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l  저 물  리 목적  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


- i -

정치학석사학위논문

북한의 핵전략과 변화하는 북·중·미 삼각관계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 치 학 과
강 민 혜



- ii -

북한의 핵전략과 변화하는 
북·중·미 삼각관계 

지도교수  백 창 재

이 논문을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 치 학 과

강 민 혜

강민혜의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8월 

위  원  장 김   의   영        (인)

부 위 원 장 백   창   재        (인)

위       원 임   혜   란        (인)



- iv -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제1, 2차 북핵위기 해결과정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원
인과 목적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차 북핵위기’는 1993년 
2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발발되어, 1994년 10월 21일 북
미 제네바합의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8년 후인 2002년 10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제2차 북
핵위기’가 발발하였고, 이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에 있다.
 1992년 북한은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하였고, IAEA는 북한 핵시설을 사찰하였다. 하지만 사찰 과
정에서 IAEA는 북한이 신고한 플라토늄 추출량이 자신들의 사찰 결과
와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IAEA는 특별사찰을 주장하
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제1차 
북핵위기는 발발하였다. 하지만 협상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북
한의 비핵화 의지로 인해 이듬해인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합의가 도
출되었다. 그리고 이로써 북핵위기는 해결되는 듯 보였으나, 2002년 10
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가 발발하였다. 그 결과 2003년에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
을 위해 북한, 중국, 미국으로 구성된 3자회담이 개최되었고, 이는 한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하는 6자회담으로 확대되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 2·13 합의, 10·3 합의 등이 도출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다.
 이처럼 북한은 비핵화 합의와 약속 파기를 반복하면서 일관되지 못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지도자 개인의 성향, 국가 체제의 특성, 
그리고 국제 구조의 형태로 설명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그렇다면 
북한의 외교정책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이며 북한은 어떤 국제 환경
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가?
 본 논문은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 모형을 통해 위의 질문에 답하



- v -

고자 한다.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는 일련의 사건을 둘러싸고 세 국
가 간에 벌어지는 외교 행태의 역학관계를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나타
나는 한 국가의 외교 전략이 다른 두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 그리고 두 국가가 가지는 관계의 성격이 나머지 한 국가의 외교 전
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와 이익의 
성격, 그리고 힘의 대칭 여부에 따라 세 국가는 ‘삼각 공존’, ‘로맨틱 삼
각관계’, 또는 ‘안정적 결혼’의 형태를 가진다. 핵문제를 둘러싼 북·중·미 
삼국은 전략적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디트머의 모형은 이를 설명
하는 데 용이하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북·중·미와 같이 비대칭적인 세 국가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디트머의 모형을 일부 변형
하였다. 기존 우호 또는 적대로 나누어져 있는 관계의 성격에 강약을 추
가하여 약한 우호와 강한 우호, 그리고 약한 적대와 강한 적대로 세분화
하였다. 
 제1차 북핵위기 발발 초기, 북·중은 약한 우호, 북·미는 강한 적대, 그
리고 미·중은 협력적 관계였다. 하지만 두 강대국이 협력함으로써 이루
어지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불만을 느낀 북한은, 핵위기를 초래하였고 결
국 중국이 북한의 편으로 돌아서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성공
하게 된다. 그리고 제네바합의가 도출되면서 제1차 북핵위기는 일단락되
었다. 
 하지만 8년 만에 제2차 북핵위기가 재발하였고 북·중·미 전략적 삼각관
계는 다시 형성되었다. 하지만 제1차 때와 달리,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는 계속되
고 있다. 그리고 이 상태에 위기와 불만을 느낀 북한의 대응 역시 강해
지고 있다. 제 1·2·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간의 군사적 대립
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입장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반면, 중국 내의 북한 자금 경로를 차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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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그 결과 제2차 북핵위기는 
제1차 북핵위기가 신속하게 종결된 것과 달리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
전히 미해결 상태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파기를 반복하고 한반
도 핵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 원인은, 미·중 관계의 협력 여부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미·중이 비협력적인 상태에서 약소국 북한은 강대국에
게 보다 쉽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정치·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지
만, 양국이 협력적일 때는 외교 전략에 대한 제재와 감시 수위가 높아지
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중이 협력할 경우, 한반도의 지리적 중요
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둘러싼 미·중의 군사적 대립을 조성하여 양국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고자 한다. 

주요어 : 북한 핵전략, 전략적 삼각관계, 제1차 북핵위기, 제2차 북핵위
기, 북·중·미 삼각관계

학   번 : 2011-2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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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1993년 시작된 북핵위기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해결 상
태에 있으며, 그 결과 북한의 핵개발 목적과 원인 그리고 외교 전략은 
많은 정치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왔다. 약소국인 북한의 핵개발 원인은 
다른 강대국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주의적 안보측면에서 주로 설명되는데, 
재래식 무기로 안보를 확보할 수 없는 국가는 위협에 처했을 경우 핵무
기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1) 국가를 유일한 합리적 행위자로 
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 역시도 자국의 생존과 유지, 그리
고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합리적 선택을 하고자 노력한다. 그 결과 북한은 
주체사상을 국가 목표의 핵심에 두고, 이를 위해 대중 안보의존도를 낮
추고 자체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핵개발을 강행하였다.2) 하지만 북한
은 핵보유 의지를 가지는 동시에 때때로 미국과의 양자 회담 또는 6자
회담을 통해 여러 차례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합의 
이행을 위해 원자로를 폭파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행동에도 불구하

1) 안보위협과 핵무기 개발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Scott D. Sagan. 1996,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또한 국제 체제의 변화로 인해 초래된 안보위
협이 핵무기 개발을 촉진시켰다는 주장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Benjamin

Frankel. 1993, "The Brooding Shadow: Systemic Incentives and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Security Studies, Spring/Summer.
2) 북한 외교 전략의 합리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박상현. 2009, “북한 북한 대외

정책의 합리성에 관한 고찰: 약소국의 전략적 상호작용과 인지심리학적 함의를 중심

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Hazel Smith, 2000, “Bad, Mad, Sad or

Rational Actor? Why the ‘Securitiz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ffairs, Vol. 76 No. 3; Victor D. Cha. 2002,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dges, Shields, or Swords?,” The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Vol. 117 No. 2; Nicholas Eberstadt, 1997, “Hastening Korean unification,” Foreign
Affairs, Vol. 76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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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약속과 파기, 그리고 언행을 번복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동을 반복
해오고 있다. 
 북한의 일관성 없는 외교 전략은 왈츠(Kenneth N. Waltz)의 세 가지 
이미지인 개인, 국가, 그리고 국제체계의 모든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
다.3) 첫 번째 이미지인 개인의 악한 본성에서 볼 경우, 합의를 통해 비
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다른 국가와 전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관계 개선
을 희망하는 북한의 행태를 설명하기 힘들다. 두 번째 이미지인 국가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주의 독재국가인 북한이 전혀 다른 성격의 체제를 
가진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 국교정상화를 희망하는 양상을 설명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국제체계의 관점에서 볼 경우, 최소 10년 이상 유
지되고 있는 미·중 양극 체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북한의 핵외교 
전략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북한이 외교정책을 결정하
는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적 동맹을 약화시키고 
남북 교차승인이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면서까지 1993년 1차 북핵위기
를 발발시킨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제네바합의로 일단락된 핵문
제를 재발시킨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북핵위기 발발 당시 국제 환경과,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행위자들의 관계에 근거하여 북한의 행위를 살펴본 결과, 북한의 외교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제 체계의 슈퍼파워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두 강대국이 어떤 관계일 때 약
소국 북한에게 가장 유리한지 살펴보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
하는 북한의 외교 전략을 분석해본다. 이를 위해 제1, 2차 북핵위기 전
후 상황을 살펴보고, 현재 양극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강대국인 미국
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을 때 북한은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

3) Keneneth N. Waltz, 1954,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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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외교 전략을 변화시키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분석해본다.
 본 논문은 디트머(Lowell Dittmer)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일부 변형
한 이론 틀’을 사용하여, 북·중·미 세 국가 사이에 나타나는 역학관
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다시 말해 한 국가의 전략이 변화하면 이
는 나머지 두 국가의 관계 또는 각각의 전략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는 북한의 외교 행태를 발견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전략의 목적을 찾아
본다. 

 제 2 절. 연 구  범 위

 본 논문의 분석 시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부분은 1차 북핵위
기가 발생한 1993년부터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진 1994년까지이며, 두 
번째 부분은 2차 북핵위기가 발발한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그리
고 분석 대상은 북핵위기 발생의 주체인 북한과 탈냉전시기 동안 양극체
제를 구성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6자회담 모든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북한 국내의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강대국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약소국의 
전략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집중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를 차단하고, 삼국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자들의 관계는 반드시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살펴본다.

 본 논문이 북한과 삼각관계를 구성하는 국가로 두 강대국인 중국과 미
국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북한이 핵개발을 처음 시작한 
배경은 냉전시기 미소 두 강대국의 갈등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당
시 북한은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소련이 견고한 안보우산이 되어주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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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사건을 몇 차례 경험하였다. 1950년 해
리 트루먼(Harry S Truman)의 발언4)과 55년 1월 서울을 방문한 래
드포드(Arthur W. Radford) 합참의장의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원자무
기 사용 준비 발언5)은 북한을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북한은 유사시 소련으로부터 군사지
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1955년 
2월 8일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운동을 전개하며 등장한 후르시쵸프는 김
일성주의를 주창하는 북한과 갈등적 관계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뿐
만 아니라 1962년 발생한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소련은 미국과의 협상
을 중시해 동맹국인 쿠바를 외면하였고, 이는 소련이 북한 역시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해주지 않을지 모른다는 판단을 하도록 만들었
다.6) 이처럼 북한 핵개발의 시발점은 강대국 간의 갈등 속에서 강대국
의 안보우산에 대한 불안과 불신에 의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2003년 북한의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 
이후 처음 개최된 회담은 북·중·미 삼국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3자회
담이었는데, 이는 북핵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당사자인 북한
과 두 초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기
도 했다. 북한은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줄곧 북·미 양자대화를 주장하
고, 미국을 자극해 왔다. 그 결과 북·미 양자회담은 제네바회의를 포함
하여 여러 차례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부터 이어져온 양국의 깊
은 갈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결국 
중국이 개입된 후에야 비교적 건설적인 대화가 오가고 실질적인 행동으

4) 2012년 9월 5일 경향신문의 "원자폭탄 ‘불바다’ 될 뻔한 한국전쟁"이라는 기사에 의하

면,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미 대통령은 1950년 1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한

반도에서 공산군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의 사용을 적극적

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5) 이재봉. 2003,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대북 정책,”『북한연구학회』, 제7권 2

호, p. 101: "한반도 역시 ‘대량보복전략’ 개념에 포함된다면서 북한이 다시 남한을 침

공할 경우 미국은 원자무기 사용을 준비할 것이라 발언하였다."

6) 왕선택. 2013, 『북핵위기 20년 또는 60년』(서울: 선인), p. 22.



- 5 -

로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해
결의 결정권은 북·미 양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 과정
은 북·미 양자가 아닌 중국을 포함한 3자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이
후 3자회담은 2003년 6자 회담으로 확대되어 개최되기는 하였지만, 참
가국 중 하나인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회담 주요 의제로 상정하는 등 회
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핵문제로부터 일부 벗어나 참여하는 모습을 보
였다. 따라서 북핵문제라는 연구의 핵심 의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 그리고 양국 사이에서 유일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본 논문의 핵심 이슈인 북핵문제는 북·중·미 삼국이 가장 견고
하게 전략적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의제이다. 북한에게 있어 핵무기 보유
는 체제의 존속과 국가의 존립을 위한 옵션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북한은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자신들은 핵보유국임을 공식적
으로 명시하였다.7) 하지만 이것은 중국과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두 국가에게 있어서도 북핵문제는 다양한 작은 의제 중 하나가 
아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에게 북핵문제가 중요한 사안인 이유는, 북한의 핵위기 조성전략은 
미국의 평화적 세계구상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
문이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목적이, 미국의 안보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 대미 대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
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핵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
하고 현재 전 세계의 다양한 문제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북핵
문제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 문제에 중국을 개입
시킴으로써 비용을 일부 중국에게 부담시키고,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7) 북한 사회주의 헌법 2012년 개정판 서문. “ ᠁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

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

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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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임무를 위임하고자 한다.8) 또한 중국과 북한은 이데올로기적으
로 상통하고 있고 한국전쟁의 참전국으로서 양국은 혈맹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러한 양국의 관계를 이용하여 핵을 포기하
도록 설득시키는 데 중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중국에게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은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문
제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으로 인해 시작되는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
은, 한반도 현상유지를 희망하는 중국의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 또한, 북
한의 핵무기가 점차 발달하고, 핵위협이 커지게 되면 일차적으로 물리적 
위협을 받게 되는 국가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더 이상 북·미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닌 중국이 개입하여 함
께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가 된 것이다.
 이처럼 북·중·미 삼각관계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경
제, 문화 등의 교류를 위해서 북·중은 다른 국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오로지 양국의 협의 하에 모든 것은 진행된다. 하지만 북핵문제만
큼은 중국과 미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회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진전
되기 어렵기 때문에, 세 국가는 전략적으로 삼각관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분석 시기를 북핵문제 발생초기부터 2012년까지로 한정한 이유는, 이 
두 시기가 탈냉전 이후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두 강대국 모두와 가
장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펼친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1차 북핵위기와 
2차 북핵위기를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한 이유는, 1차 핵실험 직후부터 

8) 김흥규. 2011, “21세기 변화 중의 미·중 관계와 북핵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7

권 제1호, pp. 215-219: 냉전 당시 소련을 공동의 최대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며 미·중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71년 미국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의 안보보좌

관이었던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가 비밀리에 북경을 방문하면서 미·중 간

전략적 협력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국의 밀월시기는 1989년 천안

문 사태, 미소의 화해무드 등으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

존의 관여를 바탕으로 한 헤징정책에서 보다 나아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중정

책을 채택하였다.



- 7 -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외교 전략은 현저히 달라졌고9) 그 결과 
미·중 관계는 비협력에서 협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시기에 나타난 북핵문제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은, 북·중·미 삼각관
계 속에서 달라진 미·중 관계와 이에 따라 변화하는 북한의 외교 전략
을 분석하는데 용이하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연구 목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그 다음 연구 대상을 설정 범위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
한다.
 제2장에서는 기존 문헌들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북핵문
제 발발 원인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지금까지 북
핵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째, 독재국가이자 폐쇄적인 특징을 가진 북한의 경우 지도자의 성격이 
외교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다. 두 번째는 북한과 중국 
또는 미국 양자 간의 관계에 집중한 연구이다. 세 번째는, 미소 양극체
제에서 소련의 붕괴로 나타난 미국 단극체제의 탄생, 이후 중국의 부상
으로 새롭게 형성된 미·중 양극체제 등 변화하는 국제 구조에 적응하기 
위해 북한의 전략은 변화한다는 연구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주장의 경
우 북한의 핵개발 원인은 설명하지만 변화하는 전략은 설명하지 못한다
는 한계를 가진다.
9) 1993년 2월 25일 IAEA 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강제사찰) 결의안 통과시켰으

나 중국은 이에 기권하였고, 1994년 3월 21일에는 북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 결정하

였으나 중국은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일하게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6월 10

일 IAEA 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서도 인도, 레바논, 시리아와 함께 기권하였다. 하

지만 2006년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3월 8일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

안 2094호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북한에 이를 엄격히 이행

하라는 통지를 산하 기관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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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본 논문의 분석틀인 디트머의 모형이 가지는 한계를 검토한
다.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는 냉전시기 미·소·중 사이에서 나타나
는 전략적 삼각관계를 설명하는데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후 대칭 관계에 
있는 세 국가 간에 나타나는 관계의 역동성을 분석하는데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 모형의 경우 힘의 비대칭 관계에 있는 국가 간의 관계를 정교
하게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졌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분석틀과 기존문헌
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전략적 삼각관계’ 분석틀에 대해 알아본 후, 한계를 보
완하여 새롭게 수정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여 각각
의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동북아의 상황에 맞게 변형한 분석틀을 북·중·미 삼국
의 관계에 적용하고, 실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삼각형이 
형성되는지 분석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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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북한의 외교 전략과 관련한 기존 문헌을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첫 번째는 북핵문제의 발발 원인과 핵개발 과정에
서 나타난 북한 외교 전략의 목표를 연구한 기존 문헌들을 검토해본다.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을 국내적 요인, 국가 간
의 양자 관계, 그리고 국제 체계의 변화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
다. 
 두 번째는 전략적 삼각관계 분석틀을 사용하여 분석한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고, 이 분석틀이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 지적한다. 전략적 삼각관
계의 모형이 적용되기 적합하지 않은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제 1 절. 북한의 핵전략에 관한 연구

 제 1, 2차 그리고 최근 3차 핵실험까지 진행된 북핵문제는 약소국의 
외교 전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위기 조성 전략은 대부분의 다른 약소국들이 선택하는 외교 전
략과 상이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약소국의 주요 외교 전략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10) 첫째, 강대국의 질서에 편승하는 전략, 
둘째, 나와 적대적인 강대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또 다른 강대국에 편승
하는 전략, 셋째, 강대국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 약소국들과 동맹을 맺는 
전략, 그리고 넷째, 핵무기를 개발하여 독립적으로 안보를 확보하는 전
략이다. 대부분의 약소국의 경우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자체적인 핵개발
보다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인 편승 전략을 택하

10) 장노순. 1999, “약소국의 갈등적 편승외교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1호,

pp. 38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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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편승이 아닌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도, 
개발 단계에서 강대국의 힘에 의해 제재와 압박을 받아 쉽게 포기하고 
그 대가로 안보 우산을 제공 받아 정치·경제적 성장을 먼저 이룩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처럼 약소국은 강대국의 위협에 직면하였을 때, 다른 
국가와의 동맹을 맺어 위협국에 대응하는 균형 전략을 취하거나 강대국
의 질서에 순응하는 편승 전략을 택하며 생존해왔다.11)
 하지만 북한의 경우 정치적 불안과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을 강행하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국제
사회로부터의 동조를 요청하고 있다.12) 따라서 북한의 전략으로서의 핵
문제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 원인과 목적이 연구되어왔다. 그리고 이
를 국내적 변수, 특정 국가와의 양자 관계, 그리고 국제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기존문헌을 살펴보자.  

 먼저 북한의 핵개발 원인으로서 국내적 요인을 변수로 하는 연구가 다
수 진행되었다. 80년대 후반을 전후로 하여 북한은 남한에 비해 경제성
장률에 있어 현저히 뒤쳐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
면서부터 시작된 심화된 만성 경제난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
한 불만을 고조시켰고, 이는 곧 사회이탈현상으로 나타났다.13) 이에 위
기를 느낀 북한 정부는 북한주민들에게 대내외적 위기상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탈북 현상을 막고 김정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유도하
고자 하였다.14) 그리고 1994년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 

11) 김태현. 2006, “세력균형이론,” 우철구·박건영,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서울:

사회평론), pp. 95-97; 장노순. 1999, p. 380.

12) 2013. “최룡해, 시진핑에 '북한 핵보유국 인정' 요구,” 『연합뉴스』(6월 17일)(검색

일: 2013년 7월 7일).

13) 실제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매년 한국으로 입국하는

이탈주민 비율과 중국에 정착중인 북한 주민의 증감률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

하다.

14) 윤황. 2006, “북한의 핵실험 강행 배경 분석 - 김정일의 핵보유전략과 선군정치 혁

명전략노선을 중심으로,” 『북한학보』, Vol. 31, pp. 23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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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초래하였고, 그 다음 해인 1995년에는 대홍수가 발생하여 당시 
인구의 10%인 약 2백만명의 북한주민이 아사를 당하는 사태에 이르렀
다. 게다가 기존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결국 붕괴되고 중국은 내부 경제
성장에 집중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대외 원조는 급격하게 감소하였
다. 그 결과 북한 내부에는 심각한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야기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침체 속에서 북
한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체제의 안정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이외에는 없었다.15) 당시 북한은 조
선 중앙 통신 논평을 통해 “핵억제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은 협박을 위
한 것이 아닌 군사비를 인민생활 향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
장하며 핵개발은 군사적 목적이 아님을 확실히 하였다.16) 
 이처럼 개발 초기 당시 북한이 핵을 개발하여 극복하고자 하였던 목적
은 국내의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
서 나타나는 두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원자로를 가동시켜 국
내의 전력난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을 것이며, 두 번째는 핵카드
를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위기 조성 전략을 통해 국내 경제의 
자생력을 갖추고, 이를 체제 안정에 이용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도 핵무기는 사용되었다. 2011년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함께 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외부 공공의 적을 상정함으로써 
수습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높다.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광명
성 3호를 발사하는 등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
명했다. 김정일은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17) 
15) 이재봉. 2003, p. 103.

16) 2003년 6월 9일 조선중앙통신은 “우리가 핵억제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은 그 누구를

위협하고 공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재래식 무기를 축소하며 인적 자원과 자

금을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 돌리려는데 있다. 미국이 조선에 대해 적대 정책을 포

기하지 않는 한 자금이 적게 들면서도 그 어떤 첨단무기나 핵무기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발표하였다.

17) Victor D. Cha and David C. Kang. 2003, “The Korea Crisis,” Foreign Polic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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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을 추진할 경우 가해질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이유는, 이로 인해 외부
로부터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압력보다 내부적 안정과 같은 이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18) 실제로 북한은 제 1·2·3
차 핵실험 직후, 평양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대규모 군중대회를 열고 내부 결속을 다지고자 하였다.19) 하지만 북한
과 같이 외부의 압력과 변화에 취약한 약소국의 경우, 국내 정책이라 할
지라도 이를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벽히 분리시키는 데 한계를 가진
다. 또한, 1차 핵위기 발생 당시 북한 국내 상황을 보면, 핵실험을 강행
하면서까지 잠재워야 할 만한 내부 분열이나 김정일 권력에 위기가 발생
하였다는 특별한 징후를 포착하기 힘들다. 따라서 핵개발을 김정일 개인
의 국내적 목적이나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 강행하였다는 주장은 본래 
목적의 작은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라 생각된다.

 북한의 핵개발 원인에 대한 또 다른 요인으로 북·중 동맹의 약화가 있
다.20) 중국과의 전통적 동맹의 약화로 인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북한이 체제 존속을 위해 핵개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경
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약소국의 경우 군사에 투자할 비용과 기술이 

136, pp. 20-28.

18) 김도태. 2012, “체제위기 관리 차원에서 본 북한의 핵·미사일 정치 : 광명성3호 발사

및 3차 핵실험 가능성 분석,” 『사회과학연구』, Vol. 29 No. 1, p. 3.

19) 2006. “北 핵실험 자축..내외에 '단결' 과시,” 『연합뉴스』(10월 20일)(검색일: 2013

년 7월 7일); 2009. “北, 핵실험 자축 군중대회 잇따라 개최,” 『연합뉴스』(6월 2일)

(검색일: 2013년 7월 7일); 2013. “북한, ‘핵실험 성공 자축’ 대규모 군중집회,”『KBS

NEWS』(2월 15일)(검색일: 2013년 7월 7일).

20) 북·중 동맹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You Ji. 2001,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 of strategic conven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0 Issue. 28, pp. 387-398; Andrew Scobell. 2004, China and North Korea: from
comrades-in-arms to allies at arm's length(Carlisl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Ming Liu. 2003, "China and the North Korean Crisis: Facing Test and Transition,"

Pacific Affairs, Vol. 76 No. 3, pp. 347-373; 박창희. 2007, “지정학적 이익 변화와 북·
중동맹관계: 기원, 발전, 그리고 전망,” 『중소연구』, Vol. 31 No. 1, pp. 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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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강대국으로부터 
안보우산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약소국의 외교는 견고한 동맹
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북한 역시 다른 약
소국들과 마찬가지로 체제의 성립부터 최근까지 자체적으로는 안보, 정
치,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룩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 
특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상통하는 중국과의 동맹을 통해 안보문제를 극복
하고자 하였다.
 냉전 시기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게 편승하여 안보 우산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불균등 동맹의 경우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안보를 제공받는 대가
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대국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냉전 시기는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져, 공
공의 적을 상정하고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
지 않고도 중국, 소련과 동맹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하고 탈냉전 시대가 도래됨과 동시에 북한은 기존 
동맹국들로부터 안보를 확보 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화해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국제 분위
기 속에서 중국으로부터 방기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나이더(Glenn H. Snyder)에 따르면, 동맹을 맺고 있는 국
가들은 연루(entrapment)와 포기(abandonment)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
는데, 이는 한 국가가 동맹국으로 인해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
과 동맹국에 의해 배반당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
다.21) 그리고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었던 중국은 실리외교 정책을 위
해 기존 연루에서 낮은 수준의 포기로 돌아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해서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는 상황은 중국에게 정치·경제적으로 부
담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사회주의권 진영외교가 아닌 기존 적대 관계에 있었던 국가들, 특히 미

21) Glenn H. Snyder. 1984,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Issue 04, pp. 46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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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한국과 전략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어야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기 때
문이다. 결국 중국은 북한의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1992년 한국과 
국교정상화를 성공시켰다.
 중국과의 전통적 동맹관계가 무너진 약소국 북한은 이때부터 중국에게
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새로운 동
맹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대상은 바로 또 다른 강대국인 미국이다. 이
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은 기존의 미국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고 편승하려
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를 위해 미국과 직접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공조체제의 큰 틀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모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북·미 대화 이행 이전에 남북 화해와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
를 수용할 수 없었던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실패하게 된다. 두 
강대국 모두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과 현재 국제 체제에 불
만을 동시에 느끼게 된 북한은 결국 핵개발을 통해 이 상황을 타파하고
자 했다는 것이 북·중 동맹이론을 통한 북한 외교 전략을 분석하는 학
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북·중 동맹은 냉전시대에 비해 약화되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유용하며 견고하게 존재하고 있다.22) 또한 중국은 여전히 북한
이 붕괴하고, 남한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
다.23) 그리고 북·중 동맹 약화를 통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근본
적인 목적은 설명해줄 수 있지만, 같은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을 중지하는 조약이나 핵동결을 약속하는 것과 같이 일시적이지만 핵포
기를 선언한 사건의 원인은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22) 주북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49

돐에 즈음하여 중국에서 연회 마련.”이라는 제목의 소식의 게재하고, 조중우호조약은

“쌍방은 조약의 정신에 따라 서로 리해하고 아끼며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친선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하였다.

23) David Shambaugh. 2003,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Playing for the Long

Term,"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6 No. 2, pp. 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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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우(J. D. Morrow)는 비대칭 동맹의 성격을 규정하였는데, 그는 자
율성과 안보의 교환(autonomy-security trade-off)이라는 모델을 통
해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결정되는 비대칭 동맹의 내부 성격을 설명하였
다.24) 그리고 약소국은 강대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안전을 보장받고, 
그 대신 강대국에 의하여 자신의 자율성을 제한 받게 된다.25) 이 주장
에 근거하여 북한의 핵위기 원인을 분석해보면, 북·중 동맹의 약화로 
인해 약소국인 북한이 강대국 중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
자 촉발시켰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동맹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안보를 제공받는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자율성을 가지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였으며, 오히려 핵개발은 동맹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
다.
 따라서 북·중 양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의 핵위기를 분석할 
경우, 비대칭 동맹의 특징인 안보의 수혜와 전략의 자율성의 보장이 동
시에 이루어지는 형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변화된 국제 구조의 관점에서 북핵문제를 분석하는 연구 역시 많은 학
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미·소 양극체제가 지속되었던 냉전시대의 
폐막과 미국의 단극체제로의 변화, 이후 미·중 양극체제의 개막과 같은 
국제 체제의 끊임없는 변화는,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약소국 북한에게 
불안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격동적 변화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초래하였다고 고려되어 왔다.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현실주의 이론을 창
조한 월츠(Kenneth N. Waltz)는 국제정치의 구조는 국가 간의 ‘관
계’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26) 그리고 월츠의 주장에 근거하여 살펴
24) James D. Morrow. 1991, "Alliance and Asymmetry: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pp. 904-933.

25) 백성호. 2003, “강대국과 약소국간 안보동맹의 특성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9권

제1호, p. 212.

26) Kenneth N. Waltz. 2010,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Illinois: Waveland Pr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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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북핵위기는 냉전의 해체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북
한의 외교 전략이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체제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설득력을 가진다. 로드스타인(Robert L. 
Rothestein)은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는 데 군사와 경제적 능력을 충분
히 갖추지 못한 약소국은, 강대국에 비해 국제체제의 변화와 위협 국가
와의 세력분포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27) 이것에 의하면 
북한은 약소국이기 때문에 구조적 변화에 취약하고, 그 결과 가장 확실
한 자체보호를 위해 핵개발을 강행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대치되어 있던 냉전시기 동안, 북한은 소련에
게 편승하여 미국을 공공의 적으로 상정함으로써 특별한 대가 없이 정
치, 경제, 이데올로기적으로 보호 받았다. 중소분쟁이 격렬했던 7-80년
대에도 공공의 적이 존재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북한은 낮은 비용으
로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핑퐁외교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양쪽 모두로부
터 원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 경제 성장과 정치적 이데올로기 
구축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91년 말, 소련은 붕괴하였고 북한의 진영외교는 변화된 국제
체계 속에서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후 유일하게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던 중국이 실리외교를 주창하며 한국과 국교정상화를 성공시킴으
로써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었고, 그 결과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처럼 탈냉전의 시작으로 국제체제가 적대에서 화해
의 분위기로 전환되고, 중국 역시 개혁·개방 경제정책으로 변화를 시도
하면서, 북한은 이전과 전혀 다른 외교 전략을 구상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진영외교 중심에서 대미 직접 협상을 외교 전략의 핵심으로 상정하
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 사회에서 유일한 패권국으로 우뚝 선 미국
과 냉전시기의 적대적 관계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은 자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일하게 동일한 정치적 이데

27) Robert L. Rothestein. 1977, The Weak in the World of the Strong(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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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하면서, 북한과의 
전통적 동맹에서 벗어나고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로 변화한 상황은 북한
에게 새로운 전략 구상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변화하는 국제 구조를 기준으로 북한의 외교 전략을 분석할 경
우, 미국 단극 체제가 지속되는 구조 속에서 변화하는 북한의 핵위기 조
성 전략을 설명하지 못한다. 반대로 단극 체제 속에서 미·중 양극체제
로 변화하는 과도기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북한의 외교 전략을 설명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탈냉전 이후 국제체제는 한반도에서의 정치 
변화의 전기를 마련한 것 같았으나, 외적 균형이라는 강대국 정치의 기
본 구조는 변화되지 않았다.28) 이처럼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미·
중 양극체제가 20년 이상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핵위기 전략
은 원자로 동결과 재가동을 반복하며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탈냉전 이
후 북한의 외교 전략은 거대한 국제 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하는 것보다 이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두 패권국 관계의 ‘성격’에 집
중하고,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을 더
욱더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용이하다. 

  제 2 절. 전략적 삼각관계를 적용한 기존 문헌

 전략적 삼각관계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비슷한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들의 관계는 
대칭적이었다. 북·중·미 삼각관계와 같이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이루어
진 비대칭적 삼각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미흡했다. 
 섐보(David Shambaugh)는 미국, 중국, 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삼각관
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는 부상하는 중국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과 

28) 이수형. 2012. “국제정치의 지형 변화와 동아시아 강대국 정치,” 평화재단 평화연구

원 편,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인식과 대응전략』(서울: 백산서당),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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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분석하였다.29) 최운도는 탈냉전기 10
년간 미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미국
의 정책으로 인해 시작된 중·일 협력과 이로 인해 초래된 미국의 정책
을 서술하였다.30) 헤프튼도나&코크메나(Helga Haftendorna & 
Michael Kolkmanna)는 과거 독일, 미국, 프랑스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독일의 현재와 미래 외교 정책을 설명하고 예측하
였다.31) 그리고 람(Julie M. Rahm)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전
략으로서의 러시아, 중국, 인도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구성하고, 그 원인
과 목적을 서술하였다.32) 이처럼 전략적 삼각관계 모형을 적용한 사례
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치, 경제, 문화, 규모, 안보 중 최소한 어느 
한 이슈에 관해서는 비교적 서로 대칭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연구 대
상이 되었다. 북·중·미 세 국가의 경우 힘은 서로 대칭적이지 않지만, 
세 국가의 전략은 다른 두 국가의 전략을 변화시키고 반대로 변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전략적 삼각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 
 이상숙은 북핵문제를 북·중·미 삼각관계의 틀 속에서 분석하고, 중국
과 미국 간에 안정적 결혼 유형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로맨틱 삼각관
계 유형이 나타나는 사실을 지적하였다.33)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관계
를 안정적 결혼으로 보는 것은, 핵문제에 있어 중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제재를 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경제 분야에서 있어서만큼은 북한과 근본
적인 동맹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은 간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29) David Shambaugh. 2005, "The new strategic triangle: US and European reactions

to China's rise,"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8 Issue. 3.
30) 최운도. 2003, "미ㆍ중ㆍ일 삼각관계와 그 역학에 관한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Vol. 37 No. 3.

31) Helga Haftendorn and Michael Kolkmann. 2004, "German policy in a strategic

triangle: Berlin, Paris, Washington… and what about London?,"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7 Issue. 3.

32) Julie M. Rahm. 2001, "Russia, China, India: A New Strategic Triangle for a New

Cold War?," Parameters, Vol. 31 No. 4.
33) 이상숙. 2009,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와 제 2 차 북핵위기-북한의 위기조성 전

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Vol. 49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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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북·중·미 삼각관계를 분석한 기존 문헌의 경우, 동맹국간에도 
사안에 따라 우호와 적대적 관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모든 국가
가 일정한 정도로 적대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다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
다.34) 예를 들어 냉전부터 이어져 오는 북한과 중국의 견고한 동맹 관
계는 세계 모든 국가가 북한을 배척할 때조차 파기되지 않고 이어졌다. 
2012년 북한 개정헌법은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명시하였고, 세계 각
국은 이를 강력히 비난하였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
다. 하지만 북·중 양국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
맹의 정도 역시 변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한·중수교를 전후로 하여 
중국과 북한은 정치적으로 우호적이지 못했고, 중국의 실리외교는 북한
에게 양국 무역에서 국제가격의 절반 이하로 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하
는 우호가격제와 물물교환 방식 대신 현금결제를 요구함으로써 경제적으
로 북한을 압박했다.35) 하지만 이 시기에도 군사적 교류만은 과거와 크
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한·중수교가 있던 1992년에 중국이 이례적으로 
3개의 군사대표단과 5개의 우호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한 점을 보아 알 
수 있다.36) 이처럼 정치·경제적으로는 이전만큼 우호적이지 못하지만, 
군사적으로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등 북·중 동맹은 시기와 사건에 따라 
동맹은 견고함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제2차 북핵위기 이전에 중국은 핵문제를 북한의 내정문제로 규정
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두둔하며 견고한 혈맹관계를 과시하였지만, 1
차 핵실험 이후에는 미국과 함께 북한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등 기
존의 관계에 비해 약해진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4) 전략적 삼각관계를 강대국과 약소국의 비대칭 삼각관계에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미경. 2003, “1950-60년대 북한·중국·소련 삼각관계의 형성

과 균열,” 『중소연구』, Vol. 26 No. 4, pp. 81-106; Harsh V. Pant. 2004, "The

Moscow-Beijing-Delhi ‘Strategic Triangle’: An Idea Whose Time May Never

Come," Security Dialogue, Vol. 35 No. 3, pp. 311-328; 허문영·유동원·심승우. 2012,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Vol. 2012 No. 12.

35) 이종석. 2000, 『북한-중국관계 1945-2000』(서울: 중심), p. 275.

36) 이종석. 2000, p.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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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원조는 지원하고, 북·중 고위급 회담을 진행시킴으로써 북·
미 관계와 같은 완전히 적대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 
 이처럼 국가 간의 동맹은 근본적인 것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는 변
화하며, 변화된 정도에 따라 국가의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북·중 동
맹의 경우에도 관계를 규정짓는 요소에 따라 그 성격과 정도가 변화한다
는 것이다.37) 이와 같이 동맹의 성격을 규정짓는 한 가지 요인은 핵문
제를 둘러싼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이다. 국제경제 질서
의 유지 및 변화나 다양한 안보현안에 대해 지역질서 주도자로서의 영향
력 증강을 꾀하는 중국에게 한반도 안정과 북한의 개혁·개방은 불가피
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개
혁·개방 및 비핵화에 대한 요구는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 다가온다. 또 한 가지 핵심적 요인은 양국
의 포괄적 안보위협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1960년대 연미제소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은 소련을 주적으로 삼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였
다. 반면 북한은 소련과의 동맹관계는 유지하며 경제적 실리를 도모하였
지만 미국과는 여전히 대결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동맹관
계라 할지라도 북·중간에는 전략과 이해관계에 있어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전략적 삼각관계 모형에 적용하여 북·중·미 삼각관계를 분석
한 연구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였다. 북·중 관계와 미·중 관계처럼 근
본적으로 변화하기 쉽지 않은 국가 간의 관계를 지나치게 역동적으로 보
았다. 이에 대해 나의 주장은, 우호 또는 적대로 규정되는 국가 간의 관
계의 근본적인 성질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시간과 사건에 따라 동맹의 
정도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37) 장용석. 2012, “북한의 자주-의존 딜레마와 헤징전략,”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편, 『중

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인식과 대응전략』(서울: 백산서당), pp. 26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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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소   결

 북한의 핵전략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삼각관계의 틀 속에서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 원인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핵억제
력을 가지고 대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양국 사이에
는 냉전부터 이어져오는 근본적 적대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북
한의 핵개발은 미국이 구상하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전략에 전면적으로 
대치한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하는 북·미 대화는 현
실적으로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 결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
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즉 중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중재자로서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하였지만, 그 유인이 단순히 북·미 양
국의 소통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중국 역시도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했고, 국제사회 속에서 점차 커져
가는 자국의 위상을 고조시키기 위하여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처럼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북한의 외교 대상이라 할 수 있으며, 북·중·미는 전략적 삼
각관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중·미 삼각관계가 형성될 경우, 북한은 어떤 형태가 이
루어지기를 희망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북한에게 가장 안정적인 삼각관계는, 중국과는 강한 동맹, 미국과
는 약한 적대, 그리고 미·중이 협력하지 않는 관계이다. 
 먼저, 북·중 관계는 약한 동맹보다 강한 동맹일 때 북한에게 유리하
다. 그 이유는 북한은 중국을 통해 국제사회로의 정치적 돌파구가 생겨
나고, 경제적으로는 대북원조가 늘어나 내부적 안정이 유지되기 때문이
다. 또한 양국의 관계가 우호적일 때는, 국제사회가 북한 제재를 강력히 
주장할 때조차도 중국은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북한의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북·중 관계가 약한 동맹으로 돌아서는 경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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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로부터의 정치적 고립과 경제적 불황을 동시에 겪게 된다. 90년
대 초, 양국의 관계가 기존에 비해 약화되었을 때 중국의 대북 원조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는 북한의 경제적 침체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
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유일한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중국과의 동맹 약
화는 중국으로부터 방기될지 모른다는 안보위기까지 느끼게 만들었다. 
이처럼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약하게 동맹을 맺고 있을 때보다는 강하
게 맺고 있을 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보다 많은 지원을 받았다.

 둘째, 북·미 관계는 강한 적대의 상태보다 약한 적대의 상황이 북한에
게 유리하다. 북·미 관계가 악화될수록 미국은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했으며, 심지어는 무력을 통한 공격을 구
상하기도 했다. 북·미 관계가 악화될수록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을 동결하기 위하여 북한의 해외 계좌와 대북 무역 경로를 
차단시키고, 중국을 설득하여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 하였다. 뿐만 아니
라 미국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국제사회로의 통로가 막힐수록 북한의 대
중 의존도는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북한의 고충은 배가 되었다. 하지
만 북한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변화하면 미국은 대화를 시도
하고, 중유 제공과 같은 대북 원조액을 늘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셋째, 삼각형의 마지막을 구성하는 미·중 관계가 우호적이고 전략적으
로 협력할 때 보다는 비교적 악화되어 있을 때, 북한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국제질서의 형성과 관리는 일반적으로 강대국간 협력을 통
해 이루어지는데38), 만약 미·중이 협력하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북한은 고립의 위협

38) Immanual M. Wallerstein. 1984,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 The State,

the Movements, and the Civilizations』(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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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껴 군사적 도발과 같은 ‘벼랑 끝 전략’을 사용하였고, 한반도 위
기의 수위는 높아졌다. 1차 북핵위기 당시 중국은 북한과는 강한 결속의 
관계였지만, 미국과는 비협력의 관계에 있었다. 이때 중국은 핵문제가 
북한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
재를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전략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
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는 미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를 
통해 북한을 제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처럼 미·중의 적대 관계 속
에서 북한과 중국은 미국이라는 공통의 위협세력을 가졌다. 이 상황 속
에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방기 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외교 전략에서도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독립
성을 가질 수 있었다. 1994년 북한은 중국의 지지와 지원 속에 미국과
의 직접 협상에 성공하였고,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처럼 미·중
이 북한 문제를 두고 서로 갈등하는 상황은 북한이 이 두 국가의 관계를 
비교적 덜 의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신만의 전략 사
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핵보유 선언 이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이것은 영토적으로 가장 근접해있는 중국에게 직
접적으로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은 친북 정책에서 벗어나 미국과 의
견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에 대한 결의안
은 빠르고 쉽게 통과되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취약한 북한의 
정치·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으로 협력
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 쉽게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경험적으
로도 세력균형체계에서 약소국이 종종 희생자가 되어온 경우가 있는데, 
2개 이상의 강대국이 한 약소국을 분열시키는데 동의한다면, 약소국은 
실제로 희생되었다.39) 현재 유일한 분단국인 남·북이 미소 냉전 희생
의 잔재라 할 수 있고, 폴란드의 4분할, 독일의 분단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의 화해를 위해 대만을 희생시키는데 주저
하지 않았다. 
39) Michael Handel, 김진호 역. 『약소국 생존론』(서울: 대왕사), 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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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약소국인 북한의 외교 전략은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
의 성격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양극 체제 속에서 강대국 간
의 관계와 이 속에서 나타나는 약소국의 영향력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강대국 간의 경쟁과 긴장이 고조될수록 그들이 동맹 또는 비동맹 
약소국에게 지불할 비용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초강대국
간의 협조와 제휴 등이 높아질수록 동맹 약소국이 협조를 미끼로 얻을 
수 있는 대가는 낮게 된다는 것이다.40) 북한 역시 중국과 미국에 비해 
약소국의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미·중의 협력 또는 비협력 상황에 따
라 위치와 이익은 달라진다.

 따라서 북한에게 가장 유리한 외교 환경은 중국과 강한 동맹, 미국과 
약한 적대, 그리고 미·중 관계가 우호적이지 못할 때이며, 이 조건 속
에서 북한은 외교 전략을 펼치는데 가장 극대화된 자율성을 가졌다. 그
리고 이 형태의 삼각형이 다른 형태로 변화하면 북한은 다시 두 강대국 
사이를 깨고 양국이 협력하지 않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같은 위기조성 전략을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이 조건을 전략적 삼각관계의 모형을 변형한 삼각형에 대입하여 
살펴보면,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⑥번 삼각형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경
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원조를 받고 미국에게는 
최소의 안전 보장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때에 따라 경제적 원조도 함께 
부여되었다. 또한 두 국가가 서로 협력하지 않고 갈등하는 상황은 북한
에게 인지적 안정을 주었다. 
 약소국이 중심이 되고 두 날개를 이루는 국가가 강대국일 경우, 중추적 
역할을 하는 약소국을 자신의 편에 두기 위해 드는 비용은 시간이 지날
수록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은 약소국에 대한 또 다른 강
대국의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소국을 자신의 진영에 두고자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41) 뿐만 아니라 
40) Michael Handel, 김진호 역.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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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가 약한 적대의 상황이 되면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려 하는
데, 만약 이 때 미·중이 갈등하게 되면 중국은 굳이 필요 이상의 비용
을 지불하여 중재자로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미국과 직접협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만약 적대적 관계에 있는 두 강대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
성을 가지게 된다면 약소국은 방기되기 쉽다. 특히 전 세계가 미국과 소
련으로 나누어져 공통의 적이 존재했던 냉전시대와 달리, 탈냉전 시대에
는 공공의 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대국은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약소국을 굳이 자신의 진영에 두려 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로맨틱 트라이앵글을 유지하기 위
하여 최선을 전략을 구사하고자 할 것이며, 두 강대국이 협력할 것이라
는 분위기가 감지되면 이를 막기 위해 무력 도발도 감행할 가능성이 높
다. 
 이처럼 북·중의 강한 결속, 북·미의 약한 적대, 미·중의 적대적 관
계가 북한에게 가장 좋은 국제 환경이며, 북한을 이 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하기 위한 외교 전략을 구상할 것이다.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핵위기를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삼국의 형태는 전략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북·중·미 삼각관계가 전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삼국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변화시키는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41) 반대로 삼각관계 중 강대국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양 날개 국가가 약소국으로 구성

되는 로맨틱 트라이앵글의 경우, 두 약소국이 동맹을 맺는다 할지라도 강대국의 질서

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동맹을 포기할

가능성이 적다. 오히려 강대국이 또 다른 약소국과 더욱더 협력하여 자신을 방기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기 때문에 강대국의 질서에 쉽게 순응한다. 그리고 강대국은

오로지 두 약소국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이 구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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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력이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은 
미국과 중국의 결속력을 강화시켰다. 2차 북핵위기를 전후로 하여 중국
의 기존 대북 감싸기 전략은 제재 전략으로 돌아섰고, 그 결과 중국과 
미국은 협력자의 관계로 변화하였다. 둘째, 두 강대국의 전략에 영향을 
받아 전개되는 북한의 외교 전략이다. 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의 핵개
발에 대해 중국은 내정문제로 규정하면서 대북 제재를 반대하였고 미·
중은 비협력적 관계를 유지했다. 그 결과 북한은 대미 대화를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결국 성사시켰다. 하지만 미·중 양국이 협력 관계로 돌아
서자 북한은 이 두 국가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대화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전략을 
변화시켰다. 셋째, 북한의 외교 전략에 따라 변화하는 미국 또는 중국의 
외교정책이다. 북한의 핵위기 전략의 강도에 따라 중국은 대북 유화정책
과 강경정책을 번갈아가며 구사했다. 1차 북핵위기 당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전술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으며, 따라서 강력한 제재나 압
박에 비협력적이었다. 하지만 핵실험이 이어지고 위협 수위가 높아지자, 
중국 외교부는 양국 수교 이후 처음으로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공식적인 
성명과 함께 북한을 비난하기 시작했다.42) 
 이처럼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중·미 삼국은 전략적 삼각관계를 구성
한다. 각 국은 서로의 전략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변화시키기도 하며 국
가 간의 관계 또한 제 3국의 전략에 따라 협력 또는 비협력적으로 변화
한다. 

42) 2013. "中 정부 "북한 핵실험 강력하게 반대," 『조선비즈』(2월 12일)(검색일: 2013

년 7월 7일).



- 27 -

제 3 장. 전략적 삼각관계 분석틀

 제 1 절.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 모형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43)는 냉전 중소분쟁 당시 전략과 이익, 
그리고 다른 국가 간의 관계에 의해 변화하는 미·소·중 삼각관계를 분
석하는데 처음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후 삼각관계를 구성하는 다른 세 
국가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일련의 외교 전략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이때 ‘전략적’이란 삼각관계가 세 행위자의 생존과 이익에 영향을 미
치는 사안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세 행위자가 삼각관계 내 역학관계를 
고려한 합리적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4) 국가는 생존에 필요
한 모든 것을 내부에서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통해 이를 충족시킨다. 하지만 이때 교역은 대칭적일수도 있고 비대칭적
일 수도 있다. 따라서 두 국가의 교역이 언제나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은 아니며 때로는 한 국가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이를 바
탕으로 하여 디트머는 국가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3가
지로 요약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가치(value)인데, 상호작용 속에서 나
타나는 가치의 성격은 우호 또는 긍정적(positive)으로 나타날 수도 있
고 적대 또는 부정적(negative)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관계
의 성격이며, 국가 간의 관계는 국력과 이해관계에 따라 대칭 또는 비대
칭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앞의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변
화하는 제3국과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 A국의 외교 전략은 B, C국 각각
의 외교 전략 또는 B국이 C국과 맺는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B
국이 C국과 맺는 관계에 의해 A국의 외교 전략은 바뀌기도 한다. 따라
서 각국은 특정 국가와의 양자관계를 설정할 때 제3국과의 양자관계 및 
43) Lowell Dittmer. 1981,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Vol. 33 Issue 04.
44) 서보혁. 2008, “탈냉전기 한반도 안보질서 변화에 관한 연구: 남·북·미 전략적 삼각

관계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4권 2호,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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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두 국가 간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상황에 놓이게 된
다.45) 그 결과 세 국가의 관계는 ①삼자공존(menage a trois) ②로맨
틱 삼각관계(romantic triangle) ③안정적 결혼관계(stable marriage)
와 같은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나타나며, 이는 한 국가의 외교 전략 
또는 두 국가의 관계에 따라 변화한다. 

 
      <삼각공존>       <로맨틱 삼각관계>    <안정적 결혼관계>

[그림 1] 전략적 삼각관계의 세 가지 형태

45) 백창재. 2011, “미·중 관계의 장래와 한국 외교,”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4호,

p. 79.



- 29 -

 먼저 삼자공존은 세 국가 모두가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며, 이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모든 행위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하지만 
개별 행위자에게는 이 관계가 가장 확실한 안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아닌
데, 그 이유는 현재 나와 우호적 관계에 있는 두 국가의 관계가 언제까
지나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안전을 보장해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양쪽 모두와 동맹을 유지하는 비용이 한쪽과 동맹을 유지할 때 발생
하는 이익을 초과할 경우 국가는 동맹을 파기하고 오로지 한 국가와만 
동맹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 행위자의 관점에서 가장 안정
적인 관계는 로맨틱 트라이앵글이다. 
 로맨틱 트라이앵글은, 중심축을 이루는 한 행위자가 나머지 두 행위자 
모두와 우호적 관계에 있지만, 나머지 두 행위자는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을 때 성립된다. 중심축을 이루는 행위자가 강대국이고 양 날개에 위
치한 국가가 약소국일 경우, 이 삼각형은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에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양 날개에 위치하는 행위자들에게는 가장 불안한 구
조이다. 왜냐하면 중심 국가가 언제 나를 배반하고 나와 적대관계에 있
는 국가와 더욱더 견고한 연합을 형성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
우 날개를 구성하는 두 국가는 중심국가에게 더욱더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중심국은 이 두 국가에게 자신과 동맹을 공고히 하는 대가로 점
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가 약소국이고 우호적 관계에 있는 나
머지 두 국가가 강대국일 경우, 약소국의 위치와 외교 전략은 두 강대국
의 관계에 강한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날개를 구성하는 국가가 서로 
적대적일 경우에 중심국은 핑퐁외교 또는 등거리외교를 하며 대립하는 
두 국가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적 외교를 펼칠 수 있다. 이 
때 두 강대국은 적대적 관계 속에서 안보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 뿐 아니
라 약소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경쟁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비용까지 부담
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지만, 약소국으로서는 가장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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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만약 날개를 구성하는 두 강대국이 우호적으로 변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경우, 이들에게 중추적 역할을 하는 약소국의 전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로맨틱 트라이앵글의 후자일 경우, 약소국은 이
익 극대화를 위해 두 강대국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화하지 못하도록 방
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약소국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두 강대국 사이에서 불안한 위치에 있는 것보다 한 강
대국과 더욱더 견고한 동맹을 형성하고 나머지 국가와는 동맹을 약화시
키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때 삼각형은 안정적 결혼 상태로 
변화한다.
 안정적 결혼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두 국가가 제3의 국가와 공통
으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관계에서 
배제된 제3국은 현재의 고립 상태가 지속될 것을 우려하여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두 국가 모두, 또는 두 국가 중 한 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맺
기를 시도할 것이다. 만약 우호적인 두 국가의 관계가 비대칭적이라면, 
배제된 국가는 보다 적은 수혜를 받고 있는 국가를 설득하여 강대국을 
상대로 새로운 균형을 형성하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전략적 삼각관계의 세 가지 유형은 세 국가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성격과 힘의 크기, 제3국과의 관계 등에 영향을 받으며 계속해서 
변화한다. 

 제 2 절. 북·중·미 전략적 삼각관계

 전략적 삼각관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은 첫째, 가치(우호 또는 적
대) 둘째, 관계의 대칭 또는 비대칭 그리고 세 번째는 앞의 두 가지 요
인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제3국과의 관계이다. 그리고 이 세 요인을 북핵
문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46) 백창재. 2011, pp.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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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북한의 국력은 중국, 미국 양국 모두와 비대칭 관계에 있다. 국력
은 어떤 고정적이거나 평면적인 비교가 아니라 이해가 얽혀 있는 국가 
간의 상대적 우월에 의한 것이며, 이는 다양한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
진다.47)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국력의 객관적 분석을 위해, 경제력·군
사력·인구·천연자원·국토·외교력·국민성 등의 지표를 구축하여 종
합함으로써 객관화를 시키려는 시도를 해 왔다.48) 북한의 상황을 위 요
소들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에 비해 현저히 
뒤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하여 
핵억제를 가짐으로써 강대국과의 힘의 비대칭 정도가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다른 약소국들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핵전략은 미·중 관계의 성질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2차 북핵위기 발발 초기, 미국과 
중국 간에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자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두 국가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할 때 미국과 중
국은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6자 회담
과 같은 대화의 장으로 불러오기도 했다. 
 셋째, 디트머는 국가가 가지는 이익을 긍정적 이익 또는 부정적 이익으
로 이분화 하였고, 양국의 관계를 단순히 우호 또는 적대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국가가 가지는 이익은 그 성격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북한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우호관계에 있지
만 최근 군사적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지금
까지 북·중 관계와 북·미 관계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적대와 우호의 
정도가 빠르고 쉽게 변화하는 것처럼 보여 왔다. 예를 들어 제네바 합의 
이후에는 북·미가 협의 하에 경제적 원조와 핵 폐기를 진행해 갔던 것
으로 보아 일시적이지만 우호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핵문제의 

47) 이정우. 2012, “북한의 국력과 군사력에 대한 평가,” 『현대북한연구』, Vol. 15 No.

3, p. 105.

48) 이정우. 2012,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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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에 대해 북·미 사이에는 근본적인 인식차이가 존재한다. ‘검증 가
능한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북한
은 가급적 핵을 보유하면서 미국과 관계개선을 통해 생존을 보장받으려 
하기 때문에49), 북한의 핵개발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50) 2013년 3월 31일에 개최
된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핵 무력 건설을 추구함으로써 핵무기 보유에 대
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었고, 이는 핵포기를 전제로 관계 개
선을 추진하는 미국의 전략에 전면적으로 상충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국
제사회에서 각자가 추구해야 할 목표에 대한 북·미의 근본적 대립은 양
국의 국교정상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의 핵위기 촉발 목표인 ‘미국과 불가침 조약 체결’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1차 북핵위기가 발발한 1992년부터 20년
이 지난 2013년까지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여준 행적은, 결코 핵을 포기
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은 오로지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처음부
터 합의될 수 없는 사건이었으며 이 때문에 1, 2차 북핵위기 과정에서 
북·미가 우호적 관계가 되는 동맹을 형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국가 간의 이익은 같은 사안을 두고도 서로에게 
다른 성격을 가지며, 그 이익을 국가에게 가지는 영향력 역시 국가의 규
모, 이익과의 연관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북·중 관계 역시 시기에 따라 우호와 적대가 공존해 왔다고 볼 수 있
다. 이 둘의 관계는 1950년 한국전쟁 중공군이 참전하면서부터는 혈맹
관계로 변화하여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다. 중국의 대북 원조는 단 한차
례의 예외 없이 매년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외

49) 최진욱. 2008. “기로에 선 북핵문제.”

http://www.kinu.or.kr/issue/index.jsp?page=21&num=430&mode=view&field=&text=&

order=&dir=&bid=DATA01&ses=&category=1(검색일: 2013. 04. 05).

50) 채규철. 2010, “북·미 관계와 북핵문제: 평가와 과제 및 전망,” 『의정논총』, Vol. 5

No. 1,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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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고립에도 생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중국이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미약하게나마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기
도 하였다. 
 이는 북·미와 북·중 두 관계 모두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기보다는 각
국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시적인 외교 전략이었다고 사료된
다. 북·중 관계에 있어 근본적인 동맹 파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양국은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다각적 측면에서 긴밀하
게 협력하고 있다. 1961년 7월 11일 체결된 ‘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
조 조약’은51), 중국이 북한을 유일한 군사동맹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까지도 내용의 변경 없이 20년마다 갱신
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강력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요구
에 맞추어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유지하며 외부를 향한 북한의 소통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다. 따
라서 양국이 근본적으로 동맹을 완전히 파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근본적으로 북·중 관계는 우호, 북·미 관계는 
적대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북·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결속이라는 전제 
하에 관계의 강약을 강한 결속 또는 약한 결속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또
한, 북·미 관계는 근본적으로 적대라는 전제 하에 강한 적대 또는 약한 
적대 관계로 상정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세 국가 모두가 서로에게 
우호적인 형태인 삼자공존은 나타나지 않는다. 

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

약 제2조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

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의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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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 관계와 북·미 관계는 우호와 적대의 강약을 플러스와 마이너스
로 나누지만, 북핵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은 협력 또는 비협력의 상
태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강약으로 나누지 않는다. 따라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삼각관계는 로맨틱 트라이앵글과 안정적 결혼 상태만이 
나타나며, 이것은 북·중, 북·미 관계에 맞추어 강한 결속과 약한 결속, 
강한 적대와 약한 적대에 따라 변형시킨 형태의 8개의 삼각관계로 나타
날 것이다. 물론 북핵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8가지 행태가 모두 나타나
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8개의 삼각형을 모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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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국을 중심으로 한 로맨틱 트라이앵글의 변형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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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북·중 안정적 결혼의 변형된 형태



- 37 -

 ①-④는 로맨틱 트라이앵글의 변형된 형태이고, ⑤-⑧은 안정적 결혼 
상태의 변형된 형태이다. 

 ①미·중 양국은 우호적이고 북·중은 강한 결속, 북·미는 강한 적대
이다. 이 삼각형은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로맨틱 삼각관계에 가장 가
까운 형태인데, 1차 북핵위기를 종결시킨 제네바합의 직전에 나타났다. 
북한과 강한 결속을 맺고 있었던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강력히 반대하며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대북제재를 위
한 IAEA와 안보리 결의안에 기권하고, 찬성표를 던질 때에도 합의문의 
제재의 수위를 낮춤으로써 실질적으로 북한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강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로맨틱 삼각형의 형태에서 중심국은 날
개를 구성하는 양국 모두에게 영향력을 가할 수 있다. 중추적 역할을 하
는 국가가 삼자공존을 추구할 경우 이 나라는 갈등하는 두 국가 사이에
서 중재자 역할을 하여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이 관계 속에서 약소국은 자신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강대국에게 더욱
더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동맹관계에 있는 강대국이 자
신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나와 적대관계에 있는 강대국과 협력하게 되면 
약소국은 고립될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소국은 동맹과의 
관계에 더욱 의존으로 되고, 방기의 우려를 강하게 느끼게 된다.52) 그 
결과 이 형태의 삼각형에서 약소국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강대국에게 의
존적으로 되지 않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데, 북한의 핵위기 전략이 그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중과 힘의 우위에서 약자의 위
치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개발이라는 강력한 전략을 선택함으로
써 자체적 안보를 꾀하고, 동시에 중국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방기할 수 
없도록 견고한 장치를 설치한 것이다. 
 북·중·미 삼각관계를 예로 살펴보면 이 삼각형은 제네바 합의 당시에 

52) 최명해. 2008, “1960년대 북한의 대중국 동맹딜레마와 계산된 모험주의,” 『국제정치

논총』, 제48집 3호,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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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이는 미국에게 가장 불리한 구조였다. 왜냐하면 중재자 역할
을 해야 할 중국이 여전히 북한의 편에 있고, 북한은 핵무기를 카드로 
삼아 북·미 직접 대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관계 속에서 미
국의 영향력 또는 의지는 충분히 실현될 수 없었고, 대화를 위해 미국은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다. 그 결과 이 삼각형은 중국의 중
재자 역할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반면 나머지 두 국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에게 가장 의존적이 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②미·중 양국은 우호적이고 북·중은 강한 결속, 북·미는 약한 적대
이다. 이 삼각형은 디트머의 모형 중 삼각공존에 가장 근접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북·미는 근본적 적대의식으로 인해 동맹을 형성할 수 없기 때
문에, 이 두 국가 간에는 약한 적대가 우호관계에 가장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핵위기 발발 이후 이 형태의 삼각형은 잘 나타나지 않았지
만, 제네바 합의와 2‧13합의 등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
났다. 이 삼각형의 경우 세 행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지만 개인행위자
의 관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53) 북한은 중국과 강한 우호관
계를 맺으며 경제적 원조를 받고 미국과는 비교적 약한 적대관계 속에서 
안보에 대한 불안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미·중이 협력하는 상
황은 북한의 도발을 언제나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략을 이행
하는데 제약을 받을 확률이 높으며 극대화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관점이나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가장 안정적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은 두 강대국 모두로부터 경제적 원조와 체제 안정을 
보장받고, 미·중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제를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합의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
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즉시 감지하여 신속하게 제재를 가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이 삼각형은 국제체제에 가장 안정적인 형태
라 할 수 있다.
53) Lowell Dittmer. 1981, p.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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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미·중 양국은 우호적이고 북·중은 약한 결속, 북·미는 강한 적대
이다. 북한이 미·중 양국 모두와 관계가 악화된 이 삼각형은 북한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삼각형이며, 2차 북핵위기 이후 삼국의 관계는 줄곧 
이 형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기존 디트머의 모형과 비교해보면, 이 삼
각형은 두 강대국이 협력하고 약소국이 배제되는 안정적 결혼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관계 속에서 약소국은 두 강대국의 전략적 협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강대국에게는 낮은 비용으로 약소국에게 자
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이다. 왜냐하면 강대국과 약
소국의 동맹에서, 강대국이 약소국과 분쟁중인 제3의 강대국과 우호관계
에 있다면 강대국은 비대칭 동맹에서 발생하는 연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강대국이 협력하여 압력과 설득을 함으로써 약소
국을 제어하고 공동통치 하면서 연루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
다.54)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자국이 원치 않는 미국과의 
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연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의 수위를 높이려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도발과 잇따른 약속 파기에 대해 중국의 불만이 커지면서 체제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원조는 유지하였지만 그 이상의 정치‧경제적 지원
은 중단한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4대 국유은행인 중국
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은 북한의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
은행에 대한 거래를 중단했다.55) 뿐만 아니라 중국 국영신문 계열사인 
인민일보는 2013년 4월 10일 해외판에 처음으로 북한을 비난하고 북핵
문제의 책임을 북한에게 전가하는 메시지를 실었다.56) 그리고 이 기사
에서 중국은 북한을 향해 "작년 이후 계속된 한반도 긴장 사태에 대해 

54) Glenn H. Snyder. 1990, “Alliance Theory: a Neorealist First Cu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4 No. 1, pp. 122-123.

55) 2013. "북한, 중국 금융제재에 '돈줄 확보' 분주," 『연합뉴스』(5월 14일)(검색일:

2013년 6월 20일).

56) 2013. 華益文, "半岛问题，给四国说四句话,"『人民日報』(4월 10일)(검색일: 2013년 6

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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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미룰 수 없는 책임이 있으며, 만약 조선의 선택과 언행이 한반도
를 더욱 긴장시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문제로까지 
번진다면 그때는 조선 측의 뜻대로만 할 수 없는 일이 된다."고 주장하
였다. 
 미국 역시 중국과의 동조를 기반으로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BDA 자금 동결과 같은 실질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고립시
키고자 하였다. 또한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의 의견이 일치하는 상황은 
북한의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위협을 가했는데, G2 국가의 일체된 
행동전략은 북한을 보다 쉽게 고립시키고 압박할 수 있었으며 결국 북한
의 피포위의식은 팽배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어느 한 강대국과도 소통할 
길이 막혀버린 북한은 위협을 느낄수록 핵무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
냈고, 현재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현실에 근거하여보면 북한은 
당분간 두 강대국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집중적
으로 착수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핵무기 보유에도 불구하고 이 
형태는 여전히 약소국 북한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형태이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북한은 양쪽 강대국 모두 또는 두 국가 중 한 국가와 관계개선
을 꾀하려 할 것이다. 

 ④미·중 양국은 우호적이고 북·중은 약한 결속, 북·미는 약한 적대
이다. 이 삼각형은 기존 디트머의 모형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을 분
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제네바 합의 당시 북·중·미 관계에 가까
운 형태이다. 이 형태 속에서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과의 직접협상을 꾀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국의 근본적 적대의식은 중국
의 공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중은 협력하게 된다. 제네바 합의 당
시 북·중은 한중수교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으며 당시 미 대통령
이었던 클린턴(Bill Clinton)은 북한과의 협상을 수용하고 대화에 임했
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중자재의 역할
을 이행해주기를 설득하기 위하여 기존 중국 적대정책에서 전략적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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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계로 변화시켰다.

 ⑤미·중 양국은 적대적이고 북·중은 강한 결속, 북·미는 강한 적대
이다. 이 삼각형은 디트머의 모형 중 북·중이 연합하며 미국과 공동으
로 적대적 관계를 구성하는 안정적 결혼의 유형과 유사하며, 1차 북핵위
기 발발 직후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형태이다. 북한의 NPT 탈퇴와 미
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북·미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분위기를 형성하여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
하였고,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군사적 도발을 강행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안보리와 IAEA 총회에서 제안된 모든 대북 
제재안은 중국의 반대로 인해 채택되지 못하거나 채택된 결의안의 경우
는 중국에 의해 압박의 수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북한
은 미국과 계속해서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도 중국과의 전통적 동맹을 이
용하여 국제사회에서 생존해 나갔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공포를 조성하고 한반도 안정에 위
협을 가한다면, 이는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전략을 변경하여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강
대국은 약소국과의 동맹에서 언제나 ‘연루’의 위협에 휩싸이게 되는
데, 강대국은 동맹국가로 인해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57) 따라서 북한의 위기조성이 고조될수록 북한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중국 역시 의지
와 상관없이 이 대립에 개입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하지만 중국은 지
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위해 미국과 대립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 중국의 납득할만한 수위를 넘는다면 중국은 전략을 변경
하여 북한의 제재에 가담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 형태에서 북한
은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위협수위를 높이는 
것을 자제하고 미·중 관계를 비협력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
57) Glenn H. Snyder, 1984, pp. 466-468; 1990, p. 113.



- 42 -

능성이 높다. 

 ⑥미·중 양국은 적대적이고 북·중은 강한 결속, 북·미는 약한 적대
이다. 이 삼각형은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로맨틱 트라이앵글이 형성되기 
때문에 북한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중국과 견고한 전통적 동맹을 과시하며 정치적 후원과 경제적 원조
를 받을 수 있는 동시에 미국과는 완화된 대립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사
회로부터의 제제와 압박, 그리고 고립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상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삼각형은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일시적으로 나
타났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로맨틱 트라
이앵글의 경우, 양 날개를 구성하는 강대국은 약소국의 전략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한다. 왜냐하면 중심이 되는 약소국이 다른 강대국과 더욱
더 협력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영향력의 확장을 의미하며, 이는 곧 나의 
영향력의 축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과 같이 핵무기를 보유함
으로써 강대국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의 경우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비교적 동등한 수준의 외교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 이때 약소국은 이익에 따라 두 강대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또는 
핑퐁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때로는 자신의 전략에 따라 강대국
의 전략을 일부 변경시키기도 한다. 1958년 이념논쟁으로 시작된 중소
분쟁 당시, 북한은 갈등하는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외교를 통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며 양국 모두로부터 지원을 얻어내고 이념과 외교
의 자율성을 확립했다. 뿐만 아니라 두 강대국이 소통하고 있지 않은 상
황에서 약소국이 양국 모두와 우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면, 약소국은 두 
강대국 모두에게 대안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할 경
우 보다 유리한 상황에 설 수 있게 된다. 북핵위기 해결과정에서 이 형
태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형태는 현재 북한이 추구하고
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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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미·중 양국은 적대적이고 북·중은 약한 결속, 북·미는 강한 적대
이다. 이 삼각형은 세 국가 중 어느 두 국가도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 않
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 협력하지 않는 관계라 할 수 있으며, 디트머의 
모형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형태이다. 이 삼각형은 세 국가 모두에게 안전
을 확보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약소국에게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강대국은 자체적으로도 정치·경제·안보의 자율성과 강력한 
군사적 수단을 확보하고 있지만, 약소국은 자급자존을 통한 생존이 어렵
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형태 속에서 각국은 다른 두 국가가 동맹
을 형성하지 않는지 항상 주시해야 하고, 자신이 동맹국을 형성할 수 없
다면 나머지 두 국가가 협력하여 자신이 고립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현상유지를 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강대국에게는 나머지 두 국가가 
동맹을 형성한다 할지라도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약소국이 고립되는 
위치에 놓이게 되면 이 국가는 외교에 있어 자율성을 획득하기 쉽지 않
다. 따라서 약소국은 자율성을 높이면서58), 동시에 두 강대국 중 한 국
가 또는 모두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
리고 북한은 이 경우 미국보다 먼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가
능성이 높다. 3차 핵실험 이후, 과도한 위기조성으로 인해 대미, 대중 관
계가 모두 악화된 북한이 최근 중국과의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현상
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⑧미·중 양국은 적대적이고 북·중은 약한 결속, 북·미는 약한 적대
이다. 이 삼각형은 북한과 중국은 약한 우호적 관계에 있으며 이 두 국
가는 미국과 공통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안정적 결혼 상태와 유사하다. 
만약 우호를 맺고 있는 두 국가가 대칭적일 경우 이 형태는 두 개별 행
위자에게 가장 안정적이지만59), 만약 비대칭적일 경우, 보다 약한 국가
58) 북한의 경우 핵무기 개발을 통해 자율성을 꾀하고 이를 지룃대 삼아 미국가 직접

협상을 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낮추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

는 상태라 할 수 있다.

59) Lowell Dittmer. 1981, p.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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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한 강대국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기 쉽다. 또한 동맹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약소국은 언제나 강대국으로부터 방기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 특히 북한과 같이 정치·경제적으로 외부의 압력에 취약한 약소국
은, 현재 우호적 관계에 있는 강대국의 전략과 내부 사정이 변하게 되면 
이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실리외교로 전환한 중국의 외교
정책은 북한에 대한 원조액을 줄이고 기존 물물교환으로 하던 무역을 현
금을 매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60), 이것은 북한의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그 결과 북한은 대중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을 포
함한 전방위 외교(omnidirectional diplomacy)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
럼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내지 못하자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
다. 이처럼 이 삼각형은 북한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상태는 아니지
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율성에 손실을 입고 강대국에 의존도를 높이
게 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약소국에게는 매우 불안한 형태라 
할 수 있다. 

60) 이종석. 2000, p.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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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핵개발과 북·중·미 삼각관계
 
 1990년대 북한은 체제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4
가지와 같다. 첫째 세계적인 냉전의 종식, 둘째 1988년부터 시작된 한
국정부의 ‘북방외교’ 성공, 셋째 88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남북의 국
력 및 국제적 위상의 격차 확대, 넷째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이 
한반도에서 실현될지 모른다는 우려 발생 등이라 할 수 있다.61) 
 그 결과 북한은 남한과의 고위급 회담,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 나
진·선봉 지역 개방정책 등 유연한 외교를 추진하였으나 이는 경제난 타
개나 국제위상 제고 등 체제붕괴 요인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
했다.62) 결국 북한은 핵을 이용한 벼랑 끝 외교 전략을 통해 위기를 극
복하고자 했다. 그리고 1993년 3월 12일 중앙인민위원회 제9기 7차 회
의에서 “국가의 최고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어쩔 수 없이 핵확산금
지조약(NPT)에서 탈퇴한다.”는 정부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핵카드를 외
교적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북핵문제에 관해 북·중·미 사이에는 전략적 삼각관계가 성
립된다고 판단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한·중
국·미국 간의 갈등과 협력, 그리고 전략은 세 국가 개인의 경제·정
치·안보와 같은 국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는 북핵문제에 관한 한 국가의 전략, 또는 어느 양자관계의 변화는 다른 
두 행위자의 개별 이익 혹은 양자관계에 영향을 미친다.63) 북한이 핵실
험 또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할 때마다, 그 정도와 사안에 따라 
미·중 관계는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또
한 대북문제에 대한 미·중의 의견이 대립되는지 또는 공조되는지에 따
61) 김계동. 2012, 『북한의 외교: 먹기 위한 개방, 살기 위한 핵외교』(파주: 살림출판

사), pp. 7-9.

62) 서보혁. 2008, pp. 60-61.

63) 서보혁. 2008,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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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북한 외교 전략의 방향과 수위는 계속해서 변화했다. 따라서 북핵문
제를 둘러싼 북·중·미 삼각관계는 전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 절. 북한의 핵개발과 핵억제력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공격과 중국과의 동맹으로부터 방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핵억제력을 보유하고자 노력해왔다. 핵억제력은 한정
억지전략(finite deterrence strategy) 또는 최소한 억지전략(minimun 
deterrence strategy), 최대한 억지전략(maximum deterrence 
strategy) 또는 무한 억지전략(infinite deterrent strategy), 그리고 충
분성의 전략(sufficiency strategy)으로 구분될 수 있다.64) 그리고 현
재 북한의 핵억제력은 이 중 충분성의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최종 
목표는 최소한 억제전략이라 볼 수 있다. 공격을 받은 피해보다 상대국
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대한 억
제전략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위협만 가할 정도
의 핵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충분성의 전략과 달리, 최소한 억제전략은 
선제공격을 받을 시 대등한 반격을 가질 수 있는 한정된 능력을 말한다. 
북한에게 있어 핵억제력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미국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은 경제,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핵공격 능력
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꾸준히 핵개발을 함으로써 북한의 핵무
기 제조력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약소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일차적 목적은 자위와 관련되는데, 
북한은 수직적 핵개발을 위해 계속해서 핵무기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
다. 그리고 북한은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먼저 2003년 8월 외무성 대변인은 제1차 6자회담과 관련한 조선중앙통

64) 이현경. 2009, “북한의 핵억제론과 핵억제력: 이론적 검토와 현실적 수용의 문제,”

『평화학연구』, 제10권 3호,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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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견에서 첫 회의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하며, “이것은 우리로 하여
금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핵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
가는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
다.”고 주장하였다.65) 또한 2003년 9월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우리
는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 억제력이 필요한 것이다. 핵억제 강화
는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다.”라고 주장하였다.66) 약소국의 
경우, 초강대국에 대항하는 심각할 정도의 핵공격능력을 가지는 것은 불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자국에 대한 강대국의 공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위력은 확보하고자 한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약소국은 자신에 대
한 강대국의 무력행사를 쉽게 억지할 수 있는 반면, 약소국에 대한 강대
국의 군사적인 개입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약소국의 핵보유는 정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67) 강대국이 막강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강
대국은 아니지만 걸프전 당시 이스라엘은 이라크의 미사일 공격에도 불
구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68) 이처럼 약소국은 핵을 보유하는 
자체만으로도 강대국으로부터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승되
며, 이것이 바로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한 일차적 목표라 할 수 있다. 
 핵개발을 강행한 또 다른 동기는, 경제적 이익 추구이다. 북한은 핵무
기를 보유함으로써 초강대국에 대한 유리한 흥정력을 갖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69) 실제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상당한 경제적 원조를 
보상받았다. 한미일과 유럽연합(EU)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65) 정성훈. 2005, 재인용: 2003. 외무성 대변인 제1차 6자회담 관련 조선중앙통신 회견.

『조선중앙방송』(8월 30일).

66) 정성훈. 2005, 재인용: 2003. “우리의 핵 억제력은 자주권 수호 수단이다.” 『로동신

문』(9월 1일).

67) 정성훈. 2005, “북한과 미국의 核 억지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전략문제연구

소 연구보고서』, p, 59.

68) 전성훈. 2005. p. 60.

69) Michael Handel, 약소국 생존론. pp.21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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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시키고 함경남도에 100만㎾급 원자로 2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
하였으며, 1997년 8월 착공식을 했고 부지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2002
년 9월에는 원자로 제2호기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갖는 등 공사가 지
속하면서 터빈, 발전기 등 핵심부품 제공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70) 하
지만 이 사업은 2002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이 제기
되면서 중단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미해결 상태에 있는 2차 북핵위기 해
결을 위한 회담기간 동안에도 북한은 핵포기 의사를 내비치는 동시에 6
자회담 참가국들을 상대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수평적 핵개
발을 통해 현재 자신들이 보유한 핵기술을 수출하고, 이를 통해 외화벌
이를 하고 있다.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유한 북한은, 이를 체제안정을 위
한 자위력을 제고시키고, 그 포기를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위한 협상을 
하는 데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 2 절. 제1차 북핵위기 

 1991년 12월 26일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는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되는 
듯 보였다. 1991년 12월 25일 소련의 붕괴로 인해 동서 양극 체제는 
와해되었고, 북한은 기존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중심의 
외교 전략에서 탈피해 미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를 선택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소련으로부터 제공받았던 원조의 중단과 중국의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으로의 변경은 더 이상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들에
게 의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교차승인이 허락되었
고, 이듬해 1월에는 최초로 북·미간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1992

70) 2013. “'北경수로 가동 임박' 관측 주목…실제 가동 불투명,”『연합뉴스』(5월 2일)

(검색일: 2013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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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월 24일에 한국과 중국은 국교정상화를 성공시켰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김일성은 워싱턴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화해 할 준
비가 되어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한중 수교와 북·미 대화는 한반도를 평화가 아닌 또 다른 불안
으로 이끄는 결과를 낳았다. 왜냐하면 남한은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성공
시키며 정치적·경제적으로 한 단계 도약에 성공하였지만, 북·미 관계
는 북한이 예상했던 것만큼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덩샤오핑(鄧小
平)은 와인버거(Caspar Willard Weinberger) 국방장관에게 중국이 주
선하고 미국이 참관하는 남북회담, 즉 4자회담을 베이징에서 개최할 것
을 제안했지만, 울포위츠(Paul Wolfowitz) 차관보는 이념적으로 중국의 
구상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우파들의 반발을 의식
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거절했다.71) 그 결과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근
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한중 관계 개선으로 인해 오히려 기존 혈맹 
관계였던 중국과도 전통적 동맹이 약화되게 된 것이다.72) 탈냉전의 도
래와 동시에 북·중 관계는 기존 전통적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로 변
화하였다. 이때부터 북한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맺어진 중국과 당대 유일
한 패권국인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인 외교를 펼치기 시작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피하고 대외 원조를 통
해 경제 악화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즉,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는 냉전시
기에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 그리고 일본과는 
대립하는 진영외교에서 벗어나, 미국 및 일본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전
방위 외교로 전환된 것이다.73)
 당시 북한의 목표는 중국으로부터 방기되지 않고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
국과도 새로운 동맹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두 강대국으로부터 사
회주의 체제를 보호받으면서 동시에 경제적 원조를 받는 것이 약소국 북
71) 박건영·정욱식. 2007, 『북핵, 그리고 그 이후』(서울: 풀빛), pp. 25-26.

72) 이종석. 2004, pp. 288-291.

73) 장노순. 1999, “약소국의 갈등적 편승외교정책: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한국정치학

회보』, 제33집 제1호, p.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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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게는 쉬운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북한은 독재 권력 세습을 위해 
두 강대국이 요구하는 개혁·개방은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 즉 미국으로부터 안보보장과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아내고
자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약소국에 
불과했던 북한은 두 강대국과의 엄청난 힘의 불균형과 비대칭적 관계 속
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힘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 결과 북한
은 외교적 고립과 국내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핵
을 이용한 미국과의 협상에 돌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북·미의 근본적 
대립은 양자 회담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둘의 대화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북·미 모두와 대화가 
가능한 중국만이 할 수 있었지만,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당시 미·중 양국은 경제 분야를 제외하고 그리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
었다. 1989년 6월 4일 민주화를 요구하며 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는 천안문사태가 발발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유
혈진압을 강행함으로써 미·중은 인권과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 등의 가
치를 두고 갈등하였다. 또한 1992년 중국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만에 F-16 150대를 판매하였고, 이에 중국은 같은 해 8월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판매하는 보복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클린턴 정부
는 1995년 이등휘 대만총통의 ‘사적인 미국 방문’을 허용하였는데, 
중국은 이 사건이 1972년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인 ‘대만불인정원칙’
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 지적하며 미국을 비난하였다. 이처럼 당시 
미·중은 1972년 관계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추락한 상태였다.74) 북핵
위기는 미·중의 긴장관계 속에서 발발되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중국은 문제를 해결함에 소극적이고 북한 편향적인 양상을 나타
내었다고 볼 수 있다.75) 당시 중국의 입장은 안보리 북핵관련 결의 825

74) 김병국 외. 2012, 『미·중 관계 2025』(서울: EAI), p. 39.

75) 박홍서. 2006,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북 동맹안보딜레마 관리 연구: 대미관계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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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중국
의 리자오싱(李肇星)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북한 핵문
제에 안보리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기 때문에 중국은 표
결에서 기권한다."76)고 주장했다. 이후 중국은 4월 1일 IAEA 특별이사
회에서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결의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
으며, 5월 11일 안보리 대북결의안 825호의 표결에서도 기권함으로써 
실제적인 대북 제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에도 중국은 10월 
1일 IAEA 제 37차 총회에서 핵안전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대
북결의안에 기권하였으며, 1994년 3월 21일 IAEA 특별이사회의 안보
리 회부 결의도 기권하였다. 또한 안보리의 일차대응 형식을 결의안보다 
강도가 낮은 의장성명으로 하자고 제동을 걸고, 성명내용도 부드러워야 
한다며 대응형식을 포함한 내용에서까지 강하게 북한의 편에 서는 모습
을 보였다.77)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확고하게 
명시하였지만,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한 것이
다.
 이후 북한은 '서울 불바다'와 같은 발언을 일삼으며 한반도 위기를 심화
시켰으며, 위기 수위가 높아질수록 미국은 북한을 설득하는 데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8년 5월 26일 클린턴 행정부가 최혜국대우 부여문제를 중
국의 인권상황과 더 이상 연계하지 않을 것임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
에 따라 중국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
을 표명하였다. 장쩌민 주석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APEC 정
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중국은 앞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
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78) 결국 북한은 두 강대국

주요 동인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6집 1호, p. 110.

76) 1993. “안보리 북핵관련 결의 제8백25호 채택.”『연합뉴스』(5월 12일)(검색일: 2013

년 4월 7일).

77) 1994. “안보리에서 중국입김 거세,” 『연합뉴스』(3월 29일)(검색일: 2013년 4월 7일).

78) 1994. 江澤民, "중국 北核문제해결에 건설적 역할 수행,"『연합뉴스』(11월 15일)(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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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력하는 상황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1993년 3월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하고 두 달 후인 5월 노
동미사일 발사시험을 강행했다. 즉, 한중수교로 인해 중국과의 동맹이 
약화되고 핵위기로 미국과 강한 적대의 관계가 형성된 상황 속에서 미·
중이 우호적 관계가 되자, 북한은 미사일발사라는 강수를 사용한 것이
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군사적 개입까지 고려
하고 있던 것과 달리,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위치에 놓여있었던 중
국은 이에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북한을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하고 있었
기 때문에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장은 곧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축소
를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1993년 5월 11일 유엔안전보상이사회는 북한
에 대한 NPT 탈퇴결정을 재고할 것과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에 불응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경고하는 내용
의 안보리 결의 825호를 채택했다. 하지만 표결에서 중국은 "북한핵문
제에 안보리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기 때문에 중국은 표
결에서 기권한다."고 주장하며 찬성하지 않았다.79) 물론 1994년 3월 안
보리 의장성명은 중국을 포함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지만, 중국
의 압력에 의해 결의안에 비해 강도가 약한 의장성명이 채택되고 합의내
용이나 표현이 처음 미국이 주장한 것에 비해 완곡해졌다는 점에서 중국
은 여전히 북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월 
15일 지미 카터 前美대통령의 방북 다음날인 16일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원칙적으로 유엔이 북한핵문제에 개입
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으며, 제재로써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원
치 않는다."라는 공식입장을 발표80)하며 중국의 적극적이지 않은 자세
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색일: 2013년 6월 7일).

79) 1993. “안보리 북핵관련 결의 제8백25호 채택 (종합),” 『연합뉴스』(5월 12일)(검색

일: 2013년 6월 7일).

80) 1994. “중국외교부대변인 일문일답,” 『연합뉴스』(6월 16일)(검색일: 2013년 6월 7

일).



- 53 -

그 대신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입장 발표와 함께 북한을 설득하는 역할
을 이행했다.
 이처럼 중국의 완강한 반대는 북한을 제재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되었
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설득하기 이전에 중국을 설득하는 데 힘썼다. 
인권문제와 연관 지어 최혜국대우를 승인하지 않았던 클린턴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아무조건 없이 중국에게 최혜국대우 지위를 갱신
하기로 결정하였다. 
 북핵위기 발발 초기 미국은 안보리를 통해 대북 압박 및 제재를 추진하
였지만 중국의 반대로 기존 계획은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중국의 동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중정책을 변경하였고, 두 강대국의 관
계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자 이에 위기를 느낀 북한은 미·중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고자 '벼랑 끝 위기 전략'을 구사했다. 강대국 간의 협력보
다 갈등의 상황이 약소국에게는 협력의 대가를 극대화 시켜주므로 협상
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되지 못하였고, 북한은 두 강대국의 비협력적 관계를 이용하여 미국
과 직접 협상에 성공하여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상황을 전략적 삼각관계의 모형에 적용하여 도식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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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협력>          <핵위기 조성>         <제네바 합의>

[그림 4] 제1차 북핵위기 당시 북·중·미 전략적 삼각관계
 

 제1차 북핵위기 발발 전, 중국이 한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루면서 북·중 
양국은 약한 동맹이었고, IAEA 핵시설 임시사찰에 북한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미 양국은 강한 적대관계가 되었다. 국제적 화해 
분위기의 흐름에서 제외된 북한은 불안을 느끼고 NPT 탈퇴라는 초강수
를 두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중은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하면서 양국의 사이는 균열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중국과 여전히 동
맹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다. 이 후 북한은 이 
틈을 이용하여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시켰고, 미국이 이에 응답하면
서 제네바 합의가 도출되고 제1차 북핵위기는 일단락되었다. 결국 중국
과는 강한 동맹, 미국과는 약한 적대, 그리고 북·미는 우호적이지 못한 
관계인 ⑥번 삼각형이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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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제2차 북핵위기
 
 1차 북핵위기 때와 달리 2차 북핵위기가 발발하자 국제사회가 신속하
게 대응에 임한 것은, 중국의 대응과 입장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지역질서 주도자로 부상하고 있
는 중국에게 한반도 안정은 중요한 정책목표일 수 있고, 이를 위해 대북
정책의 목적은 안정적 상황 관리와 변화 촉진이라 할 수 있다.81) 따라
서 중국은 중재자를 자처하여 미국을 설득함으로써 평화로운 한반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에게는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네바 합의로 해결되는 듯 보였던 북핵문제는, 2002년 10월 3일 미 
대통령 특사이자 국무성 아태 담당 차관보인 제임스 켈리의 방북 당시, 
북한이 수년전부터 핵무기 개발 계획에 착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
면서 재발되었다. 이를 제2의 북핵위기라 한다. 이후 미국은 제네바 합
의에 의해 이행되고 있던 대북 중유 제공을 중단시키고, 북한은 이에 반
발하는 의미로 IAEA에 의해 봉인되어 있던 연료봉을 재가동시킴으로써 
10년 만에 핵 프로그램을 재개시켰다. 이처럼 북핵위기가 걷잡을 수 없
이 퍼져나가자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부시(George Walker Bush)는 제
네바체제의 종식을 선언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관리할 주체로 중국을 
선택하였다. 당시 미·중은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협력관계를 유
지하고 있었다.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경
제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특히 미국의 무역 적자와 자본 유입
에 대한 의존은 중국의 협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로 변화하였
다.82) 이처럼 국제 무대에서 이익에 대한 교차점(intersection)은 북한
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81) 장용석. 2012, p. 266.

82) Dick K. Nanto and Mark E. Manyin. 2011, "China-North Korea Relations," North
Korea Review, Fall, pp. 94-95.



- 56 -

 부시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추진시켰던 중국에 대한 강경 구상을 포기
하고, 중국과의 화해를 통한 동북아의 상황관리를 선택했다.83) 이때부터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로 인해 미국은 2002년을 반테러전쟁의 해
로 정하고 그 일환으로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등 
강경한 외교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당시 중국은 내부 소수민
족인 신장, 티베트의 분리 독립으로 인해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으
며, 중국 정부는 이를 세계적인 반 테러전쟁의 일부로 치부하였다. 
 강대국 간의 협력 과정에서 약소국들의 이해관계는 무시, 양보, 타협, 
강압, 희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의 협
력 역시 베일에 가려있는 양국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84) 이처럼 중국은 경제성장과 국내 정치의 안정, 그리고 국
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라는 목표를 위해 북한과의 동맹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해나갔다. 결국 중국의 내부에 대한 대 테러전과 미
국의 대외 반테러 전쟁은 의견을 일치하였고, 이로써 북핵에 대한 미·
중 양국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3년 2월 국제원자
력기구가 북핵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일이 되풀이되었고 이는 1993
년 1차 북핵위기가 발발한 이후 약 10년 만에 나타난 일이었다. 그리고 
이때 중국은 10년 전 강력히 반대하였던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찬성 의
사를 내비췄다.85)
 양국의 협력이 깊어질수록 북한의 피포위의식은 극대화되었고, 결국 북
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기존의 주장86)을 번복하여 자위적 핵
무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중국은 더 이상 북핵문제를 지체할 
83) 장달중 외. 2011, 『북·미 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 대립』(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

104-105.

84) 이수형. 2012, pp. 26-27.

85) 2009. 최병국, “뒤바뀐 북핵 안보리 회부 중-러 입장,” 『연합뉴스』(2월 13일)(검색

일: 2013년 6월 7일).

86) 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은 국내 언론을 통해 핵활동이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이며 핵무기를 제조 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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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3년 4월 23일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여 북
경에서 제1차 3자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는 이후 6자회담으로 발
전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6자회담 역시 미국과 북한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근본적인 해
결책을 찾지 못하고, 성과 없는 회담이 이어졌다. 2005년 2월 10일 신
임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라이스(Condoleezza Rice)가 상원 인준 청문
회에서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칭하자87), 북한은 핵보유 선언과 
함께 6자회담에 무기한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88) 이후 북한은 
8,000여개의 폐연료봉을 인출하여 미국의 대북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했다. 
 이러한 북한의 위기 조성 능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 속
에서 극대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약소국은 자신이 국제적 거래 네트워
크의 중심에 있을 경우, 경쟁하는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지정학적 이
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략을 통해 협상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89) 
북한 역시 지정학적으로 자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중과 거래를 
시도하였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을 미국의 안보위협을 완화시키는 완충
지대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주도권
을 유지하고 미사일방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 북핵문
제를 제기하였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미국의 궁극적 목적은 중국을 봉쇄
하려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90)
 이러한 결과는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중간에도 나타났다. 위기의 
87) 2005. "라이스 美 국무 "북한은 폭정의 전초기지," 『한국경제』(1월 19일)(검색일:

2013년 6월 7일).

88) 2005. "북, 라이스 ‘폭정‘ 발언 철회 요구," 『한겨레』(3월 16일)(검색일: 2013년 6월

7일).

89) 조택범. 2011, “아시아태평양 <중점외교>에 비낀 흉계.” 『로동신문』 (11월 17일);

리현도. 2011, “동북아시아에서 랭전구도는 제거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3월 10

일); 김지영. 2012, “일심단결의 중심에서 최고사령관의 령도력.” 『조선신보』 (3월

17일).

90) 신상진. 2005,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시각 변화와 북·중 관계 : 중국은 북한을 미국의

안보위협을 완화시키는 '완충지대'로 인식,” 『북한』, 통권 400호, p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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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가 강해짐에 따라 한반도에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한 위험 
또한 높아졌고, 중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은 위태로워졌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위험은 주한 미군을 증강시키고, 한미 동맹을 통한 
한국의 군사력 보강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반도에
서 미군의 영향력이 높아질수록 위기를 느끼는 것은 북한뿐만이 아니었
는데, 중국 역시 한반도에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에 대해 위기와 불
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예로 2005년 8월 중국은 러시아와의 공동으로 
육해공 병력 8,000명이 참가하는 사상 첫 합동군사훈련을 3단계로 나눠 
실시하였으며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훈련임을 
시사하였다.91) 또한 미국은 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군사적 라이벌로 표
현 하였으며, 펜타곤 中군사력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항공모함 자체 제
작에 돌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2012년 국방예산은 1천60억 
달러로 2011년에 비해 약 11.2% 증가하였다고 밝혔다.92) 결국 북한의 
위기조성 전략은 미·중 간의 군사적 대립을 촉발시킴으로써 양국을 갈
라놓았다. 약소국과 강대국의 동맹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의 영토에 군사
기지를 설치한다면, 이것은 직접적인 분쟁이 없는 또 다른 강대국의 목
표가 된다.93) 이처럼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 수위의 증강은 
또 다른 강대국인 중국에게 위협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는 결국 미·중 
양국의 군사적 대립으로 이어졌다.
 제2차 북핵위기의 과정을 분석해 보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수록 국제
사회는 보다 손쉽게 북한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불만을 
느낀 북한은 자신의 목적이 관철될 때까지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여 
미·중 협력을 깨놓으려는 시도를 했다. 북한이 한반도에 위기상황을 촉
발시키면 미국은 이에 즉각 대응하였고, 한반도 현상유지를 희망하고 한

91) 2005. "중-러, 서해에서 사상 첫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 『업코리아』(3월 25일)(검

색일: 2013년 6월 7일).

92) 2012. "펜타곤 中군사력 보고서 "자체 제작 착수," 『연합뉴스』(5월 19일)(검색일:

2013년 6월 7일).

93) Michael Handel, 김진호 역.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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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에서 미군 영향력의 확대를 경계하는 중국은 미국의 정책에 제재를 
가하여 미·중 관계의 협력 관계에는 균열이 나타났다. 이러한 북한의 
균열 전략은 한국전쟁 당시 스탈린이 사용한 대중국 쐐기전략과 같은 맥
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쐐기전략이론은 나와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의 
잠재적 동맹이 될 수 있는 특정 국가를 적국과 동맹을 형성하지 못하도
록 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스탈린이 한국전쟁을 촉발시켜 미·중 간에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유도함으로써 양국이 협력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그 예이다.94) 그리고 이 전략에 근거하여 북한의 전략을 살펴보면, 북한 
역시 미·중이 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양국이 충
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설명된다. 그리고 그 설명은 
전망이론에 비추어 살펴볼 수 있다.95) 만약 북한은 두 강대국이 미래에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자신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
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되어 보다 공세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기 조성을 포함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따라서 제2차 북핵위기를 전략적 삼각관계에 적용하여 도식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94) 김영호. 1999, "한국전쟁과 쐐기전략이론의 비판적 고찰," 『국제정치논총』, Vol. 39

No. 1, p. 176.

95) Daniel Kahneman and Amos Tversky.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The Econometric Society, Vol. 47, No. 2, pp. 263-292. 전망
이론에 의하면, 한 행위자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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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협력하여 북한 제재>  <현재 한반도 상태>     <북한 핵전략 목표>
               

[그림 5] 제2차 북핵위기 당시 북·중·미 전략적 삼각관계

 2002년 초기에는 공통된 이해관계에 근거한 ‘대테러 전쟁’이라는 명
목 하에 미·중이 협력하는 ③번 삼각형의 모습이 보였으며, 북한은 이 
상황에 불만을 느껴 핵보유 선언을 통해 핵위기를 촉발시켰다. 왜냐하면 
양국의 협력은 국제 사회가 보다 쉽게 대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 둘의 관계를 깨기 위해 핵실험이라는 초강수
를 둔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을 설득할 것을 요청하였
고, 중국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북한
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상황은 ①번 삼각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라는 목적
을 이루지 못한 북한은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기존 남한에 대한 불가침 
선언을 번복하여 한반도에 전쟁 위협을 가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에는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이에 반대하는 중국은 맞불을 놓아 
미·중 관계는 협력에서 비협력으로 돌아서게 된다. 결국 북한은 자신들
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⑥번 삼각형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막기 위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립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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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지시켜주었다. 

 하지만 2005년 9·19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하여 근본적인 한반도 비
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본 연
구의 분석에 의하면, 그 원인은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의 위협에 끌려 다
니지 않고,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자 하는 중국의 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거부와 핵실험의 반복, 그리고 핵보유국 선언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
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불량국가로 지목된 북한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
은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중국은 자국의 정치·경제의 전략적 성장을 위해 한반도 현상유지를 
희망하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주변국들의 불만은 북한이 위기조성 강도가 강해질수록 커져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을 하는 방향으
로 노선을 변경하였고, 이것은 북한이 고립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
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은 핵보유를 통한 체제의 존립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미·중의 협력이 견고해짐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 더
욱더 빠져드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그 결과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3차례
의 핵실험을 북한은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미·중은 전략
적으로 협력하여 북한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북한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강도 높은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미·중 협력으로 제재의 압박
이 강해질수록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와 같은 발
언을 계속하며 남한에 대한 위협 수위 역시 높이고 있다. 이것은 미·중
과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위기를 조성시켜 미·중을 
갈라놓는 간접적인 군사적 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한 북한의 전략이 아닐
까 생각된다.
 거듭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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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양상이 지속
되면서, 중국은 결국 북한 제재로 돌아서게 되었다. 2006년 4월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에 중국이 동참하였으며 10월 초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중
국은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2009년 5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 이후 북
한에 대한 중국 언론들은 큰 변화를 보였다. 2010년 5월 26일 중국공
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의 ‘환구시보’는 북한의 핵실험을 "위
험한 놀이"라고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으며, "소국이 핵무기에 의존하
여 자국의 안전보장을 유지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위험하다."라며 노골
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96) 최근에는 중국의 4대 국유은행인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은 북한의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거래를 중단했다.97) 뿐만 아니라 중국 국영신문 계열사인 인민일
보는 2013년 4월 10일 해외판에 처음으로 북한을 비난하고 북핵문제의 
책임을 북한에게 전가하는 메시지를 기재했다.98) 그리고 이 기사에서 
중국은 북한을 향해 "작년 이후 계속된 한반도 긴장 사태에 대해 조선은 
미룰 수 없는 책임이 있으며, 만약 조선의 선택과 언행이 한반도를 더욱 
긴장시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문제로까지 번진다면 
그때는 조선 측의 뜻대로만 할 수 없는 일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미·중이 협력을 견고히 만들어 갈수록 도발을 통한 북한의 한
반도 위기조성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2009년 5월 26일에는 제2차 
핵실험, 2013년 2월 12일에는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한달 후인 3월 
8일에는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였으며,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는 신화통
신에 북한의 입장을 기고하여 미국을 비난하고 핵공격을 언급했다.99) 

96) 五味洋治. 박종철·정은이 옮김, 『중국은 북한을 멈출수 있을것인가』(서울: 코인미

디어), pp. 228-229.

97) 2013. "북한, 중국 금융제재에 '돈줄 확보' 분주',"『연합뉴스』(5월 14일)(검색일:

2013년 6월 7일).

98) 2013. 華益文, "半岛问题，给四国说四句话,"『人民日報』(4월 10일)(검색일: 2013년 6

월 7일).

99) 2013.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최근 조선반도정세와 관련한 우리의 견해와 원칙적립

장,” 『新華通訊』(4월 15일)(검색일: 2013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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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미·중이 협력하고 두 강대국 모두와 비협력관계 속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을 통해 양국을 갈라놓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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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1993년 시작된 북한의 핵위기는 약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해결 
상태에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의 핵억제 능력과 핵무기 보유
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는 단지 남·북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전세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국과 경
제 성장을 위해 한반도 안정을 꾀하는 중국의 전략에 전면적으로 대치하
는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 대화의 대상을 미국으로 지명하고 있지만, 핵
을 둘러싼 두 국가 간의 의견 차이는 중재자인 중국을 제외하고는 진전
되지 못한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중·미 삼각관계는 전략적
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동북아의 상황에 맞게 변형한 
틀을 이용하여 1차 북핵위기와 2차 북핵위기를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북한은 핵을 이용하여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고자 하
는지 살펴보고, 위기조성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해보았다. 
 먼저 북한은 미국과 적대관계가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중국과의 동맹마
저 약화되고, 미·중이 협력하는 형태의 ③번 삼각형이 형성되어 자신을 
압박하려는 태세를 보일 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결론이 도출되었
다. 왜냐하면 외부의 환경에 취약한 약소국은, 양극 체제에서 두 강대국
이 협력할 경우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가 보다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교 전략을 추진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그 결과 국가의 자율
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북한에게 가장 안정적인 삼각관계
는 중국과 강한 결속, 미국과 약한 적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
지 않는 ⑥번 삼각형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형태
의 삼각관계 속에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정치·경제적 원조를 받을 수 
있었고, 미국으로부터는 경제와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북한은 국내 정치·경제적 안정을 꾀할 수 
있었다. 만약 두 강대국이 협력적일 때는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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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와 압박을 받게 되지만, 양국이 비협력적일 때 북한은 외교적 자율
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미·중이 협력할 경우, 양국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켜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균열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핵을 이용하였다. 북한에 의해 초래된 한반도 
위기는 인접국가인 중국과,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 모두를 위협
에 빠트렸다. 그 결과 두 강대국은 군사력을 증강하고 중국은 러시아와,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군사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는 결
국 양극인 미·중이 서로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군사적 
대립은 또다시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북한은 양국의 균열된 관계 
속에서 이전에 비해 보다 큰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에게 가장 안정적인 삼각형이 ⑥번이라면, 현재 군사적 도발의 위
험성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에는 어떤 삼각형이 가장 이상적인지 살펴보
는 것 또한 중요한다. 북·중은 강한 결속, 북·미는 약한 적대, 미·중
은 전략적 관계인 ②번 삼각형이 가장 평화로운 상태라 할 수 있다. 왜
냐하면 이 삼각형 속에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음으로써 체제
가 붕괴되는 것과 같은 급속한 변화가 한반도에 초래되지 않으며, 미국
으로부터 군사적 공포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중이 
협력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감시,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핵위기가 재발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독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약소국 북한은 외교 전략을 펼치는 데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거시적으로는 국제구조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미시적으로는 지도자의 성향, 그리고 내부 환경의 분위기와 상황에 의해 
외교 전략이 구사된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고 다양한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요인
보다 국제체제를 지배하는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강대국의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는 미국 또는 중국
과의 양자 간의 관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통한 제재와 압박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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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교 전략은 미국과 중국 양자의 관계가 협력적인지 또는 적대적인지
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보면, 
두 강대국이 협력할 때 북한은 쉽게 제재와 압박을 받게 되어 위기를 느
끼기 때문에 군사적 도발을 강행한다. 또한 북핵 문제에 관해 두 국가가 
비협력적으로 될 때 북한은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데 보다 자율성을 가지
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대화를 활용한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참여 거부로 인해 고착된 상태에 있는 6자회담
은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것인가?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
면, 현재 미국과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이 북한에게 좀 더 
우호적으로 변화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중국의 정책은 경제 성장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에 좀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지나친 피포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
참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민족 국가인 북한을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행동
은 자제할 때 대화는 시작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중국과 전략적
으로 협력하되, 북·중·미 삼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현재 
중국이 맡고 있는 중재자 역할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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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purpose and cause o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olicy by looking into the resolution 
processes of the first and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es.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hich had exploded on 
February 12 in 1993 with the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was concluded after signing the US-North Korea Geneva 
Agreement in 1994. After 8 years of the agreement, however, 
North Korea conceded the fact that a uranium enrichment 
program was operated; this is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hich is still un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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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1992, North Korea signed an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 agreement and IAEA inspected the 
nuclear facilities in North Korea. During the inspection, IAEA 
brought up the suspicion that North Korea had separated more 
plutonium than it had declared to the Agency and requested for 
a special inspection. North Korea, however, rejected special 
inspections on  its nuclear facilities. But on October 21, 1994, 
the Geneva Framework Agreement was concluded by the will of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positive response 
from the United States for negotiations.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eemed to be resolved, but on October 2002, 
North Korea conceded the fact that a uranium enrichment 
program has been operated so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roke out. Three-party talks, which are composed of North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ere first held in 2003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is, later on, has been 
expanded to six-party talks which additionally included South Korea, 
Japan, and Russia. And even though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as well as the agreements on February 13 and October 3 
have been resulted through the six-party talk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still unresolved.

 North Korea continues to implement inconsistent foreign policy 
by repeating the agreement of denuclearization and the 
destruction of commitment over and over again. This repetition 
cannot be described by the propensity of individual lead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te regime, or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ystem. If so, what is the main factor that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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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What kind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does North Korea want to construct?

 This paper will answer the above questions by using the “Strategic 
Triangle” model of Lowell Dittmer. Dittmer's strategic triangle model 
describes the dynamics of diplomatic action that takes place among 
three states over a series of issues. In this process, we could 
easily acquire how a diplomatic strategy of a state influences a 
relationship of the other two countries, and how a character of a 
relationship of two countries can influence a diplomatic action of 
another country. The triangles can be divided into three kinds of 
triangles depending on the characters and profits of relationships, 
and the power of symmetry between states. Therefore, we can say 
that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orms a strategic 
triangle over the nuclear issue and the model of Dittmer can easily 
explain the relationship of the three countries. 
 In this paper, I partly transshaped the model of Dittmer in 
order to describe more accurately the strategic triangles of the 
countries which are in asymmetric relations, such as North Korea 
and China, or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 added the power 
dynamic to the relationship, which was originally divided into two 
levels of positive and negative, so in this paper, relations have four 
levels which are strong positive and weak positive, and strong 
negative and weak negative. 
 At the beginning of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relationships were a weak positiv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strong negativ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a 
cooperative rela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However,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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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of the major powers were strengthened after the 
second crisis, North Korea became frustrated by the sanc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were made by both major 
powers, and caused the crisis. After all, China sided with North 
Korea so North Korea could succeed in direct negotiation with 
the U.S.. Therefore,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concluded, for the time being, with the Geneva Agreement.
 However,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reoccurred 
eight years after the first crisis had ended, and the strategic 
triangle among North Korea, China, and the U.S. reformed. 
Unlike the first crisis, China started to cooperate with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ously operated stro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orth Korea, which was dissatisfied 
with this situation, has been taking stronger military action over 
time. North Korea enforced the first, second, and third nuclear tests 
and induced military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S. by creating 
crises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the sinking of the Cheonan 
warship and bombardment of Yeonpyeong. Despite the provocation 
from North Korea, China took a firm stance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strongly oppressing North Korea by freezing 
political money in Chinese banks. As a result, even though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ended  immediately,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still unresolved even after 12 years of 
negotiations.
 This paper proves that the factor which entices North Korea to 
repeat reversing its actions depends on whethe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ooperates. When China and the U.S. do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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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e, North Korea could easily make them accept its 
intention and receive political and economical support, but when 
the two super powers cooperate, the level of sanction and 
monitoring of North Korea increased. Therefore, i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ooperate, North Korea gives prominence to 
the geographical importanc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ttempts to drive a wedge between China and the U.S. by 
creating military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 Nuclear Strategy,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Strategic Triangle, The First Nuclear Crisis, The Second Nuclear 
Crisis

Student Number : 2011-2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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