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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단계 북한의 대외전략 수립에서 핵심적 고려요인은 △핵보유국 지위에 기반한 자강안보 체제 확립
△김정은의 통치 기반 강화 △자립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기회 활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핵심은 △중국 부상 억제 △한미일 협력 강화 △상황관리 중심 대북정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미 양국의 대외전략ㆍ동아시아 전략의 목표 사이에는 공통점이나 상충점이 존재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불일치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은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대외전략 핵심 고려요인
중 하나라도 수용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은 현단계 대외전략 목표 속에서 북미대화에 응하는 것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북미관계의 답보상태에는 기회요인과 제약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북한의 대미 비난 메시지 자제 등 과거와 다른 북한의 유화적 태도는 기회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한미의 대북 관여 노력이 북한의 대외전략 노선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할 때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 관여 노력이 기회요인의
확대를 통해 제약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북한 내부와 한반도 주변 정세가 제약요인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비핵화 우선담론과 북한의 안전보장 우선담론을
포용할 수 있는 비핵화-안전보장 담론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전략적 토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핵화안전보장 담론은 중국의 대북설득을 통한 북한의 대화 복귀에도 우호적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남북미중 4자회담 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핵심어: 북미관계, 북한의 대외전략,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비핵화-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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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미국은 ‘외교에 열려있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발표했으나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북한의 무반응으로 인해 북미관계의 불확실성 지속
-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조건없는 만남’을 강조하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담을 통해
전향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언급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강조
- 그러나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이 먼저 유인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먼저 마주앉아 갈
길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구체적 선(先)행동 가능성은 일축1)
•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발표 이후 북미관계 진단에 대한 보고서는 한미의 대북관여 조건 악화,
미국 대북정책의 구체성 부족을 지적하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비해 장기적 접근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음을 시사2)
- 미국이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차단하는 데에 치중하고 북한 역시
비대칭적 능력의 운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하는 ‘우세전략’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북미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존재3)
- 최근 북미관계 평가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교착상태의 장기화를 전망하면서도 장기화
가능성에 내재한 북미 양국의 전략적 의도 분석보다는 한미연합훈련, 인도적 지원, 인권문제
등 단기적 정책 대응 모색에 치중하는 경향
- 2022년 상반기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하반기 미국의 중간선거 등 정치적 불확실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미관계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한다면 현단계에서 단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구상들은 ‘제안을 위한 제안’에 그칠 가능성

1) 김채린ㆍ신선민,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 KBS 단독인터뷰 전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62574
2) 이기동ㆍ최용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구상: 관여와 유화의 재동조화(recoupling) 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
보고」통권 120호 (2021); 조한범, ”북한의 위기 징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입구 전략“「Online Series」2021.07.07 통일
연구원; 안제노ㆍ이상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대외정책 분석: 대미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
보고」통권 125호 (2021).
3) 정성윤, “북미 전략경합의 특징과 전망.”「Online Series」, 2021.07.09. 통일연구원.

1

October 2021. No. 136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 평가와 전망:전략적 의도를 중심으로

- 따라서 북한의 대외전략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장기적ㆍ거시적 전망과 객관적
검토를 바탕으로 연역적 방식을 통해 북미 양국의 전략적 의도 및 계산법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향후 북미관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 국가의 대외관계에서 전략이란 외교현장에서 총체적 국익의 창출을 위해 기획되고 설계된
행동원리 또는 지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의 검토, 개시, 이행과 결과
창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
- 특히 북한은 당국가 체제의 특성상 당 대회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등 공식기구에서 하달된
최고지도자의 전략적 지침에 따라 외교정책과 행동이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음
- 따라서, 북한의 대외전략 수립 과정에서 핵심적 고려요인과 미국의 동아시아/대북 전략
원칙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구조 안에서 북한의 대미정책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차지하는
위상과 이에 따른 정책적 지향을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

Ⅱ. 북한의 전략적 의도 분석

• 북한의

국가전략 노선에 기반하여 대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나 발언, 보도 등에서 표현된 총체적 노선과 대미 관련 언급을 참고
-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과 2019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 연설을 통해 대미전략을 재설정하였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대미 기본원칙을 천명4)

4) 이에 대해서는 김호홍ㆍ김일기, “김정은 공개연설을 통해 본 북한의 대남ㆍ대미 전략: 평가와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통권 124호(2021). pp.9-11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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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들어 2차례의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와 3차례의 정치국 회의, 세포비서대회 등을
통해 8차 당대회 결정사항의 관철을 위한 내부 전략노선을 제시하였고5) 이는 북한의 대외
전략 전반을 규정하는 지침으로 작용
• 본 연구에서는 현단계 북한의 대미전략 수립에서 핵심적 고려요인을 △핵보유국 지위에
기반한 자강안보 체제 확립 △김정은의 통치 기반 강화 △자립적 경제발전 성과 창출을 위한
기회 활용 등으로 요약
- 북한의 대미전략 역시 이러한 3가지 핵심 고려요인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입장을 조율하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과감한 대외전략보다는 현상유지적
경향을 보이면서 미국의 ‘말’이 아닌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1. 핵보유국 지위에 기반한 자강안보 체제 확립
•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2019년 북미협상 결렬 국면 이후 대외전략에서는 정면
돌파를, 대미전략에서는 장기전을 선포함으로써 미국의 선(先)행동 이전에는 대외ㆍ대미전략
변화를 도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략노선을 강조
- 북한의 이러한 대외ㆍ대미전략 기조는 2019년 12월 제7기 5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장기전’과 ‘정면돌파’ 노선 선포 →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의 ‘자위적
억제력’ 강조 → 2021년 1월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의 ‘책임적인 핵보유국’ 등으로
표현
※ 특히 하노이 노딜과 스톡홀름 협상 결렬 이후 대미전략의 궤도 수정을 선언한 2019년말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북미 교착 및 제재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고 핵미사일 등 자강력 강화를 선언6)

5) 김일기ㆍ채재병, “제8차 노동당 대회와 북한 정치: 평가와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보고」, 통권 131호,(2021); 오경
섭ㆍ김진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3): 정치 분야.”「Online Series」CO 21-03, 2021.1.15., 통일연구원; 박영자, “내
핍과 정풍 선언한 북한의 제6차 당세포비서 대회.”「Online Series」CO 21-13, 2021.4.19. 통일연구원.
6) 정성장,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평가와 한반도 정세 전망.” 세종연구소「세종논평」2021-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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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만 않았을
뿐 ‘그 어떤 군사적 위협도 충분히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추었다’고 선언하고 자위적
정당방위 수단으로서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나가겠다고 공언
- 김정은은 당시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ICBM을 ‘우리의 핵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타격
능력’이라고 지칭한 뒤 ‘완성된 무기체계’로 정의할 정도로 핵능력을 기반으로 한 자강안보
능력을 과시
- 북한은 핵 억제력 달성을 기반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되 누구를 겨냥하는 것도
아니고 선제적으로 사용하지도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핵보유국의 지위와 동시에 책임성을
강조
• 북한의 전쟁억제력 확보 선언은 핵무력 완성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김정은
집권 이후 핵무력에 대해 ‘만능의 보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효용을
강조한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음
- 북한 당국은 핵무력에 대해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는 강력한 담보이자 만능의 보검’(2013
년 3월 9일, 외무성 성명),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
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2015년 1월 19일, 노동신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는 만능의 보검’(2015년 5월 5일, 노동신문) 등의 표현을 사용
•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대미전략에 대해 ‘강대강, 선대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단순한 레토릭이라기보다는 북한이 군사분야에서 달성한 ‘핵전쟁 억제력과 자위적 국방력’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면돌파’와 ‘장기전’이라는 7기 5차 전원회의의 결정사항 내에서
대미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도를 내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단, 7차 당대회의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8차 당대회에서 재강조함으로써 자력갱생 기반
생존전략 이행 과정에서 외부의 안보 불안정 요인을 최대한 통제하려고 시도

2. 김정은의 통치 기반 강화
•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능력 증강은 김정일 시대와 달리 공개적이고 공세적인 형태를 띠며
진행되어왔으며 이는 자강안보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젊은 지도자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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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은하3호 로켓 발사(2012년 4월), 7차 당대회(2016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2018년 5월) 등의 현장에 외신기자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김정은의 결단력과 정치적 장악력을 선전
•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역시 통치기반 강화라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김정은 리더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7) 대미전략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전망
- 김정은 리더십의 공세적ㆍ개방적 특징이 핵미사일 능력 증강 속도와 대외적 공개방식에서
드러나고 있다면 대중친화적 리더십은 경제현장에서 당 간부를 질책하는 등 인민들의 평가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표출
• 김정은은 2018년 핵경제 병진노선의 종결 선언 이후 자위적 핵억제력 완성을 자신의 최대
통치자산으로 삼고 경제적 실패와 식량난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도 당 간부들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며 인민제일중심주의를 내세워 리더십 강화를 추진중
- 김정은의 통치 기반 강화 전략은 군사분야에서는 자위적 억제력을 강조하고 경제분야에서는
미흡한 실적을 인정하는 한편 인민들의 자발적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양면전략으로
표출8)
• 그러나

대북 제재 장기화, 코로나 봉쇄 지속 등으로 단기간 내에 경제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사분야에서 미국과 맞서는 강력한 지도자상을 과시함으로써 통치 기반 강화를
시도
- 이는 5개년 경제발전 전략 실패에 따른 민생고로 인해 초래되는 내부 불만을 군사력 증강을
내세워 상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9)
-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기간 중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자력갱생이라는
전략노선의 비타협성을 강조하고 북중 밀착 움직임이 김정은의 통치자산으로서 자강론의
포기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시도

7) 이상근, “김정은 리더십과 북한의 대외정책,”『한국과 국제정치』제33권 제4호 (2017), pp.117-120.
8) 김지은, ““면목 없다”, “고맙다” 눈물 훔친 김정은”『한겨레』2020년 10월 11일.
9) 홍석훈,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와 대외전략 분석.” 세종연구소「세종정책브리프」No. 2021-1-3,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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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위원장이 ‘강대강, 선대선’이나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 등 중립적 메시지를 내놓는
한편, 김여정 부부장과 리선권 외무상이 나서 대미 비난에 나서는 것은10) 북미대화 재개도 최고
통치자로서 자신의 결단만으로 가능하다는 장악능력과 통치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해석
- 남북한 통신연락선 복원 과정에서도 김여정 부부장 등을 내세워 대남 비난을 지속하다가
4월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교환을 통해 전격 복원을 발표하는 등 김
위원장의 결단을 강조

3. 자립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기회 활용
• 김정은은

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의 실패를 자인하면서도
사업총화 보고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기본주제를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으로 설정한 바,
대외전략에서도 자립경제의 기반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북한은 최근 당 주요 정치행사를 통해 ‘내부 결속’과 ‘비사회주의 풍조 척결’ 등 내부 이완
가능성에 대한 사전 보완조치와 당 노선으로서의 ‘고난의 행군’도 강조
※ <조선신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제6차 세포비서대회 ‘고난의 행군’ 언급 직후 “전체 인민
에게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호소한 것은 과거지사”라며 김정은의 의도는
“노동당이 ‘고난의 행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11)
• 자립경제를

강조하는 전략노선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의 물자 유입은 올해 들어 차츰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코로나 봉쇄 이후 지속되어왔던 북중 경제교류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
※ 2021년

6월 중국으로부터의 정제유 수입은 1만725배럴로, 3월(4893배럴), 4월(91배럴),
5월(8050배럴)의 반입량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12) 2017년 북한 유류 수입 제한 유엔
결의 이후 최초로 북한 유조선의 중국 항구 정박도 확인13)

10) 권영전ㆍ정빛나, “김여정, 美 대화요구 일축…‘흥미로운 신호’에 “꿈보다 해몽”,” 연합뉴스 2021년 6월 22일; 김경윤, “리선
권 “미국과 어떤 접촉 가능성도 생각 안해”…북미대화 일축,” 연합뉴스 2021년 6월 23일.
11) 김경윤, “조선신보 ‘고난의 행군’, 경제난 동의어 아냐…사생결단 의미,” 연합뉴스 2021년 4월 14일, https://www.yna.
co.kr/view/AKR20210414148000504 (검색일: 2021년 9월 2일).
12)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upply, sale or transfer of all refined petroleum products to the DPRK,,”https://www.
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supply-sale-or-transfer-of-all-refined-petroleum (accessed: August 17, 2021).
13) Leo Byrne, North Korean Oil Tanker Stops in Chinese Port in the First Recorded Visit Since 2017https://thediplomat.
com/2021/07/north-korean-oil-tanker-stops-in-chinese-port-in-the-first-recorded-visit-since-2017/ (accessed: August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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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북중관계를 중심축으로 하는 피봇(pivot)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북중관계가 희생된다면 대외전략의 중심축이 무너지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
- 따라서, 북한의 자력갱생 노선은 중국의 막후 지원을 바탕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북중 양국 정상의 우호적 메시지 교환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
※ 최근 김정은 위원장-시진핑 주석의 구두친서(3/23)와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공산당
100주년 축전(7/11) 등 북중 최고위급 교류 과정에서 표출되는 메시지는 ① 선대로부터의
우호친선 계승 ② 외부의 침략에 맞서싸운 혈맹 ③ 새로운 정세 조성 하에서의 협력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바, 양 정상은 ‘새로운 정세’와 관련해 ‘적대세력들의 △광란
△비방△도전’ 등을 언급함으로써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향한 공동대응을 강조

Ⅲ. 미국의 전략적 의도 분석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전략은 ‘외교’, ‘조율’, ‘실용’, ‘관여’ 등의 용어를 통해
함축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원칙과 기조만을 밝혀놓은 상태에서 정체상태를 그대로
유지
- 한미, 미일, 한미일 공조를 통해 대화를 강조하고 대북 적대시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의 무반응 속에서 동일한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대북 메시지의 집중도와 정치적
의미 반감 우려
-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대북정책 구상과 실질적 역할에 힘을 실어준 반면, 현재까지
대화 필요성 강조와 인도적 지원 협의 이외에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상 진전을 위한 언급은
대체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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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국내적으로 코로나 재확산 대응, 국내 경제 재건(Build back better) 등에, 외교적으로
아프간 사태 이후 미국 리더십 회의론 불식과 미중경쟁 대증, 민주주의 정상회의(12/9~10)
준비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 국내 경제 아젠다와 외교적 우선순위를 다뤄나가는 데에 있어 북한 문제는 주요 고려
요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
- 북한이 9월 들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기
순항미사일 발사(1/22)와 탄도미사일 발사(3/25)와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과잉
반응은 자제하면서 대북정책 원칙과 기조는 유지해나갈 것으로 관측
• 미국이 북한문제의 창의적 솔루션을 제시하기 보다는 원칙과 기조만을 재강조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중국 부상 억제와 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상황관리 중심의 대북정책 등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기조의 맥락에서 대북정책의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을 상대하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점 시사점을 장기적 차원에서 도출하는 것이
필요

1. 중국 부상 억제와 동맹 강화
• 미국은

현재 동아시아 전략의 초점을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데에 두고 지역 내 동맹 강화를
통해 대중국 압박을 시도14)
- 2차 대전 이후 유럽과 중동에 투사되어왔던 미국 외교의 우선순위를 아시아에 맞춰 재조정
한다는 오바마 시대 재균형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동아시아 전략을 설정
-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의 물리적 파워가 증가함으로써 역내의 균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중국의 영토모험주의를 대담하게 키워왔다는 판단이 깔려있고 중국의 행태를 계속 방치하면
역내의 평화가 끝날 수 있다 우려도 존재

14) Kurt M. Campbell and Rush Doshi, “How America can shore up Asian Order”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
united-states/2021-01-12/how-america-can-shore-asian-order (accessed: August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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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의 질서와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 미군 철수 위협 등으로 약화한 동맹관계 복원을 통해 대중 견제를 위한 ‘맞춤형 연합체’
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 백악관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에서는 중국을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해 안정되고
열린 국제 체제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잠재력을 지닌 유일한 경쟁자”라고 규정15)
-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네트워크를 방어 및 강화하고 효율적
국방투자를 통해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는 한편, 민주주의 동맹이라는 규범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
- 중국 지도자들이 많은 분야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추구하고 공세적이고 강압적으로 행동
한다고 비난하며 중국 정부의 행동이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경우 중국의
도전에 응전(answer)하겠다고 선언
- 중국의 이웃국가들과 상업적 파트너들이 중국의 강압이나 과도한 외부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적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
•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미국은 미군 철수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핵심 안보이익을 훼손하는
‘과거의 위협’이 아닌 ‘미래의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
-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철군 관련 대국민 연설에서 다방면에서 제기되는 중국과의 ‘심각한’
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16)
- 2021년 4월, 아프간 전면 철수를 발표하던 연설에서도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점을 강조17)
- 미국은 아프간 철군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위협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미국 리더십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맹에 대한 방기(abandonment)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맹관리에
외교역량의 더 많은 부분을 투사할 것으로 전망

15)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March 2021,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3/NSC-1v2.pdf (accessed: August 22, 2021).
16)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the End of the War in Afghanistan” https://www.whitehouse.gov/
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1/08/31/remarks-by-president-biden-on-the-end-of-the-war-in-afghanistan/ (accessed: August 22, 2021).
17)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the Way Forward in Afghanistan,” https://www.whitehouse.gov/
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1/04/14/remarks-by-president-biden-on-the-way-forward-in-afghanistan/
(accessed: August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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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일 협력 강조
• 중국

견제를 우선시하는 동아시아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쿼드(QUAD) 활성화와 함께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북정책 역시 한미일 사전 공조를 통한 공감대 확보를 기반으로
이행하고자 노력
-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발표 이전(4/2)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북핵과 탄도미사일 우려를 공유하고 유엔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하는 등 대화보다
압박에 방점
-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발표와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담(6/21, 9/14)
에서는 북미대화 재개와 인도적 지원 필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위한
메시지 발신에 주력
• 반면, 북한문제를 ‘한미일 대 북중러’ 방식의 진영 논리로 다루거나 대중 외교의 종속변수화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 유지
-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국면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비확산, 사이버 안보
등을 대중 협력 이슈로 설정하면서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18)
- 북한은 중국의 유일한 우방이라는 미국 내 인식19)으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문하는 분위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기반 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접근을 포괄적으로 지지
• 한편, 중국은 한미일 협력이 대중 봉쇄 수단으로 인식되고 3국의 압박으로 인해 북한의 위상이
불균형적으로 왜소해지는 상황을 자국의 영향력 축소로 인식20)
- 북미대화 재개에 북한이 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사전 양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미일 협력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북미대화의 재개 여부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18) 이상헌, “블링컨, 북한ㆍ이란 거론하며 "다양한 분야서 중국과 관여, 연합뉴스 2021년 5월 5일"https://www.yna.co.kr/
view/AKR20210505010100071 (검색일: 2021년 8월 20일).
19) Charles Kupchan and Peter Trubowitz, “Biden must forge a China strategy that reunites US’ allies.” https://www.arabnews.com/node/1789821 (accessed: August 10, 2021).
20) Oriana Skylar Mastro, China’s Dangerous Double Game in North Korea,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1-04-02/chinas-dangerous-double-game-nor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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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황관리 중심 대북정책
• 아시아

동맹 중시 전략에 부합하여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측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북 억제와 동시에 외교와 관여, ‘최대한의 유연성(maximum flexibility)’
등을 강조
- 대북정책에서 한국을 핵심 행위자로 인정하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의 대화, 관여와
협력을 지지
•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은 2020년 8월 발표한 민주당 강령(platform)에서 동맹국들과의
공조, 북한과의 외교, 북핵 및 역내 호전성과 위협 억제 등을 강조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을 유지21)
- 민주당 강령에서는 이미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longer-term goal of denuclearization)’로
정의하고 지속적이고 공조된 외교 캠페인을 구축한다는 원칙을 천명22)
•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도 ①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 ②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되 ③군사적
옵션을 배제하고 ④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전통적 대북 접근법에 충실할 것으로 예상
- 대북정책의 원칙과 기조만을 제시한 상태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면서 선제적 행동은
유보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며 상황 관리에만 주력하는 태도를 유지

21) https://democrats.org/where-we-stand/party-platform/
2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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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북미관계 전망

1. 목표의 불일치에 따른 대화 시도 공전
• 북한의

대외전략 핵심 고려요인들과 미국의 동아시아/대북전략의 목표 사이에는 공통점이나
상충점이 존재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불일치가 두드러짐
- Ⅱ장에서 살펴본 북한의 대외전략 고려요인에 따라 북한이 북미협상에 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바이든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위
인정 △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적 혜택 보장 중 적어도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미국은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수용할 의사가 없으며
이는 현단계 북한의 대외전략 목표 속에서 북미대화에 응하는 것이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짐
- 바이든 행정부도 이란 핵합의 즉시 복귀 등 선거 당시 공약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데다
아프간 철군 이후 후폭풍 등으로 인해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미얀마와 아프간에서 인권과 자유, 존엄성 수호라는 바이든의 외교적 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비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 및 공화당 반대파의 비난을 의식해 외교정책에서
속도조절론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23)

2. ‘적대시 정책’에 대한 인식차의 지속
• 북미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정책 철회를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느냐가 관건이지만 북한의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미국의 구체적 행동
여부는 불투명

23) Fareed Zakaria, “On the domestic front, Biden is all ambition. Why not on foreign policy?” Washingtonpost.com/opinions/on-the-domestic-front-biden-is-all-ambition-why-not-foreign-policy/2021/02/11/58a215f2-6ca8-11eb9ead-673168d5b874_story.html (accessed: July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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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북정책 발표 이후 미국은 북한에 적대시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이 지적하는 적대시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24)
- 북한이 주장하는 대미 ‘적대시정책 철회’ 요구는 2019년 북미협상 결렬 이후 북한의 대미
관련 성명이나 담화에서 일관되게 주장
※ 외무성 대변인 (2019/11/17) “적대시 정책 철회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핵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없을 것” → 김영철 조선아태위원장(2019/11/19) “우리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위협들이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 →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 보고서 (2020/06/25)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조선
반도에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은 절대로 가셔질수 없다”
- 김여정 부부장은 2020년 7월 10일 담화에서 북미대화의 조건을 ‘비핵화 대 제재 해제’에서
‘적대시 철회 대 북미협상 재개’로 공식화한 바 있으며 2021년 8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비난
- 북한이 적대시정책 철회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의
‘조건없는 만남’이라는 제안을 대화 촉진 목적의 레토릭이 아니라 ‘악의적 무시(malign
neglect)’의 표현으로 해석하면서 대미 비난을 지속할 가능성도 존재

3. ‘수동적 대치’의 장기화
• 북미

양국 간 상호 비난전은 자제하면서 상대방의 선제 행동을 요구하는 ‘수동적 대치’ 기간이
장기화할 개연성
- 미 행정부 교체 시기마다 대미 군사행동을 벌였었던 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기술적 수요 감소 △경제 상황 악화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내치 집중
필요성 △중국의 도발 자제 권고 등의 이유로 당분간 전략적 도발로 해석될 수 있는, 필요
이상의 군사적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24) ABC News, 'This Week' Transcript 5-2-21: Jake Sullivan, Sen. John Barrasso, Adm. Mike Mullen & Dr. Ashish Jha
https://abcnews.go.com/Politics/week-transcript-21-jake-sullivan-sen-john-barrasso/story?id=77442272; (accessed:
August 20); 김채린ㆍ신선민,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 KBS 단독인터뷰 전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
=526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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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석 달만인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 ‘은하-2호’를 발사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2월에도 무수단급(사거리 3천~3천500㎞ 이상)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600~800km 수준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
• 북한은

미국과의 외교적 대치 국면에서 제재 완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대신 경제난을
은폐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제재가 일반 주민들의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지력갱생 노선의 정당성을 설파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자제하고 경제난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경제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의미를, 중국을 향해서는 경제 지원을 기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은 북한 경제난을 고려해 인도적 지원이 대화 재개를 위한 신뢰를 조성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북한이 이를 ‘선대선’의 행동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
•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평화적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군비통제론적 관점 등이 혼재하는 가운데 단기간 내에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추가 양보 조치를 고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관여의 수단과 일정표를 내놓지 않고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바이든 대북정책 발표 당시 예상했었던 전략적 인내의 재현25)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불배제
- 미국의 지속적인 대화 요구에 북한이 응하더라도 공식회담의 형식보다는 예비회담 또는
실무접촉 수준에서 상대방의 의중을 탐색하는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

25) 임수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보고」통권 107호 (2020), p.9.; 성기영,“바
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발표 의미와 향후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슈브리프」통권 260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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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의 미중경쟁 편승 시도로 인한 지정학 갈등 재연
•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할수록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대중정책, 또는 대아시아 정책의 종속
변수화하고 북한은 중국에 편승하는 방식으로 체제 생존을 도모할 개연성도 존재
- 미중 양국이 경쟁의 전면화와 가속화 추세 속에서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이익의 균형을
모색하게 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 역시 현상유지를 선호할 가능성
•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2.4~2.20)을 계기로 중국이 막후 개입을 통해 평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는 시나리오도 예상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관점에서는 북한문제를 미중 간 협력 영역 안에 두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을 수긍하면서도 미중 경쟁 심화 국면에서 북한문제를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
하여 한반도 영향력 증대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함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에 대해 베이징 동계 올림픽 출전자격을 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을 끌어들여 남북 간 화해무드를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과시하는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
※ 왕이 외교부장은 9월 방한 과정에서 “베이징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 계기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26)

26) 정지용, “문 대통령 ‘베이징올림픽 성공 기대’, 왕이 ‘남북관계 개선 계기 노력,’”『한국일보』2021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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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적 시사점

1. 기회요인과 제약요인의 공존
• 현재

북미관계의 답보 상태에는 기회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제약요인으로 볼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음
■

긍정적 측면(기회 요인)

- 북한의 전략적 도발 자제와 대미 비난 메시지 자제 등은 과거와 달리 북한의 유화적 태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북한 경제난과 수해 등 인도적 상황 악화에 따른 외부 개입 필요성 증대
등도 관여 조건을 형성하는 긍정적 측면으로 평가
- 북한의 최근 대미 메시지는 북미대화 거부 선언이라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건이 제시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정책적 운신의 폭을 넓혀가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존재
-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병행 진전을 위한 구도가 형성되었고 한국
정부의 대북 이니셔티브를 미국이 보장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에서 주도적
역할 인정
■

부정적 측면(제약 요인)

- 북한은 7기 5차 전원회의와 8차 당대회를 통해 확인된 자력갱생과 정면돌파 노선을 장기전
구도 하에서 유지하는 상황이므로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관여의 결과가 이러한 전략노선을
훼손한다고 판단할 경우 적극적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북중, 북러 전략적 관계 강화 추세가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북미관계
재개를 위한 변수가 늘어나고 북한 역시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대결 구도 재현을 활용
하려고 시도
- 아프간 미군 철수에 따른 후과(後果)로 인해 미국의 외교적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
하고 북한 역시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반미 성향 국가들의 미국 비난을 연일 보도하며
아프간 사태를 ‘반미ㆍ반제 자주역량 확대’의 기회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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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의 대북 관여 노력으로 기회요인을 확대함으로써 제약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북한
내부와 한반도 주변 정세가 제약요인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적은 딜레마적
상황
• 북미대화

재개의 목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화의 결과가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을 때에만 북한은 대화에 응할 가능성
- 미국측의 ‘조건없는 만남’ 제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비핵화 우선,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과
군사적 위협해소라는 조건 하에서 비핵화하겠다는 담론이 지배27)하는 상황에서는 대화
목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계

2. 비핵화-안전보장 담론 개발
• 비핵화

우선 담론과 안전보장 담론을 연계할 수 있는 비핵화-안전보장 담론의 개발을 위한
한미 양국의 전략적 토론이 필요
- 핵포기가 북한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만 비로소 북한이 비핵화
의제가 포함된 대화에 응할 것이라는 인식을 미국 조야에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28)
- 비핵화-안전보장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확보된다면 영변 핵시설과 영변 이외 우라늄 농축
시설 전체 또는 부분의 동결과 대북 안전보장을 위한 초기조치를 교환하는 협상을 모색29)
- 이는

9·19 평양공동선언(5조2항)에서 명시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와도 부합
• 비핵화-안전보장 담론은 중국의 대북 설득을 통한 북한의 대화 복귀에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는
만큼 한국이 미국의 지지를 조건으로 한중 간 전략대화를 통해 이를 공론화하는 것도 필요
- 블링컨 국무장관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을 포기하기도 전에’ 평화조약을 논의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수용하려는 것
같다”며 “이는 미국의 오랜 외교안보 정책과 배치된다”고 비판한 만큼 비핵화와 안전보장
조치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이 대미 설득에 유효

27) Robert L,Gallucci, “Lessons bo Be Learned from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38North, September 17, 2019.
28) Doug Bandow, To Succeed on North Korea, Convince Kim He Is Safer Without Nukes, https://www.cato.org/article/
succeed-north-korea-convince-kim-he-safer-without-nukes (accessed: August 10, 2021).
29) 이러한 시나리오의 구체적 사례는 성기영,『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협력적 위협감축(CTR)』, INSS 연구보고서 (서울: 국가
안보전략연구원, 2020) pp.87-88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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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안전보장

담론은 궁극적으로 남북미중 4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논의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트랙Ⅱ 평화포럼 등을 추진할 필요성 제기
- 북한은 2020년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 명의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비난하면서 유일하게 과거 4자회담에 대해 긍정적 언급을 표명한 바 있음
- 1990년대 후반 4자회담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평화협정 체결 문제 논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결렬된 바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인정한 북미 싱가포르 합의 1~3항의
동시적 이행을 기반으로 4자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북미대화 재개 이전에라도 한미 양국은 바이든 정부가 표방했던 ‘실용적’, ‘점진적’ 대북정책에
기반한 비핵화 초기조치와 안전보장 조치의 신호를 교환하는 로드맵을 공론화할 필요
- 바이든 정부은 대북정책을 공개하면서 ‘최대한의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을 제시한
바,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유연성의 핵심 요소로서 ‘의제의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
- 한미 양국이 단계적 접근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점진적(gradual) 방식보다는 순서에 입각한
(sequential) 접근 프레임을 가지고 단계별 로드맵을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

3. 김정은의 대화 파트너 인정
• 김정은

위원장은 대미 외교의 재개가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계산
하에서만 북미협상 재개를 지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국 측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는 메시지가 필요
-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폭군’ 또는 ‘독재자’로 지칭한 바
있으며30)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이 바라는 국제적 인정(international recog
nition) 등 모든 것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 현단계에서 북미대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 결심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만큼 대화 촉진을
위해서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외교적 언급이 불가피

30) 김동현, 北, 바이든 ‘김정은 폭군’ 발언 비난…“최고존엄 모독,” 연합뉴스 5월 22일, https://www.yna.co.kr/view/AKR
20190522011800504 (검색일: 2021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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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 외교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북미관계
악화의 외교적 비용이 김정은을 대화 파트너로서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치적 부담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강조
※ 부시 행정부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가 (1월)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로 칭한 바 있으나 5월 한국 방문 당시 북한에 대해
‘주권국가’ 표현을 사용하고 부시 대통령도 김정일 위원장을 향해서 ‘미스터 김정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음. 당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우리 최고
수뇌부에 대해서 ‘선생’이라고 존칭을 썼는데 여기에 유의한다”고 말하면서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 분위기 조성
• 한미

양국이 북한을 향해 선택지를 주고 행동을 촉구하는 구조의 창출이 중요하며 북한의
행동에 따라 한미 양국이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
- 북미 양국의 ‘수동적 태도(No Action Talking Only)’와 ‘공은 상대방 코트에 있다’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한미 양국이 불가피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북미
관계가 재개될 가능성도 존재
- 무엇보다 한미 양국이 대북 관여를 통해 북한을 비핵평화 체제의 문턱에 진입시키지
못한다면 북한은 중국에 편승하는 생존권과 발전권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미래 한미
양국에 더 큰 비용을 부과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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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and Prospect of the US-DPRK relations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
Focusing on the Strategic Calculation

Ki-Young Sung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At this stage, the key factors to consider in designing North Korea's strategy against the
U.S. can be summarized as △establishing a self-defense security system based on the nuclear
power status △strengthening Kim Jong-un's power base as a supreme leader △utilizing
opportunities of foreign relations to create independent economic performance. Meanwhile,
the core of the U.S. strategy in East Asia can be summarized as △contaiment of China's rise
△strengthening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ROK, the U.S. and Japan △North Korea
policy centered on the peaceful management of the status quo. There is little commonality
or conflict between the goals of the foreign strategies of North Korea and the East Asian
strategies of the U.S. Rather, overall inconsistencies are prominent. The U.S. is not willing to
accept any of the key considerations of North Korea's foreign strategy as a prerequisite for
the resumption of dialogue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and North Korea believes
it will not be beneficial to respond to the U.S.-North Korea dialogue under its current foreign
strategy considerations. Currently, opportunity factors and constraints coexist in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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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tagnation in U.S.-North Korea relations. North Korea's relatively less aggressive attitude
in comparison with the past, such as refraining from messages criticizing the U.S. can be
evaluated as opportunity factors. On the other hand, the fact that North Korea is unlikely to
respond to dialogue offer is a constraint, given that the anticipated results of South Korea
and the U.S. efforts to engage in North Korea undermine the country’s foreign strategy
doctrine. The problem is that efforts to engage in North Korea through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fail to overcome constraints by expanding opportunity factors, and
it is unlikely that the situation inside North Korea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will act
toward a direction of reducing constraints. Therefore, strategic discuss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needed on the denuclearization-security assurance discourse
that can embrace the US denuclearization-first discourse and North Korea's security-first
discourse. This denuclearization-security discourse will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North Korea's return to dialogue through China's persuasion of its traditional ally. It will also
ultimately provide an opportunity to develop into discussions on the four-party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Keywords: U.S-North

Korea relations, strategic intention, denuclearization-security assurance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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