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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NF 조약 탈퇴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전략적 상관관계
― 하노이 회담 결렬과 국제 권력정치의 변화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하노이 회담이 별다른 합의 없이 결렬되었다.
이번 회담의 결과와 관련하여 대북제재 일부 또는 전면해제를 두고 북미 간 진실공방과 책임전가, 양보의 등가성 문제, 미국이 요구한 영변+α
조치와 북한이 제시했다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발사실험의 영구중지를
명시한 문서 확약 의사, 폐기와 제재 해제를 둘러싼 합의조건의 선후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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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결과보다 기저에 형성된 근본 동인인 세계 권력정치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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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파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북한 비핵화와는 연관성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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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미국의 INF 조약 탈퇴가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뿐 아니라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과정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심도 깊게 통찰할

필요가 있다. INF 조약 폐기를 군축 레짐들 중 단지 일개 조약의 이행중단으로 한정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현 국제체제의 패권국과 주요 강대국들의 글로벌 국제정치와 안보전략,
궁극적으로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변수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INF 조약 탈퇴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아태지역에
대해서도 전략적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INF 조약으로 인해 미국이
보유할 수 없었던 사거리 500-5,500킬로미터의 지상발사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앞으로는
자유로이 개발∙시험하고 전 세계 어디든지 배치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세계전략의 양대 축인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유리한 전략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단·중거리 핵전력을 미국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증강할 수 있게 된 러시아로
인해 NATO 회원국들의 안보불안감이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심화된 불안감은 NATO 회원국들이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전략적 민감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히
주문한 유럽의 안보분담 비중과 미국산 무기수입 증대를 유인할 여건을 형성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강화된 핵전력을 통해 패권적 지위에 대한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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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된다. INF 조약은 과거 미국과 구소련 간 특정
범주(단중거리 핵전력)의 무기체계를 전량 폐기하는 역사 최초이자 가장 성공적인 군비통제
조약으로 이를 통해 미·소 간 핵균형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탈냉전 후 미국이 INF 조약으로 묶여
있는 동안 중국은 자유롭게 단·중거리 핵전력을 대폭 강화하였기에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는 INF
조약이 미국에게 점차 올무가 되고 있던 터였다.
둘째, 아태 지역에서 단·중거리 분야 핵전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 전략적으로 더욱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즉, 미국이 하와이∙괌∙일본 전역 등 각지에 핵탄두를
탑재한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에 즉각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태세를 구비할 수 있게 된 것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이전에는 미국의 대북 핵전략에 있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비교적

근거리(500-5,500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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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순항미사일은 결여되어 있었다. 유사시 북한에 대한 핵공격은 미국 본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또는 불상 위치의 핵잠수함/전략폭격기의 플랫폼에만 의존해야 하는 매우 제한된 구조였던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보기에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중단했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자제되고 있어 비확산과 위기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재 수준의 대북 제재 만으로도 북한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되는 만큼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벼랑끝 전술을 재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구체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극초음속
미사일(Prompt Global Strike) 개발과 미사일방어체계(MD) 등 공격·방어용 무기체계를 동시에
증강하면서 작전적 수준의 핵 대응태세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셋째, 북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레버리지)는 점차 미국쪽으로 옮겨지고 있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양보했다면 단기적으로는 협상의 물꼬가 트이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핵화 협상은 결국 파국을 초래할 형편이었다. 즉, 향후 영변 외 지역(강선 등)에 새로 건설된
핵시설들에 대한 신고와 검증은 대북 제재의 전면적 해제와 테러지원국 해제가 있어야 성사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그 이후 핵무기의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과 발사체의 신고와 폐기에 대한
협상은 정전종식과 평화조약 체결로 맞바꾸며, 북한이 가진 핵탄두의 부분적 폐기는 주한미군
철수와 맞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개연성이 컸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북한이 보여 온
‘먹튀식’ 핵협상에 더 이상 속지 않고 북한의 의중을 간파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쌓았으며 INF
조약 탈퇴로 보다 강력해진 ‘주먹’까지 얻어 북한이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비핵화 카드를 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북한은 갈수록 협상의 수세에 몰리면서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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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할 카드와 활용할 전략적 선택방안(옵션)이 줄어들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교롭게도 미국의 INF 조약 탈퇴로 인해 새롭게 형성되는 비핵화 협상의
구도에 대해 주변 4강의 이해(利害)는 대립보다는 일치하는 면이 많다. 일본은 본토에 미국의
단·중거리 핵무기와 MD 체계를 수용하면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핵전력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미국에 의한 보다

강력해진

핵우산에

기댈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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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 핵전략의 중심이 아태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유럽지역에서
자국의 전략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한편, 불편한 동반자 관계인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단·중거리 핵전력 확충을 통해 상쇄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에게
이러한 변화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아태 지역에서 미국이 더욱 공세적인 핵전략을
통해 대(對) 중국 견제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비핵화 교착상태에 봉착한 북한과 미국에 또다시 중요한 역할을 행사할 기회를 얻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때 북한은 더욱 중국에
의지하게 된다. 이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향후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과정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당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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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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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이

명백한

교착상태에 봉착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이번 협상에서 북한이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공동작업으로 영구적·완전 폐기를 제시했었다는 점은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실마리를 암시하기도 한다. INF 조약 탈퇴로 미국은 앞으로 더욱 공고해진 입지로
과거 INF 조약 협상 때 구소련에 사용한 ‘이중노선(dual track)’ 전략― 즉, 핵전력 증강을
바탕으로 미국이 희망하는 방식의 비핵화를 위해 강력히 압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제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한반도와 동북아― 특히
미·북·중 3국에 국한된 단편적이고 닫힌 시각을 벗어나 범세계 차원의 강대국 전략이라는 입체적
관점에서 복합적인 역학관계를 통찰할 경우에만 비로소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다각적 외교전략과
다차원적 외교방책이 구비될 수 있다.

약력
최정현

박사(jounghyun_choi@hotmail.com)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석사와

영국

KIMS PERISCOPE
페이지 3 / 4

레딩대에서 박사학위(전략학

전공)를

취득했다.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국제군비통제협력담당∙해군본부

무관연락실장 등을 마치고 전역한 뒤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국내외 참고자료
- David E. Sanger and Edward Wong. "How the Trump-Kim Summit Failed: Big Threats, Big Egos, Bad Bets."

The New York Times, March 2, 2019.
- Mercy A. Kuo. "US Withdrawal From INF Treaty: Impact on Asia." The Diplomat, March 1, 2019.
- Ivan Tselichtchev. "The cold war INF nuclear treaty is dead, killed by rise of China and Trump. A global
arms race is next." SCMP, February 2 2019.
- Anne Gearan ,Paul Sonne and Carol Morello. "U.S. to withdraw from nuclear arms control treaty with Russia,
raising fears of a new arms race." The Washington post, February 1 2019.

알림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 KIMS Periscope 는 매월 1 일, 11 일, 21 일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KIMS Periscope 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웹페이지보기

KIMS PERISCOPE
페이지 4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