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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질서의 전환 가능성:
3차 핵실험 후 북한변수를 중심으로

유호근

<요약문>
동북아 질서의 전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세변화의 단초가 된 것은 김정은 체제 등
장 이후 나타나고 있는 돌발적 위기 확장 행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핵무장화로 현실화
되고 있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면서 북한 변수로 인한 동북아 정세 변동의
동태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고에서는 핵무기 보유의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 연장선 속에서 동북아 국제정치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의
함의를 분석하고 그 연장선 속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의미를 탐색한다. 다음으로 현재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정세의 차별적 변화 양상을 성찰해볼 것이다. 특히 동
북아 국제정세 형성의 가장 큰 독립변수로서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안보지형의 전
환 가능성에 천착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실천적 대응 노력에 주목하기로 한다.
주제어: 동북아질서의 전환, 북한 3차 핵실험, 북한변수, 미중관계, 한반도

Ⅰ. 머리말
최근 동북아 질서의 전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세변화의 단초가 된 것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나타나고 있는 돌발적 위기 확장 행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핵무기화
로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강행이다. 과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질서는 분단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남과 북으로 분할된 질서 구도로 정착되어 왔다. 냉전
시대에는 한-미-일을 축으로 한 이른 바 남방 삼각관계와 소-중-북한을 중심으로 한 북방삼각
관계로 구획된 질서가 구현되었다. 소련의 붕괴에 따른 탈냉전 시대에는 한반도의 분단질서가
유지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질서와 그리고 북한에 대한 배후 세력으로서 중국의 존재가 대
립적 중심축을 형성하였다. 말하자면 한-미-일 간의 기존의 협력 질서가 지속되면서 북한과 중
국의 정치 경제적 관계 심화와 상호복합성 증대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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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동북아 질서의 거시적 틀은 미국과 중국 관계의 양상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증폭이 현재화된다면 동북아 질서의 새로운
긴장 국면이 연출될 수 있고, 반대로 미국과 중국의 협력적 관계가 유지된다면 호혜적 질서화
가 발현될 것이다. 즉 미국과 중국의 상호적 관계 양태가 어떻게 표출되는가에 따라 동북아
국제질서는 협력과 갈등의 양면이 선택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 질서 구축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핵무장의
현실화는 동북아 질서의 또 다른 변화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는 핵무기의 속성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12일 함
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
험이 이루어졌고, 2009년 4월 25일의 2차 핵실험이 감행된 이후 4년 만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하
였다.1) 이번 핵실험은 최소 6-7kt, 최대 40kt의 위력을 가진 폭발로서 지난 두 차례의 핵실험보
다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3차 핵실험은 2012년 12월 12일 북한의 로켓 발
사에 대해 취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제2087호가 이루어진 이후 한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다.
또한 시기적으로 볼 때도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한국의 신정부가 출범하기 전의 시점이며, 오바마 2기 행정부도 진용을 갖추기 전에
전격적으로 핵실험이 행해졌다는 점이다. 북한 핵무기의 대상국이 되는 국가들의 리더십이 교
체되는 미묘한 시기에 핵실험을 감행하여 새로운 정세를 조성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정책 수립
에 상수로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이루어짐으로써 북한 핵은 가상의 시나리오로서의 핵무장이 아
니라 실체화된 핵무기로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은 핵무장에 대한 입장을 노동당 기관지
인 로동신문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
“최근 미국은 우리와의 ‘대화’를 입에 올리면서도 그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조치가 있어
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앞으로 우리와 미국 사이에 군축을 위한 회담은 있어도 비핵화와
관련된 회담은 절대 없을 것이다.…더욱 노골화되는 미국의 핵위협 책동으로 정전협정이 백
지화된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우발적 요소에 의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매
우 높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우리에게 비핵화를 조건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미국
이 우리를 핵무장 해제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우리를 제압하자는 속심이다.”(『로동신문』

2013. 4. 20).

1) 3차 핵실험에 대하여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였으며, 원자탄의 작용 특성들과 폭발위력 등 모
든 측정 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 일치됨으로써 다종화된 우리 핵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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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답안지로서 기능해왔던 비핵화 공동 대응 레짐으로서 6자회
담은 이번 핵 실험으로 레짐으로서의 효과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와 주변 정세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은 3차 핵실험을 계기로 그 이전과 비교하여 차별성이 노정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현실화된 핵무기 보유는 동북아 정세변화를 야기하는 북한 변수로 작
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핵무기 보유의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 연장선
속에서 동북아 국제정치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의 함의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무장화의 현재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정세의 차별적 동태성에 주목할 것이
다. 특히 동북아 국제정세 형성의 가장 큰 독립변인으로서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
는 안보지형의 전환 가능성에 천착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실천적 대응 노력에 주목하기로
한다.

Ⅱ. 핵무기 보유의 정치적 의미: 이론적 관점
핵무기는 에너지(X선) 열 폭풍에 의한 파괴효과 뿐만 아니라, 핵반응에 의해 광범위하고 지
속적인 방사능 오염지대를 형성한다. 또한 그 파괴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을 통해 추
정해볼 수 있다.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広島県)에 투하된 리틀 보이가 29kt 급으로
서 약 16만 명이 사망하였고, 나가사키(長崎県)에서는 7만 명이 희생되었다. 20kt급 핵폭탄이
터질 경우에는, 폭발지점으로부터 반경 1.2 km 이내의 모든 사람이 사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2004년 미국의 반핵단체인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가 펴낸 ‘한반도에
서의 핵사용 시나리오’(Nuclear Use Scenarios in the Korean peninsula)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
한이 미사일, 폭격기 등 다양한 경로로 동시에 공격을 감행하여 단 한 개의 핵폭탄이 폭발하는
것을 가정한 핵공격 피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의 예상 피해는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다.2)
이처럼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많은 국가들은 보유하려고 한다. 그 이유에 대
한 정치적 의미를 탐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동기이론이다. 국제정치의 장은 무정부
상태의 속성이 지배하고, 여기에서 국가는 생존을 위하여 자조적(self-help) 안전보장을 모색한
2) 즉,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구 삼각지 상공 500m에서 15킬로톤 위력의 핵폭탄이 폭발했다고 가해 반경
1.8km 이내의 1차 직접피해 지역은 즉시 초토화되고 4.5km 이내의 2차 직접피해 지역은 반파 이상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만 62만 명이 넘는다. 용산구 삼각지의 100m 상공에서
15킬로톤 위력의 핵폭탄이 터져 비교적 방사능 낙진이 적은 경우 84만 명, 지면에서 폭발이 일어나
낙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 중심부는 물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수원시까
지 핵폭풍과 충격파, 낙진으로 파괴돼 60만~120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날 것으로 분석됐다. 1최악의 경
우 서울 인구의 10%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강정민 외 2004, 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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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서 재래식 무기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의 보유를 원한다는
것이다. 즉 핵을 가지려는 이유는 군사안보적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현재 공식적으로
핵보유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뿐만 아니라 실질적 핵무기 보유국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은 이러한 안보적 동기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입장이다. 북
한의 경우도 미국의 핵 위협을 구실로 삼아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Lavoy 1993; Drezner 1999).
둘째로는 유사 동기이론이다.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군사안보적, 국제정치적, 대
내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설명한다(Potter 1985). 또한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 국제정치적, 군사안보적, 대내적 차원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개
발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그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때에 핵무기 보유
에 나선다고 한다. 즉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군사안보적, 내부적 동기 등 이익이
크기 때문에 핵개발을 실천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압력과 통제체제를 강화하여
비용과 손해가 크게 발생한다면 확산할 억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이론은 동기이론의 변
형으로 볼 수 있다. 1970년 NPT 체제의 출범이후 지금까지 핵확산에 대한 이론과 처방은 이와
같은 이론적 관점 등에 입각하여 NPT에서 인정하지 않은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는 기술이론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이 성립되는 기본 전제는 합리적 인간과 시장 매커
니즘이 작동되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경제적 선택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논
거에 따라 핵무기 확산의 이유를 공급적 측면의 요인에서 찾고 있다(Meyer 1984, 5-7). 이를테
면, 국가들이 핵무기 관련 기술능력을 습득하게 되면 그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핵무기를 만들
게 된다는 것이다. 핵기술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큰 난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핵
기술에 접근하게 되면 핵무기 보유 국가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리라는 것이다. 핵
확산의 연쇄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이른바 핵 도미노화는 핵무기 관련 기술의 확산과 함께 빠
른 시간 안에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 입각해보면 핵무기 관련 기술의 공
급적 확산을 막는 것이 핵무기 확장을 막는 첩경이라고 본다. 즉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모든
핵 수출통제제도와 봉쇄정책은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3)
넷째로는 연계이론의 맥락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NPT 체제는 핵무기국가들의 패권주의적
질서의 영속화라는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국들의 수직적 확산이 비핵국가들에
게 부정적 영향을 주어 수평적 핵 확산을 부추긴다는 논리이다(Nye 1982). 즉, 핵보유국들이
그들의 핵 독점을 정당화하고 비핵국가들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 NPT 체제와 같은 불평등조
약을 탄생시켰다고 보고 있다. 특히 냉전시기 제3 세계 국가들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3) 이 이론은 일본, 독일, 스웨덴,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핵 기술과 능력을 가진 국가들이 왜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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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핵 국제질서에 반대하면서 핵 독점을 막기 위해 자국의 핵보유를 정당화시킨다는 것이
다. 중국이 이러한 주장의 선봉역할을 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 등이 뒤를 이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기원은 안보논리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월츠는 북한이 이전의 다른
핵개발국가들처럼 안보상의 관점에서 핵능력을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Sagan and Waltz
2002). 냉전 종식 이후 안보불안 때문에 핵보유의 실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프
로그램이 동기이론 혹은 유사 동기이론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것이 국제사회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선 새로운 핵 확산이 현실화된다는 사실이 주변국들에게는 안보상의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과연 핵무기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북한 정권의 속성상 의
문이 제기된다. 또한 북한에 대한 핵 억제가 실패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일본 한국 대만 등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로의 연쇄적인 핵 확산
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탈냉전의 시대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동아시아
의 안보딜레마를 악화시켜 새로운 안보불안 요인으로 대두될 수도 있다. 나아가서 북한의 핵
이 외부 테러집단 등에게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배정호 외 2011). 따라서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광역화된 범주로의 핵 확산(nuclear proliferation)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Ⅲ.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북한 변수
1. 북한 핵개발의 전개과정
북한은 195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모색하였다. 1960년대에는 구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
자로를 도입하고 기술을 축적하여 왔다. 구소련과의 원자력협력협정에 힘입어 1960년대 영변
원자력연구기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기술의 기반을 구축하고 1965년 영변에 설치된 핵물리학연
구소와 연구용 원자로를 활용하여 핵물리에 관한 훈련 및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상당수의 핵물
리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일련의 핵연료 순환주기, 즉
연료의 정련, 변환, 가공기술을 집중 연구하여 자제기술로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에 성공하
였다. 그리고 1980년에는 5MWe급 원자로를 건설하였으며, 핵개발 체계완성에 주력하여 우라
늄 정련, 변환시설의 운용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진무 2003, 53).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외부에서 포착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4월경
으로 보인다. 미국의 정찰 위성이 영변 지역에서 원자로로 보이는 물체가 세워지는 것을 촬영
한 것이다. 1984년 3월과 6월에도 정찰 위성을 통해 원자로와 냉각탑 등의 모습이 촬영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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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판별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1987년 2월에는
플루토늄 추출시설로 보이는 건물이 탐지되고, 1988년 6월 들어 훨씬 규모가 큰 원자로가 건설
되는 모습이 정찰 위성에 촬영됨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
지게 되었다(Oberdorfer 1997, 250-252).
이후 본격적으로 북핵문제가 국제정치의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1월 클린
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해 3월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
언하면서 부터이다. 이른 바 ‘제 1차 북핵 위기’가 촉발된 것이다. 특히 1994년 3월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북한 핵사찰 실패 공언에 따라 미국의 페리(William J. Perry) 국방부장관 등이
주도하는 강경한 대북정책이 천명되면서 북미 갈등이 최고조로 높아져 한국 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로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긴장고조 상황은 중국, 러시아 등의 견제
와 전 미국대통령 카터와 김일성 간의 평양 회담을 통하여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었고, 몇 차례
의 협상 끝에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4)로 이어졌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대신 한국은 미국, 일본 등의 지원 아래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1994년 김일성의 사망과 1995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북한
붕괴론’이 회자되었지만, 북한 핵문제는 제네바 협정의 틀 내에서 별다른 긴장 조성 없이 조정
되었다. 그러나 1999년 초에는 금창리 지하 시설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1999년 5월 미국 대표단이 문제의 시설을 사찰하여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동년 9월의
북미 베를린 합의5)로 이어졌다.
1999년 10월에는 ‘페리 보고서’로 불리는 대북 정책 제안이 발표되었다. 그 주요 골자는 북
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과 함께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그리고 한반도의 통합
등이다.6) 2000년 10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국방위원회 조명록 제 1부위원장이 미
국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의 공동 코뮤니케를 공표하였다.7) 그리고 클린턴
4)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시키는 대신, 미국이 대체 에너지를 공급하고 경수로를 제공하며 북한에 대하
여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고 북한과 정치 및 경제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었다.
5) 이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당분간 중지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관
계 정상화를 이룬다는 내용이었다.
6) 통상 ‘페리보고서’로 알려져 있다.(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Unclassified Report (1999.10.12.) 그 내용은 한반도의 냉전 체제 종식을 위한 3단계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제 1단계 혹은 단기 목표는 한반도 안에서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을
없애는 것이다. 제 2단계 혹은 중기 목표는, 북한과 미국 사이, 그리고 북한과 일본 사이에 관계 정상
화를 이루는 것이다. 제 3단계 혹은 장기 목표는 한반도 냉전 체제를 종식하고 남북한 사이에 평화 안
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일본은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남한과 북
한은 실질적인 통합으로 볼 수 있는 남북 연합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7)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 협정을 공고한 평화 체제로 바꾸어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하여 4자 회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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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올브라이트 (Madeline Albright) 국무부장관의 평양 방
문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11월 올브라이트 장관의 평양 방문이 이루어져 북미 정상
회담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12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2000년 대선에서 승리한 미국
공화당의 부시(George W. Bush)당선자 측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반대하는 바람에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었다. 또한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흔적 지우기로 알려
진 소위 ‘ABC’(Anything But Clinton)에 입각한 정책노선을 내세우면서 민주당 정부의 대북 정
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다.
또한 2001년의 9.11 테러는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 국방 정책
의 근간이랄 수 있는 ‘4개년 국방 검토 보고(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는 이전의 내
용보다 매우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8) 이러한 와중에서 북한이 이면에서 또
다른 비밀 핵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핵 위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2002년 10월 켈리(James Kelly) 미국 대통령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강
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을 가졌는데, 그가 미국에 돌아가 북한이 농축 우라늄(HEU: high
enriched uranium)을 통한 핵 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했다고 발표하였다.9) 이로부터 ‘제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감과 함께 양자적 해결 방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 문제를 다자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북핵문제는 미국, 남북한
을 포함하여 한반도 주변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
에서 북한은 핵문제는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며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미국의 대북 핵위협 해소를 담보로 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 즉,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

은 1993년 6월의 북미 공동 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의 제네바 합의에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
하여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루기 위하여 경제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하
였다.
8) 2001년 9월 30일자로 만들어진 이 보고서의 새로운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과거엔 ‘상대의 위협’에 초점을 맞춰 국방 계획을 세웠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능력’에 초점을 맞
춰 국방 계획을 세운다는 점이다. ‘누가’ 적인가 또는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보다는 적이 ‘어
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 더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둘째, 과거엔 미국이 두 군데서 동시에 전쟁을
벌여도 둘 다 이길 수 있는 ‘동시 승리 (win-win)’ 전략을 세웠지만, 앞으로는 둘 다 이기되 적어도 한
군데서는 영토를 점령하거나 정권을 갈아치울 수 있는 ‘결정적 승리(decisive victory)’ 전략을 세운다
는 점이다
9) 미국은 10월 17일 켈리 특사 방북 시 북한의 HEU 계획 시인 사실을 발표하자, 북한은 10월 25일 외
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자신을 핵 공격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
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 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있다고 특사에게 말해주었다”고 주장했
다. 미국은 북한이 HEU 계획을 폐지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대화는 없고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이수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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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핵 프로그램과 핵 보유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대북 안전보장, 경제지원, 상호 긴장완화 등을 통한
핵 포기 유도라는 점진주의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나갔다. 그 결과 2003년 8월부터 시작
된 6자회담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여 2007년 초
합의(2.13 합의)에 도달하였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06년 7월 북한이 스커드, 노동,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발사
를 실시하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계획에 관련된 모든 활동의 중지를 요구하는
대북 결의안 1695호를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감
행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다시 1695호보다 더 포괄적인 제재 내용을 담은 대북 결의안 1718호
를 채택하였다. 이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조치)에 근거한 경제제
재를 이행토록 규정하였다.10)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이 강행되자, 유엔 안보리는 구체적인 경제제재를 규정하는
유엔 헌장 제7장 제41조가 언급된 대북결의안 1874호를 채택하였다.11)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가 계속되었음에도 북한은 2013년 2월, 세 번째의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유엔 안보
리는 대북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안 2094호를 채택하였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서 도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에 이어 3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핵 보유의 의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한국의 총체적 국력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력 확보
로 인해 남북한 간의 군사적 균형추가 일순간에 역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었다.

2.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의미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지금까지 감행된 두 차례의 핵실험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의 대내적인 차원과 대외적인 차원에서 그 의미를 반추해볼 수 있을 것
이다. 우선, 대내적인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약관의 나이에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체제가 내부적으로 체제정지 작업
의 차원에서 감행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28세에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은 권력투
쟁이나 운용의 경험이 없으며 지도자 수업도 일천한 관계로 지도력에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었
다. 따라서 김정은의 주도로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김정일의 유훈을
대를 이어 완수한다는 명분을 지키고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지도자로서의 의지를 과
시함으로써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려 했을 것이다.
10) 여기에는 모든 회원국의 대북 무기거래 금지,핵․미사일 기술자, 기술, 부품의 이동과 제공 금지, 사
치품 거래 금지, 관련 금융 동결,북한 선박 검사 감독을 위한 안보리 위원회의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
11) 이 결의안에는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비난 외에, 결의안 1718호의 제재조치를 구체화한 핵 및 미사
일 확산관련 자금의 동결, 특정 인원·물자·자금의 제재를 통한 무기 수출입의 제한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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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로켓 개발을 위해 경제난과 식량난을 인내해야 한다는 명분
을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확보하고자 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을 통한 외부사조의 유입에도 불
구하고 이념적으로 흔들림 없는 사상무장을 강조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김정은
의 권력승계 이후 약화된 군부의 위상에 따른 군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구본학 2013). 권력 재편 과정에서 잠복해 있는 불안감과 불만을 핵실험 성공 그리고 이에 수
반되는 대외 긴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내부 통제 강화의 기제로 활용하려는 측면이다.
셋째는, 핵무기 개발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안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의 보고에
따르면, 국민 총생산(GNP)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예나 지금이나 북한이 남한보다 훨
씬 크지만, 군사비의 절대 규모로는 1970년대 중반부터 남한이 북한을 앞서기 시작하였다
(Harrison 2002). 특히 1990년대 들어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처하게 되면서 남한의 1/20-1/30
에 이르는 경제력 수준으로는 군사비를 더 늘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대외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를 탐색해보면, 첫째로, 3차 핵실험은 지금까지 행해진
핵실험과는 달리 훨씬 큰 폭발의 위력을 보였다는 점이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의 파괴력이 1kt
미만이었고, 2차 실험의 경우 2-6kt 수준이었데, 3차 실험의 경우 2차 때의 2-3배인 5-15k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예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탄두의 위력은
15kt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노골적인 핵 협박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12) 이는 과거의 핵실험과는 대비되는 양상이다(전성훈 외 2013).
둘째, 이번 3차 핵실험이 북한이 주장하듯이 ‘다종화’를 위한 고농축 우라늄(HEU: Highly
Enriched Uranium)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 핵무기용 핵물질 재고가
계속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 영변 내 5MW 흑연감속로가 가동불능이
되어 플루토늄의 생산이 중단됨으로써 무기용 핵물질 재고가 한정 되어, 핵실험은 핵물질 재
고를 소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2010년 북한이 농축시설을 공개한 이후 영변과 다른
지역에서 복수의 농축시설을 가동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보면 점차 계속 생산 가
능한 우라늄탄 중심의 핵능력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봉근 2013).
즉,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은 기존 북핵문제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전환시켜놓았다. 1차, 2
차와 달리 3차 핵실험은 사실상 북한의 대미 핵전략의 근본적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우선 북한은 수세적 차원의 ‘자위적’ 핵 억지력(defensive deterrence)을 넘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공세적’ 핵 보유 국가로의(offensive nuclear power) 의도를 숨기지 않게 되었

12) 다음의 사례를 적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 대한 ‘최종 파괴’ 위협(제네바 유엔 군축회의, 2월21
일) “다종화된 우리식의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3월 5일), “우리 식의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워싱턴과 서울을 비롯한 침략의 아성을 적들의 최
후무덤으로 만들어야 한다”(『로동신문』 사설 2013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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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지금은 차원이 달라져 있다. 2010년 농축우라늄 능력을 실물로 공개했고 이는 원심
분리기 가동으로 핵물질의 자동적 다량확보가 가능해진 조건이다. 여기에 더하여 2012년 12월
은하 3호 로켓발사가 성공적으로 평가되었다. 핵물질 다량 확보와 장거리 운반수단 확보라는
변화된 조건에 더하여 이번 3차 핵실험이 북한 표현대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성공한
것이라면 이는 북핵의 위협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김근
식 2013, 43). 따라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북한 핵무장이 이제는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이 된다는 점을 재인식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현재화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남한의 총합 국력이 월등하지마, 그럼에도 불구
하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확보는 남북한 간 유지되고 있는 군사적 균형추가 일순간에 역전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남북 문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동북
아 안보질서의 현상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Ⅳ. 북한변수로 인한 동북아 안보정세의 전환
1. 3차 핵실험 이전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도전국가로 간주하고 관여(engagement)정책과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
한 재보장(reassurance)전략의 확대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
국을 국제경제로의 통합을 허용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관리정책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욕구를 줄이려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국가전략의 최대 목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며, 그 다음은 이를 위한 주변
환경의 평화와 안정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구도 역시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기 보다는 안정적 상황이 지속된다는 차원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구도가 한미, 미일의 동맹체제가
구축된 상황에서 더욱 강화되어 불균형화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한미,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중국의 남중국해 확대에 대한 미국
의 경고, 대만 군사장비 수출 승인, 일본과의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갈등 등
중국과 갈등을 야기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련의 사건
들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동북아에서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 주도의 안보프레임이 강화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안보프레임 틀 속에서 문제를 접근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근거해 북한
의 전략적 가치를 환기시키고, 정치ㆍ경제적 재보장(reassurance)을 시도하게 되었다. 2010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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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래 김정일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이 연이어 세 차례나 이루어졌다.13) 이 과정에서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 대한 상호 협력적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은 지속되면서 양국
간의 우호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있어 미국이 북한의 선 핵 폐기 주장을 펼치는데 반해,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벌이고 있는 ‘벼랑 끝 전략’은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절박한 상황
에서 나온 북한의 전략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하여 안보적, 경제적 지원과 보장을
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Glaser 2003).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체제
유지와 안정이 자국안보의 필수조건이다. 연평도 포격 사건 등 한반도에서 벌어진 안보위협
사태들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
에 대한 UN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반대하였고, 연평도 도발 에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였다.
이 같은 중국의 태도는 북한 체제의 불안정 혹은 붕괴가 자국에 미치게 될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경우 가뜩이나 에너지
와 식량이 부족한 북한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고, 이는 곧바로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커다
란 타격을 주게 되어 현재보다 몇 배는 심각한 대량 탈북자와 난민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들이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으로 고스란히 유입될 경우 치안상의 문제는 물론 난민에 대한 관심
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면 중국정부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붕괴되면
미국과의 군사적 완충지대가 사라지게 되어 장래 세계패권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미국의 군
사력이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중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중국은 북한체제의 유지, 존속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려는 입장을 견
지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강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는 않을 것이다. 또한 양국의 관계는 정치적 혈맹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
로 한 국익 위주의 관계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뢰구조가 약화됨으로써 북한의
대중 정치적 의존도가 약화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전략적 가치의 유
용성이 상존하므로 중국이 영향력을 전적으로 사용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킬 것이다. 물론 중국
의 대한 인식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의 대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불안정 요인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대외전략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경계하는 반면, 북한은 중국에게 후계 권력세습을 통한 체제의 안정성을 지지해주고
이를 위한 경제지원과 협력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중국은 북한이 급격하게 붕괴되는 것을
13) 김정일의 방중은 2010년 5월과 8월, 2011년 5월에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북한 노동당 창당 65주년,
한국전쟁 참전 60주년(2010), 중국 공산당 창건 70돌, 북중 우호조약 50주년(2011) 등을 맞아 양국의
고위 인사들 간의 상호 교류가 대폭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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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지는 않지만, 핵문제나 정권 위기 등 북한 발 악재로 인해 자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을 중국 쪽에 묶어두면서 체제를 안정시키려는 현상유지적인 전략을 취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표> 미ㆍ중의 대북 인식
분류

미국

중국

전략적 가치

지정학적 가치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

북핵문제

선 비핵화 후 평화

선 평화(안정) 후 비핵화

북한정권

체제붕괴

전략적 동기

중국 견제

체제유지 및 개혁개방
대미국 반견제
지역경제발전

출처: 박동훈 2011.

중국은 북한 정권의 안정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안정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11
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이례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조속히 인정하고 지지한 것도 같은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정권이 안정된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로켓 발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렇
지만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면서까지, 북한을 보호하기로 결정한
상황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고, 이러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북한 영향력을 강화시켜
6자회담을 재개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에게 있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6자회담의
틀과 유엔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북한과 일
본 양국 간의 해결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라고 하
는 현안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등 관
계국 및 유엔 등의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일본은 과거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이 시작될 즈음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냉전이 붕괴되고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2차 세계대전의 멍
에를 짊어지고 가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외교의 숙원인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서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북한과의 수교문제는 북한 못지않게 시급히
서둘러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게는 크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하나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가면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을 진행하는가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
나는 일본의 국내여론 특히 보수 강경파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추진하는가의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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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에는 식민지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그에 따른 북한에의 배상문제(보상문제)
가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 핵실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일본인 납치문제 등의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전
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한발도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할 때마다 유엔차원의 조치를 내
리기 이전에도 자율적으로 대북제제를 앞장서서 참여한 국가이다. 2006년 10월 9일의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일본은 10월 11일의 관방장관 기자발표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일본
의 당면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북한에 대한 조치로 첫째, 모든 북한국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다. 둘째, 북한의 모든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다. 셋째, 북한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일북
한당국 직원의 재입국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을 불허한다. 넷째,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추가 대응에 대해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유엔안보리가
엄중한 대응을 하도록 요청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표명하였다. 북한에 대해 일본이 주도적으로
제제에 나선 형국이다. 이러한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2009년의 2차 핵실험 이후에
보다 강경해졌다.

2.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기 전 1월 31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척 헤이글(Charles Timothy
“Chuck” Hagel) 미 국방장관 후보자는 “북한은 위협 이상이며,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하였
고, 리언 페네타 국방장관은 “만약 북한과 전쟁을 해야 하고 동시에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다
면 미국은 두 개 전쟁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한쪽에서 적과 대치하고 다른 쪽에서는 적을
패퇴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
하였다(구본학 2013).
미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5가지의 원칙
적 입장을 명확히 피력하고 있다.14) 그것은 북한의 핵보유국 불인정, 도발에 대한 무보상, 대화
14) 글린 데이비스 (Glyn T. Davies)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유엔이 채택한 결의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이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국은 중국 등과 함께 북한을 추가로 압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
다. 특히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 핵과 관
련한 미국 정부의 다섯 가지 원칙을 공개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첫째로 미국은 북한을 어떤 경
우에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도발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북한
에 보상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미국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남북한 관계의 개선 없이는 미·북 관계의 개선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
았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마지막으로 “인접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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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대가 불지불, 미북관계의 남북관계 연동 그리고 인접국가에 대한 도발 불용인 등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북핵 문제에 대한 오바마 2기 행정부의 기본 기조로 확인되고 있다.15)
또한 미국은 북한의 무력시위를 계기로 막대한 국방비와 노력을 투자해온 MD체제의 당위
성과 효과성을 입증했다. 미국 국내경제 문제와 재정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MD
체제 및 관련된 방위력의 유지․증강에 대한 논거가 충분히 마련되었으며, 동맹국들의 참여
확대를 독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위협을 계기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탄력을 받고 있으며, 근간이 되는 한미동맹은 어느 때 보다 공고히 운영되고 있다. 미국
은 한반도와 인근 지역에 B-52폭격기 및 B-2스텔스폭격기, F-22스텔스전폭기의 순회비행 또는
배치, SBX레이다의 전진배치, 고고도미사일방어망(THAAD)배치 등 군사전략적으로 파격적인
조치들을 아무런 장애 요인 없이 전격적으로 실행했다. 아시아 회귀전략 구사에 있어서 군사
력의 전진 배치는 핵심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군사행동을 신속하게
실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시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미항모 조지 워싱턴
호가 서해진입을 포기하고 동해로 갔던 일을 상기해 볼 때, 최근 미국 군사행동의 의미가 정확
히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명분과 채널을
확보한 것도 부수적 성과로 볼 수 있다(조한범 2013, 36). 이처럼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및 핵무기 개발에 대해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구본학 2013).
북핵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
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북핵 관련 3원칙을 제시했고, 북한의 핵개발 및 보유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물론 중국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주변부 안정의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촉진할 수 있는 강압적인 해결은 원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북핵문제로 인해 미국의 한반도 직접 개입이나 마찰을 원치 않기 때문
에 중국은 미국과의 타협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중국은 일관되게
반핵, 비확산을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문제로 인한 한반도 정세 불안을 동시에 고려했기 때문
에 북한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냉정과 평화적 태도를 견지하라고 주문하면서 문제 해결에 소극
적 태도로 일관한 측면이 강했다(이기현 2012, 215).

다(『중앙일보』 2013. 3. 9)
15) 또한, 3차 핵실험 이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떠한 조치도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2. 7)이
라고 하면서 강도 높은 대북제재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해리 리드(Harry Reid) 민주당 상원의원은 해
외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국제개발처(USAID) 기금)을 대북 식량지원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
용이 포함된 농업법(Farm Bill) 개정안을 발의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식량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농업법은 5년간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법안통과 시 2018년까지 미국 대통령
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북 식량지원은 중단되는 강력한 규정을 담고 있다(구본학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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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및 공사를 외교부로 초치
하여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중국 지도
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 내에서의 대북 강경기류16)로 인하여 중국은 지
난 1월 25일부터 대북통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
의 붕괴를 초래할 정도의 제재에는 반대한다. 북한 체제의 안정이 북한의 비핵화보다 더 중요
하기 때문이다(구본학 2013).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 김정은으로의 안정적인 권력세습으로 안정화를 이룩
한 이후 비핵화(비확산), 대규모살상무기 반대와 한반도 등거리외교가 중국의 한반도정책의 중
요한 목표로 정책추진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시진핑 시대 더욱
현실화된 해결과제로 등장하였다. 비핵화 없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있을 수 없고 비핵화
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큰 틀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춘복 2013)
한편,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의 구체화를 위한 군사력 전진배치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미 본토와 태평양 도서에 대한 군사공격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는 충분한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미국의 군사
행동의 영향이 북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미국의 군사행동은 중국의 입
장에서 외교․안보적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미사일방어망 및
감시체계의 범위가 북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응 명분을 찾지 못하
고 있다. 아울러 중국내 증대되고 있는 반북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중
패권경쟁시대에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북한에 대한 여론 악화는 유사시 중국의 대북정책
구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 확
인되면서 중국의 외교적 권위도 손상을 받고 있으며, 북․중관계가 과거 어느 때 보다 악화되
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중국의 고민이 있다. 이 같은 점들은 중국이 한반도 긴장국면의
해소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조한범 2013, 36-37).

16) 시진핑 정부의 신임 주미대사로 내정된 추이텐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출현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하였으며, 중국 언론 및 학계에서도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제재 옹호론이 확산되고 있다. 장렌구이(張璉瑰) 중앙당교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
면 석유를 포함한 모든 원조를 중단하고 북한과 맺은 모든 경제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으며, 환
구시보(環球時報)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중국이 제공하는 원조의 감소를 포함한 엄중한 대
가를 치러야 할 것”이며, “중조관계가 결렬된다 해도 그 책임은 북한에 있고 중국은 북한 핵정책의
인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구본학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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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이전과는 다른 대북 압박초치를 펴고 있다. 일예로 중국 내
북한 은행 대표부들에 대한 제동(연합뉴스 2013년 3월 20일), 북중 국경지대 통관 검색 강화,
원유 공급 잠정 폐쇄설, 심지어 3차 핵실험 이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대북제
재 결의안 2087호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내용 지시 등, 중국의 직접적인 대북 압박 조치들이
시행되었다(연합뉴스 2013년 4월 3일). 3차 북핵 실험 이후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관계가
재설정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전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했던 힐(Christopher Hill)은 케리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미중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
다.17)
한편, 일본의 경우, 올 2월의 3차 핵실험 이후에는 더욱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북
핵문제는 일본에게 있어 북한을 압박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제가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압박
의 이면에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숙명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
상으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의 자리를 잃어버린 일본은 정치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
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역내 강대국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국익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해 3대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미
일동맹의 강화고, 두 번째는 근린제국과의 협력관계 중시, 세 번째는 경제외교의 강화이다. 최
근의 북핵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대응은 외교의 첫째 목표와 둘째 목표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
며, 일본은 첫 번째 목표에 더욱 충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동북아의 위기상황에서 일본이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렵고, 미
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미국, 한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방
법을 우선시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은 자민당으로의 정권교체에 따라 극우 성향의 제2기 아베
(安倍晋三) 내각이 출범하여 이러한 미일동맹 중시가 더욱 현격하게 일본정계에 자리 잡게 됨
으로써 당분간 대화보다는 압박의 기조 위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체제 강화를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17) “최근 존 케리(John F. Kerry)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다. 하지만 중국의 내부 정치지형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 사실 케리의 주된 임무는 양국 간의 전략적 불신을 줄이는 노력을 시작하는 데 있다. 이런
불신이야 말로 중국이 북한에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케리
의 방중은 전략적 불신을 줄이는 방향의 첫 걸음이었다. 그 목적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김정은은 미중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중앙일보 2013년 4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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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조성된 안보정세는 기존의
틀에 순응된 연속성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단초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의 자율성을 재
확인시켜주었지만, 중국의 대북 억제력의 한계를 극명하게 노출시키면서 중국이 상대적 영향
력을 행사했던 6자회담의 비핵화 패러다임까지 붕괴시켰다. 더구나 한반도 긴장 국면이 극대
화되면서 중국에게 북한이란 대상이 철저하게 통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각인시켰다(박형중
2013, 3). 또 한편, 미일,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명분까지 제공하면서 한미일 삼각축의 안보적
효용성이 증대되었다. 물론 북한의 도발과 위협의 게임이 미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북한의 돌출적 긴장 고조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재정 및 물자 탕진에 따른 북한의 체
제 유지 부담이 전이될 가능성에 중국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적 완충지역
으로서 북한의 효용성 보다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전략적 비효용성이 누적된다면 중국의 정
치 경제적 부담 증가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개발 의도가 궁극적인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한 목적의 성격인가? 혹은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의 성격인가? 등의 논쟁이 야기되었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노력의
불이행으로 인해 북핵 피로증과 기피증이 만연한 가운데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
3차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의 분명한 핵무장 의지를 확인하고 또한 핵전력화가 가시화되었다고
평가된다. 북핵문제가 더 이상 잠재적인 문제가 아닌 매우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생존위협요인
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실질적 핵위협을 전제로 하여,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
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유지 등을 위한 군사, 외교, 통일 분야의 유기적인 대북
정책의 수립이 필수불가결할 것이다. 6자회담 등을 통한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은 형식적
인 틀만 남게 되었으며, 새로운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북한에 대한 ‘투 트랙’(two track)정책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다. 투 트랙 정책이란 한편으로는 유엔 대북제재에 참여해야 하지만, 그것이 북핵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상황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동시에 상
황 통제와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한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병행하는 것이다. 결과로 얻을 수
있는 목표를 선제적으로 요구하면서 인도적지원이나 경협을 후순위로 둔다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별무하다는 것이 지난 정부의 경험을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안보적 위
기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북한의 현실적 요구와 기능적 필요와 접목될 수 있는 실현 가능
한 일을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의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 핵 재반입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벌어질 핵무기경쟁, 강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진 핵관련 기술과
부족한 자원을 고려할 때,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해도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안보 딜레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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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의 지렛대(leverage)나 하나의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의 의미까지 완전히 배제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점진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실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간접전략이 병행되어
야 한다.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 북한 인력개발 등을 거쳐서 5.24조치18)를 해제하고 제2, 3의
개성공단 추진, 라선 경제특구에 공동 투자하는 접근전략을 하나의 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우선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남북나눔운동을 포함한 비정부기
구(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단체 및 해외동포의 북한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정경영 2013, 21-22). 또한 국제 스포츠 행사 등을 활용한 남북한
교류 협력의 또 다른 궤도를 설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 환경 조성으로서 국제협력은 필수적이다. 따라
서 미국의 북핵 5원칙을 아우르는 한․미 간 대북공조정책 추진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한반도 위기관리는 물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중국 변수의 비중은 점증하
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둔 한․중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긴요하다. 또한 3차 핵실험 이후
최근 중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19)는 향후 한반도 상황의 향후 전개방향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 특히 한․미․중 전략대화는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1차적 직접
당사자라는 측면은 물론 북한의 도발 억제, 비군사적 분야의 급변사태 등에 공동대처하기 위
해서도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부
행위자로서 미․중 간의 전략적 합의가 우리와 무관하게 전개되는 것에 대하여 예의주시함으
로써 과거 역사 속에서 가쓰라 테프트 밀약(The Katsura-Taft Agreement)과 같은 불행한 역사적
경험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18) 2010년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라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우리 국민의 방북
을 불허하고 북한 선박의 남한 측 수역 항해를 금지하는 우리 정부의 조치이다.
19)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절에는 북·중 관계를 고려해 남북통일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미국과 남북통일을 포함
한 '한반도 미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경우,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
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전문가인 서진영 사회과학원장은 최근 "남북한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과 중국, '빅 플레이어(big player)'들이 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조선일보』 2013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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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ssibility of transformation in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Focused on the variables of North Korea since North Korea 3rd nuclear tests.

Yoo, Ho Keun
(Cheongju University)

There has been a change of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It has been caused by the fact that an
unpredicted crisis has been amplified since the emergence of the Kim Jung-eun regime. In particular, the
3rd nuclear test committed by North Korea regarded as one of the nuclear haves has an effect on the
dynamic situations of political change in Northeast Asia derived from the North Korean variables. Based
on this critical mind, this study explores the nature of the nuclear power influencing an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in Northeast Asia and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the 3rd nuclear test initiated by North
Korea. This study also looks over the nature of change in the state of affairs of the reg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transformation in the security environment
initiated by USA and China regard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ffairs in
Northeast Asia. Lastly, this thesis looks for South Korean government's enthusiastic reactions on this
issue.

Key Words: The transformation in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North Korea 3rd nuclear test,
North Korean variables, U.S.-China relations, Korean Peninsu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