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ing Points by Jong Chun Baek
1. Given your experience and perspective, can you assess the current
processe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to reduce tensions and build
confidenc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6월 12일 북미 정상 간 ‘싱가포르
성명’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차원에서 보면 사실상 하나의
세트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에 체제 보장을 교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구성되었다.
-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해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새로운 관계’
형성을, 즉 북미관계 정상화를 약속하였으며
-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항구적 평화체제의 구축을 합의함. 평화체제의
구축은 북한에 안보를 제공하는 필수적 방안이지만, 한국에 안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하므로 남북 간 평화질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다.
- 평화체제의 구축은 평화질서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 평화체제 구축은 먼저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이 필수적이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 1조에서 정치적
신뢰구축 방안에, 2조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에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은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의 원칙과 기본적 방안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간 신뢰가 높아짐에 따라 수준 높은 방안들에 합의하여
실천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판문점 선언’ 3조 ②항은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은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룩할 수
있지만 여건이 조성되면 동시·병행해서 이룩할 수도 있다.
- 이러한 평화체제 구축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적당한 시점에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 남북 평화협정은 북·미
관계정상화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동시에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이 모든 핵관련
프로그램과 ‘핵무기’를 완전하게 신고하고, IAEA를 비롯한 사찰단의
완벽한 검증을 받으며, 동시에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핵관련
프로그램을 불능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함으로써 완성된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동시에 남북
평화협정이 조인되고 북·미 관계정상화가 이뤄짐으로써 ‘완전한
비핵화’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 이처럼 ‘완전한 비핵화’는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같이 간다.
평화협정은 평화체제 구축이 어느 정도 성숙된 시점에서 체결되지만
평화협정 체결만으로 ‘완전한’ 평화가 보장된다고 보는 것은 잘 못된
생각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평화체제 구축은 더 높은 수준으로
더욱 강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2. Looking forward, discus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a lasting and stable
peace mech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 기회: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하여 합의한 것은 과거 당국자 차원에서 합의한
것 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높고 실천의지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도전: 앞에서 보다시피, 평화체제 구축은 비핵화 진전과 연동되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음.
3. How best to support and protect a longer term process with its ups and
downs? Share comparative experiences.

- 남북은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정상선언 등에서 남북 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구체적·원칙적
합의를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함
-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이후에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전쟁’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남북 간 합의는 실종되고 북한의 핵문제를
중심으로 갈등과 대치 국면이 지속됨.
- 2007년 10.4정상선언은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인정’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의 실패로 인하여 남북 간
긴장은 더 높아짐.
- 천안함 사건, 연평도 피폭 사건, 비무장지대 지뢰폭파 사건 등: 북한은
NLL을 공식 부인(1973년)한 이후부터 대남 군사적 도발을 더욱 자행했다.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2009년 11월
대청해전 등의 군사적 충돌 ‘명칭’에서 보다시피 서해에서는 남북이
‘전쟁’을 한 것이다. 이러한 국지전의 연장선에서 2010년 3월 천안함이
폭침되고 그해 11월 연평도가 포격을 당했다. 아무리 우리 정부가 NLL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NLL이 해상 군사분계선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면 연평도 피폭 사건에서
보다시피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 평가, 노무현 정부 기간 남북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이유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군사회담을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 노무현 정부는 북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2007년에는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다. 참여정부 임기 동안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바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서해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신뢰구축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일부 합의했기 때문이다. 즉, 남북 간 신뢰구축
노력이 군사적 충돌을 막은 것이다.
4. Are there any lessons from the JCPOA or other mechanisms?

5. What role for the actors outside the Big 4-ROK, DPRK, US and China?

- 일본: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에 따라 일본은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의 틀을 만들고, 그 협상에서 납북자 문제, 식민지 지배 보상 문제,
중거리 미사일과 같은 북한의 위협 해소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진전과 더불어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다자체제 구축을 위해 주도적 노력을 해야 한다.
- 유럽연합은 북한에 체제보장을 담보하고 북한의 경제건설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한다.
6. What can the international
momentum and enga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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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지지하고,
남·북·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특별 기구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7. Both the ROK and the DPRK have been taking concrete measures to de-escalate
and reduce tensions. Example: the recent halting of loudspeakers, the
reestablishment of military communication channel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4 agreement to avoid naval clashes are important first steps. Share your
experience how best to keep the current mementum, potential challenges and ways
to overcome.

-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 따라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다층적
차원에서 대화, 협상, 교류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그 중에서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무력충돌의 예방을 위해서는
군사회담을 지속하는 노력과 더불어 국방장관회담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 군사회담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단계적 군축 등을 평화체제
구축과 연동하여 협의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합의하여 실천하는 것이
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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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해상훈련이나 해상 전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근본적 해결책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있다.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군사적 균형 즉, 억지능력을 확보하고, 중기적으로는 NLL 문제를 뛰어넘는
방안을 모색하며, 장기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새로운 해상
불가침 경계선을 합의하는 것이다.
- 중기적으로, NLL 문제를 뛰어넘어 서해에서 평화를 확보하는 방안은
남북이 서해에서 소모적이고 대결적 입장을 벗어나 남북이 다 같이

안보적․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판문점 선언 2조 ②항은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했다.
- 장기적으로, 남북이 서해에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을 협의하고
합의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회복을 넘어서 상호불신을 해소하는
단계까지 진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이 다시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더욱 진전시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등의
군사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는 단계에서 ‘평화협정’이 논의될
것이며 여기에 NLL 문제를 포함시키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