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ist of Questions

Common Questions:
Why do you think North Korea has been actively participating in dialogues with South Korea
and the US? Is it a tactical change to evade pressure and sanctions? Or is it a strategic change
to leap forward to a completely new nation?
Can we say that North Korea’s foreign policy direction is irreversible now? If indeed it has
changed, which factors – domestic or foreign – are main movers?
공통질문
북한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보는가? 압박과 제재를 피
하려는 전술적 변화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라
고 보는가?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을 이제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봐도 되나? 변화한다면 대외적 요소
와 대내적 요소 중 어느 것이 주된 작용을 할 것으로 보나?
진징이 교수 답변
김정은정권의 북한을 김정일정권의 북한과 동일시하면 오늘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김정은은 집권하여서 처음 육성연설에서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
고 하였으며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언제나 늘 마음 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다”고 하였다. 이는 “수령유일지도체제”에서 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
인 것이다. 김정은이 집권하여서부터 6년동안 자기 로드맵을 짜기 시작하였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김정은은 단순히 압박과 제재를 피하려는 전술적 변화를 뛰어넘어 백성들을 굶주림과 가난에서
탈출시키고 나라를 최빈국에서 부강한 나라로, 인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의 나라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대통령도 김정은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후 “김정은위원장이 주민들을 사랑한다”
는 말을 여러 번 하였다. 결국 올해에 들어서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정국을 만들어낸 것도 그
로드맵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로드맵은 바로 반제품이던 핵을 완제품으로 만들어 최대한
몸값을 올린 후 안전보장과 경제건설을 빅딜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외정책변화는 일시적인 전술이나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핵으로 안저보장과 경제건설
을 맞바꿈하는 큰 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위원장이 일단 목표를 설정하면 드팀
없이 추동하기에 정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외정책방향이란 여러 대외관계
와 상호 영향을 주고 상호 작용하는 관계이기에 국제사회의 공조가 십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
서 북한 대외정책은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어나가야 불가역적인 것으로 될 것이다. 북한의 변화에
서 대외적 요소와 대내적 요소는 서로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이지만 결정적 요소는 대내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내 노선, 방침이 결국 대외관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이 노
동당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내놓은 새로운 경제건설노선이 오늘의 대외정국을 만들어낸 것과 같
은 것이다.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 답변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는 상당히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것이다. 제3차 핵위기는 핵미사일 개발이
최종적인 단계에 도달한 것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의 지도자들은 군사력
의 양의성, 즉 억지력인 동시에 외교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사실 핵미사일이 완
성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미국과의 전략적인 교섭은 불가능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 본
토를 목표로 하는 핵미사일을 공공연히 개발하고, 기술적인 돌파가 있을 때마다 노골적인 도발을
반복했다. 그 목적이 처음부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딜이었을 가능성 조차 배제할 수 없다.
北朝鮮の対外政策の変化は相当に戦略的かつ計画的なものである。第三次核危機は核ミサイル開発が
最終的な段階に到達したことと密接に関係していた。言い換えれば、北朝鮮の指導者たちは軍事力の
両義性、すなわちそれが抑止力であると同時に外交力であることを明確に認識している。事実、核ミ
サイルが完成段階に到達しなければ、米国との戦略的な交渉は不可能であった。それどころか、米本
土を目標にする核ミサイルを公然と開発し、技術的な突破があるごとに露骨な挑発を繰り返した。そ
の目的が当初から米国政府を相手にするディールであった可能性さえ排除できない。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에게는 몇 가지 행운이 있었다. 첫째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
선된 것이다. 만일 클린턴 여사가 당선되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용이하게 미북정상회담은 실현되
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의 행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정권의 탄생이다. 그 동안
문대통령이 남북대화와 북미중재에서 해 온 적극적인 역할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기대할 수 없
었다. 셋 째, 평창올림픽이 금년 2월에 설정되어 있었던 것도 시기적으로 중요했다. 북한의‘선남후
미’정책과 한국의‘중재외교’가 절묘한 형태로 합체되어 북미정상회담의 무대를 설정하는 것에 성
공했다.
その意味では、金正恩にはいくつかの幸運があった。その第一は米国大統領選挙でトランプ氏が当
選したことである。かりにクリントン女史が当選していれば、これほど容易に米朝サミットは実現し
なかっただろう。第二の幸運は朴槿恵大統領の弾劾と文在寅政権の誕生である。この間に文大統領が
南北対話や米朝仲介で果たした積極的な役割は、朴槿恵大統領には期待できなかった。第三に、平昌
オリンピックが今年二月に設定されていたことも、タイミング的に重要であった。北朝鮮の「先南後
米」政策と韓国の「仲介外交」が絶妙の形で合体し、米朝サミットの舞台を設定することに成功した。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최대한의 압박’정책, 즉 대규모 전략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한 군사적인 압
박, 작년 가을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경제제재 결의, 중국에 의한 제재 강화 등은 아
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예상하고 있었던 것 이상으로 강력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남북대화의
신속한 진전과 함께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정책변경을 확실하게 하고 촉진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ただし、トランプ大統領の「最大限の圧力」政策、すなわち大規模な戦略的な試算を最大限に動員
した軍事的な圧迫、昨年秋以後に国連安保理事会が採択した経済制裁決議、中国による制裁強化など
は、おそらく金正恩委員長が予想していた以上に強力だったことだろう。南北対話の迅速な進展と共
に、それらがすでに計画されていた政策変更を確実にし、促進したことは否定できない。
북한의 전략변화는 장래에 걸쳐 체제안전과 경제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대외전략
과 대내전략에 걸쳐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생존전략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요구한 체제보장

(security guarantees)에는 군사만이 아니라 정치, 외교와 경제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북
한 자신의 이해이다.
北朝鮮の戦略変化は将来にわたる体制安全と経済発展を確保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それは対外戦
略と対内戦略に跨る長期的かつ総合的な生存戦略である。米朝会談で要求した体制保証(security gua
rantees) には、軍事だけでなく、政治・外交や経済分野まで含まれている。それが北朝鮮自身の理解
である。
미국과의 전략대화가 예상한 것 이상의 속도로 진전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
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새로운 생존전략은 적어도 (1) 통상전력에 의한 안전보장, (2)
장기적인 남북공존・교류협력, (3)‘남북공존＋미중균형’을 중심으로 한 다각균형의 국제시스템, (4)
개혁개방, 수출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의 채용, (5)일본과의 국교정상화 등을 포함한 것이다.
米国との戦略対話が予想以上の速度で進展したために、北朝鮮がそれに十分に対応できるかどうか
は不明である。しかし、新しい生存戦略は、少なくとも、(1)通常戦力による安全保障、(2)長期的な
南北共存・交流協力、(3)「南北共存＋米中均衡」を中心にする多角均衡の国際システム、(4)改革開放、
輸出主導の経済発展戦略の採用、(5)日本との国交正常化などを含むはずである。
이종석 장관 답변
- 전략적 변호로 본다. 압박과 제재를 피하려는 전술적 변화로 보기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변
화의 폭(전세계에 비핵화 의지 적극 천명/ 핵-미사일 발사 중단, 풍계리 핵 시험장 폐기등 조건없
는 선조치/ 경제제재 지속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의 경제 개방정책 강화--)이 크다. 더불어
서 국가 총노선을 핵병진노선에서 경제의 총력적 발전으로 전환한 것 등은 김정은위원장의 경제
발전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다
이로 미루어 보아 김정은은 ‘미국의 위협에 대항한 핵무기를 보유한 빈곤한 북한’이라는 자신
의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기존의 국가모델 대신에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제재 해제를 반대급부로 받아내 고도 성장하는 경제부국 북한’이라는 새로운 국가모
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 이미 경제구조를 개방구조로 전환시킨 데 이어, 외교적으로 개방을 지향하고 있다. 북한은 단순
한 비핵화가 아니라 서방과 정상적 국가관계 수립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번 북미정상 회
담 공동성명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핵화와 개방적 대외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
한 안전판으로 북중관계의 동맹성격 회복에 큰 힘을 쏟고 있다. 현 단계에서 북한의 대외정책 방
향은 쉽게 역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북한의 현 대외정책방향은 대내적으로 경제적 고도성장을 위한 전략이며, 대외적으로 고립을 탈
피하여 정상국가로서 국익 극대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내외 요소
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Questions for Prof. Jin Jingyi:
If China is dropped out of the declaration of end of the Korean war, what do you think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would come to? Then, will it make the issue of concluding Peace Treaty
more complicated?
개별질문 진징이 교수
종전선언에 중국이 빠지게 되면 북중관계는 어찌 될 것 같은가? 평화협정 문제가 복잡
해질까?

진징이 교수 답변
사실 남북한은 실제 종전선언을 한지 오라고 북미도 사실상 종전선언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럼에도 3자 또는 4자의 종전선언이 거론되는 것에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종의 상징적 의미와
의의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전쟁에 참가했고 한국전쟁을 상징하는
나라들이 종전선언에 참가하면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굳
이 유독 중국이 빠진 남북미 3자 선언을 강조하는 것은 어딘가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비
쳐진다. 어찌 보면 작금의 북핵문제해결을 남북미 3자가 주도해 나가며 다른 나라들의 개입을 꺼
리는 일종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하겠다.
사실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여러 강대국들의 이익관계, 갈등관계, 협력관계, 전략관계를 한반도에
집약시켰고 동북아국제관계가 한반도에 굴절시켰기에 동북아 여러 나라들의 협력이 없이는 한반
도평화체제구축도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는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새로운
질서구축과 직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은 종전의 의미를 훨씬 초월하
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평화협정에서 보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여도 중한, 중북, 중미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
이다. 평화협정도 수도거성(水到渠成) 즉 물이 흐르면 자연히 개천이 이루어지듯 이미 큰 흐름을
이루었다.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한반도와 동북아는 다자안보체제, 지역경제 블럭화, 지역경제협
력체를 꾸러가면서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는 한세기 넘게 평화체제가 정착된 적이 없다. 그만큼 평화체제구축은 동북아에서 세기
적인 사변이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 동북아평화체제구축과 연동하여 이루어진다. 그것은 궁극적
으로 냉전과 지정학적인 접근이 아닌 지경학적접근으로 동북아의 경제협력과 경제블럭화를 불러
올 것이며 각국에 거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평화협정이 복잡해지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Questions for Prof. Masao Okonogi:
As regional political situation has been changing rapidly due to North Korea’s active
engagement with South Korea and the US, they say that the so-called ‘Japan passing’ has
occurred. What do you think are the main reasons for it?
The Abe administration seems to try to open up dialogue with Pyongyang under the pretext
for negotiations on the issue of kidnapped Japanese. What is your assessment of such an
approach? Will North Korea respond positively?
개별질문 오코노기 교수
북한의 대남ㅡ대미 적극행보로 동북아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소위 저팬 패싱
현상이 일어났다. 일본에서는 그 원인을 뭐라고 보는가?
아베내각은 일본인 납치문제 협상을 이유로 북일대화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접근
에 북한이 호응해 오리라고 보나?

오코노기 교수 답변
물론, 일본인에게도 새로운 국제시스템의 형성에 참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그것은 북한의‘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거나 비핵화가 큰 폭으로 진전되는 경우의 것
이다. 압도적 다수의 일본인은 북한이 정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 그 정도로 일본인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감은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인은 냉소주의에 빠져
있다.
もちろん、日本人にも新しい国際システムの形成に参加できないことに対する不安はある。しかし、
率直に言って、それは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が実現したり、非核化が大幅に進展したりした場合
のことである。圧倒的多数の日本人は、北朝鮮が本当に核兵器や弾道ミサイルを放棄すると考えてい
ない。それほど、日本人の北朝鮮に対する不信感が大きい。その意味では、日本人は冷笑主義に陥っ
ている。
다른 한편, 아베 정권은 납치문제의 해결을 정권공약으로 설정해 왔다.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납치피해자의 가족은 아베 수상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회담하여 교착상태를
타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북일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해도 아베 수상으로서는 납치문제의 해결을‘입구’로 내세울
수밖에 없다. 국교정상화는 ‘출구’이다. 그 도중에‘북극성2’,‘스커드ER’, 노동 등의 준(準)중거리탄도
미사일의 폐기 등의 안전보장 문제가 있다.
他方、安倍政権は拉致問題の解決を政権公約としてきた。南北、米朝サミットが実現したので、拉
致被害者の家族は安倍首相が金正恩委員長と直接会談して膠着状態を打開す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
それは大多数の国民の願いでもある。したがって、国際政治的な観点から日朝首脳会談を開催するに
しても、安倍首相としては拉致問題の解決を「入口」に掲げざるをえない。国交正常化は「出口」であ

る。その途中に「北極星２」、「スカッドER」、ノドンなどの準中距離弾道ミサイルの廃棄などの安全
保障問題がある。
북한의 요구는 그 반대이다. 납치문제는‘이미 해결된 문제’로 국교정상화와 과거청산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도 또한 북한과의 딜을 강요당하게 된다. 일본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것
은 핵무기와 ICBM의 폐기 등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된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만족하여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다면 아베 수상도 김정은을 상대로 북한과의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北朝鮮の要求はその反対である。拉致問題を「解決済み」として、国交正常化と過去清算を要求す
るだろう。そうなれば、日本もまた北朝鮮との「ディール」を強いられるのである。日本政府が懸念
しているのは、核兵器やICBMの廃棄など、北朝鮮の非核化がある程度まで進展した時点で、トラン
プ大統領がそれに満足して、非核化に対する関心を失ってしまうことである。いずれにしろ、北朝鮮
の非核化が進展すれば、安倍首相も金正恩を相手に北朝鮮との本格的な交渉に入らざるをえない。
북한이 북일관계정상화를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청산에 따른 대규모의 경제협력이
다. 물론, 북한에는 한국과 중국이라는 파트너가 존재한다. 과거와 비교하면 일본에 대한 기대는
그만큼 후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은 채산성을 도외시
한 것이 아니다. 다른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은 순수한 공여나 장기저리 차관을 포함한 것이
며 철도, 도로, 항만, 송전시설 등 북한의 인프라 건설에 최적이다.
北朝鮮が日朝関係正常化を必要とする最大の理由は、過去清算に伴う大規模な経済協力である。も
ちろん、北朝鮮には韓国や中国というパートナーが存在する。過去と比べれば、日本に対する期待は
それだけ後退しているかもしれない。しかし、韓国や中国からの経済支援は採算を度外視したもので
はない。他方、日本からの支援は、純粋な供与や長期低利借款を含むものであり、鉄道、道路、港湾、
送電施設など、北朝鮮のインフラ建設に最適である。

Questions for Dr. Jong Seok Le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its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S will lead to
dissolution of Cold War system and breakdown of divided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In North
Korea too, there seems to be the establishment with vested interests under the divided system of Cold
War era. Isn’t there a possibility that their resistance, that is, movement of going back to the ancien
régime, would occur?
In order to develop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 Korea, quite big money will need to be invested.
Where can they raise the fund? President Trump said China Japan and South Korea would do it. Then,
how much portion South Korea needs to take – one half or one third of it?
개별질문 이종석 장관
비핵화ㅡ북미수교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분단체제 와해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북
한에도 냉전시대 분단체제하에서 구축된 기득권들이 있을텐데 그들이 저항, 즉 앙샹레짐
복귀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

이종석장관 답변
사실 북한의 기득권의 정점은 김정은 지도부라고 할 수 있다. 바로 분단체제하에 구축된 기득권
의 정점이 역설적으로 능동적으로 냉전구조 해체에 나섰으니, 그만큼 북한 내 기득권의 저항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여기에 더해 김정은은 자신의 ‘인민’들에게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개념
인 ‘핵 보유한 전략국가 미국과의 대등한 정상회담’을 통한 정세발전 및 중국과의 협력 등을 통한
국익 증진의 모습을 보이며 ‘핵 없는 전략국가’로 무난하게 방향전환 중. 따라서 기득권이 미국에
굴복했다는 식으로 반발할 수 있는 여지 봉쇄에 일정하게 성공.
김정은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경제특구들 개발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액수 자본투자가 필
요할 텐데 그걸 어디서 조달해야 하나? 트럼프는 한중일더러 책임지라고 했는데, 한국이 어느정
도 부담해야 할까? 2분의1? 3분의1?
현재 한중일이 북한경제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원 개념이 아니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창
출할 수 있는 기회포착과 연결되어 있음. 즉, 북한이 지닌 우수한 산업노동력, 대량의 첨단 IT 기
술인력, 무진장의 지하자원, 빼어난 관광자원, 물류통로 등으로서 지닌 경제적 가치는 특히 한중
의 기업들이 탐내는 요소들임. 제재가 해제되면 기업들의 북한 경제특구나 경제개발구에 대한 자
발적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한중일의 대북투자는 마치 희생을 감내하는 듯한 의무

적 분담비율이 적용될 가능성은 적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