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021 ROK-U.S. Joint Expert Seminar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세미나

The ROK and US’s
North Korea Policy in 2021:
Evaluations and Tasks Ahead
2021년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2021. 11. 16. (화)

9:30 ~11:10 (KST)

Chair/좌장

Chun, Chaesung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전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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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 (Chaesung Chun)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장, 국방부/육군/해군 자문위원, 동아시아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직을 맡은 바 있다. 일본 게이오
대학교 방문교수를 2년 간 역임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석사를 거쳐,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이론으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서울: 한울, 2020), 『주권과
국제정치: 근대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정치는 도덕적
인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현실주의』(서울: 한길사, 2012),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등이 있다. 편저로는 『동아시아 지역질서 이론: 불완전
주권과 지역갈등』 (서울: 사회평론, 2018), 『복잡성과 복합성의 국제정치』 (서울: 사회평론, 2017),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서울: 늘품플러스, 2015) 등이 있다.

Chaesung Chun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currently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Chair of the Advisory Committee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 member of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Defense, ROK
Army, and Navy. He is a chair of the National Security Center, the East Asia Institute.
He was a visiting professor at Keio University in Tokyo from 2017-2018, and 2010-2011.
He was a Director of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 Vice President of the Institute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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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received his BA and MA degree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h.D degree
from Northwestern Universit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ajor books include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olitics among Incomplete Sovereign States(2020),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odern Sovereign States System and the Evolution of the
Empire(2019), Is Politics Moral: Reinhold Niebuhr’s Transcendental Realism(2012),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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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ant 1/토론 1

Robert Einhorn
Senior Fellow, The Brookings Institution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은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위원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 국무장관의 비확산·군축담당 특별자문관으로 활동했다. 2001년에서 2009까지는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의 핵확산방지프로그램 실장을 맡았다. CSIS로 오기 전 로버트 아인혼은 비확산 담당
차관보(1999-2001),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부차관보(1992-1999)를 역임하였고 국무부 정책 기획실
(1986-1992)에서 근무했다. 1972년부터 1986년까지는 소련과의 전략적 군축 회담의 미군비통제
군축국(ACD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협상대표를 포함하여 미군비통제군축국
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Robert Einhorn is a Senior Fellow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Between 2009 and 2013,
he served as the Secretary of State’s Special Advisor for Nonproliferation and Arms
Control. Between 2001 and 2009, he directed the Proliferation Prevention Program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Before coming to CSIS, he wa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Nonproliferation (1999-2001),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Military Affairs (1992-1999), and a member of the State Department Policy
Planning Staff (1986-1992). Between 1972 and 1986, he held various positions at the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including ACDA’s representative to the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with the Soviet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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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ant 2/토론 2

Jun, Bong-Geun
Professor, The Korean National Diplomatic Academy(KNDA)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전봉근 교수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분야는 북핵문제, 국제안보,
핵(원자력)정책, 동북아정치, 전략이론 등이다. 주요 경력으로 청와대 국제안보비서관(1993~7),
KEDO 뉴욕본부 전문위원(1997~2001), 일본 게이오대 방문연구원(2001~2),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
(2003~4), 국립외교원 비확산핵안보센터장(2011~12),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
부장(2005~6, 2012~6), 제네바안보정책센터 방문연구원(2015), 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핵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2005년 6월부터 외교안보연구원에 근무하기 시작했다.

Dr. Jun, Bong-Geun is Professor at the Korean National Diplomatic Academy(KNDA).
Professor Jun held several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positions: Policy Advisor
to the Minister of Unification, Secretary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at the
Presidential Office, and professional staffer at KEDO New York headquarters. Dr. Jun
was also visiting fellow at Keio University, Asia Foundation Center for U.S-Korea Policy,
Geneva Center for Security Studies. Dr. Jun’s research areas cove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Northeast Asian politics, nuclear policy, and strategic studies.

∙8

The ROK and US’s North Korea Policy in 2021: Evaluations and Tasks Ahead

Discussant 3/토론 3

Frank Aum
Senior Expert,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USIP)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프랭크 엄(Frank Aum)은 미국평화연구소의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 연구위원이다. 평화연구소에서
동북아 연구를 책임지고 있으며, 주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외교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미 국방부에서 육군 법률 고문, 국방부 차관보의
아태 안보 문제 담당 특별 자문위원, 미국 국방부 장관실의 북한 담당 수석 고문을 지냈다. 동기간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관련 문제에 대해 4명의 국방장관에게 정책제언을 제공하기도 했다. 프랭크
엄은 한미동맹 관련 한국과의 실무 협상에서 협상단 대표를 역임했고, 국방 장관 공로 훈장을 받았다.
프랭크 엄은 과거 기업 사내 변호사로 일했고 공공분야 및 비영리 분야를 폭넓게 경험했다.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제주도에서 학위를 마쳤고,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연설 원고 담당자로 일하기도 했다.
LA에서는 지역주민 수권부와 한미연합회에 몸담으며 LA의 한인타운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일했다.
프랭크 엄은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하버드 케네디스쿨(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법학박사(Juris Doctorate) 학위를 취득했다.

Frank Aum is the senior expert on Northeast Asia at the U.S. Institute of Peace. He
oversees the Institute’s work on Northeast Asia and focuses on ways to strengthen
diplomacy to reduce tensions and enhanc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2010 to 2017, he worked at the Department of Defense, including as special counsel
to the Army General Counsel, special assistant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Asian and Pacific Security Affairs, and senior advisor on North Korea in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During this time, he advised four secretaries of defense on issues
related to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um also served as head of
delegation for working level negoti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on U.S.-ROK
Alliance matters, and received the Secretary of Defense Medal for Outstanding Public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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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m previously worked as a corporate attorney, and also has extensive experience in the
public and non-profit sectors. He completed a Fulbright Scholarship in Jeju Island, South
Korea and worked as a speechwriter in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n addition, he worked to strengthen the Koreatown community in Los Angeles at
the city’s Department of Neighborhood Empowerment and the Korean American Coalition
(KAC).
Aum received his bachelor’s from Dartmouth College, his master’s from Harvard
University’s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and his Juris Doctorate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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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ant 4/토론 4

Cho, Han-bum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한범은 1994년 상트-페테르부르그 대학교에서 러시아 체제전환을 주제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
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및 통일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현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사무처장,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정부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
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지속가능한 통일론의 모색’, ‘정치, 경제, 사회분야 통일비용-편익
연구’, ‘북한체제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 ‘신한반도체제구상의 이해’ 등이 있다.

Cho Han-bum earned his doctorate in sociology, with a dissertation on regime change
in Russia, from St. Petersburg University in 1994. Since 1995, Cho has been researching
subjects related to North Korea and Korean unification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He also teaches as an adjunct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Cho is now a senior researchfellow at KINU, Secretary-General for the Research Council
on Unification Affairs, and a senior member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Cho has previously served as an advisor on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and a
government advisor, in addition to serving as director of the Research Center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t KINU. His books include Search for a
Sustainable Approach to Unification; Cost-Benefit Analysis of Unification in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The Crisis Struc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Prospects
for Social Change; and Understanding the New Korean Peninsula System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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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엄 |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Cho, Han-bum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Discussion 1

토론문
로버트 아인혼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

필자는 북한과의 건설적인 관여에 대해 낙관적인 단기 전망을 갖고 있지 않다.
한국과 미국은 협상을 시작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명확하게 밝혀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 첫 몇 주간 북한에 손에 내밀었으나 묵살 당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뒤 북한에게 매력적이였어야 했던 실용적
이고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발표했다.
미 행정부는 북한이 핵·장거리 미사일 역량을 완전히, 또 조기에 포기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도 버렸다.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는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이 각 단계
마다 인센티브를 받으며 이러한 목표가 장기적으로, 단계적 프로세스를 거쳐 추구되
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초기 단계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의 성장을 저지할 수 있는 제한적 합의를 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여는 싱가포르 공
동 성명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 밝혔다. 이로써 비핵화 단계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북미관계 정상화와 함께 발맞추어 갈 것임을 내비쳤다.
그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반복해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선
결조건 없이 어디서든, 어느때라도 만날 준비가 되어있고, 북한에게 적대적인 의도
를 품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관여를 재가동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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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관여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확장시키고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왔다.
불안정하게 만드는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의 다양한 종류를 실험했고, 플루토늄 생산
재개를 포함하여 계속해서 핵분열 물질을 생산함으로써 핵무기를 증가시켜왔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 관심
을 거의 보이지 않아 왔다.
북한은 미국이 소위 말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는 한 관여는 정당성이 없
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때때로 모호하게 들리는
용어로써 미국의 경제 제재, 한미 합동 군사훈련,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한반도를 둘
러싼 해역에서의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다.
북한은 남북 통신선을 먼저 복원하고, 다시 차단하고, 또 한번 복원하면서 한국
을 교묘하게 조정하려 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 더 큰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더 많은 남북 협력이라는 인센티브를 제
의했다.
북한이 고집스럽게 관여를 하지 않으려 하는 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다음과 같이 실용적인 설명이 있다. 북한이 거의 완전한 전염병 봉쇄(락다운)를 실
시하면서 대면 외교 관여는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만한 일방
적인 양보를 할 것인지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들은 훨씬 더 깊게 간 것이다. 김정은 핵 억제력을 포기할 의도
가 없다. 그는 북한이 정통성 있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김정은은 영구
적인 핵 보유국이라는 기정 사실을 갖고 국제 사회를 대면하려 하고 있다.
곧 김정은은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핵·미
사일 역량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제한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상당한 제재 해제와 그
외 정치적, 안보, 경제적 혜택을 댓가로 한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의 역량에 대해 과시하고 있다. 협상이 실제 시작되면, 강력한 협상
위치를 선점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가 북한의 역량을 동결하거나 제약하도록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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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받는 상황이 온다면, 이러한 역량이 그나마 높은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제한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김정은의 가속화된 노력은 북한에게
가공할 만한 핵 역량을 주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 경제 상황이 안좋긴 하지만, 북한은 주민들에게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라고 촉구하고, 불법 수출과 수입을 추구하고,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데에 있어서 중
국과 러시아의 묵인에 의존함으로써 미국과의 합의가 없어도 경제적 어려움을 버텨
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북한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그가 특정 도발 수위를 (특히 핵무기나 ICBM급 미사일을 실험하는 데
에 있어서) 넘지만 않는다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을 유지하며 국제 압력을
견뎌낼 수 있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설명이나 여러 복합적인 설명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관여에 대한 단기적 전
망은 별로 좋지가 않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회담을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 국내적에서 심하게 비판 받을 것이고, 북한이 양
보를 얻어내서 이득을 취한 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버틸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종전선언에도 적용된다. 바이든 행정부
는 아마도 이러한 종전선언을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더 큰 패키지의 일부로 보고 지지
하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 선언이 북한의 대화 거부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는 종전 선언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끝내지 않을 것이며,
단지 종잇장에 불구하다는 북한 관료의 발언을 두고 한 판단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있어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게 북한을 압박하여 관여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해
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개입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관련 없는 이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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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국의 우려사항을 기꺼이 해결하려 하지 않는 한,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 중국은 말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게 북한과 협력할 좋은 구실을 줘야 한다. 미 행정부는 지
금까지는 단기 합의를 위한 특정 제안을 제공하기를 꺼려해왔지만, 미국과 한국은 중
국이 합리적이라고 믿는 협상 포지션, 또한 중국으로 하여금 균형 잡힌 잠정적 합의
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특정 협상 포지션을 발전시키고, 중국과 공유해
야 한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 역량을 제약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미국은 중국
이 좋아하지 않을 방법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는
미국의 지역적, 본토 미사일 방어를 확장하는 것인데, 중국은 이것이 중국의 핵 억지
를 저해한다고 주장 해왔다.
미국은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북한
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주지시킬 필
요가 있다. 단기 합의의 맥락에서 제재를 축소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유엔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중국 단체들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알려야 한다.
한미 유대관계는 북한 문제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문 정부는 임기 막바지 몇 개
월간 남북 관계에서 성과를 내길 강력히 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한미 동맹관계를 갈
라 놓으려는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매우 가깝게 공조를 유지해오고 있으
며, 북한 이슈에 대해서도 미국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점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미 정부는 철도나 도로 사업과 같
이 특정한 남북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단기적 합의를
할 의향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북한과의 생산적인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 많은 것이 김정
은의 알 수 없는 목표와 계산에 달려 있다.
미국과 한국은 회담을 시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 여기에
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끌어들이는 데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계속해서 관여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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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또는 관여는 한다 해도 수용 가능하지 않은 협상 포지션을 고수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준비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이는 동맹 결집력을 유지시키고 한미 양국의 개별적·집합적 억지 및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게 핵·미사일 능력은 효과적으로 저해될 것이며,
이는 북한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저해할 것임을 북한에게 보여주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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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Paper
Robert Einhorn | Senior Fellow, The Brookings Institution

I’m not optimistic about near-term prospects for constructive
engagement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made clear their interest in
entering into negotiations.
In its first few weeks in office, the Biden administration reached out to
the North, but was rebuffed.
After completing its North Korea policy review, it announced a
pragmatic and realistic approach that should have been attractive to
Pyongyang.
It abandoned the Trump administration’s insistence that the DPRK
give up its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capabilities completely and at
an early date.
Instead, while reaffirming the ultimate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said that goal should be
pursued through a long-term, step-by-step process, with the North
receiving incentives at each step of the way.
The initial steps would be limited deals that would halt the growth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In his summit with President Moon, President Biden indicated that
engagement with the North would build on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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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Pyongyang Declaration – thereby signaling that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would go hand-in-hand with creating peace on the
Peninsula and normalizing US-DPRK relations.
Since then,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repeatedly called for
negotiations to begin – stating that it is prepared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and that it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 North Korea.
The Moon and Biden teams have discussed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North as a way of jump-starting engagement.
But despite these efforts, North Korea has showed no interest in
engaging.
Instead, it has accelerated its efforts to expand and diversify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 testing a range of destabilizing new missile
systems and increasing its nuclear arsenal through continued fissile
material production, including a resumption of plutonium production.
It has showed little interest in humanitarian assistance, despite its
deep concerns about COVID.
It continues to argue that engagement is unjustified as long as the
United States maintains its so-called “hostile policy” toward the DPRK -a vague term that, from time to time, has included US economic
sanctions, joint US-ROK military exercises, the stationing of US military
forces in South Korea, the deployment of US strategic assets in the wat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more.
It has sought to manipulate South Korea – first restoring and then
severing North-South communications links, and then restoring them
again. It dangles the incentive of greater inter-Korean cooperation to
encourage the Moon administration to exert greater independence from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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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ccounts for North Korea stubborn unwillingness to engage?
One explanation is practical. With North Korea’s near-total pandemic
lockdown, in-person diplomatic engagement is simply not feasible.
Another possible explanation is that the North is waiting to see if Biden
will offer unilateral concessions to bring it to the negotiating table.
But the explanations go much deeper. Kim Jong Un has no intention of
giving up his nuclear deterrent. He wants his country to be accepted as
a legitimate nuclear-armed power. He is seeking to confro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a fait accompli – the existence of a
permanently nuclear-armed DPRK.
He may be prepared, sooner or later, to begin negotiations – but only
to limit, not eliminate, hi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nd only in
exchange for substantial sanctions relief and other political, security, and
economic gains.
He is boosting his capabilities now so that, if negotiations take place,
he will be in a strong bargaining position – so that, if he is pressured to
accept a freeze or cap on the North’s capabilities, those capabilities will
be frozen or capped at a high level.
And if negotiations fail to reach agreement, his current accelerated
efforts will give North Korea a formidable and irreversible nuclear
capability.
The North’s resistance may also stem from a belief that, even though
its economy is in very bad shape, it can continue to muddle through
without an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by calling on North Koreans
to further tighten their belts, pursuing illicit exports and imports, and
relying on Chinese and Russian complicity in evading international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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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 Un may believe that, as long as he avoids crossing certain
provocation thresholds, especially testing nuclear weapons or ICBM-range
missiles, he can avoid alienating Beijing and Moscow and can withstand
international pressures.
Whatever the explanation or combination of explanations, near-term
prospects are not very good for engagement. So, what can the Biden
administration do to get talks started?
One thing it won’t do is make unilateral concessions simply to bring
the North to the table – both because that would be heavily criticized
domestically and because it believes the North would simply pocket the
concession and hold out for more.
This applies to an end-of-war declaration, which the Moon administration
has strongly advocated.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probably be
willing to support such a declaration as part of a broader package that
advances the nuclear issue – but not as a stand-alone gesture.
It doubts an end-of-war declaration would succeed in overcoming
DPRK resistance to talks – a judgment that seems borne out by a North
Korean official’s recent statement that such a declaration would not end
US hostile policy and would be a mere scrap of paper.
China remains crucial to a positive outcome on North Korea.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continue to urge China to put pressure on
the North to engage.
But the Chinese are reluctant to weigh in, telling the Americans that,
unless the United States is willing to address Chinese concerns on issues
unrelated to the DPRK, China will not be helpful on North Korea.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give Beijing good reasons to cooperate
on North Korea. Although the administration has been reluctant so fa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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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 specific proposals for a near-term deal, the United States and ROK
should develop and share with the Chinese some specific negotiating
positions that the Chinese would find reasonable and that would give
Beijing confidence that a balanced interim agreement may be achievable.
At the same time, Washington should make clear to China that, in the
absence of constraints on North Korean capabilities, the United States
will have no choice but to respond with steps China will not be happy with
– such as expanding US regional and homeland missile defenses, which
the Chinese have claimed could undermine China’s nuclear deterrent.
It should also make clear that China and Russia, by helping North
Korea evade UN sanctions, are undermining North Korea’s incentives to
negotiate seriously. While stressing US willingness to scale back sanctions
in the context of near-term deals, it should indicate its readiness to
penalize Chinese entities for violating UN sanctions resolutions.
US-ROK solidarity is also crucial to success on North Korea. Although
the Moon administration strongly wishes to make progress on inter-Korean
relations in its remaining months in office, it has stayed closely
coordinated with Washington and has not gotten out in front of the
United States on North-South issues, despite DPRK efforts to split the
allies.
The Biden administration appreciates this. It should signal its
willingness in any near-term deals with the North to relax sanctions that
impede certain inter-Korean activities, such as the rail and road project.
It is hard to be optimistic about prospects for productiv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Much depends on Kim Jong Un’s unknowable goals
and calculations.
Washington and Seoul should continue to do what they can to get talks
underway, including by seeking to persuade China to play a more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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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in bringing Pyongyang on board. But at the same time, they need to
be prepared for the eventuality that the North continues to resist
engagement – or engages but adopts unacceptable negotiating positions.
And that means maintaining alliance cohesion and strengthening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deterrence and defense capabilities – demonstrating
to the North that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will be effectively
countered and will undermine rather than serve DPRK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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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

2021년 북미관계 전망과 북핵 협상 촉진 방안
전봉근 | 국립외교원 교수

1. 북미 핵협상 재개가 시급한 이유

❍ 북한은 이미 약 50기 핵무기(또는 상당 핵분열물질)를 보유했고, 연간 5~7개 무
기용 핵물질을 추가 생산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2030년까지 100기 이상 핵무기
보유 전망
- 최근 IAEA의 북핵 보고서(Application of Safeguards in the DPRK, 2021.
8) 보고서는 북한 핵활동이 풀스윙으로 진행된다고 평가
❍ 북핵 협상 지연 시 문제점과 예상 시나리오
-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더 많은 정치외교경제적 보상(상응조치)을 요구하고,
심지어 한·미가 수용 불가능한 일체 한미연합훈련 중단, 한미동맹 약화/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 요구할 가능성 증가
- 북한의 최소 핵억제력 구축 및 대남·대미 핵강압 증가
- 인도·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행세하며, 비핵화 협상을 완전히
거부할 가능성
-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요구 증가
-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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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미 핵협상을 위한 환경 평가: 기회요인
※ 북미협상에 대한 도전요인과 위협요인은 잘 알려져 있어 생략

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대화 원칙과 ‘관여정책’ 추진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2021.5.21 한미 정상회담 결과
- 북한이 거부하는 ‘CVID’, ‘북한 비핵화’ 표현 대신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North Korea’ 대신에 정식국명 ‘DPRK’ 호칭 사용
- “조율되고, 실용적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을 채택하여, 북한이 요구하는 ‘행동 대 행동’과 유사
-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계승 선언
❍ 미 민주당 행정부의 대북 관여정책 전통 계승
- 클린턴 행정부의 1993년 첫 북·미 협상 개시,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2000년 조명록 초청, 북·미 코뮈니케 채택, ‘페리 프로세스’, 카터·클린턴 전 대
통령의 방북, 오바마 대통령의 북미관계 정상화 주장

나. 바이든 행정부의 이란핵합의식 ‘2단계 접근법’에 대한 관심

❍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NYT 기고문: 2018.5.2., “To Win a Nobel, Trump
Should Look to the Iran Deal”; 2018.6.11., “The Best Model for a
Nuclear Deal With North Korea? Iran”
- 그는 동 기고문에서 1)북한과 ‘잠정합의(interim agreement)’를 타결하여 핵
활동 동결 및 롤백 개시, 점진적인 경제제재 완화, 2)시간을 갖고 보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본합의’ 타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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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핵합의 모델을 북한에 적용한다고 공식화 하지 않았지만,
상기 기고문을 볼 때 ‘잠정합의’를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

다. 북한의 대미 도발 자제와 ‘전략적 인내’

❍ 북한이 미국 신 행정부에 대해 관행적으로 실행하던 핵·미사일실험 도발을 중단
했는데, 아래 이유로 ‘북한판 전략적 인내’를 추진하는 것을 평가
- 2017년 수소폭탄·장거리미사일 실험 성공으로 이미 보복억제력을 과시하여,
미국 신 행정부를 위협하거나 관심을 끌기 ‘전략적 도발’ 불필요
- 경제·식량·보건위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초래할 도발 자제
- 베이징 동계올림픽(2022.2)을 앞두고 지역 안정을 원하는 중국의 견제

라. 북한의 경제·식량·보건·방역위기 지속

❍ 경제제재, 자연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등 ‘3중고’의 장기화
- 2017년 북한에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부과되면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3.5%, 2018년 –4.1% 기록(한국은행 통계)
- 2020년에 국경봉쇄의 후과로 –4.5% (10년 내 최악) 기록
❍ 최근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SDG 이행 국가검토 보고서(DPRK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2021.7)에
따르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2018년에 10년 이내 최저 수준인 495만 톤 생산,
2019년 10년 내 최고로 665만 톤, 다시 2020년에 수해로 552만 톤을 생산했다
고 보고
- 이 보고서는 북한이 처음으로 경제사회 통계를 공개한 것인데, ‘정상국가화’, 국
제사회 재진입, 인도지원을 기대하는 시그널로 해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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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북한의 안보전략 개념 변화 가능성

❍ 북한은 2017년 이후 핵억제력 확보 판단 가능성
- 냉전기, 탈냉전 초기에 비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 교전 현저히 감소
- 대미 도발 수준도 이전에 비해 감소
❍ 북한은 새로운 안보 개념 도입으로 대외관계를 선악관계가 아니라, 세력 관계로
인식하고, 전략적 안정과 균형에 대한 관심 고조(?)
- “국방부문에서 조선반도지역의 불안정한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2021.9.29.)
- “미국·남조선 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한 리태성 부상, 조선중앙통신, 2021.9.24.)
- “남한의 군비증강은 (...) 한반도 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김여정, 조선중앙통신, 2021.9.25.)
- “우리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등 특정 국가가 아니다” (김정
은, 국방발전전람회 연설, 2021.10.11.); 이 발언은 유엔헌장의 ‘집단안보’ 개
념을 연상

3. 북미대화와 북핵협상 촉진 방안

가. 북핵 동결을 위한 ‘잠정합의’ 추진

❍ 북미 간 깊은 불신에서도 조속한 합의와 실행이 가능한 ‘낮은 수준의 핵합의’를 제안
- 최근 한미 정부 및 전문가그룹에서 ‘북핵 동결’ 우선 추진에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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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합의’를 위해, 북한이 이미 실행 중이거나 제안했던 비핵화 조치를 확보하
고, 미국이 경제외교적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미니 일괄타결’을 제안
- 북한의 비핵화 조치: 완전한 비핵화 확인, 김정은의 4-노(핵무기 실험, 이전, 생
산, 사용 중지, 2018.4) 원칙 확인,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
리엄, 영변핵시설 폐기, 중장거리미사일 시설 폐쇄,
- 미국의 상응 조치: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 확약, 대북 적대시정책
불추구 약속, 대규모 한미연합기동연습 중단, 북미관계 정상화 절차(수교협
상) 개시, 스냅백 조건의 경제제재 일부 완화(석유 도입 상한선 상향 조정, 순수
민수 통상 일부 허용, 인도적 지원의 포괄적 사전승인), 인도적 식량·보건방역
지원 제공

나. 바이든 대통령의 김정은 앞 친서 발송 추진

❍ 현 북미관계의 대치 국면을 타개하고 북미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프레지던트 김정은’ 앞 친서 송부 제안
- 동 서한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 목표를 재확인하고, 동 공동성명의 실현을
위한 고위실무협상 개최, 인도적 지원 등 제안
- 김정은이 회신하면, 북핵협상 재개 기대
❍ 미국 내 분위기를 볼 때, 바이든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낼 가능성이 낮지만, 친서는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의미 있는 비용에 해당
- 한국, 중국이 미북 간 친서 교환 촉진을 위한 중재 역할 가능
-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등 모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친서를 교
환했기 때문에 바이든의 친서는 관행에 부합
- 핵군축·핵비확산·핵안보에 특별히 관심이 높고, 북한과 냉전적 적대관계 종식을
구상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을 특사로 활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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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 김정은이 ‘고난의 행군’이 재현되고 있는 데 대해 주민에게 사과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북핵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 및 국제사회가 북한에 식
량·보건방역 지원을 적극 제공할 것을 제안함.
❍ 한국 정부가 제안한 ‘동북아 보건방역 협의체’에 북한의 참여를 추진하고, 양자관계
보다는 지역 차원의 대북 보건방역 지원을 추진함.
- 북한이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하려면 그전에 방역을 위한 국경봉
쇄를 해제해야 할 것인바, 중국의 대북 보건방역 지원이 긴요함

라.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위한 각종 양자·다자회의 병행 추진 필요

❍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체제 진전에 달려있어,
이를 위한 각종 양자·다자·지역대화를 병행 추진함
- 한반도 평화체제 없는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고, 지역 안보협력 없는 한반도
평화도 거의 불가능함.
❍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기본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 등이 필요함.
-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기본협정 협상, 북미수교 협상, 북일수교 협상,
남북미중 4자 평화포럼 등을 조속히 가동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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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s of the DPRK-US Relations for 2021 and
Measures to Facilitate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Jun, Bong-Geun
Professor, The Korean National Diplomatic Academy(KNDA)

1. Why Resuming Nuclear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is Urgent
❍ North Korea has already possessed roughly 50 nuclear weapons (or the
substantial portion of which is nuclear fissile materials). Additionally,
the North will produce five to seven more weapons-grade nuclear
materials and thus possess over 100 nuclear weapons by 2030.
- Recent IAEA’s report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the DPRK,” released in August 2021, suggests that
North Korea’s nuclear activities are underway in full swing.
❍ The following are the problems and possible scenarios in case of delay
in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 North Korea would increasingly likely demand more political,
diplomatic, and economic rewards as corresponding measur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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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for denuclearization and even demand something hardly
acceptable by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S—suspension
of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weakening and break-up of
the ROK-US alliance, and withdrawal of the USFK (United States
Forces Korea).
- North Korea may establish the minimum nuclear deterrence
capability and heighten the nuclear aggression toward South Korea
and the US.
- North Korea may act as the ‘de-facto nuclear state,’ such as India and
Pakistan, and emphatically reject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 The demands for nuclear armament might rise within the ROK.
- Arms race may accelerat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2. Evaluation on the Environment for the DPRK-US Nuclear
Negotiation: Opportunity Factors
※ Challenging and threat factors on the DPRK-US negotiations are
already well-known and thus not covered in this paper.

A. The Biden Administration’s Principle for Dialogue with North Korea
and Implementation of the ‘Engagement Policy’
❍ The Biden administration’s review on North Korea policy and the
results of the ROK-US summit on May 21, 2021 are as follows.
- The US will use ‘the DPRK,’ not ‘North Korea’ as its official name,
and the term ‘complet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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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CVID,’ 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both of which have
offended North Korea.
- The US adopted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and gradual
denuclearization approach, which similarly fits the principle of
‘action-for-action’ demanded by North Korea.
- The US announced to inherit the Joint Statement of the Singapore
Summit and the Panmunjeom Declaration.
❍ The US announced to adopt the traditional engagement policy on North
Korea, inherited from the Democratic administrations.
- Examples of such policy include the follow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s first DPRK-US negotiation in 1993; The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S and the DPRK on October 21, 1994; Jo
Myong-lok’s first invited visit to the US (2000); the adoption of the
US-DPRK Joint Communique (2000), ‘Perry Process (1999-2000),’
former presidents Jimmy Carter (2010 and 2011) and Bill Clinton’s
visits (2009) to North Korea; and former President Obama’s claim to
normalize the DPRK-US relations.

B. Biden Administration’s Interests in a ‘Two-phased Approach’ of the
Iranian Nuclear Deal
❍ An op-ed in the New York Times (NYT) by Antony J. Blinken. Secretary
of State: May 2, 2018, “To Win a Nobel, Trump Should Look to the Iran
Deal”; June 11, 2018, “The Best Model for a Nuclear Deal With North
Korea? Iran”
- In a piece, he proposed to 1) reach an ‘interim deal’ with North
Korea, thus freeze its nuclear activities, start to roll it back, gra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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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e economic sanctions, and 2) conclude a ‘comprehensive agreement’
that includes a complete version of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treaty over the long term.
❍ Although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not decided on whether a
model of the Iranian nuclear deal should be adopted to North Korea,
an ‘interim deal’ appears to be prioritized and implemented judging by
such an op-ed.

C. North Korea Restraining from Provocations toward the US and Its
‘Strategic Patience’

❍ North Korea stopped provocations of nuclear and missile tests, which
had been a traditional practice whenever the new US administration
took office up until now. For the following reasons, I believe that North
Korea appears to pursue “its own version of strategic patience.”
- North Korea already showed off its retaliation and deterrence ability
by successfully pulling off an H-bomb and long-range missile tests in
2017. It rids North Korea of the rationale for ‘strategic provocations’
designed to threaten or draw the attention of the new US administration.
- North Korea restrains itself from provocations that may lead to
additional sanctions imposed considering the current economic,
food, and health crisis.
- In the leading-up to the 2022 Winter Olympics in Beijing (February
2022), China checks North Korea out of the necessity to stabilize the
region.

∙ 36

The ROK and US’s North Korea Policy in 2021: Evaluations and Tasks Ahead

D. North Korea’s Continued Crisis on Economy, Food, Health Care, and
Pandemic Prevention
❍ Prolonged ‘triple whammy’ has been aggravated by economic sanctions,
natural disasters, and the COVID-19-induced border blockade.
- With the toughening of the sanctions since 2017,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rate fell to –3.5% in 2017 and –4.1% in 2018
(statistics from the Bank of Korea).
- Economic growth rate in 2020 was –4.5% due to the repercussions
from the border blockade (the worst record in 10 years).
❍ According to a report (DPRK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July 2021) recently submitted to
the UN, North Korea’s grain production hit the record low in 10 years
at 4,950,000 tons and hit the record high in 10 years at 6,650,000 tons
in 2019, and was at 5,520,000 tons in 2020.
- This report revealed North Korea’s economic and social statistics for
the first time, which signals that North Korea seeks to transform
itself into a ‘normal country,’ attempts to be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alls for humanitarian aid.

E. Potential Change in North Korea’s Concept of Security Strategy
❍ North Korea appeared to have decided to secure nuclear deterrence
capability after 2017.
- Military conflicts and skirmishe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declin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Cold War era and the early
phase of the post-Cold War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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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evel of provocation toward the US has reduced compared to the
past.
❍ With the adoption of the new security concept, North Korea started to
view external relations not as a matter of good and evil but as relations
of power. It thus has come to acquire increasing interests in strategic
stability and balance (?).
- “(...) to stably manage the unstable military situation on the Chosun
peninsula regarding the defense sector.” (Kim Jong Un’s policy
speech at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September 29, 2021)
- “(...) the end-of-the war declaration would destroy the regional
strategic balance with the deepening ROK-US alliance in place.”
(Vice Foreign Minister Lee Tae-sung, September 24, 2021,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 “South Korea’s military build-up (...) should not destroy the military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Yo-jong, September 25,
2021, KCNA)
- “Our main enemy is the war itself, not a specific country, such as
South Korea and the US” (Kim Jong-un, speech at the Defence
Development Exhibition “Self-Defence-2021,” October 11, 2021);
His statement recalls the concept of ‘collective security’ enshrined in
the UN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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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asures to Facilitate the DPRK-US Dialogue and Nuclear
Negotiations

A. ‘Interim Deal’ for Freez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 I propose a ‘low-level nuclear deal’ that enables an agreement and
implementation at an earlier time amidst deep-seated trust between
the DPRK and the US.
- Recently, the ROK and the US governments and expert groups built
the consensus on prioritizing the ‘freezing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 For an ‘interim deal,’ I propose a ‘mini-grand bargain’ that helps secure
denuclearization measures either in progress or previously suggested
by North Korea and, in return, obtain the US’s economic and diplomatic
corresponding measures.
-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measures are as follows: complete
verification of denuclearization; Kim Jong-un’s 4-Nos (nuclear
testing, transportation, production, suspension of the use, April
2018); affirmation of the principle; a moratorium on nuclear testing
and ICBM test-launch; dismantlement of Yongbyon nuclear facilities;
and the shut-down of ICBM facilities.
- The US’s corresponding measures are as follows: affirmation of the
thorough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of the Singapore
Summit; a promise not to pursue a hostile policy on North Korea;
suspension of the large-scal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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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ion of the procedure of normalizing the DPRK-US relations
(negotiation on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a partial easing of
economic sanctions with the snapback provision (increasing the
upper limit for importing oil, partially allowing for some trade purely
for non-military use, and comprehensively approving humanitarian
aid in advance); and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food and health
and prevention aid.

B. Biden Administration Sending a Letter to Kim Jong-un
❍ I propose that President Biden send a letter addressed to ‘President
Kim Jung-un’ to make a breakthrough in the DPRK-US confrontational
phase and facilitate the DPRK-US dialogue.
- I suggest that such a letter reaffirm four goals specified at the Joint
Statement of the Singapore Summit and propose holding a high-level
negotiation to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and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 If Kim Jong-un responds to this letter, a nuclear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is likely to resume.
❍ Given the Environment in the US, it is unlikely that Biden would send
a letter to Kim Jong-un. However, sending a personal letter is a
meaningful cost worth taking to achieve denuclearization.
- The ROK and China could act as facilitators to promote the exchange
of letter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 Former presidents Clinton, Bush, Obama, and Trump all previously
exchanged letters with North Korea to resolve North Korea’s nuclear
issues. As such, Biden’s letter conforms to convention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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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propose bringing in former President Obama as a special envoy
since he has been highly interested in nuclear disarmament,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security. He also had the initiative
during the presidency to end the Cold War-era hostile relations with
North Korea.

C.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 Kim Jong-un apologized to North Korean people for another ‘Arduous
March’ playing out. I hence propose that the ROK,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ovide support on food, health, and
pandemic prevention to create the conditions conducive to resuming
the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 It is necessary to induce North Korea to participate in the ‘Northeast
Asia Cooperation for Health Security (NEACHS),’ as proposed by the
ROK government, and offer regional support on health and pandemic
prevention to North Korea instead of focusing on bilateral relations.
- A border blockade imposed for pandemic prevention should be lifted
for North Kora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2022 Winter Olympics
in Beijing. China’s health and pandemic prevention assistance to
North Korea is crucial.

D. Parallel Implementation of Various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etings
for Denuclearization-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 Tangible progress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hinges on how
the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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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Various bilateral, multilateral, and regional dialogues should
simultaneously take place.
-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without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 impossi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is nearly impossible.
❍ In more detail,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the following: concluding the basic inter-Korean agreement;
normalizing the DPRK-US relations; normalizing the DPRK-Japan
relations; reaching a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ing cooperation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 Therefor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necessitates the following
at the earliest time: negotiation on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negoti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DPRK-US diplomatic relations
and DPRK-Japan diplomatic ties; and a quadruple peace forum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the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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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3

토론문
프랭크 엄 |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2021년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매우 전통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 바이든 정책은 조정된(calibrated)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이는 북한 행동에 대응
한 조정을 의미한다.
❍ 북한이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먼저 하지 않을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미국은 외교적 리스크에 정치적 자산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책은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
❍ 하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접근방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이는 사실 과거 미국 행
정부가 북한에 대해 취해온 접근방식과 동일한 것이다.
❍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낳는다– 왜 과거의 접근방식을 답습할까? 긍정적으로 생
각해보자면 과거의 접근방식이 때로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 반대로 전략적 인내, 외교적 고립, 최대 압박 정책을 사용했을 때 북한은 부정적으
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 신중한 관여라는 과거의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으로는 이
는 북한과 일부 합의에 이르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과거의
합의사항들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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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효과가 있었던 접근방식 중 합리적인 부분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 점은 인정한다.
❍ 하지만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위협 인지에 중점을 둔, 두
려움을 기본으로 하는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감한 아이디어와 외
교적인 리스크를 지는 것을 억제시키고, 억지와 압박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한다.
❍ 이러한 신중한 접근방식에서 우려되는 점은 현재 상태는 유지될 수 없다는 점 이
다– 현재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어떠한 외교, 안보, 인도적 이슈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또 다른 우려사항으로는 현재의 접근방식은 또 다른 도발 사이클의 시작으로 귀결
된다는 점이다.

(가까운) 미래에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과 한
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도발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통적 사고방식을 타파하고 외교적 리스
크를 감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미국은 북한을 위협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억지와
리스크 회피에 중점을 둔 협소한 정책으로 귀결되게 한다. 이러한 정책은 유용하
고 창의적인 접근방식을 도출하는 데에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 외교관과 정책입안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위협 인식을 벗어나 평화구축의
패러다임 관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 외교를 재가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 이러한 모든 아이디어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위험을 질 수도
있고, 져야만 하는 위치에 서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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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리스크를 지는 데에는 잠재적 이익이 따름을 인지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지는 것이다.
❍ 1온스(ounce)의 예방은 1 파운드(pound)의 한반도 문제 처방과 가치가 비등하
다. 북한이 큰 도발을 하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알맞은 대응을 하느라 수년
간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미래에 내가 말한 것들
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이미 잘 알고 있고, 평화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해 할 수 있
는 모든 것을 거의 다 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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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Paper
Frank Aum | Senior Expert,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USIP)

How do you evaluate the US’s North Korea policy and ROK’s
North Korea policy for the year 2021?
❍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using a very conventional approach
to North Korea.
❍ The Biden policy is calibrated, but it’s calibrated in response to North
Korean behavior
❍ The Biden policy is also practical because it recognizes that North
Korea will not denuclearize unilaterally and upfront and also because
it believes that the US should not waste political capital and resources
in taking any diplomatic risks.
❍ But this overall approach is not new – it is largely the same approach
that past US administrations have taken with North Korea.
❍ So that begs the question – why are we using an old approach? Well,
the positive spin is that the old approach oftentimes worked.
❍ Conversely, when we use a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diplomatic
isolation, and maximum pressure, North Korea tends to respond
neg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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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essimistic view on using the old approach of cautious engagement
is that it may have helped us to achieve some agreements with North
Korea, most of those past agreements are now dead.
❍ I appreciate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trying to capture the
sensible parts of the previous approaches that worked.
❍ But the problem is that Biden administration is also trapped in a
fear-based way of thinking that focuses on worst case threat perceptions,
which then stifles bold ideas and diplomatic risk taking and instead
over-relies on deterrence and pressure.
❍ The concern with this cautious approach is that the status quo is
simply not tenable – it means no tangible progress on any diplomatic,
security, or humanitarian issues.
❍ Another concern is that the current path is leading to the start of
another provocation cycle.

What should the US and ROK do for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ear) future.
❍ To move away from the vicious cycle of provocations, we need to
escape conventional thinking and start taking some diplomatic risks.
❍ The U.S. tends to think about North Korea solely as a threat, but this
type of thinking also leads to a narrow policy emphasis on deterrence

∙ 48

The ROK and US’s North Korea Policy in 2021: Evaluations and Tasks Ahead

and risk aversion, which is not effective in coming up with useful and
creative approaches.
❍ Diplomats and policymakers need to shift away from worst case threat
perceptions and start engaging in the paradigm of peacebuilding.
❍ There are many things we can do right now to jumpstart diplomacy.
❍ All of these ideas entail risks. But we are in a position where can and
should be taking risks. But we take these risks knowing that the risk of
doing nothing is even worse and that there are potential benefits to
taking these risks.
❍ An ounce of prevention is worth a pound of cure on the Korean
Peninsula. It would be better and more effective to do some of the
things I mentioned in the near-term VERSUS waiting until after a major
North Korean provocation and then having to spend years and wasting
a lot more time and resources trying to develop appropriate responses.
❍ I think the Moon administration gets this already and I commend it for
doing pretty much everything it can to push the peace agenda.

The ROK and US’s North Korea Policy in 2021: Evaluations and Tasks Ahead

49 ∙

Discussion 4

토론문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한국의 대북정책
금년 7월 27일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당시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4월부터 남북정
상간 여러 차례 친서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3월 말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2020년 6월 남북관계의 대적관계 전환을 선언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
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명분이 소멸된 셈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5월 21일 한미정상
회담 전후 남북한 간 의미있는 의사교환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바
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한미정상회
담 전후 남북미정상 간 직간접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7월 27일 남북은 정상 간 친서교환을 통해 남북통신연락선을 전격복원했다. 이후
한미군사연습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다시 단절된 남북통신연락선은 10월 4일 김 위
원장의 지시로 복원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1일 제76차 유엔총회의 기조연설
을 통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전후 한국은 미국을 포함해 관련 국가들과 협의를 가속화
했다. 8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대북특
별대표는 6차례의 대면회동을 가졌다. 동 기간 한중 및 한러 간 북핵 수석대표 간의
협의도 진행되었다. 종전선언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긍정적이며, 미국도 종전선언
을 포함해 모든 논의가 가능하다는 진전된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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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관계 주무부
처인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정상외교를 수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의 교황
청 방문의 주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기말로 접어
든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
이 가능하다. 정치적 차원의 종전선언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문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인다. 2018년 본격화된 한
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행과정에서도 종전선언은 핵심고리 중의 하나였다는 점에
서 문 대통령의 구상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의 실효성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다는 점
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미 종전선언이 ‘종이장’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내보이
고 있다.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능력 확충과 도발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종전선언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쟁의 종식
을 넘어 북한 비핵화의 진성정과 비핵화 행동 및 상응조치에 대한 북미 양측 의지의
확인, 평화협정 체결의 본격화,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의 형성 등에 대한 방향성 등
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2. 미국의 대북정책
2021년 4월 말 재검토를 마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외교적 해법을 지향하는
‘조정(calibrated)’된 ‘실용적 접근(practical approach)’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조정’했으며, 전부
또는 전무가 아닌 실용적인 합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월 28일 첫 의회연
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
고 규정하고 ‘동맹과 함께(with our allies)’ ‘외교(diplomacy)’와 ‘강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미국이 동맹과의 연대를 통해 외
교적 해법을 지향하며, 북한의 태도변화의 유도 및 도발을 방지하는 억지정책을 구사
하겠다는 것으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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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해결의 장기성과 복합성을 고려할 때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용
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핵문제의
악화를 막고 단계적으로 핵능력을 축소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정
부가 동맹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점도 한‧미 공조에 긍정적이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정부식의 빅딜을 지양하고 단계적인 스몰딜을 거쳐 북한의 핵능
력을 축소해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다. 이는 단
계적 합의를 선호하는 북한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에서 스몰
딜 형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현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 동안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을 포함해 구
체적인 성과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외교의 테이블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실리의 확보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
책은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이미 최대 수준의 대북제재에 대
해 북한이 면역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억지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
이다. 미국이 강조하는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은 중장기적 속성을 띠고 있으며, 북한
의 반발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기 힘들다. 미국이 원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제한적이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유인해 내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
한 억지가 통하지 않았을 때의 대안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인내 정책
의 실패 역시 북한의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맹과
의 연대, 외교, 강한 억지를 활용하는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 과거 전략적 인내 정책
의 한계를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 북한의 입장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대남, 대미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협상의 여
지는 열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집권 10년 차인 김정은 정권은 최대 위기에 봉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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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수 차례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했으며, 2021년 4월 세포비
서대회에서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대북제재의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자발적 국경봉쇄’, 그리고 연이은 수해 등으로 최악의 복
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김 위원장이 6월 전원회의에서 식량형편의 ‘긴장 ’을 언급하
고 ‘특별명령서’에 서명을 한 이후에도 식량가격은 불안정안 국면을 이어갔다. 2021
년 북한은 각종 당대회와 외곽단체 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위기돌파와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지만 경제상황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사상적 이완현상도 나타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하고 폐쇄적인 자력갱생노선을 채택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북한이 처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
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 및 순항미
사일 등을 발사했지만 2018년 4월 선언한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핵확산 금지
등 자발적 모라토리엄은 준수하고 있다. 북한이 레드라인 범위내에서 무력시위를 하
는 한편 대남 대미 압박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화국면의 조성을 도모하는 것으
로 평가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얼마든지 ‘3년 전 따뜻한 봄날’로 돌
아갈 수 있다고 했으며, 6월 당 전원회의에서는 대결과 대화 모두에 대한 준비와 아울
러 ‘조선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7월 27일에 이
어 10월 4일에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화제의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미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
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전선에 대해 북한은 이중기준과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등을 선결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거부입장이라기 보다 조건부 수
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에게 적대시정책 철회를 위한 종전선언을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확실한
대북적대시정책 철회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북제재 해제의 입구
가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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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반도 평화프로세의 입구 전략의 필요성
2018년과 2019년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 북미정상회동을
위해 한국정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실질적인 성과의 도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인 북한 비핵화가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포함해 북미
비핵화 초기 합의를 도출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가역적 입구를 형성하는 것이다.
2018년과 2019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긍정적인 성과는 북미 간 대화 채널이
정상회담 차원으로 격상되었으며, 북한이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의사를 밝혔다는 점
이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프로그램의 중추에 해당하며,
북한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트 해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도
2021년 4월 38노스와의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 있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
(IISS)와 러시아 에너지안보연구소(CENESS)가 2021년 7월 공동 발간한 보고서는
북미가 영변 핵시설 폐기에 합의했을 경우 북한 핵탄두 제조능력의 최대 80%까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불가역적이지만 대북제재 해
제는 언제든 복원이 가능한 가역적 성격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당면 과제는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과 행동 대 행동방식의 로드맵을 도출하
고 실현가능한 초기합의를 통해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입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롬(from)영변형 합의’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
기에 동결(freezing) 조치를 추가하고 한미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미국
의 상응조치는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신뢰형성 그리고 대북제재의 일
부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합의사항 이행
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상응조치로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이며 바이든 정부 임기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미중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구도 속에서 동아시아 질
서의 현상변경을 초래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도 난제에 해당한다. 현 단계에서 종
전선언을 포함한 북한 비핵화의 확고한 입구의 형성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The ROK and US’s North Korea Policy in 2021: Evaluations and Tasks Ahead

55 ∙

Discussi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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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K’s Policy on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Blue House (Cheongwadae), when restoring the
inter-Korean communication line on July 27, 2021, letters between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have been exchanged several times since April.
The revised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went into effect
at the end of March, which reigns in sending anti-North Korea
propaganda leaflets from the South to the North. Now North Korea has
no ground to take an issue with anti-North Korea propaganda leaflets
flowing in from South to North Korea. Previously, North Korea was
angered by South Korean NGOs’ sending of anti-North Korean leaflets
into North Korea, declared the transi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into
hostile relations on June 2020, and subsequently blew up the inter-Korean
joint liaison office in Gaesong.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Park Jie-won stated that meaningful interac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ccurred before and after the ROK-US summit on
May 21. At the ROK-US summit, US President Biden declared to stand by
the Republic of Korea (ROK) in its pursuit of “inter-Korean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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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ment, and cooperation.” It is, therefore, reasonable to assume that
leaders of both Korea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exchanged opinions
before and after the ROK-US summit.
South and North Korea fully restored the inter-Korean communication
line on July 27, 2021, which had been made possible by exchanges of
letters between the two leaders. The inter-Korean communication line
was severed as North Korea raised an issue with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and was restored at the request of Chairman Kim Jong-un on
October 4. At the 76th UN General Assembly on September 21, ROK
President Moon Jae-in proposed to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S or South Korea, North
Korea, US, and China and urg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cooperation. After his proposal of the end-of-the-war declaration, the
ROK started consultations in earnest with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the US. In fact,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of MOFA Noh, Kyu-duk, and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Sung Kim have held six offline meetings between August
23 and October 24. A chief nuclear negotiator of the ROK also held
consultations both with Chinese and Russian counterparts during the same
period. China and Russia have positive views on the end-of-the-war
declaration. The US announced an evolving position saying that everything,
including the end-of-the-war declaration, is open for discussions.
What is also notable is President Moon’s visit to the Vatican on October
29. It is unprecedented for the Minister of Unification, in charge of
inter-Korean relations, to accompany the president on summit diplomacy.
This unprecedented move indicates that President Moon visited the
Vatican to lay the facilitating groundwork for peace on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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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insula. As he enters the final terms of the office, President Moon
appears to devote all his energies to resume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Moon seems determined to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 which is a political declaration and find a breakthrough
in the peace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Moon’s initiative
is meaningful in that the end-of-the-war declaration was one of the core
aspect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eace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one cannot ignore some controversy over the
effectiveness of the end-of-the-war declaration, which is not legally
binding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is suspicious of the
end-of-the-war declaration calling it a declaration ‘name in only.’ Some
negative opinions abound in the US, given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advance its nuclear capability and engage in provocations. Valid and
effective end-of-the-war declaration necessitates going beyond the
simpl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It requires North Korea’s
sincerity for denuclearization, the affirmed willingness of the US on
corresponding measures and North Korea on denuclearization steps, the
conclusion of the peace agreement, and the direction of forming new
inter-Korean relations.

2. US’s Policy on North Korea

North Korea polic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of which the re-review
was complete in late April, is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seeks
out a diplomatic resolution. The term indicate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calibrated’ problems found in the Obama and Trump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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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policy, the revised version of which prefers a practical
agreement instead of an “all-or-nothing approach.” At the first Congressional
speech delivered on April 28, President Biden defined North Korea’s
nuclear issue as a grave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world and the US and
vowed to resolve it ‘with the US’s allies’ and through ‘diplomacy’ and
‘stern deterrence.’ It signals that the US pursues a diplomatic resolution
in solidarity with its allies and seeks to implement a deterrence policy that
will induce North Korea to change attitudes and bar North Korea from
provocations.
Given the prolonged and complex nature of the thorny issue—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 it seems desirable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seeks out pragmatism in its North Korea policy. North Korea polic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can be viewed as a viable alternative that will
prevent North Korea’s nuclear issue from worsening and gradually
reduce its nuclear capability. Biden administration’s emphasis on solidarity
with its allies also seems favorable to the ROK-US coordination.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is realistic in that as opposed to a big
deal sought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t seeks out a gradual, phased
approach for a small deal to achieve complete denuclearization by
reducing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It is also in line with North
Korea’s position, which favors a phased agreement. Therefore, the Biden
administration appears more likely to bear the fruits of nuclear
negotiations through a small deal. The current US administration keeps
proposing a dialogue to North Korea without any strings attached.
However,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not made any tangible progress
since the inauguration over the last ten months, such as working-level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which cannot be evaluated posi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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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wants ample rationale and practical benefits attached that
will drive them to come to the diplomatic table, which is substantially
lacking in the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Furthermore, additional deterrence means are not in place since
North Korea’s capacity to cope with the maximum level of sanctions has
grown. Resolving North Korea’s humanitarian issue, which is raised and
stressed by the US, takes time over the mid-to-long term and is not likely
to positively affect addressing denuclearization issues as North Korea
resists it. China also has a limited influence on North Korea, contrary to
what the US wants to see.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yet to present a compelling alternative
capable of inducing North Korea and does not have a contingency plan
in place if strong deterrence does not work out. Strategic patience ended
up in a failure because such a policy line lacked the means to dissuade
North Korea from certain behaviors. Whethe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which emphasizes the solidarity with allies, diplomacy and
stern deterrence, could go beyond the limitations of the past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remains to be seen.

3. Views of North Korea

Although North Korea continues on provocations and aggressions
toward the ROK and the US after the North Korea-US summit in Hanoi,
it appears to leave open room for negotiations. The Kim Jong-un regime,
entering into 10-years in power, stands at the edge of the worst possible
crisis. Chairman Kim already admitted to the failure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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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numerous occasions. He also announced at the Cell Secretaries’
Meeting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on April 2021 that he is
determined to embrace a ‘more severe Arduous March.’ North Korea
currently faces the worst-ever combined crisis triggered by prolonged
sanctions and coronavirus-induced ‘voluntary border blockade’ and a
series of floods. Food prices are still on a treacherous path even after
Chairman Kim mentioned ‘tensions’ in the food situation at the Plenary
Meeting in June and signed a ‘special written-decision.’ The economic
situation in North Korea has not improved even though North Korea has
sought to weather through the crisis and consolidate the regime by
holding a series of Party Congress and the meetings of the Party’s
peripheral organs in 2021. Moreover, ideological relaxation appears to
be happening in North Korea.
In January, North Korea held the 8th Party Congress and adopted the
exclusive doctrine of self-reliance (Charkyok Kaengsaeng), which is
unlikely to be realized when realistically speaking. Addressing North
Korea’s mounting, complex crisis necessitates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US relations. Although North Korea launched
short-range launch vehicles and cruise missiles, it still abides by a
voluntary moratorium, such as a ban on nuclear testing and long-range
missile launch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North Korea appears to
wage an armed provocation to the level that falls short of crossing the red
line while seeking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dialogue conducive to
them by pressuring South Korea and the US.
Chairman Kim Jong-un said at the 8th Party Congress that North Korea
is willing to go back to a ‘warm spring day of 2018.’ He also mentioned at
the Plenary Session in June that North Korea will be committed to ‘st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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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the Chosun peninsula’ while at the same time bracing both for
confrontation and dialogue. It is also notable that North Korea restored
the inter-Korean communication line on July 27 and October 4. Yet,
North Korea remains silent on the US’s proposal for dialogue and urges
the US to change its attitudes. North Korea appears to accept the US’s
offer for dialogue once conditions are created to their favor. North Korea
put forward preconditions for President Moon’s proposed end-of-the-war
declaration, such as eliminating the double standard and the US hostile
policy on North Korea, which could be interpreted not as an utter
rejection but as a partial acceptance. Chairman Kim Jong-un once
proposed the end-of-the-war declaration, designed to eliminate the US
hostile policy on North Korea, to President Trump at the DPRK-US
summit. North Korea appears to believe that the end-of-the-war
declaration should emphatically withdraw the US aggressive policy on
North Korea and become an entry into the lifting of sanctions that they
desire.

4. The Need for Strategy on the Entry into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K government has yet to make tangible results even though it
played an essential role in the lead-up to the North Korea-US summit in
2018 and 2019 and the DPRK-US meeting in Panmunjeom. It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denuclearization, which is at the core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s complex by nature and takes time. W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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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at this moment is to reach an initial-phase agreement on
denucleariz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US, including the
end-of-the-war declaration, and create an irreversible entry into the
peace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Positive progres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n
2018 and 2019 was as follows: the DPRK-US dialogue channel has been
elevated to the summit level, and North Korea declared its will to
dismantle Yongbyon nuclear facilities permanently. Nuclear facilities in
Yongbyon make up the core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despite
many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m, which is also affirmed by Senior
Fellow of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CISAC)
at Stanford University Siegfried S. Hecker’s interview with 38 North on
April 2021. A joint research report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Strategic Studies (IISS) in the US and Russia’s CES in July
2021 suggests that if the US and North Korea agreed on dismantling the
nuclear complex in Yongbyon, it would have reduced North Korea’s
capability of manufacturing nuclear warheads by 80% at the maximum. It
also warrants the attention that dismantling the Yongbyon nuclear
facilities is irreversible while lifting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is
reversible at any moment.
The remaining task is to draw a roadmap of comprehensive agreement
& phased implementation with an action-for-action approach in place
and create an irreversible entry of denuclearization through the viable
initial agreement. To that end, it is worth considering the ‘From Yongbyon’
negotiation proposal meaning that the ROK and the US take corresponding
measures in return for a combination of North Korea’s dismantlement
and additional freezing of Yongbyon nuclear facilities. The 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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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ing measures could include trust-building measures, such as
the end-of-the-war decla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DPRK-US
liaison office, and the partial lifting of sanctions. The ROK, too, could
work on the corresponding measures by implementing the inter-Korean
agreements, such as connecting roads and railways between the two
Koreas and resuming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tour to Mt.
Geumgang.
Into the final terms of the office, the Moon Jae-in government finds it
hard to achiev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ithin the
term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Reaching a peace agre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s also a thorny issue since it will trigger changing the
status quo of the existing order in East Asia under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t this juncture, sustainability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secured by creating
a sound entry into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cluding the
end-of-the-war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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