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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개관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단절과 암중모색
■ 제8차 당 대회와 북한의 대남 및 대외정책
○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이 남북대화 재개를 위
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의한 방역 협력, 인도적 협력, 개별 관광 등을
비본질적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미군의 첨단군사장비의 한국 반입과
한･미 합동훈련 중지 같은 본질적인 문제와 더불어 남북합의의 성실
한 이행을 요구함.
- 미국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북･미 관계의 근본적 구조는 변하
지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 북･미 관계가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이뤄질 것임을 강조함.
- 당 대회에서 북한이 경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미국에 의한
제재 영향도 크지만,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보건 위기(코로나19)
의 장기화도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함.
■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장기화
○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체상태에 빠진 남
북 및 북･미 관계 타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
를 거두지 못함.
- 2021년 신년 기자회견(1월 18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을 하면 속도감 있게 북･미 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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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으나 북한의 반응은
냉담했음.
-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7월 27일 413일 만에 단절되었던 남북
통신선이 복원되었지만, 실질적인 남북대화로 이어지지는 못함.
- 9월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북
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음.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북･미 관계
○ 4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북정책의 재검
토가 완료되었다고 말했는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이며
그랜드바겐이나 전략적 인내와는 다른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라고 설명함.
- 북한은 남북 및 북･미 관계보다 국내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중
국 및 러시아 등과의 관계 강화와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고 있는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와 이중적 태도 변화를 촉
구하면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옴.
■ 미･중의 전략적 경쟁 격화와 한반도
○ 2021년 1월 동맹과 국제협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무역에서 경제, 기술, 사이버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심
화하고 있어 남북 및 북･미 관계가 미･중 관계와 다른 독자적인 공간
확보의 가능성이 매우 협소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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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
견제 의사를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상 처
음으로 타이완문제에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은 불쾌감을 표하고 있
어 미･중 갈등은 한･중 및 중･일 관계는 물론 한･미･일과 북･중･러
관계의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남북관계의 단절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독
자적 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 방역 및 의료･보건 분야에서 협력 의사
를 표명하고 있지만, 북한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음.
■ 2022년 봄, 한반도 평화정착의 변화 분수령
○ 7월 1일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거듭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2022년 2월
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음.
- 코로나19와 미국의 외교적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 등에 의해 베이
징 동계올림픽의 정상적인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자
제할 것으로 보임.
-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중단
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계기가 될지는 불투명하
지만, 남북과 미･중 등 관계국이 모여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의제로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더불어 2022년 봄에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의 실시 여부가 한반도 정세 변화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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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정세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1.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①:
미･중 전략경쟁, 대립, 갈등의 지속과 향후 전망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
○ 미국 조야는 지난 40여 년간의 대중 관여정책이 실패했다는 초당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표방하는 바이든 행
정부는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국내 산업정책과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의존도 완화 추진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권위주의 정권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이해와
가치를 위협하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 동맹국 및 민주적 가치를 공유
하는 국가들의 집단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
- 미국의 동맹체제를 반중 연대로 묶기 위해 민주주의, 인권, 국제
사회의 보편적 규범 등 가치 개념을 전면에 내세움.
■ 미･중 신냉전 위기
○ 중국은 냉전시기 소련보다 오히려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미국의 전략
적 적대세력으로 부상해, 신냉전의 사고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지
적이 있음.
○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핵 선제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등
미국을 겨냥한 핵전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어 미･중 간 전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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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경쟁이 촉발될 위험이 있으며, ‘최소 핵억지 전략’을 방기할 가
능성마저 있다는 지적이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제기됨.
○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쟁 가능성 논란까지 빚어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
만 방어 의지를 밝힘.
-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려
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데, 미 조야에는 중국이 대
만 해협 주변에서 대미 군사력 우위를 이미 확보한 만큼 중국 경제
가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기 전에 대만을 침공해 통일을 기정사실
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양국이 무역, 기술, 데이터 통신 등에서 상호
긴밀히 연계돼 있어, 교류의 규모도 미미하고 상호단절돼 있던 냉전
시기 미･소 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미･중 전략경쟁을 신냉
전으로 과장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함.
- 기후변화와 핵비확산, 북핵 문제 등 공동의 이익이 결부된 분야에
서는 미･중 간 협력이 가능하며, 비록 중국이 미국에 대한 역사상
최대의 지정학적 도전자이기는 하나 무력충돌은 회피할 수 있음.
■ 미･중 11.15 화상 정상회담
○ 미국은 공정한 경쟁과 충돌방지를 강조하며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
제 의지를 숨기지 않은 반면, 중국은 상호존중과 공존을 앞세워 미국
과의 대등한 관계를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려 함.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의도하지 않은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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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관계 안정화를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로 설정했으며, 소기의 성
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음.
○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신냉전에 돌입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상
호 확인한 만큼, 전략적 안정 협상을 비롯한 관계개선 조치들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임.
○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 및 국익과
가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기존 미･중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
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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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대미정책: 미국과의 대립과 갈등의 극복 방향
■ 2021 미･중의 현실인식
○ 미･중 간에 지정학(Geo-Political), 지경학(Geo-Economic), 지
기술(Geo-Technical), 지문화(Geo-Culture) 등 4개 분야의 디커
플링이 시작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미･중이 제도, 규범, 가치, 표
준, 네트워크, 5G 플랫폼 장악과 새로운 체제구축을 위한 생존게임
을 하고 있음.
○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사안별로 경쟁, 협력, 대립을 적절히 조합하여
파국을 방지하는 것이며, 바이든 정부는 동맹체제 강화를 통한 ‘집단
적 영향력’을 제고시켜 대중국 포위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중국공산당은 3차 ‘역사결의’를 통과시켜 공산당의 권위를 강화했
으며, 미국과의 전략경쟁을 피할 수 없는 중장기전으로 인식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신(新) 대장정을 선포하고 공
산당의 권위 강화, 글로벌 공급사슬 장악, 중국 시민사회 감시,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음.
■ 2021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부문
○ 중국의 서태평양 해양진출과 ‘해경법’ 발효로 ‘지정학(Geo-Political)’
적 해양관리를 둘러싼 미･중의 충돌이 신해양질서 수립에 영향을
주게 됨.
○ ‘지경학(Geo-Economic)’적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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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치열한 수 싸움이 진행되고 있음.
○ 21세기 5G 플랫폼 구축과 신국제질서 수립과정에서 미･중 간의 ‘지
기술(Geo-Technical)’분야 패권경쟁 심화로 경제안보 전략 환경
이 변화해 미･중은 4세대 산업혁명의 주도권 경쟁(신국제분업체계
정립)을 가속화할 것임.
○ 미･중 간 이데올로기 차원의 ‘지문화(Geo-Culture)’적 가치관 충돌
이 상존하는 바, 미･중 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관련된 홍콩과 신장
인권문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미･중은 전략적 위험을 관리할
‘상식적 가드레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양안관계(중국과 대만)에 대한 미･중 간 복합적 갈등이 현실화 되면
서 대만은 미국 편승전략의 기조 속에서 방위비를 높이는 등 방어능
력(국방력 강화+서방 및 미일의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만 해
협 안보문제의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음.
- 반면 중국정부는 대만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벌(군사적 압박)과
보상(경제적 혜택)’의 관점에서 이중전략을 취하고 있고 미국과의
전방위적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반외국제재법(中華人
民共和國反外國制裁法)’을 통과시켰음.
■ 평가와 전망
○ 미･중 간 지전략(Geo-Strategic)적 경쟁은 경제･기술･가치･군사
의 복합양상을 보이며, 미･중 대결이 직접적 군사대결로 확전되지
않으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 차원의 심리적 압박은 지속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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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 전진배치는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며, 한국은 미국의 대중 전략의 변화(대립-협력경쟁)와 중국의 부상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야함.
○ 미･중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협력가능 분야(기
후변화, 보건의료, 인도적 지원 등)와 대결해야 하는 분야(정보통신,
반도체), 그리고 전략성 모호성(미･중 간 협력과 대결의 중간지점인
해양질서)을 유지해야하는 분야와 전략적 명확성(첨단기술, 사이버
안보)을 추구해야 하는 분야로 구분하여 사안별로 대처를 해야 함.
○ 미･중 전략경쟁의 지경학(Geo-economic)적 또는 지기술(GeoTechnical)적 최전선으로서의 한국(메모리 반도체분야 우위)의 위
상이 높아지고 있고, 전략경쟁의 성패가 달려있는 군사력과 경제력
에 영향을 주는 이중용도 기술의 핵심이 반도체라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미･중의 러브콜이 현실화 되고 있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함.
○ 북한의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물론 중국과
의 전략적 협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북･중 관계는 ‘북한의 체제안
전 유지(대미관계개선) 및 체제안전 보장(법제화된 시스템 통치 추
구)’에 중점을 두면서 ‘중국의 한반도 안보 이익’을 상호 공유하는
‘전략적 공존’의 절충점을 찾아 이익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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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②: 아프간 전쟁의 종결, 교훈과 과제
■ 종전
○ 미국은 아프간 전쟁에서 연인원 77만 5천 명 이상의 미군을 파견했
으며, 이 가운데 2,300명 이상이 전사하고 2만 2천명 이상의 병사가
부상 당했음.
-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2조 달러의 전비를 지출함으
로써 매일 3억 달러 이상을 지출
○ 미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와 사이버안보 경쟁에 전념할 필요
가 있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미국의 리더십
도 그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와 같은 요인들이 아
프가니스탄으로부터 철군을 단행하는 데에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협상
○ 미국은 탈레반과 전쟁 종결과 철군을 위한 협상의 시도를 계속해 왔음.
○ 본격적인 협상은 2018년 2월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의 제안
이 단초였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 탈레반과의 직접적
인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결정.
○ 협상의 결과 체결된 도하 합의는 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안전보장
을 저해하는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아프가니스탄의 영토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 ②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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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③ 탈레반과 카불 정부의 협상 개시 등이 핵심임.
○ 그러나 탈레반과 카불정부의 협상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철군이 진행되면서 탈레반이 공세를 시작했고, 결국 카불이 급작스
럽게 함락됨.
■ 철군
○ 2021년 4월 14일 바이든 대통령은 TV 중계를 통해 “전쟁을 영원히
종식할 때가 되었다”는 성명을 발표
- 이후 6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남부지역을 정부군의 저항에 직
면하지 않고 장악했고, 미 정보기관들은 미군이 철수하면 카불 정
부가 6개월 내에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
- 8월 26일 철수 작업이 진행되던 카불공항에 대한 IS-호라산의 자
살폭탄테러 발생, 민간인 최소 60명, 미군 13명이 사망
- 9월 7일 탈레반은 임시내각의 구성을 완료하고 33명의 명단을 발
표했는데, 새 내각은 세대교체의 징후가 뚜렷했고 대미관계 호전
의 징후도 포착되었음.
○ 탈레반의 변화 징후는 11월 7일 발표한 어린이에 대한 소아마비 백신 접
종 캠페인 발표와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동결해제 요청에 나타남.
- 무엇보다 IS-호라산에 대한 미국의 공습에 구두항변 이외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데에서도 대미 정책의 유연화 징후를 발견할 수 있음.
■ 전망
○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관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지역의
관련 국가들이 집합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관여하는 정책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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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 동맹 강화외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표방하는 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서방 국가들의 안보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탈
레반에 대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는 외교를 개시할 것으로 보임.
○ 아프가니스탄에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IS-호라
산과 같은 테러조직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의 소탕을 위해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은 서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음.
○ 2022년 부각될 가장 큰 외교적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탈
레반 정부 승인문제일 것임.
■ 제언
○ 정부와 연구기관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폭과 깊이가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인권, 난민 등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기여하는 정책을 취해야 함.
○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개하던 각종 사업을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
신정부와의 협력을 재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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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미･중 간 기술 및 경제전에 대비
○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의 완화와 경제 및 기술 경쟁의 격화 가능성에
대비
- 미･중 정상회담으로 대만 해협에서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
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
열해질 가능성이 높음.
- 바이든 대통령은 “단순 명료한 경쟁”을 통해 중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으며, 이는 군사적 대치 국면의 조성보다는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큼.
- 1조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투자 법안(Infrastructure Bill)’이 통
과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과의 경제･기술 경쟁에 본격적
으로 나설 여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음.
- 한국은 수출입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對중국 수출 및 수입 의
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출 및 수입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늘리도록 미국에 요청
하는 것이 필요
■ 핵 잠수함 및 핵 무장 논의에 신중함 필요
○ AUKUS의 호주 핵 잠수함 건조로 인해 국내에서 핵 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핵 잠수함 논의는 한국의 핵 무장 논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북
한을 자극함으로써 비핵화 논의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
- 호주의 핵 잠수함 보유로 인해 NPT 체제가 위협받는 것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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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미국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 주장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음.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적극적 협의에 나서야 하는 한
국의 입장에서 핵 잠수함 보유 논리와 북한 비핵화 논리는 상호 충
돌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대미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주시
○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주시 및 북한에 대한
경제 제제 완화를 위한 미국 설득 필요
- 미국의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란 케이스를 참고할 것을 주장한 적이 있는데,
이는 미국의 중요 외교정책 결정자가 이란의 핵문제를 북한 핵문
제와 연계해서 보고 있음을 의미함.
- 미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란 핵 협상이 어느 정도 본 궤
도에 오른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 정부는 이란 핵
협상 과정을 면밀하게 주시함으로써 이란 핵 협상이 어떻게 북핵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핵 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제 완화를 미국 측에 설득할 필요가 있으며, 제제 완화 노력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
성에 더 유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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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일 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
■ 기시다 정권의 출범
○ 10월 4일 제100대 총리에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는 내각 출범 열흘
만에 중의원을 해산했으며, 10월 31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절대 안정다수’를 획득하고 11월 10일 제2차 기시다 내각이 발족함.
○ 자민당 내 최대파벌인 호소다파의 호소다 히로유키 회장이 중의원
의장에 선출되면서 아베 전 총리의 파벌 복귀와 함께 ‘아베파’가 발
족했는데, 당내 제1, 2, 3위 파벌에 끌려다니지 않고 독자적인 색채
를 내면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기시다 정권의 명운
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 미･중 경쟁 시대의 미･일 동맹과 중국
○ 아베 정책의 계승을 표방한 스가 정권은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외교를 본격화하자 중국에 대한 경계심
을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정책 일체화를 추구하면서 호응함.
○ 특히, 3월의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와 4월의 미･일 정상회
담에서 양국은 기존의 국제질서에 합치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을 직
접 언급하며 비판했으며, 중국이 ‘핵심적 이익’이라 부르며 중시하
는 타이완과 홍콩,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심각
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 의사를 강하게 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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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독립과 생존 및 번영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의 중시
○ 국가안전보장국에 경제 분야(경제, 기술, 감염증, 사이버 등)를 전담
하는 ‘경제반’의 신설과 경제안보체제의 강화함.
○ 기시다 총리는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경제안보담당상(고바야시 다카
유키)을 신설한 데 이어 자민당 총선공약집(自民党政策BANK)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계하여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실현하면서 경제안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격변하는 안전보장 환경에 대응한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
○ 총선 공약에서 자민당은 GDP 대비 1% 이내로 억제되어왔던 방위비
를 “NATO 국가들의 국방예산의 GDP 대비 목표(2% 이상)도 염두
에 두고 방위관계비의 증액”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힘.
○ 일본은 중국-타이완의 군사적 균형이 전체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방
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타이완 유사를 일본 유사
와 동일시하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는데, 향후 미국-중국 갈등과 중
국-타이완 갈등 정도를 반영한 사태별로 자위대의 대응, 나아가 미
군과 자위대의 방위협력방침을 더욱 구체화해나갈 것임.
○ 2021년판 방위백서는 ‘한국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이라는 해설 코
너를 신설해 한국의 급격한 군비증강 배경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의 군비증강을 일본의 안전에 대
한 우려 또는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xviii

○ 최근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을 염두에 둔 적기지 공격능력 보
유는 타국을 위협하는 일본이 군사 대국이 되지 않겠다는 것과 표리
일체를 이루는 전수방위와의 결별을 의미하며, 일본이 동맹과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어느 정도로 방위력을 강화할지와 함께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임.
■ 2022년의 중･일 관계
○ 중국에 대해 일본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강한 경계심
을 보이고 있지만, 미･중 양국이 전면적인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관
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데다가 중･일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
를 고려하면 일본은 자국의 존재감을 높이면서 독자적인 영역 확대
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이 중국 인권 문제를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2022.2.4.~20.)
의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어떤 결정을 할
지 주목됨.
- 코로나19로 연기된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일본방문에 관해 자
민당 내의 대중 강경파와 달리 1972년 9월 외상으로서 중･일 국
교 정상화를 실현했던 오히라 마사요시를 배출한 고치카이 출신
의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상이 중국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됨.
■ 좁혀지지 않는 일본과 한반도의 심리적, 정책적 거리감
○ 역사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경제와 안보, 국민감정 등으로 확
대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인적교류가 축소･중단되면서 양국 국
민의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역사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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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한･일 양국이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함으로써 정치적 타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기시다 총리는 북･일 평양선언에 입각한 현안(납치, 핵 및 미사일)의
포괄적인 해결과 과거 청산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을 답습하고 있지만, 일본이 가장 중시하는 납치 문
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서도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북･일 관
계 개선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 한국의 대통령선거와 한･일 관계
○ 문재인 대통령의 유연한 대일 태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임기 내
에 한･일 관계에 생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일본은 한국
의 대통령선거 과정과 결과를 주시하면서 대한 정책을 결정할 것이
나 큰 틀의 변화 없이 연속성을 유지할 것임.
○ 2022년 3월의 한국 대통령선거와 5월의 차기 정부 출범 전후 일본
에서 개최 예정인 두 번째 쿼드 정상회의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
는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임.
○ 2022년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기본방향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정책 문서를 결정할 예정인데,
양국이 한국과 어떤 정책 협의를 할지는 향후 한･미, 한･일 및 한･
미･일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대
비가 필요함.

xx

6. 미･중 경쟁의 구조화와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
■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 고조
○ 시진핑 체제의 중국공산당이 민족주의 정서에 호소하며 집권 정당성
을 확보하고 있고, 대만에서는 민진당 출신의 차이잉원 총통이 본토
주의와 탈중국화 정서에 기반하여 정권을 획득
- 이러한 국내정치적 요인 때문에 중국공산당과 대만 민진당 사이
에 대화의 플랫폼은 상실되었고, 대만해협의 안보 정세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트럼프 정부 시기부터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함으로써 중국과
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도 양안관계의 안보 리스크를 고조
시킴.
- 바이든 집권 이후에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중심으
로 하고 있어 대만의 안보 위기가 상대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아태지역에서의 패권을 두고 경쟁을 하는 구
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제1도련선 내에 위치하고 반도체 산업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만이 미･중 경쟁과 대립의 영향권 바깥에 위치
하기는 불가능함.
■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 가능성
○ 중국군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최단 시간 내에 대만의 조직적인 저
항을 와해시키고 대만의 분리주의 세력을 전멸시킴으로써 대만 전체
를 점령하려는 “속전속결”의 전략을 도모할 가능성이 가장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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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군의 대만 침공은 여전히 고위험(high-risk) 선택지이며, 따라
서 중국의 대만 침공 여부와 시기의 문제는 군사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
-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로 이
어질 불확실성, △중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막대한 피해, △국제사
회에서 전쟁을 일으킨 중국을 처벌하고 봉쇄하려는 국가연합의
결성 가능성 등의 제약 요건을 넘어서야 하는 결정
○ 대만해협에서의 전쟁 억지 실패는 중국 지도자들이 미국의 능력과
의도를 오인하는 것에서부터 발생
-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만해협의 유사사태에 개입할 능력이 부족하
거나 정치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여겨질 때 전쟁 억지에 실
패하게 될 것임.
■ 중국 및 대만의 정치 일정과 양안관계 변화 전망
○ 중국은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개최, 2022년 가을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의 안정적 개최에 국가역량 집중 예상
- 따라서 대만에 대해 무모한 공략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2022년 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이 연임에 성공한 이후 국내 경
제사회적 위기를 대만 침공으로 반전시킬 가능성은 존재함.
- 또한 2024년 초 대만에서 총통선거가 치러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
은 대만을 심리적으로 위협하기 위해 지속적인 회색지대 전술을
활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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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평가와 전망

1. 2021년도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평가 및 전망
■ 2021년 김정은 체제의 정치 동향 평가 및 분석
○ 북한은 2021년에 제8차 당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계획 경제시스템
의 복원 및 당원과 인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습에 집중
- 북한은 제8차 당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크게 ①계획경제 시스템
복원, ②소위 ‘전원회의 정치’의 적극 활용, ③전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강습에 초집중, ④법･제도 시스템 강화
○ 북한은 제8차 당 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개정 당 규약에 명문화하였으며, ‘인민의 안전’을 담보
로 정치･사상적 안정성을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
- ①기존 김정은의 역사 최초이자 독창적인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사상이라는 주장에서 김일성이 창시하고 김정일에 의해 유지･발
전되어온 사상으로 이데올로기의 역사를 재규정, ②주체사상의
실천이데올로기로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규정, ③인민대중제일
주의 사상의 하부 담론으로 ‘인민의 심부름군당 사상’을 제시
○ 현 시대를 ‘김정은 시대’로 규정하며 최초로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
지도 표식비 및 표식주’ 건립, 김정은 총비서를 ‘수령’으로 호칭하는
등 최고지도자의 절대적 권위 확립을 위한 총력전 진행
○ 2022년 북한은 첫째, 김정은 총비서의 절대적 리더십 구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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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강화･발전 노력 지속 예상
- 2022년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2년 차를 맞이하므로 각
기관, 단위별로 성과와 실적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전망되
며, 이 과정에서 북한은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단위, 책임 간
부들에게 엄격한 법･제도적 잣대를 적용해 처벌할 것으로 예상.
간부들의 대대적 숙청 및 처벌 가능성 있음.
-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체제 위기가
없으며 이를 격퇴할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를 의
미하므로 북한 체제 내부의 불안요소보다는 간부혁명을 통한 내
부 ‘혁신’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통일･대북정책 상에 반영하는 노
력이 필요
○ 둘째, 김정은 총비서의 당 건설영도 사상 강조 및 현지지도 표식비,
표식주 건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김정은의 혁명역사가 ‘공식화’
될 것으로 전망
-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이 당 중앙위원회 사업을 시작한 날
을 기념하여 당의 유일적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원칙적인 문제들
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김정은 총비서도 김정일 위원장의 당 중앙
위원회 사업을 시작한 날을 즈음하여 자신의 혁명역사를 공식화
할 가능성이 존재
- 절대적 리더십 구축을 위한 조치로서 김일성, 김정일에게만 수여
했던 대원수 칭호를 김정은 총비서에게 수여할 가능성도 존재
○ 셋째, 소위 ‘전원회의 정치’를 당 대회 결정 관철을 총화, 점검하는
기제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올해를 총결하고 내년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개최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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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김정은 체제의 전망 및 우리의 대응
○ 우리는 첫째, 2022년이 북한체제에서 가지는 대내외적 의미와 국가
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성과가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 필요
- 2022년은 김일성 주석 탄생 110주년, 김정일 위원장 탄생 80주년,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지도자로 등극한 10주년
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존재
- 김정은 총비서가 5개년계획의 성과를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북한은 대내외적 의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결속력 강화를 통해 김정은 통치체제를
공고화할 것으로 전망
○ 둘째, 전원회의 운영방식 및 성격변화로 인해 소위 ‘회의정치’는 새
로운 통치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결정의 절차적 과정
이 더욱 중시되는 경향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 그러므로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 등 집단적 협의 결정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북한 체제를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
- 이러한 의미에서 김정은의 리더십 강화 및 체제 내구력 강화 과정,
성과가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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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북한 경제 평가 및 전망
■ 경제난 불구 자립경제 기반강화에 박차
○ 올 한해 북한 경제는 제재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지는 가
운데 엄격한 방역 조치로 북･중 교역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시장기능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민생경
제난이 심화. 올해 북･중 교역 규모는 역대 최저인 2억 달러 미만에
머무를 전망
○ 심화되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자립경제구조 강화를
위한 일관성 있는 노력. 즉 국내에서 제기되는 물질적 수요를 국내생
산으로 보장하기 위해 원료, 연료, 자재, 설비, 기술을 자체로 보장하
는 시스템 구축 집중. 원료･자재･설비의 국산화와 재자원화, 신제품
개발, 질 제고, 재생에너지 활용 진전
○ 북･중 교역 최소화, 환율 절하(원화가치 상승) 등도 자립경제 기반
강화라는 일관된 기조에 따른 결과. 경제회생을 위한 무역의 필요성
을 평가 절하, 오히려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 상황을 내적 발전
동력 강화, 대외 의존심 계기로 활용
■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을 위한 인민경제 활성화
○ 김정은 시대의 통치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부각하며 국가사
업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경제성과 내
기에 집중. 대북제재, 코로나19 장기화, 북･미 관계 등의 조기 개선
난망 등의 대내외적 조건에서 돌파구는 민심을 안정시키고,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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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
○ 살림집 건설뿐 아니라 식량증산, 인민소비품 생산 등이 특별히 강조
되고, 실제로 이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 인민생활 향상 기조에 맞
춘 지방경제 활성화에 주력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1차년도 성과 주목
○ 8차 당 대회(1.5~12) 이후 경제부흥을 위한 혁신의 방법으로서 인민
경제 전반에 대한 정비보강을 통한 자립경제, 자력갱생 역량 증대를
추구. 지역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전국적 차원의 살림집 건설
사업에서 두드러진 진전
○ ‘자립경제의 생명선’ 인 농업부문 성과 극대화 도모. 식량에 대한 외
부 의존도를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 국토관
리사업 강화를 통해 자연재해에 선제적 대비, 이에 따른 피해 최소
화, 일조량 증가 등으로 식량생산 개선
■ 2022년 전망: 자립적 경제구조 완비의 지속적 추구
○ 불확실한 정세 전망 아래 자력갱생 기조, 자립적 경제구조 완비에 초
점. 내년에도 북･미 협상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극적 변화를
견인하지 못하는 한 대외문제보다는 대내 경제적 역량강화에 더 관
심을 쏟을 것으로 예상. 특히 농업을 비롯해 자립경제 토대 구축에
관건이 되는 금속, 화학 등 핵심 공업 중심으로 성과를 더욱 확대･발
전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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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력갱생 기조 유지 아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탄생
110주년, 80주년을 맞아 인민생활 돌파구 마련을 통한 인민대중제
일주의 성과 도출에 더욱 집중. 올해 중점을 두었던 식･의･주 문제
해결, 지방공업 발전, 국토관리사업, 국산화, 재자원화 등 지속
○ 코로나19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북･중 간 육로 운송이 재개되더
라도 엄격한 방역 기준 아래 건설부자재, 의약품, 생필품 등 필수품
목 위주의 제한적인 교류에 그칠 것으로 관측. 더구나 대외경제의 외
부 의존도를 낮추려는 자립경제 정책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의 교류가 이뤄질 전망. 국경개방이 이뤄질 경우 화물교역-인적
왕래-관광개방 순으로 이어질 가능성
■ 정책 제언: 남북관계의 ‘위드 코로나’
○ 북한 주민들의 일정 수준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으면 남북-북･미
관계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내년에도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을 통해 북한이 봉쇄 정책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사
실상의 남북 공동의 위드 코로나 실현을 정책 우선순위로 둘 필요
○ 북한이 내년에도 코로나19에 대한 비상방역체제 유지 및 자립경제
완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남북관계 재설정 고민.
더불어 장기간의 봉쇄조치에 따른 심화되는 주민들의 생활고 완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인 봉쇄 완화 가능성에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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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북한 군사력･군사전략 변화 평가 및 전망
■ 8차 당 대회에서 국방력 강화 성과 부각 및 향후 5년간 과업 제시
○ 지난 7차 당 대회 총결기간(2016~2020년) 이룩된 성과로 핵전쟁
억제력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부각
- 군사분야 성과를 부각한 것은 지난 7차대회 총결 기간 경제성과의
미흡을 군사분야 성과로 보충하려는 의도 내포
○ 8차 당 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추진해 나갈 국방공업을 비약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군사분야 계획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함께 9차 당 대회
(2025년 예상)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내세울 안보와 경제의 두 가
지 분야의 성과 차원에서 제재, 코로나 등 대내외적 환경 고려 상
호 보완적으로 추진
○ 코로나와 제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1차년도인 2021년 국방력 강
화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술적 준비상태 고려 공세적으로 추진
- 전술무기를 중심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열병식에 공개한
무기모형(mock-up)의 시험발사를 집중적으로 진행
■ 2022년 북한의 2년차 ‘국가방위력 강화’ 추진 전망
○ 지난 8차 당 대회에 제시한 국방 관련 과업 중 2021년도에 이행하지
못한 것을 2022년도에 우선 실행할 가능성이 높음.
- 2022년엔 수중 및 지상 고체 ICBM 개발사업, 핵잠수함 및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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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M 보유, 15,000km 사정권 내 명중률 제고를 통해 핵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 등 전략무기 개발에 무게를 두고 진행할 가
능성
○ 2022년 4월 15일 태양절 전후 우리의 대선과 신정부 출범 전후 공백
기에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군사적으로 남북관계에 중요한 분수
령 예상
- 인공위성(장거리로켓)이나 북극성 계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 신형 ICBM 지상 연소실험과 제한된 사거리 발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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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차 당 대회에서의 당규약 개정과 북한의 대남･통일 전략
■ ｢개정 당규약｣의 대남전략 및 통일정책 평가
○ 북한은 8차 당 대회(21.1.5~12)를 개최하고 조선로동당 규약을 개
정하였으며, 개정 당규약은 1946년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의 당
규약 제정 이후 10번째 개정이며 김정은 시대 들어 3번째 개정
○ 개정 당규약은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넘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노동당을 제시하는 ‘김정은 당규약’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
해 2016년 당규약의 서문을 포함한 60개 조항 중 절반 이상을 변경
하는 등 대폭 개정을 단행
○ 개정 당규약은 대남･통일 전략 부문은 크게 △대남전략, △통일전
선, △통일전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남･통일 전략의 모든 분야
에서 개정을 단행
○ 북한은 대남전략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문구를 삭제하고 ‘자
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술적 변화
를 시도하였으나, 이는 남조선혁명론의 소멸보다는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평가
○ 북한은 개정 당규약을 통해 통일전선의 대상에 ‘전 조선의 애국적 민
주력량’과 함께 해외동포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통일전선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내포
○ 통일전략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지원과 남조선혁명’을 통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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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강력한 국방력에 기초한 군사적 위협 제압과 평화통일’ 전략으
로 수정함으로써, 국방력에 기초한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의지와 함
께 적화통일 의지 피력
■ 당규약 및 대남전략과 통일정책 전망
○ 개정 당규약은 ‘김정은 당규약’의 기본골격을 갖추었으나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강화 차원에서 부분 개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先 시행 後 당 대회 반영’의 형태로 진행
○ 노동당 규약의 남조선혁명론은 남북 및 북･미 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평화공존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규약에
서 남조선혁명론의 포기 또는 삭제는 지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
○ 북한이 당규약 서문에서 국방력 강화를 조국통일과 연결한 것을 통
해 볼 때 강화된 국방력에 기초한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를 지속할 것
으로 예상되며, △이중기준 철폐, △한･미 연합훈련 중지, △첨단무
기 도입 중단 등을 압박하면서 국방력 강화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
로 예상
○ 북한은 통일문제를 ‘두 개의 한국(Two Koreas) 전략’, 즉 장기적 차
원의 통일전략 기조에 기반하여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차
원에서 남북관계의 의제에 있어서도 통일논의를 지향하고 남북공존
에 기반을 둔 평화공존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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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정책 방향
○ 북한의 대남전략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대남정책의 측면에서는
변화가 발생하여 남북관계가 진전될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북한의 대남정책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정세 추이를
관망하면서 긴 안목과 호흡 속에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
○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우리 주도의 확고한 목표･
원칙･실행계획 등을 담은 ‘포괄적이고 대담한 구상’을 마련하고, 유
관국 협의 및 북한 설득을 위한 대북 접촉(친서･특사파견･판문점 고
위급 접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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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년 남북관계 평가와 전망
■ 2021년 1월 5일~12일 북한의 8차 당 대회와 대남정책의 기조
○ 친중(親中) 노선과 조건부 대미정책, 그리고 남북관계
- 8차 당 대회에서 ‘조중친선’이란 표현의 등장은 북한이 사실상 북
중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국에 맞서는 균형(balancing) 전략을 선
택한 것으로 해석 가능
-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철
회를 전제. 대미전략으로는,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제시
- 한국정부에게 대화를 위한 전제로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 연
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 한국정부가 제안한 방역 협력, 인도주
의적 협력, 개별 관광 등을 비본질적 의제로 간주
■ 한국의 대북담론과 정책
○ 대통령의 2021년 1월 7일 신년인사회 인사말과 1월 11일 신년사
-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
지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 신년사에서, 대북정책의 목표로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제시.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안보･생명공동체’ 건설 제안
○ 한국정부는 북한이 제시한 선결 조건 두 가지 가운데 한･미 연합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
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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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실시와 남북관계의 악화
○ 남북대화 선결 조건에 대한 한미의 반응
-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해야 하는 입장. 한
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해
야 하지만,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면 남북대화의 재개가
가능하지 않는 딜레마에 직면. 2021년 3월 8일~18일의 기간 동
안 야외기동훈련이 없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한･미 연합지
휘소훈련 실시
○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
-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와 형식에 대해 논한 바가 없다는, 김
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담화가 2021년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에 대한 북한의 반응. 김여정 부부장은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
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리겠다고 발언. 2018년
9월 군사분야합의서도 파기할 수 있다는 ‘특단의 대책’까지 언급
■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전개와 평가
○ 북한의 ‘국가방위력’ 강화
- 미국과 적대세력의 군비증강으로 국제적인 힘의 균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8차 당 대회의 인식. 자위권을 명분으로, 핵
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의 고도화와 군대의 첨단화, 정예화를 국방
정책의 목표로 설정. 북한은 중국에게 보낸 구두친서에서 국방력
강화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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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자주국방
- 한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남북관계 수립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북한의 국방력 강화에 대응
○ 안보딜레마와 남북관계
- 2021년은 남북의 군비경쟁으로 한반도 안보딜레마가 심화된 한
해.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서 ‘군축’에 남북이 합의했지만, 군
축과는 다른 경로를 보여준 한 해가 2021년임.
■ 종전선언 의제화와 북한의 반응
○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9월 21일)
-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출
발점으로 정의. 남･북･미･중의 4자 종전선언을 언급
○ 북한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반응
-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9월 24일)에서는 종전선언을 흥미 있는 제
안이고 좋은 발상으로 규정. 그러나 종전선언을 위한 조건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대북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의 철회를 요구
■ 종전선언을 둘러싼 쟁점
○ 종전선언(end-of-war declaration)은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 단계
○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관계
- 북한은 종전선언을 ‘평화보장체계(peace guarantee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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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는 ‘단초’로 보며, 대북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의 철회를 요구.
1990년대 초반 북한의 평화보장체계 수립 주장은 정전협정의 무
력화와 함께 진행되었고, 북한에게 종전선언은 당시 북한이 주장
했던 잠정협정과 유사한 형태로 예비적 평화협정의 성격
■ 2022년 남북관계 결정요인
<표> 2022년 남북관계 전망
종전선언의 실행 여부

대선의
결과

예

아니오

여당
승리

평화협정과 비핵화로의 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노력

야당
승리

종전선언 무시 또는 비핵화를
전제로 종전선언 조건부 승인

대북 강압정책으로의 회귀

■ 2022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두 변수
○ 2022년 한국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여부
- 북한은 8차 당 대회에서 인공위성의 발사를 공언. 인공위성이 대
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고 할 때, 남･북･미 관계
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막을 수
있는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

xxxvii

개관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단절과 암중모색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단절과 암중모색

가.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장기화
■ 레드라인 위 외줄타기의 한국과 북한
○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동년 6월 30일 남･북･미 정상들
은 판문점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했으나,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냉각
- 한국은 ‘개성공단 재개’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제재에서 배제하
도록 미국을 설득했으나 실패
- 북한은 한국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난, 특히 8월 북한 외무성
은 한･미 연합훈련을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
* “한국이 군사 훈련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남북 간 접촉 없을 것”

○ 2020년 5월 소위 “대북 전단 살포” 사건으로 인해 남북공동연락 사무
소가 폭파되고, 9월 소연평도 부근에서 우리 측 공무원의 피격 사건
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
-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사의를 표하면서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에서 위기관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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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선 이후 소강상태의 한반도에서 북한은 대내문제에 집중, 한
국은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을 이용, 독자적인 공간 확보 노력
○ 2021년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와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대외문제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입장과 의도 및 전술적
변화
- 한･미 연합훈련과 첨단 전략무기 도입 중단 등 적대시정책 철회와
이중적 태도 시정을 요구한 것은 한국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확인
하고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임.
-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미전략 구상을 집행하기 위한 전술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략･전술무기의 개발 문제를 북･미 및 남북관계와 분리하여, 별
도의 프로세스임을 명확히 하여 추진하는 것은 자위권 차원의 국
방력 강화를 위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임.
* 김정은 위원장은 무장력 확보는 전쟁억제가 목적임을 강조, 북한의 주적을 한국
과 미국이 아닌 전쟁 그 자체로 규정하고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기념연설
에서 “국방력 강화는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중대사”라고 언급

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남･북･미 간 ‘바닥 다지기’
■ 한국: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지속 전개
○ 북한의 정면돌파전 선언 이후 남북 간의 거리
- 북한이 경제발전 및 체제 안전 보장을 목표로 남북관계-북･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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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선순환 프로세스에 호응한 바 있으나, 목표 달성에 대한 부진으
로 남북관계 및 북･미 관계에 대한 의존 및 신뢰가 현격히 감소됨.
- 북한은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이라고 규정, 외부지원 수용 불가를
천명하는 등 남북관계 단절 추진1
○ 2021년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이 되는 해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
명했으나, 북한의 반응은 냉담
*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고
김정은과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
지는 변함이 없다. …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 이행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2

○ 남북 경색 국면 장기화 속에서 남북 정상의 친서교환으로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함.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담화에서 “단절되었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련결시켜놓은 것뿐”이라고 선을 그음으로
써 ‘근본문제’ 해결에 대해 강경한 입장 견지
○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9월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남북관
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전환을 위해 노력
- 북한은 이에 대해서 ‘이중기준’과 ‘적대시정책’ 철회가 종전선언
의 선결조건이라며 시기상조라고 평가

1.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１부부장의 담화,” 『로동신문』, 2020년 6월 4일.
2.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2021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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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평화보장체계수립에로 나가는데서 종전을 선언하는것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것만은 분명…미국의 이중기준과 적대시정책철회는 조선반
도정세안정과 평화보장에서 최우선적인 순위”3

○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시정연설 이후
2021년 10월 4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재가동되었으나, 여전히 북한
은 중대과제 해결에 대한 압박 지속
- 자위권 수호･국방력 강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서는 과도한 위기
의식과 피해의식을 지적하고 미국에게는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
를 요구
* “평화를 위한 그 어떤 대외적인 우리의 노력이 절대로 자위권 포기는 아님.”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미국과 북한
뿐만 아니라 국내적 반응 역시 긍정적이지 않음.
-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해 북한에 반감을 갖고 있는 국
민의 비율이 증가 추세4
- 민생 안정, 코로나19, 경제 회복 등에 밀려 남북관계를 추진하도
록 하는 국민적 지지가 부족한 상황
○ 2021년 ‘한반도’와 ‘남북관계’ 관련 국내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5
- ‘한반도’, ‘남북관계’ 키워드의 기사 수는 모두 5월과 9월에 가장

3. “리태성 외무성 부상 담화(2021년 9월 23일),” 『조선중앙통신』, 2021년 9월 24일.
4. 2018년 35.4%, 2019년 51.6%, 2020년 74.5%
5. [붙임 1~3] 2021년 1월 1일 ~ 11월 18일 국내 언론사 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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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이는 각각 5월 미국의 대북정책 공식 발표와 9월 문재인 대
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따른 것임.
- 7월 남북통신선이 복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키워드를
가진 기사 수는 하향세, ‘남북관계’ 키워드를 가진 기사 수는 상승
세를 보임.
- 이는 ‘남북관계’와 ‘한반도’가 디커플링 되어 개별 이슈로 다루어
지고 있음을 의미함. 즉, 남북관계의 복원･개선이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기보다 분절되어 있는 것임.
- 전체적인 키워드 경향･추세를 보면 상위 10개에 ‘(국내) 행위자’
가 주요한 키워드로 분석됨.
- 행위자를 제외한 키워드는 ‘비핵화’, ‘평화정착’, ‘종전선언’으로
2021년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제기하고 있는 아젠다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함.
- 즉, 한반도 정세와 유관한 행위자 중 한국이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반면, ‘미국’, ‘중국’, ‘북한’
은 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줌.
■ 북한: 8차 당 대회와 靜中動(정중동)
○ 하노이 노딜 이후, 실망을 ‘새로운 길’ 모색으로 치환
-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도착 전까지 큰 자신감으로 회담에 임했
으며, 정치적으로 많은 것을 투자한 상황
* 대내외적으로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하노이 회담까지 가는 여정을 새시대를 향한
여정으로 선전

- 김정은 위원장은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
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려고 했으나, 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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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담 결렬로 인하여 차질이 생김.
-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내에서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고 있던
것을 간과하고 미국에 대해 과도한 기대
○ 북한의 당 대회와 전원회의는 국가전략 노선을 파악할 수 있는 잣대
이며, 이번 8차 당 대회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정비･보강을 통한 ‘정
상화’임.
- 8차 당 대회는 새로운 비전, 담론 제시 없이 당 규약 개정 등 현실
적인 아젠다를 마련하고 보강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경제건설과
국방력 강화를 강조
*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에 대한 내용이 당 대회 보고･토론, 당 규약 등에 공식
반영 되지는 않았음.

-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당 대회에서
‘경제실패’를 인정･시정, 대책을 요구
* 1월 8차 당 대회 이후 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 3월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개
최 등의 행보를 이어가며 ‘5개년 경제 계획‘ 수립 및 실천 방향 점검･보완

- 이는 내부 위기를 당･국가 체제 정착화와 정상국가화를 통해 극복
하겠다는 것이며, 이념적 토대이며 기본적인 정치방식은 ‘인민대
중제일주의’임.
* 7차 당 대회는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선군정치를 강조

- 또한, 자력갱생과 자립경제 구축을 토대로 국제 사회의 제재･압
박에 맞대응하면서 장기전에 대비
- 체제 내구력 강화에 집중한 국가운영 전략으로 2019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선언했던 ‘정면돌파전’의 연장
○ 대외관계 전반에 있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 대내문제 해결에
집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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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본질적, 근본문제 해결만을 과제로 상정하고 전선의 외부
확장을 경계
- 미･중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 및 남북관계가 회복되어
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제재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악화를 회
복하려는데 모든 역량 집중
○ 최근 들어 경제 정상화, 국가 방위력 강화 및 체제 공고화 등 대내 문
제에 집중하면서 대외 문제에 있어 전술적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
으나, 큰 틀에서는 8차 당 대회 결정의 기조를 유지
■ 미국: 절차주의의 늪에 빠진 대북정책
○ 취임 100일만 인 2021년 4월 30일, 바이든 행정부는 구체적인 내용
의 공개없이 대북 정책 재검토 완료를 발표하면서,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설명
* “미국의 정책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의 대북정책은 ‘일괄타결’을 성사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
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열려 있는 외교를 모색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을 할 것”6

○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까지도 북한에 대해 ‘포용적이고 실용적인 정
책을 추진할 것’이라고만 입장을 밝힐 뿐, 구체적인 사항들이 제시되
지 않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에서 승리했을 당시 ‘싱가포르 선언’의 ‘수용’
이 아니라 ‘계승’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것이 북한의 미국 태도에

6. 젠 사키(Jen Psaki) 백악관 대변인 성명, 2021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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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기에 미진함.
-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관련 공식적인 연설은 현재까지 없으며, 북
한 문제가 안보에서 어려운 문제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
-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보다는 신중히 협의하는 태도를 보임.
○ ‘단순히 대화를 하자’는 것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북한 역시 이
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이 무엇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메시지이자 하노이의 실패를 반
복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임.

다. 2021년 한반도 관련 주요 쟁점들
■ 대북적대시정책과 근본문제
○ 북한은 8차 당 대회 총화보고에서 대미노선보다 대남노선에 상대적
으로 유화적인 입장을 나타냈음.
- 한국에 근본문제 우선 해결을 요구하면서도 합의사항 이행의 조
건부 관계개선 의지를 표명
- 대미노선과 관련해서는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전까지 핵무력 증강
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압박을 강화, 대외관계 정상화의 완전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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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8차 당 대회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첨단군사장비 반입을 ‘근본문
제’로 지목하며, 지속적으로 이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제기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2021년 4월말 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
완료를 발표할 때까지는 공식매체인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이 아닌 조선신보를 통해 우회적으로 비난
* “미 바이든 정부와 남측 문재인 정권은 합동군사연습을 일제 중지하라!…미국에
등장한 새 바이든 정부는 북에 대한 ‘새로운 전략’ 채택을 운운하면서 역사에 역
행하는 합동군사연습부터 벌이고 있다.”7
* 2020년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었던 시기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
해서 4차례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반응8을 보임.

○ 이 같은 문제제기는 21년 7월 남북연락통신선 복원이 된 후에도 계
속되었으며, 결국 8월 10일 북한은 재차 통신선 불통 조치와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강조하며 명분과 실리가 보장될 경우 협상에 나가겠
다는 입장 표명
- 한국에게만 한･미 합동군사연습 등 적대시정책 실체에 대한 경고,
미국에게는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 근본문제와 비근본문제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트랙
에서 대화･교류를 통해 근본문제 해결 여건 조성 및 남북관계 개선

7.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청년학생협의회 성명,” 『조선신보』, 2021년 2월 7일.
8.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0년 3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리선권 외무상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0년 6월 12일; “조선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
소 미국의 적대시정책철회는 선결조건,” 『조선중앙통신』, 2020년 6월 25일; 『조선신보』, 2020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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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구를 마련할 필요
■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 미･중 관계의 틀 안에서 북･미 관계에 남북관계가 종속되는 경향이 강해
짐에 따라 미･중 관계-북･미 관계-남북관계의 계층 구조(Hierarchy)가
심화됨.
○ 미･중 전략적 경쟁은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며,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 확산을 꾀하고 있음.
- 미･중의 전략적 경쟁과 관련된 요구와 선택적 압박이 심화되고 있
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평화의 안착을 위해 남북관계를 중심으
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으나 실제성과는 미미
○ 북･미 간 신뢰관계 회복 기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문제 해
결을 위해 대내 시스템 전반을 정비･강화하면서 대중관계 긴밀화에
나서고 있음.
-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에 따라 미국에게 북･미 관계는 정책적 우
선순위가 낮아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관계 속에서 실리 획득
전략을 구사
- 북한은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가 지연되면 될수록 중국과의 협력
을 강화해 상황 타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갈 것으로 예상
○ 미･중 전략경쟁 심화라는 구조 하에서 남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성취
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하고, 둘의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개선･발전시키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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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22년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전망
■ 코로나19: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저항선
○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체제 전반의 정비를 통한 정상국가로의 정
착과 체제안정 및 공고화에 주력할 것임.
- 대외관계의 개선 없이 장기적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
에게 유리한 정세와 시점이라고 판단하면 대외관계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은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시금 유행함에 따라 대내적인 안정을 우선하
는 북한이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기에는 제한이 많음.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북한은
‘국경 봉쇄’를 단행했는데, 북한의 방역 및 보건･의료 역량을 감안
했을 때 현재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경 봉쇄를 해제
하기 어려울 것임.
○ 북한이 지속적으로 근본문제 해결을 제기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공동 방역 및 의료･보건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단절된 남북 대화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는 있음.
■ 2022년 봄, 한반도 평화정착의 변화 분수령
○ 2022년은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원년
- 2022년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10월에는 20차 전당대회
가 예정되어 있으며 시진핑 주석 3연임 등 국내 정치 기반 확충이

13

Ⅰ

Ⅰ

개관

매우 중요한 상황
- 중국은 국내 정치 기반 확충을 위해 외부적인 압박요인인 미･중
전략경쟁 상황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베이징 동계올
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 북한은 표면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이 중국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은 피하려고 할 것이며, 중국 역시 북한의 핵･ICBM 발사 시
험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에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임.
○ 그러나, 중국에 대해 압박과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 바이
든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의도한 대로 성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임.
○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이 2018년 평창올림픽의 재현이 될 가능성은
불투명
- 2021년 11월 19일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 검토를 시사하면서 EU 등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음.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봄’ 국면
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노력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는 상황이 매우 다름.
- 2022년 5월의 한국 새 정부 출범을 고려하면, 남북관계를 포함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미･중 4개국에 의한 종전선언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임. 한반도 정세가 교착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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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려면 남북간의 신뢰회복과 동시에 대화의 틀을 재구성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북한이 중시하는 근본문제와 관련된 의제들을 모두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함.
* 2022년 3월 13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종료, 한국의 새정부 출범 이후 근본문제
의 하나인 한･미 연합훈련 재개 문제가 동북아 정세 변화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
예상
* 북한이 기존의 대내문제 (경제회복, 체제 정비 보강) 집중노선에서 대미･대남 문
제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변수가 상당한 역할 할
것으로 예상

○ 또한, 2022년 봄에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 여부가 한반도 정세 변화
에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될 것임.
- 베이징 올림픽, 한･미 연합훈련, 새 정부 출범 등으로 한반도 상황
은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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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1년 1월 1일 ~ 11월 18일 국내 언론사 기사 추이9

* 키워드: ‘한반도’와 ‘남북관계’ 기사 수 추이

9. 빅카인즈를 통해 국내 54개 언론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지역 센션 내 뉴스에서 2020년
1월부터 11월 18일까지 총 37,762건 중 35,934건의 기사에서 ‘한반도’와 ‘남북관계’ 키워드
분석, 두 키워드의 상관계수는 0.5593으로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비례관계)를 보임. 관련 기사
수가 5월에 가장 많은 것(각각 3,889 / 649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
반도 관련 정책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임. 9월에 다시 관련 기사 수가 증가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주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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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1년 1월 1일 ~ 11월 18일 상위 1,000개 기사 연관어 분석

[붙임 3] 2021년 1월 1일 ~ 11월 18일 국내 언론 기사 내 키워드 분석
순위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

1

문재인 대통령

131.6

477

2

비핵화

108.03

727

3

통일부

93.94

962

4

평화 정착

62.5

159

5

이인영 통일부 장관

61.52

207

6

종전선언

58.5

418

7

중국

52.23

426

8

문재인 정부

50.42

199

9

남북통신연락선

48.08

138

10

정상회담

46.64

685

11

청와대

43.37

402

12

통신선 복원

35.71

160

13

남북합의 이행

34.18

44

14

한미연합훈련

33.13

159

15

북미

31.52

663

16

국제사회

31.52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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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순위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

17

북미관계

30.84

143

18

코로나19

30.8

348

1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30.16

102

20

실질적 논의

30.15

45

21

행정부

29.61

322

22

판문점 선언

28.74

147

23

정의용 외교부 장관

28.64

56

24

재확인

22.18

87

25

남측

22.16

225

26

국방부

21.57

85

27

위원장

17.98

564

28

선순환

17.79

88

29

기대감

16.78

69

30

남북미 3자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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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①:
미･중 전략경쟁, 대립, 갈등의 지속과 향후
전망
2. 중국의 대미정책: 미국과의 대립과 갈등의
극복 방향
3.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②:
아프간 전쟁의 종결, 교훈과 과제
4.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5. 미･일 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
6. 미･중 경쟁의 구조화와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

1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①:
미･중 전략경쟁, 대립, 갈등의 지속과 향후 전망

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1년 평가
1) 기본전략과 접근방식
■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비판
○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말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중국을 러시아와 더불어 현존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로 규정
- 미･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에서 경쟁 관계로 공식 전환하고,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강력하게 실행
- 대중 무역 및 관세전쟁을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 이슈의 벽을 허물고,
중국 첨단사업 기업들을 겨냥한 대중 기술봉쇄, 중국경제와 세계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분리를 목표로 한 디커플링
(decoupling) 추진
- 대중 압박용 지정학 카드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고, ‘하나
의 중국 정책’ 관련 금기를 깨면서 대만 카드를 적극 활용
-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을 ‘세계패권 장악에 나선 전체
주의 독재국가’로 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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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화시킨 미국의 국제 리더십과
외교역량, 미국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공언2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나친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우방국들에 대한
거래적 관계 설정으로 미국의 국제 리더십을 심각하게 손상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처능력을 약화시킴.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이 ‘힘의 모범(example of power)’
이 아니라 ‘모범적인 힘 (power of example)’으로 세계를 이끌
겠다고 밝힘.
-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화시킨 미국의 민주적 가치를
회복해 동맹･우방국들과 공유하며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약속
■ 바이든, 트럼프의 대중 강경기조 승계
○ 미국 조야는 지난 40여 년간의 대중 관여정책이 당초 기대와 달리
중국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초당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
- 미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개방적, 법치･민주주의 수용 국가로
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닉슨 행정부 이후 대중 관여정
책을 지속적으로 펼침.
- 그러나 중국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혜택만 취하고
오히려 공고한 권위주의적 체제를 구축하면서 미국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의 전략적 경쟁국으로 변모

1. Michael Pompeo. 2020,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 The
Richard Nixo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July 23.
2. Joseph R. Jr. Biden. 2020,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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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자유주의적 낙관론(liberal optimism)에 대한 철저한 반성
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민주, 공화 양당에서 공히 나타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 지명자인 토니 블링컨은 상원 인
준청문회에서 “대중 강경책을 취한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다”고
밝힘.
○ 바이든 행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표방하며 경제통상 분야에서
사실상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승계
- 미 중서부 백인 노동자, 중산층을 중심으로 트럼프의 포퓰리즘이
여전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 2022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들의 불만을 외면할 수 없음.
-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외국기술 도용에 대한 대처, 미 중
서부 지역의 제조업 부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국가안보와 국
내정치 차원의 우선과제임.
-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우선주의’라는 표현만 쓰지 않을 뿐,
이들을 달래기 위한 공세적 대중 통상정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내 제조 독려와 연방정부의 미국
산 구매조달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 고율관세 체계도 유지
-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철회를 EU와 합의하면서, 환경기준에 부적합한 중국산
철강의 미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밝힘.
○ 바이든 행정부는 3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에서 중국을 권위주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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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이해와 가치를 위협하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
동맹국 및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집단적 대응이 필요함
을 강조
- 미국의 동맹체제를 반중 연대로 묶기 위해 민주주의, 인권, 국제
사회의 보편적 규범 등 가치 개념을 전면에 내세움.
- 미국은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연계 고리로 영국, 유럽연
합, 캐나다 등을 대중 제재에 동참시킴. 특히 유럽연합은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32년만에 인권 관련 대중 제재를 단행해 중국과
의 대립을 피해온 기존 태도에 변화를 보임.
- 9월말 개최된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쿼드(Quad) 4개국 정상
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자유롭
고 개방적이며 규범과 국제법에 기초한 질서 증진을 강조해 사실
상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팽창주의를 견제
- 미국은 영국, 호주와 삼각안보동맹체 오커스(AUKUS)를 출범시
키면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는 사
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전략으로 평가됨.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 4대 핵심 전략물자(반도체 칩,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의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했으며,
백악관은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국내 산업정책과 우방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해 과도한 대중 의존도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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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신냉전 위기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미･중 관계 악화에 따라 미중 신냉전
가능성이 제기됨.
○ 중국은 냉전시기 소련보다 오히려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미국의 전
략적 적대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워싱턴 조야에서 큰
이견이 없음.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신냉전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
혔으나,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진영 간 세대에 걸친 장기 투쟁을
언급해 미중 신냉전 논란의 불씨를 키움.
- 미･중 간 긴장관계는 외교안보 분야에 더해, 경제전략, 기술경쟁,
사이버 및 우주공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고 ‘무력충돌을 회피한
적대상태’에 이미 돌입한 만큼, 양국이 사실상 신냉전의 사고틀에
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을 겨냥한 핵전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어 미･소 냉전시
기처럼 미･중 간 전략무기 군비경쟁이 촉발될 위험이 제기됨.
- 미 국방부는 ‘2021 중국 군사력 연례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이
2030년까지 현재의 4배 수준인 1천 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3
-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핵 선제
공격이 가능하게 됐다며, 중국을 미국의 군사력에 도전하는 제1의
국가로 규정
3. Department of Defense. 2021,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 Novemb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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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는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기존의
‘최소 핵억지 전략’을 방기할 가능성 제기
- 미국 조야에서는 미중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서둘러
미사일방어를 포함한 군비통제 및 군축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그러나 중국은 미러에 비해 핵전력이 크게 약세인 상황에서 군비
통제 회담 참가는 수용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쟁 가능성 논란까지 빚어짐.
- 중국 군용기들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대규모 무력시
위를 벌이는 일이 잦아짐. 특히 11월 무력시위는 미･중 화상 정상
회담 전날과 당일, 미 국무부가 대만과 제2차 ‘경제번영 파트너십
대화(EPPD)’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직후 발생
- 이에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미 군함의 대만
해협 통과를 매달 실시해 중국 견제
-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의 현상유지가 일방적으로 변경될 경우 미국
은 대만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통
적인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음.
- 미 조야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무력통일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중국이 대만 해협 주변에서 대미 군사력 우위를 이미
확보한 만큼 중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기 전에 대만을 침
공해 통일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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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신냉전’ 가능성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외교안보 참모진은 미･중 전략경쟁을 신냉
전으로 과장해서는 안된다고 반박
- 미･소 냉전은 군사경쟁이 핵심이었으나, 현재의 미･중 관계는 다
양한 이슈들이 매우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
- 미･중 양국은 무역, 기술, 데이터 통신 등에서 상호 긴밀히 연계돼
있어, 교류의 규모도 미미하고 상호단절돼 있던 냉전시기 미･소
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름.
- 미･중 양국은 대만 문제, 남중국해, 통상 및 과학기술 등에서 경쟁
관계에 있으나 기후변화와 핵비확산, 북핵 문제 등 공동의 이익이
결부된 분야에서는 협력 가능
- 비록 중국은 미국에 대한 역사상 최대의 지정학적 도전자이기는
하나,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는 별개의 문
제이며, 무력충돌은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음.
○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정책을 유지한
채 미･중 무역관계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미
재계의 불만을 사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3천 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
한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일부 품목에 대한 일시적 관세 면
제혜택도 만료됐음.
- 대중 수출규제로 인해 퀄컴, 인텔, 구글 등 대기업들의 중국시장
전략도 불확실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사업 안정
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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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미･중 협력분야로 꼽히는 기후변화 문제에서도 미･중 양
국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중국은 인권, 무역 등에서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한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미중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고수
- 미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미･중 협력을 중국 인권문제 등 여
타 이슈들과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
- 존 케리 미 기후특사는 미중 양국의 입장차이를 좁히고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성공을 위해 여름부터 미･
중 정상회담을 주장했으나, 다른 외교안보 현안에 밀려 백악관 외
교안보 참모진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4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미･중 양국이 메탄
가스 감축 공동연구와 기후대응 워킹그룹 설치에 합의해 분위기
반전이 있었으나 메탄가스와 석탄 문제에서 미완의 합의로 끝남.
- 바이든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기후변화 투자 법안은 민
주당 소속 맨친 상원의원(석탄 생산지역인 웨스트버지니아 지역
구)의 반대로 1천5백억 달러 규모의 청정전기화 프로그램이 빠진
채 하원에서 통과됨.
-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전
략경쟁 규칙 합의와 국내 정치적 지지가 필요함.

4. Washington Post. 2021, “In advance of climate summit, tension among Biden aides
on China policy,” October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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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중 정상회담
■ 미･중은 11.15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를
재확인5
○ 미국은 공정한 경쟁과 충돌방지를 강조하며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
제 의지를 숨기지 않은 반면, 중국은 상호존중과 공존을 앞세워 대등
한 관계를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려 함.
○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간 경쟁이 의도성 여부와 상관없이 갈등과 분
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순수한 경쟁’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
- 모든 국가가 동일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
들의 국익과 가치를 옹호할 것임을 분명히 밝힘.
- 미･중 간에 ‘상식의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
차이를 분명히 상호 소통 및 인지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
○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과 상생을
강조하며 미국의 중국 위협론을 견제하고 중국의 부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
- 시 주석은 정상회담 직전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념적 대립과 집단 갈등
조장은 성공할 수 없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대중 파트너십을 우회적으로 비판
5. White House. 2021, “Remarks by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Xi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fore Virtual Meeting,” Novembe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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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 이어 또다시 합의문 없이 정상회
담을 끝냄.
- 미 백악관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관계의 돌파구를 기대하지 않았
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인권문제, 불공정 무역 및 경제정
책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힘.
■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과의 ‘의도하지 않은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양
국관계 안정화를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로 설정
○ 미국은 정상회담 전후로 미중간 군사위기 방지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함.
-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 기자회견에서 의도하지 않은 충돌의 위험성을 경고
-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중 두 정상이 ‘전략적 안정
(strategic stability)’에 관한 논의를 진척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대중 관여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6
○ 비록 양국의 입장차이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고 정상회담 합의문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미･중 관계 안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음.
-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핵전력 증강과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군사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음.
-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

6. Reuters. 2021, “U.S.-China engagement to intensify - U.S. national security
adviser,” November 16; David Ignatius. 2021, “Unintended conflict with China is on
Biden’s mind,” Washington Post, Novemb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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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 대만 문제에 대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그
동안 제기됐던 대만발 미･중 무력충돌 가능성을 완화하는데 노력
- 시 주석도 대만 해협의 긴장고조를 경계하며 인내심을 갖고 최대
한의 성의와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의 비전을 이루겠다고 밝힘.
-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두 정상이 대만 문제 논의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고 밝힘.
- 정상회담 직후 미･중 관계 개선의 첫 조치로 양국이 상대국 언론
인들에게 1년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옴.
- 바이든 대통령도 양국이 후속조치를 위해 4개 그룹을 설치해 다양
한 이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미･중 정상회담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미･
중 전략적 경쟁’의 방향이 여전히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정상회담 직후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략적 안정 논의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2022년 베
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유출됨.
- 바이든 대통령도 정상회담 사흘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함.
- 곧이어 영국, 호주 등 오커스(AUKUS) 동맹국들도 중국의 인권문
제를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옴.
○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흔드는 ‘실수’와 조치가 이어짐.
-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다음날 ‘대만은 독립적’이라고 발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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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백악관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섬.
-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시
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음.
- 미 국무부는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 중국 대신 대만을 공식 초청했다고 공개. 중
국이 반발할 것을 알면서도 대만을 주권국가로 대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함.
-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레드라인이 시험대에 오르면 단
호한 조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경고한 바 있음.
○ 미국의 이같은 모습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까지 일관된 대중 전략
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낳음.
-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메시지의 타이밍과 내용을 제대로 통제하
고 있는지 의심케 함.
-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말잔치와 구두합의만 있고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던 미국의 대중 정책이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나. 2022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
■ 11.15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더이상 관계를 악화시킬 뜻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관계개선 조치들을 계속 모색해 나갈 전망
○ 미･중은 정상회담에서 신냉전에 돌입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상호 확
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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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모두 국내정치적으로 신냉전을
감당할 여유가 없는 상황임.
-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중간선거 전까지 자신과 민주당의 지지
율을 끌어올리고, 코로나 사태 해결과 경제회복에서 가시적인 성
과를 서둘러 도출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음.
- 시 주석은 2022년 하반기 제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짓기
까지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경쟁과 협력은 별개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과 안정적인
관계개선이 선행돼야 협력도 가능하다는 중국의 입장이 계속 접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미･중 정상이 ‘의도하지 않은 무력 충돌’ 방지에 합의한 만큼, ‘전략적 안
정’을 겨냥한 고위급 군사회담 등 후속 조치들이 이어질 전망
○ 미국은 전략적 안정 협상에서 중국의 핵전력 뿐만 아니라 사이버안
보, 위기관리 소통채널 등을 집중 제기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단기적으로 미･러 전략무기 감축협상과 같은 공식적인 전략
무기 군비통제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임.
- 중국은 미･러 수준의 핵탄두 보유고를 달성할 때까지 전략무기 감
축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
-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대중 공세의 예봉을 피하고 전력을 분산하
기 위해 전술적으로 전략적 안정성 협상에 합의했을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음. 이 경우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성과 없이 공전을 거
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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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양국은 과거에도 2007년 군사 핫라인 설치 합의 등 위기관리
목적의 소통채널 설치에 합의한 바 있으나, 중국은 군사채널 활용
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 및 국익과 가
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기존 미･중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 모색은
어려울 전망
○ 동맹 관계와 민주주의 가치를 매개로 한 미국의 반중 국제연대 강화
및 확대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나,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쿼드(Quad) 및 쿼드 플러스의 군
사동맹화는 조급하게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중국과의 무력충돌 우려를 불식하는 ‘상식적 가드레일’ 을 명
확히 설치한 이후,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중 경쟁우위
확보를 목표로 더욱 공세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임.
-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당일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서명, 미국의 대중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중
관계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인프라 투자법이 집행되면 미국이 20년
만에 중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을 앞서게 된다고 강조
○ 바이든 대통령은 홍콩, 신장, 위구르 등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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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 제언
○ 미･중 전략경쟁은 구조적 현상이며 장기 국제 역학관계의 변화를 내
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함.
- 미국과 중국은 전략경쟁과 갈등, 협력 관계를 중층적으로 맺으면
서 구조적 안정화를 꾀하고 있으나, 국내외적 변수들이 복합적으
로 맞물려 있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움.
- 경쟁은 상대가 있는 게임인 만큼, 게임의 목적과 가용자원에 대한
명확한 국내적 합의가 이뤄지고 경쟁 상대방과 게임의 룰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함.
- 이러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진영 간 장기 경쟁 관계
를 설정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경쟁의 틀이 향후 수십년을 지배
할 국제질서로 작동할지는 아직 불분명 함.
- 새로운 미･중 역학관계의 내용과 형식이 합의되고 고착되기까지
상당한 마찰과 혼란이 예상됨.
○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와 글로벌 팬데믹의 후폭풍에 대응해 업그레
이드된 전략적 포지셔닝이 필요함.
-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경우, 미･중 양측으로
부터 끊임없이 분명한 입장 정리를 요구받게 됨.
- 사안별로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면서 이
러한 전략적 판단을 미･중 양측에 각인시키고 이해를 구해야 함.
- 쿼드 플러스의 명확한 성격 규정과 어젠더 설정 과정을 지켜보면
서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비전통 안보 의제를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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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노력과 팬데믹 이후 안보, 경제, 보건
분야 국제협력 속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안전보장도 미국
과 논의해야 함.
○ 장기적으로 대만 문제의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미국의 한･미 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함.
- 미국 조야에서는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첨예한 갈등을 계기
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촉발됨.
- 장기적으로 이러한 움직임과 맞물려 대북 군사억지와 북핵 협상
전략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을지 주시해야 함.
○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과 관련한 미국 내 정치 동향
을 주시하면서 공화당의 의회 장악 또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
까지 염두에 둔 대비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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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미정책:
미국과의 대립과 갈등의 극복 방향

가. 2021 미･중의 현실인식
■ 미･중 공치(共治)시대 다방면에서 디커플링(decoupling) 발생1
○ 미･중 간에 지정학(Geo-Political), 지경학(Geo-Economic), 지기술
(Geo-Technical), 지문화(Geo-Culture) 등 4개 분야의 디커플링
이 시작되었다고 판단
-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체결 이후에도 강경 일변도인 미국의 대중
국 정책을 보면 마치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세계를 “반(反)중국
과 친(親)중국으로 양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2, 미･중이 군
사력 증강은 물론 신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제도, 규범, 가치, 표
준, 네트워크, 5G 플랫폼 장악과 새로운 체제건설을 위한 3차 생
존게임을 하고 있음.3

1. 1930년대 미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현재 미국은 또 다른 아시아의 강대국(중국)과 경제와 지정학
대결에 휘말려 있다고 진단하면서 현재 급격히 고조되는 경제 디커플링 현상이 1930년대의 재판
(再版)이라고 주장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음.Keith Johnson and Robbie Gramer, “The
Great Decoupling,” https://foreignpolicy.com/2020/05/14/china-us-pandemiceconomy-tensions-trump-coronavirus-covid-new-cold-war-economics-the-gr
eat-decoupling/ (2021/10/20).
2. 안세영, “루비콘강 건넌 ‘美･中 디커플링’,” 『한국경제』, 2020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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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중 관계의 모순은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와 오
커스(AUKUS)를 주축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항행의 자유전
략을 통해 중국의 해양진출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 △중국의 일대
일로 정책과 EPN간 충돌, △첨단기술 분야와 글로벌 공급망 장악
을 위한 미･중 간의 복합무역전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가
치관 충돌 등으로 가시화 되고 있음.
■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경쟁, 협력, 대립을 적절히 조합하여 파국 방지
○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중국과 충돌이나 전면적 대항은 회피
- 바이든 정부는 동맹체제 강화를 통한 ‘집단적 영향력’을 제고시켜
대중국 포위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 사안별로 보복하는 광범위한 반중통일전선(反中統一戰線)을
구축하여 대응하는 등 다자주의적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을 통제
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는 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주국가들과의 동맹관계 재건
을 추진하고, 비핵화･보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중국과 협
력할 것이나, 산업･기술 등 지기술(Geo-Technical)적 분야에서
는 중국에 강경정책 실시하고 있음.
○ 미 상원이 2021년 4월 8일 대중국 패키지 법안인 ‘미국혁신경쟁법
(USICA 2021: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을
가결시킨 것은 대중봉쇄의 백미
3. 미중간에는 1차 환율전쟁(2015-2015), 2차 관세전쟁(2018-2020), 3차 기술패권전쟁(2021)
이 전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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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혁신경쟁법’은 21세기 미국 리더십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동 법안에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및 ‘기타수입관세
철폐법(MTB) 재개안’을 포함한 무역관련 규정을 비롯해 ‘반도체
진흥법안’, ‘예산안’, ‘노동임금 조항’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핵
심 산업 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규정이 담겼음.
- 미국은 혁신경쟁법으로 4대 공급망(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
품)에 5년간 2천 500억 달러를 투입하고, 범정부적으로 공급망
파괴 대응 TF(Supply Chain Disruptions Task Force)와 무역
기동타격대(Trade Strike Force)를 신설하고, 2021년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14개국 정상이 참석한 글로벌 공급망 대책회
의를 개최하여 민주-기술동맹으로 중국을 봉쇄하고 있음.
■ 중국공산당의 3차 ‘역사결의’와 공산당 일당독재 권위 강화
○ 시진핑 주석의 현 정세판단은 ‘백 년 동안 없었던 대변화 시기에 중국
이 상당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내부결속을 다지는
방향으로 국가노선을 전환
-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의 전략경쟁을 피할 수 없는 중장기전으
로 인식하고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중심으로 신(新) 대장정을 선
포하고 미국과의 중장기 전략경쟁에 돌입하여 공산당의 권위 강
화, 글로벌 공급사슬 장악, 중국시민사회감시, 군사력 증강을 하
고 있음.
- 금년 11월 중국공산당 19기 6중전회에서 3차 역사결의를 통해
유물변증법에 입각한 사회주의 가치관 확립, 홍콩과 신장의 인권
문제, 대만 문제개입을 내정간섭으로 규정, 일체의 외부세력의 준
동을 불용인 등 강력한 체제보장 장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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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일대일로 정책
의 답보상태와 경제상황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쌍순환’ 정책을
통한 지역 및 글로벌 공급 가치사슬 장악 경쟁에 사활을 걸고 다양
한 공격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4
○ 중국과 미국은 대만, 남중국해, 무역 및 인권 등의 문제들로 갈등을
겪어왔고, 미･중 경쟁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강력한 제재, 봉쇄,
공존, 협력 메커니즘의 선별적 사용을 통해 문제 해결
- 중국 입장에서 대만문제는 주권, 영토 문제인 동시에 공산혁명
완수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대만통일이 가져오는 지기술
(Geo- Technical)적 국가 핵심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미･중 패
권경쟁의 최전선이기도 함.
- 중국 공산당 3차 역사결의에서도 ‘하나의 중국원칙’과 ‘92컨센서
스(九二共识)’를 견지, 애국자에 의한 홍콩과 마카오 통치 인정,
대만 독립의 분열 행위와 외부 세력의 간섭 반대 등 양안관계의 주
도권과 주동권을 장악함으로써 대만해협에서의 어떠한 분란도 용
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음.5
- 11월 16일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대만독립
을 지지하지 않는다”, △“대만의 현상 변경엔 반대한다”, △‘대만
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것은 미･
중 수교 시 채택한 ‘8･17코뮤니케 6개항’과 ‘대만관계법’을 확인

4. 미국이 중국에게 절대 넘길 수 없는 핵심 첨단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생명과학, 반도
체, 자율시스템 등 5개 분야이다.
5. 이상만. 2021, “중국공산당 19기 6차 전원회의 평가와 전망”, 『IFES Brief-27』, 경남대극동문제
연구소,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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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에 불과함.6

나. 2021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부문
■ 중국의 태평양 해양진출과 ‘해경법’ 발효로 인한 지정학적 측면에서 해양
관리 문제가 미･중 간의 신해양질서 수립에 영향
○ 중국의 공세적 해양진출은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및 인도-태평양 지
역의 안정은 물론 항해와 항공의 자유문제를 제기
-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쿼드
와 오커스에 대응하기 위해 서진(西進)정책을 통해 상하이협력기
구(SCO) 중심으로 중국-이란-파키스탄으로 이어지는 전방위적
협력 강화로 신3각 체제를 구축하고, 동진(東進)정책을 통해 중
국, 러시아, 북한과의 새로운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여 미국의 대
중포위전략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중국은 해경법 발효(2021. 2. 1.)를 통해 중국해경이 무장력을 구
비한 준군사조직으로 개편되었고, 개정 ‘중국해경법’은 중국해역
에서 외국 선박이 불법 활동을 할 때 개인화기와 공용화기 등 무력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중국해경국은 해양경찰이 아닌 중국해군
6. 1982년 ‘8･17 코뮤니케’(中美就解决美国向台出售武器问题的公告: the Third United States
- China Joint Communiqué on Arms Sales to Taiwan)에선 대만 문제를 재확인하고 대만과
‘6개 보장’을 발표했다. 6개 보장은 ①대(對)대만 무기판매에 기한을 정하지 않고, ②무기수출시 중
국과 사전협상하지 않으며, ③양안 중재 역할을 맡지 않고, ④대만관계법을 수정하지 않으며, ⑤대
만 주권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⑥대만에 중국과의 협상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
을 재차 확인한 것이며, 1979년의 대만관계법과 1982년의 6개 보장은 미국과 대만 관계의 원칙을
지속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http://www.taiwandocuments.org/assurances.htm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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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
- 중국은 향후 미국의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원
칙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9단선(南海九段
線)’을 보호･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국해경법’을 활용할 것
으로 보임.
■ 글로벌 공급사슬 장악을 위한 미･중 간 지정학적 대립이 증가
○ 중국이 미국과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과 서로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될 수 없음을 전제하고,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와 ‘클린네트워크(Clean Network program)’
의 핵심은 미국의 리더십의 관점에서 추진7
- EPN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시민사회･기업들
로 구성되며, 교역･에너지･교육･의료･기술을 포함한 경제 전반
을 포괄하는 대중국 공급사슬의 단절(EPN, Clean Network)시
도이며,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통해 자유주의 시장
경제질서 회복을 위한 경제 블록으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반중 반도체 기술 동맹, 혹은
기술 민주주의 12국(T-12) 구상은 아직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확보
하지 못한 중국에게 커다란 기술적 장벽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디커플링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7. The Washington Times. 2020, “An American-led ‘economic prosperity network’
could be a good start to not relying on China,” May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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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유럽연합 간 CAI(포괄적 투자협정) 비준 절차 중단은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의 일환
- 2020년 12월 30일 유럽연합(EU)과 중국은 7년간 진행해온 포괄
적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의 원칙적 합의8는 EU와 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
데, 중국의 대EU 투자와 대조적으로 EU의 대중국 투자가 공정한
경쟁에서 제한받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시장접
근을 목적으로 중국과 투자협정 협상을 추진한 것임.
- 유럽의회는 2021년 1월 홍콩 민주인사의 대규모 체포를 두고 포
괄적 투자협정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중국정부가 위반했음을 문제 삼았고, EU가 중국 시장 진입을 위
해 7년 간 들인 공을 포기할 정도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대열에 유럽 연합(EU)이 본격적으로 합류하는 모습을 보인 것임.
- EU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가치 보호를 명분으로 동맹･파
트너들과 함께 중국을 고립시키겠다고 선언한 미국과 보조를 맞
추기 위한 EU의 전략적 이익을 선택한 것임.
- 중국의 입장에서도 신장 위구르 탄압 등을 이유로 올 3월 중국에
인권 제재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과 유럽연합 간
CAI(포괄적 투자협정) 비준 절차를 중단하는 상황에 처함.
- 미국의 입장은 중국의 자국 중심 거대 경제권 구축 사업인 ‘일대일
로(一帶一路)’ 견제를 위해 ‘쿼드(Quad)’ 회원국 인도와 함께 미
국과 EU 그리고 제3국에 에너지와 디지털, 교통 같은 사회기반시

8. 2014년부터 7년 가까이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해 말 타결한 이 협정에는 EU가 강세를 보이는 통
신과 금융, 전기자동차 등 분야의 중국 시장 접근권 확대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고, CAI 주요 합
의 내용은 투명성, 공정경쟁, 시장접근,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이슈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를 도출
한 것으로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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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프라)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EU가 추진하도록 협력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임.
○ 중국의 CPTTP9 가입문제는 미국에 의해 진행되는 대중국 포위망을
벗어나려는 중국의 정치적 책략
- 중국의 CPTPP 가입 움직임은 이미 예고된 일로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자국 주도의 역
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2020. 11. 15.)을 환
영하며 “CPTPP 가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리커창(李克强) 총
리도 2021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을 정부정책으로 공식화했음.
- 오커스(AUKUS) 출범이 중국이 CPTPP 카드를 꺼내게 만든 변수
가 됐을 개연성이 다분한데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
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안보와 군사기술 협력이 주요 내용
으로,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한다는 게 핵심 사안이며, 북미
와 유럽, 오세아니아를 잇는 대중 포위망을 만들려는 시도로 보임.
- CPTPP는 시장개방 정도 등에서 RCEP보다 기준이 더 높은데
RCEP의 개방률은 85% 수준으로 민감한 제품을 제외할 수 있는
폭이 넓은 반면, CPTPP는 개방률이 95%에 이르기 때문에 중국
에 대해 지식재산권과 노동권 보호, 기업 보조금 제한 등에서도 회
원국들에 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관계로 국유기업, 노동, 전
자상거래,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등에 관한 CPTPP 규정을 중
국이 충족하기 어려움.

9. CPTPP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11개국이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
면 CP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 무역규모 15.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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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5G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신국제질서 수립과정에서 미･중 간의
‘지기술(Geo-Technical)’분야 패권경쟁 심화로 경제안보 전략 환경의
변화
○ 21세기 기술패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신성장동력이 창출되
고, 국제제적 위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미･중은 4세대 산업혁명의 주
도권 경쟁 가속화
- 미국과 중국은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퀀텀 컴퓨터 기술이 군
사안보는 물론 경제안보 분야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21세기 신국제분업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
국의 기술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임.
- 중국은 거대한 빅데이터의 축적,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 지원,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낮은 규제와 인프라 지원 등 기술창신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미국은 퀀텀 컴퓨터 분야(신소재, 신약, 바이
오, 인공지능 성능 향상, 보안이 확보된 금융거래, 군사기술, 전 세
계 암호해독 가능)에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려고 함.
-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미･일은 완전한 경제동맹 구축을 목표로 매
진함과 동시에 이를 매개로하여 대중국 견제를 가속화하는 중이
며10, 기타 서방의 여타 국가들도 미국의 행보에 동조하고 있으
며11, 중국은 아세안 창립 30주년 시진핑 주석의 기념사에서 보듯

10. 안준호. 2021, “對中견제 힘 합치려… USTR 대표 10년만에 방한”, 11월 19일. https://www.
chosun.com/economy/tech_it/2021/11/19/3FZVZ6NFNRDPTBQ77NCSFPCSOA/
(2021/11/20).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통상 동맹 강화하기 위해 미･일 통상협의체’를 신설하여 미･일 양국이 무역과 디지털, 공급
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 양국 주도로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불투
명한 산업 보조금 등 중국 관련 통상 문제에 공동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11. 2020년 12월 30일 포괄적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45

Ⅱ

Ⅱ

국제정세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이 동남이 지역에서 미국의 견제를 돌파하기 위해 천문학적 지원
을 약속한 바 있음.12
■ 미･중 간 이데올로기 차원의 ‘지문화(Geo-Culture)적 가치관 충돌
○ 시진핑 집권 이후 군사체제 재건, 반부패소탕, 독점기업 정리, 하이
테크 산업 관리 및 감독 등 이 분야에서 현저한 성과를 도출로 인해
중국공산당의 권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견고하게 구축
-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2021. 7. 1.)에서 △“중
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재차 강조했으며, 미국을 염두에 두면서
“어떠한 외국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며 노예화하는 것
을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누가 이런 망상을 한다면
14억 중국 인민들의 피와 살로 만든 강철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다”라고 경고함.
- 더 나아가 △“유익한 제안이나 선의의 비판은 환영하나 ‘선생’처
럼 기고만장한 설교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인권문
제로 중국을 비판하는 미국과의 대결의사를 분명하게 했으며, 특
히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생각하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
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변함없는 역사
적 임무”라고 강조함.

EU와 중국 쌍방간 상호비준 무산, 미국의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제공, 대만 반도체 회사
(TSMC) 미국과 일본으로 공장 이전 신설 등이 대표적임.
12. 习近平, “中国—东盟建立对话关系30周年纪念峰会”, http://www.chinanews.com.cn/tp/
hd2011/2021/11-23/1010086.shtml (2021/11/23). 중국의 대 아세안지역에 5년간 1
천500억 달러(약 178 조원) 농산물 수입, 아세안에 1천 개의 선진 응용기술 제공, 향후 5년간 아
세안 청년 과학자 300명의 중국 방문 교류 지원, 3년간 15억 달러(약 1조7천800억 원)의 개발
원조를 아세안 국가들의 방역과 경제 회복에 사용하도록 제공할 것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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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제기하는 홍콩과 신장 인권문제는 미･중 간 자유민주주의 가
치와 관련된 문제로 여전히 장기간 갈등 진행
- 중국의 입장은 ‘민주주의는 누구 하나가 만든 물건이 아니며, 민
주주의인지 아닌지는 그 나라의 국민에 의해 판단되는 것’으로 인
권 문제를 통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
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입장은 ‘모든 나라가 규칙에 의해서 통치돼야 하며, 중국
이 국제 규칙에 맞게 기업 운영과 국제 무역에 참여해야 하며, 미
국은 중국의 체제 전환을 추구하지 않고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 중
국을 반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생각도 없음
을 보이고 있음.
- 다만 미국은 양국의 전략적 위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하
고 경쟁이 충돌로 전이되지 않고 전략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
한 ‘상식적 가드레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중국당국은 미･중 경쟁과 갈등 불가피성, 내정 불간섭원칙을 준수,
근거 없는 중상모략 중지, 핵심이익 상호존중 등 대미 강경 메시지를
전파했음.13
-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정치제제와 사회제도를 갖고 있는 세계
1위와 2위의 경제대국으로 상호 이견과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
어 보다 솔직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전략적 오판을 막고 상호 공격
과 비방을 통한 제로섬(zero-sum) 게임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인식과 입장을 밝힘.
- 최근 미･중 간 전략경쟁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이데올로기 전파를
13. 王毅在十三届全国人大二次会议举行的记者会上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答中外记者问.
http://cpc.people.com.cn/n1/2019/0309/c64094-30966178.html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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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이상 체제 이념경쟁 혹은 신 냉전도 아니며 중국은 미국
식 정치제도를 비방하거나 폄하하고 있지 않으나 그렇다고 미국
식 제도가 중국이 직면한 내부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이 직면한 문
제들도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함.
■ 양안관계, 홍콩민주화, 신장인권 문제에 대한 국지적 충돌의 현실화
○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1월 16일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미･중의 관점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교환
- 중국의 입장은 △“대만 당국이 미국을 등에 업고 독립을 추구하려
는 시도와 대만을 통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일부 미국 인사의 의도
로 인해 대만해협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대만 독립 분리
주의 세력이 도발을 감행하고 레드라인을 돌파한다면 단호한 조
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장난을 하는 것이며, 불장난
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
지만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넘는다
면 우리는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대만 측의
태도에 따라 무력 통일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임.
-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
책을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만해협에 걸쳐 현상을 변경하거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재확인했고, 대만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대만관계법(1979년)14을 지지한다”고 했음.
14.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제정한 법으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고,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 할 경우 군사적 지원도 할 수 있고, 미국이 대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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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은 신장 위구르 인권탄압을
문제 삼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
한다고 발표하였는데 보이콧이 현실화되면 미국 선수단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막지는 않겠지만 미국 정부 인사들은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동조하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 유럽 및 일
본 등이 보이콧 대열에 동참할 것임.15
- 중국과의 경제 관계 강화에 몰두했던 유럽연합이 홍콩 및 신장 인권
문제로 △EU-중국간 포괄적 투자협정(CAI)을 무산시키고, △11월
25일 1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에서 중국의 패권
확대를 경계하며 보편적인 민주와 자유의 권리를 공유하는 아시
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협력을 요청한 것은 유럽의 대(對) 아
시아 정책이 중국 중시(重視) 기조에서 이탈한 것임.16
○ 미국이 대만에 대한 외교적 접촉과 군사적 협력을 증강시키는 추세
에 대한 중국의 대만해협 부근의 무력시위 증가
- 대만은 미국 편승전략의 기조 속에서 방위비를 높이는 등 방어능
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만해협 안보문제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Taiwan Straits security issue)”17를 추구하고 있음.

중국과 협상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15. “바이든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동아일보, 2021년 11월 20일.
16. EU의 대 중국견제는 지난 3월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을 제
재했고, 9월에는 EU가 대만과의 관계 강화 내용 등을 담은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으며,
10월 21일 EU의회는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
시킨 후 11월 3일에는 의회 대표단이 전격적으로 대만을 공식 방문했음.
17. YangDanxu. 2021, “Will the Taiwan Strait issue be internationalised under Biden?,”
Lianhe Zaobao, Jun 16, https://www.thinkchina.sg/will-taiwan-strait-issue-beinternationalised-under-biden, (2021/10/25).

49

Ⅱ

Ⅱ

국제정세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 2018년에 미국과 대만의 방산업체 교류 재개 조치가 채택되어
100억 달러(약 12조 4천 400억 원)가 넘는 무기 판매를 승인(트
럼프는 퇴임 전 2020년에 F-16V 전투기, M1A2 에이브럼스의
대만형인 M1A2T 전차, 스팅어 미사일 등)하자 중국은 고도의 긴
장상황을 맞이함.
-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무력시위는 2021년 9월까지 중국은 전투기
를 포함한 각종 군용기들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500여
차례 침입했고, 10월 초에는 100대의 젠(殲･J)-16 전투기, 20대
의 수호이(蘇･SU)-30 전투기, 16대의 훙(轟･H)-6 폭격기, 7대의
윈(運･Y)-8 대잠초계기, 6대의 쿵징(KJ)-500 조기경보기 등이 포
함된 총 149대의 중국군 전투기와 폭격기 등이 동원되었음.18
○ 중국정부는 대만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벌과 보상’의 관점에서 이중
전략 전개
- 처벌행위(군사적 압박)는 주로 대만의 국제무대 진출의 봉쇄, 대
만과 외교관계 단절 및 중국군용기가 빈번하게 대만 서남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및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침범하는 군사행
동 등이 이에 해당함.
- 보상행위(경제적 혜택)는 대만인들을 대상으로 “경제사회적 융합”
지도 이념을 기반으로 각종 對대만 우대 정책을 통해 대만 기업과
인재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 다양한 경
제적 혜택을 주고, 양안 경제의 긴밀한 교류를 이용하여 대만에 대
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만 정부를 우회적으로 공격하
는 것임.19
18.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2019년에는 중국 군용기의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 침입이 10여
대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380대, 2021년에는 600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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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의 전방위적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반외국제재
법(中華人民共和國反外國制裁法)’을 통과시켰는데 동법은 대만,
신장, 홍콩 등과 같은 핵심이익 문제를 놓고 미국이 대중압박을 취
할 경우 중국 역시 즉각 외국 개인 및 기업들의 자산몰수, 거래금
지, 강제추방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20

다. 평가
■ 미･중 간 지전략(Geo-Stratigic)적 경쟁은 경제･기술･가치･군사의 복합
판으로 진화되고 있으나 지정학적 차원의 열전(Hot War)으로 확전되지
는 않고, 다만 중국의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미국의 심리적 압박은 지속
○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특히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당장 무력 충돌로 이어지진 않고 경쟁은 하되
파국을 회피하는 ‘공동진화’ 방향으로 디커플링은 계속21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정권 붕괴나 민주화 같은 불필요한 마찰
을 일으키진 않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고, 중국 역시 내
년 하반기 20차 중국공산당 당 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

19. 대만우대 26개 조치는 2018년 대만우대 31개 조치의 업그레이드 버전임. 中共中央台办、国务
院台办, 关于印发《关于促进两岸经济文化交流合作的若干措施》的通知, 2018.02.28. http://www.
gwytb.gov.cn/wyly/201802/t20180228_11928139.htm (2021/10/27).
20. 中華人民共和國反外國制裁法(2021年6月10日第十三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二十
九次會議通過) http://politics.people.com.cn/BIG5/n1/2021/0610/c1001-32128027.html
(2021/09/20).
21. 헨리키신저(Henry Kissinger) 저, 권대기 역. 2012, 『헨리키신저의 중국이야기』 (서울: 민음사):
5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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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국내정치 안정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
-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향해 “양측이 충돌과 대결을 피하고, 상호
존중과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갈등을 관리하고 협력에 집중해서
미･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추
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
- 중국은 2021년 국제정세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미국과의 대립과
충돌을 우회하거나, 또는 지연시키면서 내부 체제 안정과 역량 강
화에 집중할 수 있는 시공간 확보에 주력할 것임.
○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법인세와 부자증세 공약은 사실상 실효성이 낮아져서 대중국 견제를
위한 재정조달이 난제로 등장
- 미국은 2차 관세전쟁을 통해 대중국 관세를 높여 무역 의존도를
낮추려 했지만, 관세를 올려서 중국산 수입을 줄이고 다른 나라로
부터 수입을 늘려도 여전히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는 공급망 문제를 인지한 것임.
- 미국은 3차 기술패권 전쟁을 주도할 정부지출 재원 마련 어려워지
고 있으며, 미국 제조업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산 수
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첨단산업은
독점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 미국의 공급망 재구축에서 핵심인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
협에 뚜렷한 해법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합
의로 약 1조 2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법을 통과(2021. 11.7)시
켜 공급주도 정책을 시도하는 중임.22
22. 2021년 11월 7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인프라 법안은 도로, 교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약 10년에 걸쳐 1조2000억달러(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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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는 혁신경쟁법과 인프라법, 공급망 파괴 대응 TF를
가동해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을 국내에 만들어 중국 중심
의 공급망을 바꾸겠다는 전략을 주도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의 국력을 약화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단절은 아니더
라도 제한적인 무역규제를 통해서 경제성장에 제한을 가하려고
할 것이고, 반도체, 5G,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서방 선
진국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대 서방국가 기술 탈취를 방지
할 것임.23
○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공산당의 안정적인 권력 장악(사회통제+
공동부유)을 위해서는 경제 개선 필요하며 원자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동맹국과 우방들과의 관계 우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처지
- 2018년 미국의 관세전쟁, 2020년 이후 공급망 규제 및 원자재 가
격 급등으로 중국기업의 부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중국경제에 적
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음.
- 중국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GDP의 38%를 차지하고 그 규모가 커
서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대규모 수요자이기 때문에 원자재 공
급이 순조롭지 못하면 중국경제의 성장 동력인 원자재 가격의 상
승으로 중국은 물가상승 불안과 빈부격차가 확대될 수도 있음.
-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자원 블랙홀인 중국경제는 스태그플
레이션(경기둔화+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중국경제가

약 1413조원)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음.
23. Maya Wang. 2021, “China’s Techno-Authoritarianism Has Gone Global: Washington
Needs to Offer an Alternative,” Foreign Affairs, April 8.; Michael McFaul. 2020,
“Cold War Lessons and Fallacies for US-China Relations Today,”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3,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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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하게 되면 세계경제도 상당한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대만문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협력이란 관점에서 중국이 제1
도련선을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가, 아니면 미국이 중국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느냐의 전략적 문제화
-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동아시아 대전략 속에 대만카드를 적절히
이용하여 중국을 자극하는 워싱턴의 정책적 변화(대량전술무기
판매, 대만주요인사의 미국방문, 미국 고위관료의 대만방문 허용,
미 해군 함정의 대만해협 진입)가 감지되고 이에 대한 중국의 강력
한 항의와 반발(중국공군과 해군의 대만해협 무력시위)이 거세지
면서 양안관계는 적대적 상황으로 변하고 있음.
-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 그리고 ‘오커스’가 남중국해와 동중국
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1도련선의 방어 목적
이 가시화될수록 대만은 스스로의 생존 자구책을 찾기 위해 미국
의 지원 하에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국가 대 국가의 ‘안보공
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임.
- 중국이 서태평양 지역을 돌파하기 위해 설정한 제1도련선(중국이
내해로 보기 때문에 대만제외)의 경우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현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봉쇄 최전선에서 대만이 제외
될 가능성(50년대 에치슨라인과 유사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대
만이 자체 국방력 강화 노력을 물론 서방(미,일)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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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망
■ 한국의 현실 인식은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의 장기화’라는 명제를 중
심으로 한국의 생존전략을 모색
○ 전략적 모호성은 충분한 국력을 구비한 강대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
이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기대는 미･중 양국에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님.
- 미･중 갈등이 무역분쟁을 넘어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으
로 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동맹이 중국을 위해 협조해야한
다’는 주장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함.24
- 사드(THAAD)사태나 최근 요소수 대란도 중국의 의도적인 ‘한국
길들이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중 전략적 경쟁이 증폭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사안
별로 전략적 명확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함.
-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각성하고
미･중이 고도의 전략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양국 사
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함.
- 미･중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협력 가능 분야(기후
변화, 보건의료, 인도적 지원 등), 대결해야 하는 분야(정보통신,
반도체), 전략성 모호성(미･중 간 협력과 대결의 중간지점인 해양
질서)을 유지해야하는 분야, 전략적 명확성(첨단기술, 사이버 안
보)을 추구해야 하는 분야로 구분하여 사안별 대처를 해야 함.

24. 孙茹･王付东. 2021, “美韩同盟涉华合作”, 『现代国际关系』 2021年第8期, 中国现代国际
问题研究院: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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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 전진배치는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초래
- 한반도 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IRBM)과 대중국 무인정찰자산
배치, THAAD 레이더 탐지거리 증강, F-35스텔스 전투기 증강
배치 시 중국의 보복과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음.
- 한국의 SLBM 발사 성공과 우주발사체 발사는 동아시아의 게임체
인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내심 경계의 고리를
놓지 않고 있음.
- 한국 경우, ‘미사일 지침 해제’와 ‘SLBM 발사 성공’은 중국이 주
도하려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종속을 탈피하고 영
향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임.
- 한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對중 전략의 변화(대립-협력-경쟁)와
중국의 부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개편에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처
해야 함.
■ 한국이 자기주도형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미･중･북 관계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
○ 한･미 간에는 ‘가치동맹’을 중심에 두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
자관계’를 업그레이드함과 동시 쟁점 사안별로 접근하여 양국에 이
익을 줄 수 있는 투 트랙 방안을 모색
- 미･중 전략경쟁의 지경학(Geo-economic)적 또는 지기술
(Geo-Technical)적 최전선으로 대만(시스템 반도체 분야 우위)
과 한국(메모리 반도체분야 우위)의 위상이 높아지는 이유는 전략
경쟁의 성패가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면 이 양방향에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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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용도 기술의 핵심이 반도체이고, 이 반도체만이 중국의 5G
플랫폼 천하질서 구축을 제어할 수 있는 중요 고리이므로 미･중의
러브콜이 현실화되고 있음.
- 미･중 양국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될수록 양국 모두 한국에 대한
영향력 유지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압박을 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
호주, 동남아, 인도와 같은 제3의 국가와 지역을 우리의 우호적인
파트너로 활용해야 함.
- 한국은 ‘국익’에 기초한 일관된 메시지와 행동을 통해 ‘경제안보
전략 시스템 정비를 통해 지기술(Geo-Technical)적 측면에서
미･중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예상 가능한 국가’가 되어야 함.
○ 한･중 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여
국익우선의 원칙론 입장을 유지
- 미･중 관계에서 한국이 가진 전략적인 가치를 생각하면 중국의
‘한국 때리기’가 표면화되면 한국 내 반중정서가 강하게 표출되어
한국이 더욱 미국에 경사되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중국 때리기’
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반중(反中) 전선에 참여하지 않는 것
만도 중국에겐 엄청난 이익임을 알려야 함.
-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시기 미･중, EU-중국, 중･일 간 점점 증가
하는 갈등과 모순을 고려해볼 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유연한 접근
이 예상되며, 이를 계기로 미래의 통일 한국이 중국에 대한 적대감
이 없는 ‘한･중은 생활운명공동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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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 관계는 당분간 현상유지와 전략적 절충점을 모색하는 단계로 진입
○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완충지대(해양과 대륙
세력 간 직접충돌 해소)를 넘어 북한의 지위 변화(홀로서기, 보통국
가)를 가늠하는 척도
-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 현실적인 제약과 세력균형의
불가피성 때문에 중국과의 의존관계를 단절하긴 어렵지만, 언제
나 대외관계 균형을 위해 의존과 거부 사이에서 생명선 유지를 위
한 대중국 이니셔티브를 기술적으로 발휘할 것임.
- 북･중 관계의 본질적 속성은 전략이익을 공유하는 공생관계에 있
기 때문에 매 시기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협력과
갈등의 측면이 병존하며, 양자관계는 상대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
인식에 의해 좌우되고 결정될 것임.
- 결국 북한은 ‘체제 생존’과 ‘전략적 이익’을 위해 중국과의 공존이
필요하지만 김정은은 중국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불만을 거둬
들인 것은 아니며, 갈등 속에서도 협력의 틀을 유지하며 적절하게
중국을 관리하려고 할 것임.
○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물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꼭 필요함.
- 큰 틀에서 보면 북･중 관계 지향점은 △‘북한의 체제안정 유지(대미
관계 개선) 및 체제안정 보장(법제화된 시스템 통치 추구)’과 △‘중
국의 한반도 안보 이익’을 상호 공유하는 ‘전략적 공존’의 절충점
을 찾아 이익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

58

3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②:
아프간 전쟁의 종결, 교훈과 과제

가. 종전
1) 전쟁 종식의 사유: 인명 손실, 경제 손실
○ 전사자 및 부상자: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아프간 전쟁의 이면에
관해서 미군의 철수 이전에 수행된 가장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연인원 77만 5천 명
이상의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 배치했으며, 이 가운데 2,300명 이상
이 전사하고, 2만 1천명 이상의 병사가 부상을 입고 귀국했음.1
○ 사회문제(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야기: 2021년 8월 31일 미군의 철수를 완료한 시점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 국민연설을 통해서 밝힌 피해의 숫자는 좀 더
구체적임. 즉 아프가니스탄에서 임무를 수행한 미군 병사는 총 80만
명이며, 이 가운데 20,744명이 부상하고 2,461명이 사망했음.
- “무엇보다 비극적인 것은... 매일 평균 18명의 [아프가니스탄] 참
전 병사들이 머나먼 전쟁터가 아니라 바로 여기 미국에서 자살한
1. Craig Whitlock. 2021, The Afghanistan Papers: A Secret History of the War (New
York, NY: Simon & Shuster): 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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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전쟁의 피해가 PTSD의 형태로 지속
되고 있음을 강조
○ 재정지출의 한계: 인명의 손실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을 위한 재정 지
출의 증가도 철군 결정의 중요 요인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임. 미국은
병력의 장기 주둔을 위한 군사적 비용 이외에도, 아프가니스탄의 발
전 지원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음. 2002 회계연도 이래 미 의
회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 비용 총 1,430억 달러를 승인
- 약 62%는 안보지원이었고, 25%는 발전과 정부활동을 위한 비용,
나머지 13%는 민간지원 및 인도적 지원, 전비와 아프간 군의 작전
지원 비용은 2020년 12월까지 총 8,249억 달러가 소요되었음.2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2조 달러를 지출했기 때
문에, 결국 “20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3억 달러”를 지출했던 셈
2) 전쟁 종식의 사유: 새로운 경쟁국면, 새로운 대테러전략
○ 중국 및 러시아의 부상: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병력 전개를 요구
하는 지상전을 종식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와 사이버안보의
경쟁에 전념하고, 지상군 병력이 아닌 군사기술의 성취로 테러리스
트들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
○ 세계변화에 대응: 또한 미국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힘을 사용해야 한
다고 강조하고,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리더십도 그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
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 Afganistan: Background and U.S. Policy: In
Brief, March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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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군의 요인들: 요컨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으로 인한 인명과
재정 손실 그리고 전쟁의 상처가 남긴 미국 내 사회문제의 발생, 중
국 등 새로운 경쟁자들의 출현 및 군사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테러전
략의 변화 필요성을 모두 고려하여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단행한 것
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미국
내의 반론들도 존재함.
- 도덕적 책임론: 아프간 국내정파(카불정부)와의 협상을 조건으로
철군에 관해 재협상을 탈레반에 요구하고, 2021년 1월부터 탈레
반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어야 한다는 것.3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
-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방적으로 철군함으로써 국제법과 국제주의
를 지지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으로 복귀하겠다는 바이든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4
- 테러위협 상존론: 미국의 아프간 전쟁은 탈레반의 재집권 방지와
테러조직들의 은신처 제공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발 테러공격을 받지 않았으며, 이는 아프가
니스탄에 미군이 주둔한 때문이라는 것. 테러위협은 상존하며 사
라지지 않을 것. 또한 드론 등에 의존한 공습 내지 위성을 이용한
정보수집(over-the-horizon theory)을 하여 대테러 전략을 수
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지만, 대인정보(humint)의 중요성은 여전
하다는 것.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중대한 전략적 실수라는
주장5

3. Madiha Afzal. 2021, “Biden was wrong on Afghanistan,” November 9.
4. David Rohde. 2021, “Joe Biden’s Afghanistan Problem,” The New Yorker, October 16.
5. John R. Bolton. 2021, “How Biden’s Afghan blunder is already endangering U.S.
security,” The Washington Post, Novem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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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적 실패론: 철군의 과정에 실수를 했다는 것. 아프가니스탄에
주재하고 있는 스파이들, 민간 사업계약자들, 미국 시민들 그리고
아프간인 대미 협력자들을 우선적으로 소개(疏開)시키고 난 후에
병력을 철수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을 초
래했다는 주장6

나. 협상
1) 20년 전쟁, 20년 협상
○ 불성실한 협상의 기록: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면서도
때로는 주도적으로 탈레반에 협상의 제의하거나, 탈레반의 협상 제
의를 거절하는 등 전쟁의 종결과 철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음.
물론 이는 일관성 있는 정책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었음. 장기전 수
행의 분명한 사유 그리고 뚜렷한 출구전략도 가지고 있지 않았음.
- 2001년 12월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정부 수립과 헌법 제정을 위
한 정치협상회의인 이른바 ‘본(Bonn) 프로세스’에서 탈레반을 제
외했음.
- 2004년 아프가니스탄의 첫 번째 민주적 대통령으로 선출된 카르
자이는 탈레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음에도 협상을 위한 노력
을 하지 않았음.
- 2009년 오바마는 취임 직후인 3월 탈레반과의 협상에 시동을 걸
었지만, 군부는 병력의 증파를 계기로 강경노선을 견지했고, 국방
6. Fred Kaplan. 2021, “We Now Know Why Biden Was in a Hurry to Exit Afghanistan,”
slate.com, September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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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CIA 역시 협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진지한 협상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음.
- 2012년 1월 미국의 후원으로 카타르 정부는 자국 내에 탈레반의
정치사무소 개설을 허락, 협상 분위기를 조성했음에도 협상의 주
도권을 빼앗길 것이라고 판단한 카르자이의 반발로 협상은 또 다
시 좌절7
○ 본격 협상의 시작: 2018년 2월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의 무조
건 평화대화 제안으로 협상이 재개됨. 가니는 탈레반을 하나의 정당
으로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탈레반은 이를 거부하고 미국과의
직접 교성, 외국 군대의 완전 철수를 주장
-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 탈레반과의 직접적인 고위급 회
담을 결정. 2018년 미국의 고위 외교관(Alice Wells)과 탈레반 지
도자들이 카타르에서 회동했지만, 정작 주요 회담에서는 가니 정
부의 대표들이 배제되었음.
- 아프가니스탄 주재 주미 대사였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미국인 잘
메이 할릴자드(Zalmay Khalilzad)가 긴급 투입되어 협상을 주
도하면서, 파키스탄 정부에게 2010년 체포된 탈레반 2인자 압둘
가니 바라다르를 석방해 줄 것을 요청.8 본격 협상이 진행됨.
- 요컨대 대 탈레반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 주도하면서 시작되
었음.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구상했
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 군부의 제동으로 지연되어 왔었음.9

7. Craig Whitlock, 2021: 264-270.
8. Craig Whitlock, 2021: 271-272.
9. Carter Malkasian, 2021. The American War in Afghanistan: A History (New York,
NY: Oxford Univ. Press): 4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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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하(카타르) 합의
○ 카불의 소극적 태도: 바라다르와 트럼프 행정부의 마크 폼페이오 국
무장관 사이에 본격적인 평화협상이 시작되었음. 그러나 2019년 아
프가니스탄 대통령으로 재선된 압둘 가니는 탈레반을 포함한 아프가
니스탄 국내외 정파가 참여하는 새로운 ‘과도정부’의 구성이라는 미
국의 아이디어를 거부
○ 합의문의 명칭: 결국 임기 내에 철군을 희망하는 미국과 탈레반은 카불
정부를 제외한 채 도하에서 2020년 2월 29일 탈레반과 합의에 서명
○ 합의 내용: 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안전보장을 저해하는 어떤 집단
이나 개인이 아프가니스탄의 영토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 ② 아프가
니스탄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의 일정표를 밝힘, ③ 2020년
3월 10일부터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정부 측과 협상을 시작, ④ 아
프가니스탄의 국내 정치세력 간 협상에서는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정
전을 포함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미래에 관한 합의 도출을 논
의한다는 것
- 그밖에 상호간 포로의 전면 석방, 탈레반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
검토, 아프가니스탄 국내 정치세력 간 협상에 대한 미국의 불개
입, 이 협상을 통해서 형성되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정부의 재건
을 위한 미국의 경제협력 등에도 합의
○ 카불 배제의 결과: 그러나 카불정부와 탈레반의 협상이 진척하지 않
은 상황에서 미국의 철군이 진행되면서, 탈레반의 공세에 카불이 급
작스럽게 함락되었고, 미국과 카불정부 그리고 탈레반 모두가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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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런 상태에 직면했음.

다. 철군
1) 2021년 상반기의 상황
○ 각국 잔여 병력의 철수: 2월 17일 뉴질랜드는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하고 있는 자국 잔여병력 6명을 5월까지는 철수한다고 발표. 6월 18일
오스트레일리아 병력이 철수
○ 바이든의 결정과 우려: 3월 12일 워싱턴포스트는 미 정부가 철군
을 늦출 것 같다고 보도.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사이의 협상과 공존
을 제안을 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탈레반의 묵인 하에 2,500명의 미
군 철수를 늦춘다는 것. 미 국무장관 블링컨은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가니와의 통화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면 탈레반의 “신속한 영토
장악”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제안을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경고
- 블링컨은 가니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탈레반과 카불 정부의 순조
로운 협상을 위해서 ① 유엔에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이란, 인
도, 미국의 외상이 참여하는 회의의 소집을 요청했음, ② 할릴자
드 대사와 협력하여 포괄정부 구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 ③ 고위
급 회담을 위해 터키 정부에 환경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으니,
④ 탈레반과의 협상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요청
- 4월 14일 바이든 대통령은, 2001년 10월 7일 당시 미 대통령 조
지 부시가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선언한 백악관의 트리티 룸
(Treaty Room)에서 TV 중계를 통해 “전쟁을 영원히 종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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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다”는 성명을 발표. 5월 1일부터 철군을 시작할 것이라면
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외교적, 인도주의적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명. 파키스탄,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에게도 아프가
니스탄에 더욱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
○ 탈레반의 공세: 6월 4일 미국의 소리 방송은 외국 주둔군이 철수
함에 따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남부의 제7구역을 정부군의 저항
에 직면하지 않고 장악했다고 보도
- 6월 8일 역시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 중부군(CENTCOM)이 전
체 철군 계획의 50% 이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면서, 바이든 대
통령이 4월에 설정한 철군 마감 일자인 9월 11일보다 훨씬 앞서
철군을 완료할 것 같다고 보도
- 6월 2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정보기관들이 미군이 아프가니
스탄에서 철수하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6개월 내에 붕괴할 것이
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보도
- 7월 9일 아프가니스탄 북부 발흐 주(주도: 마자르 이 샤리프)에서
는 탈레반이 주민들에게 전단을 배포하며 새로운 탈레반 정부는
오마르 집권 당시의 탈레반과 비슷한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
- 같은 날인 7월 9일 힐-해리스엑스(Hill-Harris)X사는 미국인의
압도적 다수가 미국의 철군을 지지한다는 자체적인 여론조사 결
과를 발표. 32%는 적극 지지, 42%는 다소 지지, 27%만이 철군결
정에 반대한다는 것
○ ISIS-K의 카불공항 폭탄테러: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의 난가르하르
에 은거하고 있는 IS-호라산의 자살폭탄 테러로 최소한 민간인 60명
과 미군 1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전 세계와 미국 그리고 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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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IS-호라산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테러행위
-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과오를 지적하는 견해도 있
음.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조건과 일정을 관철하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탈레반이 합의한 일정에 따르려다 혼란이 초래된 것
이라는 주장10
- 8월 27일 미 중부군은 난가르하르의 테러 용의자 3명에 대한 공
습을 단행. 카불을 장악한 탈레반 정부는 미국에 영토의 침범에 구
두로 항의했지만,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음.
- 8월 31일 미국의 Pew 리서치센터는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수행
된 여론조사의 결과 미국인의 54%가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이
“옳았다”고 답했다고 발표. 42%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답변
2) 철군 이후의 상황: 탈레반 임시 내각
○ 탈레반 중국 경도의 징후: 9월 2일 탈레반 대변인 자비훌라 무자히드
는 외국 군대 철수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중국의 재정원조에 주로 의
존할 것이라고 밝힘. 이날 이탈리아의 라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
서 그는 탈레반은 중국의 지원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싸움을 할 것이
라고 언명
○ 탈레반 임시내각: 9월 7일 탈레반은 임시내각의 구성을 완료하고 33
명의 명단을 발표. 20년 동안의 치열했던 전쟁과 저항의 경험은 많
은 것을 바꾸어 놓았음.
- 세대교체-1: 우선 탈레반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음. 2002년 5월
10. Sebastien Roblin. 2021, “The Afghanistan airport explosion happened under Biden
but traces back to Trump,” nbcnews.com, August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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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라 오마르가 파키스탄에서 구성한 탈레반 최고지도부 구성원
12명 가운데 새로운 임시정부에 이름을 올린 것은 총리 모함메드
핫산 아훈드, 제1부총리 가니 바라다르, 외무상 한 무타키, 수력전
기부 장관 압둘 라티프 만수르 등 3명뿐
- 세대교체-2: 잘랄루딘 하카니의 계승자들인 할릴과 시라주딘이
각각 내무장관과 난민담당 장관으로, 그리고 오마르의 아들 모함
메드 야쿠브가 국방장관으로 임명됨.
- 대미관계 변화의 징후 1: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무능력한 인
물’로 평가한 모함메드 핫산 아훈드를 총리로 임명한 점임. 잘 알
려지지 않은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탈레반이 더 이상 대미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의도, 호전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대미관계 변화의 징후 2: 또한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어 온 주화파
인물들을 여전히 기용하고 있다는 점. 압둘 가니 바라다르는 물론
외무장관에 임명된 칸 무타키, 외무차관으로 지명된 모함메드 압
바스 스타넥자이의 기용은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제2기 탈레반 정
부가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요컨대 탈레반 정부의 향후 대외, 대미 노선이나 정책은 주전파인
하카니들과 야쿠브, 그리고 주화파인 가니 바르다르와 무타키 등
의 동선 변화로 가늠할 수 있을 것임.
○ 탈레반의 변화 징후: 11월 7일 탈레반 정부는 11월 8일부터 4일 간
의 소아마비 백신 접종 캠페인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
- 탈레반 정부의 공공보건부 장관 칼란다르 에바드 박사는 소아마
비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영구적인
불구가 될 수 있다며, 5세 미만의 아프가니스탄 어린이 1천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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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명
- 백신 접종이 이슬람 율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백신 접종을 주장
하는 의사들이 서방의 스파이라고 거부하는 일부 강경세력의 반
대를 뿌리치고 실시하는 것으로 보임. 탈레반 정부가 국제사회와
의 협력과 지원을 기대하며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임.
- 같은 날 탈레반 정부는 미 의회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미국이 동
결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해외자산 95억 달러의 해제를 비롯
한 금융 제재를 풀어줄 것을 요청. 탈레반 정부의 외상 아미르 한
무타키는 국제사회의 금융지원에 대한 제재와 정지는 주로 해외원
조에 의존하는 아프간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서한에서 주장
- 미국은 탈레반이 군사력으로 강권정치를 지속하는 한 비인도주의
적 원조는 정지될 것이라고 응수. 그러나 인도주의적 원조는 계속
될 것이며, 금년에만 4억7천4백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힘. 유엔
과 인도주의 단체가 동절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
겠다고 강조

라. 전망
○ 중국, 러시아, SCO 변수: 철군이 완료하기 전인 2021년 6월 18일 미
국의 소리 방송은 “미군의 철수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의 안보
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여지가 생겼다”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
에 중국과 러시아가 관여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는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파키스탄, 타
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정식 가맹국이며, 아프가니스탄, 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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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 이란, 몽골이 옵저버 국가로 참여하고 있음. 이 기구는 국경
분쟁의 해결, 테러리즘과 분리주의, 그리고 극단주의의 척결을 위
한 협력기구, 이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발 테러리즘과의 싸움을
강조할 것이며,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진행
할 것으로 보임.
- 이미 2021년 4월 14일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은 철수하지만, 외교적, 인도주의적 작업은 지속할 것이라고 언명
했었음. 중국을 비롯하여 파키스탄, 인도, 러시아, 터키에게도 아
프가니스탄에 더욱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었음. 즉 아프가니스
탄 문제의 해결에 주변국의 경제적 관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계속
할 것으로 보임.
- 2021년 3월 블링컨이 가니에게 보낸 탈레반과의 협상 촉구 서한
에서도, 미국은 유엔에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이란, 인도, 미국
의 외상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요컨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로부터 완전히 발을 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미국 단독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철군’이었
음. 미국은 지역의 관련 국가들이 집합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문제
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다자회담’, ‘다자안보체제’의 형식으로 아
프가니스탄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것을 보임.
○ “미국이 돌아왔다”는 말의 의미: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 동맹 강화
외교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표방하는 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인 9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보장을 위한 AUKUS를 발족했고, 비슷한 맥락의 취지를 지닌 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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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정상회담을 개최했음.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복귀했고, 12월에
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 이러한 대외노선의 맥락에서 보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서방 국가들의 안보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임.
-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그리고 SCO의 대 아프가니스탄 적극외
교는 새로운 탈레반 정권의 개방정책과 민주화보다는 권위주의
정부 그룹으로의 귀속을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아프가니스
탄의 탈레반에 대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는 외교를 개시할
것으로 보임.
- 민주주의의 가치와 더불어 인권 즉 여성의 인권과 아동의 교육 억
압에 관한 탈레반 정부의 억압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재
에 나설 것으로 보임. 이는 미국의 여론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치이며, 미 민주당이 표방하는 가치이기도 함.
- 9/11 테러 이전 오마르의 탈레반 정권과 미국 사이에 진행된 탈레
반 정부의 승인문제에 관한 협상이 실패한 이유도 여성의 인권과
아동 교육에 관한 당시 미 민주당 정부의 요구를 탈레반이 수용하
지 않았기 때문11
○ 대 테러 전략의 변화: 아프가니스탄에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안보
를 위협하는 IS-호라산과 같은 테러조직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의
소탕을 위해서 미국은 새로운 탈레반 정권과 협력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 드론을 이용한 공습 즉 over-the-horizon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11. Jonathan Cristol. 2019, The United States and the Taliban before and after 9/11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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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만, 아프가니스탄 영토 내에 공격을 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
므로 이 경우에도 탈레반 정권과의 협력은 불가피함. 더욱이 테러
조직에 대한 정보는 인적 접촉에 의한 정보(humint)를 필요로 하
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 탈레반 정부 역시 도하 합의에 따라 미국과 서방을 공격할 테러조
직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소탕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미국과 협력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탈레반 ‘정부승인’의 문제: 2022년 부각될 외교적 문제로 가장 주목
해야 할 것은 탈레반 정부의 승인문제임. 1996년-2001년 제1기 탈
레반 정권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고립상태(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만이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정부를 승인)가 아프가니
스탄과 서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결국 탈레반 정부의 오사마 빈
라덴 비호로 이어졌으므로, 새로운 탈레반 정부의 승인문제는 미국
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임.
- 20년 전쟁을 치른 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부승인의 정책을 취
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관한 한 미국 이외의 나라들의 정책에 미
국이 뒤를 따르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많음.
- 2021년 9월 13일 스위스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적 지
원에 관한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이 아프가니스
탄에 1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 10월 12일에는 EU가 10억
유로를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지출하기로 결정. 아프가니스탄 정
부의 승인문제도 미국은 유럽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한 집단적 결
정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큼.
- 중국, 러시아 그리고 SCO 가맹국들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승인 문
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경우에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도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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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될 것임.

마. 제언
○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필요: 한국은 아프가니
스탄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정책을 추
수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하는 자세를 취해 왔음. 특히
탈레반이 카불의 권력을 장악했을 때는 물론 반정부 집단으로 전락
하여 게릴라 활동을 지속할 때에도 이들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고 있
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탈레반은 물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이 2007년 ‘샘
물교회 선교단 피랍’과 같은 사건을 초래. 그럼에도 이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높아지거나 깊어지지 않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듯 보임.
- 2021년 8월 미군의 철수와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발생으로 아프
가니스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난민정책에 대한 논의도
잠시나마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계절이 달라진 2021년 11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도의 태도나 정부의 정책, 국민적
관심은 다시 미국의 철군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줌.
- 정부와 연구기관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폭과 깊
이가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대아프간 경제정책 및 난민정책의 구체화 필요: 2021년 8월 23일
새로운 탈레반 정부의 문화위원회는 탈레반이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
받기를 원하며 한국과의 경제협력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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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전 세계로부터 아프간의 합법적인 대표 정부로 인정받기를 희망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아프간의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고 언명. “리튬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아프가니스탄이 “전
자 제조업 분야의 선도 국가인”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는 의향을 피력
했음.
- 경제적 이익의 정도와 관계없이 아프가니스탄과의 적극적 협력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임. 탈레반 정부의 경제적 성취
가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도 직결되는 문제일
것임.
- 경제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문제들(인권, 난민, 기아 등 민주주의와 인도주의의 문제들)에 적
극적으로 발언하고 기여하는 정책을 취해야 할 것임.
○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2010년 7월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
팀(PRT)은 카불 북쪽 파르완 주의 차리카르에서 활동을 시작했었
음. PRT 방호부대를 포함 총 인력 289명(민간인 49명, 경찰 8명, 군
232명)이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위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음.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역시 아프가니스탄에 사무소를 두고 공
적 개발 원조(ODA)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신정부와의 협력 사업은 이 사업들이 중단
된 시점의 상황에서 재개되어야 할 것임. 즉 이전의 성과를 정리하
고 그 위에 새로운 사업과 성과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한-아프간
관계의 맥락을 이어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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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
■ 바이든 행정부 대외 정책 기조1
○ 중국과의 경쟁 위해 민주주의와 동맹 동원
-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동맹의 가치를 경시한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둘을 미국의 주요한 외교적 자원으로 간주하
고 이를 적극 활용할 의사를 표명
- 민주주의 중시와 동맹의 적극 활용은 일면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중국의 경우 비민주주의 국가이고, 군사동맹국
으로서는 북한이 유일함. 이에 비해 미국은 전세계적인 동맹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월한 자원을 이용하여 권위주
의 국가인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1.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시절 Foreign Affairs 기
고문과 대통령 취임 후 발행된 “국가안보전략잠정지침”을 주로 참고했음. 이에 대해서는
Joseph R. Biden Jr., 2020,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Foreign Affairs, 99:2 March/April: 64-76;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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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주의를 통한 기후 변화 및 핵 비확산 문제 대응
-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변화 문제를 국제협력이 시급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천명
- 취임 첫 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조약에 재가입
-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미국과
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기후 변화 문제를 미국
과의 전략 경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뜻을 비추고 있음.2
- 바이든 행정부는 핵 비확산 문제 역시 다자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
이며, 이란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음.
○ 대외경제정책의 목표를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설정
- 외교정책, 특히 대외경제정책(foreign economic policy)의 성
과가 중산층에 돌아가도록 하는데 주안점
- 미･중 간 치열한 무역 전쟁은 물가 상승으로 중산층에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중산층 우선 대외경제정책은 미･중 간 무역 전쟁을
완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최근 10월 31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완화의 한 방안으로 미･중
양국 간 상호관세 인하를 언급했음.3

○ 국내정책이 곧 외교정책임을 역설
- 미국의 외교정책의 주요 결정자들은 미국의 쇠퇴론을 인정하지 않

2. Raymond Zhong. 2021, “On Climate, the U.S. and China See Some Common Ground.
It May Not Be Enough,” New York Times, November 15.
3. Remo Casilli. 2021, “Yellen Says Reciprocal Lowering of Tariffs Could Help Ease
Inflation,” Reuters, Novem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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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미국이 다시 경제적 활기를 회복하고 국내적 역량을 제고한다
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4
- 이러한 맥락에서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교량, 인
터넷망, 도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법안을 추진했으며,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조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구축 법안
(infrastructure bill)에 대한 양당 간 합의를 결국 이끌어 냈음.5
■ 미･중 전략 경쟁의 진행 양상
○ 2021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간 열린 미･중 간 장관급 대면
회담이었으며 양측의 날선 긴장 관계를 확인
- 미국의 앵커리지에서 열린 이 회담에서는 미국에서는 앤소니 블링
컨 국무부 장관,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당 상무위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참여하여
양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임.
- 이틀간에 걸친 긴 회담 후에도 어떠한 형태의 합의문이나 공동성
명도 채택되지 않았음.6
* 이 회담은 대면회담으로 약 1시간 10여분 정도의 초반 대화가 공개되었는데, 중
국 측은 미국의 흑인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미국과의 기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으려는 공세적인 태도를 보였음.7

4. Kurt M. Campbell and Rush Doshi. 2020, “The China Challenge Can Help America
Avert Decline: Why Competition Could Prove Declinists Wrong Again,” Foreign
Affairs, December 3.
5. Jim Tankersley. 2021, “Biden signs infrastructure bill, promoting benefits for Americans,”
New York Times, November 16.
6. New York Times. 2021, “Tense Talks With China Left U.S. ‘Cleareyed’ About Beijing’s
Intentions, Officials Say,” March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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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과 5월에 각각 열린 미･일 및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에 중국의 “핵심 이익”이며 내정 문제라고 주장하는 대만 문제에 대
해 언급함으로써 중국과의 대결 의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동맹국
들의 지지를 간접적으로 유도
* 한･미 정상회담 역사상 대만 문제가 공동성명에 거론된 적이 없었으며, 미･일 정상
회담 공동성명에서는 1969년 미국 대통령 닉슨과 에이사쿠 총리 간 회담에서 언급된
이래 거의 40년 만이라고 함.8

○ 2021년 5월 말 경에 백악관의 아시아 차르라고 불리는 커트 캠벨은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은 종결되었으며,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경쟁
임을 선언함으로써 양국 간 대치가 더욱 심해질 것을 예고함.9
○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 간의 첫 정상회담이
2021년 11월 15일 개최됨.
- 무엇보다 회담의 성과는 바이든 대통령이 양국 간 경쟁이 충돌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는 점과, 대만 문제에 대
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고수 의사와 대만해협에서의 현상
유지에 대한 강력한지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대만 문제가 양국
간 군사적 충돌과 동아시아의 안보 불안 요소로 확대되는 것을 어
느 정도 차단했다는 점임.10

7. C-SPAN 의 동영상 클립 참고,
https://www.c-span.org/video/?c4953159/user-clip-2021-0318-us-china-sum
mit-anchorage-alaska (2021/11/07).
8. Keoni Everington. 2021, “US Presses Japan to Issue Joint Statement in Support of
Taiwan,” Taiwan News, April 15.
9. Peter Martin. 2021, “Biden’s Asia Czar Kurt Campbell Says Era of Engagement With
China Is Over,” Bloomberg, May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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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정상 간 회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동성명도 채택되지 않
았으며, 양측은 회담 이후 각각의 입장문을 발표했음. 각각의 입
장문은 양국이 합의한 문서가 아닌 까닭에 정상회담에 대한 아전
인수격의 해석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향후 관련 문제가
대두될 시에 양측 간 분쟁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대만에 대한 독립을 지
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지만, 미국이 “대만에 대한 독립을 지지하
지 않는다”는 명시적 표현을 했는가는 의문임.11

■ 미국 이란 간 핵 협상
○ 포괄적 행동계획(이하 JCPOA) 복귀 문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합의인 JCPOA에 복귀할 것을 공언
-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방지를 위해 P5+1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독일)의 다자간 합의를 통해 JCPOA를
체결했으나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가 이란의 핵보유 방
지에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탈퇴를 선언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
통령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JCPOA로의 복귀 의사를 밝힘.
○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6차 회담이 열렸으나 현재는 교착 상태
- 이란은 미국이 JCPOA 탈퇴국가라는 이유로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거부, JCPOA 합의 당사국들인 P5와 독일 및 EU를 통한 미국과의

10. Steven Lee Myers and David E. Sanger. 2021, “U.S.-China Summit Produces Little
More Than Polite Words, but They Help,” New York Times, November 17.
11. Voice of America. 2021, “US, Chinese Leaders Share Differing Interpretations on
Taiwan,” Novemb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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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협상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6차
회담(six round talks)이 진행됨.
○ 6라운드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JCPOA 복귀를 위한 합의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들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첫째, 미국은 JCPOA의 복귀 조건으로 이란이 핵 개발을 JCPOA
합의 시의 상태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란은 미국의
JCPOA 탈퇴 이후 우라늄 농축도와 양을 꾸준히 늘려왔으며 저농
축 우라늄의 농축도 상한인 20%를 훨씬 상회하는 60%의 우라늄
농축도를 최근 IAEA에 보고한 바 있으며, 이는 핵무기에 사용되
는 핵물질 농축도 90%에 점점 근접하고 있음. 최근 2021년 11월
기준으로, 이란은 핵무기 보유 시점(보통 breakout point라는
용어를 사용)에 한두 달 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러
한 우라늄 농축기술의 진보는 개량된 원심분리기 설치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미국은 이러한 우라늄 농축에 사용된 핵개발 시설
의 가동 중지와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란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음.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란의 핵
기술 역시 진화하였으며, 이를 이전의 기술 수준으로 돌리도록 요
구하는 것에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
- 둘째, 이러한 미국의 JCPOA 합의 당시로의 환원 요구는 미국 내
공화당의 거센 반대와도 관련되어 있음. 야당인 공화당은 JCPOA
가 이란의 장기적 핵개발이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약을 명
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 왔으며, 특히 공
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공공연히 바이든 대통령의 JCPOA 복귀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음. 이를 반영하여 블링컨 국무장관은
보다 “장기적이고 강력한(stronger and longer)“ 합의를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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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것을 공언했지만, 이란은 JCPOA의 범위를 넘어서는 합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음. 즉 국내정치적 이유로 미국은 JCPOA보다
강력한 합의, 즉 이란의 핵개발을 장기적으로 원천봉쇄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바이든 행
정부의 운신의 폭을 더욱 좁히고 있음.
- 셋째,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한 전
력을 들어 재합의를 하는 경우 미국이 이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보
장을 이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러한 보장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12 양국 간 합의에 장애 요인으로 작
용. 특히 이 문제는 이란의 제재 완화 요구와 맞물려 향후 협상에
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임. 이란은 경제 제재 완화를 통해
해외 투자 유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의 불
확실성이 제거되어야 하며, 이는 합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13 이란은 미국의
JCPOA 탈퇴 이후 GDP의 급속한 추락을 경험 한 바 있으며, 따라
서 경제회복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임.
* 이란은 2015년 JCPOA 타결 이후 12.5%에 이르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미국의 탈퇴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무차별적인 경제 제재의 여파로
2017년 4453억 달러에 이르는 국내총생산이 2018년에는 2943억 달러로 급
감했으며, 2020년에는 1917억 달러를 기록했음. 단순히 국내총생산뿐만 아니
라 무역수지, 인플레이션, 실업률 등도 모두 악화된 상황이며, 경제 제재의 여파
가 이란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음.14

12. David E. Sanger, Lara Jakes and Farnaz Fassihi. 2021, “Biden Promised to Restore
the Iran Nuclear Deal. Now It Risks Derailment,” New York Times, July 31.
13. Ali Vaez and Vali Nasr. 2021, “How to Save the Iran Nuclear Deal,” Foreign Affairs,
September 21.
14. 이란의 GDP 통계 자료는 https://data.worldbank.org/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자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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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이란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열렸으며,
전임 대통령보다 대미 강경파로 간주되는 에브라임 라이지(Ebrahim
Raisi)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협상은 경색 국면에 돌입
* 새로이 취임한 라이지 대통령은 9월 전 주에 열린 유엔 총회에는 불참하고 상하이
협력기구(SCO) 회의에 참석했음. 이 회의에서 이란은 SCO의 정식 멤버로 가입이
확정되었음. 이는 이란이 서구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높이려는 의도를 반영함.15

■ 미국 이란 간 핵 협상이 북핵 문제에 주는 함의
○ 북한의 경우 핵무기와 발사체의 개발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북한
스스로도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상태인 반면, 이란은 핵무기 개발
에 근접한 상황이지만, 실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개발까지는 수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하지만, 북한과 이란 모두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악의 축”이라
고 부를 정도로 미국이 적대시해 온 국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북한과 이란 모두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으며, 경제
제재의 완화 혹은 해제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함.
○ 이러한 유사점을 고려해 볼 때, 이란 핵협상의 전개 과정은 북한 핵
문제에 관련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

Abigail Ng. 2021, “These 6 Charts Show How Sanctions are Crushing Iran’s
Economy,” CNBC, March 23.
15. Nazia Fathi. 2021, “What Will SCO Membership Mean for Iran?,” Middle East
Institute, September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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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이러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양국 모두 미국과의 협
상에서 불신의 문제가 협상 타결의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
히 비록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과연 향후 미국이 합의를 철회하
지 않을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이란은 약속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한 보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괄 타결안은 어렵고, 장기간에 걸친 행
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적 해결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측
됨. 특히 이란 모델에 적용된 해결 방안은 북한 핵문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어떠한 해결 방안이 모색･채택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이란과 북한 모두 미국의 경제 제재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의 완화나 해제를 원하고 있지만, 이란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
은 약속한 경제 제재마저 쉽게 해제하지 않고 있음. 이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협상의 중요한 레버리지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됨. 제재 완화가 쉽
지 않다면 북한 역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더욱 심해질 것
으로 예측됨.
■ AUKUS의 등장과 그 의미
○ 2021년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정상은 AUKUS로 명명한
3개국 안보 협력체 발족을 선언
○ AUKUS 3개국 합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호주에게 핵 잠수함 기술
을 이전함으로써, 호주가 향후 2040년 정도까지 최소 8대의 핵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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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임.
- 사실상 언제까지 핵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확실한 시간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호주가 AUKUS 합의와 동시에 철회한 프랑스와의
디젤 잠수함 건조 계획은 2030년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며,
이를 고려하면, 핵 잠수함의 건조는 2030년대 후반 정도로 예측
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2040년경이 되어서야 비로
소 핵 잠수함 편대가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AUKUS 국가들의 호주 핵 잠수함 추진 계획은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가짐.
○ 첫째, 미국의 AUKUS 수립은 기존의 유럽 중심의 안보 전략이 보다
확고히 아시아 중심의 안보 전략으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함.
- 프랑스가 독일과 더불어 나토의 핵심적인 멤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상당히 의외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유럽과 나
토에 대한 안보 공약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16
- 프랑스 역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해 온 만큼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간의 안보 협력이 약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둘째, 미국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호주의 핵 잠수함 건조 계획은
기존의 핵비확산 레짐인 NPT 체제에 위협
- NPT에 가입한 국가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IAEA의 안
전보장조치(safeguards)를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안전보
장의 예외조치로 “금지되지 않은 군사적 활동(non-proscribed
16. Steven Erlanger. 2021, “The Sharp U.S. Pivot to Asia Is Throwing Europe Off
Balance,” New York Times, Septemb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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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activities)”17을 허용하고 있음. 즉 이와 같은 활동에 대
해서는 IAEA의 사찰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예의조치
가 적용되는 사례가 바로 핵잠수함에서 가동되는 원자로이며, 미
국과 영국은 이러한 예외조치를 적용함으로써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했음.
- 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모든 핵잠수함은 우라
늄 농축도 20% 이상인 고농축 우라늄(HEU)으로 실제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의 농도는 90% 이상으로 이러한 우라늄은 바로 핵
무기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점이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18
- 어떤 학자는 중국 견제라는 큰 목적에 비추어 볼 때, NPT 체제에
대한 위협은 크지 않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들은 별 문제없이 허
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19, 다른 학자들은 이로 인해 비확산 체
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IAEA 사무총장
역시 핵 보유를 원하는 국가들이 이러한 허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음. 실제로 이란은 2018년에 핵잠수함 건조
의사를 IAEA에 타진한 바가 있다고 함.20

17.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972,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Agreements between the Agency and State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Vienna, Austria: IAEA): 5. 특히
14조 (a)항을 볼 것.
18. Hidemitsu Kibe and Shogo Akagawa. 2021, “AUKUS Pact Delivers Blow to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Nikkei Asia, October 21.
19. Caitlin Talmadge. 2021, “Don’t Sink the Nuclear Deal,” Foreign Affairs, September
27.
20. Julian Borger. 2021, “IAEA chief: Aukus could set precedent for pursuit of nuclear
submarines,” The Guardian, October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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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군사 기술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간주되는 핵추진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겠다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보다 강화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더욱 강화된 미국의 장기적 대 중국 견제 전략을
의미함.
- 기밀 중에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핵추진 기술을 타국에 이전하겠
다는 것은 미국의 대 중국 견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호주 핵잠수함의 배치가 빨라야 2030년대 후반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장기적 포석
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AUKUS의 출범으로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은 장기적
으로 지역의 핵 무장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임.
-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핵 잠수함 보유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
으며, 따라서 호주의 핵 잠수함 보유 계획에 따라 한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음.
* AUKUS에 따른 NPT 체제의 동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논자들은 많은 경우
에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음.21

-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인 제니퍼 린드(Jeniffer Lind)와 데릴 프레
스(Daryl Press)는 공저한 논문에서 한･미 동맹의 향후 대안으로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통해 핵 억지력을 갖도록 해야 한
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한국의 핵무기 보유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AUKUS 합의는 이러한 논쟁을 더욱 확

21. Adam Mount and Van Jackson. 2021, “Biden, You Should Be Aware That Your
Submarine Deal Has Cost,” New York Times, September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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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재생산시킬 수 있음.22
○ NPT 조약을 탈퇴한 북한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 NPT 체제의 유지를 강력히 지지할 것이며, 지역의 핵
보유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측됨. 특히 한국의
핵 보유 움직임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의 핵 잠수함 추진 움직임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
내나 트럼프 행정부의 탑-다운 방식은 지양될 것으로 예상했음.
○ 현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파악
하기 어려움.
-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 초기에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 작업(review)
에 착수했음을 밝혔고, 2021년 4월 30일 이에 대한 검토가 끝났
다고 백악관 대변인의 짧은 논평을 통해 밝혔음. 이에 따르면, 미
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했으며,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나 트럼프의 그랜드 바겐의 중간 지점을 찾을 것이라
고 밝혔음.23 하지만 이후 정책 검토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행 방안
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 알려진 바가 없음.

22. Jennifer Lind and Daryl G. Press. 2021, “Five Futures for a Troubled Allianc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3, No. 2: 357-380.
23. The White House. 2021, “Press Gaggle by Press Secretary Jen Psaki Aboard
AirForce One En Route Philadelphia, PA,” April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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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21일 개최된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현상유지
를 선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음.
- 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지지의 입장을 밝혔으나, 모든 대북 정책을 미국 및 일본과
긴밀하게 상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미국과는 완벽하게 보조
를 맞출 것을 주문하였음.24 이는 한편으로는 한국의 대북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의
정책적 이니셔티브가 미국의 완벽한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운신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미국은 한국의 제안이 자국의 이익에 철저
히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현상
유지에 정책적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이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미국이 현재 주도
적으로 추진할 만한 정책적 대안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
며, 따라서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소
극적인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 미국의 이러한 북핵 문제에 대한 현상 유지적 접근은 팬데믹에 의한
국내 경기 회복, 미･중 전략적 경쟁, 이란 핵 문제 해결 등 산적한 문
제들로 인해 북핵 문제에 전력할 수 있는 정책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됨.

24.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구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음. “We also agree to coordinate our
approaches to the DPRK in lockstep.” (이탤릭은 저자에 의한 강조임) The White House.
2021, “U.S.-ROK Leaders’ Joint Statement,” May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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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망과 정책 제언
■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에 대한 전망 및 정책 제언
○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의 완화와 경제 및 기술 경쟁의 격화 가능성에
대비
- 미･중 정상회담으로 대만 해협에서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
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
열해질 가능성이 높음.
- 바이든 대통령은 ”단순 명료한 경쟁“을 통해 중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으며, 이는 군사적 대치 국면의 조성보다는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큼.
- 1조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투자 법안(Infrastructure Bill)이 통
과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과의 경제･기술 경쟁에 본격적
으로 나설 여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음.
- 한국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보다는 경제･기술 경쟁이 낫다고 볼 수 있음. 즉 군사적 경쟁
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경제나 기술의 문제인 경
우에는 생존보다는 번영의 문제이기 때문임. 또한 경제나 기술 영
역은 기업과 시장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의
압박을 회피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치열한 무역 전쟁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국은 대 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출 및 수입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적 공약을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함.
* 많은 논자들은 미국이 AUKUS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안보 공약을 강화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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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관여는 부족하며, 이 점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음.25

○ AUKUS의 호주 핵 잠수함 건조로 인해 국내에서 핵 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핵 잠수함 논의는 결국 한국의 핵 무장 논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비핵화 논의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
- 호주의 핵 잠수함 보유로 인해 NPT 체제가 위협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 주장에 대해서 상
당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적극적 대화에 나서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핵 잠수함 보유 논리와 북한 비핵화 논리는 상호
충돌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대미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또한, 한국 핵 잠수함 보유 주장은 동아시아 지역에 핵 군비 경쟁
을 초래함으로써, 안보딜레마에서 말하는 자멸적 결과를 낳을 수
도 있음.
* 여기에서 자멸적인 (self-defeating) 결과란 군비 증강을 위해 엄청난 자원을
투자했지만, 결국 다른 국가들도 군비 경쟁을 통해 동일한 수준으로 군비를 증강
함으로써 상대적으로는 안보 증가 효과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함. 즉 자원만 낭비
하고, 안보 증진은 얻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26

- 따라서, 핵 잠수함 계획은 그것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므로 단순
히 민족주의적 감정에 기대어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

25. The Economist. 2021, “AUKUS reshapes the strategic landscape of the Indo-Pacific,”
September 25.
26. Charles L. Glaser. 2021, “The Security Dilemma Revisited,” World Politics, Vol. 50.
No. 1: 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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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심하게 검토한 후에 추진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주시 및 북한에 대
한 경제 제재 완화 미국에 설득 필요
- 미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란 핵 협상이 어느 정도 본 궤
도에 오른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 정부는 이란 핵
협상 과정을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북핵 문제 해결의 모
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를 미국 측
에 강력히 설득할 필요가 있음.
- 현 미국의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뉴욕 타
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란 케이스를
볼 것을 주문한 바 있음.27 이는 미국의 중요 외교정책 결정자가
이란의 핵문제를 북한 핵문제와 연계해서 보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란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의 유사성으로
인해 비슷한 정책이 적용되고 결과할 가능성이 큼.
- 이란의 새 대통령인 에브라힘 라이지는 북한의 자력갱생 식의 ”저
항 경제(resistance economy)“를 내세우며, 미국에 대해 비타협
적인 태도를 견지했으나, 경제 제재에 따른 국내 경제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국내적 반발로 미국과의 핵 협상을 포기하지는 않은 상
황임.28 북한의 경우, 미국과의 경제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은 크게 다르지만, 경제 제재의 완화는 북한에도 절실하게 필
요한 상황이므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하

27. Antony Blinken. 2021, “The Best Model for a Nuclear Deal with North Korea? Iran,”
New York Times, June 11.
28. David E. Sanger, Lara Jakes and Farnaz Fassihi. 2021, “Biden Promised to Restore
the Iran Nuclear Deal. Now It Risks Derailment,” New York Times, July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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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북한에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종전선언’안 보
다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완화를 설득하는 것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보다 나을 것으로 생각됨.
- 다시 말하면, 제재 완화안은 사실상 정치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또한 미국이 이를 일정
수준에서 수용한다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완화를 위한 신호로
간주할 수 있음.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경제 제재 완화
에 앞서 (혹은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조
치를 설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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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가 정권에서 기시다 정권으로 정치적 리더십 교체
■ 기시다 정권의 출범과 자민당의 파벌 역학 변화
○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이 자민당 총재에 당선(9월 29일)
-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에 따른 총재선거에서
당선된 기시다는 10월 4일 국회에서 제100대 총리로 선출
○ 기시다 내각 출범 열흘 만에 중의원을 해산한 뒤 실시된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절대 안정다수’ 획득
- 10월 31일 실시된 총선에서 자민당은 이전보다 15석이 줄기는
했으나 단독으로 과반을 크게 웃도는 261석을 획득했으며, 공명
당이 3석이 늘어난 32석을 얻어 연립여당은 총 293석의 ‘절대 안
정다수’를 획득함.
-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선거 전보다 13석이 줄어든 96석을 얻
는 데 그쳐 존재감이 크게 약해졌으며, 오사카를 근거지로 한 일본
유신회가 4배 가까운 41석을 획득해 제3당으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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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파’의 발족과 자민당 내 파벌 역학의 변화
- 호소다파의 호소다 히로유키 회장이 중의원 의장에 선출되면서
아베 전 총리가 파벌 복귀와 함께 회장에 취임해 ‘아베파’가 발족
했으며, 모테기 간사장의 舊 다케시타파 회장 취임이 결정되는 등
무파벌과 신인을 상대로 파벌 간 세력 확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
로 보임.
- 향후 기시다 총리가 당내 제1, 2, 3위 파벌에 끌려다니지 않고 독
자적인 색채를 내면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정권
의 명운이 달려있음.
■ 미･중 경쟁 시대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 스가 정권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면서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외교와의 일체화를 추구
- 2021년에 들어와 일본은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더욱 현재화(顯
在化)해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적극
적인 해양진출 움직임을 경계하면서 타이완정세에 대해 강한 관
심과 관여 의지를 표명함.
- 4월 27일 각의에 보고된 2021년판 외교청서는 중국과의 관계는
일본에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의 하나”라고 지난해 표현을 답습
했지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
고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중국을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
의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라고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위기감을
보다 강하게 표출함.
* 외교청서는 2020년 봄 예정되었다가 ‘연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 조정을 할 단계에 있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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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3일 각의에 보고된 2021년판 방위백서도 중국의 군사 동향
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
려”라고 강조했으며,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영해 침범을 거듭하는 중국 해경국의 활동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처음으로 비판함.
-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서 미･중 관계를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분
석한 것은 2021년판이 처음이었는데, 특히, 방위백서는 “중국-타
이완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면서 타이완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사
회의 안정에 중요”하다고 처음으로 언급함.
○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바이든 정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일본
- 3월 2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대립은
민주주의국가와 전제주의 국가 간의 싸움이라고 표현했는데, 미
국은 동맹이자 G7 멤버이며 미･일･호･인 4개국 협의체인 쿼드
(Quad)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의 제창국가인 일
본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에 적극적
으로 호응하고 있음.
- 3월의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와 4월의 미･일 정상회담에
서 양국은 기존의 국제질서에 합치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을 직접
언급하며 비판했으며, 중국이 ‘핵심이익’이라 부르며 중시하는 타
이완과 홍콩,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미･일 정상은 안보의 개념을 경제와 기술 문제로 확대했으며, ‘억
제력과 대응 능력(deterrence and response capabilities)’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와 우주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방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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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화”하기로 합의함.
- 특히,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일본은 동맹과 지역의 안보
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할 것을 결의(Japan
resolved to bolster its own defense capabilities to further
strengthen the Alliance and regional security)”한다는 내용
이 포함되었는데, 2+2 공동성명의 표현보다 훨씬 강화되어 일본
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미･일 2+2 공동성명(2021.3.16.): “일본은 국가방위를 강고하게 하고 동맹을 더
욱 강화하기 위해 자국의 능력 향상을 결의했다(Japan resolved to enhance its
capabilities to bolster defense and further strengthen the Alliance).”

○ 탈(脫) 아베 시험대에 오른 기시다 정권
- 10월 8일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얻은 ‘신뢰’를 기초로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고’ ‘일본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내고’ ‘지구 규모의 과제에 대응해 인류에 공헌하고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각오를 표명함.
- 미･일 동맹이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이라는 점에서는 이전
정권과 다름이 없는데, 기시다 총리는 구체적으로 ①미국을 비롯
해 호주, 인도, 아세안, 유럽 등의 동맹국이나 뜻을 같이하는 국가
와 연계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②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의 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개
정해 방위력의 강화와 경제안보 등 새로운 과제에 대처하고, ③핵
군축･비확산, 기후변화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일본
의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함.
- 11월 10일 출범한 제2차 기시다 내각은 친중국적이라고 아베와
아소 두 전 총리가 난색을 표명한 기시다파의 하야시 요시마사를

96

5. 미･일 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

외무상에 임명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유임되었는데, 수적으로 압
도적인 ‘아베파’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음.

나. 일본의 경제안보 중시와 방위력 증강 추진
■ 일본의 독립과 생존 및 번영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의 중시
○ 국가안전보장국에 경제 분야(경제, 기술, 감염증, 사이버 등)를 전담
하는 ‘경제반’을 신설해 경제안보체제를 강화
-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중국의 군민융합정책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2020년 4월 1일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에 경제반을 설치함.
-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감염의 확산이나 경제적
손실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경제반의 당면과제였으나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인공지능이나 양자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였음.1
- 자민당은 2020년 6월 4일 정조회장 직속으로 ‘신국제질서창조전
략본부’(이하 전략본부)를 설치했으며, 12월 22일 『‘경제안전보
장전략’의 책정을 향하여』라는 보고서에서 경제안전보장전략을

1. 국가안전보장국에 경제반이 신설되면서 외무성 조직도 개편되어 2020년 8월 종합외교정책국
내의 신안전보장과제정책실이 경제안전보장정책실로 개편했음. 또한, 국제법국에 ‘경제분쟁처
리과’를 신설하고 경제국 소속 국제무역과의 국제경제분쟁처리실을 개편해 과로 승격시키고 인
원도 확충함. 毎日新聞, 2020년 8월 1일. 이것은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
치를 발표한 데 대항해 한국이 WTO에 제소하면서 발생한 한일 간 무역분쟁에 대한 대응책의 일
환이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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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책정하고 2022년 통상 국회에서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
법’(가칭)을 제정하라고 제언했음.
- 특히, 자민당의 보고서는 경제안전보장을 “우리나라의 독립과 생
존 및 번영을 경제면에서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와 ‘전략적 불가결성의 유지･강화･획득’이라는 두 가지 개념
을 제시했음.2
- 2021년 5월에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 전략본부는 연내를 목표로
‘경제안전보장전략’을 책정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차기 ‘국가안전
보장전략’에 포함하도록 요구했으며,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해
상물류, 금융, 의료’ 등 5개 전략기반산업 이외의 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라면서 예산, 인력 및 법
정비 등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힘.
○ 경제안보담당상 신설과 반도체산업의 재생
- 기시다 총리는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경제안보담당상(고바야시 다
카유키)을 신설한 데 이어 자민당 총선공약집(自民党政策BANK)
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계
하여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실현하면
서 경제안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2.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활동의 유지에 불가결한 기반을 강인하
게 함으로써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타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국민생활의 지속과 정상적인
경제운영을 실현하는 것”이며, ‘전략적 불가결성’이란 “국제사회 전체의 산업구조 속에서 우리나
라의 존재가 국제사회에 불가결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확대해감으로써 우리나라의 장기적･지속
적인 번영 및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두 가지 모두 중국을 강하게 의식한 것으로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이 일본에 경제적 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
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음. 自由民主党政務調査会新国際秩序創造戦略本部, “新国際秩序創
造戦略本部中間取りまとめ~「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1」に向けた提言~,” 2021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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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반도체산업의 재생을 목표로 첨단반도체의 국내개발과 제
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기업 유치와 공동연구를 지원하겠
다는 것이 포함되었는데, 2019년부터 경제산업성이 일본 국내 유
치를 추진해온 타이완의 TSMC가 첫 번째 지원 대상이 됨.
-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TSMC는 10월 14일 2024년
가동을 목표로 구마모토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는
데, 특정 물자나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자유무역에도 반한 것임.
- 미･중이 자국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전략적 이익 확보를 위해 경
제적 수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경제･기술 패권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하는 시대에는 미･중의 경제분쟁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 경제안보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트럼프 정권이 중국에 경제제재를 가할 때 남용된 것이 GATT 제
21조에 입각한 안전보장상의 예외였는데, 중국도 2021년 6월에
제정한 ‘반외국 제재법’에 따라 외국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의 외교
정책이나 원칙, 입장에 반한 행동을 하거나 중국 국민과 조직에 대
해 차별적인 조치를 하면 중국도 상응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했음.
- 일본은 경제안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각료와 전문가
로 구성된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를 설치하고 경제안보를 뒷받
침하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각관방에 ’경제안전보장법제 준
비실‘을 만들었으며, 2022년 통상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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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의 핵심
서플라이체인
(공급망)

반도체나 희토류 등의 ‘중요물자’에 대해서 국내 생산을 보조금
으로 지원

기간 인프라

전력, 에너지, 항공 등 중요한 인프라 설비를 도입할 때 안전보장
상의 우려가 있는 국가 제품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사전 심사

기술 기반
특허 비공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에 정부 측이 자금 지원과 정보 제공
민감한 발명을 특허 출원할 때 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
고, 그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

○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
정할 것인지가 기시다 외교의 중요한 과제
- 경제적으로 중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2020년 중국과
의 무역총액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약 3,402억 달러였으나 일
본의 무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 최고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약 12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4년 연속 흑자를 유지함.3
- 반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면
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에 대해 일본은 ‘군사적 위협’이라는
말만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전투영역도 종래의 육해공만이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안보 형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센카쿠열도 주변 동중국해에서 해군 함정과 해경국 소속 선
박의 영해 침범이 증가하자 방위성은 2016년 3월 요나구니지마
에 160명 규모의 육상자위대 연안감시대를 주둔시켰으며, 2021

3.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21/114272012ce2ba22.html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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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월 중국 해경법이 시행되자 방위성은 2023년까지 전자파의
수집과 방해 활동을 하는 전자전 부대 배치를 결정하고 항공자위
대 이동경계대를 상주 배치로 전환함.
- 규슈 남쪽에서 센카쿠열도에 이르는 난세이(南西)제도는 중국이
설정한 제1열도선에 위치해 ‘접근 저지･영역 거부(A2AD)’ 전략
을 통해 안쪽으로 미군의 접근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적 요충지인
데,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방위에 불리한 난세이제도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음.
- 10월 8일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중국과는 안정
적인 관계를 구축해가는 것이 양국, 지역, 국제사회를 위해 중요”
하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계하면서 중국에 주
장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함과 동시에 대
화를 계속하고 공통의 여러 과제에 대해 협력해갈” 것이라고 말함.
- 이것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월 3일 국무부 외교 연설에서 ‘21
세기 최대 지정학적 시련’인 미･중 관계가 ‘경쟁적(competitive)’
‘협력적(collaborative)’ ‘적대적(adversarial)’일 수 있다고 말했
던 것과 일맥상통한 것임.
- 영토주권 문제인 센카쿠열도나 일본의 안보와 직결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친구’인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
게 대응하나 기후변화나 환경, 감염증 같은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
는 협력할 것인데, 일본은 중국의 태도를 보고 사안별로 다르게 대
응할 것임.
- 2022년은 일본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지 50년이 되는 중요한
해로 당시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는 고우치카이(기시다파)의 회장
이었으며, 기시다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10.8)
에서 국교 정상화 50년을 계기로 “건설적이며 안정적인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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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구축”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내년에 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지 특히, 2020년 4월 예정되었다가 연기된 시진핑 국가주석의 일
본 국빈 방문이 재추진될지가 최대관심사임.
■ 격변하는 안전보장 환경에 대응한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
○ 일본의 방위력 강화 의지와 GDP 대비 2% 방위비 추진
-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동맹과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자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결의를 표명했는데, 이것
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향상,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 등에 의해 일본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불확실성도 커
졌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임.
- 5월 25일 자민당 정무조사회는 일본의 종합적인 방위력 향상을
위해 방위비를 발본적으로 늘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기･장비,
게임체인저 기술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비의 대폭적인 증액, 방위
산업 기반의 강화와 인적 기반의 강화 등을 정부에 제언함.4
- 10월 12일 발표한 총선 공약에서 자민당은 2022년부터 방위력
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GDP 대비 1% 이내로 억제되어왔던 방
위비를 “NATO 국가들의 국방예산의 GDP 대비 목표(2% 이상)도
염두에 두고 방위관계비의 증액”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힘.
* 일본의 방위비는 제2차 아베 내각 등장 이후인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 연
속 증가해 2016년 처음으로 5조 엔을 넘어 매년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는데,
5조 3,422억 엔이었던 2021년도 방위비 요구 예산에 난세이(南西)제도 방위와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7천억 엔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6조 엔 규모

4. 自由民主党政務調査会, “激変する安全保障環境に対応した防衛力の抜本的強化のための提
言,” 2021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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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사상 최대가 될 뿐만 아니라 GDP 대비 1%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 자민당
이 공약 실천을 위한 의미 있는 일보가 될 것으로 보임.

-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면 현재 방위비의 약 두 배가 되어
세계 3위가 되며 자위대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한
늘어나는 방위비는 무기와 장비 구매에 사용해야 하는데, 2021년
무기와 장비 등의 구매와 연구개발비에 사용하는 방위비는 약
20%에 그쳐 연간 6조 엔이나 늘어나는 방위비의 사용처를 고려
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공약(空約)이라는 비판도 있음.5
○ 타이완 유사를 상정한 일본 자위대의 활동 확대 모색
- 7월 13일 기자회견에서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중국-타이완의 군
사적 균형이 전체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그 차
가 매년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 타
이완 유사를 일본 유사와 동일시하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음.
- 특히, 명백한 무력공격이 아닌 그레이존 사태가 장기화하면 일본
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위한 법적 정비를 추진해갈 것으로 보임.
- 2014년 7월 1일 일본 정부는 자위적 조치로서 집단적자위권의
제한적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결정을 했으며 2015년 4월 27일에
는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자위대의 활
동 범위를 일본(미일안보조약 제5조)과 극동(미일안보조약 제6
조)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했으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
안이 201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음.6

5. 田岡俊次, “防衛費GDP比2％」は“平和ぼけタカ派”の空公約,“ DIAMOND online, 2021년
11월 11일, https://diamond.jp/articles/-/287137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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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5일 아소 다로 부총리(당시)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라면서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는데, 향후 일본은 미･중 및
중국-타이완 갈등 정도를 반영한 다양한 사태별로 자위대의 대응,
나아가 미군과 자위대의 방위협력을 구체화해나갈 것으로 보임.7

상정 사태

자위대의 대응

중요영향
사태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우려가
있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사태

외국군에 대한 후방지
원, 선박검사, 수색활동

존립위기
사태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
국민의 생명, 자유 등에 명백한 위험이 초
래되는 사태,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고 필
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 등의 조건 하에
총리가 방위출동 명령

집단적자위권에 입각한
무력 행사
(미군 등에 대한 공격에
반격)

무력공격
사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발생하거나 발생
할 명백한 위험이 임박한 사태

개별적자위권에 입각한
무력 행사

○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한반도
- 2010년대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춰 방위력
을 증강해왔으나 잠재적으로 더 큰 우려는 군 현대화를 계속해온
중국이었음.

6.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선박검사활동법 등 기존 10개 법안을 일괄 개정하는 ‘평화안전법제정비
법안’과 함께 외국 군대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을 새로
제정함.
7. 자위대와 미군의 방위협력 내용을 구체화한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은 1978년 11월 27일
처음 제정되어, 1997년 9월 23일과 2015년 4월 27일 두 번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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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판 방위백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함께 처음 만든 ‘한
국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이라는 해설 코너에서 ‘2021-2025 국
방중기계획’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급격한 군비증강 배경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이관과 함께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
기 위해 북한만이 아니라 ‘전방위’ 위협에의 대응을 강조하고 있
다는 지적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음.
- OECD가 각국의 물가수준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구매력평가(PPP)
를 이용해 달러로 환산하면 2018년 한국의 국방비는 506억 달러
로 일본의 방위비 494억 달러를 넘었고 중기방위력정비계획상의
예상 증가율 1.1%와 한국의 국방중기계획상의 증가율 6.1%로 계
산하면 2025년에는 1.5배로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함.
-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향상을 자국의 안전에 대한 ‘중대
하고 긴박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이 저공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 시험하자 일본에서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요격이 불가능하면 공격받기 전에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소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
가 다시 주목받고 있음.
- 1956년 2월 29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후나다 나카 방위청 장
관이 대독한 답변에서 하토야마 이치로 총리는 일본이 “유도탄 등
에 의한 공격을 받을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
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권의
범위에 포함되고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적기지 공격 능력
의 보유가 합헌이라는 근거가 되어 왔음.
-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자 6월 자민당은 “자위
대에 의한 ‘책원지 공격능력’의 보유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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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제언을 했는데, 2017년 3월과 2018
년 5월에는 ‘적기지 반격능력’이라는 이름으로 보유 여부를 검토
하라고 다시 정부에 요구했음.
- 2020년 9월 11일 퇴임 직전 아베 총리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을 강조하면서 요격 능력 확보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담화를 발
표했지만, 스가 정권은 보유 여부 결정을 유보하면서 일본제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 연장과 함정 및 항공기에서 발사할 수 있
도록 개량하기로 함.
- 전후 일본은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고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
하지 않고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자국 방위를 위해 무력을 행사
한다는 전수방위를 방위전략의 기본방침으로 삼아왔음.
-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타국을 위협하는 일본이 군사 대국이 되
지 않겠다는 것과 표리일체를 이루는 전수방위와의 결별을 의미
하며, 일본이 동맹과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어느 정도로 방위력을
강화할지와 함께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
대한 문제임.

다. 2022년 전망과 한･일 관계
■ 일본의 존재감을 높여 미･중 사이에서 독자적 영역 확대 추구
○ 미･일 동맹 강화와 동시에 중일관계 개선 위한 돌파구 모색 예상
- 일본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고 있으나 미･중 양국이 전면적인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관
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데다 중･일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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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면 일본은 미･중이 결정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면서
자국의 존재감을 높임으로써 독자적인 영역 확대를 모색할 것으
로 보임.
-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일 관계 개선이라는 일견 모순적인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문제가 2022년 중 개정 예정
인 국가안보전략문서와 방위계획의 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양국이 확인한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특히 타이완 유사시의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이
2021년 말 혹은 2022년 초 개최 예정의 미일 2+2에서 어떻게 논
의될지 주시해야 함.
○ 일본이 방위비 세계 3위의 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
- 자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GDP 대비 2% 이상의 방위비 증
액이 실현되면 일본은 미국, 중국에 이어 방위비 규모 세계 3위 국
가가 됨.
- 그러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은 일거에 두 배로 방위비를 늘
리는 것은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면서 부정적이나 총선에서
제3당으로 약진한 보수성향의 일본유신회는 방위비 1% 제한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단기간에 실현될 가
능성은 낮음.
○ 2022년, 국교 정상화 50년의 중･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
- 2020년 6월 홍콩국가안전유지법의 시행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서의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중국 압박이
강화하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국제인권 담당 총리 보좌관에 나
카다니 겐 의원(전 방위상)을 임명하는 등 인권외교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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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의사를 표명함.
- 11월 11일 하야시 외상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일본방문에 관
해 코로나19를 포함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구체적인 일정 조정을 할 단계에 있지 않다”고 언급했으나 자민당
내에는 중국의 군사적 동향과 인권상황을 이유로 국빈 초청은 부
적절하다는 기류가 강함.
*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은 2008년 5월의 후진타오 주석의 일본방문이
마지막이며, 5월 7일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정치적 상호신뢰의
증진, 아시아태평양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발전에 양국이 공헌하는 ‘전략적 호
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 11월 18일 외교장관 전화 통화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하야시 외상
의 방중을 요청했는데, 자민당 내에는 하야시 외상의 방중은 “완
벽하게 잘못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내보내게 될 것”이라는 부정
적인 견해가 많음.
- 미국이 중국 인권 문제를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2022.2.4.~20.)
의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어떤 결정을 할
지 주목됨.
* 11월 19일 기시다 총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 보이콧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
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일본의 국익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생각
을 밝혔지만, 산케이신문은 11월 21일 외교 보이콧을 결단하라는 사설을 게재함.

- 기시다파는 1972년 9월 외상으로서 중･일 국교 정상화를 실현했
던 오히라 마사요시(1978.12.~1980.6. 총리 재임)를 배출한 파
벌로 자민당 내의 대중 강경파와 달리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
이 있어 기시다-하야시의 대중 외교를 주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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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혀지지 않는 일본과 한반도의 심리적, 정책적 거리감
○ 역사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경제와 안보, 국민감정 등으로 확대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 역사문제로 시작
된 한･일 갈등이 경제와 안보 문제로 확대되었는데,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인적교류가 축소･중단되면서 양국 국민의 심리
적 거리감도 좁혀지지 않고 있음.
- 더구나 한국의 진보정권과 일본의 보수정권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역사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하고 있어 정치적, 외교적
해결을 어렵게 함.
-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에 관한 한･일 및 한･미･일의
연계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악화한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종합군사력 세계 6위에 오른 군사 강국’(문재인 대통령
의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인 한국을 북한과 함께 일본의 안전에
대한 ‘우려’ 또는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배제 못 함.
- 일본이 제창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해 한국이 소
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인도, 호주, 유럽과 아
세안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외교
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앞으로 더욱 축소될 가능성도 있음.
○ 정책의 높은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북･일 관계 개선 가능성은 희박
- 국회 소신표명연설(10월 8일)에서 기시다 총리는 북일 평양선언
에 입각해 납치, 핵 및 미사일 등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과거를 청산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실현해가겠다는 역대 정
권의 대북정책을 답습함.
-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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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을 직접 만날 결의를 표명했지만,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
다는 북한이 “모든 납치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을 목
표로 한다는 일본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일본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여부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데, 일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타국
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이것은 전후 일본이 견지
해온 전수방위원칙에 반하며 선제공격이나 예방적 공격을 금하고
있는 유엔헌장에도 반함.
- 북한의 미사일 관련 기술이 고도화되어 “발사 징후 파악이나 조기
탐지, 요격이 어렵고 미사일 방위망의 돌파를 시도”(2021년판 방
위백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군사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외교를 통해 해결을 모색
하는 것이 더 현실적임.
■ 한국의 대통령선거와 한･일 관계
○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한･일 관계 개선은 난망(難望)
- 2020년 9월 보수성향이 강했던 아베 총리가 퇴임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 현안의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의 협의와 소통
을 강조하면서 대일 외교에 유연함을 보여왔지만,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한･일 관계에 생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차기 정부에 부(負)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대일관계
개선 의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으나 대일 메시지는 정치적으로 민
감하고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어서는 안 됨.
-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 한･일의 협력은 양국의 국익,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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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대일 공공외교가 필요함.
○ 일본은 한국의 대통령선거 과정과 결과를 주시하면서 대한 정책을
결정할 것이나 큰 틀의 변화 없이 연속성 유지 예상
- 기시다 정권의 대한국 정책은 기본적으로 아베-스가 정권의 정책
을 답습한 것이지만, 환경과 인구감소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협력을 중시하는 고치카이(宏池会) 출신의 기시다 정권은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호기가 될 것이나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 측
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2022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승리하면 기시다 정
권은 의외로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본 국내정치 특히 자민
당 파벌 정치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차기 정부와 한･미･일 관계
- 2022년 3월의 한국 대통령선거와 5월의 차기 정부 출범 전후 일본
에서 개최 예정인 두 번째 쿼드 정상회의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
하는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임.
- 11월 19일(워싱턴 시각)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캠벨 인도
태평양조정관은 미국･영국･호주 3개국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
(AUKUS)에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시사했는데, 이것은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과 우호국을 네트워크화하는 새로운 동맹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생각됨.
- 2022년 11월의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미국의 동
맹 관계 재편은 속도를 내면서 추진될 것이지만, 공화당이 승리하
면 정치적 타격이 커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도 동요할 것임.
- 2022년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기본방향과 목표,

111

Ⅱ

Ⅱ

국제정세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정책 문서를 결정할 예
정인데, 양국이 한국과 어떤 정책 협의를 할지는 향후 한･미, 한･
일 및 한･미･일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미일
과의 전략적 소통을 다양화하고 강화하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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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의 변화와 지속
■ 미국･중국･대만의 삼각관계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의 동학
○ 양안 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은 대만과 중국 각각의 국내정치적 요인
과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정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불
확실성을 높임.
- 상호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미국･중국･대만 삼각관계의 동학은
미･중 관계가 협력적일 때 양안관계도 안정되며, 미･중 관계가 대
립의 양상으로 흐르면 양안관계도 불안정해짐. 미･중 관계가 갈
등적인 상황에서 대만이 미국에 경사될 경우 대만 해협에서의 긴
장은 더욱 고조되는 관성이 존재함.
○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미국의 국내정치적 위기와 트럼프 정
부의 중국 때리기
-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2020년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
무역전쟁 및 기술전쟁을 벌이는 것이 2016년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발전을 실현하는 주요 수단이었음.
- 하지만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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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 세계 각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미국이 팬데믹의 타격
을 가장 크게 받은 국가가 되면서 경제 진작을 공약의 핵심으로 삼
았던 트럼프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되었음.
○ 민족주의 정서와 경제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완강
한 태도를 취하는 시진핑 체제
- 시진핑 체제는 민족주의 정서와 경제사회적 문제 등 내부 압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실무적으로는 다소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대등한 모습,
심지어는 완강하게 저항하는 태도를 보여줌.
- 이러한 중국의 태도가 트럼프로 하여금 대선 기간 중 더욱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도모하게 만들었음. 트럼프 정부는 무역전쟁과 기
술전쟁 외에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흔들기를 시도했음.
- 트럼프 정부는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 「타이베이 법
안(The Taipei Act)」 등을 제정함으로써 중국이 대만을 국제적
으로 고립시키고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을 방지함.
■ 바이든 정부, 트럼프 노선의 지속과 변화
○ 트럼프 정부 말기의 두드러진 대만 우호 정책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 대중들의 대중국 여론이 더욱 악화
되었고, 이는 미국 조야의 초당적인 대중국 강경 대응 방침이 대세
로 자리 잡게 만들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만우호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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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말기의 이러한 행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양안정책
에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노선을 공고히 하
려는 것으로 해석되어짐.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양안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
을 그대로 계승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가 생길 것인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음.
- 바이든의 양안정책이 트럼프 시기와 달리 큰 변화를 보이며 오바
마 시기로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함.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이 블링컨을 포함해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과 양안정책에 있어서 관여와 협력의 노선을 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였음.
-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맥락의 변화를 간과한 것임. 오바마 1기 정
부(2008-2012) 기간인 2010년에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이 되었고 군사 능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지만 명확하게 팽창적 태
도를 드러내지는 않았음. 2013년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면서 ‘중
국몽’을 내세우기 시작함.
* 과거의 중국 지도자들에 비해 훨씬 강렬한 외교적 자신감을 보이는 시진핑 시기
의 중국으로 인해 미국은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함,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미
신흥 강국이 기존 패권국에 도전하는 경쟁적 라이벌 관계가 되었음.1

○ 바이든 정부의 양안정책은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 사이의 중도
적 스탠스
- 이민정책과 환경정책 등 트럼프의 정책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민

1. Allison, Graham. 2017,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Boston, US: Mariner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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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도 불공정 무역과 기술 절도 등으로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위
협이 되고, 홍콩 및 신장 위구르에서의 인권 침해와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확대를 도모하는 중국에 강경 대응하는
것에 높은 공감대 형성
-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관계는 바이든 집권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양상의 미･중 관계가 이미 장기화 및 구조화의 길
로 들어섰음.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기보다 아태지역에서
기존 질서의 유지 및 안정과 미국의 지역적 이익 수호에 있어서 대
만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중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높아진 대만의 전략적 가치와 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
○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
높아짐.
-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심지어 “대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중 패권경쟁에서 대만이 가장 중요한
갈등 지점이 될 것이고 미국이 대만에서 무력함을 보일 경우 미국
의 패권도 끝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2
- 미국에게 있어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은,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산
업에서 미국의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대만의 중요도가 커졌고, 군
사적으로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차단하는 데 유리한 제1도련선
내에 위치하며, 정치적 가치와 신념에 있어서는 자유와 민주의 가
치를 공유하고 있음.

2. Niall Ferguson. 2021, “A Taiwan Crisis May Mark the End of the American Empire,”
Bloomberg, March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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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정부의 대만정책은 트럼프의 대만 우대 정책을 적절히 계승
할 것임.
- 트럼프와 같은 적극적인 대만 우호 정책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임.
미국은 오랫동안 3개의 공동 코뮈니케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따라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천
명해 왔고, 바이든 정부도 이를 대만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음.
- 블링컨 국무장관은 의회에서 바이든 정부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대만이 공격을 받을 경우 스스
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확
인했음.
- 블링컨은 또한 바이든 정부가 대만에 대한 확고하고 장기적인 초
당적 약속을 지속할 것이며, 「대만보증법」 관련 규정의 확대와 대
만과의 교류 심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
* 대만보증법(Taiwan Assurance Act of 2020)에는 △대만의 국제기구 활동
참여 지지, △대만에 대한 군수품 판매 상시화 추진, △대만의 안보역량 강화 협조,
△미 국무부의 대만에 대한 교류 지침 검토 등이 명시되었음. 2020년 1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과 함께 공식 발효됨.3

- 미국은 시진핑 체제 하에서의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미국의 이익
에 큰 도전과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면서 대만을 전략적으로 더욱
중시하게 됨. 오바마 2기 정부 때부터 이를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
트럼프 집권 이후 채택한 각종 대중국 강경 정책은 이러한 인식을
구체화한 것임.

3. 중화민국(대만) 총통부 보도자료, https://www.president.gov.tw/NEWS/25821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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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정부의 과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지하는 것임.
- 바이든 행정부도 대만이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대만이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
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힘.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임.
-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여행법」, 「대만보증법」 등 여러 우호적인
조치를 통과시키고, 임기 만료 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만과의
교류 제한을 철폐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관계를 심화시켰지만, 미
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질적 변화의 가능성이 대두되었고, 이
에 따라 중국의 반발과 위협도 높아짐.
○ 바이든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양안관계의 리스크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임
- 트럼프 정부 시기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함으로써 중국과
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행위는 미･중 간의 긴장관계를 격화
시켰음. 대만은 미국･중국･대만 삼각관계에서 두 강대국 사이의
소국인데다, 중국에게 대만은 핵심이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
만정책 상에서의 트럼프 정부의 대폭적인 전환은 불가피하게 대
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였음.
-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양안관계에서 대만이 더 큰
압력과 안보적 위기에 직면하게 했는데, 바이든 집권 이후에는 전
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
만의 압력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고 있음.
-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아태지역에서의 패권을 두고 경쟁을 하는
구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제1도련선 내에 위치해 있고 반도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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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대만이 미･중 경쟁의 영향권
바깥에 위치하기는 불가능함.

나.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
■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고조
○ 미･중 전략경쟁 구조 하에서 대만해협이 가장 우려스러운 무력충돌
의 발화 지점으로 꼽히고 있음.
- 대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최
근 많은 군사 전문가와 군 장성들이 중국공산당이 가까운 시기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4 6년 이내에 무력침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고, 혹자는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심지어는 예상보다 더 빠른 시기에 무력침공이 일어날 수 있
다고 예측하기도 함.5
- 중국공산당과 대만 민진당 사이에 대화의 플랫폼이 상실되어 대
만해협의 안보 정세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무력충돌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침공은 정치적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
지만, 중국공산당이 평화적 통일에 대해 완전히 절망하게 될 경

4. The Economist. 2021, “The most dangerous place on Earth,” https://www.economist.com
/leaders/2021/05/01/the-most-dangerous-place-on-earth (2021/09/21).
5. James Stavridis. 2021, “INTERVIEW: U.S. admiral warns against U.S.-China war in
best-seller,” The Asahi Shimbun, https://www.asahi.com/ajw/articles/14362039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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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무력 침공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음.
○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침공 방식은 속전속결의 전략을 사용할 가
능성이 가장 높음.
- 중국 인민해방군(이하 중국군으로 약칭)은 여러 강군 건설 목표를
설정해 놓았고 서태평양에 진입하는 능력과 대만을 점령할 수 있
는 능력뿐만 아니라 미군과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미래 목표
를 설정
- 중국이 전쟁을 발동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반드시 국제정
치적 제약과 강대국의 군사개입 등 여러 연쇄효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중국군이 만일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최단
시간 내에 대만의 조직적인 저항을 와해시키고 대만의 분리주의
세력을 전멸시킴으로써 대만 전체를 점령하고 대만으로부터 완전
한 항복을 받아내는 “속전속결”의 전략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음.6
- 중국군은 작전 공간 측면에서 대만 동쪽의 서태평양으로 확장하
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대만 섬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양면에
서 동시에 협공하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 훈련하고 있음. 병력을 대
만 동부 해역에 배치함으로써 대만 공군 기지(佳山基地)를 비롯한
대만군의 전력보존구를 공격하고 동시에 미군의 군사개입에 대응
하고자 하고 있음.
- 중국군은 군사계획 수립에 있어서 미군의 개입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공격하는 동시에 미군의 개입에 저항할 준비가 갖
춰져야 함. 중국군에게 미군의 개입은 최악의 상황이며, 이 최악
6. 대만 국가정책연구기금회 제중(揭仲) 연구원 룽잉타이(龍應台) 문화기금회 강연 내용, 2021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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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군사능력에 다다르면, 더 이상 중국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중국군의 대만 부속도서 점령 가능성은 낮음.
- 중국군은 미군이 개입할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만 본도 외의
부속도서(펑후, 진먼, 마주 등)를 점령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또
한 중국군이 동사(東沙) 군도 등 부속도서를 탈취해 겁박을 통해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대만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상
및 공중 봉쇄를 취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부속도서 점령이나 해상 및 공중 봉쇄는 군사작전 중단으
로 이어지고 속전속결을 지연시켜 미군이 개입할 시간을 제공함.
따라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침공 가능성을 전망하기 위해서
는 중국군이 속전속결의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진단함
으로써 알 수 있음.
-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군은 몇 가지 우세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예컨대 강력한 조기경보 시스템, 중국 동해안에 대한 합동 타격 능
력, 강력한 합동 대공 방어 능력 등 전체적으로 방어 능력이 우수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반면에 중국군은 핵심전력 부족의 문제를 안고 있음. 예컨대, 항
모 전단의 조기경보 범위가 좁고, 타격 능력이 약하며, 공중급유
능력 부족, 해양 감시 및 추적 범위가 제한적임. 또한 서태평양에
서 미 군함을 타격할 수 있는 대함 탄도미사일 능력도 제한적인 것
으로 평가됨. 요컨대, 제2도련선에 가까워질수록 중국군의 군사
능력이 빈틈을 노출하고 있음.
- 중국군의 대만 무력침공은 전략투사의 원활성에 달려 있음. 인민
해방군은 1차 공세에서 해상과 공중으로 최소 12-15개 여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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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하는데, 2018년 말까지 4-6개의 여단을 투사할 능력만 갖고
있음. 게다가 중국군의 합동작전 능력은 아직 시행단계에 있으며
후방 지원 속도도 아직 충분하지 않음.
○ 대만 침공에 성공하기 위한 중국군의 군사 능력 아직 부족 함.
- 중국군이 성공적으로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중국군이 설정한 목
표는 2035년까지 국방력의 현대화(서태평양에서 미군과 겨룰 수
있는 능력의 확보)를 실현하고, 2050년에 세계 각지에서 미군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 확보하는 것임.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군은 계속적으로 전열을 가다듬
는 변화가 있을 것. 즉, 핵심전력을 상징하는 항모, 상륙함, 대형수
송기 등의 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동원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임.
- 현재 양안 간의 정치적 상호신뢰가 낮고 민간의 대립 분위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중구군의 대만해협 부근에서의 군사활동이 증가
하고 있음. 또한 양안 당국 간의 소통과 군사적 유사사태를 방지할
메커니즘이 없음. 이러한 상황이 대만의 안보위기를 높이고 있음.
■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력 발전
○ 미 국방부의 “2021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7의 중국 군사력 평가
- 미 국방부는 지난 11월 초 2021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함.

7.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21,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vemb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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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군사적 팽창 및 활동에 초점을 맞춰 중국군의 군함 건조 가
속화, 우주, 인터넷, 전자기 작전 및 핵무기 분야에서의 최신 발전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룸.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미래에 훨씬
커질 것에 주목함.
- 또한 중국군의 인공지능 응용과 생화학무기 연구에도 주목하고,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과 같은 비전통적 작전수단을 활용하여 영
향력을 확대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음. 또한 과거에 다
루지 않던 다영역 작전 개념, 둥펑-17 초음속 미사일 등에 대해서
도 분석함.
○ 중국군의 원양 작전 능력 대폭 향상
- 중국군의 육해공군 발전에는 해군에서 부단히 진수되는 052D 구
축함, 배수량 만톤급 이상의 055 구축함, 075 상륙함, 그리고 중
국이 자체 제조한 항공모함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음.
- 구축함은 64기의 수직형 미사일 발사기와 위상배열 레이더 시스템
을 탑재한 052D가 이미 25척을 진수한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전투력
을 갖추고 있음. 112기의 수직 미사일 발사기를 장착한 055 구축함
은 미사일 순양함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이미 8척이 진수되었음.
- 055 구축함은 중국군의 상륙강습함 또는 항공모함의 방공우산 역
할을 하며 상륙함대나 항모타격단을 함께 구성해 중국 해군의 원
양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킴.
- 현재 건조 중인 003형 항공모함의 취역 시기가 작년 예상보다 1년
늦은 2024년으로 전망되고 있음. 팬데믹의 영향이거나 대형 항모
건조 기술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 때문일 것으로 추정
- 보고서는 2인승 모델의 J-15S에서 개량된 J-15D 전자전 전투기가
이미 운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 또한 미 해군 E-2C/D 조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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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와 매우 유사한 신형 Air Police-600 함재 조기 경보기가 집
중적인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알려짐. 항공모함 기반 전자전 전투
기와 조기경보기의 출현은 중국의 항공모함 전투 능력을 더욱 강
화할 것임.
* Air Police-600 함재 조기 경보기는 미국보다 2세대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미국과 일본의 대만 해협 개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

○ 중국군의 합동 작전 능력 강화
- 중국 중앙군사위는 2020년 말 「중국 인민해방군 합동작전 개요
(시행)」를 발표해 군종 및 영역 간 합동작전 능력 강화를 추진 중.
이는 미군이 적극 추진해 온 “합동 전 영역 작전(JADO: Joint
All-Domain Operation)”이나 신설된 “다영역 임무군(Multi
Domain Task Force)”과 매우 유사함.
- 이는 중국군의 현대화 개혁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지휘통제 차원에서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하고 있고, 정보 공유와
병참 지원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보여줌.
2015년 창설된 “중국인민해방군 전략지원군(SSF)”이 제5군종으
로서 계속 발전 중이라는 증거
- 중국은 또한 민간 기술과 자금으로 군사력 구축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군민융합(MCF: Military-Civil Fusion) 정책을 채택하고 있
음. 중국군은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국가 역
량을 총동원해 관련 학술 연구와 스타트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
고 있음.
○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대만에 갖는 함의
- “2021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는 중국이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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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키고 있고 군사적 권력 투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음. 또한 경제･외교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
에서도 미･중 경쟁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
한 추세는 앞으로 대만이 감당해야 할 군사적 압박이 더욱 커질 것
임을 보여주고 있음.
■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만의 최근 대응
○ 2400억 대만달러(미화 약 86억 달러, 한화 10조원)의 특별 국방예
산 책정―해상 및 공중전 능력 강화를 위한 8대 시스템 구매 예정
- 대만 입법원은 지난 11월 23일 대만 국방부가 제안한 총액 2400억
대만달러에 달하는 “해상 및 공군 전투력 강화 프로그램 조달에
관한 특별 조례”를 승인8
- 중국군의 위협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만의 이번 특별예산 책정은
“전쟁 준비를 통한 전쟁 억지”의 자위적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
여주려는 의지의 표명. 예산은 주로 공중 방어, 전시 태세로의 전
환 및 원천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해당 특별예산은 8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9
미사일 관련 지상 기반 방공시스템, 야전 방공시스템, 해안 대함미
사일 시스템, 만검탄 시스템, 슝펑(雄昇) 미사일 시스템, 무인 공격
항공기 시스템 등에 사용될 예정

8. 대만 경제일보(經濟日報). 2021년 11월 23일.
9. 대만 연합보(聯合報). 2021, “2400億軍購特別條例過關採購項國造軍備,” 11월 24일, https://
udn. com/news/story/10930/5912482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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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에 대한 미국의 평가와 대응
■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에 대한 미국의 평가
○ 미 연방의회 산하 자문기구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의 2021년
보고서(2021 Annual Report to Congress)를 통해 대만해협의 안
보 위기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인식과 평가를 이해할 수 있음.10
- 보고서는 대만해협의 정세와 관련해 양안 간 전쟁 억지의 상황이
위태롭고 불확실한 시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함. 또한 중국군이 대만
침공에 필요한 초기 능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함. 2만5000명 이상
의 병력을 상륙시키고, 민간 선박을 동원하는 등 침공 작전 초기
단계에 필요한 능력을 갖췄다고 분석함.
- 중국 지도부의 대만 침공 능력 확보 의지가 커지면서 중국군이 대
만에 대한 공중･해상 봉쇄, 사이버 공격, 미사일 공격 등에 필요한
능력을 이미 획득했음. 대만 공격용 중거리 미사일도 30기에서
200기로 늘렸으며, 신형 수륙양용함 보유수도 늘림.
- 보고서는 중국군의 군사적 능력이 미국의 억지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
능력이나 정치적인 의지가 없다면 중국 지도부의 확신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분석함.
○ 중국이 제한적으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
-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 2021 Annual Report to Congress, https://www.uscc.gov/annual-report/2021-annual
-report-congress (2021/11/25).

126

6. 미･중 경쟁의 구조화와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

전략핵폭격기 등 3대 핵전력을 진전시키면서 핵탄두 비축량을 현
저히 끌어올리고 있으며 기동성과 정밀성을 갖춘 무기체계까지
배치했음.
* 중국의 신형 둥펑-17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를 탑
재해 마하5 이상의 속도로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최근 “부분궤도
폭격시스템(FOBS)”을 적용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이는 미국
본토를 어느 방향에서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시사 (참조: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21,.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vember 3.)

- 2027년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700개까지 늘리고, 2030년에는
1000개로 늘릴 전망. 또한 중국의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NFU,
No First Use)” 정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음.
○ 하지만 중국군의 대만 침공은 여전히 고위험(high-risk) 선택지에 해당
- 중국군의 대만 침공 작전이 성공하려면 더 발전된 사이버 공격 능
력, 미사일 공격 및 봉쇄 능력에 달려 있음. 대만의 방어력을 충분
히 약화, 고립, 격파시킬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미
군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반접근 및 지역거부 능력을 갖춰야 함.
○ 대만해협에서의 전쟁 억지 실패는 중국 지도자들이 미국의 능력과
의도를 오인하는 것에서부터 발생
-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만해협의 유사사태에 개입할 능력이 부족하거
나 정치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여겨질 때 전쟁 억지에 실패
- 만약 중국 지도자들이 미국의 모호한 태도를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미국이 단호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때 대만해협
의 안보 위기가 커짐. 또한 시진핑의 높은 위험 감수와 역사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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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남기려는 열망이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침공하
도록 만들 수 있음.
- 중국의 대만 침공 여부와 시기의 문제는 군사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임.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요건
들이 있기 때문임.
* 중국의 무력사용의 제약 요건: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로 이어질 수 있
다는 불확실성, △중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막대한 피해, △국제사회에서 전쟁을
일으킨 중국을 처벌하고 봉쇄하려는 국가연합 결성 가능성

■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
○ 대만의 취약한 방어능력
- 대만은 중국군의 공격을 비대칭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중요한 조
치들을 취해 왔음. 중국군의 침공 및 봉쇄에 반격할 수 있는 미사
일 개발에 성공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국방력에 대한 투
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 미국은 대만이 미국의 무기체계를 획득하고 조달하는 능력을 강화하
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및 배달의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려 함.
- 예컨대, △대만이 미국이 방산품을 더 구매할 수 있도록 군사자금
조달 프로그램의 자금을 다년간 승인 및 할당, △대만이 미국의 초
과 방산품을 우선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외원조법 개정
○ 단기적으로 군사적 억지력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대만의 안보를 위
협하는 무력 사용에 저항하도록 대만관계법에 명시된 의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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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인도태평양 지역에 다수의 대함 순항 및 탄도 미사일 배
치를 승인하고 예산을 지원,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보다 우
수하고 효과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 △강력한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기
지 강화 예산을 확보, △전자전으로 인해 중앙의 지휘 및 통제가
중단된 경우에도 미군이 작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을 승인하고 예산을 지원

라. 2022년 양안관계 전망
■ 대만해협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 전망
○ 중국의 국내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가까운 시기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미국 편승전략과 탈중국화를 지향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 집권
이후 지난 5년 여간 형성된 양안관계의 교착상태와 코로나 팬데믹이
촉발한 적대적 분위기는 양안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위기 관리의 상태에 진입했음을 시사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국내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2022년 2월 베
이징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2022년 가을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 등의 안정적 개최가 국내 정치경제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국가역량을 이러한 행사에 모으게
될 것. 따라서 대만에 대해 무모한 공략을 하지 않을 것임.
- 다만 2022년 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이 연임에 성공한 이후 국
내적으로 경제사회적 위기를 대만 침공으로 반전시키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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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대만은 2024년 초에 총통선거를 치를 것이기 때문에 중국
은 이때까지 대만을 심리적으로 위협하기 위해 지속적인 회색지
대 전술을 활용할 것임.
○ 대만이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피할 최선의 방안은 위험 회피와 지연
전술임.
- 대만해협의 위기는 △미･중 간의 경쟁 및 대립의 강도, △중국의
정치 일정과 리스크 고려, △중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에 대만이 저
촉되는 행동을 보였는가의 여부 등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촉발될 수
있음.
- 미･중 관계는 여전히 경쟁과 대립 사이를 오고가는 중이지만 바이
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 외에
협력의 여지도 존재함.
-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이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에 경각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점령에 성공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음. 또한
대만이 강력히 반격할 경우 중국 동해 연안 지역이 입을 피해가 심
각하고 전체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음.
-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의 법적 토대가 되는 「반국가분열법」
제8조는 대만의 독립 선언,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
는 상황,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리되도록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
국이 비평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국의 주
관적 해석의 여지가 크지만 아직 대만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
고 해석하기 어려움.
- 따라서 대만은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차원에서 자위력
을 확보해 나가며, 과도하게 중국을 자극하기보다 실용주의적인 접
근을 하며 인내심을 갖고구조의 변화를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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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평가 및 전망

가. 2021년 김정은 체제의 정치 동향 평가 및 분석
■ 당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계획 경제시스템의 복원 및 교육, 강습에 집중
○ 북한은 제8차 당 대회 결정관철을 위해 크게 ①계획경제 시스템 복
원, ②전원회의, 정치국 회의 등 ‘회의 정치’ 적극 활용, ③전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강습에 초집중, ④법･제도 시스템 강화
○ 경제사업에 대한 당-국가의 통일적 지도체계 확립과 계획시스템의
복원을 강조
- 난관 극복을 위한 국가 자체 역량 재조직, 재편성(정비･보강)1 및
계획경제시스템의 ‘정상화’를 통한 당-국가체제 ‘복원’2
- 국가발전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해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등 국가
경제지도관들의 조직과 통제기능을 ‘복원’, 경제 전반에 대한 지

1.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문헌을 깊이 학습하자-올해 경제사업의 중심,” 『로동신문』, 2021년
3월 17일.
2. ‘정상화’와 ‘복원’이라는 개념은 로동신문상 표기임을 밝힌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에 제기한
내각사업보고,” 『로동신문』, 2021년 1월 18일; “론설-주체적힘, 내적동력을 강화하는데서 나
서는 중요한 요구,” 『로동신문』, 2021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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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리체계 개선
- 이를 위해 △현실적, 혁신적인 ‘계획’을 세우고 일별, 월별, 분기
별, 현물지표별로 엄격히 수행되는 강한 규률과 질서 수립, △당･
국가 간부들의 무책임한 사업태도 및 무능력 등 구태의연한 사업
방법 척결 시도
- 이는 북한이 당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혁신의 시작을 ‘계획’으로
보았으며, 계획의 문제는 당 대회 결정관철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심각한 인식을 가졌음을 의미
- 당 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 수행에 있어서 첫해 계획사업을 매우
중요하고 관건적인 사항으로 인식. 이는 단순히 최고지도자의 의
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2016년 당 제7차 대회 이후 결정관철 집
행 과정의 첫해 사업에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선행학습의 효과
○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 등 소위 ‘회의 정치’를 통해 당 대회 결정사항의
중간 점검, 검열, 총화와 향후 계획 및 집행을 추진하고 인민대중제
일주의 정치의 정당성 확보
- 북한은 김정은 체제 10년 동안 최초로 상반기에 세 번의 전원회의
를 개최. 김정은 총비서가 당 제1비서 취임 후 2021년 11월 현재
까지 전원회의는 총 열 차례 개최
※ ①제6기 제23차(13.3.31), ②제7기 제1차(16.5.9), ③제2차(17.10.7), ④제3
차(18.4.20), ⑤4차(19.4.10), ⑥5차(19.12.28-31), ⑦6차(20.8.29), ⑧제8기
제1차(21.1.10), ⑨제2차(21.2.8-11), ⑩제3차(21.6.15-18).3

- 전원회의를 통해 △당 대회 결정의 주요 정책 집행 현황 및 실태
파악, 점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 제시, △전원회의

3. 김상범. 2021,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의 정치적 의미,” 『IFES Brief_2021-20』,
6월 22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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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및 성격 변화를 통해 성과를 위한 실질적인 지도와 총화
로 통치방식의 변화4
※ “당대회를 통하여 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전원회의들에서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적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당
의 령도방식이다.”5

-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를 통해 △인민경제계획을
‘당의 지령이자 국가의 법’, 계획 미이행을 위법행위로 규정, △인
민경제계획 수행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
기 위한 부문법 정비 및 법기관들의 역할 제고, △단위특수화와 본
위주의와의 전면전 선포, △비상설경제위원회의 역할 제고 등 계
획 작성과정에서 내각의 주도성 미비와 당 대회의 방침을 미반영
한 비현실적인 계획의 재작성을 지시6
- 김정은 총비서는 현지지도의 최소화(2회), 당-국가 회의체(12회)
를 통해 지도와 총화에 집중, 사상제일주의7를 전제로 법･제도 질
서 확립을 통한 당･국가 시스템의 ‘정상화’노력
- 주목할 점은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이후 당 대회 및 전원회의 결
정 관철을 위한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조용원, 김덕훈, 박정천의
해당 분야 조직, 통제 활동을 최고지도자의 고유권한인 ‘지도’로

4. 김상범. 2021,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의 정치적 의미,” 『IFES Brief_2021-20』,
6월 22일: 6.
5. “사설-전당, 전민이 견인불발의 투지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된 중
대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하자,” 『로동신문』, 2021년 6월 21일.
6. “사설-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자,” 『로동신문』, 2021년 2월 14일.
7. “사설-혁명적인 사상공세로 기적과 위훈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로동신문』,
2021년 2월 26일; “론설-사상제일주의를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자,” 『로동신문』, 2021년 8월
23일; “사설-사상제일주의기치높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로동신문』,
2021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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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했다는 사실. 이는 △당 대회 및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내각의
역할 강조, △개정된 당규약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의 역할 강화 차원에서 경제 지도권의 위임･부여, △작년
내각 총리 및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의 현지료해의 성과를 인정하
는 의미, 즉 김정은 총비서의 리더십의 변화로 해석
- 더 나아가 이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
립을 위한 당 중앙위원회의 장악사업 및 검열지도사업 중요성 강
조와 일맥상통8
○ 전 사회적 차원에서 당원 및 인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 및 강습에
집중
- 정치･사상적, 실무적 능력 제고를 통한 당-국가 기능의 정규화,
규범화 확립이 목적
- 북한은 당 역사 최초로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9 및 조선인민군
지휘관, 정치일군 강습회10를 개최.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를
통해 지방 단위의 당 조직의 ‘지방경제 활성화 및 인민생활 향상’
노력에 집중
- 조선인민군 지휘관, 정치일군 강습회는 신설된 군정간부부를 중

8.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성대히 개막-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막식에 참석하시여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년 10월 12일; “국방발전전람회에서 하신 김정은동지
의 기념연설-주체110(2021)년 10월 11일,” 『로동신문』, 2021년 10월 12일.
9. “사회주의건설의 지역적거점들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 강
습회 개강-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강사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년 3월 4일.
10.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 강습회 진행-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
였다,” 『로동신문』, 2021년 7월 30일;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 강습회 진행-경애
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습회 2일회의에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년 7월 30일.

136

1. 2021년도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평가 및 전망

심으로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혁명무력의 최정예화, 강군화노
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간부들의 정치･사상 및 실무 능력 제
고를 위해 전승절을 택해 개최
- 제6차 당세포비서대회는 △당과 대중사업의 최전선에 있는 당세
포 조직사업 및 당생활을 정상화, 규범화, △단위특수화 및 본위
주의 등 정치･사상에서 ‘특수, 예외화’, 이중규률화하려는 현상
척결, △반･비사회주의 투쟁의 제1전선으로서의 당세포 역할 강
조를 위해 개최11
- 눈여겨 볼 대목은 ①북한이 중앙 및 지방당조직 뿐만 아니라 ‘당생
활 및 총화 ’자체도 정상화, 규범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 운영을 정
상화 궤도에 올려 놓은 것으로 평가, ②이러한 당 회의체 바탕에
김일성-김정일의 사진이 아닌 당기를 배경으로 배치한 것은 당기
가 수령과 인민의 일심단결의 상징이자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이
념을 강조해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12
- 이것은 당 간부들을 교육･통제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시스템을 확립
해 △당 대회 결정관철의 목적, 의미를 집단적으로 학습하고 일상
을 규율하는데 필요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과 동시에 △일상
생활에서 당의 결정과 지시를 생활 속에 반영하고 집단주의, 일심
단결에 기초한 간부와 일반 당원 간 ‘수평적 연대감’을 강화･발전
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13

1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결론 <<현시기 당세포강화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년 4월 9일.
12.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2019년 4월 10일 개최) 이후 현재까지 전원회의 배경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및 관련 구호를 제거한 채 당기만 배치. 이전까지는 김일성-김정일 초상
화를 전원회의 배경에 전면 배치. 김상범. 2021,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의 정치
적 의미,” 『IFES Brief_2021-20』, 6월 22일: 6.
13. 한성훈. 2019, 『북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인민의 얼굴』 (파주: 돌베개), 115-119,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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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의 당세포 활동을 소개,14 김정은 총
비서는 자신의 이러한 당세포 활동15의 성과로 당 내 주요 간부들
의 당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은 당세포
비서 사업을 당 중앙위원회가 ‘가장 중요시 하는 사업’으로 규정16
- 북한의 4대 근로단체인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
동맹,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12월 6일 현재
미개최)이 한 해 모두 대회를 개최한 것은 1968, 2012, 2016년에
이어 2021년이 유일. 이것은 체제의 변곡점에서 4대 근로단체 대
회가 한 해에 모두 개최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북한의 국내외 상
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절감하
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
- 4대 근로단체의 대회 개최는 이와 동시에 △당의 근로단체 지도사업
을 개선해 근로단체 조직의 정치･사상생활 ‘정상화, 규범화’, △당
대회 결정 집행, 관철을 위한 강력한 체계와 규율 수립, △이를 통해
반･비사회주의 투쟁으로의 적극 동원을 의미
- 이는 대표적으로 기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을 사회주의애
국청년동맹으로 개칭하고 당 대회 결정관철을 위해 약 20만 명의
청년당원들을 중심으로17 농촌 및 산업시설로의 대대적인 탄원운
동 전개가 대표적인 사례18

14. “당세포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령도,” 『로동신문』, 2021년 4월 24일.
15. 동태관, “정론-인민의 심부름군당,” 『로동신문』, 2021년 5월 14일; “정론-후대들을 사랑하라,”
『로동신문』, 2021년 8월 11일.
16.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한 개회사 김정은,” 『로동신문』, 2021년 4월 7일.
17.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위대한 혁명령도의 10년-태양의 빛발아래 청년중시의 력사 끝없이
흐른다,” 『로동신문』, 2021년 8월 27일.
18. “우리 당이 키운 청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 아름다운 지향-사회주의농촌으로 진출한 남포시안의
140여명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로동신문』, 2021년 3월 16일; “조국의 큰 짐을 떠맡고 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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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사상의 안정성 확보에 총력
○ 북한은 제8차 당 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당 규약에 명문화하고 인민생활향상을 통한 정당성 및
체제 단결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북한은 김일성의 이민위천 사상, 김정일애국주의의 인민관을 심
화･발전시킨 것이 김정은의 역사사 최초이자 독창적인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사상이라고 주장19
- 김일성 사망 27주기를 기준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을 김일
성 주석이 창시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유지･발전시킨 것으로 최초
규정함과 동시에 주체사상의 핵심이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이민위
천의 이념이었다며 이데올로기의 역사를 재규정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독창적인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 주체사상을 내놓으신 것이다.”20
※※ 이민위천의 리념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핵으로 하는 주체사상…(중략)…주
체사상의 원리를 당건설과 활동에 일관하게 구현한 것21

- 이러한 이데올로기 역사의 재규정을 통해 기존 김정은 총비서의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의 기원을 변경. 즉 2012년 1월 김정은 총
비서가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어야 한다”는 확고

의 기상 남김없이 떨쳐간다-전국적으로 20여만명의 청년동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이 돌격대활동
에 참가,” 『로동신문』, 2021년 8월 27일.
19. 김현환. 2016,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리해』 (평양: 평양출판사):. 4, 31; 백명일. 2018, 『인
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령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6.
20. “사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이민위천의 리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자,” 『로
동신문』, 2021년 7월 8일.
2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령적인 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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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치이념을 신조를 가진 것에서 ‘세기와 더불어’에서 인민대중
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한 생을 인민을 위해 헌신한 항일
무장투쟁 시기로 역사적 기원을 변경22
- 이것은 ①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사상에서 김일성･김
정일･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 공동 정치･사상으로 전환되었
으며, ②주체사상의 실천 핵심이데올로기로서의 인민대중제일주
의 사상의 위치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③주체사상과 인
민대중제일주의사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선대 수령의 사상을
심화발전시키는 후대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설명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김정은을 수령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④이
데올로기의 안정성을 통해 체제의 안전을 강화시키려는 ‘사상제
일주의’의 일환으로 판단23
- 또한 이것은 북한이 현재를 ‘혁명의 계승기, 새로운 발전기’로 규
정했던 사실과도 일맥상통하며,24 이 연장선에서 위 사실을 이해
하는 노력이 필요
○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의 하부 담론이자 김정은 총비서의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으로 ‘인민의 심부름군당 사상’을 제시하고 2021년 시
대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사상이
론적 지침,25

26

당 건설사에서 최초로 인민으로부터 받은 고귀한 칭

22. “인민은 목메여 부릅니다, 아 우리 수령님!,” 『로동신문』, 2021년 4월 4일.
23. Jude Blanchette. 2021, “Ideological Security as National Securit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
24. “사설-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로동신문』, 2021년 1월 19일.
25. 동태관, “정론-인민의 심부름군당,” 『로동신문』, 2021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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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규정27
- 북한은 4월에 개최된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인민의 심부름군
당 사상이 최초로 제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28 2012년 1월 3
일 김정은 총비서가 당 일군들에게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이 되어
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을 그 시원으로 소개29
- 또한 북한은 2021년 최초로 7월 19일 로동신문과 근로자의 공동
논설을 발표하고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이념에 기반해
당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심부름군당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
은 김정은 총비서의 독창적인 건설사상으로 규정30
- 이것은 인민이 원하는 것을 어머니(심부름군)의 심정으로 책임지
고 완수하라는 정치적 메시지이자, 당･국가에게는 의무를, 인민
들에게는 권리를 강조하는 의미
- 북한이 인민의 심부름군당 사상을 제시한 것은 ①김정은 총비서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을 강화, 발전시키는 영도역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목적, ②또한 김정은 총비서를 ‘인민의 수령’
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31 ③김정은 총비서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이념을 생산해 냄으로써 이데올로기의 안정성과 절
대적 리더십 구축을 통해 체제 안전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이해

26. “사설-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당건설사상과 리념을 받들어 우리 당을 진정한 인민의 심부름군
당으로 건설하자,” 『로동신문』, 2021년 5월 24일.
27.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무정신을 체질화한 참된 충복이 되리-사고와 행동의 고귀한 지침,”
『로동신문』, 2021년 10월 25일
28. “인민의 심부름군당건설에 관한 사상의 기초,” 『로동신문』, 2021년 8월 11일.
29. “인민의 참된 충복들을 키우시는 위대한 스승,” 『로동신문』, 2021년 9월 26일.
30.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리념을 더 높이 들고나가
자,” 『로동신문』, 2021년 7월 19일.
31. 동태관, “정론-인민의 심부름군당,” 『로동신문』, 2021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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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이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사상의 결과물로
과시하고 있는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현지지도를 진행: 인민대중제
일주의 정치･사상의 정당성 확보에 주력
- 2021년 11월 현재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지도는 8월 21일(보도
일)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건설사업 및 11월 16일(보도일) 삼
지연시 건설사업 단 두 번이며, 이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결
과물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한 해 최소 현지지도 횟
수로 기록
-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건설지역은 금수산의사당이 건설되기 전
까지 김일성 주석의 집무실과 저택(5호댁)이 있던 곳이었으며,32
삼지연시는 북한에서 항일무장투쟁의 배경이자 백두산 밀영 고향
집이 위치한 혁명의 성지라는 점에서 인민을 위한 살림집 건설이
선대 수령들의 인민관을 계승･발전시켜 현재의 성과로 보여주는
소위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본태’를 과시하는 의미
- 또한 8월 5일 함남도당 군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지역 피해복
구 지원을 지시한 이후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함남 신흥, 홍원, 함
흥, 영광 지역의 살림집 입사 모임을 진행한 것은 당과 최고지도자
의 정책 우선순위가 인민생활향상 정책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극
대화하기 위해 노력33

32. “태양이 떠올린 인민의 보금자리-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터전에 깃든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하
며,” 『로동신문』, 2021년 5월 8일.
33. “군민협동작전의 힘으로 펼친 행복의 보금자리-함경남도 피해지역들에서 새집들이 진행,” 『로
동신문』, 2021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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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총비서의 절대적 권위 확립을 위한 총력전 진행
○ 김정은 총비서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 당 건
설 영도 업적과 연계해서 김정은 총비서의 절대적 리더십 구축 시도
- 집권 10년 차 시기부터 ‘김정은 시대’34로 규정한 것은 북한 체제
유지･발전의 기본 동력으로서의 김정은 총비서의 애국의지와 당
건설 영도 업적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의도로 분석. 즉 우리 국
가제일주의 시대는 김정은 시대를 의미
- 북한이 수령의 절대적 권위 확보와 반･비사회주의 투쟁을 통한 사
회주의 도덕 함양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유는 수령의 사상과 노
선을 비과학으로 인식시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부정하게 만드
는 위협적인 요소이기 때문. 그러므로 북한이 제8차 당 대회 이후
사회시스템 전반의‘정상화, 규범화’를 강조한 것은 이를 토대로
수령의 절대적 리더십을 확립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판단35
○ 2020년 김정은의 자연재해 복구 지역 현지지도 장소들을 중심으로
최초로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지도 표식비 및 표식주를 건립. 인민대
중제일주의 정치의 정당성 및 김정은 총비서의 정치 리더십을 절대
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 2021년 9월 현재 건립 현황은 은파군 대청리(표식비와 표식주),
금천군 강북리(표식비), 홍원군 운포로동자구(표식비), 단천시 선
광동(표식비), 검덕연합기업소(표식주) 등 총 다섯 곳36

34. “조선로동당원들은 당대회결정관철의 핵심력량이다,” 『로동신문』, 2021년 1월 23일; “국방발
전전람회 <<자위-2021>>페막,” 『로동신문』, 2021년 10월 23일.
35. “누구나 사회주의적도덕관의 체현자가 되자,” 『로동신문』, 2021년 6월 10일.
3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 표식비와 현지지도 표식주 황해북도,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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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지도 표식비 및 표식주 설립은 최고지도자
의 본격적인 우상화 작업을 의미하지만, 수령의 혁명역사를 통해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힘을 경제발전 및 혁명과 건설의 원동
력으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내포37
- 또한 이러한 우상화 작업을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성과를
과시하고 지도자의 인민적인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 목적38
○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를 최초로 수령으로 표기하며 공식화. 이후 김
일성 주석의 리더십 상징이었던 ‘어버이수령’으로 표기39
- 5월 14일 동태관이 작성한 인민의 심부름군당 이라는 제하의 정
론을 통해 김정은 총비서를 최초로 수령으로 표기, 호칭. 이후 의
례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세기의 태양, 인민의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당’40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천재적인 사상 리론적예지와 비범특출한 령도력, 거
룩한 풍모를 지니고 계시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41

- 북한은 김일성 주석에게만 사용했던 인민적 수령이라는 칭호를
김정은 총비서에게 사용함으로써 김정은 총비서를 선대수령들과
같은 정치적 반열에 올려 놓은 것으로 판단. 이러한 면에서 인민대

건립,” 『로동신문』, 2021년 9월 12일.
37. 한성훈. 2019, 『북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인민의 얼굴』 (파주: 돌베개): 51.
38. J. Arch Getty. 2013, Practicing Stanlism: Bolsheviks, Boyars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67-68.
39. “오늘보다 래일을 더욱 귀중히 여기는데 참된 애국이 있다,” 『로동신문』, 2021년 11월 10일.
40. 동태관, “정론-인민의 심부름군당,” 『로동신문』, 2021년 5월 14일.
41. “사설-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로동신
문』, 2021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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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제일주의는 본질적으로 ‘김정은 제일주의’를 의미
○ 법･제도 및 강력한 규율과 질서에 기반한 김정은식 법치국가 건설,42
운영 노력
- 북한은 당 대회 결정관철뿐만 아니라 당-국가 시스템의 정상화,
위기 대응 능력 제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법･제도 정비 노력을
경주
- 이는 최고인민회의(1회/당 대회 직후 최고인민회의는 제외) 및 북
한 체제 역사상 한해 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 개
최(4회)를 통한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나타났으며 종국적으로 김
정은 총비서의 통치 제도와 질서 확립이 주목적
- 기존 김일성 시대에 제정된 법･제도의 효력을 과감히 정지하고 현
실의 요구를 반영한 김정은 시대의 법으로 재개정43
- 주목해야 할 사실은 북한은 모범준법군 칭호를 당 대회 결정관철
과정에서 성과를 이룩한 시･군･구역을 ‘준법’을 명분으로 수여했
다는 점. 다시 말해 김정은 시대 준법은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모범
과 동시에 ‘당의 결정 관철을 위한 헌신과 성과 도출’을 의미한다
는 사실. 북한은 평북 창성군에 제1호 모범준법군 칭호 수여 사실
을 공개하고44 최룡해 위원장이 창성군을 직접 방문하여 칭호를
수여.45 이는 위임에 따른 것으로 판단

42. 사회주의 법치국가라는 개념은 김정은 시기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개념이며, 북한은 2020년 헌
법절을 맞이하여 사회주의 법치국가에 대해 재강조한 바 있다.
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모범준법군(시, 구역)칭호를 제정함
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10월 23일.
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창성군에 모범군 칭호를 수여함에 대
하여,” 『로동신문』, 2021년 11월 4일.
45. “평안북도 창성군에 모범준법군 칭호를 수여,” 『로동신문』, 2021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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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준법과 법치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시대를 반영해 법과 제
도가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반대로 인민들은 법과 제도를
지키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해 정상적인 당-국가체제 운영
을 위한 것으로 판단
- 또한 북한체제의 장애물인 본위주의, 기관특수화, 관료주의 등을
‘사상교육’과 ‘법･제도를 통한 교육과 통제’는 과거와 다른 커다
란 변화로 평가

다. 2022년 김정은 체제의 전망 및 우리의 대응
■ 김정은 총비서의 절대적 리더십 구축을 위해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강화･발전 노력 지속 예상
○ 북한이 2021년 제8차 당 대회 개최 및 결정 관철을 위한 각종 대회,
강습, 교육에 집중하였는바, 2022년에는 국가발전 5개년계획의 2년
차를 맞이하므로 각 기관, 단위별로 성과와 실적을 집중적으로 평가
할 것으로 전망
- 이 과정에서 북한은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단위, 책임 간부
들에게 엄격한 법･제도적 잣대를 적용해 처벌할 것으로 예상되므
로 간부들의 대대적 숙청 및 처벌 가능성
- 당-국가체제 정상화, 즉 당 조직 및 당 생활의 정상화, 간부혁명을
추동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 출범 10년 최초로 김정은 총비서가 개
인 당원의 자격으로 당세포 회의에 참석해 가능성도 존재
-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당 규약에
명문화한 것은 선군정치를 구현할 때와는 달리 외부의 공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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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오는 체제 위기가 없으며, 이를 격퇴할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
는 자신감의 발로를 의미하므로 체제 안정성의 판단 기준으로 활
용하는 노력이 필요
- 결론적으로 당 대회 결정 관철 과정에서 예상되는 간부들의 처벌,
숙청 등을 북한 체제 내부의 불안요소보다는 간부혁명을 통한 내
부 ‘혁신’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통일･대북정책 상에 반영하는 노
력이 필요
○ 김정은 총비서의 당 건설령도 사상 강조 및 현지지도 표식비, 표식주
건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김정은의 혁명역사가 ‘공식화’될 것으
로 전망
- 북한은 2020년까지만 해도 김정은 총비서의 영도력만 집중적으
로 강조했으며, 당건설령도 및 독자적인 사상에 대한 강조는 상대
적으로 미약. 그러나 2021년에 영도력뿐만 아니라 당건설령도의
역사 및 사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통
해 선대 수령들에 준하는 김정은 총비서의 혁명역사가 공식화, 정
식화될 것으로 예상
-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이 당 중앙위원회 사업을 시작한 날
을 기념하여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원칙적인 문제들
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46 김정은 총비서도 김정일 위원장의 당 중
앙위원회 사업을 시작한 날을 즈음하여 자신의 혁명역사를 공식
화할 가능성이 존재
- 이와 동시에 절대적 리더십 구축을 위한 조치로서 김일성, 김정일
에게만 수여했던 대원수 칭호를 김정은 총비서에게 수여할 가능

46.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의 힘은 유일적령도체계의 위력이다,” 『로동신문』, 2021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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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존재
※ 김일성 주석은 1992년 4월 13일 80회 생일을 앞두고, 김정일은 70회 생일을
하루 앞두고 대원수 칭호를 부여

■ 국정운영 방식으로 회의체(전원회의, 정치국 회의 등) 활성화 예상
○ 소위 ‘회의 정치’를 당 대회 결정 관철을 총화, 점검하는 기제로 활용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올해를 총결하고 내년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
한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개최가 예상47
- 최고지도자의 사고와 비전, 정책 방향과 실행을 종합적으로 이해
해 리더십과 체제 내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 진로의 방향타로
서의 전원회의 분석이 필요
- 북한은 연말 혹은 연초에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1년의 전투 목표
들을 점검, 종합 총화하고 5개년계획의 2차년도 계획의 목표와 방
향을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
- 전원회의라는 당 회의체는 당 대회 결정 정형 점검, 확인뿐만 아니
라 최고지도자가 인민을 제외한 가장 강력한 집단인 당-국가 기관
에 대해 인민들 앞에 정기적으로 책임을 지고 인민들에게 행사하
는 권력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김정
은 총비서의 리더십 변화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48

47. “올해 전투목표수행으로 당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검증받자-첫걸음도 잘 떼야 하지만 결속
이 더 중요하다,” 『로동신문』, 2021년 10월 28일.
48. 이언 샤피로(Ian Shapiro) 저, 노승영 역. 2019, 『정치의 도덕적 기초』 (파주: 문학동네):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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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변화와 유동성에 대한 대응책 강구
○ 2022년이 북한체제에서 가지는 대내외적 의미와 국가경제발전 5개
년계획의 성과가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 필요
- 2022년은 김일성 주석 탄생 110주년, 김정일 위원장 탄생 80주
년,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지도자로 등극한 10주
년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존재
- 김정은 총비서가 5개년계획의 성과를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49하
고 있으므로 북한은 대내외적 의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제
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결속력 강화를 통해 김정은 통치체제
를 공고화할 것으로 전망50
○ 전원회의 운영방식 및 성격변화로 인해 소위 ‘회의정치’는 새로운 통
치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결정의 절차적 과정이 더욱
중시되는 경향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 등 집단적 협의 결정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북한 정치를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51
- 이러한 의미에서 김정은의 리더십 강화 및 체제 내구력 강화 과정,
성과가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

4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개최,” 『로동신문』, 2021년 6월 16일; “경애하
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
하여>>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년 9월 30일.
5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2020, 『한반도 정세-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창원: 경남대
학교 출판부): 45.
51. 김상범. 2021,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의 정치적 의미,” 『IFES Brief_2021-2
0』, 6월 22일: 7.

149

Ⅲ

Ⅲ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평가와 전망

<부록 1> 당-국가 회의체 목록
순번

1

2

3

4

5

150

기간

1.5-12

1.17

행사명

주요 내용

당 제8차 대회

▪제도와 인적 혁신을 통한 내적 역량 강화가
주 목적
-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당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당의 영도력 강화 방향
으로 제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제시
- 경제사업의 통일적 지도를 위한 강한 규률
과 법･제도 질서 확립, 경제사업 체계 및
방법의 혁신, 간부혁명 강조
▪기본정치방식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를 당규약에 명문화

▪조직문제
- 내각부총리들, 내각 사무장･상들, 중앙검
찰소장 임명
최고인민회의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
제14기 제4차 회의
발전 5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2020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1년 국
가예산에 대하여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당 제8차 대회에서 결정된 5개년계획의 첫
해 사업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개최
▪반･비사회주의와의 투쟁
▪당 중앙위원회 구호집 수정
▪당규약해설 심의
▪조직문제

2.24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

▪군대안의 도덕규률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문제를 주로 토의: 새세대 인민군 지휘성원
의 정치의식과 도덕관을 세우기 위한 교양
사업과 통제 강화 지시
▪인민군 주요 지휘관 해임･임명 등 조직문제
- 김정관(국방상), 권영진(총정치국장) 차수
칭호 부여

6.4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포치된 2021년도 당･국가 주요정책집행 실
제8기 제1차 정치국
태 중간 총화
회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를 6월
상순에 개최 결정

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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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간

행사명

주요 내용

6

6.7

당 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
책임간부들 협의회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대비
하반기 주요 정책 집행과정의 구체적인 실태
를 부문별로 집중 점검 및 문제 해결책 논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
확대회의

▪한반도 주변정세와 혁명의 대내외적 환경
요구에 맞게 전투력을 확대, 강화시키고 국
가방위사업전반의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대한 과업들이 제시
▪조직문제: 일부 군종, 군단급 지휘관들의 해
임, 조동, 신규 임명

7

8

9

10

6.11

6.15-18

▪현시기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고 바라는 절실
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핵심사항으로 규정
① 주요 국가정책들의 상반년도 집행정형
총화와 대책들에 대한 문제, ②올해 농사에
힘을 총집중할 데 대한 문제, ③비상방역상
황의 장기성에 철저히 대비할데 대한 문제,
당 중앙위원회
④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리 당의 대
제8기 3차 전원회의
응 방향에 관한 문제, ⑤현 실정에서 인민생
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해
야 할 문제, ⑥당의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한 문제, ⑦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021년 상반년도 당조직사상 생활정형 총
화, ⑧조직문제

6.29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행위(중대사건
으로 규정)를 엄중히 취급하고 전당적으로
간부혁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

8.5

당 중앙군사위원회,
함남도당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긴급 소집
지시,
도당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개회

▪당 중앙군사위, 8월 5일 폭우 피해복구사업
을 위해 함남도당 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긴
급 소집을 지시
- 김정은 총비서, 피해복구용 주자재를 국가
예비분에서 해제, 긴급 보장 대책, 중앙에
서 재정물질적으로 피해복구사업을 강력
히 지원할 것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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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1

12

기간

행사명

9.2

▪당의 국토관리정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
- 모든 시, 군들에게 자체적으로 국토관리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자연재해에 철
저히 대비하는 것이 정치국 확대회의의
당 중앙위원회
핵심사항
제8기 제3차 정치국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확대회의
맞게 방역대책들을 더욱 빈틈없이 세울데
대한 문제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일데 대한 문제
▪올해 농사결속을 잘할데 대한 문제
▪조직문제: 박정천(정치국 상무위원), 유진,
림광일, 장정남(이상 정치국 후보위원)

9.28-29

∎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발전법을
채택, ②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 ③인민경
제계획법을 수정･보충, ④재자원화법 집행
최고인민회의
검열감독정형 관련, ⑤고려항공총국을 국
가항공총국으로 함에 대하여
제14기 제5차 회의
∎조직문제: 김덕훈(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박정천, 오수용, 리영길, 장정남, 김
성남, 김여정(이상 국무위원회 위원)

출처: 로동신문 각호를 참고해 저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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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교육, 강습회 목록
순번

1

2

3

4

기간

3.3-6

행사명

주요 내용

제1차
시, 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당 역사에서 최초 및 당 대회 및 당 중앙위
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이후 개최된
첫 강습회
∎시, 군당 조직의 기능, 역할을 높여 지방경
제와 인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
(자체 건설･설계 역량 구축, 제대군인 적극
활용 주문)

4.6-8

∎당세포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기
위한 문제 토의 및 지도 목적: 당 중앙위원
회가 가장 중시하는 중대사로 규정
- 당세포들의 빠른 교체율 및 초급 당세포
제6차 세포비서대회
들의 비중 증대의 문제점 해결
∎당세포 앞에 나서는 10대 중요과업 및 세
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품성 제시
∎당세포의 ㎡당 책임제에 관한 독창적인 사
상 제시

4.27-29

∎주요 과업
- ①동맹내부 사업 비판, ②반･비사회주의
적현상에 대한 소극적 투쟁, ③청년들을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과 사회주의 건
제10차
설로의 조직･동원 사업상 문제점 지적
김일성-김정일주의
- 동맹 조직사상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
청년동맹 대회
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개선, 당 정책 집행
을 위한 강력한 체계와 규율 수립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에서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

5.25

제8차
조선직업총동맹
대회

∎주요 과업
- ①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공산주의 신념
의 소유자로 억세게 준비, ②당 제8차대
회 결정관철을 위한 자력갱생의 선봉투
사로 튼튼히 준비, ③고상한 도덕 및 높은
문화적 소양 교육 강화: 반･비사회주의
투쟁 강조
∎동맹조직 생활의 정규화, 규범화를 통한 조
직적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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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간

행사명

주요 내용

5

∎주요 과업
- ①정치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사상사업 강
조, ②문명하고 고상한 문화도덕적 풍모
지니도록 교양: 반･비사회주의 투쟁 강
제7차
조, ③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를 위한 애국
6.20-21 조선사회주의녀성동
사업에 적극 조직동원, ④자녀들을 혁명
맹 대회
적으로 교양육성: 개선된 양육조건을 제
공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숙원으로 규정
∎동맹조직의 규률 준수 및 기강 확립, 동맹
규약학습 강화

6

7.24-27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 강습회

∎건군사상 최초, 의도적으로 전승절을 선택
해 개최, 유일적 령군체계 확립 및 군정 간부
들의 정치사상적 재무장, 역할 확대가 목적

7

11.18-

제5차
3대혁명선구자 대회

∎3대혁명을 동력으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지역에서 동시적이고 균형적인 발전
을 강력히 추동하는 것이 대회의 기본 정신

출처: 로동신문 각호를 참고해 저자 직접 작성.
※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4월 4일(보도일)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
고 7월 초 평양에서 제9차 대회 개최를 예고하였으나, 12월 6일 현재까지 미개최.52

52.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9차대회를 소집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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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김정은 총비서의 연설 목록
순번

1

2

기간

행사명

주요 내용

9.29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
∎정치･경제･문화･국방･대외관계를 비롯한
각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 변화들
에 대하여 개괄 분석
∎구체적인 과업 제시
- ①우리식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강화･발전, ②국가경제의 자립적이며 전
반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정
책적 과업들 제시, ③현시기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 ④
인민생활 안정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하시
면서 이를 위한 정책 문제들을 구체적으
최고인민회의
로 제시, ⑤당의 새로운 육아정책을 집행
제14기 제5차 회의
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전개하여 전
(2일 회의)
국적인 젖생산량을 현재의 3배이상 늘이
며 젖가공기술을 발전시키고 젖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 ⑥방역대책을 더욱 강
화, ⑦사회주의 법률제도를 강화, ⑧현 북
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대하여 개괄평
가하고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을 천명:
남북통신연결선 복원,53 ⑨현 국제정치
정세를 분석하시고 대외사업부문이 다사
다변한 외부적환경에 더욱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 미국의 외교적 관여, 전
제조건없는 대화를 적대시정책의 연장선
으로 규정

10.10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
∎이민위천의 리념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 창건 76주년 기념
핵으로 하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규정, 혁
강연회
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 있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당건설과 활동에 일관
하게 구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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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간

행사명

주요 내용
∎지난 10년간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빛
나는 성과에 대하여 언급: 당의 령도적 권
위와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전당에
정연한 사업체계와 보다 강한 기강을 세우
기 위한 사업이 심화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기 위
한 사업을 심화･발전 요구

3

10.11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개막식

∎국방발전전람회 크게 진행하는 진목적은 나
라의 국방력 발전을 더 힘있게 추동하자는 것
∎미국과 남조선의 각이한 군사연습, 남조선
의 군비현대화 시도는 위선적이며 강도적
인 이중적 태도, 남조선의 위선적 태도와
미국의 암묵적 비호는 조선반도지역의 군
사적 균형을 파괴하고 군사적 불안정성과
위험을 더 키우고 있음. 이에 강력한 유감
을 표명
∎남조선이 우리를 걸고들지만 않는다면 우
리의 주권행사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조
선반도의 깆장이 유발되는 일은 없을 것,
남조선은 우리 무장력이 상대한 대상이 아
니며,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
화하는 것이 아님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
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님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는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
거는 하나도 없음

53. 북한은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모든 남북통신연결선을 복원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로
동신문』, 2021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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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지도 목록
순번

1

2

기간

행사명

주요 내용

8.21
(보도일)

보통강강안다락식
주택구건설사업
현지지도

∎주택구 건설정형을 료해
- 공사속도에 맞는 설비와 자재보장대책
수립하여 공사일정 준수를 지시
∎해당 행정구역 명칭을 아름다운 구슬다락
이라는 뜻으로 ‘경루동’으로 제안, 해당 기
관에서 과년 심의할 것을 지시: 북한은 9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평양시 중구역 경루동’
으로 확정54

11.16
(보도일)

∎혁명의 고향집, 태양의 성지인 삼지연시를
혁명전통 교양의 위력한 거점, 문명한 산간
도시의 전형으로 꾸린 것에 대한 노고
∎삼지연시의 건설과정에서 이룩한 성과, 경험
삼지연시 현지지도
과 기준은 당 지방건설 추진의 명확한 지침
∎지방의 건설력량과 설계력량을 급속히 강
화, 지방인민들의 문명한 물질문화생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하나로 새로운 혁명의 출
발점으로 평가

출처: 로동신문 각호를 참고해 저자 직접 작성.
※ 로동신문에 따르면 이외 김정은 총비서가 ▲3월 23일 평양 사동구역 송신, 송화
지구에서 진행된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 참석, ▲3월 26일(보도일) 보통
문주역 강안지구에 호안다락식 주택구 건설 구상을 제시하고 현지를 돌아봄, ▲4월
1일(보도일) 보통강강안주택구 건설 공사장 돌아본 것으로 소개. 즉 상술한 김정은
총비서 참석 행사의 경우 현지지도로 표기하지 않았으므로 현지지도 분석 내용에는
미포함.

5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90호 주체110(2021)년 9월 11일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의 행정구역명칭을 정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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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난 불구 자립경제 기반강화에 박차
■ 공급과 수요 동시 감소, 민생 경제난의 심화
○ 올 한해 북한 경제는 제재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지는 가
운데 엄격한 방역 조치로 북･중 교역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시장기능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민생경
제난이 심화
- 지난해에 이어 북･중 교역의 감소세가 지속. 2021년 1∼9월 누계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65.1% 감소(5억 3천
만 달러→1억 8,500만 달러). 북한의 대중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한
68.8%, 대중 수출은 상대적으로 작은 23.5% 감소
- 올해 북･중 교역 규모는 지난해 5억 3천만 달러 수준보다 더 낮은
역대 최저인 2억 달러 미만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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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1년 1∼9월 북･중 수출입 증감률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년 1~9월

2021년 1~9월

증감률

對중 수입

487.3

151.8

△68.8

對중 수출

43.9

33.6

△23.5

합계

531.2

185.4

△65.1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중국 해관총서

[표 2] 2020∼2021년 월별 북･중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2020년
1월
10.3

2월
0.4

3월
0.6

4월
2.2

5월
4.7

6월
9.1

7월
8.0

8월
6.6

9월
1.9

10월
1.4

11월
1.1

12월
1.6

증감률 △47.1 △97.9 △96.2 △90.1 △70.3 △31.6 △87.9 △58.9 △87.2 △91.5 △93.9 △92.8
수입
증감률
합계
증감률
구분
수출

186.8

10.3

18.0

218

58.6

87.7

65.9

19.3

18.9

0.3

0.1

3.4

11.2 △88.4 △90.9 △90.0 △77.3 △58.8 △68.3 △91.2 △91.7 △99.9 △99.9 △98.7
197.1

10.7

18.6

24.0

63.3

96.8

73.8

25.8

20.8

1.7

1.3

5.0

5.2 △89.9 △91.3 △90.0 △76.9 △57.1 △66.8 △89.0 △91.4 △99.4 △99.5 △98.2
2021년
1월
1.5

2월
1.8

3월
1.3

4월
1.8

5월
0.8

6월
1.8

7월
4.1

8월
6.2

9월
14.3

증감률 △85.6 379.2 112.0 △16.3 △84.2 △80.1 △48.3 △5.0 637.2
수입

0.0

0.0

13.0

증감률 △99.9 △99.9 △28.0
합계

1.5

1.8

14.3

증감률 △99.2 △83.6 △23.4

28.0

2.7

12.3

16.8

22.5

55.6

31.9 △95.4 △86.0 △74.5

17.0 194.6

30.6

28.8

3.5

14.1

20.9

27.5 △94.5 △85.4 △71.7

69.9

11.4 235.8

* 주: 증감률은 전년 동월대비 천$ 기준
**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중국 해관총서

○ 외환 통제와 국경 봉쇄로 달러와 위안화 가격이 하락하고 북한 원화
가격이 두 배로 상승. 외화(달러, 위안화) 가치는 하락했는데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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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돼지고기)는 오히려 상승하였고, 주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져 더
어려움.
[그림 1] 2021년 달러 환율 변동 추이

자료: 데일리엔케이(Daily NK) 통계를 토대로 작성.

○ 당국이 식량난 문제 해소를 위해 군이 비축해둔 식량을 사용할 정도
로 부족난이 부각
- 김정은 위원장은 군량미를 풀어서 식량을 공급할 것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서를 발동(6월 17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
의). 식량 판매소가 쌀･옥수수를 시장 평균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
으로 판매했음에도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
- 쌀값은 6월까지 급등세로 연 초 대비 최대 2배까지 올랐다가 7월
에 진정세를 보였지만 다시 상승 추세. 평양과 신의주 지역은 비슷
하게 변화, 국경도시인 혜산지역의 변동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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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21년 쌀가격 변동 추이

자료: 데일리엔케이(Daily NK) 통계를 토대로 작성.

■ 자립경제 기반 강화에 집중
○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닫는 강력한 봉쇄 정책을 통
해 교류가 전면 차단된 상태에서 내부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
원, 활용하는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회복을 추진
- 심화되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자립경제구조 강화
를 위한 일관성 있는 노력. 즉 국내에서 제기되는 물질적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보장하기 위해, 생산에 필요한 원료, 연료, 자재, 설비,
기술을 자체로 보장하는 구조 형성에 집중
- 이에 따라 원료･자재･설비의 국산화와 재자원화, 신제품 개발, 질
제고, 재생에너지 전환 등 활발하게 추진
○ 북･중 교역 최소화, 환율 절하(원화가치 상승) 등도 북한 당국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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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아래 진행되고 있는 의도적인 조치로 판단
- 즉 엄격한 방역 조치로 교역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립경제
기반 강화라는 일관된 기조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주목. 경제회생
을 위한 무역의 필요성을 평가 절하하고 있고, 오히려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 상황을 내적 발전동력 강화 및 대외 의존심을 낮추
는 계기로 활용
○ 북한 원화 가치 상승도 자립경제 기반 구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
정. 시장에서 외화를 통한 상거래는 철저히 금지하면서 원화 사용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원화 수요가 늘면서 달러와 위안화 가치는
하락하고, 반면 원화 가치가 상승
[그림 3] 2021년 위안화 환율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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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을 위한 인민경제 활성화
■ 인민생활 향상 성과내기에 주력
○ 김정은 시대의 통치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부각하며 국가사
업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경제성과 내
기에 집중
-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현지지도하며 지시한 사업들
(평양 살림집 건설, 함남 검덕지구)의 공통점이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이념을 가장 두드러지게 과시할 수 있는 것들로 판단
○ 김 위원장은 대북제재, 코로나19 장기화, 북･미 관계 등의 조기 개선
난망 등의 대내외적 조건에서 돌파구는 민심을 안정시키고, 이를 위
한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
- 살림집 건설뿐 아니라 식량증산, 인민소비품 생산 등이 특별히 강
조되고, 실제로 이 분야에서 비교적 두드러진 성과 도출. 특히 북한
은 살림집 건설을 ‘인민을 위한 당의 은덕이 깃든 조치’라고 선전
○ 북한 매체들도 올해 취해진 인민들을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조
치들을 부각
- 로동신문(11.5)은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의 첫해인 올해에
취해진 인민 사랑의 조치들’이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평양시
1만 세대, 보통강변 살림집 건설 결정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서
명한 특별명령서 등 민생 조치들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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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들을 위한 주요 조치 결정 사항
주요 회의

결정사항

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평양시에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결정
제2차 전원회의
3월

보통강변 강안지구에 호안다락식주택구 건설 구상

6월 당 중앙위 8기 3차
전원회의

▪인민의 생명안전, 생활 향상과 관련해 김 총비서가
직접 서명한 ‘특별명령서’가 발령
▪국가 부담으로 젖제품(유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
을 탁아소, 유치원에 공급하는 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

8월

큰물(홍수)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에 김 총비서가 복구
역량과 자재보장 대책을 세워줬고, 당 함경남도군사위
원회 확대회의가 소집돼 인민군 부대를 동원

9월

당 중앙위 8기 3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을 빈틈
없이 세우는 문제 등이 논의

10월 당 창건기념일

신흥군, 홍원군, 함흥시, 영광군 등 수해지역이 복구를
마치고 살림집 입사모임을 진행

기타

대평지구 건설

○ 인민생활 향상 기조에 맞춰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주력
- 김정은 위원장이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지방 경제 발전을 강조한
이후 3월에는 노동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
를 개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9.29)에서는 시군발전
법 채택, 11월 3대혁명선구자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시･군강화발전을 결의하고 이행 위해 총력
- 이에 따라 지방경제에서 기본을 이루는 농업을 비롯해 지역 주민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설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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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1차년도 주요 특징
○ 북한은 8차 당 대회 결정에 따라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첫 해 목표를 완수하여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 혁신과 정비보강을 통한 국가적인 자력갱생 역량 강화
○ 북한은 8차 당 대회(1.5~12) 이후 경제부흥을 위한 혁신의 방법으로
서 인민경제 전반에 대한 정비보강을 통한 내부적 힘의 지속적인 증
대를 추구
-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정비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연대적 혁신을 이룩하는 것
이 목표. 5개년계획 첫해의 목표 달성이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가속화에 기여 역설
- 이를 위해 내각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경제관리기구들을
사업내용과 기능에 맞게 재편성하는 사업들을 추진. 더불어 내각
은 강화된 통계체계에 기초하여 금속, 화학, 전력 등을 중심으로
정비보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전반적인 생산과 건설, 확대재생산에 필수적인 연료, 동력, 원료, 자
재, 수송과 같은 물질적 생산요소와 조건을 보장. 동시에 수입원료,
연료에 의거한 생산공정들을 국내의 원료, 자원에 의거한 생산공정
으로 전환
- 경제적 실리가 보장되지 않는 공장들과 공정들을 과감하게 정리.
기업차원에서는 모든 생산공정을 전기절약형, 로력절약형,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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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형, 환경보호형으로 단계적으로 개조, 원가와 전력 절약 등을
통한 경제성과 내기에 집중
■ 지역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주요 건설사업의 완료
○ 북한은 올해 일관되게 지역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통해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성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을 강조
- 이는 결국 식･의･주 분야에서의 변화를 의미. 특히 살림집 건설이
전국적으로 추진
○ 1월 8차 당 대회에서 북한은 향후 5년간 평양 외곽 지대에 총 5만 세
대의 살림집을 건설할 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대규모 인력과 물자를
동원
- 2020년의 경우 평양종합병원과 3대 관광특구 조성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3대 살림집 건설(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보통강변 800
세대 다락식 주택, 함경남도 검덕지구 살림집)에 집중한 점이 특징
○ 평양 중심으로 1만 세대 살림집(주택), 보통강변 주택구, 만경대 인
근 대평지구 살림집 완공 등 건설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 도출
-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착공식에 참석해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
온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한 평양(사동구역 송신, 송화구역) 1만
세대 살림집을 비롯해 평양 도심 보통강 강변에 짓고 있는 800세
대 다락식 주택 건설도 완공. 10월 10일 당 창건 76주년에는 평양
시 대성구역 림흥동 지구에 백수십 세대 살림집을 건설
○ 함경남도 검덕, 삼지연지구 건설 등 지방에서도 살림집 건설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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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덕지구 피해복구 건설,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대흥청년영웅광산,
룡양광산에 2만5000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 함경남도 신흥
군, 홍원군, 함흥시, 영광군 등에서 수해 복구를 완료한 뒤 새집들
이를 진행
- 평안북도 소년단야영소, 황해북도 정방산호텔 등 지방에서의 완공
소식을 속속 공개, 자강도 강계시 공귀동지구에 살림집 200세대
건설. ‘삼지연시 꾸리기’ 3단계 공사 계획에 따라 10개 동, 리에 단
층, 소층, 다층 살림집 천 수백 세대 완공
■ ‘자립경제의 생명선’ 인 농업부문 성과 극대화 도모
○ 지난 1월 당 대회 때부터 농업 성과를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
로 꼽으며 관련 사업에 박차
- 농업 부문 성과는 3월 4일 열린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3.4),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9.2)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뤘고,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9.29)에서도 재강조
○ 식량에 대한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
- 2020년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비료 수입이 각각 27%, 16% 감소.
더구나 2020년에는 중국의 비료 무상 지원이 전무. 이는 코로나19
방역 영향도 있지만 북한 당국의 식량자급자족 정책 기조와도 무
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
○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자연재해 피해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의외의 긍정적 성과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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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
- 이는 올해 기상조건이 나쁘지 않았고, 연 초부터 자연재해의 영향
을 받지 않도록 농사에 임했기 때문으로 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대비 역량 강화
○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농작물뿐 아니라 산업시설, 인적 피해 등 막대
한 손실을 보자 올해를 계기로 수해 복구와 함께 자연재해 대비를 우
선사업으로 두고 진행
- 당 중앙위원회 제８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9.2)에서 수시로 닥
치는 태풍,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
토관리정책이 우선 의제로 상정
- 이는 8차 당 대회에서 밝힌 국토관리사업의 우선순위가 자연재해
예방으로의 전환을 의미
■ 국경 봉쇄 아래에서도 관광사업은 지속적으로 준비
○ 올해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에는 관광도 포함. 김정은 위원장은
8차 당 대회에서 금강산 관광지구를 ‘우리 식의 현대적인 문화관광
지’로 꾸밀 것을 주문
- 대표적인 관광지로 꾸며진 양덕온천도 1월에 재개장. 당장 외국
인 관광객을 끌어올 수는 없지만 내수를 위한 조치로 판단. 3월 최
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동해안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이 승인
- 평양 주요 호텔들의 ‘이용 가이드’를 발간한데 이어 평양 시내 주
요 명소 등 관광자원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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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22년 전망 : 자립적 경제구조 완비의 지속적 추구
■ 불확실한 정세 전망 아래 자력갱생 기조 유지
○ 2022년도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코로나19, 북･중 교역, 자연재해 등이 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의 공존, 이른바 ‘위드 코로나’ 국면
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북한도 이에 편승하느냐가 관심사
- 하지만 백신 수급에 따른 집단 면역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
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기 쉽
지 않은 상황
- 내년에도 북･미 협상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극적 변화를
견인하지 못하는 한 대외문제보다는 대내 경제적 역량강화에 더
관심을 쏟을 것으로 예상
- 대외관계도 연 초의 베이징 동계올림픽(2.4~20), 한국의 대통령
선거(3.9), 미국의 상하원 중간선거(11.8) 등 불확실한 변수들을
고려해 안정적 정세 관리에 치중하면서 내부 경제문제해결에 집
중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북한이 여전히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순위로 유지하는 한
내년에도 자립적 경제구조 완비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
- 북한이 8차 당 대회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제재, 봉쇄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끄떡없는 21세기형의
자립경제구조를 완비할 때까지 당 대회에서 제시한 전략과 정책
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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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화학 등 핵심 공업 중심 성과 도출 매진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2차년도에 접어드는 2022년에는 1차년
도 자립경제 토대 구축에 관건이 되는 금속, 화학 등 핵심 공업 중심
으로 성과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인민경제 중요 부문에 원료를 보장하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발
전을 전반적인 경제 발전에서 우선순위로 설정
○ 특히 북한 자체의 원료에 의거해 주체공업으로 전환시키는 데서 매
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은 완공 연도를 미공개, 하지만 이 공업이 경공업 연료를 비롯
한 화학자재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열고 경제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는 관건으로 인식
■ 태양절 110주년, 광명성절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인민생활 돌파구
마련
○ 자력갱생 기조 유지 아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탄생
110주년, 80주년을 맞아 인민생활 돌파구 마련을 통한 인민대중제
일주의 성과 도출에 집중
- 국방건설분야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신형전략･전술무기개발과 더불어 인민생활 향상이 가장 중
요한 성과로 과시될 것으로 예상
○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농사로 식량문제 해결 돌파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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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야 한다고 강조한 점으로 비춰봤을 때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예상
- 올해 가을철 추수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동시에 내년 봄에 수확할
이모작을 시작하는 등 식량난 해결을 위한 농업 부문 성과에 집중
○ 올해 중점을 두었던 농업과 지방공업 발전, 국산화, 재자원화 등 지
방경제 발전을 위한 각 도의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
- 도시와 지방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춘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유지
■ 자연재해 대응 역량 강화
○ 내년에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관리정책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매년 태풍과 장마로 인한 수해로 농업 생산에 큰 차질을 빚
은 바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 대응 역량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한다
고 인식
○ 식량 증산에 정권의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어
내년에도 이상 기후 현상이 농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에
더욱 집중
- 올 들어 자연재해에 대비한 ‘장기적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
■ 자립경제 구축에 기여하는 북･중 교역 및 관광 재개 가능성
○ 2021년 중 북･중 접경지역에서 방역시설 구축, 관련 법제 정비 등
물자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측되면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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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북･중 육로교역이 정상화될 가능성에 주목
- 그러나 코로나19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북･중간 육로 운송이
재개되더라도 엄격한 방역 기준 아래 건설부자재, 의약품, 생필품
등 필수품목 위주의 제한적인 교류에 그칠 것으로 관측
- 더구나 대외경제의 외부 의존도를 낮추려는 자립경제 정책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교류가 이뤄질 전망
* 김정은 위원장은 대외 경제 사업에 대해선 “모든 무역활동이 경제부문의 수입 의
존성을 줄이고 자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확대 발전”될 것을 언급(9월29일 최
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 시정연설)

○ 이에 따라 중국과의 교역재개 및 확대를 통한 경제난 극복과 관련 예
년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중국은 내년 2월 4일~20일까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
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최우선 관심사이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
역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
은 북한 주민들의 중국 유입을 통제할 가능성이 농후
- 더구나 중국도 내부적으로 식량 및 비료 부족 사태를 겪고 있기 때
문에 이들 품목의 대북 지원 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국경개방이 이뤄질 경우 화물교역-인적왕래-관광개방 등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농후
- 코로나19 완화를 대비한 관광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외국인 개별 관광을
적극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표출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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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책 제언 : 남북관계의 ‘위드 코로나’
○ 자연재해 및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식량 및 경제난을 겪고 있음
에도 북한은 고립을 자초하면서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공고화하는데
집중. 이는 대북제재의 유효성과 북한체제의 내구성에 대한 재평가
기회
- 국경봉쇄를 2년 가까이 시행하는 것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며, 앞으로도 국경봉쇄를 풀기 쉽지 않은 조건과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어느 때보다 북한 내부 변화에 비상한 관심
을 갖고 시의적절한 정세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
○ 북한 주민들의 일정 수준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으면 남북-북･미
관계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내년에도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을 통해 북한이 봉쇄 정책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사
실상의 남북 공동의 위드 코로나 실현을 정책 우선순위로 둘 필요
-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사무총장
은 11월 1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국가는 북한과
에리트레아 뿐이라고 언급
○ 북한이 내년에도 코로나19에 대한 비상방역체제 유지 및 자립경제
완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남북관계 재설정 고민
- 즉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여
전히 소극적 대남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와 다
른 접근법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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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심화되는 주민들의 생활고 등을 고려해 내년까지 봉쇄를 이
어가기가 쉽지 않고, 주민생활 향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봉쇄
완화, 백신 수용과 대외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에도 대비
- 북한 당국은 지금과 같은 봉쇄 상황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외부
에 대한 의존심을 낮추는 사상통제와 자립경제 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봉쇄 경제
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 고조와 더불어 내부 자원 동원의 한계 상황
은 언제든지 발생 가능
-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당장 수용하지 않더라도 보건의료 긴급 지
원과 더불어 인도적 차원의 지원협력 대응은 상시적 유지 필요
○ 더불어 전 세계적 이슈인 기후변화에 따른 바이러스 전염병 확산 방
지와 농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남북 간 공동대응책 마련 등은 시급한
논의 과제
- 북한은 로동신문 보도 등을 통해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해서는 국
제사회 동향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적절한
대응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수용성이 높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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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8차 당 대회를 통한 군사분야 변화와 국방력 강화 성과 부각
■ 제8차 당 대회 이후 군사분야 변화 모색의 특징과 의의
○ 김정은 통치 10년 동안 추진해 온 ‘탈군사화’를 위한 국가와 사회 전
반에 걸친 체질 개선의 노력을 마무리하며 김정은식 통치방식의 안
착을 통해 정권 2기 안정적 운영의 일대 전환점 모색
- 1962년 병진노선이 발표된 이후 오랜 기간 국가와 사회 전반을
지배해 온 군사우선주의 폐단에서 벗어나 경제발전 중심의 인민
대중제일주의로 실질적 전환
- 군사 관련 당규약 변화를 통해 최고지도자의 당을 통한 군 통제가
보다 간명해지고 강해졌다는 점에서 군의 역할 및 위상 변화 식별
○ 핵전쟁 억제력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강조는 과거 병진노선으로
단순 회귀가 아니라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통한 안보우려 해소
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상적인 병진노선 2.0으로 진화
- 지금까지 정권생존적 차원에서 인민경제를 희생하고 국방공업
을 중심으로 군사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온 것은 “가짜 병진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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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
방위력 강화에도 재원을 충분히 배분하겠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가 경제발전과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과 같은 “진짜
병진노선”으로 변화
- 과거 병진노선의 시대로의 회귀가 아닌 경제 중심의 인민대중제
일주의정치하에서 군사력은 군사전략 차원에서 그 자체가 목적
이라기보다 국가 생존과 발전 전략 차원에서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
■ 경제발전 5개년전략 실패를 국방력 분야 성과 집중 부각으로 만회
○ 지난 7차 당 대회 총결 기간(2016~2020년) 이룩된 성과로 핵전쟁
억제력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부각
- 2016년 노동당 7차대회 이후 《화성포》계렬의 중거리, 대륙간탄
도로케트들과 《북극성》계렬의 수중 및 지상발사탄도로케트, 핵무
기의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 초대형수소탄개발 완성에
이어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포-15》형 시험발사로 국가핵무력
건설 완성을 가장 큰 성과로 자평
-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 공개한 11축 발사차량에 실린 신형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더 위력한 핵탄두와 탄두조종능력
이 향상된 전지구권타격로케트’ 개발이라고 언급
- 국방과학부문에서 초대형방사포, 신형전술로켓, 중장거리순항미
사일 등 새로운 첨단핵전술무기와 신형탱크, 반항공로케트종합체,
자행평곡사포, 반장갑무기 등 신형 무기 개발 성과를 크게 부각
- 다탄두개별유도기술과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연구를 마
무리하고 시험준비 중이며, 중형잠수함무장현대화를 위한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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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로미오급) 및 핵잠수함설계연구의 최종심사단계, 각종 전자
무기들, 무인타격장비들과 정찰탐지수단들, 군사정찰위성설계 완
성 등 진행 중인 국방과학연구부문 공개
○ 국가방위력 강화와 국방공업 발전 성과에 대해 상세히 언급한 것은
대내적 메시지 전달 의도가 우선
- 당국가가 당 대회를 통해 인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안보
와 경제 두 부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이번 군사분야
성과를 부각한 것은 지난 7차대회 총결 기간 경제성과의 미흡을
군사분야 성과로 보충하려는 의도도 내포

나. 2021년 군사 분야 주요 동향
■ 제8차 당 대회에서 국방력 강화 과업(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
년계획) 제시
○ 8차 당 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추진해 나갈 국방공업을 비약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중핵적인 구상과 중대한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
- 전술핵무기 개발 및 초대형핵탄두생산, 1만 5,000㎞ 사정권 내 명
중률 제고로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 고도화 등 핵기술 고도화와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 제시
-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 고체연료엔진 ICBM 개발, 핵잠수
함과 핵탄두 SLBM 개발 등을 주요 과업으로 상정
- 군사정찰위성 운영을 통해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확보하고 500km
정밀정찰 가능한 무인정찰기 등 정찰 수단 개발연구사업 본격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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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언급
- 제8차 대회 군사부문, 군수공업부문협의회와 김정은의 결론에서
도 국가방위력 강화를 재차 강조
○ 국가방위력 강화 계획 공개는 대남･대외관계와 함께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추진과도 연계
- 통상 초기 계획단계의 군사무기 개발은 비밀로 한다는 점에서 이
를 상세하게 공개 강조한 것은 대미/대남 압박 차원의 대외적 메
시지와 대내 결속을 위한 이중적 의도를 내포
- 당규약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을 통한
평화적 안정과 통일 언급하며 정당화
* 당규약 전문의 대남통일부분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였
다”며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으로 된
다”고 수정

- 군사분야 계획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함께 9차 당 대회
(2025년 예상)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내세울 안보와 경제의 두 가
지 분야의 성과 차원에서 제재, 코로나 등 대내외적 환경 고려 상
호 보완적으로 추진
■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공세적 추진
○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1차년도인 2021년 국방
력 강화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술적 준비상태 고려 계획대로 진행
- 올해 북의 무기 시험발사 유형을 보면 지난해 10월과 올 1월 열병
식에 공개한 무기모형(mock-up)의 시험발사를 집중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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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발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것은 아직 개발 중인
미완성 무기라는 점에서 완성 시 참관이 예상되며, 이는 과거 김일
성 김정일 시기와 달리 단위별 임무와 책임을 중요시하는 김정은
식 시스템 통치방식을 통한 국가운영으로 부담은 덜면서도 통치
권한은 강화
○ 1월 22일 평북 구성, 3월 21일 평남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
일 발사
- 북한의 공식적인 보도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사거리, 고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순항미사일로 추정된다고만 발표
- 제8차 당 대회에서 언급한 중장거리순항미사일 또는 당 창건 75주
년 열병식에 가지고 나왔던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KN-27) 시험
발사 가능성
- 북한이 미보도했다는 점에서 실패 가능성과 함께 실제 공개적인
시험발사를 앞두고 사전 연습 발사를 실시했을 가능성
○ 3월 25일 함남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전술유도탄 2발 시험
발사
- 북한은 리병철 비서가 주관한 국방과학원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
사로 탄두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고 밝혀 제8차 당 대
회 열병식(1.14)에 최초 식별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개
량형(KN-30)으로 추정
- 북한이 신형의 탄두 중량을 2.5톤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현무4(탄
두 2톤, 사거리 800km)을 의식한 점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난 8차
당 대회에서 언급한 전술핵 개발과 연관된 위협적인 무기체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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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유도탄들에 적용하고 있는 저고도활공도약형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특성 역시 재확증하였다”며 북한 미사일에 보편적
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제 무력
화를 암시
* 북한이 밝힌 비행거리 600km와 우리 군의 발표 450km와 차이 발생

○ 2021년 9월 11일과 12일 국방과학원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치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
초를 비행해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
-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중점 목표 달성에 의의를 가지는 전략무기 장거리 순항미사
일 개발사업의 일환
- 저고도 비행 및 정밀타격이 가능하고 현재까지 핵탄두 탑재는 제
한될 것으로 보이나 북이 핵탄두의 경량화와 소형화를 지속해 나
갈 경우 현재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체제로는 방어가 어려운 중대
한 위협으로 평가
○ 9월 15일 철도기동 미사일연대 검열사격 훈련
- 기차를 이용해 전술유도탄(KN-23) 2발 발사, 이동발사수단 다양
화로 생존성과 동시다발적인 집중타격능력을 높여 미사일방어체
계 무력화 의도
- 시험사격이 아니라 검열사격훈련이라고 한점에서 KN-23은 개
발단계가 아니라 실전배치된 것으로 보이며 새롭게 조직된 철도
기동미싸일련대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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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8일 국방과학원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1발 시험발사
- 8차 당 대회 때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이라고 한점에서 극초
음속순항미사일(Hypersonic Cruise Missile ,HCM)이 아니라 기존
액체연료 엔진 탄도미사일에 기반한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 HGV)
- 액체연료 앰플화를 통해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이며 보관하여
노동미사일(화성7)과 SCUD-ER(화성 9) 고려 시 사거리 1,000km
내외의 미사일 탄두부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적용해 개발을 진행하
고 있는 것으로 예상
○ 9월 30일 국방과학원 신형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 지난해 당창건 75주년 열병식과 올해 1월 제8차 당 대회 기념 열
병식에 공개한 신형 대공미사일 체계의 시험발사
- 2016년 발사 장면을 공개한 대공미사일(번개-5호)과 달리 소위
러시아판 사드라고 불리는 중장거리 대공방어시스템인 S-400과
유사해 최대 사거리 400km, 최대 탐지거리 700km, 최고 속도
마하 12로 항공기는 물론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
-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탐지 및 요격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과거 북이 우리의 F-35 전투기 도입에 대해 이를 무
용지물로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10월 19일 국방과학원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
- 신포 일대 동해상에서 고래급(신포급) 잠수함(8.24 영웅함)을 이
용 전술유도탄(KN-23)을 기반으로 한 신형 단거리 잠수함발사탄
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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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 북극성 계열과는 다른 전술유도탄
(KN-23)과 동일 형상의 소형 SLBM 공개

- 이미 실전 배치한 지상 발사 전술유도탄(KN-23)을 수중발사용으
로 개량한 것으로 추정되며 개조한 로미오급 잠수함에 탑재하여
북극성 계열보다 먼저 실전배치 될 가능성에 유의
- 전술유도탄(KN-23)의 발사가 차량과 기차에 이어 잠수함까지 가
능하게 됨에 따라 발사 위치와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한반도 전역
과 일본을 포함한 지역 내에서 전술적 차원의 재래식 거부적 억지
력을 극대화

발사일

발사장소
(탄착점)

발사체

거리

비고

1.22

평북 구성 순항미사일 2발
(서해상) *신형지대함(KN-27) 또는 지대지

미확인

북한 미보도

3.21

평남 온천 순항미사일 2발
(서해상) *신형지대함(KN-27) 또는 지대지

미확인

북한 미보도

3.25

함남 함주 KN-23 개량형(KN-30) 2발
(동해상) *탄두 중량 2.5톤

600km

제8차 당 대회
열병식 최초식별

9.11
9.12

위치 미상

9.15

평남 양덕 전술유도탄(KN-23) 2발 기차 발사
(동해상) *철도기동미사일연대

800km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1발
*액체연료 앰플화

미확인

국방발전전람회
전시 식별

위치 미상

신형 반항공미사일
*스텔스 탐지 및 요격 능력

미확인

제8차 당 대회
열병식 최초식별

신포
(동해상)

신형 단거리 잠수함발사탄도탄
*고래급 잠수함 발사

690km

국방발전전람회
최초 식별

9.28

자강도
(동쪽)

9.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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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력 강화 집중의 의도 및 영향 평가
○ 북한의 신무기 지속 개발을 대남 대미 위협 및 대북정책 변화를 위한
압박 차원으로 설명하기는 한계
- 2021년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닌 주로 단거리미사일
을 시험발사한 것이 추가제재에 대한 우려나 북미대화 가능성과
남북관계에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리병철 비서 담화(3.26)에서 “누구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
기를 개발하는것이 아니다”라며 북･미 대화나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함.

- 리병철 비서 담화(3.26), 조선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3.28)
그리고 3월 30일 김여정 부부장의 추가 담화 모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정당화하고 미국과 남한, 유엔을 비난한 것은 방어적
이라기보다 경제에 매진하기 위한 공세적 외교(자주)와 국가방위
력 강화(자위)의 일환으로 해석
- 북한은 대북제재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 형성을 좌시하지 않고 상대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미국이 이념과 가치를 강조하며 동맹을 강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반미 국제연대를 통
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의도
○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
성과 차원에서 추진
- 공개적인 신무기 개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응 및 북･미 대
화 압박이나 남한의 대미 설득 역할을 강요, 남북관계 제고 등 대
외적 메시지 전달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일 수도 있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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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인 완성도를 바탕으로 무기체계 개발 일정에 맞추어 추진
- 제8차 당 대회에서 밝힌 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함께 국방과학발
전 5개년계획을 자신들의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대내적으로 안보적 우려 해소와 군심,
민심 결집을 위한 대내적 의도에 무게
- 9월 9일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과 10월
엔 당 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을 개
최하여 코로나와 제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적 성과의 부족
을 군사적 성과로 대체하기 위해서 군사적 분야에 있어 첫해 성과
를 극대화 노력
○ 국가방위력 강화의 원인을 미국과 남한에게 돌리며 국방력 강화 지
속 추진의 명분과 정당성 마련
- 우리의 군비현대화를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라고 비난
하면서 자위적인 국방력발전 권리라고 주장
* 김정은은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을 통해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이
아니다”라며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언급

- 조선반도지역 정세불안정의 근원을 미국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군
사력 강화를 지역 내 군사적 균형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서 향후 군축협상 제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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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2년 군사 분야 전망 및 정책 제언
■ 북한의 2년차 ‘국가방위력 강화’ 추진 전망
○ 5개년계획의 2년 차에 경제에 집중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방위력 강화 행동 병행 지속
- 2022년에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염두에 두거
나 남측의 대선 등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해 ‘군사적 행동’을 결정
하지는 않을 것
-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향후 5년간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 전진’
을 위해 경제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안심시키고 군권을 확
고히 할 수 있는 자위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핵무력 강화와
함께 선택적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 사업을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지난 8차 당 대회에 제시한 국방 관련 과업 중 2021년도에 이행하지
못한 것을 2022년도에 우선 실행할 가능성이 큼
- 통상 5개년계획의 실질적인 성과는 2차 연도에 진행하고 많은 결
과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국방력 강화 역시 2022년
성과가 중요
- 2021년에는 주로 단거리전술무기 개발에 집중했다면 2022년엔
수중 및 지상 고체 ICBM 개발사업, 핵잠수함 및 핵 SLBM 보유,
15,000km 사정권 내 명중률 제고를 통해 핵선제 및 보복타격 능
력 고도화 등 전략무기 개발에 무게를 두고 진행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제기한 새로운 무기 대부분이 개발 초기 단계로 개발 및 완
성에는 상당 시간과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일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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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무기들이 중복되어 있어 좀 더 단순화되고 나머지 병력과
자원은 경제분야로 돌릴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4월 북한의 중요한 정치 일정을 전후해 군사적으로 남북관
계에 중요한 분수령 예상
-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남북, 북･미 정
상회담으로 이어진 것과는 반대로 종전선언 이슈에도 불구 2022
년 베이징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의 기회요인으
로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임.
- 2022년 3월 이번 정부가 대선 전 한･미 동맹의 안정적 관리가 필
요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등을 이유로 내세워 한･
미 연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이를 빌미로 쌍중단(핵실험/ICBM 발
사 중단과 연합훈련의 중단)을 미국이 먼저 지키지 않고 파기했다
는 명분을 내세워 인공위성(장거리로켓)이나 북극성 계열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 신형 ICBM 지상 연소실험과 제
한된 사거리 발사 가능성
- 특히 우리의 대선과 신정부 출범 전후 공백기에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는 유지하면서 이와 구분하여
신형 잠수함 진수 및 SLBM 발사 등 관련 징후를 지속적으로 노출
하고 실제 새롭게 건조된 신형잠수함(3000톤급)에서 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를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리병철 비서는 담화에서 “미국의 군사적위협을 미국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
당한 자위적권리”를 언급해 단순히 단거리 전술유도탄시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SLBM과 ICBM의 시험발사도 할 수 있음을 밝힘.

- 북한은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110주년이면서 이전 2월 16
일은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80주년, 4월 11일 김정은 당 제1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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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대 10주년, 4월 13일이 제1국방위원장 추대 10주년으로 열병식
등 대규모 행사가 예상되며 인공위성 발사와 같은 두드러진 가시적
성과가 필요함.
*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2022년 5월 예정된 누리호 재발사와 연결 가능

■ 남북관계 위기 가능성과 군비통제적 해소 노력
○ 북한은 현 남북관계 위기의 원인을 군사적 문제와 남북합의 미이행
으로 규정하고 접근
- 남한이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을 끌려 하고 있다고 지적
-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중지 요구를 외면하
고 남북합의 이행에 역행하면서 남한의 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
에 대해 대통령 발언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이중기준을 문제시함.
-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밝힌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와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교류협력 관련 기구들도 없애
버리는 문제, 그리고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파기와 관련 북측의 대
남 조치는 남북 상호 간 군비경쟁 하 군사적 행동을 빌미로 ‘국지
적 행동’으로 발현될 가능성 있음.
-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을 비롯한 군사분야에서
선제적 조치 필요하며 제재와도 무관한 남북합의 사항의 선제적
이행이 선행
○ 북･미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
을 상대하려는 입장은 불변
-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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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하는데 있다”고 하면서도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한 이 문장
으로 바이든 정부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표출함.
- 중･러 등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다변
화하면서 보편적 국제사회 규범(국제적 정의)에 맞는 국가의 대외
관계 확장을 통해 미국과 제재와의 장기 대결을 준비
○ 북한의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 등 핵무력의 질량적 증가로 인한 향
후 비핵화 협상의 복잡성 증가와 제한적 핵보유국 전략하 핵군축 협
상 주장 가능성 증가
- 북한은 현재는 물론 미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핵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력갱생을 통해 제재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조건부 핵
무기보유국 전략’ 구사 가능성
- 남북관계 진전은 경제적 접근, 평화경제가 아니라 군사안보적 접
근과 평화안보의 개념이 필요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군비통제적 접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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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8차 당 대회에서 언급한 지난 5년간 국방분야 총화 내용 종합
구분

성과분야
‘화성포’ 계열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무력
현대화 ‘북극성’ 계열 수중･지상
탄도미사일
지향
새로운
핵능력
핵무기 소형경량화
확보
규격화, 전술무기화
초대형수소탄 개발
신형 ICBM
초대형 방사포

진행 상황 확인
2017. 5/8/9월 화성 12형 발사
2017. 7월 화성 14형 발사
2017.11.29. 화성 15형 발사
2016.8.24. 북극성-1형 발사(고래급잠수함)
2017. 2.12 북극성-2형 발사
2019.10.2. 북극성-3형 발사(수중사출장비)
2020.10.10. 북극성-4형 당창건 75주년 열병식
2016.1.6. 4차 핵실험
2016.9.9. 5차 핵실험
2017.9.3. 6차 핵실험
2020.10.10.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공개
*2021.10 국방발전전람회 전시(화성 17형)
초대형방사포(KN-25) 개발 완성
*발사관 4,5,6개 탑재 차륜형과 궤도형 공개

첨단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양산 및 실전배치
핵전술 신형전술로케트
KN-24(북한판 에이태킴스) 완성단계 추정
무기
중장거리
*2021. 9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순항미사일
국방
과학
부문
첨단
무기
체계
연속
개발
완성

우리(北)식 주력탱크

2020.10.10.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신형전차
최초 식별, 기존 선군형 전차 개량 추정(7축)
*개발방향 수립, 생산공정 일신

반항공로케트 종합체

2020.10.10.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공개
2021. 10.1 신형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자행평곡사포

2018.9.9. 북 정권 70주년 열병식 공개
(155mm 신형자주포)

반장갑무기들

2018.9.9. 정권 70주년 열병식 공개
(대전차미사일 탑재 장갑차)
2020.10.10.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공개
(열압탄 또는 대전차미사일 탑재 장갑차)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완성을 위한 연구사업 마감단계 진행 주장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연구 종료 및 시험제작 준비
* 2021.9.28.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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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분야

진행 상황 확인

중잠수함 무장 현대화

2019.7.23. 개조 로미오급잠수함 김정은 시찰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 종료, 최종심사단계 주장

* 전자무기, 무인타격장비, 정찰탐지수단, 군사정찰위성설계 완성 주장

<참고 2>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향후 5년간 국방력 발전 과업 진행 현황
과업내용
전술핵무기 개발로 목적과
대상별 다른 수단 적용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

진행 상황 확인
2021.3.25. 신형전술유도탄(KN-30) 시험발사
* 제8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 공개
2021.9.15. 철도 이용 전술유도탄 발사
2021.10.19.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
추가 진행사항 미확인
* 영변 핵시설 및 우라늄농축 시설 가동중
핵탄두의 양적 증가 지속 예측

15,000km 사정권 내 명중률 제고 2021.10.11. 국방발전전람회 전시(화성 17형)
핵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 * 실제 시험발사 미진행
극초음속활공 비행전투부 개발

2021.9.28.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발사

수중 및 지상 고체 ICBM
개발사업 계획대로 추진

2021.1.14. 제8차 당 대회 기념열병식 공개
2021.10 국방발전전람회 전시
* 실제 시험발사는 현재까지 미진행

핵잠수함 및 핵 SLBM 보유

추가 진행사항 미확인

군사정찰위성 운용을 통해
정찰정보수집능력 확보

추가 진행사항 미확인

500km 전방 정밀정찰 가능한
무인정찰기 개발

추가 진행사항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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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당 대회에서의 당규약 개정과
북한의 대남･통일 전략

가. ｢개정 당규약｣의 대남전략 및 통일정책 평가
■ 북한은 8차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노동당 규약｣ 제시
○ 북한은 8차 당 대회(21.1.5~12)를 개최하고 조선로동당 규약을 개
정하였으며, ｢개정 당규약｣은 1946년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의
당규약 제정 이후 10번째 개정이며 김정은 시대 들어 3번째 개정
- 북한은 1946년 8월의 당규약 제정 이후 당 대회 7회(2차~8차)와
당대표자회 3회(2차~4차) 등 총 10회에 걸쳐 당규약을 개정
-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는 △2012년 4차 당대표자회, △2016년
7차 당 대회, △2021년 8차 당 대회 등 총 3회 개정
○ ｢개정 당규약｣은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넘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
의 노동당을 제시하는 ‘김정은 당규약’으로 평가
- 노동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수령･
수반 존칭 정리, △노동당 총비서직 개편, △사회주의 기본정치방
식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제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김정은
시대의 노동당 기본구조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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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당규약’ 제시를 위해 ｢2016년 당규약｣의 서문을 포함한 60
개 조항 중 절반 이상을 변경하는 등 대폭 개정을 단행
- ｢개정 당규약｣은 △통치이데올로기, △권력구조, △노동당 내부
사업체계, △당･군 관계, △대남･대외 전략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
- 주요 특징은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의 효율성･편의성 강화, △노
동당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확립, △선대의 화석화와 김정은 시대
국가상 제시 등으로 나타남.
○ ｢개정 당규약｣의 대남･통일 전략 부문도 변화된 시대적 환경을 반영
하여 대폭 개정
- ｢노동당 규약｣은 대남･통일 전략을 서문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크게 △대남전략, △통일전선, △통일전략으로 구분 가능
- 북한은 ｢당규약｣ 대남･통일 전략의 모든 분야에서 개정을 단행하
였으며, 김정은 시대에 들어 이루어진 ｢당규약｣ 개정 중 최대 규
모의 변화
■ 대남전략 :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삭제를 통한 전술적 변화
○ ｢개정 당규약｣은 대남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문구를 삭제
하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으로 변경
- (2012･2016년 당규약)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
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민
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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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당규약)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
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 ｢개정 당규약｣의 대남전략과 관련하여 상반된 두 가지 해석 존재
- (남조선혁명론 소멸)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표현이 삭제된 것
에 주목하여 사실상 노동당 규약에서 남조선혁명론이 소멸된 것
으로 평가
- (남조선혁명론 불변) 북한이 남조선혁명을 포기했다는 분석은 성
급한 평가라고 주장하면서,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
현한다는 것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풀어쓴 표현에 불과하다
는 입장
○ ｢개정 당규약｣의 대남전략에 대한 해석은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는
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
- 북한의 직면하고 있는 ‘명분(명목적 목적)과 현실(실질적 목적)’의
괴리에 대한 고민이 노동당 규약의 대남혁명전략 문구 변경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
- 북한은 그동안 명목적으로는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추구하
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체제생존(김정일)과 체제정상화(김정은)를
추구
- 북한의 명분(명목적 목적)에 주목하는 경우 노동당 규약의 변화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문구 변화에 그치나, 북한의 현실(실질적
목적)적 정책 방향에 주목하는 경우 남조선혁명론의 포기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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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규약이 북한에서 가지는 상징성과 명분을 고려할 때 8차 당
대회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문구 변경을 남조선혁명론의 포
기라고 보는 것은 무리
- 북한의 공식 입장을 대변해 온 조선신보(2021년 6월 7일)도
‘대남혁명전략 불변’ 입장임을 강조하며 ‘남한혁명 통일론 폐기’
주장을 반박
- 북한의 남조선혁명론 포기를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실질적’ 또는
‘사실상’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볼 때, 이는 당규약에서 남
조선혁명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음을 의미
○ 대남전략의 문구 변경은 남조선혁명론의 소멸보다는 변화된 시대적
환경에 맞게 북한이 전술적 차원에서 대남혁명 논리를 변경한 것으
로 평가
- 대남전략의 본질적 변화 없이 ‘민족해방→자주적, 민주주의혁명
→민주주의적인 발전’ 등으로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평가
* 북한의 정치사전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에 대해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
라들에서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 앞잡이인 국내반동세력을 때려부시고 민
족의 독립을 이룩하여 봉건적착취관계를 청산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이고 자주
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혁명”이라고 정의

- 북한이 우리 국민이 거부감을 느끼는 ‘혁명’, 즉 ‘민족해방 민주주
의혁명’ 표현은 삭제하고 대체 표현을 사용
* 북한은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도 대남전략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
의혁명’에서 ‘인민’을 삭제하고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으로 변경

-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은 이미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당규약에서 대남･대미 관계의 획기적 진전 없는 완전
한 삭제는 김정은에게 부담으로 작용
- ‘민족해방 민족주주의혁명’의 문구 삭제와 대체 표현의 등장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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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현
실과 타협한 것으로 평가
■ 통일전선: 통일전선의 해외동포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 추구
○ 북한은 ｢개정 당규약｣에서 통일전선의 대상을 ‘전 조선의 애국적 민
주력량’과 함께 해외동포를 추가
- (2016년 당규약) 조선로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
- (2021년 당규약) 조선로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며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
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
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
○ 북한에 우호적인 우리 사회 인사들과의 통일전선 강화와 함께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통일전선을 확대하려는 의도
- 남북 간 격차로 인해 남한혁명역량 강화가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국제적 혁명역량 강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우
호적 태도를 형성하려는 의도
○ 통일전선 대상의 해외동포 확대와 더불어 ｢2016년 당규약｣의 ‘대남
인민과의 연대’를 의미하는 ‘우리민족끼리’ 표현 삭제
- ‘우리민족끼리’ 삭제는 북한이 통일문제를 ‘우리국가제일주의’와
연계하여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인식하려는 경향 반영
- 반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사라지지 않고,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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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통일을 앞당기
고’로 변화
* (2016년 당규약)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 (2021년 당규약)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통일전략: 강력한 국방력에 기초한 통일전략 시사
○ 통일전략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지원과 남조선혁명’을 통한 통일
에서 ‘강력한 국방력에 기초한 군사적 위협 제압과 평화통일’ 전략으
로 수정
- (2016년 당규약)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
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2021년 당규약)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
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
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
하여 투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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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핵무력 완성에 따른 강력한 국방력으로 남북 및 북･미 관계
등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의지 표현
- 북한은 국방력에 기초한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의지를 시사하고
국방력 강화를 조국통일과 연결함으로써 적화통일에 대한 의지
피력
- 김정은 총비서가 8차 당 대회의 사업총화보고에서 “강력한 국가방
위력을 외교적 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언급한 것을 통
해 볼 때 국방력 강화 성과를 대남･대미 협상력 제고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판단
○ 통일전략에서 ‘남조선 혁명을 통한 통일’ 대신 ‘국방력에 기초한 통
일’을 강조한 것은 당분간 통일보다는 국방력에 기초한 ‘공존과 경
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평가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통일보다 분단관리, 독자생존과 공존 모색,
대북 지원보다 자력부강 등을 강조하면서 ‘국가성’ 강화를 통한
남북공존 모색
* △우리국가제일주의 담론, △‘민족’ 대신 ‘국가’와 ‘애국’, △표준시 변경(환원),
△고위급 회담에서 ‘대한민국 청와대’ 호칭, △남북관계 관련 ‘외무성’ 성명 등장,
△헌법 서문에서 ‘조국’을 ‘국가’로 변경 등

○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의 변경과 ‘국방력에 의한 통일’ 강조는
시대적 상황과 남북 간 국력 격차 등 한반도 정세변화를 반영하여 단
기적인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접고 통일문제를 중장기적 목표로 전
환한 전술적 변화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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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규약 및 대남전략과 통일정책 전망
■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강화를 위한 당규약 개정 지속
○ 북한은 ｢개정 당규약｣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당규약으로서 기본골
격을 갖추었으나,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강화 차원에서 부분 개정
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당규약의 추가 개정은 유일영도체계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
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先 시행 後 당 대회 반영’의 형태
로 진행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여 당 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제26조).

○ 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시대의 노동당에 대한 기본골격이 제시되었
기 때문에 향후 변화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
-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전개하는 가운데 8차
당 대회의 군정지도부, 규율조사부, 법무부 등과 같은 유일영도체
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부서 신설로 나타날 가능성 높음.
■ ｢노동당 규약｣의 남조선혁명론 지속
○ 노동당 규약의 남조선혁명론은 남북･북미 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평
화공존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남조선혁명론은 김일성･김정일의 ‘통일 유훈’을 계승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과 노동당의 존립 기반으로 작용
- 노동당 규약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당규약에서 남조선혁명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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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또는 삭제는 지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
○ 노동당 규약의 남조선 혁명론 폐기는 미국과 남한이 더 이상의 북한의
‘적’이 아닌 상태를 반영
- 북･미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사회의
‘미국 식민지’ 근거가 소멸
- ‘남한정권 타도 후 인민정권 수립’을 의미하는 ‘민주주의혁명’ 역
시 남북이 평화공존을 거쳐 항구적 평화정착 상태에 도달한다면
지속하기 어려움.
■ 국방력을 활용한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시도
○ 북한이 당규약 서문에서 국방력 강화를 조국통일과 연결한 것을 통
해 볼 때 강화된 국방력에 기초한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를 지속할 것
으로 예상
- 김정은 총비서가 사업총화보고에서 “강력한 국가방위력을 외교적
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언급하면서 국방력의 지속 강
화를 주장
- 국방력 강화에 따른 ‘달라진 전략적 지위’를 활용하여 대남･대미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
- 김정은은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연설(2021.10.11)을 통
해 국방력 강화가 ‘남한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억제 목
적’임을 강조하였으나, 국방력 강화가 “시대적 요구이며, 지상의
책무”라고 주장하면서 국방력 강화의 지속 의지를 피력
- 북한은 우리 정부에게 △이중기준 철폐, △한･미 연합훈련 중지,
△첨단무기 도입 중단 등을 압박하면서 국방력 강화의 정당성을

201

Ⅲ

Ⅲ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평가와 전망

주장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8차 당 대회에서 예고한 △핵무기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통한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 5,000km 사정
권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미사일, △SLBM･ICBM 개발, △핵잠수
함, △군사정찰 위성 등의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
- 북한은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9.11~12) △철도기
동미사일연대의 사격훈련(9.15),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9.28), △신형 반항공 미사일 시험발사(9.30), △‘소형
SLBM’ 시험발사(10.19) 등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국방
력 강화 의지를 시현
- 북한의 계획에 따른다면 아마도 다음 순서는 군사정찰 위성 개발
을 위한 인공위성 시험발사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우리의 ‘누리호’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주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광
명성 5호’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

■ 통일전략은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접근 예상
○ 북한은 통일문제를 ‘두 개의 한국(Two Koreas) 전략’, 즉 장기적 차
원의 통일전략 기조에 기반하여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등 민족성 논의를 지양하고
‘우리국가제일주의’에 입각하여 ‘국가 대 국가’ 대결 구도로 전환
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두 개의 한국’ 전략을 노동당의 존립 근거이며 가치인 ‘통
일’을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대한 부담감에 따라 공개적으
로는 부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한국’ 전략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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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판단
○ 북한은 당규약 등 명목적으로는 ‘하나의 한국’ 전략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적 정책추진은 ‘두 개의 한국’ 전략에 기반할 것으로
예상
- 노동당의 존립근거이며 지상최고의 가치인 ‘통일’을 부정하는 의
미로 해석되는데 대한 부담감 존재
○ 남북관계의 의제에 있어서도 통일논의를 지향하고 남북공존에 기반
을 둔 평화공존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
- 남북대화 의제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군사적 분야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
- 과거 남북대화에서는 회담 성사를 위해 경제협력 또는 대북 지원
을 요구한 사례가 많았으나,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적어도 외형적
으로는 회담 전이나 회담 과정에서 쌀, 비료지원 등의 전제조건화
또는 의제화 요구를 자제하는 모습을 시현
-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정치･군사적 측면이 결합된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
- 남북대화 재개 시 △종전선언, △상호 불신 해소, △기존 합의 이
행 점검, △남북관계 지속성 등이 의제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
한은 최근 강조하고 있는 ‘편견과 적대시 정책’, ‘이중기준 철회’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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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 제언
■ 대남전략 지속과 대남정책 변화에 대비
○ 북한의 대남전략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대남정책의 측면에서는
변화가 발생하여 남북관계가 진전될 가능성 존재
-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남･대미 관계
구상을 밝혔으며,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남후미’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에게는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북･미 관계 진전
의 가능성을 유보했으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태
도에 달려있다고 주장
-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 연설(9.21)에서 제안한 종전선
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상호존중, 이중기
준 철회와 공정성 담보 등의 전제조건을 제시했지만, 하노이 북･
미 회담 이후 지속되어 온 북한의 대남 강경 태도에 비하면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
○ 북한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대미 관계 개선을 무작정
늦추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코로나19와 대북 제재 장기화에 따른 경제와 주민 생활의 어려움
이 체제 위기로 나아갈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북
한 역시 인식
- 북한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먼저 남북관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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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하며, 종전선언이라는 화두를 시작으로
남북이 서로의 의사를 교환하고 접점을 찾아간다면 결코 불가능
한 일은 아닐 것으로 전망
○ 북한의 대남정책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정세 추이를
관망하면서 대화 국면 재개에 대비
- 북한이 주장하는 요구 조건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
이 적지 않지만, ‘선이후난’의 자세로 남북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남북관계 진전은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으
로 판단
- 긴 안목과 호흡 속에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남북관계
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가운데 북미 중재와 대북 인
도적 지원추진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모색
■ 우리 주도의 ‘포괄적이고 대담한 구상’ 제안
○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우리 주도의 확고한 목표･
원칙･실행계획 등을 담은 ‘포괄적이고 대담한 구상’ 마련
- 미국, 북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고려
○ 우리 주도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동북아 평화
협력으로 이어지는 구상을 마련하고, 유관국 협의 및 북한 설득을 위
한 대북 접촉(친서･특사파견･판문점 고위급 접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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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1년의 남북관계
1) 2021년 1월 남북한의 동상이몽
■ 2021년 1월 5일-12일 북한의 8차 당 대회와 대남정책의 기조
○ 북한의 ‘정면돌파전’
- 8차 당 대회에서 북한이 선택한 총 노선은,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개최된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북한은 ‘자력갱
생’을 통해 제재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2019년 12월 제7기 5차 전원
회의 결정). 2020년 1월 말 중국에서 코로나19의 사람 대 사람의 감염이 있음을
발표하자, 극단적인 봉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비상방역체계 가동

- 8차 당 대회에서는, 2016년 5월 7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자력갱생을 넘어 ‘자급자족’이란 구호까지 등장
- 국영상업의 발전과 급양편의봉사의 사회주의 성격을 강조하는 북
한판 국가-시장 관계의 재조정 시도. 상업봉사활동 전반에서 국
가의 주도적 역할, 조절통제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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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중(親中) 노선과 조건부 대미정책
- 8차 당 대회에서 ‘조중친선’이란 표현의 등장은 북한이 사실상
북･중 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국에 맞서는 균형(balancing) 전략
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 가능. 중국에 이어 등장하는 국가는, 러시
아와 쿠바임.
* 2018년-2019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북한은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 미국
과 협상. 2018년-2019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속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네 차례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9년 6월 평양을 국빈 자격
으로 방문

-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를 전제. 대미전략으로는,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제시. 미
국의 선(先) 조치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전략임.
○ 조선로동당 규약의 개정과 조건부 남북대화 재개 전략
-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으로
제시되었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을 삭
제. 김정은 정권 하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우리국가제일주의
로 대체한 북한이, 남한을 혁명의 대상으로 보는 이른바 ‘남조선
혁명론’을 당규약에서 제거
- 새 규약에서는,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
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
하여 투쟁한다”는 표현이 등장. 민족의 공동번영은 향후 남북관계
에서 정치군사적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협력에 주력하겠다는 의지
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 가능
-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에게 대화를 위한 전제로 첨단군
사장비 반입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 한국정부가
제안한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 관광 등을 비본질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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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간주. 북한은 군사협력을 남북대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
시. 즉 북한은 8차 당 대회에서 한국의 행동을 먼저 요구하는 조건
부 남북대화 재개 전략을 수립
■ 한국의 대북담론과 정책
○ 대통령의 2021년 1월 7일 신년인사회 인사말과 1월 11일 신년사
-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
울일 것”임을 천명
- 신년사에서, 대북정책의 목표로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
도”를 제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
칙의 공동이행 강조.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평화･
안보･생명공동체’ 건설 제안
- 남북한의 현안 과제인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
화’의 물꼬가 트이고”,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남북대화의 방식과 관련하여 코로나19시대에 걸맞게, ‘비대면의
방식’도 제안
○ 2021년 1월 18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 표명
- 북한이 8차 당 대회에서 남북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제안

209

Ⅲ

Ⅲ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평가와 전망

- 1월 26일 중국의 시민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의 건설적
인 역할 당부
■ 2021년 1월 남북관계 평가
○ 한국의 기능주의적 접근과 북한의 연방주의적 접근의 대립
- 한국은 방역･보건협력을 매개로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했지만, 북
한은 군사적 문제인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한국의 첨단무기반입
중단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
○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수정
- 한국정부는 북한이 제시한 선결 조건 두 가지 가운데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전향
적 입장을 표명
* 대통령은 2019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2017년 12월 한국이 평창올림픽･패럴
림픽 기간 동안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유예하겠다는 결정이 한반도 평화프로세
스의 기폭제였음을 재확인

- 2021년 1월의 시점에서 향후 군사공동위원회 개최 여부가 남북
대화의 재개를 알리는 지표
2)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재발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남북관계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 2021년 1월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4월 북한의 ‘완전한

210

5. 2021년 남북관계 평가와 전망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목표로 하는 대북정책
검토결과를 발표. 일괄타결(grand bargain)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도 아닌 중도의 길 제시. ‘조정된
실천적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으로 명명된 외
교적 해법을 모색
- 실용적인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에게 무조건적
인 대화를 재개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8차
당 대회에서 내세운 조건부 북･미 대화를 고수. 북한은 대북제재
를 포함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철회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
로 요구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전략적 인내 2.0이 될 가능성
도 농후함. 2022년 3월 한국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보고 대북정책
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다분함.
○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한･미 동맹 그리고 남북관계
- 한국정부는 1월 11일 신년사에서 한･미 동맹의 강화와 북･미 대
화와 남북대화의 재개를 함께 언급
-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한 견제를 염두에 두며, 동
맹국인 한국을 동북아의 핵심축(linchpin), 일본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춧돌(cornerstone), 호주를 인도-태평양과 세계 안정
의 닻(anchor)으로 명명
- 5월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 미칠 ‘긍정적’ 영향: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언급되곤 했던 CVID에서 검증가능한
(Verifiable)와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인 빠진 한반도의 완전
한 비핵화에 대해 한･미가 합의; 남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의 싱
가포르 공동성명 등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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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임을 확인; 미국
은 남북대화와 관여(engagement),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
- 5월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미국의 반중(反中) 전선에 한국의 사실상 참여;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준수; 동맹의 억제 태세의 강화를 약속
하고, 합동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
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확고한 의지를 강조; 한국의 미사일 주
권의 환수
-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
적 중요성도 강조. 한･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개최된 미･일 정상회
담(4월 16일)에서도 한･미･일 3국 협력의 필요성 언급. 2018년~
2019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일본이 방해자(spoiler) 역할
을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미･일 3국 협력의 강조는 남북관
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기여할 수 있지만, 한･일 갈등
이 계속된다면 일본의 방해자 역할이 강화될 우려도 존재함. 특히
북한이 8차 당 대회에서 언급한 전술핵무기 개발은 일본의 안보우
려를 심화시킬 수 있는 변수임.
○ 한･미 워킹그룹의 종료와 남북관계
- 2018년 11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미가 합의한 한･미 워킹그룹
은 남･북･미 관계의 선순환 속에서 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다루는
기구로 역할. 북한은 한･미 워킹그룹을 ‘친미사대의 올가미’로 비
판. 한국정부와 시민사회 내에서도 대북제재의 지속을 위한 기구
로 인식
- 2021년 6월 한･미 워킹그룹의 종료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이 지원하기로 한 남북대화, 관여, 협력의 실현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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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실시와 남북관계의 악화
○ 남북대화 선결 조건에 대한 한미의 반응
- 북한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에 2021년 초반 한･미는 훈
련의 ‘축소’로 반응
-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해야 하는 입장임.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해야 하지만,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면 남북대화의 재개가
가능하지 않은 딜레마에 직면함.
- 2021년 3월 8일~18일의 기간 동안 야외기동훈련이 없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실시
○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
-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와 형식에 대해 논한 바가 없다는, 김
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담화가 2021년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임. 즉,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그 자체에 대
해 반대
- 김여정 부부장은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
는 문제를 일정에 올리겠다고 발언. 2018년 9월 군사분야합의서
도 파기할 수 있다는 ‘특단의 대책’까지 언급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961년에 만들어진 기구로 김정은 정권에서 내각기구
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설치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 1963년부터 국토통일원
(현 통일부) 설립을 검토

-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직후, 북한의 대미외교 담당자인 최선희 외
무성 제1부상은, 미국이 2월 중순부터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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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대북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북･미 대화가 없을 것이
라고 발언. 북한은 8차 당 대회에서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의 재
개를 위해 설정한 조건의 선결을 요구
-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 이후, 북한은 구두친서(3월 22일)
를 통해 8차 당 대회에서 만든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에 대한 정책
검토를 통보. 중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
공헌을 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북･중 동맹 60주년을 기념하여 북･
중 정상은 다시금 친서교환(7월 11일)
- 북한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비난과 북･중 정상의 구두친서 교환 사
이에 미국과 중국은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회담(3월 18일~19일)을
열어 정면충돌. 미국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립구도를 설정
하고 특히 신장, 티베트, 홍콩에서 발생학고 있는 인권문제, 대만
문제 등을 제기했지만, 중국은 흑인에 도살과 같은 표현까지 사용
하며 미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반격. 한･미 정상회
담에서도 언급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를 전
망하게 하는 대목
■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전개와 평가
○ 북한의 ‘국가방위력’ 강화
- 미국과 적대세력의 군비증강으로 국제적인 힘의 균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8차 당 대회의 인식임. 자위권을 명분으로, 핵
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의 고도화와 군대의 첨단화, 정예화를 국방
정책의 목표로 설정. 북한은 중국에게 보낸 구두친서에서 국방력
강화를 통보
- 8차 당 대회에서 구체적으로, 전술핵무기 및 초대형 핵탄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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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
사 핵전략무기의 보유, 군사정찰위성의 운용, 무인정찰기의 개발
등을 언급
- 북한의 신무기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3
월 25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9월 11일-12일), 극
초음속미사일 화성 8형 발사(9월 28일), 신형 반항공미사일 시험
발사(9월 30일) 등으로 등장
- 북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개최.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
는 전형적 모습임. 김정은 위원장은 기념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이
주적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가 주적이라고 발언
○ 한국의 자주국방
- 한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남북관계 수립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
에 대해서는 군사력 강화로 대응하는 기준을 설정함. 강한 국방력
과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북한의 국방력 강화에 대응(3월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
- 現 정부 임기 5년 동안 국방비를 약 36% 증액. 2021년 한국의 국
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64% 수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군비증강을 한 정부
- 2021년 한국형 전투기(KF-X) 시연,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실험
-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아덱스 2021) 개최
○ 안보딜레마와 남북관계
- 2021년은 남북의 군비경쟁으로 한반도 안보딜레마가 심화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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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서 ‘군축’에 남북이 합의했지만, 군
축과는 다른 경로를 보여준 한 해가 2021년임.
* 한 국가가 순수하게 방어적 이유에서 군비증강을 하더라도 주변국가들은 그 군
비증강을 공격적으로 느끼며 같이 군비증강을 하게 될 때, 서로의 안보이익이 감
소하는 안보딜레마가 발생

- 북한은 자신의 국방력 강화는 도발이고, 한･미의 군비증강은 억
제력 강화로 보는 시각을 이중기준으로 비판
- 2021년 한반도 안보딜레마는 남북대화의 재개를 가로막았던 요
인임.

3) 한국정부 종전선언의 ‘재의제화’
■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과 단절
○ 북한이 8차 당 대회에서 내건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7월
27일 남북은 통신연락선 복원에 합의
- 4월부터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한 결과임. 북한도 통신연락선
복원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
했지만,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은 8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연
합군사훈련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발언(8월 1일)
- 지난 3월보다 축소된 형태로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
자,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8월 10일)를 통해 한･미 연
합군사훈련을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
고 주장하며 반발. 그 이후 북한은 통신연락선에 미응답
- 그럼에도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은 남북관계 개선을 알리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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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선언 의제화와 북한의 반응
○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9월 21일)
-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출
발점으로 정의.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의 4자 종전선언
을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남･북･미･중의 4자 종전선언을 강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을 만들어낼 ‘한반도 모델’ 다시 언급.
방역･보건협력도 다시 제기
○ 북한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반응
- 북한의 리태성 외무성 부상을 통한 최초 반응은, 미국의 대북적대
시정책이 남아 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이라는 것임. 자신의 국방
력 강화는 도발이고, 한･미의 군비증강은 억제력 확보라는 ‘이중
기준’을 대북적대시정책의 산물로 규정
-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9월 24일)에서는 종전선언을 흥미 있는 제
안이고 좋은 발상으로 규정. 그러나 종전선언을 위한 조건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대북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의 철회를 요구.
동시에 북한은 선남후미(先南後美)라 부를 정도로, 북･미 대화보
다는 남북대화에 관심을 집중하며, 한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의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등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
-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북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의 철회를 종전
선언의 조건으로 언급(9월 29일). 동시에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
사를 표명했고, 10월 4일 55일 만에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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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선언을 둘러싼 쟁점
○ 종전선언의 필요성
- 종전선언(end-of-war declaration)은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
으로 가는 중간 단계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한반도 특수적 의
제인 비핵화와 연계되면서, 한반도 평화･비핵프로스세스 재개를
위한 입구로 종전선언을 설정
* 정전(armistice)은 상호 합의에 의해 교전을 중단한 상태. 정전 개념을 정리한
미국의 육전규칙(Rules of Land Warfare, 1940)에 따르면, 정전은 부분적
또는 일시적 평화도 아닌 상태

- 만약 한반도 정전이 국제법적으로 전쟁이 종료된 상태라면 종전
선언은 불필요. 북한도 정전협정이 군사행동의 일시적 정지가 아
니라 완전한 정지라 해석(현대국제법연구, 1988)
* 이스라엘-이집트, 이스라엘-요르단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서 종
전선언을 평화협정의 한 조항으로 포함

○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관계
- 북한은 종전선언을 ‘평화보장체계’(peace guarantee mechanism)
로 가는 ‘단초’로 보며, 대북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의 철회를 요
구. 1990년대 초반 북한의 평화보장체계 수립 주장은 정전협정의
무력화와 함께 진행되었고, 종전선언은 당시 북한이 주장했던 잠
정협정과 유사한 형태로 예비적 평화협정의 성격임. 종전선언이
재의제화된 이후 북한은 유엔무대에서 다시금 유엔군사령부 해체
를 요구. 따라서 종전선언은 한국전쟁과 정전협정의 산물인 유엔
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여 만들고 있는 종전선언 문안에 대한 보도
를 보면(동아일보, 11월 23일),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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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 미국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일
본에 7개의 후방기지를 가지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중국과 러시
아를 견제하는 기구로 만들려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유엔
군사령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염려
- 북한이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조항을 담은 종전선언을 수용할지는
미지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방해자인 일본은 종전선언 반대
의사를 표명
○ 종전선언을 둘러싼 여야 대통령후보의 대립
- 여당 대통령 후보는, 어떠한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라도 종전선언
자체를 막지 말아야 하고,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끝내기 위해서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
- 야당 대통령후보는 종전선언으로 정전체제가 무력화될 것이고,
국내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군축의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
다고 주장하며 반대
○ 종전선언의 향방이 2022년 남북관계 정세를 결정할 핵심 변수 가운
데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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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2년 남북관계 전망
■ 2022년 남북관계 결정요인
○ 종전선언의 실현 여부
- 만약 2022년 초반 한국의 대통령선거 직전에 종전선언이 실현될
때의 남북관계 향방의 고려
○ 2022년 3월 한국 대통령선거의 결과
- 미국이 대북 관여정책을 선택했지만 실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선거의 결과는 남북관계의 향방을 결정하는 또 다른 변수
<표> 2022년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2x2 행렬
종전선언의 실행 여부

대선의
결과

예

아니오

여당
승리

평화협정과 비핵화로의 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노력

야당
승리

종전선언 무시 또는 비핵화를
전제로 종전선언 조건부 승인

대북 강압정책으로의 회귀

■ 2022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변수
○ 한국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종전선언의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 연합군사훈
련의 중단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임.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 환
수가 불가능하다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가능한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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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대중 견제
를 위한 훈련으로 변모하면서 미국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
을 반대할 가능성 있음. 미국이 베이징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실행에 옮길 때,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한･미 사이에 첨예한 쟁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임.
- 한국이 한･미 동맹의 관성적 논리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군사
훈련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2022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임. 북한에게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자기
실현적(self- fulfilling) 예언이 된 상태임.
○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여부
- 북한은 8차 당 대회에서 인공위성의 발사를 공언
-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교환하는 2005년 9.19 공동선언으로 돌아가는 2012년 2.29 합
의를 했지만,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때문에 합의가 파괴된 경험이
있음. 당시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이 다르
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전자는 주권과 관련된 사항임을 강조
- 사실상 남북이 서로의 군비증강을 인정한 상태에서 북한의 인공
위성 발사를 예방할 수 있는 ‘중재자’ 한국의 선제적 조치가 2022년
남북관계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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