·전작권 재연기 논란>(종합).” 출
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07/0200000000AKR20141007075751043.H
TML?input=1179m (검색일: 2015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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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워져 제시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표-5-1>은 5장의 내용을 당론화
시도와 당론화결과에 따라 간략히 나타내고 있다.

<표-5-1>

북한의

화행과

“<개관>”

내의

핵담론

언표

등장

(2005-2013)
당론화 결과(핵담론별)
당론화 시도(화행)

2004년 3월 11일 외
무성 담화

평화적
핵활동

핵증강

핵억제

핵무기금지

2005년 2월
(외국의) 평
화적 핵활동
권리

2005년 2월 10일 핵
보유성명

탈당론화
2005년 5월
핵군축 언표
(재등장)

2005년 3월 31일 외
무성 담화

2005년 9월 9.19 공
동성명

2005년 9월
(북한의) 평
화적 핵활동
권리

2005년 12월 19일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2005년 12
월
자립적
핵동력 공업

2008년 6월 9일 판
문점 대변인 담화

2005년 9월
한반도비핵
화 (재등장)

2008년 7월
(외국의) 전
략로케트군
2010년 1월
평화협정 체
결 제안

2010년 1월 11일 외
무성 성명

2013년 3월 최고사
령부 성명

핵전쟁방지

2013년
3
월, (북한의)
전략로케트
2003년 3월
정밀핵타격

우선, 이 결과는 2005년 2월 북한의 핵보유성명 직후 혹은 머지
않은 시점에서 핵무기금지 담론의 구조적 변화(부분적 탈당론화와 재당
론화),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확대, 그리고 핵전쟁방지담론의 과거 언표
들이 당론에 재등장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첫째, 핵
무기금지 담론의 부분적 탈당론화와 재당론화로 북한의 핵무기금지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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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적 변화를 보인 것은 핵보유성명의 결과 북한의 핵무기금지 문제
에 대한 정책이 대폭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우선, 부분적 탈당론화는 전
통적인 ‘세계주의’ 핵무기금지 주장이 대거 전술적 지위의 방안으로 격
하되었다는 점을 반영한다. 핵보유성명 이후 북한은 핵무기금지의 국제
적 규범에 구애받지 않는 핵정책을 추구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
은 핵무기의 물리적 실존을 전제로 한 6자회담을 진행했으며, 2005년
말 6자회담의 결렬 후 2006년의 1차 핵실험으로 핵능력을 물리적으로
입증했다. 한편, 흥미롭게도 핵보유성명 이후 북한의 핵무기금지 담론
중 ‘한반도비핵지대’ 언표는 핵무기금지 담론 탈당론화라는 전반적 추세
를 거슬러 당론에 재등장했다. 재당론화된 ‘한반도비핵지대’ 언표는 북한
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핵위협의 상호청산이 북핵문제 해결의 종착점임
을 밝힌 것이었다. 북한은 비핵화협상을 거부할 경우 지역적 고립을 자
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통해 비핵화협상 참여를 정당화하는
논의가 필요했다. 중국이 핵억제 담론과 핵무기철폐 주장을 모두 강조하
듯이, 북한도 ‘한반도비핵화’ 언표를 가지고 자신의 핵담론 내에 지역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핵무기금지 담론의 축을 형성한 것이다. 둘째, 외
국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에 대한 언표의 당론화는 북한이 핵개발부문을
그만큼 중시하게 되었다는 정책변화를 반영했다. 외국의 평화적 핵활동
에 대한 언표를 통해 북한은 이란이 NPT와 마찰을 빚으면서도 평화적
핵활동을 고수하고 있다는 우화를 제시했던 것이다. 이것은 북미합의를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경수로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셋째, 핵보유성명 이후 핵전쟁방지 담론 계열의 핵군축 언표가 재당론화
된 현상은 북한이 이제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라는 관점에서 북핵협상에
대한 전략을 재구성했다는 점을 드러냈다. 핵군축 언표는 6자회담을 핵
보유국 간이 동등한 협상으로 이끌어가려는 북한의 정책방향을 반영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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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2차 북핵위기의 후반과 제3차 북핵위기 동안의 당론화는
핵증강담론의 확대를 중심으로 하면서 핵전쟁방지를 위한 대책도 일부
내놓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제2차 북핵위기 후
반에는 핵증강 담론의 “전략로케트군” 언표가 당론화되었다. “전략로케
트군” 언표는 2008년 7월에 “<개관>”에 등장했다. 아직 북한이 자체의
전략로케트군을 창설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때에는 러시아의 사례
를 소재로 “전략로케트군” 언표가 제시되었다. 이는 북한이 이 시기에
전략로케트군의 창설 등 핵무기의 운용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바를 의미
할 것이다. 둘째로, 2009년 이후의 제3차 북핵위기 시에는 핵전쟁방지
담론의 ‘북미 평화협정’ 언표, 핵증강 담론의 “정밀핵타격” 언표가 당론
화되었다. 이 가운데 ‘북미 평화협정” 언표는 2009년 말과 2010년 초의
북미양자대화 기회에서 북한이 구상한 협상방안을 반영하고 있다. 당시
북한은 정전협정 당사국인 북중미 3자회담 내에서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것이다. 셋째로, 그 외에는 모두 핵증강 담론의 언표들이
당론으로 승인되는 당론화가 이루어졌다. 북한의 “전략로케트” 언표와
“정밀핵타격” 언표가 2013년 3월 핵증강 정책의 병진노선이 채택된 거
의 것과 동시에 당론화되었다.
4장에서 다룬 핵보유성명 이전의 김정일 통치기간 중 당론화와 5
장에서 논의된 핵보유성명 이후 김정일 통치기간 중의 당론화를 비교함
으로써, 핵보유가 정책결정자의 핵문제에 대한 가치와 태도에 미친 영향
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4장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듯이, 핵보유
성명 이전 김정일 시대에는 핵무기를 긍정하는 담론이 당론화의 대상이
었다. 김정일이 노동당 총서기에 취임한 1997년 이후에는 핵억제담론과
핵증강 담론으로만 당론화가 진행되어 갔다는 것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핵보유성명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긍정하는 담론 이외의 핵담론에 주목
하고 그를 정비했다. 핵보유성명 이후 ‘한반도비핵화’, “핵군축” 등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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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각각 약 10년만에 “<개관>”에 다시 등장했던 것이다. 이 두 언표
는 모두 핵무기를 부정하는 담론에 속하는 언표였다. ‘한반도비핵화’ 언
표는 ‘지역주의’ 핵무기금지 담론에 속하고, “핵군축” 언표는 ‘수정주의’
핵전쟁방지 담론에 속한다. 이들 담론은 핵보유성명 이전 김정일이 관심
을 가지지 않았던 담론들이다. 핵보유성명 이후 김정일은 상대적으로 핵
협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핵보유성명 이후
김정일의 통치기간 중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발전과 강화가 이루어졌다.
9.19 공동성명을 계기로 북한은 자신들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주장
하는 언표를 당론화했으며, 9.19 공동성명 내 경수로제공방안이 좌초된
이후에는 핵에너지의 이용을 NPT 복귀 없이도 강행한다는 ‘북미합의 외
의 경수로’ 언표를 승인했다. 이러한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당론화가 김
정일의 생각과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때, 김정일은 핵보유성명 이후 경
제적 핵활동의 문제도 보다 진지하게 추구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종
합적으로 본다면, 핵보유성명 이후 북한의 정책결정자인 김정일은 핵협
상 참여와 핵에너지의 이용에 이전 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김정일 시대의 당론화 양상과는 또 달리, 김정은 시대의
당론화는 핵증강 담론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핵증강담론의 북한의 “전
략로케트”, “정밀핵타격” 등의 언표가 김정은 시대인 2013년도에 처음
으로 당론에 등장했던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기간 중 김정은의 본격적
인 통치기간은 길지 않다. 김정일 사망시점으로부터 계산해도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김정은 시대의 기간은 2년이 채 안된다. 그 때문에 김정은
의 핵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적으로 해명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최소한 그 기간 동안에 김정은은 핵증강을 추구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진 정책결정자의 면모를 보였다고만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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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 시기별 당론화 언표(1983-2013)
당론화된 언표
구분

1983년
이전

평화적
핵활동
담론

핵보유성명
이전(1983-2004)
김일성 시기
(1983-94)

김정일 시기
(1995-2004)

핵증강
담론

방위력 강화

핵억제
담론

핵억제력

핵무기
금지
담론

핵전쟁
방지
담론

새 세계전쟁 방지
핵무기사용 금지
핵실험 금지/중지
핵무기 금지/철폐

지
역
주
의

평화 지대(비
핵지대)

수
정
주
의
비
수
정
주
의

김정은 시기
(2012-13)

(외국의) 전략로케트군

(북한의) 전략로케트
정밀핵타격

(탈당론화)

한반도비핵지대
핵위협제거
동시핵사찰
군축제안
핵실험 동결
핵전쟁위험 방지
핵군축

핵전쟁책동 반대
핵무기 철수

김정일 시기
(2005-11)
외국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
‘북미합의 외의 경수로’

‘북미합의 내의 경수로’

세
계
주
의

핵보유성명 이후
(2005-2013)

한반도비핵화
(재당론화)

(탈당론화)

북미 평화협정
핵무기전파방지
평화보장체계
포괄적 해결

핵군축(재당론
화)

북미 평화협정
(재당론화)

각 당론화의 사례에서 그 배경으로 두드러졌던 요인들도 종합해볼
수 있다. 4장의 시기에서는 북한의 대내개혁과 미국의 관여정책 변수,
그리고 남북간의 외교적 경쟁이 반복적인 배경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었
다. 이에 비교할 때, 5장에서도 북한은 대내적 전략과 북한에 대한 미국
의 대화가능성을 북한이 정책적 고려에 포함시키는 면모가 계속 보여진
다. 9.19 공동성명과 2005년 3월의 6자회담을 통한 핵군축 협상 제안
(2005년 3월 31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과 2010년 1월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이 그 예가 된다. 또한 남북관계 변수도 북한 핵담론 당론화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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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다시 두드러진다. 2008년과 2013년의 당론화는 당시 남북 간
의 대립구도와 관계를 가지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가운데 남
북 간 경쟁과 대결이라는 배경요인 하에서 북한이 당론화하는 핵담론의
방향은 북한의 핵보유성명 이전 시기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 핵보유성
명 이전 남북 간의 경쟁 및 대결은 북한이 핵무기를 부정하는 방향의 담
론을 당론화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 데 비해, 핵보유 성명 이후 남북
간의 대립은 핵무기를 긍정하는 담론, 특히 핵증강 담론의 당론화와 연
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5-3> 당론화 사례의 주요 배경(2005-2013)
체제강화 전략
구분

개혁

반개혁

동맹의 관여
러시아

미국의

남북

중국

대북관여

대결/경쟁

△

○

×

2005년 2월 핵보유성명
2005년 3월 외무성대변인

○

2005년 9월 9.19 공동성명
2008년 6월 판문점대표부 담화
2010년 1월 외무성 성명

○
○

2013년 3월 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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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VI. 북한 핵담론의 당론강화 동학(1983-2013)
핵정책을 추진하는 동기의 강화 역시 핵정책결정의 충분조건의 일
부이다. 4장과 5장에서 검토한 핵담론의 당론화 사례들은 핵정책의 선택
지가 발전되는 과정을 설명하여 주지만, 당론화에 대한 이해만으로 북한
의 핵정책 전개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정책선택지의 존재만으로
북한의 핵정책이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정책의 선택지만이 아니라
정책환경 속에서 불러일으켜진 정책동기가 함께 존재할 때, 그 방향의
정책이 등장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북한의 핵정책 동기를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담론의 당론강화를 다루는 6장은 주요한 정책 콘텍스트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핵정책 의지가 변화하는 양상을 통해 북한의 핵정책
동기를 보여준다. 이때, 핵담론의 당론강화는 당론영역의 텍스트 상에서
핵담론 언표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그 핵담론으로 정
당화되는 핵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강화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초부터 2013년 사이에 두드러졌던 북한 핵정책의 변화요인과
핵담론의 당론강화 간의 일정한 상관관계는 핵정책 동기의 변화동학에
해당한다.
6장은 북한 핵담론의 당론강화 추이, 북한 핵정책의 변화요인, 핵
담론의 당론강화 동학을 차례대로 검토한다. 먼저 북한의 핵담론을 핵외
교 담론과 핵개발 담론으로 구분한다. 광의의 비확산 동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핵외교 담론을 정의하고, 핵확산 방향의 동기를 표현하는 언표들
은 핵개발 담론으로 규정한다. 북한의 핵담론을 ‘핵확산의 동기모델’에
적합하도록 조작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북한
핵정책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변화요인을 제시한다. 북한의 경제전략과
미중소의 대북관여 가능성을 북한의 핵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보고, 1983~2013년 간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변화요인에 따른 북한 핵정책 동기의 변
화에 대한 예측에 “<개관>” 상 핵외교 담론과 핵개발 담론의 강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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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1. 북한 핵담론 당론강화의 추이
1) 당론 내 북한 핵담론의 유형별 전개
(1)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전개
북한 당론에서 평화적 핵활동 담론은 제1차 북핵위기의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화적 핵활동 담론에 속하는 언표에는 ‘북미합의
내의 경수로’ 언표,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언표, ‘북미합의 외의 경수
로(자립적 핵동력 공업)’에 대한 언표, 그리고 이란을 소재로 한 ‘외국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에 대한 언표가 있다. 이 가운데 ‘북미합의 내의 경
수로’ 언표가 가장 먼저 등장했다. 1994년 8월 북미합의성명 내에서 북
한에 대한 경수로제공 방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언표가 1994년 말 등장했다. 1994년 말 “비핵국가의
평화적 핵활동”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평화적 핵활동”도 NPT 참여와
자국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을 전제로 하는 것임도 우회적으로 밝혔
던 것이다.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언표는 2005년 가을의 9.19 공동성
명 발표 시점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 제시되었다. 2005년 9월의
“<개관>”에서 “우리(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가 9.19 공동성명 합
의에 따른 경수로의 제공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던 것
이다. 세 번째로, 2005년 2월 북한의 핵보유성명 이후에는 ‘외국의 평화
적 핵활동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개관>”에 빈번히 제시되게 되었다. 이
논의는 NPT 체제 내에서도 반미국가의 평화적 핵활동은 국제적인 제재
를 받음을 강조함으로써 NPT 미복귀 주장을 정당화한다. 이 우화적인
논의는 2005년 초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의 언표
로 간주된다. 네 번째 언표인 ‘북미합의 외의 경수로’ 언표가 “<개관>”
에 등장한 때는 2005년 12월이었다. 9.19 공동성명에 따라 경수로를 확
보하기는 어려우므로 자체적으로 경수로를 건설해가야 한다는 주장이
“<개관>”에 제기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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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6-1> “<개관>” 내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전개(1983~2013)

주) 각 언표의 구체적 표현형은 본 논문의 <부록-2> 참조. 각 원의 크기는 언표의 빈
도에 비례함.

“<개관>”의 당론 내에서 평화적 핵활동 담론이 강화된 것은 핵인
프라의 확보를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을 보여준다. <도표-6-1>을 참고
할 때, 평화적 핵활동 담론이 강화되었던 시기는 1994년 하반기부터
1995년 상반기까지의 약 1년, 2005년 3/4분기부터 2006년 1/4분기까
지의 시기, 그리고 2009년 3/4분기부터 2010년 3/4분기에 이르는 시기
였다. 이 세 시기에는 모두 경수로 및 핵연료공장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
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1994년 하반기부터 1995년 상반기까지의 기간은 북한이 경
수로제공방안의 관철에 의지를 갖고, 정치적 타협을 감내했던 때였다.
이 기간 동안 북미 3차 고위급 회담, 제네바합의문의 발표, 그리고 경수
로노형 확정을 위한 북미협상이 진행되었다. 앞서 1994년 6월 카터-김
일성 회담에서 김일성은 영변의 흑연감속로를 해체하는 대신 미국 측이
경수로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는 북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의 발전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는 점까지도 시사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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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배경으로, 강석주는 1994년 7월 8일 북미 3차 고위급회담에서 북
한에게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경수로지원을 언급했다.658) 북한은 본래
제공받을 경수로의 모델로 러시아형 경수로를 희망했으나, 김일성의 사
망 이후 1994년 8월 5일 재개된 3차 고위급회담에서 미국 측이 한국형
경수로의 제공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659) 이후
경수로노형 확정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공급협정에 한국표준형 경수로가
제공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1995년 4월의 3차 협상
까지도 미국 측과 논쟁을 벌였으나, 경수로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버리
지는 않았다. 결국 쿠알라룸푸르 회담(1995. 5. 19~6. 13)에서 한국표
준형 경수로 표기 문제가 해소되자 경수로공급협정을 체결했다.660)
또한 평화적 핵활동 담론이 강화되었던 2005년 3/4분기 이후 반
년여의 기간도 6자회담을 통해 경수로제공을 강력히 요구한 때였다. 당
시 북한은 9.19 공동성명을 발표한 6자회담 4차회의에서 경수로조항이
6자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공동성명을 수용할지 여
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었다. 또한 9.19 공동성명의 발표와 동시에 크
리스토퍼 힐이 경수로제공방안에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2005년 연말까
지 KEDO를 해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북한은 경수로제공방
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했다. 9.19 공동성명 발표 다음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경수로제공 여부를 합의이행 의지의 “시금석”으로
보겠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경수로 확보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BDA 변수로 9.19 공동성명에 의한 비핵화과정은 한동안은 개
시되지 못했다. 2005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렸던 6자회담 5차회
의에서 북한은 미국이 BDA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9.19 공동성명에 따
라 영변원자로를 동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2005년 하반기부
터 보여지는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당론강화 구간은 이와 같은 9.19 공
동성명의 추진과 일시 결렬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658) 조엘 위트 외, 2005, p. 307.
659) 조엘 위트 외, 2005, p. 332.
660) 서보혁, 2004, pp. 249-250; 조엘 위트 외, 2005, pp. 43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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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평화적 핵활동 담론이 강하게 나타난 2009년 3/4반기부
터 2010년 3/4분기에 이르는 기간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경수로를 건설
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우라늄농축작업에 착수하고, 그 성과를 과시하는
시기이다. 해당 시기는 북한이 우라늄농축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밝힌
2009년 6월 13일부터 핵물리학자 해커 박사에게 최신식 우라늄농축공
장을 공개하는 2010년 11월까지에 이르는 때인 것이다. 이 시기 직전
북한의 경수로건설 의지는 2009년 4월 말에 2차 핵실험의 실시 의지와
함께 등장했다. 2009년 4월 29일 외무성 성명은, 은하 2호 장거리로켓
발사로 취해진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를 문제시하면서, 핵실험을 실시하
겠다는 입장과 함께 경수로발전소 건설의 1차 공정으로서 “핵연료를 자
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는 방침을 공개
했던 것이다.661) 2009년 5월의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앞서 말한대로
경수로의 핵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우라늄농축시설을 추진했다. 북한의 2
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안보리결의안 1874호가 채택된 다음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으로 - 2009년 4월 29일 외무성 성명에서
언급된 핵연료생산 기술의 개발작업이 벌써 시험단계에 이르렀다며 우라늄농축 작업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공표했던 것이다.662) 2009년 9월
3일 신선호 주유엔 북한 상임대표도 같은 맥락에서 유엔안보리 의장에
게 보낸 서신을 통해 우라늄농축 기술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1년 뒤 2010년 말 북한은 핵물리학자 해커 박사 일행에게 농
축우라늄 공장을 공개했다. 북한 측은 해커 박사 일행에게 약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시설이 향후 건설될 경수로
를 위한 저농축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663)
덧붙여,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담론 내의 언표들을 볼 때 특기한
점은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에 대한 담론이 2005년 2월의 핵보유성명 발
661) 『로동신문』, 2009년 4월 30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
662) 『로동신문』, 2009년 6월 14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
663) Siegfried S. Hecker, "A Return Trip to North Korea's Yongbyon Nuclear Complex,"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Stanford University (November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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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기점으로 북미합의의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서서히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한 것에 있다. 1990년대 제1차 북핵위기 시 북한의 평화
적 핵활동 담론은 북미합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원자력부문의 이익을
바라는 태도를 담고 있었다. 이는 1994년에 등장한 “경수로제공문제”에
대한 언표와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에 대한 언표에 반영되어 있었다.
반면, 북한의 2005년 2월 핵보유성명 이후에는 NPT 복귀에 부정적인
관점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에 대한 언표가 제기되었다. 2005년 초부
터 이란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했던 것이
다. 이 논의 속에서 이란은 핵개발 의혹과 제재에도 평화적 핵활동의 주
권적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지 않았다. 이 소재는 NPT하에서 평화적 핵
활동을 추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강조해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 공동성명 발표 시까지는 북한의 당론 내
에, 북미합의를 통하여 NPT 조약의 의무를 받아들이고 경수로를 외부에
서 획득하자는 평화적 핵활동 담론과, NPT 복귀에 부정적인 평화적 핵
활동 담론이 공존하고 있었다. NPT 복귀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
장을 전제로 하는 ‘북미합의 하의 경수로’,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언표
와 NPT 복귀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이란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
언표가 2005년 2~9월에는 당론 내에 공존했다는 것이다. 특히, 9.19 공
동성명 발표 시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언표가 직접적인 형태로 제시되
었기 때문에, 9.19 공동성명 발표 시에는 NPT 체제 복귀에 대한 북한
내부의 찬반 양론이 균형잡혀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2005년 9.19 공동성명의 경수로제공방안을 미국이 거부한
이후 평화적 핵활동 담론은 NPT 복귀에 부정적인 방향에 무게를 두게
되었다. 2005년 말 이후 북미 간의 비핵화합의의 이익을 나타내는 ‘북미
합의 하의 경수로’ 언표와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을 나타내는 언표가
사라지는 대신, NPT 복귀에 부정적인 이란의 “평화적 핵활동” 언표는
유지되었다. 또한 ‘북미합의 외의 경수로’ 언표가 등장했다. 9.19 공동성
명의 발표와 함께 미국측이 KEDO의 해체의향을 밝힘에 따라,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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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경수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당론화시켜 갔기 때문이다.
2005년 12월 “<개관>”에는 “자립적 핵동력 공업” 등 ‘북미합의 외의
경수로’ 언표가 등장했다. 그 이후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담론은 이란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 언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2009년 3/4분기부
터 2010년 3/4분기까지 보여진 이란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 언표의 강
화는 2009년 여름부터 진행된 북한의 우라늄농축시설 확충 공정의 진행
과도 맞물려 있었다.

(2) 핵증강 담론의 전개
북한의 당론 내에서 핵증강 담론은 2002년 이후 보여지기 시작한
다. 우선, 핵증강 담론으로서 “방위력 강화” 언표는 2002년 5월 이후
“<개관>”에 등장했다. 외국(앙골라)의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된
1997년 1월 “<개관>”의 “방위력 강화” 언표와 달리, 2002년 봄 이후
̇̇̇추구하는 방위력 강화 노력을
“<개관>”의 “방위력 강화” 언표는 북한이
정당한 것으로 제시했다. 이때는 북한이 1998년 대포동 1호 시험발사로
미사일개발에 있어 커다란 진척을 이루고 2001년 부시행정부의 등장으
로 제네바합의문의 이행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대두된 이후의 시기였
다. “방위력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남은 것은 핵개발이 있을 뿐이고,
핵개발을 제약하는 제네바합의문의 가치도 감소된 때였다. 이러한 배경
에서, 북미간의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인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연설이 이루어진 이후, “방위력 강화”가 당론화되었
던 것이다. 한편, 2000년대 후반에는 핵증강 담론의 다른 언표들이 당론
에 등장했다. 2008년 6월의 판문점대표부 담화 이후 2008년 7월에 “전
략로케트군” 언표가 “<개관>”에 등장했던 것이다. 또한 2013년 3월 3
차 핵실험 이후에는 “정밀핵타격” 언표도 나타났다.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에 북한이 반발하는 국면에서 핵능력의 상향을 추구하는 핵증강 정
책의 구체적인 목표일 “정밀핵타격” 언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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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6-2> “<개관>” 내 핵증강 담론의 전개(1983~2013)

주) 각 언표의 구체적 표현형은 본 논문의 <부록-2> 참조. 각 원의 크기는 언표의 빈
도에 비례함.

핵증강 담론의 추이 상 핵증강 담론의 강화는 북한이 핵무기의 확
충과 핵무기의 운용능력의 확보를 추구하는 동향으로 읽힐 수 있다. 당
론 내에서 핵증강 담론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던 시기로는 2003년 2/4
분기, 2006년 3/4분기, 2010년 3/4분기와 2013년 상반기를 꼽을 수 있
다. 이 가운데 2010년 3/4분기와 2013년 상반기는 핵증강 담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던 때이다. 이러한 핵증강 담론의 강화는 북한의
핵전력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우선, 핵증강 담론 내 “방위력 강화” 언표의 사용빈도가 다소 확
대된 2003년 2/4분기는 북한이 재처리 준비 공정을 마무리한 시기였다.
이 기간 중 북한은 2003년 4월 18일의 조선중앙통신 성명을 통하여 제
네바합의문에 따라 수조보관해두었던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위한 모든 준
비를 마쳤다고 공표했었다. 그에 따라 북한이 2003년 여름 이전에 재처
리에 돌입했다는 것은 2003년 10월 초 북한 외무성이 재처리에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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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토늄을 군사적 용도로 전환시키는 것도 마무리했다고 발표한 데서도
확인된다.
또한 2006년 3/4분기는 북한이 2006년 7월 초 미사일실험의 재
개 이후에도 미국의 대북정책 수정이 없자 핵실험으로 대미압박의 수위
를 높였던 시기이다. 미국의 주의를 가장 잘 끌 수 있는 날인 미국 독립
기념일에 맞춰,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하여 7발의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했다.664) 미국이 북한이 2005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BDA 제재를 위한 논의를 거부함에 따라, 북한은
계단식으로 확대되는 조치로 미국을 압박하기로 했던 것이다.665) 열흘
뒤 유엔안보리는 회원국들에게 미사일 관련 제품과 기술의 대북이전 방
지를 요구하는 결의안 169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종적으로 결의
안에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미국은 군사적 제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헌장 7조가 이 결의안에 원용되기를 희망했었다. 대포동 2호 미
사일의 발사 이후에도 미국측 대북정책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북한
은 핵실험으로 압박수단의 수위를 높였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695호가
채택된 직후, 2006년 7월 16일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외무성은, “자위적인 미사일 훈련”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
면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
키고, “위임에 따라”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전면배격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선
언했다. 이러한 언급은 최고지도부의 “위임”을 언급하는 등 정책결정자
가 핵실험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이후
2006년 8월 초부터 북한의 핵실험장으로 여겨지는 장소에 차량이 늘어
664) 폴락은 2006년 7월 5일 북한이 진행한 미사일 발사실험을 북한의 미사일개발 역사에서 가
장 광범위한 탄도미사일 테스트라고 평가했다. 조나단 폴락, 2011, p. 189.
665) 이러한 북한의 시각은 2006년 7월 미사일발사 직후 발표된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대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06년 7월 6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은 미국이 BDA 제재로 9.19 공동
성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 보류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
다. 『로동신문』, 2006년 7월 7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변인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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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케이블에 매설되는 등 핵실험 준비 정황도 포착되었다.666) 결국
10월 3일 북한은 핵실험성명으로 “핵억제력 확보에 필수적인 공정상 요
구인 핵시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엿새 후 1차 핵실험을 실
시했다.
2010년 3/4분기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한미의 경고조치 속에
서 북한이 운용가능한 핵전력의 필요성을 한층 더 강하게 느끼게 된 때
이다. 2010년 7월 9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된 이후, 한미 양국은 그 동안 안보리 내의 논의상황 때문에 미루어
왔던 해상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본래 2010년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
훈련의 일정을 다소 연기하여 7월 25일부터 28일 사이에 실시했던 것이
다. 한미 양국은 이 훈련의 실시에 반발하는 중국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훈련계획에서 이지스함의 참여를 제외하는 등 훈련규모를 다소 축소했지
만, 항공모함은 훈련에 참가시켰다.667) 한국군의 서해기동훈련과 한미
간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도 “불굴의 의지” 합동군사훈련에 이어 8월
말까지 거의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한미동맹
의 군사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핵능력의 강화 필요성을 재차 느꼈다.
한미 양국의 “불굴의 의지” 훈련에 대응하여 발표된 2010년 7월 24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은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의 보
복성전”을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 등 자신들의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668)
김정일의 “선군혁명령도”를 기념하는 ‘선군절’ 행사도 2010년 8월에 처
음으로 개최되었다. 2010년 8월 24일 “선군혁명령도” 50주년 기념보고

666) 오버도퍼 외, 2014, p. 750; 조나단 폴락, 2011, p. 189.
667) 중국은 항공모함의 훈련 참가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었다. 2010년 7월 1일 마샤
오톈(馬曉天) 인민해방군 부참모장은 중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의 연습에 대해 우리는 이
미 우리의 태도를 명확히 표현했고, 견결히 반대한다.”고 중국측의 입장을 공개했던 것이다.
『环球时报』, 2010년 7월 4일자, “解放军副总参谋长马晓天：坚决反对美韩黄海军演”;『서울신
문』, 2010년 7월 7일자, “中 ‘서해 美 항모 훈련용 표적될 것.’”
668) 『로동신문』, 2010년 7월 25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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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서 김영남은 “임의의 시기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보복성
전을 개시”할 것이라는 7월 24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의 주장을 반
복하면서, “국방력”과 “자위적 전쟁억제력”의 강화를 촉구했다. 김정은
을 후계자로 공인한 당대표자 대회(2010. 9. 28) 직후, 북한은 201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6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3,000km 이상의 사
거리를 갖는 무수단미사일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핵증강 담론이 강화되어 나타나는 2013년 상반기 역
시 북한이 핵실험을 넘어서 군사적으로 운용가능한 핵능력을 과시했던
시기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의 발사실험을
반복했다.669) 국제사회는 직전의 유엔안보리 의장성명(2012. 4. 16)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트리거조항에 따라 2013년 1월 23일에
북한의 추가적 조치에 대한 제재를 경고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2087호
를 가결했다.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제3차 핵실험 실시로 나타났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2087호를 배격한 2013년 1월 23일의 북한 외무성
성명은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대응조치”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핵실험을
시사했다.670) 이 입장대로 2013년 2월 12일 오후 2시 43분에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실시되었다.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 노력에 대한 기존의 압력을 보다 강화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
접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비난성명을 발표했으며, 2013년 3월 7일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의심행위에 대한 수색범위를 선박에서 항공기로도
확대하고 대북 금융제재 조항을 대폭 강화한 결의안 2094호를 발표했
다. 이에 북한은 전례없던 수준으로 긴장고조 행위의 수위를 높였다. 북
한의 긴장고조 행위가 이전에는 핵실험까지였다면, 이 시기 이후부터는
669) 2012년 4월의 은하 3호 발사실험은 발사 직후 1분도 채 안되어 로켓이 폭발하여 실패했기
때문에, 2012년 말 은하 3호 발사가 재시도되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은하 3호의 궤도진입이
성공했다. MBN 뉴스, 2016년 2월 7일, “은하 3호 vs 광명성호 발사…다른 점은?”
670) 『로동신문』, 2013년 1월 24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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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핵군사력의 운용도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안보리결의안 2094호의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북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은 정밀핵타격까지
도 포함되는 추가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671) 그리
고 안보리결의안의 발표와 동시에, 2013년 3월 7일에 발표된 외무성 성
명은 앞선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의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들이 핵선제
타격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672) 약 3주 뒤 노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회의의 소집 결정일으로부터 회의 실시일까지의 기간인
2013년 3월 26일부터 31일 사이에, 북한은 모든 야전군·포병의 1호 전
투태세 돌입(2013. 3. 26), 화력타격계획 비준(2013. 3. 29), 병진노선
채택(2013. 3. 31) 등 핵군사력의 시위와 핵증강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지었다. 그 직후 북한의 핵군사력 시위가 진행되었다. 북
한 외무성이 외국 외교관들에게 철수를 권고했던 2013년 4월 5일에 무
수단미사일 2발이 발사대 차량에 실려 은닉되었고, 4월 9일에는 핵투하
가 가능한 폭격기 6대가 신의주 공군기지에서 출격대기 상태에 돌입했
다. 4월 11일 북한은 이례적으로 무수단미사일을 격납고에서 꺼내 노출
시켰다가 다시 은닉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미사일 발사용 이동식 차량
4~5대도 수시로 이동시켰다. 2013년 5월에 들어서도 미 항공모함 니미
츠호의 한미연합훈련 참가 등으로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는 간헐적으로
분출되었으나, 최룡해의 방중(2013. 5. 22~24)과 한반도비핵화의 원칙
을 확인한 국방위원회 중대담화(2013. 6. 15)로 진정되었다.

(3) 핵억제 담론의 전개
북한의 핵억제 담론은 2003년 여름부터 당론에 반영되었다. 북핵
2차위기 기간 중 미국이 핵문제에 대한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완고하게
보이던 시점인 2003년 가을 “핵억제력”을 유지하고 강화해가야 한다는
671) 『로동신문』, 2013년 3월 6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
672) 『로동신문』, 2013년 3월 8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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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표가 “<개관>”에 등장했다. 전술했듯이, “핵억제력” 언표는 2003년 9
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한 ‘핵억제력 유지․강화’ 조
치를 반영한 것이었다.

<도표-6-3> “<개관>” 내 핵억제 담론의 전개(1983~2013)

주) 각 언표의 구체적 표현형은 본 논문의 <부록-2> 참조. 각 원의 크기는 언표의 빈
도에 비례함.

핵억제 담론의 당론 내 강화는 핵억제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려는
북한의 정책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론 내에서 핵억제 담론이 상
대적으로 강화되었던 시기는 2005년 4/4분기, 2009년 2/4분기, 2010년
3/4분기, 2012년 2/4분기였다. 이 시기들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 및
비핵화 거부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우선, 2005년 4/4분기 핵억제 담론의 강화는 9.19 공동성명에 담
긴 경수로제공방안이 미국 측에 의해 거부되자 북한이 핵억제력을 확보
하겠다는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9.19 공동성
명이 발표된 당일, 미국 측은 대북 경수로지원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KEDO를 2005년 말까지 해체한다는 결정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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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다. 이에 북한은 KEDO 집행이사회가 사업종료방안을 논의한 날
(2005. 11. 21)에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위적 핵억제력
을 천백배로 다져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선포했다.673) 참고로, 2005년
말에 이어 "핵억제력" 언표가 등장한 2006년 3/4분기는 북한이 2006년
6월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시험발사 이후 핵실험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다음으로, "핵억제력" 언표가 뚜렷하게 나타난 시기는 2009년 2/4
분기였다. 이 때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국면이었다. 앞서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장거리로켓 은하 2호를 발사했다.674) 이에 대
해서 국제사회는 2009년 4월 13일 북한의 은하 2호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대한 위반(contravention)이라고 규정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4월 24일에는 유엔의 대북제재 명단에 북측 기업
3개가 공식적으로 지정되었다.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핵억제력의 강
화를 향한 노력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직후,
북한은 2009년 4월 1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장거리로켓 실
험의 지속, 6자회담 불필요, 핵억제력 강화를 선언했다. 특히, 이 외무성
성명에서 북한은 핵억제력의 강화와 관련하여 “우리는 자위적 핵억제력
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핵시설의 원상복구, 폐연료봉의 재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유엔 대북제재 명단에 북측
기업이 포함된 직후, 북한은 4월 14일 외무성 성명의 입장에 따라 폐연
료봉의 재처리에 착수한다는 바를 발표했다.675) 그 연장선에서 2009년
673) 2005년 11월 21일 북한 외무성 담화는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을 문제시하고, 그를 핵
억제력 추구의 명분으로 삼았다. 외무성 담화는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으로 국제기구들의 대
북 인도적 협력이 오히려 방해를 받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담화는 이를 통해 인권영역도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며, 북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권, 국권을 지
키기 위한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로동신문』, 2005년 11월 22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674) 2009년 2월 24일부터 조선중앙통신보도로 은하 2호의 발사계획을 밝힌 다음, 3월 12일 은
하 2호 발사계획을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했다. 2009년 4월 5일 오전 11시
30분 북한은 은하 2호에 광명성 2호를 실어 발사했고, 이와 관련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광명성 2호가 그날 오후 3시 29분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2009년 2월 24일;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5일.
675) 이는 2003년 중반, 2005년 중반에 이어 북한의 세 번째 공개적인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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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에 발표된 외무성 성명은 유엔이 대북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면
핵실험과 ICBM 실험이 포함되는 “추가적인 자위적 조치”를 시행하고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정을 시작겠다고 선포했다. 결국 2009년 5
월 25일에 북한은 직전의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밝혔던대로 제2차 핵
실험을 실시했다.676) 이후에도 북한은 2009년 6월 12일 유엔안보리가
대북결의안 1874호를 채택한 것을 이유로 새로 획득한 플루토늄 전량의
무기화, 우라늄농축 설비의 시험 가동, 봉쇄조치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방침을 천명했다.677)
그 이후 “<개관>”에서 핵억제 담론의 표현이 늘어난 2010년 3/4
분기는 북한의 핵억제 정책이 진행된 천안함폭침 사건 이후의 한반도 갈
등국면에 해당한다. 2010년 봄 천안함 폭침사건에 직면하여 오바마 행
정부는 2010년 7월 25~28일 간 최대규모의 합동군사훈련 "불굴의 의
지"을 실시했다. 한미동맹의 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하여 북한은 재차 핵억
제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개시되기 전날, 북한은
2010년 7월 24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사상 최대규모의 핵
전쟁연습에 우리의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던 것이다.678) 2010년 7월 말 당시 북한은, 외곽단체 기관지를
통해 핵실험 가능성까지도 시사했었다.679) 다만, 당시 북한은 핵억제력
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추가적인 핵도발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 이
유는 북중관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불굴의 의지” 합미합동군사훈련 다음달, 김정일은 중국방문
기간 중 6자회담 복귀의사를 거듭 강조했다.680)
676) 『로동신문』, 2009년 4월 29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
677) 『로동신문』, 2009년 6월 14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678) 『로동신문』, 2010년 7월 25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679) 2010년 7월 26일자 『조선일보』는 “조선은 핵시험을 핵 억제력 확보의 필수적인 공정상
요구로 간주하고 있고 과거에도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저 없이 단행”해왔고, “지난 6
월에는 핵 억제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핵
억제력을 더욱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는 표현도 쓰고 있다”다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이 당시 성공했다고 주장하던 핵융합 기술을 이용한 핵실험을 실시하자는
주장이 북한 내부에 있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었다. 『조선신보』, 2010년 7월 26일자, “미국
의 양면술, 귀결은 핵 억제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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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핵억제 담론이 다시 강화된 2012년 2/4분기는 북한의 2.29
합의 파기와 관련된 시기로서, 북한이 핵실험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에 따라 핵실험의 실시를 유보했지만 추후 핵실험의 여지는
남겨놓았던 때였다. 당시 북한은 미국과의 2.29 합의를 파기했다. 김일
성의 100회 생일을 앞둔 2012년 4월 13일 은하 3호를 발사했던 것이
다.681) 게다가 같은 날,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헌법에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682)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
의 추가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은하
3호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는 점에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신속
하게 채택된 2012년 4월 16일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트리거조항을 담았다. 북한의 향후 미사일 실험 및 핵실험
은 자동적으로 안보리에 회부된다는 것이었다. 중국도 이러한 강경한 내
용의 의장성명에 동의했다. 아울러 2012년 5월 13일에 열린 한중일 정
상회담과 2012년 5월 18~19일 G8 정상회담에서도 참가국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적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사회의 단단한 공조에 따라, 북한은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의 여지
를 남겨두면서도 핵실험의 실행은 유보했다. 2012년 5월 22일 외무성
대변인의 기자문답은 G8 공동성명의 요구를 배격하며, 앞으로 “자주적
인 위성발사권리”를 계속 행사하고 “자위적인 핵억제력” 계속 강화해가
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밝혔다. 이 5월 22일 기자문답은 북한이 - 2.29

680) 조나단 폴락, 2011, p. 220.
681) 북한은 미국과의 2. 29 합의에서 핵․미사일 실험의 모라토리엄과 우라늄농축의 임시 중단,
IAEA 사찰단의 복귀 등에 합의했으나, 합의내용에 대하여 미국과 이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 특히 인공위성 발사 문제는 2.29 합의 발표 직전까지도 북미 간 논의의 쟁점이었다.
인공위성 발사 권리에 대한 북한의 요구는 당시 북미회담에서 결국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보
인다. 북미회담이 종료된 2012년 3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은 광명성 3호를 은하 3호에 실어
발사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후 북한은 인공위성인 광명성 3호의 발사는 2.29 합의에 저촉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미리 통보했던 기간인 2012년 4월 12~16일 중 은하
3호의 발사를 단행했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16일; 『로동신문』, 2012년 3월 24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 오버도퍼 외, 2014, pp. 808-810.
682) 『로동신문』, 2012년 4월 14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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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서는 벗어났지만 - 추후 핵실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표한 것
이라는 점에서 당시 관련국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 안에는 미국의 제재
지속 시 대응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아울러 담겨 있었다.683)

(4) 핵무기금지 담론의 전개
“<개관>”에 나타난 핵무기금지 담론의 자취는 핵무기금지 담론의
원형들이 1983년 이전에 이미 당론화되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1986년, 1991년에 두 차례 - ‘한반도비핵지대’ 언표와 그를 보강하는
다른 언표들이 북한의 당론에 도입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첫번째로, 북
한의 당론에는 1983년 이전에 핵무기금지 담론의 원형들이 모두 등장해
있었다. 핵무기금지 담론의 언표 중 ‘세계주의’ 계열의 “새 세계전쟁 위
험 방지”, “핵무기사용 금지”, “핵실험금지”, “핵무기 금지/철폐” 언표,
‘지역주의’ 계열의 “평화지대” 언표가 1983년 이전에 당론화되어 있었다
는 것이다. 1940~50년대 중반까지 소련의 위성국으로서, 한국전쟁 시기
미국의 대량살상무기(세균무기) 사용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룬 평화옹호운
동의 수혜국으로서, 북한은 ‘세계주의’ 핵무기금지 담론을 심도 있게 수
용할 필요가 있었다. 1960년대 초반 북소관계의 와해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중반 북한은 비동맹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국가로서
국제적 핵무기금지 담론의 주장과 구호를 계속 제창해갔던 것이다. 또한
북한은 아태지역의 핵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관점에서 “평화지대” 언표
를 1950년대 중반에 일찍이 도입했으며, 아태 비핵지대 등 지역적 비핵
지대 창설방안에 대한 지지를 당대회 때마다 반복했다. 두번째로, ‘지역
주의’ 핵무기금지 담론의 “평화지대” 언표라는 원형에서 파생된 언표들
이 1983년 이후의 연구시기에 당론화되어 왔다. “평화지대” 창설방안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한반도비핵지대’ 언표가 1986년 6월 북한의 정부성
명 이후 당론에 도입되었다. 그리고, 한반도비핵지대의 최종적 비핵상태

683) 『로동신문』, 2012년 5월 22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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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리키는 "핵위협 제거" 언표, 한반도의 비핵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실행방안에 해당하는 "동시핵사찰" 언표는 1991년 북일수교를 위한 북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이 한반도비핵지대 창설방안을 재추진하는 과
정에서 당론화되었다.

<도표-6-4> “<개관>” 내 핵무기금지 담론의 전개(1983~2013)

주) 각 언표의 구체적 표현형은 본 논문의 <부록-2> 참조. 각 원의 크기는 언표의 빈
도에 비례함.

1983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핵무기금지 담론의 당론이
강화되는 현상은 북한이 전통적인 반핵평화정책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반
영했다. <도표-6-4>를 통해 살펴보면, 핵무기금지 담론의 빈도가 뚜렷
했던 시기로 1986년 3/4분기, 1991년 하반기, 그리고 1994년 3/4분기
를 꼽을 수 있다. 이 시기는 모두 북한이 반핵무기 정책을 추구하는 동
향을 보인 때이다.
첫째로, 1986년도 3/4분기에 당론 상 핵무기금지 담론의 빈도가
높아진 것은 이 시기 북한이 소련과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
반도핵문제 대처에 반핵운동도 동원했기 때문이다. 1986년은 팀스피리
트 훈련의 추가 확대로 북한이 위협감을 느낀 때이지만,684) 소련의 지지
하에 일정한 안정감을 갖고 한반도핵문제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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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맹주의와 “반핵연대성”을 구축하고자 했던 북한은 핵무기금지 주장
을 적극적으로 동원했다. 특히, 1986년 6월 정부성명을 통해 한반도비
핵지대 창설 방안을 제기한 배경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핵문제를 세계적
반핵운동의 중심적 이슈로 만들고자 했다. 당시 북한은 비핵․평화를 위한
평양국제회의를 개최했고, 이 회의의 개막식에는 김일성도 직접 연설문
을 보냈다.
둘째로, 1991년 하반기는 북한이 한반도비핵지대 창설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여 비핵정책을 적극적으로 확인시키려 했던 시기이다. 1991년
6월 10일 정당, 단체 연합성명은 IAEA의 사찰을 수용할 용의가 있으나,
자신들에 대한 핵위협이 없어졌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동시핵사찰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북한은 1991년 7월 30일 외교부 성
명을 통해 남북한 간의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으며, 남북
총리급회담을 거쳐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남측과
함께 발표했다. 이처럼 1991년 하반기는 북한이 핵의혹을 투명하게 해
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적 입장을 발전시켜 갔던 시기였다. 덧붙여, 당
시 북한의 정책환경 상 핵무기금지 정책의 필요도 뚜렷했다. 1991년 초
미국이 한일 양국에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공식적으로 브리핑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영변에 대한 공습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었고,685) 북한은 북핵
문제 해소 없이는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북일수교협상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핵개발이 군사적 위협을 역으로 초래하고 교
차승인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핵개발 의사가
없다는 주장을 강화할 필요를 갖고 있던 것이다.
셋째로, 당론 내 핵무기금지 담론이 다시 강화된 1994년 3/4분기
는 북핵 1차위기가 종결된 시기로 북미 3차 고위급회담부터 제네바합의
684) 1986년 초는 1985년 봄 이래 진행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외교가 무위로 돌아간
이후, 팀스피리트 훈련이 보다 확대되어 시행되었던 시기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북한 정권
에 압력을 가할 수 있기를 바랬다. 오버도퍼 외, 2014, pp. 242-243.
685) 1991년 4월에는 한국에서도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기습하여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에서 제기되었다. 당시 이종구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시설을 특공대를 투입해 파괴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이것이 한국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이다. 『로동신문』, 1991년 4월 18일자,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동아일보』, 1991년 4월 18일자, “‘「이 국방 발
언」 국회입장 밝혀라’ 평양 IPU 총회 앞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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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체결까지 이루어진 기간이었다. 1994년 7~8월의 북미 3차 고위급회
담에서 북한은 NPT로의 복귀를 결정했다. 이로부터 핵무기금지 담론의
출현 빈도도 확대된 것이었다. 당시 북한으로서는 NPT 복귀의 명분을 "
핵무기 철폐"와 같은 핵무기금지 담론의 주장에서도 찾았다고 할 수 있
다.
(5) 핵전쟁방지 담론의 전개
핵전쟁방지 담론은 1983년 이전에도 당론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초반의 두 시기에 다수의 언표가 그에 추가
되면서 최종적인 범위를 갖게 되었다. 1983년 이전에도 ‘비수정주의’ 핵
전쟁방지 담론의 “핵전쟁책동 반대”, “핵무기 철수”와 같은 언표가 당론
에 반영되어 있었다. 이 바탕에서 1980년대 중반에 핵전쟁방지 담론의
‘수정주의’ 계열의 언표들이 추가로 당론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4년
부터 1987년 사이에는 북소관계 개선과 북미접촉 기회에 맞춰 “평화협
정”, “핵군축”, “핵전쟁위험 방지”, “핵실험 동결”, “군축제안”과 같은
언표가 차례차례 “<개관>”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어서는 북한
이 IAEA 안전조치협정을 비준하는 1992년 봄부터 북핵 1차위기 이후인
1995년 8월에 이르는 기간에, 핵전쟁방지 담론의 ‘비수정주의’ 언표들이
당론에 추가되었다. 북핵 1차위기 발발 이전에는 “핵무기전파방지” 언표
가, 북핵 1차위기 동안에는 “포괄적 해결” 언표가, 북핵 1차위기 해소
직후에는 “평화보장체계” 등의 언표가 당론화되었던 것이다.
한편, 핵보유성명 발표 이후 북한이 북핵협상의 재개를 모색한 것
도 “<개관>”에 핵전쟁방지 담론의 언표들이 등장하는 현상에 반영되었
다. 2005년에 들어서면서 6자회담의 재개가 추진되는 과정에 제기된 북
한의 핵협상 구상은 1980년대 중반에 등장했었던 “핵군축” 언표를 중심
으로 규정되었다. 이후 2010년 북미 양국이 탐색적 대화를 갖는 과정에
서 이전에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핵전쟁방지 방안인 “평화협정”
체결 방안의 언표도 <개관>”에 재당론화되었다. 이처럼 북한이 핵을 개
발한 상황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찾아낸 협상을 통한 핵전쟁방지 방안도
북한 엘리트들에게 이미 익숙한 언표로 표상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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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6-5> “<개관>” 내 핵전쟁방지 담론의 전개(1983~2013)

주) 각 언표의 구체적 표현형은 본 논문의 <부록-2> 참조. 각 원의 크기는 언표의 빈
도에 비례함.

<도표-6-5>에서 볼 수 있는 “개관” 내의 핵전쟁방지 담론의 추이
는 북한이 1983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 북한이 자신이 느끼는 핵
위협을 핵전쟁방지 정책의 틀 내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을 반
영한다. <도표-6-5>를 보면, 전후의 시기에 비교하여 핵전쟁방지 담론
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를 발견할 수 있다. 1984년 2/4분기, 1985년
하반기, (1986년 3/4분기와 1987년 3/4분기에 핵전쟁방지 담론이 크게
확대되었던) 1986~1987년의 구간, 1991년 하반기의 시기, (1993년
2/4분기와 1994년 3/4분기에 핵전쟁방지 담론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인)
1993~1994년 사이의 구간, 2005년 2/4분기의 시기, 그리고 2009년 말
에서 2010년 초의 기간이다. 이는 모두 북한이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핵전쟁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때이다.
우선, "핵전쟁책동 반대" 언표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전쟁방지 담론
이 강화된 1984년 2/4분기는 북한이 북소관계의 정상화 이후 소련의 핵
전쟁방지 노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게 된 시기이다. 1980년대 초 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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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M/X 미사일, 퍼싱 미사일의 배치 구상 등 레이건 행정부의 공세적인
핵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핵전쟁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반핵평화공세를 펴고 있었다. 소련은 유럽 내의 반핵운동을 이
용하여 유럽측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핵미사일 협상 방안을 제기했다.
미국이 퍼싱미사일의 도입을 취소하면, 자신들은 SS-20 미사일을 감축
할 수 있다는 협상방안을 내놓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소련은 서방에 대
한 압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1983년 1월 5일 바르샤바조약기구 정상회
담에서 핵무기고의 동결, 비핵지대의 창설 등을 요구하는 프라하정치선
언을 발표했다.686) 한편, 북한은 전통적으로 소련의 대미 핵협상에 반대
했으나, 김일성의 방소를 기점으로 그러한 소련의 핵전쟁방지 노력을 정
당한 것으로 인정, 지지하기 시작했다. 1984년 5월 모스크바 방문 시
김일성은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쏘련공산당
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당한 립장과 조치들을 적극 지지”한다며, 소련
의 핵전쟁방지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687) 그에 따라 김일
성이 이미 귀국길에 있던 1984년 6월 22일에, 북한 외교부는 미국의 핵
기지화와 핵전쟁계획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한․미․일 내의 핵전쟁반대 운
동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688) 이후 1984년 7월 초순에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도 핵전쟁의
방지를 추구하는 소련의 대외노선을 지지한다는 방침이 승인되었다.
다음으로, "핵실험 동결" 언표를 중심으로 핵전쟁방지 담론이 강화
되었던 1985년 하반기 역시 북한이 핵전쟁방지의 정책방향을 소련과 함
께 추구하고 있던 시기이다. 1985년 한해 동안 북소관계는 최상의 상태
를 향해 발전하고 있었다. 그해 8월 소련의 민스크호가 원산항에 기항했
으며, 소련은 1984년 김일성-체르넨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적․군사
적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도 큰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1985년 3월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에 취임했으나, 1985년 5월부
686) 비록 소련은 1983년 3월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 발표에 반발하
여 핵미사일 협상 제안을 철회하기도 했으나, 핵전쟁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소련의 기본적
인 전략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687) 『로동신문』, 1984년 5월 24일자, “연회에서 하신 김일성 동지의 연설.”
688) 『로동신문』, 1984년 6월 23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비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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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체르넨코가 김일성에게 약속한 무기들이 북한 측에 제공되기 시작했
던 것이다.689) 또한 체르넨코가 약속한 북소 간 경제기술협정, 경수로공
급협정(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술 및 설비지원협정), 상호군사지원
협정의 체결을 위한 준비회담도 1985년 중 진행되고 있었다. 다만, 소련
은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NPT 가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전쟁방지 문제에 적극성을 보이는 고르바초프는 경수로 제
공 시 북한이 NPT에 가입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690) 당시 미국도 소련에게 북한이 NPT에 가입하도록 촉구해달
라고 부탁하고 있었다.691) 북한은 소련의 요구에 따라 NPT 조약에 서
명했다. 1985년 12월 12일 북한은 NPT 조약 가입서류를 소련에 기탁
했으며, 12월 26일 경제기술협정과 함께 경수로공급협정을 소련측과 체
결했다.
세 번째로, 1986년부터 1987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에도 북한은
한반도의 핵전쟁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핵전쟁방지 담론이
두드러지게 강화되었던 1986년 3/4분기 동안 북한은 한미 양국의 팀스
피리트 훈련 확대실시에 대한 대응으로 한반도비핵지대 창설방안을 제기
했을뿐만 아니라 핵전쟁방지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강조했다. 이 시기
북한은 자신의 NPT 가입 사실을 대외적으로 선전했고,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소련의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692) 또한
핵전쟁방지 논의가 다시 고조되었던 1987년 3/4분기도 북한의 핵전쟁방
지 노력은 확대되었던 때이다. 이는 북한이 1987년 7월 정부성명을 통
해 제안한 다국적 군축협상 제안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국 정부가
그를 거부하고 남북외교장관 회담을 제안하자, 북한은 1987년 8월 6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외교장관 회담에 미국 국무장관을 참여
시키자고 수정 제안하고 그를 위한 예비회담의 개최를 반복적으로 촉구
했었다.693) 1987년 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북미대화 가능성을 배경으
689) 오진용, 2004, p. 155.
690) 조나단 폴락, 2011, p. 123.
691) 오버도퍼 외, 2014, p. 385.
692) 『로동신문』, 1986년 8월 20일자,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쏘련의 일방적인 핵시험동결
연장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지지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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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북한은 1987년 가을 군축문제를 이용한 북미대화를 모색했던 것이
다.
네번째로, 1991년 하반기도 북한이 핵전쟁방지 방향의 요구를 활
발하게 제기했던 시기이다. 무엇보다 이 시기 북한은 한반도비핵지대의
창설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1
년 여름부터 한반도비핵지대 창설 방안을 재강조하고 있던 북한은 IAEA
사찰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남한 내 핵무기가 먼저 철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1991년 7월 미소 간에 조인된 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이 보여주는 탈냉전 초기
핵군축 추세를 배경으로, 당시에는 미군의 핵무기 철수 가능성도 존재하
고 있었다.694) 실제로 1991년 9월 27일 부시 대통령의 해외 전술핵 철
수 성명,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핵무기 부재선언 등으로 북
한의 핵무기철수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회가 등장했다.
다섯번째로, 1993년부터 1994년 동안의 시기는 북한이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염두에 두고 북미협상에 참가했던 북핵 1차위기의 전개
기간에 대응된다. 북한의 NPT 탈퇴선언 이후 미국의 군사적 대응가능성
이 존재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은 적극적으로 북미 양자대화 형식의
핵협상을 모색해갔다. 북한은 벼랑끝전술을 펴면서도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하여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개혁적 조치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북핵 1
차위기를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여섯째로, “핵전파방지” 언표를 중심으로 핵전쟁방지 담론이 강화
되었던 2005년 2/4분기는 북한이 핵보유성명 이후 6자회담 복귀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던 시기이다. 그 직전의 시점에서는, 라이스 신임 국무장
관이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했다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북한은 그에 만
693) 『로동신문』, 1987년 8월 7일자,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미국무장관도 참가하는 북남외교부장회담을 진행할 것을 주장한다 -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로동신문』, 1987년 9워 25일자, "남조선당국자들
은 북과 남 사이의 부부장급 예비회담에 하루빨리 응해나와야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담화."
694) 1991년 봄부터 한미 양국 간에는 핵무기철수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오버도퍼
외, 2014, p. 392.

- 319 -

족하지 않고 미국을 보다 압박했다. 라이스 국무장관이 2005년 3월 중
순 아시아순방 시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고 누차 발언한 것은 북한
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내 위한 유화적 제스처였다. 평양이 그달 초
외무성비망록에서 6자회담 복귀의 조건으로 미국이 대북 평화공존 정책
을 취하고 폭정의 종식 발언을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내걸었기 때문이었
다. 그러나 북한은 3월 말 6자회담 복귀의 조건을 높이고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했다. 2005년 3월 3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는 내용상 6자회담이 핵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5월 초순
에는 영변원자로의 사용후 연료봉을 모두 인출하여 플루토늄 추가 추출
을 예고했다.695) 북한의 압박에 다급해진 미국은 6자회담의 재개에 보다
큰 성의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2005년 5월부터 뉴욕채널을 통해
1993~1994년의 북핵 1차위기 당시처럼 북미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부시 대통령도 2005년 5월 31일 로즈가든 연설에서 김정일을
“씨(Mr.)”라고 호칭했다. 미국의 변화에 만족한 북한은 그 다음달 6자회
담에 복귀할 의향이 있다는 바를 공개했다. 2005년 6월 17일 평양을 방
문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김정일이 한반도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
며 7월 중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696) 이러한
김정일의 이례적 언급은 실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으로 이어졌다.
2005년 7월 9일에 이루어진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과 김계관
의 회동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의사가 공식적으로 미국에 전달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개최된 6자회담 4단계 1차회의는 그 동안의 6자회담
가운데 가장 생산적인 회의가 되었다. 이전의 회의들이 모두 3~4일 내
에 폐회되었던 것에 비해, 이 회의는 13일 동안 개최되었다. 9.19 공동
성명의 기초도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된 이 회의에서
마련되었다.
끝으로, “평화협정” 언표를 중심으로 핵전쟁방지 담론이 확대된
695) 『로동신문』, 2005년 3월 31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동신
문』, 2005년 5월 12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
696) 이우탁, 『북핵 6자회담 현장의 기록: 오바마와 김정일의 생존게임』(서울: 창해, 2009), p.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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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말부터 2010년 초의 시기는 핵보유성명 이후 북한이 핵전쟁방
지 의지를 - 빈도상으로만 보면 - 가장 적극적으로 보인 때였다. 북한
은 제2차 핵실험에 따른 냉각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북미대화 가능
성을 모색했다. 2009년 8월 초에는 자신들이 억류한 여기자의 석방조건
으로 클린턴 전 대통령을 방북하게 했던 것이다. 미국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10월 7일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양자회담의 필요성은 긍정하는 발언을
했으며, 11월 23일 클린턴 국무장관은 9.19 공동성명의 공약을 준수하
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면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697) 이러한 배경에서 12월 8일 보스워스 대
북특사가 3일간 평양을 방문했고, 6자회담 재개 시 평화협정은 남북미중
의 4자 틀 안에서 다룰 수 있다는 미국측의 입장에 대한 북한의 양해를
구했다.698) 단, 보스워스 대북특사가 12월 평양방문 후 전략적 인내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시기 미국은 대북접촉의 필
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북한과 당장의 협상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
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중미 3자 틀 내에서의 평화협정 체결 방안을 미
국 측이 받아들이도록 하고자 했다. 2010년 1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
해 정전협정 당사국 간의 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자고 제안하
고, 이것이 한반도비핵화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후 북한은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의 기자회견(2010. 1. 12),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이탈리아 의원단 회담 시 발언(2010. 1. 21) 등
여러 경로를 통해 2010년 1월 평화협정 논의 방안에 대한 미국의 호응
을 촉구했다.699)
2) 핵외교 방향과 핵개발 방향의 담론

697) 연합뉴스, 2009년 11월 23일.
698) Briefing on Recent Travel to North Korea, Stephen W. Bosworth,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Washington, DC (December 15, 2009) 출처:
http://www.state.gov/r/pa/prs/ps/2009/dec/133607.htm (검색일: 2016년 7월 3일).
699) 연합뉴스, 2010년 1월 12일, “주중 북한대사, 평화협정 당사자 美․中 거론”; 연합뉴스, 2010
년 1월 23일, “北 김영남, 6자회담 복귀 3조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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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북한의 핵담론 유형들은 다시 핵외교의 동기를 나
타내는 담론과 핵개발의 동기를 나타내는 담론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
것은 핵담론의 형태로 비확산 방향의 동기와 핵확산 방향의 동기가 표현
된 것을 각기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당론강화의 동학을 동기모델
로 분석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된다. 핵정책의 동기모델에서 핵확산의 유
인, 비확산의 유인에 따라 강화되는 정책동기의 방향은 본 논문에서 핵
담론을 구분한 기준이 된 핵문제에 대한 태도보다 포괄적이다. 동기모델
내의 종속변수 격인 동기는 본 논문에서 앞서 제시된 핵증강, 핵억제,
핵무기금지, 핵전쟁방지와 같은 세부적인 핵정책태도 보다 포괄적인 핵
확산 방향과 비확산 방향에 대한 의지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북한 사례에 동기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핵정책동기의 지표로 삼
고자 하는 핵담론의 구분도 보다 포괄적인 동기에 맞춰진 형태로 조작적
으로 재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정책과 관련된 정책동기를 ‘핵외교’ 방향의 동기와 ‘핵개
발’ 방향의 동기로 나눌 때, 북한의 핵정책의 두 방향으로서 ‘핵외교’와
‘핵개발’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북한 ‘핵외교’는 비핵화,
핵동결, 핵군축, NPT 참여 하의 평화적 핵활동 등 핵통제의 정책목적을
지향하는 정책행위로 규정한다.700) ‘핵외교’에는 자국 핵활동의 ‘비군사
적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한 북한의 NPT 참여가 포함된다. 그 이유는,
북핵문제가 본격적으로 1990년대 초반 이후, 북한이 북핵문제로 인한
핵위협을 비확산 공약을 천명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국 핵
시설과 그를 대체할 경수로에 대한 IAEA의 사찰을 수용해야 했기 때문
이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은 수평적 핵확산 혹은 수직적 핵확산을 추
700) 북한이 이러한 ‘핵외교’를 추구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단시일 내
의 핵개발이 곤란할 때에는 자신이 느끼는 핵위협의 문제를 해결할 외교적 방법이 필요했다.
이와 관련하여, 핵무기금지 방안과 핵전쟁방지를 위한 정책방안들은 북한이 느끼는 핵위협 해
소의 필요성을 국제화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단시일 내의 핵개발이 곤
란한데다가 외교적 대처방법도 소진되었을 때 자신에 대한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맹국
의 안전보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북한은 보호국의 비확산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
셋째는 자신의 핵개발 노력이 노출된 다음에는 비확산 정책방안을 제기함으로써 주변국 및 국
제사회와 타협을 모색해야 했다. 특히 이 경우 북한이 외교적 타협을 모색하지 않을 경우 북한
의 핵개발 의혹은 국제적 제재와 핵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공격을 초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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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정책행위로 규정한다. 이때, 북한의 ‘핵개발’ 정책행위에는 핵실
험까지의 핵개발 노력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추가적 핵개발 노력도 함께
포함된다. 광의의 핵확산 개념에는 핵실험 이후의 운용가능한 핵능력을
갖추기 위한 추가적 핵개발 노력도 (수직적) 핵확산 행위로 포함되는 것
이다. 이 점에서, 핵실험 이후에도 보여지는 북한의 추가적 핵개발 동기
도 본 연구의 대상이다.
이러한 ‘핵외교’의 정의에 따라, 북한의 핵외교 방향의 동기를 보
여주는 담론(이하 핵외교 담론)의 언표에는 핵무기금지 담론의 전체 언
표, 핵전쟁방지 담론의 전체 언표와 평화적 핵활동 담론 중 NPT 체제에
수용적인 언표가 해당된다. 우선, 핵무기금지 담론과 핵전쟁방지 담론의
언표 전체가 핵외교 담론에 속한다. 핵무기금지 담론과 핵전쟁방지 담론
은 핵무기를 부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태도를 전제한다. 그로부터 핵무
기금지와 핵전쟁방지 두 가지 담론은 핵통제 지향의 ‘핵외교’ 행위를 정
당화하는 것이다. 또한 평화적 핵활동 담론 중 NPT에 수용적인 언표인
‘북미합의 하의 경수로’ 언표와 북한의 북한에 대한 “평화적 핵활동” 언
표도 핵외교 담론에 속한다. 두 언표는 평화적 핵활동 담론 내에서도
NPT에 따른 비확산공약을 긍정하고 있는 언표들이다. 이중에서 ‘북미합
의 하의 경수로’ 언표는 미국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수로라는 NPT 복
귀를 전제로 하는 북미합의의 이익을 나타낸다. 그에 따라 이 언표는
NPT 복귀방안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평화적 핵활동”
언표도 NPT 체제 내 평화적 핵활동 관련 의무를 지지하는 언표이다. 북
한에 대한 “평화적 핵활동” 언표는 제네바합의문 혹은 9.19 공동성명
등 NPT 복귀 합의에 따른 북한의 핵활동을 한정적으로 나타내는 언표
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핵외교 담론은 1) 핵무기금지 담론의 “새 세계
전쟁 위험 방지”, “핵무기사용 금지”, “핵실험 금지/중지”, “평화지대”,
“핵무기 금지/철폐”, ‘한반도비핵지대’, “핵위협 제거”, “동시핵사찰”, 2)
핵전쟁방지 담론의 “핵전쟁책동 반대”, “(북미)평화협정”, “핵무기 철
수”, “포괄적 해결”, “군축제안”, “핵실험 동결”, “핵전쟁위험 방지”, “핵
군축”, “핵전파방지”, 그리고 3) 평화적 핵활동 담론 가운데 NPT 체제
를 수용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언표인 ‘북미합의 하의 경수로’, 북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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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화적 핵활동” 언표로 구성된다.
덧붙여, 평화적 핵활동 담론 가운데 일부 언표는 NPT 체제하의
핵통제를 부정하기에 핵외교 담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다. 첫
째,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가운데 ‘북미합의 외 경수로(자립적 핵동력 공
업)’ 언표는 NPT 복귀 없이 핵에너지의 이용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적 의
사의 표현이다. 이 언표는 북한이 외부로부터 경수로를 제공받겠다는 입
장이 아니라 경수로를 자체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기 때문
이다. 둘째, 북한이 이란의 핵문제를 소재로 제시하는 ‘외국의 평화적 핵
활동 권리’ 언표는 NPT 미복귀 방안을 정당화하는 언표이다. 외국(이
란)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에 대한 언표는 “반미자주적인 나라”는 국제
적인 핵통제 체제 안에서 핵의혹을 받는다는 우화를 담고 있다. 이 ‘외
국의 평화적 핵활동’ 언표는 NPT를 수용할 경우의 부정적인 후과를 보
여준다는 점에서, NPT 복귀요구를 수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시한다
는 것이다.
<도표-6-6> “<개관>” 내 핵외교 담론의 추이(1983~2013)

한편, 핵개발 방향의 동기를 보여주는 담론(이하 핵개발 담론)은
핵무기를 긍정하는 태도에 입각한 핵증강 담론과 핵억제 담론의 전체 언
표로 구성된다. 북한이 충분한 핵억제력을 갖기 전에는 핵억제 담론도
핵실험 이후의 추가적 핵개발을 정당화한다. 핵억제력의 임계점을 지난
다음에야 핵억제 담론이 핵개발의 필요성을 함의하지 않게 된다.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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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능력이 2013년까지 핵억제력의 임계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
다고 본다면, 북한의 핵개발 담론에 핵증강 담론과 핵억제 담론이 모두
포함된다. 그에 따라 1) 핵증강 담론의 “방위력 강화”, “전략로케트군”,
"정밀핵타격", 2) 핵억제 담론의 “핵억제력” 언표가 핵개발 담론을 구성
한다.
북한이 핵억제력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그와 관련된 2가지 관점에
서 검토해 보아도, 북한의 핵능력은 2013년 초까지도 핵억제력의 임계
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핵억제력의 임계점에 대한 전통적 관점은 핵보복
공격의 2격 능력이 구축되는 단계를 핵억제력의 임계점으로 보고, 월츠
등의 관점은 소수의 핵무기가 제조된 단계를 핵억제력의 확보시점으로
본다.701) 우선, 전통적 관점에서 북한의 핵억제력을 검토해보면, 2013년
초까지 북한은 2격 핵공격에 필요한 타격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 2격 핵공격을 갖추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핵무기의 보호능력과
투사능력이 필요하다. 이 중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공격으로부터 보호하
는 것(보호능력)은 그들의 수많은 지하시설을 감안할 때 비교적 수월하
게 수행될 수 있다. 다만, 핵타격능력에 있어 북한은 2격 능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2013년 초까지도 북한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
재하는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 수준은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으로 미사일탑재에 필요한 핵무기의 소형화를
막 달성한 상태에 있었다.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2013년 초까지 북한에
게 허용되었던 핵무기 사용방식은 전폭기를 사용하여 핵무기를 투하하는
방식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702)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제공권을 실질적으
로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투하능력은 2격 핵능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투사능력에 해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701) Scott D. Sagan and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 Enduring
Debate(Third Edition) (New York: W. W. Norton&Company, 2013), pp. 20-22; Kenneth
N. Waltz, "Nuclear Myths and Political Reali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3) (September, 1990), pp. 730-745.
702) Peter Hayes and Scott Bruce, "Translating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nto
Constrained Operational Reality," in Gregory Moore(ed.), North Korean Nuclear
Operationality: Region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Baltimore, Marylan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4), pp.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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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수의 핵무기로 핵억제력이 확보된다는 월츠의 관점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도에 적용되기 어렵다. 패트릭 모건(Patrick M.
Morgan)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가능성이 그 자체로 억제효과를 갖기 어
려운 이유로 한반도의 비대칭적 억제 상황을 제시한다.703) 한미동맹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하여 군사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월한 조건에서 한반도
내의 전면적 충돌은 북한정권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이 시도하
는 핵위협은 ‘허풍’으로 절하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처럼 핵억제력의 임
계점에 대한 전통적, 비전통적 관점을 모두 북한의 사례에 적용해보아
도, 2013년까지 북한은 실질적인 핵억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도표-6-7> “<개관>” 내 핵개발 담론의 추이(1983~2013)

본격적으로 북한 핵담론의 당론강화 동학을 살펴보기 전에, 핵외
교 담론과 핵개발 담론이 북한의 정책동기를 보여준다는 가정이 북한의
핵정책 행위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핵외교
담론과 핵개발 담론을 개념적으로 상정했으나, 두 담론의 실증적 설명력
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핵외교/핵개발 담론의 설명력을 간략히
살펴보려면, 핵담론의 전반적 추이와 북한의 핵정책행위를 비교할 수 있
다. 만약, 핵외교 담론과 핵개발 담론의 표현이 핵외교의 동기와 핵개발
의 동기를 적절히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 추이는 북한이 실제로 구현해
703) Patrick M. Morgan, Deterrence No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2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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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정책행위의 양상에도 부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준거로 삼을 수 있는 북한의 핵정책 행위는 생각
보다 제한적이다. 북한의 핵정책 행위의 많은 부분은 공개적으로 진행되
지 않는데다가, 공개적인 행위의 의미도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달리 해
석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외교 행위 가운데에서는 명백한 지표가 되어
줄 수 있는 사건은 1985년 12월의 NPT 가입, 1992년 1월의 IAEA 안
전조치협정 체결, 1994년 10월의 제네바합의문, 2005년 9.19 공동성명
정도일 것이다. 명백한 핵개발 행위도 제1, 제2, 제3차 핵실험, 그리고
북한의 명백한 도발행위로서 2010년 11월의 연평도 포격 정도이다. 연
평도 포격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연평도 포격은 “핵억제력
에 기초한 보복행위”로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핵억제력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빅터 차(Victor Cha)는 주장했다.704)
이러한 핵정책 행위는 핵외교 동기와 핵개발 동기 가운데 하나의
동기가 우세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핵정책의 행위와 동기 간의 관련
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핵외
교 동기와 핵개발 동기 모두가 강화되는 경우, 각 정책동기가 각 방향의
정책행위로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이다. 상충되는 동기와
정책결정의 딜레마로 인하여 핵외교 혹은 핵개발의 동기가 각 방향의 정
책행위로 표현되는 것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고려사항은 반
대 방향의 동기가 주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특정한 정책동기가 크게 강
화되지 않았으나, 그 동기를 억제하던 반대 방향의 동기가 약화되어 핵
정책 행위가 도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핵개발 동기가 강화되지 않
았으나 핵외교를 추진하고자 하는 동기가 약화된 결과로, 핵개발 방향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핵외교 동기와
핵개발 동기 중 각 동기의 강화보다, 두 동기 중 한 동기의 우세가 주요
한 정책행위를 설명하는 지표가 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핵정책행위를 설명하는 관련 동기의 우세는 핵외교 담론과
핵개발 담론 중 한 담론의 우세로 알 수 있다. 핵외교 담론과 핵개발 담
704) Victor Cha, 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 2012), p. 23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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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각각 핵외교 동기와 핵개발 동기의 표현이라면, 핵외교와 핵개발
담론 중 한 담론의 우세는 그 방향의 동기가 우세하다는 바를 알려줄 것
이다. 이 중 핵외교 담론의 우세는 “<개관>” 내 핵외교 담론의 빈도가
핵개발 담론의 빈도보다 큰 현상으로 간략히 파악할 수 있다. 핵개발 담
론이 보다 우세했던 것은 특정 시기 핵외교 담론의 빈도가 핵개발 담론
의 빈도보다 작은 현상으로 가늠할 수 있다. 각 시기별로 핵외교 담론의
빈도와 핵개발 담론의 빈도 중 어떤 쪽이 더 컸는지를 계산한 결과는
<도표-6-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결과값이 수평축의 윗 부분에 있는
시기가 핵외교 담론이 더 우세하게 나타난 시기이고, 결과값이 수평축
아래에 있는 시기는 핵개발 담론이 더욱 우세했던 때이다.
<도표-6-8> 북한의 핵정책행위와 핵담론의 비교(1983~2013)

주) 위 도표의 값은 "<개관>" 내 핵외교 담론의 분기별 사용빈도에서 핵개발 담론의 분
기별 사용빈도를 뺀 수치임.

그 결과, 명백한 핵외교 행위는 핵외교 담론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시기에 이루어졌고, 명백한 핵개발 행위는 핵개발 담론이 우세한 국면에
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명백한 핵외교 행위들인 NPT 가
입, IAEA 안전조치협정 체결, 제네바합의 체결, 9.19 공동성명 모두 핵
외교 담론이 핵개발 담론보다 강한 때에 이루어졌으며, 1, 2, 3차 핵실
험, 연평도 포격과 같이 명백한 핵개발 행위에 속하는 사건들은 모두 핵
개발 담론이 핵외교 담론보다 강했던 수평축 아래의 시기에 나타났던 것
이다. 이러한 결과는 핵외교 방향의 담론과 핵개발 방향의 담론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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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 정책동기를 적절히 보여주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2. 북한 핵담론 당론강화의 요인
북한 핵담론의 당론강화 동학은 북한의 대내전략 요인과 주변강대
국의 관여 가능성이라는 요인으로 구성된다. 앞서 본 논문 2장 2절 2목
“당론강화 동학에 대한 분석의 틀”에서 언급된 요인들이 바로 북한의 동
기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예측은 북한의 개방
지향적 대내전략과 주변국의 대북관여의 함수로서 구성되어 있었다.
이때, 북한의 대내전략 변수는 북한의 개방전략과 반개혁전략 요
인으로 구분된다. 우선, 북한 정권은 국내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개방전략을 추구해야 했다. 국내개혁론의 심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외부
행위자의 전략적 지원을 확보할 필요성을 보다 강하게 느끼게 하는 요소
였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방이 야기할 체제정당성의 급격한 쇠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혁작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했다. 그 때문에 국내
개혁전략의 추진기에는 외부의 지원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한국이라는
체제정당성 측면에서의 최대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더더욱 개혁
기에 외부의 강력한 후견국가를 필요로 했다. 한편, 국내 개혁전략에서
파생된 개방전략의 반대편에는 북한의 반개혁전략이 존재한다. 이것은
북한의 개방정책을 낳은 국내개혁에 대한 논의를 약화시킴으로써, 개방
정책을 후퇴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반개혁전략이 추진되던 시기에는 천
리마운동 식의 “100일 전투” 등 전통적 경제회복 방식이 강력히 추진되
었다.
또한 북한의 핵정책 환경의 하나인 북한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관
여정책은 미국의 대북관계만이 아니라 중국, 소련의 대북관계 차원에서
포착될 수 있다. 북한의 핵정책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주되게 고려하였고, 소련과 중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정책 변
화에 미친 영향은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 물론, 북핵문제가 국제화된
1980년대 말 이래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이끌어온 나라였기에 미국의 대북정책에 우선적으로 주의를 돌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련과 중국의 대북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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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북한의 핵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음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
다. 중소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정책 변화요인으로 고려되지 못하면,
북한 핵정책의 역사 중 그와 관련된 주요한 장면들도 설명될 수 없기 때
문이다. 소련도 북한의 핵개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1980년대 중반에
기울인 바가 있었으며, 중국 역시 한반도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00년대 이후에는 북핵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왔다. 북한도 이들
동맹국들부터 전략적 협력을 받아내기 위해서도 핵정책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1) 북한 국내전략의 전개
북한의 국내전략이 개방의 전략과 반개혁의 전략 사이를 오간 것
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현상이다. 1970년대 초 북한은 1차 6개년 계
획을 서방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으나,705) 외자유치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1970년대 후반 자
력발전을 다시금 강조하게 되었다. 1차 6개년 계획(1971~1977)의 목표
는 “기술혁명과 산업설비의 근대화”였고,706) 북한은 이러한 목표를 수출
의 확대와 대서방 경제협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다. 김일성은 1970년
제5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과거와 달리)지금은 미제국주의자들을 제외
한 다른 나라들은 다 우리와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외화만 있다
면 다른 나라에서 필요한 공장을 얼마든지 사올 수 있습니다.”라며, 대
서방 경제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낙관했다.707) 그에 따라 북한은 1970년
최초 300만불의 외채를 도입하기 시작한 이래 1975년까지 12억불 가량
의 외채를 도입했다. 같은 시기 북한은 서방과의 교역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1976년까지 대서방 교역량을 1970년 대서방 교역량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신장시켰다.708) 그러나 북한은 외부로부터 도입한 자본을 이용하
705) 양문수는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자본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
을 꾀한 이유로 사회주의권의 지원 중단, “기술수준의 낙후와 생산시설의 노후화,” 한국의 경
제성장에 대한 대항의식, 1970년대 전반의 데탕트를 제시하고 있다.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
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p. 247.
706) 양문수,『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파주 : 한울, 2010).
707)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25』(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3), pp. 371-372.
708) 이는 북소간의 교역량이 같은 기간 6.7% 성장되었던 데 비교한다면 괄목할만한 성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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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북한은 1976년에 외채
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불이행 상태로 떨어졌던 것이다. 1973년 중
동전쟁에 따른 1차 오일쇼크로 아연, 구리 등 북한의 주요수출품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의 수출확대 노력에도 무역적자는 매년
2~6억불에 달했다.709) 이에 따라 북한은 외부와의 상호의존이 아닌 자
력에 의한 경제발전을 재강조하게 되었다. 1977년 말에 발표된 북한의
2차 7개년계획은 그 목표로 자력갱생의 원칙 하에서 인민경제의 주체성
과 자립성을 강화해나가는 방향을 제시했고, 1978년에는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도 등장했다.710)
1980년대 초에도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북한의 고민은 지속되었
기 때문에, 북한은 폐쇄적 경제전략을 추구하다가 다시 개방지향적 경제
전략의 도입을 고려하게 되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목표로 한 2차 7
개년계획(1978~1984)의 달성에도 기술도입과 원유수입 등 외화의 필요
는 절대적이었다. ‘80년대 전망목표’의 대부분이 공업부문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기술도입과 원유수입의 필요
성이 컸다.711) 게다가 북한은 1980년의 제6차 당대회를 앞두고 기계와
설비를 무리하게 수입하여,712) 부족한 외화사정을 더더욱 긴장시켰
다.713) 이에 북한은 외화난 극복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일성은 6차 당대회에서 무역을 4.2배 성장시켜야 한다고
요구했고, 1982년 4월 정무원회의에서도 “외화를 많이 벌어야 원유와
콕스탄, 생고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료와 자재들을 사다가 가공공업부
문에 대줄 수 있고 먹는 기름을 들여다 인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지표집』(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6), p. 150, p. 152.
709) 북한의 1971년부터 1976년까지의 무역적자는 각각 2.45억불, 2.64억불, 4.1억불, 6.65억불,
3.48억불, 3.32억불이었다. “북한의 무역규모(IMF의 조정치),” 한국개발연구원, 1996, p. 148.
710) 이태섭, 2009, p. 278.
711) ‘80년대 전망목표’는 1000억 kw/h의 연간 전력공급, 연간 1억 2,000만톤의 석탄채굴, 연간
1,500만톤의 철강 생산, 연간 150만톤의 유색금속 생산, 연간 2,000만톤의 시멘트 생산, 연간
700만톤의 화학비료 생산, 연간 15억미터의 직물 생산, 연간 500만톤의 수산물 생산, 연간
1,500만톤의 곡물 생산, 그리고 향후 10년 내 30만 정보의 간석지 개간이었다.
712) 1970년대 말 북한의 총수입량이 1977년의 8.36억불에서 1978년 10억불, 1979년 13.79억
불, 1980년 17.1억불로 불어났던 것이다. 양문수, 2014, p. 253.
713) 한국개발연구원, 1996,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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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며 무역확대를 재차 주문했다.714)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3년까지
도 북한의 무역실적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렀다. 북한의 총 교역량의
30% 가량을 차지하던 서방과의 무역량은 1980년 976억불에서 1983년
763억불로 오히려 22%나 감소했고, 북한 총 교역량 가운데 25~30%를
담당하는 대소무역은 연평균 2.6% 성장에 그쳤던 것이다.715) 그에 따라
북한은 1984년 봄부터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경제권과의 교류와 협력
을 강화하는 등 서방과의 경제협력을 추구했던 1970년대 초와 개방의
방향은 다르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
도를 하게 된다.
<표-6-1>

1980년대

초

북한의

대소무역과

대서방무역

비중

(1980~1983)716)
(단위: 백만불)
구분
북소교역량
북서방교역량
(일본+OECD)
총교역량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80년도
437.3
443.1
426.2
549.3
1641.5
1710.3

1981년도
348.1
387.9
189.2
492.9
1094.8
1448

1982년도
499.3
438.7
284.3
505.2
1299.7
1465

1983년도
437.4
353.2
255.7
507.4
1136.9
1346.7

1980년대 이래 북한의 개혁노력들은 공교롭게도 약 10년을 주기
로 하여 제한적인 개방정책의 진행과 반개혁론의 확대로 인한 개방정책
으로부터의 후퇴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1984년 이래의 개혁 분
위기에 이어 1987년 가을부터 시작된 반개혁정책이 뒤따라 나왔고,
1990년대 초반의 개방추구 정책 역시 1990년대 후반 반수정주의 사상
개조운동으로 약화되었다. 2000년대 초의 개방정책 역시 2000년대 후
반에는 노동당의 간섭에 의해 체제개혁을 위한 모멘텀을 상실했다.

714) 김일성, “정무원의 사업방향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제1차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 1982년 4월 6일),”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9』(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p. 29
715) 이종석, 2011.
716) 한국개발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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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전략은 개방지향적 전략과 반개
혁적인 노력동원전략 둘 중 하나만을 안정적으로 추구하기보다 하나의
방안에서 다른 방안으로 계속 움직여왔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침체로 국
내개혁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개혁개방이 야기하는 체제불안에
대한 우려를 억누를 수 없는 정치적 딜레마 때문이었을 것이다. 단, 북
한의 개방정책과 그로부터의 후퇴가 반복되는 패턴이 2010년 이후에도
반복될지는 불확실하다. 2010년대 초 북한은 외부의 자본과 기술의 도
입을 긍정하는 전략을 추구했으나, 반개혁주의의 강화가 과거의 경제정
책 주기에 따라 반복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2009년 말의 화폐개혁 조
치에 주민들은 공공연히 반발했던 데서 볼 수 있듯이, 그 동안 변모되어
온 북한 사회의 구조 속에서 당국의 반개혁조치가 제약될 수 있기 때문
이다.
(1) 개방전략
1983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내부의 노력동원을 강조했지만, 1984
년에 들어서면서 무역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1983년
김일성은 신년사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속도전 방식으로 2차 7개년계획을 조기 달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1982년에 전형적인 노력동원운동인 “80년대 속도” 창조운동이
발족되었기 때문에, 1983년의 경제기조도 그 영향 하에 놓여 있던 것이
다.717) 반면, 1984년에 들어 북한은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경제협
력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을 검토한 바탕에서 서방
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합영법을 제정했다. 1984년 1월 26일 제7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를 위한 결정인 “남남
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가 승인되었다.718) 이 결정에서 “대외경제사업”의 강화를 위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과 경제기술적 협조” 발전과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경제
717) Young Whan Kihl, “North Korea in 1983: Transforming ‘The Hermit Kingdom’?”
Asian Survey Vol. 24, No. 1 (Jan., 1984), pp. 103-104.
718) 『로동신문』, 1984년 1월 27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 남남협
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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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류와 무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그에 따라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경제관계 확대와 자본주의
경제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각각 전개되었다. 우선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협력의 복원이 모색되었다. 1983년 여름 김일성은
사회주의와의 교역확대가 경제문제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확인하
고 있었다. 그는 “귀중한 외화를 주고 자본주의나라에 가서 비싼 원유를
사오는 것보다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물건을 주고 사회주의 나라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것이 매우 경제적입니다.”라며 사회주의권과의 교역확
대를 주문하고 있었던 것이다.719) 이를 반영하듯, 1984년의 “남남협조
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는 대
사회주의권 교역에 대해서는 5~6년 내 교역액 10배 확대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720) 이 대외경제협력 강화방침은 23년만에 이루어진
김일성의 1984년 5월 모스크바 방문으로 빠르게 결실을 맺게 된다.
이어 북한은 중국의 경제발전 방식을 참고하여 자본주의경제권과
의 협력도 모색하는 조치를 도입하게 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사례가
합영법에 미친 영향은 강성산 총리의 1984년 8월 강성산 총리의 방중기
간 동안 중국 관영언론이 북중 양국이 합작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고 보도했다는 점, 그로부터 1개월 뒤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 결정에 따라 “합작회사운영법”이 제정된 점 등에서 알 수 있다.721)
합영법의 개혁적인 성격은 당시의 북한 국내경제 동향에서도 확인할 수
가 있다. 강성산 총리의 방중을 전후하여 김정일의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사업을 개선할 데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8월 3일
담화가 발표된 것은 물론,722) 『로동신문』의 사설을 통해서도 경공업부
719)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대회에서 한 결론(1983년 6월 16일-17일),”
『김일성 저작선집 9』(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p. 138.
720) 『로동신문』, 1984년 1월 27일자, “조선민주주의 최고인민회의 결정: 남남협조와 대외경제
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721) Young Whan Kihl, “North Korea in 1984: ‘The Hermit Kingdom’ Turns Outward!’”,
Asian Survey, 25(1) (Jan., 1985), p. 69.
722) 1984년 8월 3일 담화를 통해 김정일은 가내작업반 등의 조직을 통해 공장의 폐기물이나 부
산물 등을 이용한 생필품을 생산하고 이를 직매점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의 기치 하에 북한 내부에 확산, 정착되었다. 양문수, 2014, p.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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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발전이 보다 강조되고 있었던 것이다.723) 아울러 1984년 3월에는
독립채산제가 제한적이나마 도입되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된 수준이
나마 제고시켰었다.724) 합영법의 제정은 북한경제의 개혁에 대한 사고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후일 황장엽은 당시 자신이 김일성을 수행했
던 1984년 10월 말 중국 방문을 회고하면서 스스로도 중국식 개혁개방
을 북한에도 도입할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725)
1985년에는 전년도의 최고인민회의 결정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
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에서 기초된 동구권
사회주의국가 및 자본주의국가와의 협력 확대방침의 후속조치가 진행되
어 갔다. 북소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소련의 대북경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협정도 체결되었던 것이다. 1985년 12월 강성산 총리는 모스크바
를 방문하여 소련측과 ‘경제 및 기술적 협조에 관한 협정’과 함께 ‘원자
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서 경제적기술협조를 할데 대한 협정’에 서명했
다.726) 같은 시기 북한이 NPT에 가입했던 것 역시 소련으로부터 이러
한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1985년에는 지
난해 제정된 합영법을 구체화하는 조치로서 합영시행세칙, 합영회사소득
세법과 그 세칙은 물론 외국인소득세법도 채택되었다. 북한의 합영법의
법인세율(순소득의 25%)이 중국이 1979년 제정한 『중외합작기업법』
보다 낮았다는 점은 이 시기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 사례를 지속적으로
참고하고 있었다는 점도 보여준다.727)
723) 『로동신문』, 1984년 8월 17일자, “<사설> 경공업혁명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
자.”
724) 기업의 독립채산제란 자체의 수입으로 기업 자체의 지출을 충당하며, 생산물 판매로 얻어진
이윤 중의 이부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이 고정자본 투자, 유동자금 확
보 등에 이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로서 기업의 자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양문
수, 2010, p. 311.
725) 황장엽, 2010, pp. 261-262.
726) 『로동신문』, 1985년 12월 28일자, “우리 나라 정부와 쏘련 정부사이의 경제 및 기술적
협조에 관한 협정과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서 경제적기술협조를 할데 대한 협정 모스크바
에서 조인.”
727) 단, 1980년대 중반 북한의 대서방 경제개방 시도는 합영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양상을 띄지는 않았다. 1985년의 합영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정은 만장일치
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고, 종업원에 대한 처우도 북한의 노동법규를 따르도록
했다. 외국인의 경영활동과 북한 노동자의 관리를 북한 당국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정영철, 1996, p. 5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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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에도 북한 내의 개혁분위기는 견지되고 있었다. 이 시기 북
한은 소련의 안정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1985년 12월 강성
산의 북소기간 중 1986년부터 5년 동안의 경제협정이 서명됨에 따라 당
시 북한은 소련과의 교역이 앞선 시기보다 2배로 늘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728) 뿐만 아니라 북한은 1986년 합영사업도 본격화했
다. 김일성은 2.28 교시를 발표해 재일교포들의 합영사업 참여를 독려했
던 것이다. 아울러 미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남아공 등 적성국을 제외
한 나라의 관광객들의 입국을 허용했다.729)
다만, 이와 같은 북한의 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1987년에
들어서면서 약화되었다. 그해 주민들에 대한 배급량마저도 60g이나 축
소하게 되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었고, 합영법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시도 역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합영법의
추진 성과 중에는 운산금광 개발사업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이 있었
지만, 그 성과로는 1970년대 중반 이래 누적된 대외채무를 청산할 수
없었다. 1987년 8월 서방의 채권단들은 북한의 채무불이행 상태를 공식
적으로 선포했다.730) 강성산 총리도 1986년 12월 경제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비록 그는 숙청된 것이 아니라 경제담당비서로
물러난 것이었지만, 강성산의 해임은 그가 1984년 1월 총리로 임명되면
서부터 제창해 온 남남협조와 대외무역 확대의 방침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북한 당국은 1987년 4월에 3차 7개년계획을 발표한 배
경에서 1984년경 논의된 독립채산제 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는 있었
지만, 그러한 조치들이 경제침체로부터의 돌파구로 여겨지기는 어려웠
다. 더욱이 1987년 북한은 1989년 개최될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를 위
해 260여개소에 달하는 체육‧문화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
다.731) 북한은 전시성 시설의 건설에 가뜩이나 부족한 자원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등 경제적으로는 무분별한 정책을 전개했던 것이다.
728) B. C. Koh, 1988, p. 58.
729) B. C. Koh, 1988, p. 64.
730) B. C. Koh, 1988, p. 64.
731) 『로동신문』, 1987년 4월 23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86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
과 1987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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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1990년 9월 한소수교가 가져온 충격으로 북한은 개방정
책으로의 전환을 다시 한번 모색했다. 물론 1989년 독일의 통일과 루마
니아의 민중혁명 등의 격변을 목도한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을
위협으로 간주했지만, 한소수교에 따라 1991년부터는 한소 간의 교역이
경화결재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었기 때문에 경제난으로부터의 출구를 모
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732) 북소 간의 교역이 북한 대외교역의 50%를
차지하던 상황에서, 1991년 대소수출은 1.7억불로 전년 대비 83%로 축
소되었고, 대소수입은 1.76억불에 그쳐 전년 대비 88% 이상 감소했던
것이다. 또한 한소수교가 야기한 석유수입 부문에 대한 타격도 무시할
수 없었다. 탄광들이 1990년의 홍수로 침수된 조건에서, 소련으로부터의
1991년도 원유도입량이 4만톤으로 전년도 대비 90% 이상 감소된 것은
북한의 극심한 에너지난을 초래했다.733) 한소수교와 함께 닥친 이러한
경제적 충격으로 북한 지도부는 기존의 대내외 전략으로는 북한 체제의
유지가 곤란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큰 폭의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기 시
작했다. 소련의 한소수교 방침 통보 직후, 김일성은 1990년 9월 11일
선양에서 덩샤오핑, 장쩌민과의 회담을 갖고, 한소수교 이후의 대책을
강구했다.734) 여기서 김일성은 중국 측에게 한국의 유엔단독가입을 막아
줄 것을 당장 요청해놓고, 귀국 직후 1990년 9월 17일 묘향산 회의에서
정치국회의를 열어 북일수교 추진방침을 결정했다.735) 한소수교를 막지
못했고 한중수교도 시기의 문제가 된 이상, 북일수교, 북미수교를 달성
해 남북간의 외교적 균형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미 1990년 9월
의 시점에서 한중 간에는 무역대표부 개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한중
수교도 시간문제임이 분명했던 것이다. 북한의 교차승인 정책은 1990년
732) 1989년 세계청년학생 축전의 무리한 개최로 북한의 경제적 여력은 더욱 줄어들어 있었다.
733) 북한의 (소련, 중국, 이란 세 나라로부터의) 원유총도입량은 1991년 189만톤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했다. 서진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주의(I),” 서진영 편,『사회주의의 위기와 생존전략
(아세아문제연구소 공산권연구총서 35)』(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3), p. 174;
Sang-Woo Rhee, “North Korea in 1991: Struggle to Save Chuch'e Amid Signs of
Change,” Asian Survey 31(1) (1992), p. 58.
734) 한국의 유엔단독가입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1989년까지는 한국의 유엔단독가입을 반대한다
는 것이었지만, 1990년에는 남북간 상호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으로 완화되어 있었다.
하용출 편, 2003, p. 124.
735) 유원, 2002,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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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북일 3당 공동성명, 그 결과로 1991년 1월 30일부터 시작된
북일수교 회담으로 실천되어 갔다.
1991년 5월 유엔 동시가입 방침을 밝힌 이후 북한은 개방정책으
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구했다. 김일성은 그해 7월 24일 이시이 하
지메 일본 중의원에게 “우리도 지구상의 일개 국가이므로 지구의 움직임
과 함께 움직이겠다면서, 북한도 사회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세계의 민주
화 흐름에 발맞추어 현실적인 정책을 펴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자본주
의 경제권에 대한 개방이 바로 그 현실적인 정책을 의미했다.736) 그리고
1991년 11월 김일성은 경제관료들에게 사회주의 시장이 사라진 조건에
서 자본주의 시장에 “대담하게” 진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737) 이러한
대외적 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하에 외부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1992년 말까지 연속적으로 제시되었다. 1991년 12월
28일의 정무원결정 제74호에 따라 나진선봉 지역이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되었고, 1992년 2월 26일에는 “대외무역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
으킬데 대한 정무원 결정”이 발표되어 신무역체제가 도입되었다.738)
1992년 4월 9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유무역지대, 대외무역, 외국인투
자 등 대외개방을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했다. 1992년 개정헌법의 16조
와 37조에서는 외국인의 법적 권리, 이익을 보장하고 합작과 합영을 장
려했던 것이다. 그 후속조치로서 1992년 10월 5일에는 최고인민상설회
의결정 제17, 제18, 제19호로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 기업법도
제정되었다.
1992년 말 강성산이 정무원 총리로 재기용됨에 따라 대외경제관
계의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방향은 재확인되고 지속되었다. 앞서 언급했
듯이 강성산은 1980년대 중반에 합영법 제정과 대외경제협력의 확대를
담당했던 인물이었다. 또한 강성산은 1991년 말 김일성에게 자신이 자
강도 당 비서로서 직접 목격한 자강도의 식량난을 보고하는 등 국내의
736) 오진용, 2004, p. 382.
737) 김일성,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당, 국가, 경제 지도일군협의회
에서 한 연설, 1991년 11월 23, 26일),” 『김일성저작집 4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230-231.
738) 『민주조선』, 1992년 2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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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이기도 했다.739) 그러한
강성산이 총리에 재임명 된 첫해에 북한 당국은 이례적으로 경제계획의
실패를 인정했다.740) 1993년 12월 8일 열린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제9
기 제21차 전원회의 보도는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와 안보환경의 악화에
따른 군비지출 때문에 “제3차 7개년계획을 원래 예견한대로 수행할수
없게 했다.”며 경제실적의 부진을 언급했다. 이는 “앞으로 2~3년간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로 둔다는 것과 함께 농업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의 3대 제일주의라는 새로운 “전략적 방침”을 천
명하는 대내전략의 전환을 공표하기 위한 것이었다.741) 1994년 들어서
도 강성산은 1992년 4월에 개정된 헌법과 1992년 10월 김정일의 서한
으로 확대되었던 정무원 총리의 권한에 기초하여 대외교역의 확대 등 3
대 제일주의의 경제방침을 관철시켜 갔다.742) 이러한 노력에 따라 1994
년 1월 20일에 발표된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을 통해 합영법이 개정
되고,743) 북한의 내부 자원도 농업, 경공업, 무역 등 3대 제일주의의 중
점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744) 김일
성도 1994년 7월의 유훈교시에서 - 북미관계로 서구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당장 어렵더라도 -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부터라도 공략할
것을 주문하는 등 무역확대정책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745)
김일성 사후에는 북한의 식량난으로 발전한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대외원조를 얻어내는 데 북한 당국은 주력하게 된다. 1994년 제네
바회담에서도 250만톤의 식량원조를 요청했다.746) 1995년 5월에는 김
739) 스테판 헤거드 외, 2007, p. 79; 조나단 폴락, 2011, pp. 145-146.
740) 『로동신문』, 1993년 12월 9일자.
741) 1994년 신년사에서 완충기는 “2~3년”이 아닌 “3년”으로 늘여져서 재규정되었다.
742)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전국 인민정권 기관일군 강습회 참가자
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12월 21일),” 『김정일 선집 17』(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12), pp. 208-244.
743) 내용
744) 『로동신문』, 1994년 4월 8일자. 홍권희 , “북한의 ‘경제․국방 병진노선’ 연구” (북한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 176에서 재인용.
745)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경제부문 책임일군협
의회에서 한 결론, 1994년 7월 6일),”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474-490.
746) 스테판 헤거드 외, 2007,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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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이 직접 식량문제가 북한의 최대과제라고 언급할 정도로 식량부족
문제가 가시화되었고,747) 북한은 1995년 5월 26일 일본 정부에 공식적
으로 쌀지원을 요청했다. 그에 따라 한국은 6월 중순 15만톤 분량의 쌀
지원에 합의했고,748) 일본은 6월 말 30만톤의 쌀을 지원한다는 데 합의
했다.749) 나아가 1995년 7~8월의 북한 대홍수로 평양의 국제사회에 대
한 식량지원 요청은 보다 확대되었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기록적
인 강우량으로750) 수해를 입은 북한은 8월 23일 북한은 유엔에 긴급구
호를 요청했다.751) 1995년 9월 6일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데 따르면, 대
홍수로 인한 곡물손실량이 190만 톤, 침수경작지가 40만 헥타르에 달했
다.752) 북한의 구호요청에 국제사회가 호응하여 세계식량계획, 식량농업
기구, 유엔아동기급의 조사단은 물론, 유엔 홍수피해 조사단이 북한을
방문했고,753) 1995년 12월부터는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의 긴급
구호식량 120톤부터 국제기구의 식량원조도 전달되기 시작했다.754)
하지만, 1995년 여름 이후 북한의 이러한 대외지원 요구는 경제회
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마비된 상황
에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대처에 불과했다. 경제난이 감출
수 없는 전국적인 기아사태로 확대되자 개방에 대한 정치적 자신감 역시
사그러들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초반의 개방지향적 대내정책은 그 동
력을 상실하게 된다.
세 번째로, 2000년대 들어서의 대외개방 정책은 2001년 초 신사
고의 필요성이 제시됨과 함께 등장했다. 2001년 신년공동사설은 “21세
기가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의 세기”이며 “새 세기는 혁신적인 안목
과 기발한 착상, 진취적인 사업기풍을 요구”한다고 제시하고 사상과 경
747) 『北朝鮮 政策動向』, No. 20 (1995), pp. 50-51. 이석, 『1994~2000 북한기근: 발생, 충
격, 그리고 특징』(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22에서 재인용.
748)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표 : 1948년~2011년』(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 222.
749) 와다 하루끼, 2014, pp. 246-247.
750) 1995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일일평균 강우량이 300mm이 넘는 비가 내려 강과 하
천이 넘쳤다. 와다 하루끼, 2014, p. 247.
751) 통일연구원, 2011, p. 221-223.
752) 스테판 헤거드 외, 2007, p. 70.
753) 통일연구원, 2011, p. 225.
754) 이석, 2004,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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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문에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방식을 구현할 것을 요구했다. 2001년
대에 들어서 확대된 개혁개방의 기조는 강성대국론의 이중전략 내에서
확대되어 나온 것이었다. 2000년 내내 북중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북
러정상회담과 북미간 고위급 상호방문까지 연달아 진행하여 북한은 대외
관계에서의 정치적 위상을 재확인했고, 김정일은 강성대국의 비전 가운
데 정치군사적 목표는 이미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며 경제강국의 목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755) 이러한 배경에서 200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신사
고의 개념을 제시했다.756) 2001년 1월 상하이를 방문한 김정일은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변화를 “천지개벽”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군부인사 40
명을 포함한 100명의 수행단을 대동했던 김정일의 이러한 언사는 개혁
개방으로의 기조를 시사한 것이기도 했다.757)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북
한은 과거청산 문제와 납북일본인 문제를 동시 해결하자고 일본측에 제
안하고, 2001년 1월 싱가포르에서 일본 측과 북일수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극비접촉을 가졌다.758) 2001년 정초를 기점으로 개방을 긍정하는
북한의 신경제정책이 출범했을 때, 외교부문도 그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2001년 내내 대외개방을 위한 제도 정비는 물론, 외교
관계의 확대가 이루어졌다.759) 2001년 4월의 저작권법, 가공무역법, 갑
문법 등이 제정되었고, 북한은 2001년 중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독
일 등 13개 나라와 유럽연합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북한의 신경제정
책은 9.11 테러로 인한 국제정세의 급변 속에서도 좌초되지 않았다.
9.11 테러 이후에도 김정일은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10. 3 담화)”를 발표하여 신경제정책
을 재확인했다.760) 단, 이러한 개혁정책이 군사부문의 정치적 우선순위
를 잠식한 것은 아니었다. 김정일은 10.3 담화에서 적극적인 “경제관리
755) 조영국, 『탈냉전기 북한의 개혁․개방 성격에 관한 연구』(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756) 와다 하루키는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페레스트로이카를 뜻하는 “개건”이라는 단어가 경
제강국건설의 중심과제 중 하나로서 제시되었다는 데 주목했다. 와다 하루키, 2014, p. 270.
757) 후나바시 요이치, 『김정일: 최후의 도박』(서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7), p. 593.
758) 후나바시 요이치, 2007, p. 25.
759)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서울: 선인, 2004), p. 160.
760) 정영철, 2004,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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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은 “군수공업을 선차로 내세울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761)
2002년 후반에 북한은 신의주, 개성, 금강산 등에 대한 특구정책
도 발표했다. 2002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발표로 ‘신
의주 경제 특별 행정구’가 정식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달 19일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도 채택되었던 것이다.762) 나아가 2002년 9월 24일
에는 중국계 네덜란드인인 양빈을 신의주 경제특구 행정장관으로 임명했
다. 북한은 이로써 홍콩과 같이 무관세, 무비자, 사유재산권 보호 지역이
며 독자적인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갖는 특구를 신의주에 설치하고자 했
다.763) 신의주에 대한 북한의 구상은 중국 측의 반대로 좌절되었지만,
북한의 경제특구의 설치 정책은 지속되었다. 2002년 11월 13일에는 금
강산 관광지구법을 제정하고 11월 20일에는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하면
서, 경제문제의 해소에 남북교역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방의 폭을 넓혔
다.764) 앞서 2002년 7월에 발표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자체는 대외적
자원과 원조의 확보방안을 결여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한계는 경제특구의 지정을 통해 보완되어 졌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즈음 북한은 납북일본인의 존재를 시인하는 등 북일수교도 재차 도모했
다.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수상의 방북
시 김정일은 13명의 일본인 납북사례가 있었다고 시인하고 생존자 5명
의 일본 일시귀국에 동의했다.765)
나아가 2003년 박봉주 총리의 등장으로 북핵 2차위기 속에서도
북한의 경제개혁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졌다. 김정일은 2003년
8월 “선군시대의 경제건설 노선”에 관한 담화를 통해 북한군 지도부에
경제건설의 문제를 우선시하더라도 군수산업이 소홀히 되지 않을 것이라
고 설명했다. 이것은 경제발전과 군사력 건설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북한
의 이중전략을 함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김정일이 경제건설 문제를 지속
761)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
(2000-09),”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p. 154-155.
762) 정영철, 2004, p. 162.
763) 정영철, 2004, p. 163.
764) 정영철, 2004, pp. 165-166.
765) Yinhay Ahn, "North Korea in 2002: Survival Game," Asian Survey Vol. 43, No. 1
(Jan./Feb., 2003),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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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우선시”할 것임을 밝혔다는 데 주목할 가치가 있었다. 북한군
지도부에 국가전략을 방향을 설명한 뒤, 김정일은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에 박차를 가했다. 2003년 8월 북한은 남북간의 투자보장, 이중방지과
세 방지 협약 등 4개 합의를 발효했다. 이들 조치의 발효는 관련 협약의
체결 이후 2년 반 동안이나 미루어온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북한의
결정은 남북경제협력의 확대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재차 천명되었음을
방증해주는 것이었다.766) 연이어 김정일은 2003년 9월 열린 최고인민회
의 제11기 제1차회의에서 박봉주를 총리로 임명했다. 이때, 박봉주는 취
임일성으로 경제관리에서의 근본적 혁신을 제창했다.767) 김정일의 지지
를 등에 업은 박봉주 총리는 지배인의 경영권 확대, 기업소 내의 당원
축소, 당․군의 경제사업 축소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추진해갔다. 덧붙여,
2003년 남북교역액도 전년 대비 약 16% 가량 성장하는 등 2001년 이
래 보여진 남북교역의 증가세는 2003년에도 이어졌다.
2004년에는 북핵문제의 교착으로 인해 북한이 개방문제에 대해
가진 시각이 명확히 표출되기는 어려웠다. 북핵협상 교착의 여파로 남북
간의 교역도 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봉주 총리 등 개혁주의자들의 영향력은 아직 유지되었다. 2004년 4월
김정일은 중국 방문 시 박봉주를 대동했다. 또한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에 미련을 갖고 북일수교를 여전히 모색하고 있었다. 2004년 고이즈미
일본 수상은 북한을 재방문했다.768)
하지만, 2005년에 들어서면서 박봉주 총리의 경제정책은 노동당의
비판을 받아 크게 약화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북한 2005년 경제정책의
동향도 표리부동했다. 2005년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의 제품 첫 출시 등
남북경협의 전망이 밝아진 배경에서 한국 측에 백두산관광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769) 내부적으로는 장마당을 통제하기 위
766) Kyung-Ae Park, "North Korea in 2003: Pendulum Swing between Crisis and
Diplomacy," Asian Survey Vol. 44, No. 1 (Jan./Feb., 2004), p. 146.
767) 『로동신문』, 2003년 9월 4일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
인민정권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며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일관하게 관철해나가겠다 -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봉주대의원의 선서.”
768) 후나바시 요이치, 2007, p. 87.
769) Woo, 2006, pp. 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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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사회주의 캠페인을 활발하게 벌리고 있었던 것이다. 2005년 초부
터 노동당은 내각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비사회주의
현상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2005년 6월에 이르면 내각
은 당의 압박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고, 2006년 8월 말 박봉주
총리도 개인비리혐의에 대한 노동당의 조사로 사실상 실권상태에 놓이게
되었다.770)
네 번째 개방추구 전략의 추진기로 2009년 말 화폐개혁 실패 이
후의 시기를 들 수 있다. 앞서 북한 당국은 2009년 11월 30일 신권과
구권을 100 대 1의 비율로 10만원 한도에 따라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시행했었다. 외화유통 전면 금지, 시장폐쇄라는 반시장화 프로그램의 일
환이었다. 화폐개혁과 외화유통 금지 조치에 대하여 함흥 등지에서는 시
장상인들이 당국과 충돌을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시장폐쇄 조치의 여
파는 광범위했다. 1월 중순 북한 전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화폐개혁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고조되었다. 일부 지역에서
는 소규모 폭동도 일어났다. 결국 북한 당국은 1월 27일부로 시장거래
도 다시 허용하며 반시장화 프로그램을 후퇴시켰다. 화폐개혁을 주도한
박남기 노동당 계획경제부장도 경질되었다. 2월 초 김정일은 “인민들이
강냉이죽으로 연명하는 것이 가슴아프다.”고 발언했고, 김영일 총리도 1
시간 분량 가량의 사과문을 통해 화폐개혁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했
다. 이러한 화폐개혁의 수습과정에서 개방을 긍정하는 경제전략이 2000
년대 후반 이래의 보수적 정책기조를 극복하고 발전되었다. 화폐개혁을
주도한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의 경질이 이루어진 당일인 1월 20일,
국방위원회 결정 “국가개발은행 설립에 대하여”가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에 전달되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경제협력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화폐개혁으로 쌀값이 16~17원 정도(2009년 12월 초)에서 500원 이상
(2010년 1월 말)으로 폭등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곡
물공급을 늘릴 필요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2010년 3월 북한은 나진항만
의 시설을 50년간 중국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정일은
2010년 5월 3~7일, 8월 26~30일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한반도비핵
770) 한기범, 2009, pp. 19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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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문제, 후계체제 문제 등 정치적 사안과 함께 북중 간의 경제협력 방
안을 중국 측과 논의했다. 결과적으로 2010년 중 북중교역은 크게 확대
되었고, 그해부터 북한 대외교역액의 절반 이상을 북중교역액이 차지했
다.771)
2011년 북한은 민생안정의 필요성을 지난해와 같이 강조하는 동
시에 외자의 도입을 포함한 경제발전계획을 내놓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과거 동맹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했다. 2011년 신년공동사설은 “올해에
̇̇̇̇̇̇̇강성대국건설
̇̇̇̇̇̇
에서 결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신년사
제목과 같이 “인민생활향상”의 과제를 강조한 것이었다. 그리고 “인민생
활향상”과 함께 2011년도의 중점과제로 “강성대국건설”이 언급된 것은
보름 뒤 발표될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예고하고 있었다. 2011년
1월 15일 북한이 발표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은 “2012년에는 강
성대국의 대문으로 들어설 기틀”을 마련하고, “2020년에는 앞선 나라들
의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772) 10개년 계획에는 2009년
1월에 발표된 국가개발은행 설립 방안을 포함하여 농업개발과 나진․선
봉,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5개 지역에 대한 물류산업단지 조성 등 12
개 사업분야가 나열되었다. 이후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황금평 착공식(2011. 6. 8), 나진-훈춘 간 4차선
고속도로 착공식(2011. 6. 9)을 연달아 가졌다. 북중 간의 교역액은 지
난해인 2010년도의 교역액보다 더욱 증가해 50억불에 이르렀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도 추진했다. 김정일은 2011년 8월 방러 기간 중
울란우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대통령과 PNG
연결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과거의 부채탕감 문제를 논의했던 것
이다. 북한의 대러경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이해 10월에 나진항의
3개 부두를 러시아 측에 장기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진 데에서
도 드러났다.773) 단, 2011년에도 시장 내 식량가격이 2배 상승하는 등
771) Peter M. Beck, "North Korea in 2010," Asian Survey Vol. 51, No. 1 (Jan./Feb.,
2011), p. 36.
772) 연합뉴스, 2011년 1월 15일자, “北,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수립.”
773) Peter M. Beck, "North Korea in 2011: The Next Kim Takes the Helm,"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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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개발 노력이 거둔 실질적 성과는 여전히 부족했다.
2012년 김정은 체제 출범과 함께, 박봉주 등 2002년 7.1 경제개
혁을 주도한 경제․기술관료들도 본격적으로 재기용되었다. 김정은은 4.6
담화를 통해 내각에 경제정책 결정권과 재정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방침
을 제시했고,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2012년 4월 11일의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박봉주를 당중앙위
경공업부장으로 임명했다.774) 김정은은 김정일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
식 연설 중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발언했다.775) 2012년 동안 북한 당국은 평양 등지의 도시환경을 개선하
고 도시 시장활동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다.776) 여기에 더해 6.28 농업개
혁 조치와 12.1 기업소개혁 조치로 협동농장에 대한 개혁과 공장․기업소
의 자율권 제고의 방침이 하달되었다. 2013년에는 박봉주가 총리로도
임명되었고, 이후에는 경제특구의 지정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제시되어 갔다. 2013년 5월 29일 채택된 경제개발구법에서는 2011년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총괄하는 경제발전총국이 경제발전위원회
로 승격되고, 경제발전위원회는 모든 경제특구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한 신의주, 해주, 남포, 백두산, 칠보산, 원산 등 12곳이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경제특구의 개수도 4개에서 16개 지역으로 증가되
었고, 각 지역의 위치, 사업유형, 인프라에 대한 설명자료의 해외배포를
통한 외자유치 노력도 이루어졌다. 특히 원산은 스포츠 및 레저에, 개성
은 첨단기술산업에 특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핵개발로 인한
유엔제재 하에서도 추진 가능한 경제특구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의 방식
을 통해 외자확보에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Survey 52(1) (Jan./Feb., 2012), pp. 65-71.
774) 『로동신문』, 2012년 4월 12일자,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진행.”
775) 『로동신문』, 2012년 4월 16일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
서 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연설.”
776) Hong Yung Lee, "North Korea in 2012: Kim Jong Un's Succession," Asian Survey
53(1) (Jan./Feb., 2013), pp. 17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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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개혁전략
1980년대 북한 내부의 체제개혁 정책방향에 대한 반론은 1987년
초부터 강화되기 시작하여 1987년 후반 들어 정국을 주도했다. 1986년
12월 강성산 총리가 해임된 이후 북한 당국은 노력동원 운동을 강화하
기 시작했고, 1987년 7월 지난해 김정일의 담화 “주체사상 교양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가 『로동신문』에 게재된 것을 기점으로 사상전
(思想戰)이 전개되었다. 특히 1987년 9월부터 1988년 5월까지 혁명적
당풍확립을 위한 사상전이 이루어지면서, 개혁개방 논의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확대되었다.777)
이러한 동향 하에 1988년에는 노력동원 운동이 더욱 확대되어
200일 전투가 2번이나 연속 시행되었다. 당 정치국 결정에 따라 노동자
의 정치적 열의를 고양하는 “200일 전투”가 2월에 개시되었고, 그것이
완료되자마자 9월에는 두 번째 “200일 전투”가 개시되었다.778) 북한 당
국은 연속적인 “200일 전투”를 통해 발전소와 종합기업소의 건설은 물
론, 1989년의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할 외빈들에게 보여주기 위
한 평양의 광복거리까지 조성된 것이다. 반면, 대외경제관계의 회복에
필수적인 외채상환 문제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채권단에게
원금 30% 이외의 부채를 탕감해줄 것을 요구한 데 이어, 그나마 상환의
지를 밝힌 원금의 30%도 현금이 아닌 물자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던
것이다.779) 북한 측의 무성의 속에 서방 채권단과의 협상도 1988년 7월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1989년에도 북한은 외부 자본과 기술의 유입에 소극적이었다. 연
초에는 북한의 남북정치군사고위급회담 제안에 따라 남북대화가 재개됨
으로써 1월 23일 정주영 회장이 방북하여 금강산 개발 문제를 북측과
논의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 3월 25일 문익
환 목사 방북사건으로 남북대화가 다시 중단되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기
777) 한기범, 2009, p. 99.
778) 『로동신문』, 1988년 9월 5일자,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다시한번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
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영웅적 위훈을 창조하자.”
779) B. C. Koh, “North Korea in 1988: The Fortieth Anniversary,” Asian Survey 29(1)
(Jan., 1989), p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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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일시적인 사건으로 머물렀던 것이다.780) 또한 북한은 1989년 김일
성의 신년사를 통해 그해를 경공업의 해로 지정하고 1989년 상반기 경
공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으나,781) 이 역시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
두고 물자부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개혁동향과는 무관했다. 축전 한
달 전 모든 노동자들에게 월급 한달치 보너스가 지급되고 전원회의를 통
해서 경공업혁명방침이 천명되었지만,782) 축전 이후에는 외부사조의 유
입을 막기 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사업이 강도 높게 진행되
었던 것이다.783)
특히 이해에는 헝가리의 대한수교(1989. 2. 1)와 베를린 장벽의
붕괴(1989. 11. 9), 냉전의 공식적 종식이 이루어져 북한의 사회주의 체
제개혁론에 대한 경계감은 증폭되었다. 2월 초 『로동신문』은 논설을
통해 동구권 국가 중 처음으로 헝가리가 한국과 국교를 수립한 것을 비
판했다. 6월에는 베이징에서 천안문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북한은 외부사
조의 유입 가능성에 더더욱 민감해졌다. 천안문사태가 북한의 국제교류
가 증대되는 19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두고 발생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세계청년학생축전 기간 중 외부사조가 유입될 가능성을 크
게 경계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냉전의 종식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몰타회
담(1989. 12. 2~3)에 즈음해서는 북한 당국은 소련식 개혁개방을 직접
적으로 비난하게 되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부터는 약 한달 뒤, 몰타
회담으로부터는 약 보름 뒤인 1989년 12월 17일, 『로동신문』은 고르
바초프식 개혁을 비판하는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의 연설을 전면
에 게재했다. 이 연설은 카스트로가 “우리는 쏘련 자체와 사회주의를 반
대하는 독소를 담은 쏘련의 일련의 출판물의 배포를 단호히 금지시켰다”
780) 와다 하루끼, 2014, pp. 215-216.
781) 4월 7일 개막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5차회의에서 윤기정 재정부장의 발언을 참조.
782) 1989년 6월의 제6기 제16차 전원회의 보도는 경공업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전당과 인민을
조직동원해야 하며, 방직공업, 신발공업, 일용품공업의 발전에 투자하고, 경공업의 현대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수출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합영과 합작을 위한 조직사
업도 구성해야 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로동신문』, 1989년 6월 10일자, “조선노동당 중앙
위원회 제6기 제16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783) 물론 축전에 앞서서도 모기장론에 따라 외부사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
다.『로동신문』, 1989년 8월 22일자,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계속 큰 힘
을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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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소련의 개혁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784) 루
마니아 혁명 직후인 1989년 12월 22일에도 『로동신문』은 2면에 걸친
사설을 통하여 시장화가 ”인민대중의 사상정치적 통일을 파괴하고 사회
주의사회 자체를 와해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강경한 개혁
불가론을 제시했다.785)
1990년도 초에도 북한은 체제개혁을 거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중공업 우선 발전노선이 “우리 당이 일관되게 견지
하고 있는 노선”이라고 확인했다. 생필품과 식료품의 부족문제도 존재하
지만, 그것은 기존의 경공업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1990년 1월 14일에는 ‘90년대 속도’를 제
창하기 위한 군중대회가 조직되는 등 전통적인 노력동원운동의 추진 필
요성도 재강조되었다.786) 또한 북한 당국은 개혁개방이나 대외적 경제협
력 대신 증산․절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990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6기 제17차 전원회의는 “증산하고 절약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토
대가 은을 내게 하자!”가 “새로운 총진군에서 우리가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라고 언급했던 것이다. 1991년 김일성의 신년사도 사회
주의의 체제이행(systemic transition), 즉 서구의 “<평화적 이행> 전
략”은 사회주의를 내부적으로 와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체제개혁 논의를 적대적 현상으로 규정했다.787)
그러나 1990년 들어 북한은 전반적인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바도 위기의식 속에서 감지하고 있었다. 1989년부터 사회주의권과의 교
역이 감소되기 시작했고, 1990년에는 북소 5개년 경제기술 협정에 따른

784) 여기서 인용된 연설문은 앙골라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내전을 지원하다가 희생된 “꾸바국제
주의전사들”의 중앙영결식에서 카스트로가 낭독한 것이었다. 1989년 12월 7일에 열린 이 중
앙영결식은 타국의 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카
스트로는 이 연설을 통해 고인들이 추구한 목표인 세계혁명이 정당함을 강조하고 그들을 계승
하여 세계혁명의 목표를 견지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1989년 12월 16일자, “강
력하고 규률있고 존경받는 당이 없이는 혁명의 전진이 있을 수 없다.”
785) 『로동신문』, 1989년 12월 22일자,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사회주의길로 힘차
게 나아가자.”
786) Rhee Sang-Woo, “North Korea in 1990: Lonesome Struggle to Keep Chuch’e,” Asian
Survey Vol. 31, No. 1 (Jan., 1991), pp. 73-74.
787) 『로동신문』, 1991년 1월 1일자,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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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원조계획도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내부자원의 추
출과절약으로 경제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었지만, 현실적
으로 외부와의 경제적 교류가 더욱 축소될 경우 북한경제의 유지는 곤란
했다. 1990년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그해에 김정일에게 권
력을 이양할 것으로 예상되던 김일성이 국가주석으로 재추대된 것은 북
한의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788) 사회주의 진영의 해체에 대처
하여 내부결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이 정치일선에 계속 남아 있
어야 했던 것이다.789) 이후 김일성 중심의 결속하에 북한의 탈냉전기 생
존전략이 수립되어 갔다. 그를 통해 1980년대 후반 북한의 반개혁기가
마무리되게 된다.
두번째로, 대홍수로 인해 식량난이 심화된 1995년 여름부터 반개
혁 동향이 재차 대두되었다. 1995년 8월 북한당국이 유엔에까지 긴급구
호를 요청한 직후,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체제결속을 도모한 붉은기사상
이 서구의 원조에 대한 북한 내부의 기대감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나타났
다. 1995년 8월 28일자 『로동신문』 정론 “붉은기를 높이 들자”는 사
회주의혁명과 조선노동당의 항일전통을 상징하는 “붉은기”를 지키지 못
하면 “온갖 시정배들과 망나니들이 날뛰며 패륜도덕이 살판치는 인간도
덕의 불모지, 적막강산”이 된다고 경고했다. 혁명전통을 지키기 못하면,
사회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부르죠아복귀분자들, 혁명의 배신자”인
개혁론자들이 동구사회주의 붕괴의 원인이었다며, 개혁론자들을 “비겁자
이기 전에 비겁쟁이들”로 강하게 비난했다. 정론은 김일성 사후 북한 사
회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역
설했다.790)
그리고 1996년 초에 들어서면서 반개혁개방, 반수정주의 운동은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일부 사회과학자 등 반대파에 대한 숙청을 수반했
다. 1996년 1월 9일자 『로동신문』에 게재된 정론 “붉은기는 조선 혁
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는 붉은기 사상을 내세워 국내의 개혁론에 대

788) 오진용, 2004, pp. 291-292.
789) 오진용, 2004, pp. 305-307.
790) 『로동신문』, 1995년 8월 28일자, “붉은기를 높이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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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세적 입장을 천명했다.791) 붉은기 사상에 대한 1995년의 정론이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는 주장 등 다소 도덕적 비판에 가까운 주장을
보이고 있었다면, 1996년 1월의 정론은 기회주의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
을 제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개혁
개방에 친화적인 엘리트들에 대한 비판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로동신문』은 1996년 5월 3일과 7일, 10일, 14일에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이나 서방과의 타협을 주장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필명논설을 6면에
게재했다.792) 이를 통해 서방의 원조나 개발협력에 대한 환상, 일부 사
회과학자들의 개혁개방 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기대를 갖는
행태가 각각 비판되었다. 특히 1996년 5월 10일자 『로동신문』의 기명
논설은 당내에서 고위간부에 대한 비판이 진행 중이라는 바를 시사했다.
이 논설은 김일성의 업적을 계승하는 데 관심이 없는 개혁론자들은 스탈
린 사후 스탈린을 비하한 “현대수정주의자”와 같은 “야심가, 음모가들”
이며, 최근 사회주의를 붕괴시킨 “사회주의배신자”와 같다고 공격했다.
그 하루 전날인 1996년 5월 9일이 (다음해 탈북한) 황장엽이 자신이 본
격적으로 비판받기 시작한 날로 기억하는 날이다. 황장엽 등 당 상층부
에 대한 비판운동이 다음날 기명논설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기명논설의
내용대로 흐루쇼프처럼 스탈린의 뒤를 이은 “야심가”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당 상층부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반개혁 명분의 정치공
세 끝에, 1996년 5월 20일자 『로동신문』은 “불건전한 사상요소도 절
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사설
을 발표했다.793) 반개혁주의 운동을 당내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확
대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반개혁작업의 끝에 김정일은 노력동원을 정당화하는 데 익
숙한 조선인민군의 사상사업 방식을 노동당에 도입하기에 이른다. 김정
791) 오버도퍼는 북한 내부에서 붉은기사상이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한 시점이 1996년 1월경이라
고 보았다.『로동신문』, 1996년 1월 9일자, “붉은기는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오
버도퍼 외, 2014, p. 588.
792) 『로동신문』, 1996년 5월 3일자, “제국주의자들의 위선에 속지 말아야 한다.”; 『로동신
문』, 1996년 5월 7일자, “부르죠아민주주의는 반인민적인 <민주주의>”;『로동신문』, 1996
년 5월 14일자,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은 사회주의를 말아먹게 한다.”
793) 『로동신문』, 1996년 5월 20일자, “사상을 틀어쥐고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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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1996년 6월 안변청년발전소 건설현장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김정일
은 군의 사상사업에 대한 만족을 표시하고, 당과 정부, 주민들이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구현된 군 사상사업의 모범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794) 이후 그는 안변청년발전소 안변청년발전소 1단계공사 완
공을 기념하며 1996년 9월과 10월에 혁명적 군인정신을 사회적 모범으
로 제시했다.795) 이와 함께 군 출신을 당에 보내 군 당조직의 사업방식
이 노동당 당조직의 사상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796) 1996년 12
월 김정일이 “지금 사회의 당 일군들이 군대 정치 일군들보다 못하다”고
강조한 것은 군의 사상사업을 당이 배워야 한다는 의미였다.797) 1996년
북한은 이러한 동향 속에 해외의 원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
다.798)
나아가 3차 7개년계획의 실패 이후 완충기의 경제전략으로 제기되
었던 농업, 경공업, 무역의 3대 제일주의도 1996년 중반 이후에는 국방
공업 우선의 경제노선으로 대체되어 갔다. 3차 7개년계획의 종류 이후
3년 간의 완충기가 끝날 무렵이자 개혁론자들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
던 시점이었을 1996년 중반 북한은 중공업 우선의 경제정책을 채택했던
것이다.799) 나아가 1997년 6.19 문건을 통해 김정일은 “자립적 민족경
제의 위력과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추진하자고 주장하
면서,800) 개방정책으로 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인민생활의 개선을 위
주로 하는 정책노선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했다. 1997년 10월 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추대로 당총비서로 추대되면서 김정일
정권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801) 이듬해인 1998년 신년사에서는 3
794) 이태섭, 2009, p. 333.
795) 이태섭, 2009, p. 337.
796) 조연준, “선군 혁명 령도로 사회주의 집권당 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 근로자 2000년
제6호. 이태섭, 2009, p. 334에서 재인용.
797)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 연설문,"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p. 309. 이종석, 2011, p. 545에서 재인용.
798) 연초 북한 당국은 국제구호 단체에 추가적 구호호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1996년 가을 홍수가 재발함으로써 국제원조단체들은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에 지속적으
로 주의를 기울였다. Satterwhite, 1997, p. 15.
799) 홍권희 , 2014, p. 172.
800)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1997년 6월 19일),” 『김정
일 선집 14』(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12), p.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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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제일주의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국방공업 중심
의 중공업 우선 전략’인 "혁명적 경제정책"이 제시되었다.802)
1998년에 들어서서는 김정일의 선군정치 전략 내에서 노력동원
중심의 전통적 경제전략의 추진방침이 강조되었다. 1998년 1월 김정일
은 자강도 현장지도 시에 “강계정신”을 제시했다. 연형묵이 당위원장을
맡고 있던 자강도당이 “혁명적 군인정신”과 군의 사업방식에 기초해 경
제위기를 양호하게 극복해냈다는 것이다. 군의 방식과 조직으로 경제위
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강계정신”은 “사회주의건설” 부문에도 김정일이
제시한 정치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바를 정당화했다.803) 그에 따라
“선군혁명령도” 전략이 군창건 66주년이기도 한 1998년 4월 25일 로동
신문 사설을 통해 제시되었다.804)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국방위
원회가 ‘최고군사지도기관이자 전반적인 국방관리기관’으로 자리메김된
이후, 1999년 신년공동사설은 “사회주의강행군을
김정일동지의

활동은

선군혁명령도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일관되어 있다.”며, “선군혁명

령도”가 경제회복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805)
하지만 개혁론의 확산을 막고 김정일 중심의 결속을 우선시한
1990년대 후반 위기관리의 정치방식은 경제회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북
한 당국은 사회에 대한 통제능력의 회복에 주력하고, 회생가능한 공장과
기업소, 기간산업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공장가동률을 높이고자 했
지만, 전반적인 식량사정을 개선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주민들 속
에 김정일의 리더쉽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주
민들의 인내를 그만 요구하기로 하고, 북미관계개선의 전망이 확대되었
던 2000년 10월 ‘고난의 행군’ 종료를 선포하게 된다.806) 이와 함께 김
정일은 적극적인 경제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실리주의를 강조하는 등
정책적 변모를 보이게 된다.

801)
802)
803)
804)
805)
806)

김갑식, 2005, p. 151.
이태섭, 2009, p. 343.
이태섭, 2009, p. 338.
김갑식, 2005, p. 140.
『로동신문』, 1999년 1월 1일자,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한기범, 2009, pp. 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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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2005년 말에도 북한의 대내개혁 기조는 심각히 약화되
어 반개혁노선이 중심적인 대내노선으로 자리잡았다. 2005년 봄부터 내
부의 시장확산 현상에 대한 당의 공세가 시작되었다. 2005년 봄부터 경
제정책에 대한 당의 영도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
다. 내각이 제출하는 개혁안이 보류되었으며, 기존의 개혁조치도 내부의
비판에 부딪혔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개혁조치들의 성과도 당측
의 비판을 넘어서기에는 아직 불충분했다. 2005년 봄 당정회의에서는
박봉주 총리와 당의 원로들 간에 의견충돌이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우리는 시장경제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며 그 무엇을 <개
혁>하는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며 당의 반개혁적 시각을 두둔하
는 발언을 하고 있었다.807) 2005년 4월에 노동당은 이전까지는 인민보
안성이 진행해오던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검열을 직접 진행했고, 6월
에는 “충성의 100일전투”와 같은 전통적 노력동원운동이 전개되는 것을
기회삼아 경제정책에 대한 간섭을 늘렸다. 그에 따라 내각이 준비하던
추가적 개혁조치는 중단되고 경제개혁의 산실이던 내각상무조가 해체되
었다. 나아가 7월에 들어서서는 노동당의 경제부서들이 계획재정부로 일
원화되면서 국가경제부문에 대한 지도에 나섰다. 그 결과, 내각과 당이
각기 경제관리를 지도함으로써 정책적 혼선과 충돌이 발생했다. 2005년
말 시장에 대한 의존을 거부하고 계획경제의 회복을 모색한 당의 입장은
경제관리 부문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었다. 2005년 8월 20일 양곡전매제
의 실시방침을 밝힌 “조선로동당 창건 60돐을 맞으며 인민들에게 식량
공급을 정상화할 데 대하여”가 내각결정 형식으로 발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양곡전매제가 전국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했다. 이
는 시장에서의 곡물거래는 금지되고 주민들이 국정가격에 국가가 수매한
곡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북한 당국이 시장거래를 통제
하고 배급제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바를 의미했다.808)
2005년 후반 이래 반개혁 논의가 확대된 결과로 2006년에는 경제

807) 김정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하신 말씀(2005년 2월 26일).” 한기범, 2009, p.
191에서 재인용.
808) 한기범, 2009, pp. 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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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지휘하던 박봉주 총리가 실권되고, 박봉주 총리 이외의 개혁주의
관료들도 당의 검열에 따라 직책에서 물러나게 된다. 내각 간부에 대한
인사권은 총리로부터 노동당으로 넘겨졌으며, 5월 이후 사실상 실권상태
에 있던 박봉주는 6월 40일간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8월 말부터 9월초까지 박봉주 총리는 자금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당의 조사를 받는 상태에 놓였다. 결정적으로 10월 1차 핵실험 이후에
는 김정일의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만들라”는 지시에 힘
입어 박남기가 기존의 개혁조치들을 후퇴시키는 작업에 나설 수 있게 된
다. 박남기는 김정일의 지시에 “내각이 자본주의 환상을 품고 망쳐놓은
것”을 사회주의 원칙에 맞게 고치겠다고 대답했다. 이후 그는 공장․기업
소의 자율적 조치들을 단속하는 등 박봉주의 정책과 상반되는 정책을 전
개했다. 내각의 사회주의 원칙으로부터의 이탈에 불만을 품은 당의 반시
장화 공세는 박봉주만이 아니라 내각의 간부들에게도 미쳤다. 이러한 검
열은 2006년 내내 지속되었다.809)
2007년에 들어서면, 기존의 경제개혁조치들의 후퇴가 본격화되었
다. 연초부터 이러한 동향은 뚜렷했다. 109(비사회주의) 현상타파 연합
지휘부의 보고를 받은 김정일은 자본주의 사조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지시했고, 이에 근거해 “자본주의의 싹”으로 여겨지던 개인
수공업자와 개인 서비스업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2007년 4월 박봉주는 결국 총리직으로부터도 공식적으로 경질되었고, 5
월 순천비닐론 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되었다. 2007년 후반에는 기존의
개혁조치를 취소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김정일은 8월 26일 담
화를 통해 비사회주의 서식지를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정책방향
은 2007년 10월 들어 실천단계에까지 들어섰다. 2007년 10월 북한 당
국은 시장의 불법, 무질서 거래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고, 전 주민을 대
상으로 하는 향후 시장통제 방향에 대한 교양사업을 노동당 중앙당이 직
접 나서 진행했던 것이다. 연말에는 시장입구의 메뚜기 시장에 대한 단
속도 실시되었다.
2008년에도 개혁조치의 후퇴는 계속되었다. 김정일은 6월 18일
809) 한기범, 2009, pp. 19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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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를 통해 당의 사상과 방침을 깊이 이해해 개혁개방에 현혹되거나 자
본주의시장경제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
다.810) 김정일의 이 담화는 10월 들어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토의되었다. 그에 따라 10월에는 시장에 대한 통제조치가 보다 확대되었
고, 시장의 불법, 무질서 행위만이 아니라 개장일과 판매품목까지 단속
받기 시작했다.811)
2000년대 후반 북한의 반개혁전략은 2009년 연말의 화폐개혁으로
정점을 이루었다. 2000년대 중반에 시행되었던 개혁조치는 2007, 2008
년과 같이 2009년에도 계속 철회되고 있었다. 2009년 초에는 개인 소
유의 뙈기밭이 강제로 협동농장으로 귀속되었다. 6월부터는 시장의 면적
을 축소하는 조치가 시행되었고, 북한의 주요 종합시장의 하나인 평성시
장도 철거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2009년 5월 6일부터 전통적인 생산
경쟁운동인 “150일전투”와 “100일 전투”가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러한 기류 속에서 화폐개혁 조치가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
지 시행되었다. 이 조치는 시장에 유통되는 자금을 국가부문이 강제로
회수하여 북한의 계획경제 부문을 강화하자는 정책구상의 일환이었다.
본래 화폐개혁 조치는 2006년에 고안되었던 것으로, 2007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가 김정일의 와병으로 연기된 것이었다.812) 화폐개혁이 일련의
반개혁 프로그램의 하나였다는 것은 2009년 말의 화폐개혁조치와 2010
년 1월의 시장폐쇄조치가 거의 동시에 시행된 데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 조치는 이미 시장활동에 적응된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화폐개혁에 따른 신권으로의 구권 교환한도
액이 본래는 10만원이었지만, 발표 이후 날이 바뀔 때마다 교환한도가

810) 김정일,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며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데
대하여(당,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08. 6. 18).” 한기범, 2009, p. 210에서 재
인용. 김정일은 두달 전 선전선동부 책임일꾼들에게 제시한 담화에서도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거나 외자를 바라는것은 예속의 길, 망국의 길”이라며, 6월 18일 담화의 요지와
유사한 주장을 제기했었다. 김정일, “현시기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
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2008년 4월 10
일),” 『김정일선집 2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pp. 332-357.
811) 한기범, 2009, pp. 206-211.
812) 한기범, 2009, pp. 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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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다시 10만원에 가족 1인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으로 들죽날죽하게 고쳐졌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북한
당국이 의식할만큼 기층의 불만이 상당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시장폐쇄에 따라 아사자까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보다 확
대되자, 북한 당국은 1월 말 장마당거래를 허용하고 대책회의를 열어 화
폐개혁의 여파를 수습하는 작업에 나서게 되었다. 동시에, 박남기는
2010년 1월 중순 “중앙당 대논쟁” 자리에서 집중적인 비판을 받은 직후
구속되었다. 보름 뒤인 2월 5일 김영일 총리는 화폐개혁으로 인한 주민
들의 불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와 같은 화폐개혁의 여파 속
에서 2005년 중반 이래의 반개혁 정책추진기는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
다.
2) 주변 강대국의 대북관여
(1) 북미관계
냉전구도가 미소대화를 통해 완화되고 있던 1987년 북한은 미국
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3월에는 미국 외교관들이 북
한 외교관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접촉허용 방침이 하달되었었다. 기념식
등 중립적 행사에서 미국 외교관들이 북한 외교관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된다는 것이었다.813) 이와 함께, 북한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면 의약품,
식량 등 인도적 상품의 북미교역을 허용하고, 북한의 보다 긍정적인 태
도가 제시되는 경우 “괄목할 만한” 북미관계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고 발표했다.814) 나아가 7월에는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글래스턴 시규
어(Glaston Sigure)가 북한을 정식 국호(DPRK)로 지칭하며, 북한의 서
울올림픽 남북공동개최를 위한 IOC의 최종 제안 수용과 남북대화의 재
개를 촉구했다. 이것은 미국측이 북한을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맞춰 북미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813) B. C. Koh, 1987, p. 69.
814) 조선일보, 1987년 4월 4일자, “미, 북한과 인도적 교역방침”; 오진용, 2004, p. 194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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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시사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987년 7월 군축협상 제안 수
정안을 통해 중립국에서의 다국적 협상 등 냉전 구도 바깥에서의 북미대
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시기 미국의 북미대화 용의는 북한
의 테러행위에 의해 사그러들게 되었다. 북한은 1987년 9월 서울올림픽
의 남북한 공동개최를 위한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의 대화 제스처가 사
회주의국가들이 서울올림픽에 참여함으로써 남북한 양국을 교차승인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격렬히 비난했다. 그리고 “두개의 조선 조작책동”
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1987년 11월 KAL기 폭파테러를 자행했다.815)
이 결과 북미관계의 탈냉전을 모색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지연되
었다. 이듬해 1월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수출관리법에
근거한 대북제재를 시행하게 된다.
1988년 후반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는 재개되었지만, 미국이 북
미관계 개선을 위한 탐색기를 갖는 동안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걸림돌로
등장하게 되었다. KAL기 테러로 인한 대북제재는 1988년 7월 7일 해제
되었다. 이날은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한 교차승인을 추구하겠다는 입장
을 밝힌 7.7 선언이 발표된 날로 한국과 미국이 남북한 교차승인에 뜻을
모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과의 협의 하에 1988년 10월 31일 미
국은 ‘신중한 접근(Modest Initiative)’이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했
다.816) 이에 따라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채널이 주베이징 공관 간에 마
련되어, 양측은 1988년 10월부터 1993년 9월 15일까지 34차례의 참사
관급 접촉을 가지게 된다.817) 한편, 미국의 대북대화 탐색기가 개시됨과
동시에,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막을 핵이슈도 서서히 등장하고 있었다.
1988년 여름 이래 북한이 군사용 핵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815) 김현희 등 테러실행자들은 상관으로부터 테러 임무가 “두개의 조선 조작책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달린 지령을 받았다. 북한이 말하는 “두개의 조선 조작책동”이란 한미의 남북
한 교차승인 정책을 의미하기 때문에, 테러 지령의 내용은 사회주의권의 서울올림픽 참가로 교
차승인 정책이 위험한 단계로 발전했다는 평양의 인식을 보여준다. 김현희, 『(김현희 고백록)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서울: 고려원, 1991), p. 222.
816) ‘신중한 접근’ 정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1. 사안별 기초생필품의 대북 수출 허용, 2.
북미 민간교류의 허용, 3. 주베이징 공관을 통한 실무대화 구축이었다. 케네스 퀴노네스 저, 노
순옥 역, 『(2평 빵집에서 결정된)북폭이냐 협상이냐』(서울: 중앙M&B, 2000), p. 31.
817) 오진용, 2004,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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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1988년 6월에 미국 정보기관은 거대한
원자로가 영변에 지어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북한은 이것이 50MW
원자로라고 주장했으나, 미국의 정보당국의 관심은 북한의 원자로 3기에
서 배출되는 사용후 핵연료로 1년에 30기의 핵폭탄까지도 제조할 수 있
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1987년 2월부터 북한이 거대
한 재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데에도 주목하고 있었다. 이 재처리시
설의 규모는 영변의 5MW 원자로에 북한이 건설 중인 원자로 2기를 더
한 원자로 3기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모두 재처리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더욱이 북한은 NPT에 가입한지 3년이 지난 1988년 말에도
IAEA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북한은 IAEA 가입서류를 잘못 보낸
IAEA 측의 실무적인 착오로 18개월의 IAEA 가입 준비기간을 한번 더
부여받았으나, 북한은 IAEA 가입시한이 다가오는 1988년 말에도 IAEA
에 가입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1989년 9
월 프랑스의 상업위성도 북한의 영변핵시설을 촬영함으로써 북핵문제는
공론화단계로 접어들었다.
1990년부터 1991년에는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탐색기를 마무리지
면서 미국이 원하는 바와 그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유인이 정리되었다.
1990년 10월 북미관계개선의 조건은 북한의 IAEA 안전협정이라는 하
나의 사안으로 압축되었다. 리차드 솔로몬(Richard H. Solomon) 미 국
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반미선전, 테러지원, 미군유해 송환, 남북관계 개선
등 북미 간에는 여러 쟁점사안이 있지만, 미국이 관계개선을 위해 북한
에게 요구하는 충족조건은 IAEA 가입 하나라고 밝혔던 것이다.818) 그리
고 북한의 IAEA 가입의 대가도 미국 조야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의 스티븐 솔라즈(Stephen J. Solarz) 하원의원은 한 세
미나에서 미소중 3개 강대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북한이 IAEA 사찰을 수용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
했다. 1991년에는 북한의 IAEA가입과 미국의 한반도 내 핵무기 철수를
주고받음으로써 북핵문제를 해소하자는 제안도 보다 폭넓게 논의되기 시
작했다. 1991년 3월 윌리엄 크로(William J. Crowe Jr.) 전 합참의장은
818) 퀴노네스, 2000, pp. 104-105; 서보혁, 2004,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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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린 폴리시(Foreign Affairs)』 기고문을 통해 그러한 타협방안을 제
시했던 것이다.819) 이어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9월에 달성되고, 이
와 때를 같이 하여 - 소련의 쿠테타 이후에도 소련의 핵무기 철수가 차
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지만 - 부시 대통령이 9월 27일 해외
전술핵 철수 선언을 발표하면서, 미국측이 북한의 IAEA 가입을 외교적
으로 촉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1992년에는 평양이 IAEA에 가입하여 북미관계개선의 충족조건이
실현됨으로써 미국은 북한과의 첫 번째 고위급회담을 가지게 된다. 1월
5일부터 8일까지 방한했던 부시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평양이 IAEA에 가입한다면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입
장을 밝혔다.820) 이에 따라 북한이 IAEA 안전협정을 체결할 것임을
1992년 초 시사하자, 미국은 김용순 노동당 중앙위 국제담당비서와 아
놀드 켄터 미 국무부 차관이 만나는 북한과의 최초 고위급회담을 개최했
다. 이 회담은 켄터 차관이 미리 준비된 초안을 읽는 수준의 형식적인
논의를 가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미국은 북한이 IAEA에 가입
할 경우 북미관계를 확대할 용의를 보여줄 수 있었다. 물론 미국은 북한
의 IAEA 가입에 따라 약속대로 1992년도 팀스피리트 훈련도 실시하지
않았다.
1993년 출범한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제1차 북핵위기
속에서도 '관여와 확산(Engagement and Enlargement)'의 전반적인 대
외정책 기조에 따르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1993년 1월 발표된 클린턴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핵비확산문제
를 제1순위의 관심사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노력으로 북한에게도
NPT 조약의 준수를 촉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821) 당시 미국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에 대한 설득과 협상을 선호하고 있었

819) William J. Crowe Jr., Alan D. Romberg, "Rethinking Security in the Pacific," Foreign
Affairs Vol. 70, No. 2 (Spring, 1991), pp. 123-140.
820) 퀴노네스, 2000, p. 38.
821) Joseph R. Cerami, Leadership and Policy Innovation - From Clinton to Bush:
Countering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ew York: Routledge,
2013), pp.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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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이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의 실시에 반발하여 1993년 3월
10일 NPT 탈퇴선언을 발표했지만, 미국은 4월 15일 국무부 대변인 발
언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주중미국대사
스태플턴 로이(Stapleton Roy)는 탕자쉬안(唐家璇) 중국외교부 부부장에
게 미국의 대화용의를 평양측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822) 이어 피터
타노프(Peter Tarnoff) 국무부 차관도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에게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는 등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열어
놓았다. 6월초부터 뉴욕에서 시작된 2차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측은
북한이 안전조치의 계속성을 위해 IAEA 사찰을 수락하고 재처리를 포기
하면 대화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북한이 협상결과를 공동
성명 형식으로 발표하자고 제안한 데에도 응했다. 그 결과가 1993년 6
월 11일에 발표된 북미공동성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IAEA
간의 갈등이 계속되자,823) 9월 경 미국은 북한과 IAEA 사이의 핵문제에
다시금 직접 개입하기로 했다.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안을 논의하
기 위해 북미 간의 뉴욕채널이 가동되었던 것이다.824) 10월에는 북미회
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개선을 양국이 주고받는 “대형 패키
지” 방안도 유엔본부에 방문한 북측 고위급인사에게 제시했다. 이에 대
하여 북측 인사가 “소형 패키지” 방안을 제시하자,825) 미국측은 1993년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애커먼 의원을 통해 “대형패키
지”와 “소형패키지” 두 가지 방안에 대한 북측의 의견을 접수했다. 그
중 “소형패키지” 일괄타결방안에 따라 “슈퍼화요일” 합의가 1993년 12
월 29일 뉴욕채널을 통해 도출되었던 것이다.826)

822) 조엘 위트 외, 2005, p. 47.
823) IAEA 사찰단이 1993년 8월 초 영변에서 진행한 활동은 감시카메라의 테이프와 배터리 교
체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IAEA의 포괄적 사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1993
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북한-IAEA 회담에서는 IAEA의 사과와 핵기술에 대
한 지원을 요청했다. 조엘 위트 외, 2005, pp. 99-100.
824) 퀴노네스, 2000, p. 213.
825) 이 북측인사가 제시한 “소형패키지”는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면 미국이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경제제재 해제 등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조엘 위트 외, 2005, pp. 112-113.
826) “슈펴 화요일” 합의의 내용은 북한은 핵사찰과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대화를 수용하고 미국
은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과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에 합의한다는 것이었다. 조엘 위트 외,
2005, p. 116,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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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에도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과정은 난관에 봉착했으나, 클
린턴 행정부는 가능하다면 북한에 대한 관여정책을 성사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994년 1~2월 다시 북한과 IAEA 간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은 북한과의 논의를 거쳐 1994년 2월 25일에 두 번째의
“슈퍼 화요일” 합의를 마련했다.82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북한
-IAEA 간의 갈등은 다시금 계속되었기 때문에 슈퍼화요일 합의는 최종
적으로 좌초되고 말았다. 1994년 3월 중순에서 6월에 걸쳐진 긴장고조
국면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유엔의 제재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반발에 대
처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증원과 유사시계획을 강구하기도 했지만, 평양
과의 대화채널을 열어두기 위해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6월 7일에 허
용했다. 그에 따라 1994년 6월 15일부터 18일간 이루어진 카터 전 대
통령의 방북으로 북미간의 대립은 출로를 찾게 되었다. 이후 1994년
7~8월의 북미 3차 고위급회담을 거쳐 10월 20일 클린턴 대통령 친서가
북측에 전달되고, 다음날 제네바기본합의문이 서명되었다.828) 북핵협상
이 교착국면에 있던 1994년 3~6월에도 클린턴 행정부는 관여정책을 선
호하고 있었다는 점은 1994년 7월 발표된 클린턴 행정부의 두 번째 국
가안보전략의 슬로건이 “관여와 확산”이었다는 데서도 확인된다.
1994년 말부터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강력한 견제가 시작되
지만,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관여전략의 기조를 견지했다.
1994년 11월 8일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함으로써, 공화당은 선
거기간 동안 이루어진 제네바합의문을 실패한 합의로 규정하고 북핵문제
를 정치화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에도 클린턴 행정부
의 인사들은 북미관계를 포함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관여전략의 기
조를 통해 정당화했다.829) 또한 1996년 4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도
827) 새로운 “슈퍼화요일” 합의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이해관계를 다소 뒤로 미룬 것이기
도 했다. 한국은 특사교환이 북미회담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북한은 특사교
환을 북미회담의 전제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북한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북미는 남북특사 교환의 시점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는 것이다. 조엘 위트 외, 2005, p. 166-170.
828)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11월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 1차위기를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
식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지을 필요도 있었다.
829) Joseph Nye, "The East Asian Security: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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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중이 참가하여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
를 논의한다는 4자회담 개최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에서 남북만이 아니라 북미 간의 적대관계도 해소해간다는 것으
로서 적극적인 관여정책을 의미했다.830) 이어 1997년 3월에는 북미간의
준고위급회담을 정례화한다는 합의를 발표했다.831) 이를 통해 제네바기
본합의문 이행 문제, 미군유해 송환, 대북제재 완화, 연락사무소 개설,
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해가기로 한 것이다.
다만, 1998년에는 기왕에 구축되어 있었던 북미 간의 합의에 대한
비관론이 미국 내에서 팽배해졌다. 그해 8월 17일자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북한이 원자로 건설하고 있다는 금창리 핵시설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이다.832) 더욱이 8월 31일 평양이 대포동미사일을 일본 열도를 가로
지르도록 발사하면서, 기존의 북미합의를 비판하는 여론이 국내적으로
비등해졌다. 이 결과, 10월 1일 공화당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1999년 봄에 들어서면서 다시 미국의 대북관여 의지는 재
천명된다. 무엇보다 미국은 금창리 핵시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의 대가로 식량 40만톤을 북한에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윌리엄 페
리(William Perry) 대북정책조정관도 5월 25~28일 간 북한을 방문하여
북미 간 현안의 비군사적 해결방안에 대한 북한 측의 의견을 청취했
다.833) 또한 1999년 10월에 발표된 페리보고서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관여전략을 지지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개발의 중단을 보장받
고 북미수교 등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이 보고서는 이러한 대북관
여의 출발점으로 베를린에서 합의된 북미 간 미사일합의(1999. 9. 12)를
제시했던 것이다.834) 페리보고서는 북미 미사일협상에서의 현 성과를 확
Affairs Vol. 74, No. 4 (July/Augist, 1995), pp. 90-102.
830) 외무부, 『한반도문제 주요현안 자료집』(서울: 외무부, 1998), p. 90; 최명해, 2009, p.
388.
831) 이종석, 2011, p. 358.
832) 이종석, 2011, p. 360.
833) 오버도퍼, 2014, pp. 615-616.
834) 베를린 합의는 미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모라토리엄에 상응하여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한
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서보혁, 2004, p. 276.

- 363 -

대시켜, 북미간의 포괄적인 양자대화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대북관여는 2000년에 들어와 북미정상회담
직전의 단계까지 접근했다. 북한이 한국의 햇볕정책에 호응하여 남북정
상회담을 진행하자, 1999년 베를린합의의 내용이나 남북간의 긴장을 이
유로 이행이 미루어져왔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6월 19일 발효시
켰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단 문제도 논의되었으나, 보상문제로
타결이 지연되었다. 북미 외교장관회담,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교차방문(2000. 10. 9~12, 2000. 10. 23~25)
을 가진 뒤, 미국은 보상문제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미사일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잔여쟁점이 해소되지 못하자, 미
국측은 - 결국 무산되었지만 - 북미정상회담 개최방안까지도 검토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이래 지속적으로 전개된 미국의 대북관여
는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단절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시기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것임을 출범 직후 밝혔고, 북한을 불량국가
로 보는 관점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는 물론 다른 영역에서도 보다 원칙
적인 요구를 제시할 것임을 암시했다. 대북관여 종식의 조짐은 2000년
의 미국 대선 기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부시 대선캠프에서 외교안보
부문을 담당했던 콘돌리자 라이스는 시장민주주의의 길에서 벗어난 불량
체제(rogue regimes)로 이란, 이라크, 북한을 꼽고, 그 중에서도 이라크
와 북한은 국력 쇠퇴가 뚜렷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고립을 선호한다는 점
에서 핵개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835) 라이스는 불량체제
에 대해서는 억지가 가장 우선적인 원칙이 되어야 하며, 핵확산 저지가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해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라이스의 불량국가 문제에 대한 해법은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문제에 대한 공화당의 비판과 궤를 같이 했다. 라이스는 제네바합의문이
북한을 매수(bribe)한 것이고, 북한이 도발에 대한 보상을 받는 데 익숙
하게 함으로써 억지실패를 유도하는 근본적 함정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부시 대통령도 2001년 2월 20일의 취임사에서 대량살상무기에
835) Condoleezza Rice, “Campaign 2000: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Jan./Feb, 2000), pp. 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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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설 것이라며, 외교적 협상보다는 군사적 능력에 입각한 방위를 핵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의 출범 직후 개시
된 대북정책재검토 작업의 결과는 2001년 6월 6일 부시 대통령에 의해
발표되었다. 여기서 부시 대통령은 제네바합의문의 이행을 강화해간다는
방침을 천명했다.836) 북한에게 특별사찰의 실시 등 완전한 비핵화를 확
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것이었다. 북한과의 미사일협상
도 검증에 무게를 두어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고 재래식 군비도 대북협상
에 포함한다는 입장도 재검토 결과에 들어 있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재검토 결과는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대북관계에서
유연성을 보이지 않을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접근법은 국내적
지지를 획득했다. 9.11 직후 테러리스트 혹은 테러지원국에 대한 미국
국민의 적대감은 고양되었다. 테러로부터 한달도 지나지 않아 아프가니
스탄 전쟁이 시작되었다. 나아가, 2001년 연말까지 아프간의 탈레반 정
권을 붕괴시킨 부시 대통령은 반테러전의 전선을 이란, 이라크, 북한 등
의 불량국가로 넓혔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연두교서를 통해 이란, 이
라크, 북한 세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것이다.837) 이어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유엔결의안 1441호(2002. 11. 8)를 이라크가 거부하
자,

이를

명분으로

2003년

3월부터

이라크공격을

시작했다.

2003~2004년 동안 북미중 3자회담과 6자회담이 개최되었지만, 미국은
2004년 6월에 개최된 3자 회담 직전까지도 북한의 핵폐기에 어떠한 보
상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미국의 대북관여 노력이 재개된 것은 부시 행정부 2기가 출범한
2005년에 들어와서였다. 2004년 11월 부시 대통령은 재선 며칠 뒤 라
836) 이러한 방안은 북미협상을 대북유화정책의 산물로 비판한 공화당의 길먼보고서와 콕스보고
서에서 주장된 것과 궤를 같이 했다. 이 보고서들은 제네바합의문의 이행을 보다 강화해야 한
다고 촉구했던 것이다. Benjamin A. Gilman, 1999, "North Korean Advisory Group Report
to Speaker." http://www.shaps.hawaii.edu/security/nkag/report-letter.html(검색일 : 2009.
6.
17);
Christopher
Cox,
2000,
“Special
Report”
출처:
http://www.nautilus.org/archives/pub/ftp/napsnet/special_reports/Cox_Report_on_DPRK_Ai
d.txt (검색일 : 2009년 6월 17일).
837) The President'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 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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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을 국무장관 임명했다. 이 시점에서 북한이 2월 10
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보유선언을 함으로써 기존의 비타협 전략의 재
검토가 불가피했으며, 미국은 결국 대북관여로의 선회를 모색하게 된다.
2005년 1월 국무장관에 취임한 라이스 등 2기의 외교안보팀은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만이 아니라 경제지원, 관계정상화 등의 유인을 제공함으
로써 달성한다는 "새로운 포괄적 접근법(a new broad approach)"을 구
상했다.838) 더욱이 크리스트퍼 힐 차관보가 2005년 2월 14일 6자회담
대표로 임명되었다.839) 3월 18일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했으며, 5월 경부터 북미 간의 뉴욕채널이 북핵 1
차위기 때처럼 활발히 가동되기 시작했다.840) 5월 31일에는 로즈가든
연설을 통해 부시 대통령까지도 김정일에게 “씨(Mr.)”라는 호칭을 붙였
다. 또한 부시대통령은 6월 10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침공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북한을 설득하는
방안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다는 입장을 표현냈다.841)
다만, 2기 부시 행정부 첫해인 2005년의 미국의 대북관여는 비교
적 짧은 시기 동안만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9.19 공동성명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9월 15일부터 시작된 BDA 금융제재는 부시 행정부 내
의 대북강경파들이 북핵문제에 다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2006년 3월 10일에는 부시 대통령마저 다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대북관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842) 3월
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은 북한을 대량살상무기 개발국으로 지칭하며 북
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BDA문제
의 해결을 핵문제 진전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지만, 미국은 2006
년 여름까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다.
2006년 3월 7일 뉴욕에서의 북미 양자접촉에서 미국 측은 위폐문제를
838) Philip Zelikow, "The Plan That Moved Pyoungyang," Washington Post, February 20,
2007, p. A13; 최명해, 2009, p. 318 참조.
839) Charles L. Pritchard, Failed diplomacy: the tragic story of how North Korea got the
bomb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7), p. 108.
840) 이우탁, 2009, pp. 321-322.
841) 이우탁, 2009, p. 322.
842) Pritchard, 2007,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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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기 위한 별도대화를 개설하자는 리근 외무성 부국장의 협상제안을
사실상 거부했고, 4월 11일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김계관 외무
성 부상과 함께 참석한 크리스토퍼 힐은 북측과 접촉을 가질 계획이 없
다고

언급했다.

2006년

5월에는

제네바기본합의문에

따라

설립된

KEDO의 해체작업도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 이어 2001년 6월 1일에
북측이 요구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국 측과의 협의 역시 미국 측에
의해 거절되었다.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과의 양자 협상을 수용하
지 않을 방침”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북한은 자신들의 “초강경
조치”로서 1999년의 베를린합의 이후 유예해왔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게 된다.843)
부시 대통령의 임기 중 북미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는 부시
2기 행정부 임기의 중반을 넘긴 2006년 말로부터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09년 정월까지의 기간이었다.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변
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06년 11월 8일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함으로써 선거쟁점이던 이라크전쟁에 관계된 신
보수주의자들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던 데 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36개 주지사 선거지역 중 26개 지역에서 승리하는 압도적 우위를 보였
을뿐만 아니라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상․하 양원 모두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공화당의 참패의 원인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장기화로 인한 국내여론의 악화에 있었기 때문에, 중간선거 직후 반테러
전략을 옹호해온 도널드 럼스펠트(Donald H. Rumsfeld) 국방장관은 사
임의사를 표명해야 했다. 이러한 내부적 변화에 따라 2006년 중간선거
직후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의지를 천명하게 되었다. 11월
18일에 하노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평화협정도 체결할 의사가 있
다고 밝혔던 것이다.844) 이후의 미국의 관여는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단계로 빠르게 발전했다. 2006년 12월 18일 6자회담

843) 이우탁, 2009, pp. 413-414.
844) 임수호, “탈냉전기 대외정책과 대외관계,” 장달중 편,『현대북한학강의』(서울: 사회평론,
2013),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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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2단계회담을 가진 뒤, 미국 측은 2007년 1월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BDA 제재의 해제에 합의했다.
부시행정부의 임기 종료까지의 대북관여 시기 동안 미국은 북핵문
제의 조속한 해결을 추구했다. 2006년 말 6자회담 5차 2단계회담을 즈
음하여 등장한 “조기수확(early harvest)" 기조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일부 비핵화 조치라도 빨리 얻어
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에 따라 9.19 공동성명에 근거하는 북한의 초
기 비핵화 조치를 위한 협상을 제기했다. 2007년의 “9.19 공동성명 이
행을 위한 초기조치(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소위 2.13 합의는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이를
통해 미국은 60일 이내에 IAEA 사찰단 수용, 핵프로그램 목록의 협의를
북한이 진행하면 테러지원국 해제작업을 개시하기로 하였고, 그 다음 초
기조치 2단계로서 평양이 핵신고와 핵불능화를 마치면 5자가 제공할 나
머지 에너지 지원(중유 95만톤)을 제공하기로 했던 것이다. 미국은 북한
의 2단계 초기조치의 이행이 지연되자 다시금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
한 보상이 제공될 것이라는 바를 재확인했다. 10. 3 합의를 통해 핵불능
화․핵신고 단계에 대한 대가를 재확인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북한의 초기 조치를 모두 얻어내고자 했다. 이
후 핵검증방식에 시료채취는 포함될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에 따라 테러
지원국 해제는 지연되었었으나, 2008년 10월 11일에 핵검증방식에 관
한 합의가 - 구두로라도 - 이루어지자 워싱턴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하게 된다. 이 시기 미국의 대북관여는 2008
년 6월 26일 북한의 핵물질신고(핵무기 제외)와 27일 영변냉각탑 파괴
로 상징된다.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불량국가에 대해서도 관여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의 2차 핵실험 여파로 2009년
상반기 동안 북한에 대한 관여를 진행시키지 못했다. 2009년 2월 클린
턴 국무장관의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우선적으
로 모색하는 북핵문제 해결을 추구하겠다는 미국 측의 입장이 제시되었
다.845) 북한이 2009년 4월 5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미국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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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북한을 ‘북한(North Korea)’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DPRK)’이라고 지칭하는 등 북한에 대한 관여의지를 내비치고
있었다.846) 하지만 북한이 2차 핵실험을 5월 25일 단행하자, 미국은 대
북제재를 주도해야 했기에 불가피하게 냉각기를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제2차 핵실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
가 6월 13일 채택되었으며, 6월 내내 미국 재무부, 국무부 및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그 후속조치로서 불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중국에 대한 대
북제재 협조 요청, 요격미사일의 전개 및 해상에서의 화물선검색 등 종
합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했던 것이다.
2009년 늦여름에 들어서야 오바마 행정부의 북미대화 시도가 시
작되었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협상의 재개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
지했다. 2009년 8월 4일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틔웠다. 10월 7일 국무부 대변인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양
자대화는 북한과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847) 11월 중순에는
클린턴 국무부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진전됨에 따라 북미관계의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은 물론 개발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
시했다. 2009년 후반의 대화기류는 보스워스 대북특사의 12월 8일 방북
으로 이어졌다. 보스워스의 평양 방문 이후 북한은 2010년 1월 10일 외
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정전협정 당사국 간의) 평화협
정 논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백악관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데 있다는 입
장을 발표함으로써 북측의 1월 10일 제안을 거부했다.848) 앞서 북미대
화를 위한 접촉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방안을 활용
845) http://asiasociety.org/video/us-secretary-state-hillary-clinton-complete (검색일: 2015
년 7월 5일)
846)
Daily
Press
Briefing,
Washington,
DC(April
15,
2009),
출처:
http://www.state.gov/r/pa/prs/dpb/2009/04/121748.htm (검색일: 2016년 6월 28일).
847)
Daily
Press
Briefing,
Washington,
DC(October
7,
2009),
출처:
http://www.state.gov/r/pa/prs/dpb/2009/oct/130382.htm (검색일: 2016년 6월 28일).
848) Briefing by White House Press Secretary Robert Gibbs, Washington, DC(January 11,
2010),
출처:
https://
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briefing-white-house-press-secretary-robert-gib
bs-11110 (검색일: 2016년 6월 28일).

- 369 -

하기 시작했고, 그에 대해 미국은 비핵국가가 되겠다는 북한의 다짐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응수해왔던 것이다.849) 2009년 말 방북 이후 보스
워스도

북한이

비핵화의지를

보일

때까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850) 또한 한국 등 동맹국들도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6자회담의 초점을 흐릴 수 있
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851) 이러한 배경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의 2010년 1월 10일 평화협정 논의 제안에 대해 비핵화 협상이 그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즉각 발표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2010년 상반기 천안함 사건과 대북제재 국면의 부상으로
미국이 신중하게 모색하던 북미대화의 가능성은 좌초되었다. 천안함 피
격사건이 2010년 3월 26일 발생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초기 대응과
정에서 미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5월 20일 한국의 민군합동조사
단이 북한이 천안함에 어뢰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발표한
이후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를 다시금 주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오바
마 행정부의 대북관여 의지는 대북억지의 기조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북
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2010년 7월 25~28일 간 최대규모
의 한미합동군사훈련 “불굴의 의지”를 진행했다. 이후 2010년 11월 2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사실상 승리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관여의
추진에 있어 더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후 2011년 여름부터 2012년초까지 다시 북한에 대한 대화가 시
도되었지만, 이는 지속적인 관여라기보다는 북한이 야기할 수 있는 불안
정을 관리하려는 노력이었다. 2011년 4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도
전선언을 발표한 후, 미국 측에서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의사를 시사
849) The New York Times, 2009년 9월 1일자, "North Korea Opens Border; Again Calls
for U.S. Treaty," 출처: http://www.nytimes.com/2009/09/02/world/asia/02korea.html?_r=0
(검색일: 2016년 6월 28일); 연합뉴스, 2009년 9월 3일자,
850) Briefing on Recent Travel to North Korea, Stephen W. Bosworth,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Washington, DC (December 15, 2009) 출처:
http://www.state.gov/r/pa/prs/ps/2009/dec/133607.htm (검색일: 2016년 7월 3일).
851) Xinhua News, 2010년 1월 11일자, “DPRK's proposal on peace treaty different from
S.
Korea's
original
position,”
출처: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10-01/11/content_12791636.htm (검색일: 2016년 6
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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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6월 3일 서방 원로그룹인 ‘디 엘더스(The Elders)’가 북한에 긴급
식량지원을 촉구했고, 8월 들어서는 북한에 수해가 발생하자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북긴급수해지원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목표는
불안정 관리에 한정되어 있었다. 10월 24일부터 이틀 동안 제네바에서
진행될

북미

고위급대화에

대해

미국

측은

솔직히

“관리전략

(Management Strategy)”라고 언급하고 있었다.852) 이러한 북미대화는
12월 15일 양자협의를 통해 대북지원을 논의하는 성격을 띄게 되었음에
도, 미국 측은 이 성격을 축소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글렌 데이비스(R.
Glen Davis)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미협의를 “영양지원
협의”로 규정했으며,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식량지원은
“영양 지원”이라고 보는 것이 낫다고 언급했다.
물론, 이 시기 북미협상은 2.29의 합의의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2012년 2.29 합의의 내용은 미국이 식량 24만톤을 지원하는 대신 북한
이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유예하고 영변 우라늄 농축 핵시설의 가동을
임시로 중단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감시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
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제한적인 북미대화는 다시금 북한의 은하 3호 발
사로 좌초되었다. 북한은 2.29 합의 후 후속 북미회담이 끝나자마자 은
하 3호 발사계획을 밝혔으며, 4월 13일 결국 은하 3호를 강행함으로써
2.29 합의에 따라 로켓발사를 유예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던 것이
다. 북한이 로켓발사 중단 요구를 거부하는 배경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3월 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보상하던 시대
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2012년 4월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미
국은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 추가 로켓실험
은 자동적으로 유엔안보리에 회부한다는 트리거조항을 마련했다. 그에
따라 2012년 12월 북한이 재차 강행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넘어선 결의안 채택되었던 것이다.853)
852) 당시 북미 고위급대화에 대해 미국측은 “협상이 아니다.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한다든지,
북한이 (비핵화 조치 이행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일에
는 우리는 대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어떠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연합뉴스, 2011년 10월 21일, “美 당국자 ‘2차 북미대화는 ‘관리전략’ 차원.’”
853) 장달중 편, 2013,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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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소관계
1980년대

초에

소련은

적대적인

레이건

행정부의

수평확대

(horizontal escalation) 전략과 한미일 관계의 강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시아전략을 재검토해야 했다. 1981년 말 소련은 유럽의 반핵여론에
편승하여 나토와 중거리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었지만,854) 미국이 1983년
말 퍼싱 II 미사일과 토마호크 미사일 배치를 예정대로 실시하자 소련은
미국과의 중거리미사일협상은 물론 전략무기감축협상까지 취소했다.855)
유럽 핵문제로 미국과 소련의 군비통제회담이 붕괴된 조건에서, 미소관
계는 군사적 차원의 억제를 중심으로 하게 된다. 이점에서, 소련은 아시
아 방면을 통한 미국의 공격에도 대비해야 했다. 특히, 1983년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의 중동진출을 막기 위해, 지구적인 대소 억제전략인 수평
확대 전략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은 이란-이라크 전쟁이 장
기화되자 소련이 페르시아만 사태에 개입하여 중동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에너지수송이 차단될 가능성에 매우 민감했고,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소련의 중동에 대한 개입을 막기 위해 수평확대 전략을 제시했다. 수평
확대 전략은 소련이 페르시아만에 개입하면 미국은 소련의 약점인 베트
남의 캄란만이나 리비아, 쿠바 등지의 소련 전진기지 등을 공격하겠다는
것이었다.856) 소련은 이로부터 자신들이 1982년 3월 27일부터 사용하
기 시작한 캄란만 기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북한 등 아시아지역 동
맹국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했다.857) 게다가 1981년 1월 한미정상회담
854) 유럽에서는 1981년 초부터 핵군비경쟁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반핵
운동은 미국으로도 전파되었다. 1982년 6월에는 유엔청사 앞에 70만 명의 인파가 운집하여
핵군비경쟁을 비판하기까지 했다. David S. Meyer, A Winter of Discontent: The Nuclear
Freeze and American Politics (New York: Prager Publication, 1990).
855) 미국은 1983년 3월 독일 기민당의 선거 승리와 6월 영국 보수당의 승리에 기반해 소련의
SS-20 미사일 배치에 대응하여 미국의 크루즈미사일을 배치한다는 1979년 나토의 결정을 실
행에 옮길 수 있게 되었다. Nogee 외, 1997, pp. 405-410.
856) Joshuan M. Epstein, "Horizontal Escalation: Sour Notes of a Recurrent Theme,"
International Security Vol. 8, No. 3 (Winter, 1983-1984), pp. 19-31.
857) 빅터 차, 김영일, 문순보 역,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서울: 문학
과 지성사, 2004), pp. 264-265; 강석호, 『1980년대의 주변정세-미중소의 전략적 삼각관계
와 한반도의 데땅뜨』(서울: 거름, 1985), p. 25; 박아름, “‘아웅산 사건’의 발생과 영향,” 『동
북아연구』 제29권 2호(2014), pp.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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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미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1982년 나카소네 내각이 출범하면
서 미국의 지지 하에 일본의 방위비 증액이 논의되는 등 한미일 간의 안
보협력이 증대되고 있었다. 소련은 한미일 3자 안보관계의 강화에 대응
할 필요가 있었다.
소련은 1980년대 초반부터 중소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적대적인 중소관계 상 북소관계의 강화는 여전히 소련에게는 전략
적 이익이었다. 1979년 미중수교 이래 제7함대의 상하이, 칭다오 기항
까지 논의될 정도로 미중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소련은 미
중소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소관계의 변화를 모
색해야 했다. 그 때문에 소련은 1982년 3월 타슈켄트 선언 등 중국과의
화해를 도모했다. 이러한 소련의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1982
년 9월 12차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후야오방(胡耀邦) 주석이 미소 가
운데에서 중국은 어느 한 편에 서지 않는다는 '독립자주노선'을 발표했던
것이다. 중국의 기존 일조선(一条线) 노선이 소련 견제를 위해 미국, 일
본, 파키스탄, 이란, 터키, 유럽 등 일련의 나라들과 협력한다는 소련 포
위전략이라면,858) ‘독립자주노선’은 중국이 미중관계를 반소정책에 활용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소련 포위전략의 탈피를 의미했다.
그러나 중국이 ‘독립자주노선’을 발표했다고 해도, 내몽골, 베트남 문제
등 중소 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그 때문에 소련은 중국이 양자현안에서 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이면에서 중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었다. 북소관계 개선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데 유용한 카드였다.
1984년 초부터 소련은 북한의 전략적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지원
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뚜렷이 드러냈고, 1984년 김일성의 모스
크바 방문 시 김일성의 요구를 거의 다 수용했다. 체르넨코의 서기장 취
임과 때를 같이 하여, 1984년 2월 소련은 김정일의 후계자 지위를 사실
상 승인하는 동향을 보였다. 주소 북한대사가 개최한 “김정일 생일축하
연회”에 모스크바의 당정 부문 고위급인사 다수가 참석했던 것이다.859)
858) 가와시마 신, 모리 가즈코 저, 이용빈 역, 『중국외교 150년사』(파주: 한울 아카데미,
2012), pp. 17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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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련은 1984년 23년만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을 크게 환대
했다. 크렘린 광장에서 북한의 당 및 국가대표단을 위한 환영연회를 거
행했던 것이다. 이 자체로도 이례적인 환대였는데, 체르넨코 서기장, 티
호노프(Nikolai Tikhonov) 각료회의 의장 등 최고지도부가 이 연회에
직접 참석하여 최고 수준의 의전을 북한에 제공했다.860) 여기서 체르넨
코 서기장은 환영사에서 북소관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
의 3자회담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861) 김일성은 정상회담을 통해 소
련의 경제원조와 군사적 지원을 요구했고, 체르넨코는 그러한 요구를 수
용했다.862) 특히 김일성은 소련 국방부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군사품
목을 제시하는 등 군사장비의 획득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는데, 체르넨코
서기장은 북한의 이러한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며, 그
대가로 북한 영공을 이용하여 소련공군이 정찰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
라고 요구했다.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원자로의 건설을 기술
적, 재정적으로 지원해달라는 김일성의 요구에 대해서도, 체르넨코는 경
수로 4기를 언급하는 등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체르넨코는 북한 근해의
석유매장량 탐사, 차기 경제개발계획을 위한 장기적 지원 등 그 외의 요
구에 대해서도 물론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체
르넨코 서기장은 김일성에게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대신 소련군의 북한영
공 이용을 요구하고, 경수로공급협정, 경제기술협정, 국경조약 체결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북소 양국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는 방안을 북한 측에 제
시했던 것이다.
물론, 북소관계 개선 이후 소련은 북한의 영공을 군사적 정찰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나진항의 상시적 이용권도 획득했다. 소련은 국
경재조사 작업 차 1984년 11월 12일부터 27일까지 방북한 카피차 외무
차관을 통해 정기적인 해․공군 합동군사훈련, 원산항․청진항의 군사적 이
용 등 5개 요구사항을 밝혔고, 북한은 북중 간의 협의를 거쳐 소련의 제
안을 일부 수용했다. 원산과 청진항은 어렵지만 나진항을 소련 측이 상
859)
860)
861)
862)

오진용, 2004, p. 137.
오진용, 2004, p. 133.
『로동신문』, 1984년 5월 24일자, “연회에서 하신 김일성 동지의 연설.”
오진용, 2004, pp. 1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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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북한 영공을 이용하여 소련 공군
이 정찰비행을 하는 것도 승인하기로 한 것이다. 이 합의에 따라 소련
공군은 처음으로 1984년 12월 20일 북한 영공을 통과하여 정찰비행을
실시했다.863)
1985년 3월 고르바초프가 소련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했으나, 소련
의 대북지원과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은 지속되고 있었다. 소련은 1985
년 8월에 개최된 북한해방 40주년 기념식에 정치국원 알리예프(G. A.
Aliyev)와 페트로프(V. I Petrov) 국방차관이 인솔하는 대규모의 대표단
을 파견했던 것이다. 이는 20년만에 이루어진 조치로서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복원에 소련도 적극적임을 시사했다.864) 뿐만 아니라 소련 측은 노
동당 창건 40주년 축하행사에도 대표단을 보냈다. 이를 통해 소련은
1985년 8월 원산항에 대한 기항권도 얻어냈다. 항공모함 민스크호 등으
로 구성된 소련 태평양함대 병력이 북한 해방 40주년 등을 축하한다는
명분으로 파견되었다.865) 1985년 후반에도 1984년의 북소합의에 따른
협정이 체결되었다. 강성산 총리의 방소 이전에 양국의 조율작업이 개시
되었고, 1985년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강성산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
기간 동안 북소 간의 경제기술협조 협정, 경수로공급협정 등이 체결되었
다.866) 1985년 말 강성산의 방북 기간 중 소련은 대북지원사업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1986년 들어 북소 간의 전략적 협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무엇보다, 1986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세바르드나제
외상은 김정일을 초청한다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친서를 북한 지도부에
건냈다. 지난해 12월 강성산 총리의 방소 시에 북한 측은 김정일 초청문
제를 소련측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의 친서는 소
련의 대북협력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뜻했다. 1986년 2월 26일에
863) 오진용, 2004, p. 157.
864) Dae-Sook Suh, "North Korea in 1985: A New Era after Forty Years," Asian Survey
26(1) (1986), pp. 78-85.
865) 정영태, 『북한과 주변 4국의 군사관계』(민족통일연구원, 1996), p. 39; 최명해, 2009, p.
367.
866) 이 협정의 체결을 위해 12월 12일 북한은 NPT 가입서를 소련에 기탁해두었다. 오진용,
2004,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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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소 간의 교역을 70억 루블로 확대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
는 “1986~1990년 장기무역협정” 체결도 체결되었다.867) 소련의 지원
하에 1월 말부터 4월 중반까지 북한 근해지역의 석유매장량을 탐사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나아가 소련은 1986년 7월까지 미그 23기 36
대와 SAM-3 미사일 30기를 포함한 군사장비를 북한에 제공했다.868)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련은 1986년 7월 북한으로부터 황해에 접하며 평
양과도 지근거리인 남포항에 소련 해군이 기항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냈
다.869)
1986년 후반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연설 이후에도 소련의
대북공약은 재확인되고, 그 중 일부는 본래의 공약사항보다 확대되기도
했다.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고르바초프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소련이 아시아에 진출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870) 그
는 아시아에 진출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소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대
하고,871) 일소 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갈 것이라는 방침을 표명했던
것이다. 블라디보스톡 연설을 통해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의 일대 변화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는 북소 간의 전략적 협력을 추구한
다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했다. 1986년 10월 22일부터 27일
간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에게 고르바초프는 기존의 군사원조를 재확
인하는 데에서 나아가 군사원조의 품목에 최첨단무기를 포함해주기로 했
다. 1986년 10월 고르바초프는 김일성에게 기존에 제공되던 미그-23보
다 첨단기종인 미그 29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1986년 전달된
SAM-3보다 현대식 장비인 SAM-5도 향후 제공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
며, SU-25, 조기경보 및 통제기능 등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보였던 것이

867) 오진용, 2004, p. 163.
868) Dae-Sook Suh, 1987, p. 57.
869) 정영태, 1996, p. 39.
870) 이러한 기조는 한소간의 경제외교 확대도 감안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소련은 1985년 5
월 당중앙위 회의를 통해 한국과 관계 격상시키로 결정했으며, 1986년 4월 21일~26일 간 제
5회 올림픽국가평의회(NOC)에도 참석하여 서울올림픽 참가의사를 밝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871)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과
내몽골에서의 소련군 철수조치를 확인했다. 동아일보사, 1991, pp. 40-51; 오진용, 2004,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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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72) 1987년 상반기에도 소련은 극동지역의 해군력을 강화하고 북한
영공 통한 횡단비행과 정찰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873) 아직 미중관계
개선이나 중소관계 정상화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
태였기 때문이다. 소련군은 북한영공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위협시
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1987년 5월 소련의 TU-95 베어 폭격기편대는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북한영공을 통과하여 황해-오키나와-태평양-일본
열도라는 새로운 코스를 따라 사할린으로 복귀했던 것이다.
그러나 1987년 중반 기점으로 미소관계 개선, 중소화해가 가시화
되면서 소련은 북한에 전략적 지원을 제공할 이유를 점점 잃게 된다. 소
련은 지난해 27차 전당대회에서 제기된 소련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발전
을 위한 혁명으로서의 즉 페레스트로이카를 1987년 들어 본격적으로 제
시했고,874) 1987년 1월에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복수
후보 경선제도 도입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련은 2월에 정치범 140여
명을 석방하는 등 미국이 강조하는 인권문제의 해결에도 적극적인 태도
를 보여주었다.875)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도 1986년 중간선거의 패배와
이란-콘트라 게이트로 레임덕을 맞이하고 있었다. 미소 양측 모두 미소
관계개선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
초반 미소대립 구도를 확대시켰던 유럽발 중거리미사일 문제와 핵군축협
상에서 활로가 모색되기 시작했다. 1986년 11월 레이카비크 정상회담은
미국의 전략방위구상에 대한 미소 간의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
만, 소련이 레이건이 1981년 제안했던 “핵무기 제로(Zero Option)” 방
안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협상이 1987년 9월 18일 타결되기에 이른 것이다.876) 소련의 태도변화
는 1987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1987년 2월
28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유럽에서 미소의 중거리미사일을 모두 철수

872) 오버도퍼 외, 2014, p. 255.
873) 오진용, 2004, p. 176.
874) Mikhail Gorbachev,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87), p. 49.
875) Nogee 외, 1997, p. 432.
876) Nogee 외, 1997, p.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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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핵무기 제로” 방안에 동의한 데 이어,877) 4월에는 “제로” 방안을
단거리미사일에도 적용하자고 제안하고, 6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제로-제로”를 아시아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던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소련이 중소관계의 “3대 장애요소”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
를 보임에 따라 중소관계개선도 가시화되었다. 소련측은 1987년 4월의
제10차 중소 외무차관회담을 통해 중국측이 차우셰스크를 거쳐 전달한
“3대 장애요소”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던 것이다.878) 중소
관계의 개선에 따라 전략적 입지를 잃어버린 북한은 소련만이 아니라 중
국의 냉대를 받게 된다. 1987년 5월 김일성은 북중관계를 다시금 강화
하기 위해 중국 방문했으나, 중소관계가 가시화된 시점에서 중국은 표면
적인 확대와 달리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5월 24일 김일성과의 회담 시
덩샤오핑은 “강제로 서로 같은 노선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나
라 동지들이 이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중국의 개방정책과 한국에 대한
경제외교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879)
나아가 소련은 동구권의 체제개혁을 고무하는 과정에서 소련과 다
른 공산국가 간의 동맹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고르바초프 서기
장은 1987년 11월 4일 볼셰비키 혁명 70주년 기념식 연설을 통해 “동
맹국에 대한 불간섭”을 발표했다. 당시는 고르바초프주의가 이미 동유럽
에 전파되기 시작해 헝가리에서는 고르바초프주의자인 그로슈(Károly
Grósz)가 집권하고 폴란드에서도 라코프스키(Mieczysław Rakowski)가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때, 소련의 불간섭정책은 동구권의 체제개혁
을 고무하는 것이었다. 이듬해 신베오그라드 선언을 통해 고르바초프는
소련이 사회주의 동맹국들의 독자노선을 인정하되 전략적 원조를 제공하
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880)

소련의

불간섭정책은

1987~1988년 사이에 소련이 동맹국들에게 간섭을 안하는 대신 지원을
줄인다는 새로운 동맹관계로 발전되어 갔던 것이다.
877) Nogee 외, 1997, p. 430.
878) 오진용, 2004, p. 198-196.
879) 中共中央文献研究室编,『邓小平思想年谱: 1975-1997』(北京: 中共文献出版社, 1998), p.
389; 오진용, 2004, p. 199에서 재인용.
880) 오진용, 2004,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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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소간의 개선된 관계는 확대되고 중소관계 화해 작업도 마
무리되면서, 소련의 대외정책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낮아진 채였다.
미소는 1988년 5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무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1989년 12월 몰타회담에서 냉전의 종식을 선언하게 된다. 이
어 1990년 5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는 전략무기감축협상, 화학무기, 학
생교류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양국이 합의를 이룸으로써 미소 간의 협력
관계가 구축되었다. 또한 중소관계도 아프가니스탄에 진주한 소련군이
1988년 철수를 개시하면서 공식적인 화해만을 남겨두게 되었다.881)
1989년 2월 세바르드나제 외상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이미 중소간에
관계개선을 가로막을 난제는 없었다. 세바르드나제 외상 방중 시 중소
양국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문제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정리했고,882) 그해 5월 15일부터 3일간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중국을 방
문하여 중소화해를 공식적으로 선포했다.883)
1988년 이후 소련은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여 한소관계의 발전도
빠르게 추진하게 된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한소 양국 간에 경제관계를
수립할 용의를 밝힌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1988. 9. 16) 이후 소련의
대한접근은 확대되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기간 중에는 소련의 임시
영사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었고, 1988년 10월에 한국 무역협회 초청으
로 방한한 블라디미르 골라노프(Vladimir Golanov) 소련 상공부차관은
한소 양국 간 무역대표부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884) 중소 양국이
한국을 인정하기로 뜻을 모은 세바르드나제 외상의 1989년 2월 방중으
로부터 두 달 뒤, 소련은 한국과 무역대표부를 설치한다는 데 최종적으
로 합의했다. 그로부터 머지 않아 한소수교(1990. 9. 30)도 이루어졌다.
이때까지도 소련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다시 높아지지 못했던 것
이다.

881) 오진용, 2004, p. 211.
882) 오진용, 2004, p. 214.
883) 이 때 중소 양국은 한반도에서 평화, 안정, 그리고 긴장완화를 지향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향후 남북한의 두 체제를 공히 인정하고, 교차승인을 추구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진용,
2004, p. 219,
884) B. C. Koh,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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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중관계
1980년대 전반에 이어 후반에도 중국은 개혁개방기의 경제외교를
확대하고 있었고, 북한의 구애와 반발 속에서도 한중관계를 확대시키고
있었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제시된 4개 현대화
방침에 따라 중국의 외교는 경제발전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전
개되어 왔던 것이다. 1970년대 말부터 중국은 홍콩을 경유해 한국과의
교역을 갖기 시작했고, 1980년 1월에는 “대문은 닫고 있으나, 자물쇠는
채우지 않는다(闭门不上锁).”의 기조 하에 외교부에 대한국 협력 판공실
을 설치하기까지 했던 것이다.885) 북중관계도 재검토되어 1980년 1월 1
일부터는 북한에 대한 석유제공 가격도 인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장비의 무상원조나 부채탕감이 불가하다는 입장도 보였
는데, 이는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협함으로써 북한을 통제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었다.886) 1984년 5월 북한은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했지
만, 중국은 북한을 둘러싼 소련과의 유인경쟁에 말려들지 않았다. 오히
려 1985년 이후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을 늘렸다. 1982년부터 2년간 주
춤했던 한중 간의 교역량이 198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해 1986년에는
6.53억불에 달했던 것이다. 비록 1989년 6월 천안문사태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한 중국이 한국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
만,887) 다음해 3월 중국공산당 6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한중무역대
표부 설치에 관한 협상을 재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천안문사태로 미중
관계가 악화되자, 중국으로서는 일본, 한국과의 관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90년대 초반에도 중국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중관계의 확대
와 교차승인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해갔으며, 북중관계의 관리는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했다. 중국은 북일수교를 후원하고 일련의 경제․군
사적 원조를 약속했으나, 이러한 공약들은 북한과의 관계 확대를 위한
885) 최명해, 2009, p. 336.
886) 최명해, 2009, p. 338-339.
887) 1989년 11월 김일성의 방중 시 덩샤오핑은 한국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한중 간의 교류도
경제부문에 한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진용, 2004, 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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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었다. 중국은 한소수교 이후 북한의 고립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북지원을 공약했다. 1990월 11월 23일부터 5일간 연형묵 총리, 김달
현 부총리가 방중한 기간 동안 대북 경제원조협정도 체결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리펑(李鹏) 총리가 1991년 초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공작보
고를 통해 한일 양국과의 관계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888)
1991년 1월 초 김일성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한중수교를 5개 전제조건
이 충족될 때까지 늦춰달라는 요구를 한 때로부터 얼마 되지도 않은 시
점이었다. 또한 1991년 8월 소련에서 보수파의 쿠데타가 발생해 소련
변수가 약화되자 한중수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최초의
한중 외무장관회담이 1991년 10월 2일에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
던 것이다.
물론, 중국은 북한의 반발을 관리하기 위한 대북지원을 빼놓지 않
았다. 1991년 10월 김일성의 방중기간(1991. 10. 4~15) 동안 장쩌민
총리가 한중수교의 불가피성을 알렸지만, 이어지는 회담을 통해 리펑 총
리는 김일성에게 자연재해와 인구급증으로 중국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면
서도 북한에 일련의 안전보장과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
다.889) 또한 1992년 8월 18일 우쉐첸(吴学谦) 외교부장이 주학준 주중
북한대사에게 한중수교가 발표만을 남겨주었다고 통보할 때에도, 중국은
북한의 반발을 막기 위해 김일성을 초청한다는 내용과 함께 원조공약을
담은 덩샤오핑의 친서를 평양에 전달했다.890)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지원의향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고, 북한
도 이를 느꼈다. 북한은 1993년 1월부터 4월까지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서 42회에 걸쳐 도발을 하는 등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은

888) 오진용, 2004, p. 310.
889) 10월 4일 장쩌민 총리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김일성에게 말한 데 이어 10월
5일 회담에서 덩샤오핑은 매년 125만톤 석유, 150억 위안 차관을 지원하겠다고 언질했던 것
이다. 실제로 다음달 열린 중국 중앙군사위에서는 1992년부터 1993년까지 2년 동안 매년 75
억 위안의 군사원조는 물론, 최신무기 및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오
진용, 2004, p. 341.
890) 1992년 8월 원조공약의 내용은 매년 36억 위안의 무이자 경제원조, 채무상환 연장, 과거
양자협정 재확인 등으로서 1991년 10월에 덩샤오핑이 언급한 매년 125만톤의 석유, 150억
위안의 차관 등에 비하면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었다. 오진용, 2004, p. 338, 34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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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여름부터 북한과의 곡물거래도 기존의 현물거래 혹은 양여의 방
식에서 현금거래방식으로 전환시켰다.891) 1993년 74만톤에 달하던 중국
으로부터의 곡물수입이 1994년 30.5만톤으로 급감하면서 북한은 배급제
를 중단해야 했다.892) 이후 북한의 대중정책도 크게 악화되어 냉전기 동
안 지켜져온 최고위급의 상호방문 관례도 1990년대 후반에는 사라지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중국은 북중관계의 회복을 추구했으나, 북한이 호
응하지 않아 북중 간의 냉각기는 지속되었다. 중국은 1994년에 들어와
서 북한에 대한 원조를 부분적으로 재개했으나,893) 북한은 중국의 관계
관리 의사에 호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북한은 1994년 8월에는 송호경
외교부 부부장을 특사로 파견해 판문점에서 중국대표단을 철수시켜 달라
고 요구했다. 결국 중국은 10월 27일부터 중국대표단의 철수를 개시하
지 않을 수 없었다.894) 북핵 1차위기가 마무리된 이후 중국은 북중관계
를 회복할 의향을 다시 밝혔다. 1995년 10월 장쩌민은 "앞으로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변함없이 중․조 우
호합작 관계를 유지․옹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북중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895) 이어 중국은 1996년과
1997년에 걸쳐 북한에 대규모 식량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북중 협력관
계의 재구축을 모색했다. 1996년 5월 21일 향후 5년 간의 대북원조와
관련된 '상품차관협정', '경제 및 군사원조 협정'을 체결했으며, 7월 10일
부터 13일까지 뤄간 국무위원 겸 비서장이 평양을 방문했을 대에는 식
량 10만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896) 1995년 북한은 평양타이페이 간 전세기 운항을 허가하고 아시안게임의 대만개최를 지지하는
등 대만에 접근하는 동향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대만접근을
891) 스테판 헤거드 외, 2007, pp. 67-68.
892) 양문수 외, 『2000년대 북한경제 종합평가』 (서울: 산업연구원. 2012).
893) 북중 양국은 1994년 3월 5일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특수 항목 차관에 관한 중화인민공
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협정"을 체결했다.
894) 이종석, "탈냉전기의 북한-중국 관계," 장달중, 이즈미 하지메 공편,『김정일 체제의 북한 :
정치·외교·경제·사상』(서울: 아연출판부, 2004), p. 99.
895) 장달중, 이즈미 하지메 공편, 2004, p. 101.
896) 이종석, 2004, p. 101; 최명해, 2009, p.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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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고자 했던 것이다.897) 1997년에도 이러한 중국의 대북지원 동향은 이
어졌는데, 4월 완용샹(万永祥) 주북 중국대사의 쌀 1만톤, 옥수수 6만톤
지원발표, 6월 중국대외무역합작사의 원조물자제공협정 체결, 7월 8만톤
의 식량 무상제공 발표 등이 그것이다.898) 중국의 1997년 대북지원은
한미 양국의 4자회담 구상이 북한의 참여로 성사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고, 미일동맹 강화에 따라 촉진된 측면도 있었다. 1997년 미
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으로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주시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4자회담은 물론 그 준비
회담들을 베이징에서 개최하자는 제안마저 거부하면서, '중국경시'의 기
조를 뚜렷이 했다.
2000년에 들어서기 직전에야 북중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재구
축되었다.899) 최고위급의 상호방문 관례 등을 포함하는 북중관계의 전통
적 요소들이 복원되었던 것이다. 1999년 5월 김정일이 주북 중국대사에
게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데 이어, 1999년
6월 3일부터 7일까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홍성남 총리를
대동하여 방중함으로서 북중관계를 회복할 의향을 확인시킨 것이었다.
이에 화답하여 중국 측에서도 식량 15만톤과 코크스 40만톤을 지원하겠
다는 뜻을 밝혔다. 나아가 2000년 5월 김정일이 냉전기 ‘북중관계 상의
관행에 따라’ 중대사안을 “사전통보”한다는 이유로 베이징을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중국이 바랬던 북중협력관계의 복원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2001년 9월 북한을 방문한 장쩌민은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
력강화(继承传统，面向未来，陆邻友好，加强合作)”라는 16자 방침을 제
시했다. 2002년 11월 후진타오가 총서기 취임하면서 등장한 3세대 지도
부 역시 북중 간의 협력관계를 재구축하려는 입장을 견지했다.
897) 안인해,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연구보고서 95-21)』(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 60.
898) 최명해, 2009, p. 390-392.
899) 1990년대 후반 구축된 북중관계의 양식을 이종석은 “전략적 협력관계”라고 규정했다. 북중
관계는 "중국이 북한의 국가존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근본적인 이익으로 간주해서
적극 대처하지만,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협력하거나 지원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로 정의한 것이다. 이종석,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중국 관계의 변화와 함
의(세종정책연구 2012-21)』(성남: 세종연구소, 2012),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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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고려사항들은 북중협력관
계의 유지만이 아니라, 2003년 북핵 2차위기로 인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국제적인 책임으로까지 증대되었다. 우선, 북핵 2차위기의 발발로 중국
은 북핵문제의 군사적 해결을 방지해야 한다는 과제를 갖게 되었다.
9/11 이후 중국은 미국의 반테러전을 지지하고 있었으나, 2003년 재발
한 북핵위기 때문에 자국의 안보를 희생할 수는 없었다. 당시 중국은 미
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다음 북한의 핵문제도 이라크의 핵문제와 같이 군
사적 개입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졌던 것이다. 또한 후진타
오 등 4세대 지도부는 국제적 지위를 제고시켜나가야 한다는 전략적 과
제를 감안해야 했다. 2003년 3월 후진타오 주석의 선출로 출범된 4세대
지도부는 경제발전 성과를 토대로 국제적 지위의 향상을 모색하는 화평
굴기(和平崛起) 노선의 관철을 추구했다.900) 그에 따라 국제적 지위의
확보에 전략적 이해를 갖고 있던 4세대 지도부는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안보 사안인 한반도비핵화 문제에 기여함으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얻어야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2003년 2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던 것이다. 물론, 4세대
지도부는 장쩌민 시기 회복한 북중관계도 유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
었다. 2003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우방궈(吴邦国) 전국인민대표대회 의
장은 북한 측에 장쩌민이 제시했던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
강화의 16자 방침을 자세히 설명했다.901)
제2차 북핵위기 초반 중국은 자국 주도의 다자회담 개최방안을 통
해 한반도 안정, 국제적 책임, 북중관계 유지라는 대북정책의 복합적 고
려사항들이 상충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 6자회담 등 다자회담을 통해
북미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회담을 통해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국제적 안보사안에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었으

900) 화평굴기의 노선은 정비젠(郑必坚) 중앙당교 부교장이 2003년 5월에 발표한 "중국화평굴기
의 도로(中国和平崛起发展的道路)"라는 논문과 2003년 12월 원자바오 총리의 하버드대학교 연
설에서 명확해져갔다. 화평굴기의 개념은 중국이 평화적 대내외환경을 통해 경제발전을 지속적
으로 추구하고 경제발전의 성과를 통해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阎
学通，孙学峰，『中国崛起与其战略』,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5), pp. 15-16.
901) 히라이와 슌지, 2010, p.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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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에서 북중관계라는 창구를 계속
열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3자회담은 그러한 중국의 국익조화 방
안이 시도된 첫 사례였다. 2003년 3월에는 미국의 이라크전 개시가 임
박한 가운데 북한 미그기의 미국 R-135정찰기에 대한 위협비행으로 북
미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처럼 북미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첸치천(钱其琛) 부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과 "삼지연 담판"을 벌여,
북한의 3자회담 수용의사를 얻어냈다. 북한의 긍정적인 의향을 얻어내기
위해 중국이 중유공급의 중단 등 상당한 압박을 행사한 결과였다.902) 다
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돕겠다는 중국의 제안은 미국도 환영했
다. 특히 부시대통령은 중국의 6자회담 주최 제안을 강력히 지지했
다.903)
북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6자회담의 시작과 유지에 있어 북미 간의
위기 시 마다 개입한 중국의 역할은 필수적이었다. 2003년 7월 8일 박
길연 주유엔 북한대사가 폐연료봉 재처리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
서 북핵위기가 고조되자, 다이빙궈 외교부장이 특사자격으로 방북하여
후진타오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러한 개입의 결과로 2003년 8월 6
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다.904) 6자회담 2차 회의 역시 북핵문제를 둘
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중국의 개입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 말 미국이 PSI에 따라 WMD를 실은 북한 항공기를 격추하겠다
고 경고하고 2004년 초 북한이 자신들이 추출한 플루토늄을 해커 박사
에게 공개함에 따라, 북핵문제는 중국이 개입해야 할만큼 악화되고 있었
던 것이다. 2004년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
당 대외연락부장이 방북하고 2월 7월부터 10일까지는 김계관 외무성 부
상이 방중하여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로부터 2주
뒤 6자회담 2차회의가 개최되었다. 한편, 2004년 4월에는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Abdul Qadeer Khan) 박사가 북한에 원심분리기 설계도
를 제공했다고 자백한 사실을 미 국무부 대변인이 확인함으로써 북핵문

902) 후나바시 요이치, 2007, p. 456.
903) 후나바시 요이치, 2007, pp. 435-436.
904) 히라이와 슌지, 2010, p.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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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대립이 심각해졌다. 이 시기에도 중국의 대북설득
노력이

전개되었다.

닝푸쿠이(宁赋魁)

한반도핵문제담당대사의

방북

(2004. 3. 13~16), 리자오싱(宁赋魁) 외교부장의 방북(2004. 3. 23~25)
을 배경으로, 2004년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
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6자회담 3차회의가 2004년 6월 개
최되었다.905)
2005년 들어 9.19 공동성명의 발표 시까지 중국은 6자회담을 통
해 대북문제에 대한 자신의 복합적 이익을 대부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우선, 2005년 미국의 대북관여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중국은 북미간
의 군사적 충돌 우려를 덜 수 있었다. 2005년 3월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중 시 미중 양국은 한반도의 미래 문제를 논의하고, 2005년 8월 미중
고위급 대화를 통해서는 북한에게 중국식 경제발전 노선을 권고하는 방
안도 바람직하다는 데 미국측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게 된 것이다.906)
이후 중국은 6자회담으로 국제적 지위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9.19 공동
성명이 6자회담 4차회의에서 도출되면서 의장국으로서 합의도출에 기여
한 노력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책임있는 이
해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라고 불리우게 되었던 것이다.907)
이와 함께 이 시기 중국의 북한에 대한 협력관계도 함께 확대되었다. 북
중 양국은 2005년 3월 “투자장려 및 보호협정”을 체결하고 “경제협력공
동위” 설치에 합의한 것은 물론, 7월에는 양국간 “세관협력 협정”을 체
결했으며, 10월에 정부주도, 기업참여, 시장운영의 북중경협 원칙을 마
905) 6자회담 3차회의 개최까지의 과정에서는 북중간의 상호작용만이 아니라 북일간의 대화도 수
반되었다. 2004년 5월 22일 고이즈미 총리는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을 가졌다. 2004년 5월 회담에서도 북한은 일본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납치피해자 가족들
5명도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906) 죌릭(Robert B. Zoellick)은 2005년 8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식 경제발전 노선을 북
한이 받아들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으나, 이것은 남북한 분단의 고착을 지지한 것은 아
니었다. 죌릭은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왔다는 전제 위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바람직하
다고 논의한 것이다. Glenn kessler, "Zoellick Details Discussions with China on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Washington
Post,
Sep.
7,
2005
(출처: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5/09/06/AR2005090601562.ht
ml, 검색일: 2015년 10월 7일); 최명해, 2009, p. 398.
907) 중국에 대한 “책임있는 이해상관자” 개념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2005년 8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졸릭 국무부 부장관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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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면서 중국의 11차 5개년 계획기간(2006~2010) 동안 추진할 북중
“경제협력협정”에 서명했던 것이다.908)
그러나 2005년 말 북한의 불법활동 연루 혐의와 2006년 핵실험으
로 인해, 점차 중국은 북한문제에 있어 국제적 책임의 준수에 무게를 두
지 않을 수 없었고, 북중관계의 손상을 감수해야 했다. 미국의 BDA 제재
시 중국은 중국은행 마카오지점의 북한관련 계좌 동결에 협조했다.909)
2006년 7월 5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논의에도 중
국은 찬성했다. 중국은 2006년 10월 6일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북한의 안정문제보다 국제적 안정문제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논의에서도 비군사적 제재에는 찬성한다는 입
장을 밝혔으며, 왕광야(王光亚) 주유엔 중국대사는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
안 제1718호을 “단호하고 건설적이며 적절하고 신중한 대응”이라고 긍
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이다.910) 북한의 핵실험 이후 2006년 말부터 2008
년까지 북미관계 간에 핵문제의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비핵화와 북
중관계 사이 중국의 딜레마는 완화되었지만, 중국은 북미 중심의 북핵협
상에서 소외되었다. 중국은 북중관계가 자신이 국제적 요구를 수용한 결
과로 손상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2009년의 2차 핵실험 이후에는 다시 반
전되어, 북중관계의 강화에 무게를 두게 되었다. 물론 북한의 2차 핵실
험 뒤 북중관계는 냉각기를 거쳤지만,911) 중국은 일련의 내부논의를 거
쳐 2009년 여름 북중관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대외정책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외사영도소조는 2009년 7월 대북정책 관련 내부회
908) 최명해, 2009, p. 400.
909) Gregory J. Moore, "How North Korea threatens China's interests: understanding
Chinese 'duplicity'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8, No. 1 (2008), pp. 9-10.
910) 최춘흠,『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연구총서 06-13)』(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47.
911) 2009년 전반기에도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는 문제를 고려했다.
핵실험 직후 중국인사들의 방북일정이 취소되고, 중국외교부는 5월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은 안보리소집 요구에 오랫동안 침묵했으며, 외교부 성명에서 북한 1차핵실험 시 사
용한 “제멋대로(悍然)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까지는 비난하지 않았다. 2006년보다는 북한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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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안정을 위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북핵문제
와 북중관계를 분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912)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변
화는 무엇보다도 중국이 2008년 가을 경에는 그 동안 추구해왔던 일정
한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그 이전까지 의식해야 했던 국제
적 책임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베이징올림
픽이 중국의 종합성적 1위 성적표와 함께 2008년 8월 24일에 성공적으
로 마무리되었고, 2008년 9월의 미국발 금융위기로 중국은 G2의 국제
적 위상까지 얻었다. 또한 김정일이 2008년 8월경 뇌경색으로 쓰러지면
서, 북한의 불안정성에 대한 베이징의 우려는 배가될 수밖에 없었다. 오
래 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김정일이 아직 후계자도 지명하지 못한 상
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안정이 중국이 대처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중국의 대북관여 노력에 따라, 2009년 10월 중국 총리로서는 18
년만에 평양을 방문한 원자바오는 북한과 다수의 경제협정을 체결했다.
그의 방북기간 동안 ‘경제원조에 관한 교환문서’ 외에 ‘조약정리 의정서’,
‘경제기술협조협정’, ‘교육기관간 교류협조 합의서’, ‘소프트웨어 산업분
야 교류.협조 양해문’, ‘국가품질감독기관 사이의 수출입품 공동검사 의
정서’, ‘중국 관광단체의 조선관광 실현에 관한 양해문’, ‘야생동물보호협
조 강화 합의서’ 등이 체결되었다. 2009년 10월 원자바오 방북시에 이
루어진 양국 간의 경제적 합의는 "탈냉전 이후 양국이 맺은 가장 광범위
한 경제협력 합의"로 평가되었다.913) 물론, 그 대가로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월 6일 야간의 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에게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의 상황을 지켜본 뒤 6자회담
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이다.
중국의 대북관여 기조는 2010년과 2011년에도 이어졌다. 무엇보
다 천안함 피폭 사건에 대해 중국은 북한을 외교적으로 지원했다. 2010
912) 이춘복, "북한 3차 핵실험 후 중국의 대응과 북중관계," JPI정책포럼(2013. 4. 26), pp.
6-7; International Crisis Group, "Shades of Red: China's debate over North Korea,"
Asia Report No. 179 (November 2, 2009), p. 9.
913) 이종석, 2012, p. 6; 이종석,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 특징과 함의," 『정세와 정책』 제183
호(2011년 7월),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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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 26일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피격되어 46명이 해군장병이 순직한
사태가 발생했으나, 이 문제는 한미 양측의 조심스러운 대응으로 곧바로
외교, 군사적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태 초기 천안함 피폭 배경을
한국 측도 파악하기 어려웠고, 미국 측도 4월 14일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현 시점에서 천안함을 인양해 함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하는 등 사태 발
생 20일이 되어가도록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던 것이다. 5월 중순이 되
어서야 이 문제는 남북간의, 미중 간의 외교전으로 비화되었다. 한국의
민군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130톤 연어급 북한잠수정의 어뢰공
격으로 규정하자,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대응조치로서 검열단 파견제안과
함께 강경대응방침을 선포했던 것이다. 6월 4일 천안함 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되자 미중의 입장은 평행성을 달리면서 수렴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
다. 9일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중국의 태도에 낙담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음날 중국 정부가 천안함의 안보리 논의에 "신중하고 적절하
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6월 14일 한국 민군합동조사단의
유엔브리핑 시에도 남북 간의 외교전과 미중의 입장차는 재현되었다. 한
국 측 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신선호 주유엔 북한대사가 천안함 사태의
피해자는 북한이라며 북측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
북간의 설전이 벌어졌고,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미국측과 천안함의 침
몰원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자는 중국의 입장도 맞섰다.914) 결국 이러
한 입장 차 끝에, 2010년 7월 9일 천안함 피폭 사건의 원인을 군사적
공격으로 명시하되 공격주체는 불명확하게 규정한 안보리의장성명이 채
택되었다. 나아가 그 직후 실시된 한미 해상군사훈련으로 북중관계의 밀
착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또한 2009년 여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중국의 확대

914) 이후의 안보리 논의에서 중국은 이스라엘의 국제구호선 공격사건에 대한 안보리의장성명과
같이 책임자 처벌 요구는 배제하는 문안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스라엘의 군사행
동으로 인한 국제구호선의 침몰에 대한 규탄결의문을 참고할 것을 선호했는데, 이 국제구호선
사건에 대한 결의안은 사태의 원인에 대해 “이스라엘의 군사적 작전 도중의(during Israeli
military operation) 무력사용으로 비롯된 인명손실 및 상해에 대해 깊이 유감”이라고 규정하
였다. 『중앙일보』, 2010년 6월 21일자, “중국, 천안함 안보리 ‘이스라엘식 모델’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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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북지지는 북한 권력승계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 등 여러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확고히 지지했다.
2010년 9월 28일 개막한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 부위
원장으로 선출되자, 중국 측은 새 지도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과
함께 김정은을 초청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915) 또한 중국은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북중 간의 협력과 분리하여 추진
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2010년 5월 12일 조선중앙통신이 핵융합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나, 원자바오 총리는 일본 NHK와의 인터뷰
에서 “성문에 난 불을 끄려고 호수의 물을 다 쓰면, 결국 호수의 물고기
가 말라 죽는다(城门失火，殃及池鱼).”라며 핵문제에 대한 대응보다 북
중관계의 유지가 우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호응하여 김정일은
2010년과 2011년에만 중국을 세 차례 방문함으로써, 양국 지도자 차원
의 소통을 강화했다. 이 시기 김정일은 2010년에는 5월 3일부터 6일,
그리고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는데, 특히 김정일의
2010년 8월 방중을 통해 후진타오 주석은 북중 고위급 교류 유지, 경제
협력 확대,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 등의 요구를 전달했다. 이를 북한이
수용했다는 것을 반영하듯, 김정일의 2011년 5월 방중 직후에는 북중
간의 첫 전략대화가 개최되었다.916)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공동개발 프
로젝트에도 호응했다. 2010년 11월 황금평, 위화도 공동개발 위한 지도
기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듬해 6월 8일과 9일에도 양국은 각각 황
금평․위화도 경제지대, 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북중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착공식을 가졌던 것이다.917)
하지만 중국의 4세대 지도부 임기 후반에 모색된 북중관계의 확대
는 북중 양국의 지도부가 교체되기 시작한 2012년에 접어들면서 조정기
에 접어들게 되었다. 무엇보다 2011년 12월 17일에 김정일이 사망함에
따라 양국 지도자 간의 채널을 통한 논의가 축소되지 않을 수 없었다. 더
915) 이종석, 2012, p. 27.
916) 조선중앙통신, 2011년 6월 10일; 조선중앙통신, 6월 14일.
917) 원동욱, “두만강유역 개발과 중국의 전략: ‘창지투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배정호 편, 『중
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화 한반도』(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1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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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 후계자인 김정은이 2012년 4월 노동당 제1비서 취임 이후 중국을
방문하지 못하면서, 북중 간의 양자문제는 최고지도자가 직접 결정한다는
북중 양국 내부의 50년 이상 유지된 전통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
졌다.918) 또한 2012년 2월에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불충
돌과 비대항, 상호 공영, 상호존중 4개 원칙에 따른 미중 간의 신형대국
관계를 중국의 대외노선으로 제시하면서 미중관계에 대한 고려가 북핵문
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중국은 북한이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제1비서 추대와 함께 쏘아올린 2012년 4월 13일의 은하 3
호 로켓발사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다. 북한의 차기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도 자동적으로 안보리가 개입하도록 하는 '트리거' 조항을 넣자는 미국의
제안도 결국 수용했으며, 제재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의 요구를 거
의 전부 받아들였다. 2012년부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재검토 국면에
접어 들었었다는 점은 북중 간의 무역추이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2012~2013년 구간의 양국 간 교역액 증가세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가파른 상승세보다 완만하며, 2002~2005년 사이의 증가
세와 유사하다. 2009년 이후 2년간 북중간의 경제교류를 확대시킨 정부
주도의 양식이 2012년에 접어들면서 약화된 것이다.
<도표-6-9> 북중무역 추이(2001~2013)

주)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DB

918) 오진용은 북중관계는 양국지도자가 특별히 다루어야 한다는 ‘북중 간의 수뇌방문에 대한 협
정’이 1956년에 체결되었다고 보며, 임수호는 이 협정이 1958년 2월에 체결된 것이라고 언급
한다. 오진용, 2004, p. 26; 장달중 편, 2013,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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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핵담론 당론강화의 동학
다음에서는 북한의 당론강화의 동학을 설명하기 위한 3개의 예측
과 실증적 연구결과가 합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앞서 본 논문의 2장 2절
2목에서 제시한 핵담론 당론강화의 동학 중 핵외교의 동학은 “북한의
개방지향적 경제전략이 추진되고 주변의 강대국들의 대북관여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핵외교 방향의 담론이 강화될 것이다.”는 것이었다. 한편,
핵개발의 동학은 2가지였다. 하나는 “북한의 개방지향적 경제전략이 추
진되고 주변의 강대국들의 대북관여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핵개발 방향
의 담론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핵외교 동기의 설명요인을 핵개발 동기
의 설명요인으로도 상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
국과 관여가능성이 존재하고 한국의 대북관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핵개발 방향의 담론은 약화될 것이다.”라는 북한의 안보요인을 중심으로
핵개발 동기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취지의 것이었다. 이러한 예측들은 북
한이 핵문제에 있어서 변화를 보인 배경일 것이라고 상식적 내지는 직관
적으로 여겨지는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예측의 내용들이 가진 단순성은 북한의 핵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 두 가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첫 번째는
상식적 수준의 예측과 실증적인 분석이 합치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북한
의 핵정책 변화에 대한 검증된 지식으로서의 상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뿐더러 북한
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재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는 예측과 분석이 합치되지 않는 부분 혹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분석되거나
해석되어야 할 북핵동학의 퍼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
담론은 이제 막 연구되기 시작하여 아직 표준이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상식에도 되도록 부합하는 예측이 필요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
는 북한 핵담론을 통한 실증적 연구성과가 직관적 이해에도 부합한다면,
북한의 핵담론을 통해 북한의 핵정책에 접근하는 방식이 적실하다는 점
을 독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핵담론의 당론강화 동학에 대한 예측과 실증적 연구결과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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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앞서, 북한 핵정책의 변화요인들이 시기적으로 분포된 양상을 정리
할 수 있다. 북한 핵 당론의 동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꼽은 요인은 북한
내부의 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 그리고 북미관계와
북중․북소관계에서 등장한 북한의 개방딜레마를 완화시켜주는 대외적 기
회였다. 이러한 요인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결과는 <표-6-2>과 같다.
<표-6-2> 북한 핵정책의 변화요인(1983~2013)
구분

개방에 대한 태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북미관계

동맹관계

+

○

+

○

+
1/4~2/4 분기 (+), 3/4~4/4 분기 (-)

○
2/4~3/4 분기 (○)

1/4~2/4 분기 (○)

1/4~2/4 분기 (-), 3/4~4/4 분기 (+)

○

+

○

+

○

+

○

-

○

-

○

-

1/4~2/4 분기 (○), 3/4~4/4 분기 (×)

-

1/4 분기 (×), 2/4~4/4 분기 (○)

-

○

+
+
+
+
1/4~2/4 분기 (+), 3/4~4/4 분기 (-)

1/4~3/4 분기 (○)

-

○

-

○

-

3/4~4/4 분기 (○)

+

○

+

○

+
+

먼저 북한의 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난 시기는 첫째
1984년부터 1987년 상반기, 둘째 1991년 3/4분기부터 1995년, 셋째
2001년 초부터 2005년 2/4분기까지, 그리고 넷째 2010년초부터 연구
시기가 마무리되는 2013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들 동안에는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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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책이 확대되어 대외경제관계의 확대가 모색되었다. 첫째로, 1984
년부터 1987년 상반기에 이르는 북한의 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
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가 채택된 때로부터 시작하였
다. 1984년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라는 북한의 목표는 강성산의 총리 취
임과 함께 본격화된 것으로, 1986년 말 그의 총리 해임 이후 점차 약화
되어 갔다. 두 번째 시기는 1991년 3/4분기부터 1995년에 이르는 시기
로서 한소수교 이후 북한도 남북한 교차승인을 통한 탈냉전기 생존전략
을 본격화해가면서 출발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가 선포되고, 1993년 강성산이 다시 총리에 취임하면서 경제위기를 극
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3대 제일주의가 채택되었다. 이처럼 교차승인 전
략과 함께 등장한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확대 추구는 1990년대 중반 경
제적 성과부진과 식량난 발생에 따라 개방노선의 정치사회적 기반이 약
화될 때까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세 번째로 2001년부터 2005년 2/4
분기 경까지 이어지는 2000년대 북한이 비교적 개방문제에 적극적이었
던 시기는 2001년 초 북한의 신사고운동이 출범하면서 출현했으나, 시
장확산에 대한 노동당의 불만에 따라 마무리되었다. 노동당의 경제부서
들이 계획재정부로 통합된 2005년 7월 즈음부터는, 개혁과 개방에 긍정
적인 내각의 논리는 당의 견제로 정책집행 과정에 원활히 투입될 수 없
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의 특징은 박봉주의 정치적 부침과 궤를 같이
했다는 점이다. 2003년 9월 내각 총리에 임명된 박봉주가 당의 견제 속
에 2006년 여름 실권되는 과정에서 북한 개혁기조의 전반적인 후퇴가
나타났다. 그리고 네 번째 시기는 2010년부터 연구시기의 끝인 2013년
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2009년 말의 화폐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은 그 여파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정책기조의 전환을 꾀했다. 이후 북한은 앞선 시
기의 정책기조와 정반대로 개방조치들을 포함하는 개혁 성향의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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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했다.
한편, 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북한의 대내전략이 추진된 시기는 개
혁적 조치들에 대한 국내정치적 반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체제개혁 논의가 확대된 결과라고 할 때, 반개혁론은
체제개혁 논의를 약화시켜 개방지향적 대내전략을 함께 후퇴시키는 것이
다. 북한의 반개혁론은 1987년 하반기부터 1991년 2/4분기까지의 시기
와, 1996년 초부터 2000년 말까지, 그리고 2005년 3/4분기 경부터
2009년까지 북한에서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1987년 후반
부터의 시기는 1986년 말 성과부진으로 강성산 총리가 해임되면서 등장
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1980년대 중반의 반개혁론은 북한이 1987년
본격화되고 있던 소련의 고르바초프주의에 저항하고 반수정주의 이념을
공개적으로 재강조하면서 1987년 후반기에 급격히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북한은 외부사조의 유입을 체제위협으로 간주했다. 1980
년대 후반의 반개혁노선은 1990년 9월 한소수교가 가져온 북한에 대한
충격으로 평양의 대내외노선이 재검토되기 시작하면서 약화되었다. 두
번째로 1996년부터 2000년 3/4분기 내지는 4/4분기에 이르는 북한의
반개혁논의는 1995년의 기아사태로 체제붕괴 우려까지도 대두되던 시점
에서 북한이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사태를 참고하여 반개혁, 반수정주
의 정책을 펼치면서 막을 올렸다. 붉은기 사상과 선군혁명령도 개념을
제시하며 북한의 선군정치이념도 체계화되었다. “고난의 행군”이 2000
년 10월 공식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1996년 이래의 위기관리 체제도 서
서히 완화되기 시작했다. 세 번째의 반개혁 시기는 2005년 3/4분기 경
부터 2009년 말까지로 규정할 수 있다. 이때는 비사회주의 현상과 투쟁
한다는 기치 하에 노동당이 북한의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
시기였다. 반개혁론은 2005년 7월에 만들어진 노동당 계획경제부의 활
동으로 상징화될 수 있다. 2005년 7월에 신설된 당 계획경제부의 박남
기 부장은 박봉주 총리 등 개혁주의 내각관료들의 개혁조치를 집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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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견제했다. 이 시기 노동당은 시장상인 및 개인 사업자 등 “자본주의
의 싹”과 투쟁하려 했지만, 2009년 11월 30일 시행된 화폐개혁의 실패
로 그 기세가 급격히 꺾이게 되었다.
북미관계 차원에서는 첫째 북핵문제가 공론화되기 이전인 1987년
중의 짧은 시기, 둘째 북핵 1차위기를 포함하는 1992년부터 2000년 사
이의 시기, 셋째 부시행정부 2기 초반의 2005년 1/4~3/4분기 사이의
짧은 기간, 넷째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2년 동안 북한에게는 체제
유지에 유리하게 경제문제의 해소에 미국의 관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
가 있었다. 첫째, 1987년 2/4분기와 3/4분기에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이 잠시 존재했었다. 1986년 말부터 레이건 행정부는 국내정치적
곤경에 깊이 빠져들었기에, 냉전의 대립구도를 넘어서는 외교적 성과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1987년 3월 양국 외교관 간의
접촉이 가능해지는 등 북미 간의 해빙이 모색되었으나,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 몰두해 있던 북한은 KAL기 테러를 통해 이 기회를 거부했다. 둘
째로, 1992년부터 2000년까지의 시기를 제시할 수 있다. 1992년 1월
30일 북한의 IAEA 가입으로 북미관계 개선의 조건은 형식적으로나마
충족되었고,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사상 최초의 북미고위급 회담도 개최
되었다. 1년 뒤 출범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핵 1차위기를 겪었으나, 대북
관여를 선호했다. 단, 1992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미국의 대북관여 가
능성이 단절된 시기도 있었다. 1998년 3/4분기부터 1999년 1/4분기까
지이다. 1998년 여름 북핵문제가 금창리 의혹으로 다시 제기되고 북한
도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대북정
책의 재검토를 요청했던 것이다. 셋째, 2005년 1월에 출범한 2기 부시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접근방식을 추진했다.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라이스
의 참여 하에 "새로운 포괄적 접근법"이 구상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범죄국가(a criminal state)라는 인식이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2기 부시 행정부 초기의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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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는 미국 재무부 계통에서 행해진 BDA제재로 곧 중단되었다. 넷째,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BDA 제재문제에서 북미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
면서 북핵협상도 재개되었다.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로 부시 행정부 내
에서 대북관여에 반대하는 이들의 영향력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BDA
제재의 해제가 원칙적으로 합의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의 마
지막 6자회담까지 이 시기 미국의 대북관여는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북소 간의 협력으로 특징지워지는 1984년부터 1987년
상반기까지의 시기와, 북중 양국의 밀착이 이루어진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의 시기를 북한에 대한 우호적 강대국의 관여가 이루어진 시
기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1984년부터 1987년 상반기에 이르는 북소
관계의 확대는 1980년대 초의 미소대립 격화에 바탕을 두었다. 소련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수평확대전략으로부터 베트남의 전진기지
를 보호하고 한미일 3자관계에 대응하고자 했다. 하지만 1987년 중반
미소관계가 개선되면서 이러한 북소간의 밀착 국면은 끝났다. 둘째, 북
중 간의 높은 협력수준은 2009년 여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의
두번째 핵실험으로 중국의 대북정책 딜레마가 다시금 대두되었으나, 중
국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김
정일의 와병과 권력승계로 인해 북한의 불안정이 확대되지 않도록 중국
은 북중관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7월 중국공산당 중앙외사
영도소조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시
북중 간에 광범위한 경제협정이 맺어지면서 북중 간의 밀착관계가 나타
났던 것이다. 그러나 2011년 말 김정일의 사망과 중국 지도부의 세대교
체로 북중관계의 최고위 상호방문과 전략적 소통의 관행이 단절됨에 따
라 북중 간의 밀착관계는 이완되었고, 2013년 내내 재구축되지 못했다.
2012년 이후에는 중국도 북한의 요구로부터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북중 간의 협력수준은 2000년대 전반기 수준으로 낮아졌던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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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1992년 한중수교 전후의 시기에 나타난 북중관계를 중국
의 북한에 대한 재보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중국 측은 1990년 9월 한소수교 직후 북한의 불안을 완화
시키기 위해 북일수교 한중수교를 연계하여 가급적 늦춰달라는 북한의
요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었고, 소련연방의 해체에 즈음해서는 1991
년 10월 원조협정과 1992년 8월 덩샤오핑의 친서를 통해 북한의 체제
안전을 재보장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
년대 초반 중국의 대북정책을 북한 개혁의 대외적 기회요인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원조나 보장의
수준이 점차 낮아졌고, 중국이 자국의 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에
보낸 신호와 상충되는 정책적 결정을 내려갔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
반의 이러한 중국의 노력이 북한의 정책변화에 있어 일정한 효과가 있었
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 효과는 대외적 기회로서보다는 개혁개방 문제에
대한 평양의 내부 논의에 투영된 중국의 권고를 매개로 한 것으로 여겨
진다.
아래 <도표-6-10>은 이상의 변화요인의 시기적 전개를 북한의
개방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 주변 강대국의 관여정책 추진 가능성
이라는 대외적 기회의 유무(2×2)로 구성되는 4가지 경우로 재정리한 것
이다. (A)는 북한 내부논의가 개방에 긍정이고 높은 수준의 대외적 기회
가 있는 경우로서 1984년~1987년 2/4분기, 1992~1995년, 2005년
1/4~2/4분기, 2010~2011년의 시기가 여기에 속한다. (B)는 북한이 개
방에 긍정이지만, 북한에게 주변 강대국의 관여정책을 이용할 높은 수준
의 대외적 기회는 없었던 경우로 1991년 3/4~4/4분기, 2001년~2004
년, 2012년~2013년의 시기를 포함한다. (C)는 개방에 부정적이지만, 개
방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대외적 기회가 존재하는 시기로서 1987 3/4분
기, 1996~1998년 2/4분기, 1999년 2/4분기~2000년, 2005년 3/4분기,
2007~2008년, 2009년 3/4~4/4분기가 이에 속한다. 끝으로 (D)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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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정적이고 그에 필요한 전략적 기회도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1983년, 1987년 4/4분기-1991년 2/4분기, 1998년 3/4분기~1991년
1/4분기, 2005년 4/4분기~2006년의 시기를 포함하고 있다.

<도표-6-10> 변화요인에 따른 구분
(C)
1987 3/4분기

(A)
높은 수준의

1984년~1987년 2/4분기

1996~1998년 2/4분기

대외적 기회

1992~1995년

1999년 2/4분기~2000년

2005년 1/4~2/4분기

2005년 3/4분기

있는 시기

2010~2011년

2007~2008년
2009년 3/4~4/4분기

(B)

(D)

높은 수준의

1991년 3/4~4/4분기

1983년

대외적 기회

2001년~2004년

1987년 4/4분기-1991년 2/4분기

2009년 3/4~4/4분기

1998년 3/4분기~1999년 1/4분기

2012~2013년

2005년 4/4분기~2006년

개방 긍정

개방 부정

없는 시기

1) 핵외교 방향의 당론강화
우선, 북한 핵외교 담론의 강화동학이 앞서 제시한 예측에 부합하
는지 검토한다. “북한의 개방지향적 경제전략이 추진되고 주변 강대국들
의 대북관여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핵외교 방향의 담론이 강화될 것이
다.”라는 핵외교 동기 변화의 동학에 대한 예측에 따라 <도표-6-11>의
(A)에 해당하는 시기에서 북한의 핵외교 담론이 가장 활성화되는지 확인
한다는 것이다. 다른 세 가지 조합의 경우, (A) 구역보다 상대적으로 핵
외교담론이 약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이 예측은 (B), (C),
(D) 간의 상대적 순위를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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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6-11> 핵외교 방향 담론의 강화(예측)
높은 수준의
대외적 기회
있는 시기

(A)
핵외교 방향 담론의 강화

(B)

높은 수준의
(C)

(D)

개방 긍정

개방 부정

대외적 기회
없는 시기

이러한 예측과 실증적 분석이 합치하는지 확인한 결과는 아래의
<도표-6-12>와 같다. 이때, 도표 안에 표기된 숫자는 해당하는 시기에
걸쳐 당론 상 나타난 핵외교담론의 분기별 평균 표출빈도의 값이다. 이
값은 <도표-6-11>의 각 경우의 시기 동안의 핵외교 담론에 속하는 언
표 사용빈도를 그 시기의 전체 분기수로 나누어 핵외교 담론의 분기별
평균 표출빈도를 구하였다.
<도표-6-12> 핵외교 방향 담론의 강화(결과)
높은 수준의
대외적 기회
있는 시기
높은 수준의
대외적 기회
없는 시기

(A)

(B)

5.325

2.148

(C)

(D)

2.333

1.815

개방 긍정

개방 부정

<도표-6-12>의 분석결과는 핵외교 동학에 대한 예측이 성립한다
는 점을 보여준다. 분기별 평균노출 빈도값을 앞에서 상정한 네 가지 경
우 각각에 따라 확인한 결과, (A) 영역(개방 긍정, 관여의 기회 존재)의
핵외교 담론의 값이 예측되었던대로 뚜렷하게 다른 경우들보다 높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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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북한이 개방에 긍정적이고 주변국의 북한에
대한 관여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A)의 경우 핵외교담론의 평균빈도가
5.325이었다. 이는 약 1.8에서 약 2.3 사이에 걸친 다른 경우의 값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 나머지의 경우에서 핵외교 담론의 평균빈도는 거
의 차이가 없으나, 두 번째로 높은 핵외교 담론의 평균빈도가 (C) 영역
(개방 긍정, 높은 기회 부재)의 값(2.333)에서 보여졌고, (C) 영역(개방
부정, 높은 기회 존재)의 값(2.148)과 (D) 영역(개방 부정, 높은 기회 부
재)의 값(1.815)이 그 다음을 이었다. 이처럼 핵외교 담론의 동학에 대
한 예측과 실제 변화가 부합했다는 점은 북한 핵외교에 대한 기존연구의
관점이 핵외교 담론의 추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바를 의미한다. 북한의
국내적 개혁 전략과 주변국의 대북관여가 북한의 핵외교 동기를 강화시
킬 것이라는 예측은 기존연구의 주장을 확장하여 얻어진 것이었다.
핵외교 동학을 구성하는 각 요인의 효과를 검토할 때, 북한의 개
혁개방 변수는 일관되게 핵외교담론의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주변 강대국들의 대북 관여가 존재하던 시기 가운데
(A, B)에서도, 북한이 대외개방에 긍정적이었던 경우(A)에서 보여지는
핵외교 담론의 평균빈도(5.325)가 반개혁조치가 시행되어 북한의 개방정
책이 후퇴한 경우(B)에 나타난 핵외교 담론의 평균빈도(2.148)보다 높았
다. 또한, 주변 강대국들의 대북관여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시기(C, D)
가운데에서도, 북한이 개방에 대해 긍정적인 경우(C)의 핵외교 담론 수
준이 2.333으로 개방에 부정적이었던 경우(D)의 핵외교 담론 평균빈도
인 1.815보다 높았다. 단, 주변 강대국의 대북관여 여지가 없었던 시기
의 두 경우(C, D)에서는 핵외교 담론의 평균빈도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
다. 주변 강대국의 관여가능성이 존재하던 시기의 북한의 내부개혁 변수
에 따른 차이(A-B) 3.204에 비하여, 주변 강대국의 관여가능성이 부재
했던 경우에서 북한의 대내개혁 변수에 따라 보여지는 핵외교 담론 간의
차이(C-D)는 0.518로 낮았다. 개방지향으로의 북한 대내전략 변화가 그
들의 핵외교의 동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 효과는 주변 강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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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여 가능성이라는 외부적 기회가 존재할 때 본격적으로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주변 강대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협력 혹은 관여정책도
북한의 핵외교 동기의 강화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일관되게 보였다. 북한
당국이 개방전략의 추진에 긍정적인 경우(A, C)에도 주변 강대국의 관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서 핵외교 담론의 값이 5.325로, 북한에 대한
주변국의 전략적 관여의지가 부재한 경우의 값인 2.333보다 뚜렷이 높
았다. 북한이 대외개방에 긍정적인 대내전략을 추진하는 경우 가운데에
서도, 미, 중, 소의 관여전략이 추진되던 경우에 북한의 핵외교 동기가
강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효과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부정적
인 경우에도 보여진다. 북한이 개혁개방에 부정적인 경우에도 주변 강대
국들의 대북관여 기회가 존재하는 시기(B)의 핵외교 담론의 평균빈도가
2.148로 그렇지 않은 시기(D)의 값인 1.815보다 높았다. 단, 이 경우에
는 주변 강대국의 관여에 따른 수치 변화의 폭이 북한이 개방정책을 긍
정하는 경우보다 다소 작다. 이는 외부 대북관여 요인의 북한 핵외교 동
기에 대한 강화 효과 역시 북한이 개방정책에 긍정적일 때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북한의 핵외교의 동기를 강화시키는 외부의 관여에는 미국의 대북
관여만이 아니라 1984년부터 1987년 상반기까지 전개된 북소 간의 전
략적 협력관계와 2009년 이래 활발해진 북중관계도 포함된다. 북한의
대내전략에서 개방지향적 방침이 채택되고 외부 강대국의 대북 관여정책
이 추진되던 (A)의 경우를 보다 자세히 살피면, 중국과 소련이 전개한
대북관여의 효과도 분명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6-3>은
(A)의 경우에서 보여진 핵외교 담론의 평균빈도를 세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005년 상반기는 미국의 관여정책의 지속기간이 현저히 짧아, 나
머지 경우와 동등히 비교되기는 어렵다. 2005년 상반기 미국의 대북관
여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를 주된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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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3> (A) 시기 주요기간별 핵외교 담론의 분기별 평균빈도
담론별 평균빈도
구분

분기별
평균빈도

평화적
핵활동

핵무기금지

핵전쟁방지

세계주의

지역주의

수정주의

비수정주의

1984년~1987년 2/4분기
(소련의 대북관여 시기)

6.000

0

1.143
(19.0%)

1.286
(21.4%)

2.286
(38.1%)

1.286
(21.4%)

1992~1995년
(미국의 대북관여 시기)

6.750

0.625
(9.3%)

1.357
(20.4%)

1.125
(16.7%)

0.688
(10.2%)

2.938
(43.5%)

2005년 1/4~2/4분기
(미국의 대북관여 시기)

2.000

0

0

0

0.500
(25.0%)

1.500
(75.0%)

2010~2011년
(중국의 대북관여 시기)

2.125

0

0

0.875
(41.2%)

0

1.250
(58.8%)

전체(1983~2013년)

3.115

그 결과, 미국과 소련의 대북관여 정책은 북한의 핵외교 동기를
강화시키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었지만, 중국의 대북관여가 북한을 핵외
교로 유도하는 효과는 거의 발휘되지 않았다고 이해된다. 북한이 개방정
책에 긍정적이던 경우 중, 소련의 관여 시기(1984~1987년 2/4분기)와
미국의 관여 시기(1992~1995년)에서 보여진 핵외교 담론의 분기별 평
균 빈도는 각각 6.000, 6.750로 전체시기의 핵외교 담론 평균빈도
(3.115)보다 높았다. 그러나 북한이 개방에 긍정적이고 중국이 대북관여
를 확대했던 시기에는 핵외교 담론의 분기별 평균빈도가 2.125로 전체
시기 핵외교 담론의 평균빈도 3.115보다 오히려 낮은 값을 보였다. 그래
서 중국의 대북관여가 북한의 핵외교 동기를 강화시킨 효과는 현저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주변 강대국의 주요 대북관여 시기들 간에 관여효과(핵외교 강화
효과)의 차이가 보여지는 이유를 생각해보는 연장선에서, 북한의 핵보유
성명 이전과 이후에 북한이 핵외교의 이익을 보는 태도가 변화했는지 확
인해볼 수 있다. 중국의 대북관여가 북한의 핵외교를 강화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그것이 북한의 핵개발 이후에
이루어진 까닭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핵보유 이전과 이후의 시
기의 핵외교 담론 강화의 동학을 각각 제시했다(<도표-6-13>).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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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성명 이후의 시기는 북한의 핵보유성명이 발표된 시점이 속한
2005년 1/4분기 이후로 규정하였다.
<도표-6-13> 핵보유성명 이전과 이후의 핵외교 방향 담론의 강화(결과)
<핵보유성명 이후>

<핵보유성명 이전>

높은 수준
대외적 기회
있는 시기
높은 수준
대외적 기회
없는 시기

(A)

(B)

6.400

2.667

(C)

(D)

2.889

2.182

개방 긍정

개방 부정

높은 수준
대외적 기회
있는 시기
높은 수준
대외적 기회
없는 시기

(E)

(F)

2.100

1.111

(G)

(H)

0.667

0.200

개방 긍정

개방 부정

이 결과를 보면, 핵보유성명 이후에도 핵보유성명 이전과 다름 없
이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한 긍정과 주변 강대국의 대북관여라는 대외적
기회라는 두 가지 요인이 모두 북한의 핵외교 동기를 강화하는 효과를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는 핵보유성명 이전
에 나타난 핵외교 동기표현의 패턴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핵보유성명 이후에도 북한이 개방정책을 긍정하는 경우와 부정하
는 경우 모두에서 주변 강대국의 대북관여라는 기회가 있는 경우에 핵외
교 담론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핵보유성명 이후 북한이 개방정책을
긍정하는 경우 가운데, 주변 강대국의 관여 가능성이 있던 시기(E)의 핵
외교 담론의 빈도는 2.100으로 관여가능성이 없던 시기(G)의 핵외교 담
론의 빈도 0.667보다 높았다. 그리고 핵보유성명 이후 북한이 반개혁적
이던 경우 가운데에서도, 주변 강대국의 관여가능성이 존재했던 시기(F)
에서 핵외교 담론의 평균빈도는 1.111로 주변 강대국의 관여가능성이
부재했던 시기(H)의 핵외교 담론의 평균빈도 0.200보다 상대적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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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리고 핵보유성명 이후 주변국의 대북관여 가능성이 높은 시기와
낮은 시기 모두에서도 북한의 개혁변수에 따라 핵외교 담론의 평균빈도
는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핵보유성명 이후 주변강대국의 대북관여
가능성이 있던 경우 가운데, 북한의 대내전략이 개방 추구적이었던 시기
(E)의 핵외교 담론의 평균빈도는 2.100으로 북한의 대내전략이 반개혁
적이던 시기(F)의 핵외교 담론 평균빈도 1.111보다 2배 정도 높았다. 그
리고 핵보유성명 이후 주변 강대국의 비관여 시에도, 북한이 개방정책에
긍정적이던 시기(G)의 핵외교 담론의 평균빈도가 0.667로 북한이 그렇
지 않던 시기(H)의 핵외교 담론 평균빈도 0.200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핵보유성명 이후에는 이들 요인의 효과가 핵보유성명 발표
이전에 비하여 1/3 이하로 저하되었다. 주변 강대국의 관여라는 대외적
기회가 존재하고 북한도 개방정책을 지향하는 경우(A, E)에서, 핵외교
동기의 평균빈도는 핵보유성명 이전의 6.400에서 핵보유성명 이후의
2.100로 단적으로 낮아졌다. 핵보유성명 발표 이후에는 핵외교 담론의
평균빈도가 핵보유성명 발표 이전의 1/3 수준으로 하락되었던 것이다.
주변 강대국의 관여가능성이 부재하지만 북한이 개방지향적 대내전략을
추구하는 경우(C, G)에서도 핵외교 담론의 평균빈도는 2.889에서 0.667
로 1/4 이하로 줄어들었고, 주변 강대국의 대북관여 가능성이 있지만 북
한이 개방에 부정적인 경우(B, F)에서도 핵외교 담론의 평균빈도는 핵보
유성명 발표에 따라 2.667에서 0.200으로 1/2 이하의 수준으로 감소했
다. 또한 주변 강대국의 대북관여 가능성도 없고 북한이 대외지향적 경
제전략을 모색하지도 않는 경우(D, H)에서는 핵외교 담론의 평균빈도가
핵보유성명 이후 0.200으로 낮아져 핵보유성명 발표 이전 시기의 1/10
이하 수준을 보였다. 핵외교 담론의 전체적인 평균빈도를 살펴보면, 전
체적인 평균빈도는 핵보유성명 이전 3.261에서 핵보유성명 발표 이후
1.033으로 낮아졌다. 핵보유성명 발표 이후에는 핵외교 담론의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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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가 핵보유성명 이전 수준의 1/3 이하로 저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9년 이래 중국의 대북관여도 북한
의 핵외교 동기를 상대적으로 강화시키는 요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앞서 언급된 북한이 개방정책에 긍정적이고 중국의 관여가 진행되던
시기(2010~2011년)의 북한 핵외교 담론의 수준은 2.125으로 핵보유성
명 발표 이후 북한의 분기별 핵외교 담론 평균치 1.033보다 약 2배 높
은 값이었다. 단, 북한의 핵외교 동기의 수준이 2005년 핵보유성명 발표
이후 전반적으로 반감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관여가 북한의 비확
산공약 체결을 가능하게 할 만큼 평양의 핵외교 동기를 확대시킬 수 없
었던 것이다.

2) 핵개발 방향의 당론강화

(1) 핵외교 동기요인의 억제효과
우선, 핵외교의 동기를 강화시키는 요인들로부터 북원 핵개발 담
론의 강화를 검토해볼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제시한 “북한의 개방 지향
적 경제전략과 주변 강대국의 관여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핵개발 방향의
담론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예측에 따르면, 북한이 개방에 대해서 긍정
적이고 주변 강대국의 전략적 관여라는 외부적 기회가 존재하는 경우(A)
에 당론 내에 핵개발 담론의 언표들이 비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예측의 전제에 따르면, (A)의 핵개발 방향 담론을 나타
내는 언표의 사용빈도가, 나머지 세 경우(B, C, D)보다 작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왜냐하면, 이 예측은 핵외교 동기의 강화가 핵개발 동기를 억
제하리라는 대칭론적 기대에 의거하여 도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
펴보았듯이 북한이 개방정책에 긍정적이고 주변국의 대북관여 가능성이
존재하는 (A) 시기들의 경우에서, 핵외교 담론의 평균빈도는 월등히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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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로부터 핵외교 동기가 핵개발 동기를 억제한다면, 핵외교 동기
가 가장 높게 표출되었던 (A)의 시기에서는 핵개발 담론이 가장 낮은 수
치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이다.

<도표-6-14> 핵개발 방향 담론의 강화 I(예측)
높은 수준의
대외적 기회
있는 시기

(A)
핵개발 방향 담론의 약화

(B)

높은 수준의
(C)

(D)

개방 긍정

개방 부정

대외적 기회
없는 시기

단, 이하의 핵개발 담론의 강화 동학에 대한 검토는 2002년 2/4분
기 이후를 대상으로 한다. 본 논문의 연구자료인 "<개관>"에서 핵개발
담론은 2002년 5월부터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A)에 해당하는
시기는 2005년 1/4~2/4분기, 2010~2011년이고, (B)에 해당하는 시기
는 2005년 3/4분기, 2007~2008년, 2009년 3/4~4/4분기이며, (C)에
해당하는 시기는 1991년 3/4~4/4분기, 2002년 2/4분기~2004년, 2009
년 3/4~4/4분기, 2012~2013년, 그리고 (D)에 해당하는 시기는 2005년
4/4분기~2006년이 된다.
아래의 <도표-6-15>에 따르면, 핵외교 동기 요인의 핵개발 동기
에 대한 억제효과는 성립되지 못한다. 북한이 개방정책을 선호하고 북한
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관여가능성이 존재하는 (A)의 경우에서 핵개발
방향 담론의 평균빈도는 예측대로 다른 경우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오히
려 가장 높게 나타났다. (A)의 경우, 핵개발 담론의 분기별 평균빈도는
1.800으로 나머지 세 경우의 값(0.333, 0.941, 1.600)보다 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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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6-15> 핵개발 방향 담론의 강화 I(결과)
높은 수준의
대외적 기회
있는 시기
높은 수준의
대외적 기회
없는 시기

(A)

(B)

1.800

0.333

(C)

(D)

0.941

1.600

개방 긍정

개방 부정

개별적 핵외교 동기요인이 핵개발의 동기 변화에 일관된 효과를
주었는지의 문제를 검토해보아도, 뚜렷한 효과가 보여지지 않는다. 우선,
주변 강대국의 관여정책 요인이 북한의 핵개발 동기 변화에 준 효과의
방향은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북한이 개방을 긍정하는 경우 내에서
는 주변 강대국의 대북관여 가능성이 존재하는 시기(A)의 핵개발 담론의
빈도가 1.800으로 북한이 주변 강대국의 관여를 받을 기회가 없던 시기
(C)의 값 0.941보다 높았다(A>C). 반면, 북한이 개혁개방을 부정하는
경우 내에서는 주변 강대국의 관여기회가 존재하는 시기(B)의 핵개발 담
론 평균빈도가 0.333으로 주변 강대국의 관여가능성이 없던 시기(D)의
값 1.600보다 크게 낮았다(B<D).
또한 북한의 개혁개방 변수도 핵개발 동기의 변화와 일정한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주변 강대국의 대북관여 가능성
이 존재하는 경우 내에서는, 북한이 개방정책을 지향하는 경우(A)의 핵
개발 담론의 평균빈도가 1.800으로 개혁개방에 부정적인 경우(B)의 핵
개발 담론의 평균빈도 0.333보다 오히려 월등히 높았다(A>B). 그러나,
주변 강대국이 관여정책을 추진되지 않았던 경우 내에서는, 북한의 개방
지향적

대내전략이

추진되던

시기(B)의 핵개발

담론의

평균빈도가

0.941로 북한이 반개혁적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D)의 핵개발 담론 평균
빈도 1.600보다 낮았다(B<D).
이로부터 북한 핵외교 동기의 강화요인을 핵개발 동기의 억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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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대칭론적 시각은 실증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분명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핵외교 동기의 강화를 핵개발 동기의 약화
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없었을뿐만 아니라, 핵외교를 고려하게
하는 개별요인들도 핵개발 동기의 변화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로부터 핵외교와 핵개발의 동학은 대칭적이기보다는 비대칭적인 관계
에 있다고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본 논문이 다루는, 북한이 핵
개발 동기를 표현하게 된 2002년 2/4분기 이후의 시기에서는, 북한 핵
외교와 핵개발의 동기가 각기 변화하는 양상은 대칭성을 갖는 것으로 이
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안보요인의 효과
다음으로는 핵개발 동기의 변화를 안보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핵개발 동기의 표현인 핵개발 담론의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변화의 동학에 대해 “미국과 관여가능성이 존재하고 한국
의 대북관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핵개발 방향의 담론은 약화될 것이
다.”라는 예측을 제시했었다. 한반도 분단체제 속에서 한국의 실질적인
대북관여는 북한 핵정책의 핵개발 동학을 작동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요
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미 간의 적대관계와 한국의 부상이라는
1970년대 중후반에 형성된 북한 핵개발의 유인들에 변함이 없었다고 해
도, 한국의 본격적인 대북관여는 상수적인 북한의 안보환경의 영향을 반
감시킬 수 있는 요소였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북관여 정책도 마찬
가지로 - 탈냉전기 이후에도 북미간의 적대관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조건 하에서도 -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안보 상의 필요성을 줄
여주는 요인이 된다. 한국의 본격적인 대북관여 정책, 미국의 대북관여
가능성은 모두 적대국의 관여정책으로서 북한 자신의 안보필요성을 약화
시킬 수 있다.
분석에 앞서, 한국의 본격적인 대북관여의 전개시기에 대한 설명
을 간단히 추가한다면, 북한의 안보우려를 약화시킬만큼 한국의 대북관
여가 확대되어 전개된 시기로는 1999년 말에서 2007년까지 햇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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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번영정책이 실현되었던 기간을 꼽을 수 있다고 하겠다.919)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햇볕정책을 제창하고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배제했으나, 북한이 이를 자신들의 안보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파악한 것은 1999년 9월 이후부터였다. 한국측이 1999
년 6월에 서해교전이 발생했음에도 남북장관급 회담을 재개하는 등 남
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자, 9월부터 북한은 한국
정부를 “남조선당국자” 등 비적대적인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
다. 이 바탕에서 2000년 2월부터는 그해 6월의 남북정상회담을 가능케
한 막후접촉도 시작될 수 있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행정부 역시
북한과의 흡수통일을 배재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모색했고, 김대중 행정
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의 창설
을 목표로 삼았다.920) 이러한 시기에 걸쳐 남북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호
전되었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 상의 안보변수를 포함하여 북한의 핵개발 담론의 강화
양상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볼 수 있다. 이 때의 검토 역시 북한 핵개발
담론의 변화가 "개관에 나타난 2002년 2/4분기 이후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미국의 대북관여 가능성은 앞서 검토한대로 꼽았다. 그에 따
라 북한의 핵개발 동기가 검토되는 시기 가운데 미국의 대북관여 가능성
919) 이 외에도 1984~1985년, 1987년, 1991년 10월 이후부터 1992년 하반기까지의 시기 역시
남북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남북관계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이들 시기를 북한의 안보환경을 완화시켜준 한국의
대북관여의 결과로서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984~1985년과 1987년의 남북대화는 북한
의 이니셔티브(1984년 9월의 대남수해지원 제안, 1986년 12월의 남북정치군사회담 개최 제
안)로 시작되었던 것이며, 1991년 말 이후 남북대화는 7.7 선언 이래 북방정책을 펼친 노태우
행정부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성사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대화 속에서 자신들의 안보우려가
완화되었다고 여겼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1984~1985년의 남북대화는 남측의 호응을
기대하지 않았던 북한의 전술적인 수해지원 제안에서 시작되었고, 1985년 말 북한의 남북대화
전술로부터의 이탈은 팀스피리트 훈련의 확대 등 한국의 군사적 압력을 초래했다. 또한 북한이
1991년 10월 남북총리급회담 이래 한국의 남북한기본합의서 체결 제안에 응한 이유는 통상적
으로 대미직접협상의 기회를 확보하려던 것으로 이해되며, 당시 한국도 대북 군사태세의 완화
방안에 방점을 찍고 있지 않았다. 장달중 편, 『현대북한학강의』(서울: 사회평론, 2013), pp.
283-309.
920) 주성환, “평화번영정책의 남북관계에 대한 효과,” 『국제지역연구』11(1) (2007), pp.
78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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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던 시기는 2005년 1/4~2/4분기, 2007~2008년의 구간이다.
<도표-6-16> 핵개발 방향 담론의 강화 II(결과)
한국의

(A)

(B)

0

0.667

(해당시기: 2005년

(해당시기: 2002 2/4분기~2004년,

1/4분기~2/4분기, 2007년)

2005년 3/4분기~2007년)

(C)

(D)

대북관여

1.000

1.778

미약/부재

(해당시기: 2008년)

(해당시기: 2009~2013년)

미국의 대북관여 가능성 존재

미국의 대북관여 가능성 부재

대북관여
본격 추진

한국의

그로부터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요인이 북한의 핵개발 담론을 약
화시켰는지를 검토한 결과, 핵확산의 안보모델에 따른 것이기도 한 관련
예측은 명확히 성립했다. 한국이 본격적인 대북관여 정책을 추진하고 미
국의 대북관여 가능성도 존재한 시기(A)에서 핵개발 동기의 표현인 핵개
발 담론의 평균빈도는 0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한국의 본격적 대북관여
정책도 부재하고 미국의 관여 가능성도 부재했던 시기(D)에서는 핵개발
담론의 평균빈도가 1.778로 네 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
였다.
각 요인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보아도, 미국의 대북관여 가능성 요
인과 한국의 본격적 대북관여라는 변수가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약화시
키는 일관된 효과를 가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미국의 관
여 가능성 요인은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
다. 한국의 대북관여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 가운데, 미국의
대북관여 가능성이 존재하던 경우(A)의 핵개발 담론 평균빈도는 0으로
미국의 대북관여 가능성이 부재하던 경우(B)의 핵개발 담론 평균빈도
0.667보다 낮았다. 그리고 남북관계 상 한국의 대북관여 정책이 상대적
으로 약화된 시기 내에서도, 미국의 대북관여 가능성이 존재하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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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에서 핵개발 담론의 평균빈도는 1.000로 미국 측의 대북관여 의지가
사라졌던 경우(D)의 핵개발 담론 평균빈도 1.778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둘째로, 한국의 본격적인 대북관여 정책도 북한의 핵개발 동기가
약화되는 경향을 일관되게 설명한다. 미국의 대북관여 가능성이 존재하
던 시기들 가운데, 한국의 본격적인 대북관여가 추진되었던 경우(A)에서
핵개발 담론의 평균빈도는 0이었다.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 조건은 유사
하지만 한국 측의 대북관여 정책은 약화된 시기(C)의 핵개발 담론의 평
균빈도 1.00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였다. 미국의 비관여 시기 가운데에
서도, 한국의 관여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경우(B)에서는 핵개발 담
론의 평균빈도가 0.667로 한국의 대북관여가 부족했던 경우(D)의 값
1.778보다 뚜렷이 낮았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안보요인을 중심으로 그 핵개발 담론의 강화
를 설명하여 보았을 때에는, 미국의 대북관여 변수와 한국의 대북관여
정책 변수가 모두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는 점이 확인된다. 북한의 핵능력 확대가 한미 양국의 대북관여 가능성
을 낮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핵개발 자체는 스스로의 핵개발
동기를 유지시키는 상호작용을 촉발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로 한미 양
국의 대북관여 용의가 축소되면, 다시 북한의 핵개발 동기는 - 방금 검
토한 핵개발 동기의 변화 동학에 따라 - 강화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
다. 이로부터 남북 간, 북미 간의 별도의 성찰적 개입과 대화가 없이는
북한의 핵도 한반도 안의 긴장도 모두 ‘고도화’되어 버리는 결과가 미래
에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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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1. 당론화․당론강화의 종합: 북한의 핵담론을 통해서 본 핵정책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기에 앞서, 당론화 과정과 당론강화 동학
을 종합하여 북한의 핵정책 결정을 설명하여 볼 수 있다. ‘정책어림법
이론’을 제시한 민츠는 정책결정은 해당문제에 대한 적절한 선택지를 추
리는 어림법의 단계와 추려진 선택지 중에서 합목적적으로 최선의 대안
을 선택하는 합리적 계산의 단계라는 두 단계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될
때 정책결정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 제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각을 받아들임으로써 본 논문의 앞부분에서 북한 핵정책의 정책선택지
변화의 차원과 정책동기 변화의 차원을 모두 검토했다면, 본 논문의 결
론에서는 정책결정을 위한 두 차원의 조건이 모두 총족되었는지를 간소
하게나마 확인하는 2단계 모델로 북한의 핵정책 결정 사례를 이해해보
도록 하겠다. 이것은 ‘북한의 핵정책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동
학을 통해 발전되었는가?’라는 본 논문의 중심적 연구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정책 결정에 대한 정책선택지와 정책동기의 2단계
설명은 북한의 핵정책 변화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핵정책을 구성하는
정책선택지의 폐기 혹은 정책동기의 약화가 이루어진다면, 다음의 주요
분기점에서 핵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우선, 핵외교와 관련된 북한의 정책결정 사례들을 정책선택지의
차원과 정책동기의 차원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 북한 핵외교의 주요결정
은 당론화 결과에 반영된 정책선택지와 당론강화로 표현된 정책동기가
모두 존재하여 성립된 것으로서 재조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1985년 12월 NPT 가입, 1992년 1월 IAEA 안전
조치협정 체결,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사
례를 하나씩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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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7-1> 핵외교 담론의 당론화 시점과 당론강화 추이

첫 번째로, 북한의 1985년 NPT 가입은 관련 방안이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로 정당화되고 소련의 관여에 따라 북한의 관련 정책동기
도 충분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먼저, 북한의 당 정책담론 내에는 핵전쟁
방지 담론이 NPT 가입을 정당화할만큼 확대되어 있었다(<도표-7-1)>).
핵전쟁방지 담론은 1984년 여름 소련의 핵노선에 대한 지지를 제6기 제
9차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승인함에 따라 확대되기 시작했고, 1985
년 말에 이르면 소련의 “핵실험 동결”을 지지한다는 언표까지도 승인받
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핵전쟁의 위험 방지” 언표는 NPT의 정
당성을 뒷받침하는 언표였다.921) 또한 1985년 말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핵외교 동기도 등장하여 있었다. 1984~87년 사이는 북한 내부의 개혁
적 분위기와 소련의 대북 핵협력이 평양의 핵외교 수요를 강화시켜놓고
921) “핵전쟁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은 NPT 조약 서문에 밝혀져 있는 동 조약의 목적 중
̇̇̇̇모든
̇̇
하나이다. NPT 전문에서는 핵비확산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핵전쟁이
̇̇̇̇
̇̇̇̇
̇̇
̇̇̇
̇̇̇
̇̇̇
̇̇̇
̇̇̇̇
̇̇̇
인류에게 엄습하게 되는 참해와 그러한 전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연적 필요성을 고려하고, 핵무기의 확산
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심각하게 증대할 것임을 확신하며(Considering the devastation that
would be visited upon all mankind by a nuclear war and the consequent need to make
every effort to avert the danger of such a war and to take measures to safeguard the
security of peoples, Believing tha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would seriously
enhance the danger of nuclear war,).” 출처: 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 (검
색일: 2016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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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1992년 IAEA 가입도 정책선택지와 정책동기 차원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1991년 중반부터
핵무금지 담론이 다시 본격적으로 확대되었고, 북한은 IAEA 가입을 위
해서는 핵위협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정책기조와 “동시핵사찰”이라는 구
체적 방안도 당론 차원에 등장해 있었다. 또한 핵외교 동기를 확대시키
는 유인들도 역시 뚜렷이 존재했다. 1990년대 초 북한은 대외개방을 모
색하고, 미 행정부는 대북관여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를 배경으로, 북한
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미국의
전술핵철수 선언, 한국의 핵무기부재선언,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 훈련
잠정중단 방침)을 핵위협제거 문제에서의 진전으로 규정하고, IAEA 안
전조치협정 체결을 정당화했다.
세 번째로, 1994년 10월 체결 역시 제네바합의 체결도 선택지, 동
기 두 차원에서 모두 허용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3월 NPT
탈퇴 이후 제네바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북한은 핵전쟁방지 담론의 언
표인 “근원적 해결”, “일괄타결” 등의 언표와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북
미합의 하의 경수로’ 언표를 핵협상의 진전을 받아들여 승인해놓고 있었
다. 이러한 언표들을 바탕으로 북한은 정치적 핵동결과 그에 대한 보상
방안을 담은 제네바합의문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당론강화(동기)의 측면에서도 1994년 중후반 북한의 핵외교 동기가 크
게 확대되어 있었다. 1993년 12월 9기 21차 전원회의에서 농업제일주
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발표한 이후, 북한의 대외개방 노력
은 정치적 탄력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1994년 6월 김일성-카터 회담에
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된 결과 북미대화도 활
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네 번째,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 역시 정책선택지와 정책동기
양 측면이 공동으로 뒷받침한 결과였다. 우선, 9.19 공동성명의 채택을
가능케 한 정책선택지는 9.19 공동성명 타결과 거의 동시에 당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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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되었다. 이는 2005년 가을 4차 2단계 6자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임시방편으로나마 제시함
에 따라 북한의 새로운 당론화가 촉진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9.19 공동
성명의 발표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비핵화’ 언표와 북한의 ‘북미합의 내
의 경수로’ 언표 등을 당론화했다. 이로써 북한이 한반도비핵화의 공약
을 재천명하는 대신 경수로를 제공받는 정책선택지가 등장했던 것이다.
한편, 미국과 비핵화 합의를 모색할 동기도 북한 안팎의 요인에 따라 존
재했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기점으로 미국 국무부는 대북정책 내에서
관여의 비중을 늘렸으며, 북한의 핵보유 성명을 기점으로 북한과의 타협
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미국과의 타협을 통해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해야 할 북한의 필요도 여전했다. 아직은 체제개혁 기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배경에서, 북한은 체제개혁을 뒷받침할 대외환경
의 안정화를 선호했다.
한편으로는, 승인된 정책선택지와 핵외교의 동기라는 두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가 부족하여 일관된 핵외교 정책이 성립되지 못한 사례도 제
시할 수 있다. 우선, 제네바합의문 체결 직후의 북미관계개선 지연은 당
론강화로 표현되는 핵외교의 정책동기가 부족했던 사례이다. 1995년 8
월 경수로 협상의 타결로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의 장애요인들이 사라
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북미 간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에는 무
관심했다.922) 1995년 여름 이후에도 평양은, 주북(駐北) 미국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유일하게 남은 쟁점이었던, 외교행랑 및 연락사무소용 물품
의 판문점 통과에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1995년 연내에 북미관계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핵정책의 선
택지들은 당론 내에 아직 존재하고 있었다. 제1차 북핵위기를 거치면서
승인된 다양한 언표들이 당론 수준에 남아 있었을 것이고, 한반도정전체
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평화보장체계” 수립의 요구는 당론에서 비교적

922) Nam Sung Huh, “Background and Strategy of North Korea`s Approach to the United
States,” KNDU Review 2(2) (1997),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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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이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북한의
대미외교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이유는 북한의 내부적 변화에 따
라 핵외교의 동기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1995년 중반 이후 북한 내부
에서 개혁주의자들에 대한 반개혁주의의 공세가 이루어진 결과, 북한 대
내정책의 기조가 김일성 말기의 개방추구에서 반개혁으로 선회했다. 그
에 따라 북미관계 확대는 그것이 국내사회를 외부에 개방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북한체제의 이익이 아니라 우려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
다.
반면, 2011년 초 북한발 대화국면이 북한의 정책변화로 연결되지
못했던 이유는 1995년의 사례와 달리 정책담론의 범위가 협소했다는 점
에서 찾을 수 있다. 2011년 초 북한은 미국에 식량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화재개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지만,923) 한미 양국의 키리졸브 훈련
(2011. 2. 28~3. 10) 개시 직후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소극적인 입장으로 회귀했다.924) 그 결과, 북미․남북 간에 협상을 통한
외교적 성과도 달성되지 못했다.
당시 중국의 대북관여로 북한의 핵외교 동기는 확대되어 있었다.
2011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던 중국은 북한
의 6자회담 복귀와 핵정책 변화를 촉구했던 것이다. 2010년 12월 다이
빙궈 국무위원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한반도 상황 및 양국관계”를
논의했다. 중국은 천안함 사태 이후 2010년 내내 이어진 한반도의 긴장
으로 악화된 미중관계를 수습하기 위해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
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후 중국은 관련국들에게 6자회담 재개를 촉구
하고, 북한에게는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923) 2011년 1월 중 북측은 한국의 통일부장관과 통일전선부장 간의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
졌으며, 남북한 의회간 회담과 군사부문 간의 회담도 제안했다. 1월 28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
선은 한국의 국회와 북측의 최고인민회의 간의 접촉을 제안했고, 한국측의 종교․사회계 단체에
대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팩스를 대량으로 발송했던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와 인민무력부 간의
고위급회담을 위한 실무회담도 북측의 요구로 개최되었었다.
924) 『노컷뉴스』, 2011년 3월 1일자, “북 외무성 담화, ‘우리 군대의 물리적 대응이 불가피해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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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했다. 또한 북한으로서도 외부적 지원을 획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
설 필요가 있었다. 2012년의 강성대국 건설시한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
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발전이었다. 일례로 2011년 2월 『조선신보』에
서는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과거청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925) 당시
북한이 외부의 지원을 획득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만큼, 북한을 핵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외부의 유인들은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2011년 초 북한의 당론 내에는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선택지의 폭이 좁았다. (후일 2012년 2. 29 합의로 나타나는) 미국
의 식량지원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유예의 거래 방안을 정당화할 수
있을 “핵실험 동결”과 같은 언표가 당론화되어 있지 못했다. 즉, 북한이
고려하는 정책선택지 범위에 핵실험 동결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는 것이다.
덧붙여, 1년 뒤 북미 양국 사이에 2.29 합의가 마련되기는 하지만,
이때에도 여전히 북미 간의 협상결과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핵실험 동결" 언표가 당론화되어 있지 못했다. 사후적으로라도 이 언표
가 승인되었다면, 북한의 핵외교는 대외적 합의에 비추어 일관된 방향으
로 나아갈 여건이 마련되었을 것이나, 사후적으로도 “핵실험 동결” 언표
는 당론화되지 못했다. 그 결과, 북한이 2012년 4월 13일 은하 3호를
발사함으로써 2.29 합의는 합의 체결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폐기
되었다. 이는 이니셔티브 상의 전략적 선택지가 국내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한 핵외교가 좌초된 또다른 예가 된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개발 카드도 당론화로 보여지는 정책선택지와
당론강화로 표현되는 정책동기의 요소들을 종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핵개발에 관련된 정책결정의 사례들은 핵외교
에 관련된 사례들보다 협소한데, 핵개발 결정들은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여기서의 검토대상은 제1차, 제
2차, 제3차 핵실험(2006. 10. 6, 2009. 5. 25, 2013. 2. 12) 등 북한의
925) 『조선신보』, 2011년 2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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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인 핵개발 조치에 한정한다.
<도표-7-2> 핵개발 담론의 당론화 시점과 당론강화 추이

우선, 2006년 10월에 진행된 북한의 제1차 핵실험 관련 결정을
정책선택지와 정책동기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당론화의 측면에
서, 북한은 이미 핵억제 담론만이 아니라 "방위력 강화" 언표라는 핵증
강 담론의 주장을 보이고 있었다. 동시에 미국 재무부의 BDA 금융제재
로 2005년 초 이래의 국무부의 대북관여 노력이 사실상 중단되었기 때
문에, 북한의 핵개발 동기는 확대되었다. 이처럼 제1차 핵실험의 선택을
앞둔 북한에게는 핵개발 결정을 위한 담론과 동기의 두 가지 필요조건이
모두 존재했던 것이다(<도표-7-2>).
다음으로, 2009년 5월 25일의 제2차 핵실험의 경우에도 선택지와
동기 두 차원이 모두 총족되었다. 이 경우에는 당론으로 승인된 정책방
안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책동기가 강화되는 능동적 패턴이 보여졌다.
2008년 중반 이후 핵증강 담론이 뚜렷이 확대되어 있었다. 2008년 여
름 한국의 북한급변사태 논의를 배경으로 북한군은 적극적 방어의 필요
성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김정일 와병사태로 인한 불안감에 힘입
어 당론에도 반영되었다. 그에 따라 러시아의 핵전력을 소재로 한 “전략
로케트군” 언표가 2008년 여름 “<개관>”에 출현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핵실험의 동기는 핵증강의 정책방안들이 추구되는 과정에서 보다 확대되
었다. 북한 스스로가 2009년 초부터 안보환경을 악화시킨 결과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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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직전에는 핵개발의 동기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의 출범으로 북한의 대외환경은 2기 부시 행정부 말기와 유사한 상황으
로 유지되거나 더욱 호전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2009년 4월 북한의 장
거리로켓 발사로 창출된 대결국면이 북미관계의 냉각을 초래하고, 미국
이 북한에 대한 관여에 소극적으로 임하도록 했다.926) 북한이 자초한 이
러한 상호작용은 다시 북한에게 두 번째 핵실험을 위한 정치적 동기를
제공했다.
세 번째로, 김정은 체제 하에서 진행된 제3차 핵실험(2013. 2.
12)은 2차 핵실험과 유사한 정책방안의 범위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악화
된 정책환경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동기는 2차 핵실험 당시보다 더욱
컸다(<도표-7-2> 참조). 우선, 2013년 2월에 북한이 고려하던 정책선
택지의 범위는 2009년 5월의 것과 유사했다. 2003년 여름 이후 핵억제
담론의 추가적 당론화는 없었고, 2차 핵실험과 3차 핵실험 사이에 핵증
강 담론의 새로운 당론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 하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관여도 전개되지 못하고 있었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2009년 2차 핵실험 당시보다 심화되었다. 이 때문에, 북
한의 핵개발 동기는 2009년의 경우보다 더욱 높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
다.
기존의 설명방식으로는 오늘날 북한이 핵무기의 실전배치 정책을
진행하는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기 힘들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 않는 핵보유(비배치 핵보유
국)를 지향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던 것이다.927) 이러한 주장에서
는 탈북장교의 주장에 따라 북한이 핵억제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근거의 하나로 제시했다. 북한이 핵억제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는 북
한이 당시 보유한 핵능력으로도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핵공격을 위협하는
핵억제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추구하
926)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추진되던 시기에 북한의 정책동기로 주로 거론되던 사항은 후계체제
구축작업 상의 필요성이었다. 전현준, “북한 로켓발사 배경과 향후 전망(Online Series
CO 09-26)” (서울: 통일연구원, 2009).
927) 임수호,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 : 북한의 핵정책과 위기조성외교(1989~2006),”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6), pp. 2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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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비배치를 낙관하는 시
각에서의 중심적 논리는 북한이 “핵개발”의 이득(안보)과 “핵외교”의 이
득(보상)을 최대화하려는 행위자라는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의 핵
개발 노력은 핵무기의 실전배치 이전에 그치리라고 예측되었다. 북한이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추구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 내부의 핵개발론을 촉
발시킴으로써 핵개발로 인한 북한의 안보이득이 줄어들고, 핵무기 축소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상실됨으로써 핵외교의 이득도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예측과는 달리 근래에 북한은 핵무기의 실
전배치로 나아가고 있다. 2013년 3월 북한 최고사령부 성명은 핵무기가
발사대기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고, 그 즈음 『로동신문』은 전략로케트
군의 핵타격계획도 선전했다.
반면, 정책선택지와 정책동기 두 측면에서 북한 핵정책을 살펴보
는 설명방식을 채택한다면, 오늘날 북한의 핵정책 방향에 대한 보다 분
명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핵무기 실전배치와 관련된 북한의 정책선
택지는 2006년 핵실험 이후에 등장했다.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고 비
핵화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2008년 여름에 북한은 외국의 “전략로케트
군”을 주목함으로써 실전배치와 관련된 정책선택지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들어섰던 것이다. 결국 북한은 2013년 봄 병진노선의 채택을 전후하여
북한 자신의 “전략로케트”, “정밀핵타격” 등 핵증강 방향의 선택지를 당
론에 받아들였다. 다음으로, 2009년 이후 한미 양국이 모두 북한에 대한
관여의지가 부족한 조건에서 추가적 핵개발에 대한 북한의 안보동기가
강화되어 갔다. 북한은 급변사태에 대한 한미동맹의 개입을 거부하기 위
한 전략이 필요했으며, 핵무기에 대한 선제타격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에 의한 예방타격을 추구하게 되었다.
갈음하여, 이러한 설명의 목적은 과거의 무수히 많은 틀린 주장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설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
이라고 할 때, 기존 설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존설명에서는 북한이 안보부문의 득(“핵개발”의 득)과 보상
부문에 대한 득(“핵외교”의 득)을 합한 총이득이 가장 큰 방안을 선택한
다고 본 데에 문제가 있었다. 본 논문의 6장에서 검토했듯이, 북한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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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동기의 동학은 주로 안보부문의 필요성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민츠와 같은 의사결정 분석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핵개발 정책과
관련된 북한의 의사결정에서는 안보부문 이익의 가중치(weight)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안보요인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핵정책이
상응하는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의 핵개발 과정
에서도 북한은 핵개발 행위로 인한 핵외교 부문에 대한 손실은 크게 고
려하지 않았다. 예컨대, 북한은 2009년 5월의 2차 핵실험으로 갓출범한
오바마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에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했다. 즉, 기존
예측의 전제와 달리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보상(“핵
외교”)의 득과 안보(“핵개발”)의 득이 동등하거나 대체가능한 것으로 간
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기존 시각의 개선방향은 북한이 안보
이익에 특별한 가중치를 두고 핵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내린다는 점을 고
려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2. 요약/함의
본 논문은 “북한의 핵정책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동학
을 통해 발전되었는가?”라는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북한의 핵담론을 근
거로 파악하고자 했다. 북한 핵정책 변화의 역사적 과정과 정치적 동학
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안보담론의
압도적 무게 하에서 더더욱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
은 북한의 핵담론을 통해 북한의 핵정책을 드러내는 접근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핵담론을 통해서 북한이 추구하는 핵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네 가지의 하위질문이 먼저 답해져야 했다. 첫째 '북한의 핵담론은
무엇인가?', 둘째 '핵담론과 핵정책의 연관지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
가?', '핵담론을 통하여 핵정책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셋째 ‘핵담론
을 통하여 핵정책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넷째 '핵정책의 변화를 어
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하위질문들을 해소해야 핵담론을 통한 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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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하위질문으로부터 핵
담론을 핵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담론으로 규정하고, 핵담론과 핵
정책의 연관지점을 정책담론(특히 당론)에서 찾았으며, 북한의 정책담론
에 핵담론이 등장·사용되는 양상으로부터 핵정책을 파악할 수 있고, 당
론에 반영된 핵정책의 선택지와 동기 두 차원을 결합하여 핵정책 변화를
설명한다는 관점을 취한다는 나름의 해법들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예비적 작업으로 2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요개념과 북한
핵정책의 정책선택지와 동기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제시했다. 우선, 2장
1절에서는 담론/언표, 당론, 당론화, 당론강화 등 주요개념을 설명하였
다. 첫째로, 담론과 언표는 푸코의 담론이론을 기초로 규정하였다. 담론
의 유형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전략적 태도로 규정될 수 있고, 언표는
그 담론을 구성하는 상징과 표상의 단위라는 것이다. 둘째로, ‘당론’의
개념은 담론분석의 담론적-역사적 접근방식에서 차용했다. 당론은 정치
영역 중 정당영역 내의 논의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노동당 내의 논의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기초가 된다. 다음으로 당론화와 당론강화
는 북한의 당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구체적인 현상이다. 당론화
는 당론 내에 새로운 언표가 등장하는 것이며, 당론강화는 언표들의 빈
도가 증가하는 것을 각각 지칭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당론화는 정책결
정자가 전략적 방안으로 고려하는 정책선택지의 등장을 반영하고 있고,
당론강화는 특정 정책방향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강화를 보여준다.
2장 2절에서는 당론화와 당론강화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시했다.
각각의 분석틀은 곧 당론화에 반영된 정책선택지의 차원과 당론강화로
보여지는 정책동기의 차원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첫째, 당론화에
대한 분석의 틀은 정책행위를 표상짓는 담론의 등장을 설명하고자 하는
사회적 구성주의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이를 다루기 위한 분
석의 틀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포스트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모델에서
구하였다. 그에 따라 개별적 당론화 사례를 당론화의 정책적 배경과 당
론화 시도, 당론화 수용의 각 수준에서 고찰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당
론강화 현상은 행위에 대한 의지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동기개념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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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파악될 수 있다. 당론강화의 본질은 특정한 정책방향에 대한 정치
적 의지의 증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대상인
핵정책의 관련 동기는 핵확산의 동기모델을 통하여 분석될 수 있다. 그
에 따라 북한 정책환경 상의 요인 변화가 북한 핵정책 동기를 변화시킨
다는 관점에서, 변화요인과 핵담론의 당론강화 결과 간의 관계에 대한
세 개의 간단한 예측도 제시하였다. 이는 6장에서 북한 핵정책 동기의
변화를 설명하는 기초가 된다.
3장에서는 1947년부터 2013년 사이에 보여지는 북한 핵담론의
유형과 언표를 제시하였다. 우선, 핵담론의 일반적 유형에는 핵에너지를
긍정하는 담론(평화적 핵활동 담론), 핵에너지를 부정하는 담론(탈핵 담
론),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긍정하는 담론(핵증강 담론), 핵무기를 제한적
으로 긍정하는 담론(핵억제 담론),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담론
(핵무기금지 담론),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부정하는 담론(핵전쟁방지 담
론)의 6개 유형이 있다. 이 가운데 북한과 같은 통제사회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핵에너지를 부정하는 탈핵담론을 빼고 5개 유형의 핵담론을 북
한은 모두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핵에너지를 긍정하는 담론인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담론’은 소련이 핵개발 시기 동안 간섭을 거부하기 위해
제시했던 핵활동 권리 주장과 1950년대 중반 핵협력 시기 제시한 논의
들로부터 유래한다. 둘째로, 북한은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긍정하는 유형
의 담론으로서 ‘핵증강 담론’을 가지고 있었다. 1950년대 중후반 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과 핵능력 향상을 추구한 방위력 강화 노선을 북
한은 지지하고 수용한 바가 있었던 것이다. 셋째로, 핵무기의 억제력 측
면만을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유형의 담론으로서 북한의 ‘핵억제 담론’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중국 핵억제 정책의 논리를 수용했다. 중국의 핵실
험 전후가 북중 간의 밀월기였으므로, 북한은 중국이 1964년 핵실험 직
후 제시한 핵억제 교리를 정당한 논의로 규정했었던 것이다. 넷째로, 핵
무기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유형의 담론에는 북한의 ‘핵무기금지 담론’
이 해당한다. 북한의 핵무기금지 담론은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가했었던 친공산주의 성향의 평화옹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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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부터 영향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평화지대”
언표를 중심으로 한반도핵문제에 대한 핵무기금지의 대책을 발전시킴에
따라 “평화지대”의 응용방안들이 1980~1990년대에 북한의 핵담론으로
자리잡기도 했다. 다섯째로,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부정하는 유형의 담론
으로는 북한의 ‘핵전쟁방지 담론’이 속한다. 이 담론은 한국전쟁의 재발
가능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부터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의

핵전쟁방지

담론은

흐루쇼프

시대의

평화공존론,

1970~1990년대에 북한이 전개한 대미관계 개선전략에서 유래한 언표
들로 더욱 풍부해졌다.
4장에서는 1983년부터 2005년 2월의 핵보유성명 직전까지의 시
기에 이루어진 당론화 사례를 다루었다. 첫째로, 냉전기 동안 이루어진
북한 핵정책의 당론화에서는 북소관계의 확대와 약화가 전환점이 되었
다. 1984년 여름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과 북소관계 격상 직전부터 북
한은 핵전쟁방지 담론의 언표 다수를 당론화해갔다. 그로 인하여 1987
년 여름까지 “평화협정”, “핵군축”, “핵전쟁방지”, “핵실험동결” 등의 핵
전쟁방지 담론의 언표, ‘한반도비핵지대’ 등 핵무기금지 담론의 언표가
연속적으로 “<개관>”에 출현해갔던 것이다. 1987년에는 북미대화 가능
성을 북한이 모색하는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 군축제안” 언표도 당론화
되었다. 둘째로, 김일성 사망까지의 탈냉전 초기 북한은 핵무기금지 담
론과 핵전쟁방지 담론의 언표를 1980년대 중반과 유사하게 연속적으로
당론화했다. 이 시기 대표적인 당론화사례로는 1991년 6월의 정당, 단
체 연합성명에서 제기된 “동시핵사찰” 방안과 “핵위협제거” 구호에 대한
것이 있다. 이는 북한이 자신에 대한 ‘핵의혹’을 해소하고 교차승인의 전
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추구한 자취였다. 셋째로, 김정일 체제
의 출범과정에서 당론화의 대상이 되는 핵담론의 종류가 크게 변화했다.
2002년 경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연설 이후 핵증강 담론의 언표인
“방위력 강화” 언표가 당론화되었다. 또한 2003년 6자회담 1차회의 결
렬 직후에 “핵억제력” 언표가 당론화되었다. 이는 김정일 시대로 넘어오
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긍정하는 시각의 정책선택지를 확대시켜 갔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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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다. 제1차 북핵위기 기간 동안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가 두드
러졌던 것과 달리, 핵보유성명 직전까지의 제2차 북핵위기 과정 중 핵전
쟁방지 담론의 당론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서 5장에서는 북한이 핵보유성명을 발표한 2005년 2월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진 핵담론의 당론화 사례들을 제시했다. 북한
은 핵보유를 공개함에 따라 새로운 핵전략의 가능성들을 고려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보유성명 이후 당론화 사례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북한의 인식 위에 전개된 핵전략 조정과 발전의
과정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우선, 핵보유성명 직후에는 북한의 핵담론 중 핵개발과 직접 관련
되지 않은 핵담론들이 광범위하게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첫째 핵무기
금지 담론의 재편, 둘째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확장, 셋째 (김정일 집권
이후 최초의) 핵전쟁방지 담론의 재도입 등의 변화가 북한의 2005년 2
월 핵보유성명 발표로부터 머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첫째
로, 전통적인 ‘세계주의’ 핵무기금지 담론의 언표는 당론에서 사라지고
‘한반도비핵화’ 언표는 당론에 재등장하는 형태로 핵무기금지 담론의 재
편이 이루어졌다. 전통적인 ‘세계주의’ 핵무기금지 담론 중 “<개관>”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핵무기 금지 및 철폐” 언표가 핵보유성명 이후
사라졌다. 기존의 핵무기금지 방향의 정책적 선택지들은 전술적 지위로
격하된 것이다. 동시에 9.19 공동성명을 계기로 ‘지역주의’ 핵무기금지
담론의 ‘한반도비핵화’ 언표가 "<개관>"에 재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
은 6자회담 참여를 정당화하는 핵무기금지 담론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둘째로, 평화적 핵활동 담론은 NPT에 미복귀하는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
향으로 변화되었다. 핵보유성명 직후 “<개관>”에는 핵개발 의혹을 받는
이란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강조하는 언표가 등장했다. 이는 NPT의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적 핵활동에 대한 통제는 부당하다는 의미
를 가졌다. 또한 9.19 공동성명 내의 경수로제공방안이 미국에 의해 거
부된 이후 북한은 외부에 경수로를 요구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자
체적으로 경수로를 건설하는 문제(‘북미합의 외의 경수로’ 언표)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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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했다. 셋째로, 핵보유성명이 발표된 2005년에는 핵전쟁방지 담
론의 당론화도 전개되었다. 북한은 핵을 가진 이후 6자회담을 핵국가 간
의 평등한 회담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핵군축” 언표
가 다시 도입되었다.
다음으로, 핵보유성명 이후의 시기 중 2006년 핵실험 이후 북한이
취한 당론화의 사례들은 주로 핵증강 담론에 대한 것이었다. 2006년 이
후 “<개관>”에 새로운 언표가 등장한 시점은 2008년 하반기, 2010년
초, 2013년 초인데, 이 가운데 2010년 초의 당론화를 제외하면 모두 핵
증강 담론의 당론화였다. 2008년에는 러시아의 전략로케트군 활동을 소
재로 한 “전략로케트” 언표가 당론화되었다. 이는 북한이 핵의 운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반영했다. 이어 2013년 초에는 북한의 “전략로케
트군” 언표와 “정밀핵타격” 언표가 당론화되었다. 이는 핵군사력의 건설
과 정밀핵타격 능력의 확보를 전략적으로 추구하겠다는 정책의 발전을
반영한다. 이 외에도 2010년 초 북한은 “평화협정” 언표를 당론화했다.
북중미 3자회담을 통해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것이
었다.
참고로, 4~5장에서 다루어진 당론화는 1983년부터 2013년 사이
에 추진된 북한 핵정책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핵정책 선택
지의 확대는 핵정책의 확대방향 혹은 선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
에, 핵정책 선택지의 확대를 반영하는 현상인 ‘핵담론의 당론화’는 북한
핵정책의 역사를 제시해주는 것이 된다.
6장은 당론에 반영되는 북한의 정책동기 측면을 보여주는 당론강
화의 현상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북한의 정책동기를 비핵화, 핵군비통
제를 추구하는 핵외교 방향과 수평적․수직적 핵확산을 추구하는 핵개발
두 가지 방향에 대한 것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아울러 평화적 핵활동 담
론 일부, 핵무기금지 담론, 핵전쟁방지 담론 등 타협적 핵외교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담론은 핵외교 동기를 표현하는 ‘핵외교 담론’으로 규정하고,
핵증강 담론, 핵억제 담론 등 핵개발 행위를 정당화하는 담론은 핵개발
동기를 표현하는 ‘핵개발 담론’으로 규정하였다. 이 바탕에서 6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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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핵외교 동기와 핵개발 동기가 기존 논의의
연장선에서 예측되는 바와 같이 변화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구체적으
로는, 첫째 주변 강대국의 관여와 북한의 개방지향적 대내전략이라는 요
인이 북한의 핵외교 동기를 확대시키는지, 둘째 이들 요인이 핵개발 동
기는 약화시키는지, 셋째 미국의 대북관여와 한국의 본격적인 대북관여
라는 변수가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6장의 검토 결과로부터, 북한의 정책환경 상 요인들이 핵
외교 혹은 핵개발 동기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 우
선, 북한의 개방지향적 경제전략과 주변강대국(미·중·소)의 대북관여 가
능성 요인은 모두 북한의 핵외교 동기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단,
핵보유성명 이후 이들 요인이 핵외교 동기를 강화시키는 효과의 정도는
핵보유성명 이전의 1/3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다. 두 번째, 북한의 개방
지향적 경제전략과 주변 강대국의 관여라는 요인은 핵개발 동기를 억제
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경제전략, 주변 강대국의 관
여가능성이 북한의 핵개발 동기의 변화와 갖는 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
해보아도, 이들 요인과 북한 핵개발 동기의 강화 간에는 일정한 상관관
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핵외교 동기의 동학과 핵개
발 동기의 동학을 비대칭적인 것으로 보아 별개로 파악해야 한다는 바를
뜻한다. 세 번째, 한국의 본격적인 대북관여와 미국의 대북관여는 북한
의 핵개발 동기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었다. 미국의 대북관여 가능성이
라는 요인과 한국의 본격적인 대북관여 정책이라는 요인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동기는 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북한의 안보필요성을 줄
여주는 요인이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다. 이로부터 핵개발 동기의 변화 동학은 안보필요성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당론화 과정과 당론강화 동학 양자를 종합하여, 북한 핵
정책의 주요사건을 설명했다. 북한의 핵외교 정책이나 핵개발 관련 행위
들은 정책선택지 측면의 조건과 정책동기 측면의 조건이 모두 갖추어졌
을 때 출현하며, 정책선택지가 배제되어 있거나 정책동기가 부족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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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되기 어렵다고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실천적 시사점 역시 정책선택지(당론화)와 정책동기(당
론강화) 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우선, 당론화의 차원에
서는, 북한의 당론 내에 존재하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
책선택지가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오늘날 북한 내의 핵무기
금지 담론은 매우 협소한 범위의 언표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핵무기
금지 담론 가운데 ‘세계주의’ 핵무기금지 담론은 사실상 탈당론화되어
있고, ‘지역주의’ 핵무기금지 담론 중에서도 ‘한반도비핵화’ 언표만이 북
한의 지역적 고립을 방지하고자 당론 내에 남아 있다. 한편, 핵전쟁방지
담론은 1990년대 중반보다는 오히려 확대된 상태에 있다. “핵군축”, ‘북
미 평화협정’과 같은 언표가 당론에 2010년대에 등장한 바가 있던 언표
이다. 1990년대 북핵 1차위기의 해소를 위한 북미 간의 타협에 동원될
수 있었던 평화적 핵활동 담론도 오늘날에는 반쪽만 남아 있다. 남아 있
는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언표는 북미합의나 NPT 복귀에 부정적인 언
표뿐이다. 오늘날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담론도 북핵문제의 해결에 도움
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항을 그대로 둔다면, 북
핵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포기 없는 한반도비핵화 합의, 핵군축 방식의 상호 핵통제,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연계될 북한의 양보조치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반핵무기 방안에 대한 북한의 승인범위가 너무나 좁아진
상태에서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북한이 새로운 해법을 받아
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한 대화방안을 갖추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당장의
핵전쟁 방지, 궁극적인 북한의 핵폐기를 목표로 할 때, 이러한 담론전략
은 북한의 반핵담론 중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확대되도록 고무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의 방향은 i) 북한의 핵무기금지 담론을
‘한반도비핵화’ 언표만이 아니라 ‘세계주의’ 핵무기금지 주장을 갖춘 것
으로 확대시켜가기 위한 것, ii) 북한의 핵전쟁방지 담론을 “핵실험 동
결”, “핵전파방지(핵비확산)”과 같은 실질적인 핵통제 주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것, iii) 평화적 핵활동 담론 중 NPT 체제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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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통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주장을 재생시키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
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 가능성을 고려하는 북한은 “핵무기전파
방지” 언표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당지도부가 “핵무기 금지/철폐”, “핵무기 사용 금지”, “핵실험 금지/중
지”, “핵실험동결”, “핵전파방지”, ‘북미합의 하의 경수로’, 북한의 “평화
적 핵활동” 언표 등을 당론으로 받아들인다면, 북한 핵외교의 양상을 다
시금 핵무기 축소를 지향하는 것으로 변화시킬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성명 이후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조금이나마
일어났던 전형적인 예는 2010년 5월 김정일의 방중 전 발표되었던 북한
의 핵정책이다. 2010년 4월 발표된 북한의 외무성 비망록에서 중국의
핵철폐론과 유사한 “세계의 비핵화” 언표를 언급했었다.
핵무기를 부정하는 당론의 승인을 유도하기 위한 대화방안에서는,
중국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북한 핵담론의 역사는 적대국
이 아니라 소련과 중국 등 우호국의 핵담론이 북한의 핵사유를 형성시키
는 데 폭넓은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과 북핵문제에 관하여 “대화와 협상의 방식”이 필
요하다는 언표 이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 자신의 국력증
대에도 불구하고 핵확산 문제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주도적 노력에 편승
하고 있다는 데에서 파생되는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관
성을 버리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세
계적, 지역적 핵규범을 제시하는 데 미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북
한의 핵정책 변화의 담론적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당론화 차원에서 핵무기를 긍정하는 방향의 북한 핵담론을
볼 때, 북한의 핵개발 정책이 보다 위험한 핵증강 방안으로 나아가고 있
다는 것도 우리의 대처가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그
핵담론 상 중국과 같은 최소핵억제 교리를 추구할 수도 있지만, 소련의
핵개발 모델이 담긴 핵증강 담론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 최근 한반도의 불안정이 증대되어 온 근원은 북한 병진노선에 반영
된 핵증강 담론의 발전에 있다. 1차 핵실험 이후의 시기에서 북한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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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화한 언표는 외국의 “전략로케트군”, 북한의 “전략로케트”, “정밀핵타
격” 등 모두 핵증강 담론의 언표였다. 2013년 핵증강담론의 추가적 당
론화와 함께, 2013년 3월 병진노선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핵증강 담론
의 당론화 이후 북한은 실제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
주해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핵증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진
행한 미사일발사, 군사훈련, 핵실험 등은 한미의 반작용도 초래함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할 때,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담론전략은 북
한의 핵개발 담론의 무게중심을 핵증강 담론에서 가급적 핵억제 담론으
로 이동시키는 것이 된다. 북한의 핵정책이 핵억제 전략의 방향으로 전
환된다면, 추가적 핵개발을 중단하거나 후순위 정책목표로 두게 될 것이
다. 이 경우, 북한의 추가적 핵개발 행위로 인해 촉발되고 있는 한반도
의 군사적 긴장과 불안정은 방지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된
다. 북한이 핵증강 담론의 당론화를 진행한 콘텍스트를 고찰해볼 때, 남
북관계 변수가 북한의 핵증강 담론을 확대시킨 당론화의 배경요인이었던
것이다. 2008년 한국 내의 북핵 선제타격 방안 제기, 한미 양국의 급변
사태 논의와 더불어 북한은 외국의 “전략로케트군” 언표를 언급하게 되
었다. 물론, 한국의 이러한 대응에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자구책으로
서의 불가피한 성격이 있었다. 하지만 선제타격형태의 억제전략에는 그
것이 다시금 북한의 핵증강 노선의 발전을 유도한다는 역효과가 있었다.
오늘날도 우리는 관성적으로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보이면 북측 핵무기
를 공격한다는 선제타격 개념을 중심으로 한 대북 핵억지를 모색하고 있
다. 이는 다시 북한의 핵증강 정책의 확대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서로의 대응이 상대방의 군비증강을 끊임없이 초래하는 핵안
보딜레마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북 핵억제 방안을 마련함
에 있어 기존의 관성을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대북 핵억제
방안으로 선제타격 방안보다는 보복개념 중심의 대응전략을 발전시켜 가
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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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한 핵개발 담론의 무게중심을 핵억제 담론으로 이동시키
는 데 있어 중국의 대북설득 노력도 긴요하게 필요하다. 핵억제 담론을
가진 중국은 이러한 설득을 담당할 적임자이다. 중국은 핵증강 담론에
기초한 핵개발, 핵교리가 갖는 위험성을 북한에 강조하고, 핵무기의 용
도를 핵억제에 한정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고 핵억제 교리의 발전을 촉진
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928)
다음으로는, 당론강화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감
소시키기 위한 한미 양국의 실질적 관여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북관여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북관여 가능성은 북한의 핵외교
동기를 강화시키고 핵개발의 동기를 약화시키는 양방향의 작용을 하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북관여 여부는 북한의 핵정책 동기에 가
장 큰 폭의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대북관여 조치가 북한의 핵외교 동기
에만 영향을 주는 중국의 관여보다 북한의 핵정책 동기 변화에 폭넓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2000년대 말~2010년대 초 중국의 북한에 대한
관여의 효과는 북한을 핵외교로 이끌어내기에 부족했지만, 미국의 관여
조치는 핵개발 이후의 북한에라도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북한의
실제적인 핵정책 변화에 필요한 정책동기를 마련할 여지가 있다. 또한,
한국의 대북관여도 북편의 핵개발 동기를 완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기
여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6장 3절에서 다루어졌듯이, 한국이 본격적
인 대북관여를 철회함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동기가 강화되었다. 분단체
제 상 한국의 대북관여가 일반적 수준의 노력으로는 북한의 정권안보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는 효과를 내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한국이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조치를 중심으로 대북관여를 진행한다면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일정 수준 줄이는 효과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본 논문의 시각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처에 있어
서 북한 핵정책의 선택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화방안과 북한 핵정책의
동기를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입체적으로 갖춘 ‘종합적 북핵해
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2012년의 2.29 합의가 보여주듯이, 이
928) 전재성 편, 2015, 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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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북한에 대한 지원 혹은 보상만으로는 그들의 핵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2000년대 상반기의 핵개발기를 거치며 북한의 핵외교 담
론이 매우 협소해진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담
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핵담론은 외부의 논의를 참고로 확대
되어 갈 수 있다. 이 점을 인식한 바탕에서 북한의 핵담론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완
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한미 양국의 대북관여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록 북한의 공세적인 핵개발로 인하여 한미 양국이 북한을 포용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겠지만, 북핵문제로 인해 촉발된 한반도
와 동북아의 안보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약
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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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길수없는 침략정체, 막을수없는 평화지향”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수립을 위하여”
“완화와 대결의 상반되는 현상”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힘의 정책”
“자주, 평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지배주의세력”
“진보와 반동 사이의 투쟁은 계속된다”
“정의는 부정의를 압도하고 있다”
“자주, 평화, 친선의 거창한 흐름”
“비핵화의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여”
“세계는 정의와 평화를 요구한다”
“핵위협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요구”
“완화와 평화에 역행하는 행위는 중지되여야 한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 건설을 위하여”
"긴장을 격화시키는 고의적인 책동”
“막을 수 없는 사회주의에 대한 저항”
“공정한 세계여론은 정의의 편에 서 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들의 분별없는 행위”
“힘의 전횡은 저지되여야 한다.”
“변하지 않은 미제의 침략적 본성”
“정의는 언제나 지지를 받기 마련이다”
“응당한 규탄, 공정한 요구”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위하여”
“지지받는 정의, 규탄받는 부정의”
“완화와 평화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지향”
“세계는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의의 원쑤들이 분별없이 날뛴다”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압력과 <제재>로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주, 독립, 사회주의에 대한 강렬한 지향”
“배신자들이 몰아온 대결과 전쟁국면”
“힘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대의 흐름은 막지 못한다”
“최선의 방도는 대화와 협상이다”
“자주, 평화에 대한 지향은 막을 수 없다”
“자주, 평화의 흐름은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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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손
백문규
황진식
리석윤
최성국
김종손
백문규
정용식
황진식
리석윤
김종손
황진식
리석윤
송무경
최성국
김정옥
리석윤
김종손
송무경
최성국
송무경
김종손
백문규
김정옥
리석윤
박문성
박문성
송무경
최성국
김종손
송무경
백문규
김종손
최성국
김종손
박문성
송무경
윤우철
김정옥
윤우철
백문규
김종손
송무경
윤우철
김종손

1994.
1994.
1994.
1995.

9. 30.
10. 30.
11. 30.
1. 31.

1995. 3. 31.
1995.
1995.
1995.
1995.
1995.

4.
5.
6.
8.
9.

30.
31.
30.
31.
30.

“비핵평화를 위한 정당한 요구”
“대화와 협상은 분쟁문제해결의 최선의 방도”
“세계인민들은 완화와 평화를 바라고 있다”
“자주, 평화의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높아가는 자주적 지향, 그에 역행하는 지배주의
세력”
“더욱 로골화되는 제국주의의 강권정책”
“강권은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높아가는 자주적 지향, 격화되는 모순”
“제국주의는 절대로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
“진보와 반동 사이의 투쟁은 바라지 않는다”

1995. 10. 31.

“자주, 평화, 민주화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

1995.
1995.
1996.
1996.
1996.
1996.
1996.
1996.
1996.
1996.
1996.
1996.
1996.
1996.
1997.
1997.
1997.
1997.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진보와 반동사이의 투쟁은 계속되고있다”
“자주, 평화의 흐름은 막을수 없다”
“세계인민들의 평화지향은 막을수 없다”
“자주와 평화에 대한 지향은 막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인민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진보와 반동사이의 투쟁은 계속된다”
“힘의 정책은 파산을 면할 수 없다”
“강권은 통하지 않는다”
“지배주의적야망은 변하지 않았다”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민주화와 평등에 대한 강렬한 지향”
“승리의 열쇠는 단결과 협조에 있다”
“지역정세를 긴장시키는 장본인”
“자주, 평화는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
“투쟁으로써만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다”
“제국주의의 지배주의적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은 대조선압살야심”

11. 30.
12. 31.
1. 31.
2. 29.
3. 31.
4. 30.
5. 31.
6. 30.
7. 31.
8. 31.
9. 29.
10. 31.
11. 30.
12. 31.
1. 31.
2. 28.
3. 30.
4. 30.

1997. 5. 31.

“날로 높아가는 단결과 협조에 대한 지향”

1997. 6. 29.

“반자주, 반평화책동은 파탄을 면할 수 없다”

1997. 7. 31.

“더욱 악랄해지는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

1997. 8. 31.

“단결과 협조의 기치아래”

1997. 9. 30.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야망은 변하지 않았다”

1997. 10. 31.

“제국주의자들의 변하지 않은 힘의 정책”

1997. 11. 30.

“진보와 반동간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1998. 1. 31.

"랭전의 바람 일구는 호전분자들"

1998. 2. 28.

"변함없는 지배주의적 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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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규
송무경
김종손
최학철
김정옥
김종손
정용식
주세명
백문규
김정옥
본사기자
원경호
백문규
김종손
원경호
정용식
김정옥
김종손
원경호
최학철
백문규
강철수
원경호
김정옥
안용필
김종손
안용필
안용필
백문규
백문규
본사기자
안용필
본사기자
안용필
백문규
본사기자
안용필
원경호
본사기자
안용필
본사기자
최학철
본사기자
김룡중
본사기자
김룡중

1998. 3. 31.

"변함없는 경제적지배야망"

1998. 4. 30.
1998. 5. 31

"더욱 드러나는 제국주의의 반동성"
"더욱 강렬해지는 자주적지향"

1998. 6. 30.

"평화의 흐름에 역행하여"

1998. 7. 31.
1998. 8. 30.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본성"
"침략과 간섭은 제국주의의 항시적인 동반자"

1998. 9. 30.

"자주와 평화를 위하여"

1998. 10. 31.

"평화와 사회주의에 대한 악랄한 도전"

1998. 11. 29.

"화해와 단합, 협조를 위한 긍정적움직임들"

1999. 1. 31.

"평화와 자주위업에 대한 도전자"

1999. 2. 28.

"힘의 정책은 시대착오적이다."

1999. 3. 31.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1999. 4. 30.

"인류의 요구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

1999. 5. 30.

"정의와 평화에 대한 횡포한 도전"

1999. 6. 30.
1999. 7. 31.

"제국주의와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제국주의는 평화의 원쑤"

1998. 8. 31.

"평화와 안전의 파괴자는 누구인가"

1999. 9. 30.

"제국주의는 평화의 파괴자"

1999. 10. 31.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범죄행위

1999. 11. 30.

"인류의 평화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

1999. 12. 31.

"국제적고립밖에 차례질것이 없다."

2000. 1. 30.

"높아가는 열망, 로골적인 도전"

2000. 3. 1.

“변하지 않은 제국주의자들이 힘의 정책”

2000. 3. 31

"변하지 않은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

2000. 4. 30.

"자주적발전과 번영은 막을수 없는 국제적 흐름"

2000. 6. 1.

"력사의 흐름에 도전하는 범죄행위"

2000. 6. 30.

"자주, 평화, 협력에 대한 강렬한 지향

2000. 8. 1.

"진보와 반동사이의 투쟁은 계속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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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기자
지영수
김종손
원경호
본사기자
김종손
백문규
김종손
본사기자
백문규
본사기자
백문규
본사기자
안용필
본사기자
안용필
최학철
본사기자
안용필
본사기자
안용필
본사기자
백문규
백문규
김종손
본사기자
김룡중
본사기자
김룡중
본사기자
박성철
본사기자
백문규
강철수
본사기자
백문규
본사기자
최학철
본사기자
박성철
본사기자
백문규
본사기자
강철수
본사기자
리경수
본사기자
김종손

2000. 8. 31.

"강권은 통하지 않는다."

2000. 9. 30.

"규탄배격 당하는 전횡과 간섭"

2000. 10. 31.

"분쟁문제들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2000. 11. 30.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국제적흐름"

2000. 12. 31.

"침략세력의 지배주의적 야망은 변하지 않았다."

2001. 1. 31.

"인류의 평화념원에 대한 도전"

2001. 2. 28.

"강권과 전횡은 통할수 없다."

2001. 3. 31.

"랭전을 몰아 오는 주범"

2001. 4. 30.

"새로운 랭전바람을 몰아 오는 침략세력"

2001. 5. 31.

"제 멋대로 날뛰는 자들은 미움을 받기 마련이다."

2001. 6. 30.
2001. 7. 31.

"평화의 파괴자들은 고립되기 마련이다."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본성”

2001. 8. 31.

"세계는 자주, 평화의 길로 전진하고있다."

2001. 9. 30.

"인류의 평화념원에 대한 엄중한 위협”

2001. 10. 31.

"10월의 국제정세흐름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2001. 11. 30.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2001. 12. 31.

"이달의 복잡한 국제정세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2002. 1. 31.
2002. 2. 28.

"더욱 드러난 자주와 평화의 원쑤들의 정체"
"부정의에 대한 규탄, 정의에 대한 지지"

2002. 3. 31.

"변하지 않는 미제의 침략적 본성"

2002. 4. 30.

"력사의 흐름은 되돌려 세울수 없다.

2002. 5. 31.

"침략세력들은 국제적안정을 바라지 않는다"

2002.
2002.
2002.
2002.

"평화에 역행하는 자들은 규탄을 면치 못한다."
"강권을 일 삼으면 고립되기 마련이다."
"파렴치한 패권주의정책과 그에 대한 항거움직임"
"독단과 전횡은 오늘의 세계에서 통할수 없다."

6.
7.
8.
9.

30.
31.
31.
30.

2002. 10. 31.

"엄중한 도전속에서 전진하는 자주, 평화의 흐름"

2002. 11. 30.

"국제적고립에 빠져드는 전횡과 일방주의"

2002. 12. 31.

"전쟁과 대결의 광풍을 몰아 온 반평화행위"

2003. 1. 31.

"침략의 무리가 날뛰는 한 세계가 평화로울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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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기자
리현도
본사기자
김종손
본사기자
리현도
본사기자
원경호
본사기자
백문규
본사기자
김종손
본사기자
리현도
송무경
본사기자
리경수
본사기자
리현도
송무경
본사기자
본사기자
리현도
본사기자
본사기자
김남혁
백문규
본사기자
김남혁
백문규
김종손
본사기자
김종손
본사기자
리현도
본사기자
백문규
본사기자
송무경
리현도
리현도
본사기자
리성수
본사기자
리현도
본사기자
원경호
본사기자

2003. 2. 28.
2003. 3. 30.

"반전, 평화의 거세찬 흐름은 막지 못한다."
“제국주의 침략세력과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2003. 4. 30.

“전쟁과 싸스방지에 집중된 국제적초점”

2003. 5. 31.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

2003. 6. 29.

“미제가 날뛰는 한 세계는 평화로울 수 없다.”

2003. 7. 31.
2003. 8. 31.

“력사의 전진을 가로 막으려는 자들의 발악적공세”
“위기에 처한 국제반동세력들의 발악적 책동”

2003. 9. 30.

“미국의 일방주의와 전횡은 파산을 면치 못한다.”

2003. 10. 31.

“독단과 전횡은 어디서나 배격당한다”

2003. 11. 30.

“전쟁광신자들에게는 앞날이 없다”

2003. 12. 31.

“력사발전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는다”

2004. 1. 31.

“대세의 흐름에 악랄하게 도전하는 평화의 원쑤들”

2004. 2. 28.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움직임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2004. 3. 30.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침략의 무리들”

2004. 4. 30.

“비싼 대가를 치르는 침략자, 강도무리들”

2004. 5. 30.

“낱낱이 드러난 인권유린의 원흉 미제의 정책”

2004. 6. 31.

“더욱 드러난 침략적정체, 규탄배격의 대상”

2004. 7. 31.

“세계제패를 꿈꾸는 전쟁광신자들은 규탄을 면할수
없다.”

2004. 8. 30.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침략세력”

2004. 9. 30.

“세계제패를 꿈꾸는자들은 고립과 파멸을 면치
못한다.”

2004. 10. 31.

“인류의 념원에 도전하는 침략세력의 무모한 책동”

2004. 12. 31.

“제국주의침략세력과는 사소한 타협과 양보도 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관계를 새로운 랭전속에 빠뜨리는 반력사적죄행”

2005. 1. 31.

“자주화의 시대적흐름에 대한 악랄한 도전”

2005. 2. 27.

“세계평화질서를 파괴하는 악랄한 침략세력”

2005. 3. 31.

“침략자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2005. 4. 30.

“시대의 전진운동에 역행하는 반력사적망동”

2004. 11. 30.

- 479 -

리경수
리현도
백문규
본사기자
리경수
본사기자
백문규
본사기자
김혜성
백문규
리경수
본사기자
김혜성
리현도
본사기자
백문규
본사기자
김남혁
본사기자
김혜성
백문규
본사기자
김혜성
본사기자
리현도
본사기자
리현도
본사기자
김종순
리현도
본사기자
김혜성
본사기자
리현도
본사기자
김혜성
본사기자
백문규
본사기자
김혜성
본사기자
최학철
리현도
본사기자
백문규

2005. 5. 31.

“세계를 뒤흔드는 반미함성, 세계적인 규탄배격대상”

2005. 6. 30.

“인류의 평화념원에 도전하는 자들은 규탄을 면치
못한다.”

2005. 7. 31.

“평화와 안정,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한 시대적흐름”

2005. 8. 31.

“력사의 반동들의 파멸과 시대의 전진은 필연적이다.”

2005. 9. 30.

“자주, 평화지향에 대한 악랄한 도전”

2005. 10. 31.

“력사의 전진을 되돌려세우려는 전쟁세력들”

2005. 11. 30.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자들은 규탄과 고립을 면할수
없다.”

2005. 12. 31.

“력사발전의 기본방향은 달라질수 없다.”

2006. 1. 31.

“시대의 전진운동을 가로막으려는 반력사적행위”

2006. 2. 28.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침략세력”

2006. 3. 31.

“국제정세를 긴장시키며 전쟁을 몰아오는 범죄행위”

2006. 4. 30.
2006. 5. 31.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국제반동들의 무분별한
행위”
“자주와 평화에 역행하는자들은 규탄과 고립을 면치
못한다.”

2006. 6. 30.

“날로 더욱 고립배격당하는 반자주, 반평화세력”

2006. 7. 31.

“침략전쟁책동으로 평화를 파괴하는 호전광들”

2006. 8. 31.

“평화파괴자들의 오만한 강권과 전횡의 발로”

2006. 9. 30.

“규탄배격당하는 력사의 반동들”

2006. 10. 31.

“자주, 진보, 협력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

2006. 11. 30.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자들은 파멸을 면치 못한다”

2006. 12. 31.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제국주의의 침략적야망”

2007. 1. 31.

“인류의 평화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

2007. 2. 28.

“평화파괴세력의 위험한 책동”

2007. 3. 31.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험”

2007. 4. 29.

“인류의 평화지향에 악랄하게 도전하는 침략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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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기자
김혜성
본사기자
김종손
본사기자
김혜성
본사기자
김남혁
본사기자
김혜성
본사기자
백문규
본사기자
리현도
본사기자
리경수
본사기자
백문규
본사기자
김혜성
본사기자
백문규
본사기자
백문규
본사기자
김종손
본사기자
최학철
본사기자
리현도
본사기자
백문규
본사기자
김종손
본사기자
김혜성
본사기자
최학철
본사기자
최학철
본사기자
김종손
본사기자
최학철
본사기자
리경수
본사기자
김혜성

2007. 5. 31.

“국제적인 규탄배격에 몰리우는 평화파괴세력”

2007. 6. 30.

“력사의 흐름은 거꾸로 돌려세울수 없다.”

2007. 7. 31.

“력사의 도전을 뚫고 전진하는 자주와 평화, 진보의
흐름”

2007. 8. 31.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력사적행위”

2007. 9. 30.

“전략적리익과 세력권확대를 위한 첨예한 대결”

2007. 10. 31.

“횡포한 지배주의책동에 대한 국제적규탄배격”

2007. 11. 30.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력사적행위”

2007. 12. 30.

“력사의 반동들의 지배주의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2008. 1. 30.

“인류의 평화념원에 악랄하게 도전하는 침략세력”

2008. 2. 28.

“정세를 불안정에로 몰아가는 범죄행위”

2008. 3. 30.

“평화파괴자들의 정체는 더욱 드러났다.”

2008. 4. 30.

“인류의 요구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이다.”

2008. 5. 31.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자들은 규탄배격을 면치
못한다.”

2008. 6. 29.

“더욱 강렬해지는 자주적지향, 심화되는 국제적고립”

2008.
2008.
2008.
2008.
2008.

2009. 5. 31.
2009. 6. 30.
2009. 7. 31.

“날로 커가는 새로운 랭전의 위험”
“세계의 안정과 평화보장은 인류사회발전의 선결과제”
“력사의 악랄한 도전자들, 동네북신세가 된 <초대국>”
“몰락의 길을 가는 제국주의세력”
“반전평화, 진보의 거세찬 흐름은 막지 못한다”
“반제투쟁을 떠나 인류의 위협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평화와 발전에 대한 인류의 념원은 가로막을수 없다”
“진보적인류의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투쟁은 막을수
없다”
“력사의 흐름은 되돌려세울수 없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은 투쟁으로써만 수호할수
있다”
“그 무엇도 력사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군사적압박과 제재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인류의 자주위업이 승리하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다”

2009. 8. 30.

“력사는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전진한다”

2009. 9. 30.
2009. 10. 31
2009. 11. 29

“부당한 제재와 압력은 규탄배격을 면치 못한다”
“평화의 원쑤들은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인민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하는 평화파괴자들”

7. 31.
8. 31.
9. 30.
10. 31.
11. 30.

2008. 12. 31.
2009. 1. 31.
2009. 2. 28.
2009. 3. 31.
200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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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기자
최학철
본사기자
리경수
본사기자
김혜성
본사기자
김혜성
백문규
본사기자
최학철
본사기자
백문규
본사기자
조택범
본사기자
조성철
본사기자
본사기자
조택범
본사기자
김종손
리현도
본사기자
김종손
백문규
리현도
김혜성
리경수
김혜성
김종손
리현도
리학남
김혜성
본사기자
백문규
김혜성
리현도
리경수
본사기자
백문규
리현도
조택범
백문규

2010. 1. 30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정책은 파산을 면할수
없다.”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보장체계를 바로세워야 한다.”

2010. 2. 28

“규탄배격받는 부당한 내정간섭책동”

2010. 3. 31
2010. 4. 30
2010. 5. 30

2010. 8. 3
2010. 8. 31
2010. 9. 30

“평화의 원쑤들의 무분별한 망동”
“평화는 투쟁으로써만 쟁취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에게는 그 어떤 기대도 가질것이 없다.”
“정의와 평화의 원쑤들은 고립과 파멸을 면치
못한다.”
"평화의 원쑤들은 전쟁만을 추구한다."
“군사적압박과 제재에는 강경대응으로 맞서야 한다.”
"자주위업의 승리는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수 있다."

2010. 10. 31

"제국주의와 맞서싸우는 길에 진보와 발전이 있다."

2010. 11. 30
2010. 12. 31

"복잡하고 불안정해지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세"
"꺼지지 않는 랭전의 불씨"

2011. 1. 30

"대화와 협상, 단합과 협력은 국제적추세"

2011. 2. 27

"력사의 도전을 이겨내며 시대는 끊임없이 전진한다."

2011. 3. 31

“지배주의세력의 평화파괴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2011. 4. 30

2011. 6. 30
2011. 7. 31.
2011. 9. 1.

“지배주의세력의 평화파괴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단합된 힘으로 평화와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대세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시급히 해결되여야 할 평화보장문제”
“국제적주목을 끈 조선반도”

2011. 9. 30.

“날로 높아가는 단결과 협조에 대한 지향”

2011. 10. 31.

“력사는 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한다”

2011. 11. 30.

“지배주의세력의 전쟁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2012.
2012.
2012.
2012.
2012.
2012.

“반제자주, 평화와 번영은 막을 수 없는 국제적흐름”
“자주, 평화에로 나아가는 것은 시대의 흐름”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초미의 과제”
“강권과 전횡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평화는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지배주의책동은 실패를 면치 못한다.”

2009. 12. 31

2010. 6. 30

2011. 5. 31

1.
2.
3.
4.
5.
6.

31.
29
31
29
31.
30

2012. 7. 31.

“파탄을 면할수 없는 힘의 정책”

2012. 11. 30.

“진보와 반동간의 투쟁은 계속되고있다.”

2012.
2013.
2013.
2013.

“력사가 거꾸로 흐르는 법은 없다”
"정의와 진리를 위한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될것이다"
“침략적강권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시대는 자주, 평화의 길을 따라 전진한다”

12. 30
1. 31
3. 31
4. 30

- 482 -

조택범
리경수
본사기자
서남일
강철수
리학남
조성철
김종손
백문규
조택범
서남일
본사기자
리학남
리경수
백문규
본사기자
리학남
리경수
본사기자
조택범
김종손
본사기자
조택범
채일출
리경수
배금희
본사기자
김종손
리학남
본사기자
조택범
신경섭
본사기자
리학남
채일출
오수경
오수경
본사기자
방송영
본사기자
김종손
리학남
신경섭
조택범
강철수

2013. 5. 31.
2013. 6. 30.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에는 강경으로 맞서야
한다”
“침략의 범죄사는 부정할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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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남
리현도

<부록-2>

『로동신문』 “<월간국제정세개관>” 내 북한 핵담론의 언표

별 구체적 표현의 종류(1983~2013)
구분

언표

구체적 표현의 종류

비고

우리의 흑연감속원자로계획을 경수
로기술로 교체하는 사업
우리가 경수로를 제공받으려면
우리 공화국의 흑연료체계를 경수로
체계로 교체하는 문제
북미합의 내의 경
수로제공

경수로제공
경수로문제에서의 대치상태를 타개
<남조선형>경수로를 고집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진행되어 오
던 경수로건설

평화적
핵활동
담론

경수로를 하루빨리 제공
북한의 평화적 핵
활동

비핵국가들은 평화적인핵활동에서
조차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와 통제
를 받게 되어있다

제네바합의문 체
결 전후의 언급

우리의 평화적핵활동권리
북미합의 외의 경
수로건설(자립적 핵
동력공업)

외국의 평화적 핵
활동

우리 식의 경수로
자립적핵동력공업
평화적인 핵활동

이란 대상

평화적핵활동

이란 대상

평화적핵계획

이란 대상

평화적핵개발권리

이란 대상

우라니움농축권리

이란 대상

국방력을 강화
국방력강화
국방력을 더욱 강화

핵증강
담론

국방력 강화
(2001년 이후에 한
함)

군사적힘을 강화
군사적힘을 키우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
방위력강화
전쟁억제력
방위력과 지역적협조와 단결을 강화

전략로케트군
정밀핵타격

우리의 전략로케트들

북한 대상

전략로케트군

러시아 대상

초정밀핵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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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억제
담론

평화지대

핵무기개발에로 떠미는
핵무기억제력
자위적인 핵억제력
자위적국방력
우리의 핵억제력
우리의 강력한 핵억제력
새 세계전쟁을 막는 것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
호
새 세계전쟁의 위험을 제거
새 세계전쟁이 일어나는것을 막고
새 세계전쟁위험 특히 핵전쟁의 위
험을 막고
핵무기사용을 금지
전면적인 핵무기시험금지
핵시험을 금지
핵시험금지
핵시험을 완전히 금지
핵시험의 중지
핵시험을 중지
핵무기의 완전금지와 철폐
핵무기철폐서약
핵무기를 철폐
핵무기의 철폐
비핵세계
핵무기없는 세계
핵무기없는 평화로운 세계
핵군비를 철폐
핵무기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철폐
전반적이고 완전한 핵무기철폐
핵무기의 완전금지와 철폐
핵무기의 완전철폐
핵무기철폐를 요구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를 철
폐
핵무기가 없고 독립된 아세아태평양
핵무기가 없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
핵무기가 없고 전쟁이 없는
세계의모든지역에서핵무기의시험과
생산,저장과사용을금지하여 핵무기
를 완전히 폐기
<핵무기없는 세계>
세계의 비핵화
평화지대

한반도비핵지대

조선반도에

핵억제력

새 세계전쟁 위험
방지

핵무기 사용 금지

핵실험 금지/중지

핵무기금지
담론

핵무기 금지/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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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인용부호 없음.

참고용
참고용

핵위협 제거
(한반도비핵지대의
최종상태)

창설할데 대한 새로운 평화제안
비핵지대제안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
가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세아지역
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
조선반도의 비핵지대창설제안
조선이 하나로 통일되고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된다면
조선반도의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
설제안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요구
세계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비핵
지대창설운동
세계도처에서 일어나고있는 비핵지
대창설투쟁
조선반도를 비핵, 평화 지대로 만들
어야 한다는 목소리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조선반도는 하루빨리 비핵지대, 평
화지대로 되여야 한다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드는것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조선반도의 비핵화
조선반도를 비핵화할데 대한 국제적
인 공동투쟁
조선반도를 비핵화
조선반도는 비핵화되고
조선에서 북과 남이 서로 화해와 불
가침을 확약하고 비핵화를 선언한것
비핵화와 핵사찰에 대한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인 립장
비핵화공동선언
조선반도비핵화
조선반도의 평화도 비핵화도 바라지
않는자들
전조선반도의 비핵화
우리가 비핵화의지를 보여주어야 한
다는것
미국은 우리가 먼저 비핵화의지를
보이고
핵참화의 위협을 제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것을 법
적으로 담보하라고 미국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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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핵사찰

핵전쟁책동 반대

핵전쟁방지
담론
(북미) 평화협정

핵무기 철수
포괄적 해결
(북핵협상
시기에
한함)
군축제안

핵실험 동결

핵위협을 제거
핵위협을 그만둘것
핵위협을 더이상 느끼지 않게 되면
핵위협을 중지
핵위협이 없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
운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지향
동시핵사찰
동시에핵사찰을
미군의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전
면사찰을 거부
일방적인 핵사찰을 주장
핵전쟁책동을 반대
핵전쟁준비책동을 반대
핵시험책동과 핵무력증강책동을 반
대
핵전쟁준비책동을 저지파탄
핵군비경쟁과 핵전쟁 책동을 저지
핵전쟁책동을 저지
핵전쟁준비책동에 우려를 표시하면
서 그를 저지파탄
핵전쟁준비책동에 깊은 우려를 표시
하면서 그를 저지파탄
핵전쟁준비책동을 저지파탄
핵전쟁도발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
핵전쟁책동 특히 <별세계전쟁>계획
을 반대
핵전쟁책동과 <별세계전쟁>계획을
반대
핵시험책동과 핵무력증강책동을 반
대
평화보장체계
평화협정
핵무기를 철수
핵무기를 철거
핵무기를 시급히 끌어내가야
핵무기를 끌어내가야
포괄적으로
근원적으로
일괄타결
군축제안
병력축감
병력의 축감
모든 종류의 핵폭발을 일방적으로
중지
핵시험동결조치
핵시험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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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상만 검토

핵전쟁위험 방지

핵군축
핵전파방지(핵비확
산)

핵무기시험동결
핵폭발동결조치
핵전쟁의 위험을 막고
핵전쟁의 위험을 방지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핵전쟁의 위험을 가실 것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
핵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핵전쟁을 방지하지 못하면 인류는
돌이킬수 없는 재난과 참화를 겪게
될것
핵전쟁방지와 핵군축을 위한 즉시적
인 조치
핵전쟁을 방지
핵전쟁의 위험을 막는것
핵전쟁의 위험에 깊은 우려
핵전쟁의 위험이 제거
세계인민들은 핵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 것을 한결같
이 념원
핵전쟁위험 제거
핵전쟁위험을 제거
핵전쟁위험을 없애고
핵전쟁위험을 조성하지 말아야
핵무기축감
핵군축
핵무기전파방지
대량살륙무기전파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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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uthorization processes and the intensification dynamic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discourses in the party discours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Lee, Choongkoo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tries to identify scopes and direction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olicy with empirical evidences of their
nuclear

discourses.

To

achieve

the

research

agenda,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general view of the North Korean
nuclear discourses and to analysis the party discours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here nuclear discourses are connected
with the real nuclear policy. Furthermore, the explanation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olicy
should cover the dimension of policy options and the dimension of
policy motivations both reflecting the party discourses of their
ruling party, the Worker's Party of Korea.
Chapter II explains the main concepts of this thesis such as
'discourses',

'statements',

'authorization

in

party

discourses',

'intensification in party discourses'. Regarding the discourses and
statements, it is the general understanding that a discourse is
formed by the statements indicating a strategic direction. The
party discourses in this thesis means the informed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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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d within the party. The authorization in party discourses is
indicated by the appearance of a new kind of statement in the
documents of the party, which reflect the introduction of a new
policy option raised by the decision makers. The intensification in
party discourses can be epitomized by the increasing frequency of
the use of the certain statement. This is considered as the
strengthened willingness to pursue the policy position of the
statement.
The

analytic

framework

for

the

authorization

and

the

intensification of the nuclear discourses in party discourses is
presented to discuss the dimension of the policy option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olicy and the dimensions of the policy
motivation

related

respectively.

The

to

the

framework

North
for

Korean

the

nuclear

authorization

policy,
in

party

discourses deals with the processes of a new policy option to be
politically accepted. More concrete framework to analyse this
process is derived from the second generation securitization
theory

of

the

post-copenhagen

school.

According

to

this

perspective, the authorization of a certain kind of statement in
party discourses can be discussed in the three phases: the
proximate context of the authorization, the initiative for the
authorization,

and

the

result

of

the

authorization(accepted/unaccepted). On the other hand, the analytic
framework about the intensification of the nuclear discourses in
party discourses is to reveal the political willingness reflected in
the party discourses. In the cas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olicy,

the

motivation

theory

of

the

studies

of

nuclear-proliferation can provide this thesis with the concrete
model for the analysis.
While closely examining each statement of the North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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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discourses from 1947 until 2013, the chapter II presented
the five categories of the North Korea nuclear discourses. The
general type of the nuclear discourses can be classified into the
six categories according to its attitudes about the nuclear energy
or nuclear weapon: the peaceful nuclear activities discourse that
affirms the value of nuclear energy, the post-nuclear discourse
that denies the value of nuclear energy, the nuclear buildup
discourse that completely supports the positive values of nuclear
weapon, the nuclear deterrence discourse that partially supports
the positive

values

of

nuclear weapon,

the nuclear weapon

prohibition discourse that completely focuses on the negative
value

of

nuclear

weapon,

and

the

nuclear

war

prevention

discourse that partially emphasizes the negative value of the
nuclear

weapon.

The

nuclear

discourses

in

North

Korea

is

consisted of the five categories among them: the peaceful nuclear
activities discourse, the nuclear buildup discourse, the nuclear
deterrence

discourse,

and

the

nuclear

weapon

prohibition

discourse, the nuclear war prevention discourse.
Chapter IV deals with the cases of the authoriza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discourses in their party discourses before
the North Korea's nuclear declaration in early 2005. At fist, in the
backdrop of the improvement of the bilateral relation with the
Soviet Union and their active diplomacy to get supports from the
non-alignment

countries,

North

Korea

headed

toward

the

authorizations of the nuclear war prevention discourse and the
nuclear weapon prohibition discourse both of which are the
anti-bomb discourses. In the early 1990s, pursuing to establish
the diplomatic ties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n government authorized a chain of statements belonging to
the anti-bomb discourses(both the nuclear weapon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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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s and the nuclear war prevention discourses) once again.
On the other hand, after the launch of the Kim Jong Il's rule in
the mid-1990's,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started to
authorize the discourses affirming the value of nuclear weapons in
the party discourses. A statement of the nuclear buildup discours
was authorized with the background of the 'Axis of Evil' speech
in January 2002. The nuclear deterrence discourse was also
developed into the party discourse after the first round of the Six
Party Talk in the summer of 2003.
Whereas, chapter V presents the cases of the authorization
of the nuclear discourses in the party discourses after the North
Korea's nuclear declaration in February 2005. First of all, the
wide range of changes occurred in specific nuclear discourses
which are not the discourses affirming the value of nuclear
weapons.

The

nuclear

weapon

prohibition

discourses

was

reorganized into an egocentric discourse that did not have any
meaningful statements other tha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tatement. In the peaceful nuclear activities
discourses, they authorized the statement raising the necessity to
pursue the economic utilization of nuclear technology outside the
NPT.

With

the

political

impasse

in

late

2005

o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9.19 joint declaration, the peaceful nuclear
activities discourses in North Korea lost the existing statements
that could justify the compromises on the nuclear activities, and
became

the

statements

discourse
in

that

direction

unilaterally

of

becoming

focused
a

on

non-NPT

the

new

nation.

Additionally, in the context of pressing the United States to
resume the Six Party Talks in North Korea's favor in the late
spring of 2005, the "nuclear arms reduction" statement of the
'revisionist' nuclear war prevention discourse which had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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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uthorized since the mid 1990's, was re-authorized by the
party. In the second phase, starting from the summer of 2008
whe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denuclearization

agreement of the Six Party Talk were behind the schedule, the
statements of the nuclear buildup discourses were authorized one
by one as the party discourses. Around adoption of the policy for
parallel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of

economy(Byung-Jin Nosun) in the spring of 2013, the statements
of the nuclear buildup discourse such as a "nuclear pin-point
strike" statement were introduced into the discours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Chapter VI analyzes the dimension of the intensification of
the nuclear discourses in the North Korean party discourses to
comprehend the policy motivation of North Korea regarding to
their nuclear policy. It aims to grasp how the change of the
policy environment of North Korea

can influence the North

Korea's motivation of nuclear diplomacy which is to cope with the
nuclear problems by the act of supporting the denuclearization or
the

nuclear

arms

control

measures,

and

the

North

Korean

motivation of nuclear development which is to pursue horizontal,
vertical nuclear proliferation. Firstly, the North Korean motivation
of the nuclear diplomacy has been strengthened by the North
Korea's pursuit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and the neighboring great powers’ opportunity to engage with
North Korea(the United States, PRC, and the Soviet Union).
However, the degree of intensification of the nuclear diplomacy
motivation by these factors has been decreased to one-third since
the North Korean nuclear declaration in 2005. Secondly, the North
Korea's pursuit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and the opportunities of the engagement policy of the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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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s did not have the effect of weakening the North Korean
motivation of the nuclear development. Thirdly, the full-scale
engagement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towards North Korea
and the engagement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North Korea
have the dissuading effect on the North Korean motivation in
direction of nuclear development.
In conclusion, this thesis suggests that a certain kind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olicy could not be driven unless both the
conditions

are

fulfilled:

the

policy

options

and

the

policy

motivation toward that kind of nuclear policy. A comprehensive
approach

which

contains

the

substantial

policy

measures

to

change the related policy motivation of North Korea as well as
the dialogue

plans

to persuade North Korea

to

adopt

new

solutions as their official opinions, is recommended to solve the
prolonged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Keyword:

the

nuclear

policy

of

North

Korea,

the

nuclear

discourses of North Korea, the party discours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economy of North Korea, the diplomacy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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