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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전략

홍 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한국의 중재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 북미 협상 쟁점 파악, 공략지점 설정, 메시지 오인
없는 디테일한 설득이 필요하다.
우선 비핵화-상응조치 프레임 조정이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전략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결정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프레임 전략의 실패다. 제재가 약점임을
시인하는 꼴이 됐고 미국의 요구수준을 높이고 지연압박의 구실을 줬다.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 내 사정을 고려해 군사적 조치가 아닌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협상 실패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은 6.12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체제안전보장’의 프레임을 재확인함으로써 양측의 교환 구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중재전략이다. 미국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WMD 의 폐기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랬을까. 북한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해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다. 협상술 차원이라면 문턱을
낮출 여지는 있다. 북한도 미국의 WMD 폐기 요구에 직접적 비난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북한도 전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폐기 확약,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합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
셋째, 비핵화의 비가역적 돌입지점, 영변 핵시설 폐기의 범주 설정이다. 이 지점은
비핵화 중간 목표 및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체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술적 차원의 설정보다는 남북미의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다. 가령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불능화를 돌입지점으로 삼는다면, 이를 기점으로 제재 해제 시점,
로드맵의 단계가 설정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범위에 대한 모호성을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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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협상력을 떨어뜨린 부분도 있다. 합의문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영변 카드를 미국에
대한 중재 레버리지로 활용할 기회를 잃은 부분도 있다. 전략적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결단을 끌어내는 관리전략이다. 비핵화 결단의 주인공 김 위원장의
국내 권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국내적으로 많은 반대를
무마하며 비핵화 결단을 내리고 왔다. 당장 손에 쥔 성과 없이 미국의 높은 요구에 김
위원장은 사면초과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밀함을 강조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중을 환대했던 것은 그의 권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래서 존중과 상응조치는 성공적인 비핵화 대타협의 기본조건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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