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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보고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신뢰형성 조치로서 종전선언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유관국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나라는 없다. 일단, 종전선언 추진에 긍정적인 환경으로 평가할만하다.
종전선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정전협정 당사자들은 정전협정이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재개해야 한다. 둘째, 종전행위는 전쟁 당사자들 간에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신뢰형성
조치이다. 셋째,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다. 종전선언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종전선언을 위한
플랫폼을 조속히 출범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신속한 참여여부 결정을 유도하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다. 둘째, 4자 종전선언 방식을 통해 종전선언의 효력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종전선언 안에 종전선언의 과도기적 성격, 비핵화와 평화체제 지향성, 그리고 당사자 주권 존중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후속 추진과제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종전선언 이후
지속 가능한 평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 상주연락사무소 설치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비전을 담아야 한다. 둘째, 차제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종전선언 이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메카니즘으로 9.19 군사합의를 활용해야 한다. 넷째,
종전선언 시기상조론과 같은 북한의 주장이 갖고 있는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등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핵심어: 비핵화,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북핵, 종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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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이
 보고서는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신뢰형성 조치로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제안
- 종전선언을 현재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장기 교착국면을 타개하고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돌파구이자 입구로 설정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장기 교착국면을 지속
-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선(先) 철회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발신하면서도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정책 철회에 대해 가시
적인 조치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입구로서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 교착국면 해소의 발판을 마련
-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남북통신연락선 재가동1) 등 북한의 태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한편, 북한은 종전선언의 긍정적 의미를 인정하는 가운데 공정성과 상호존중, 적대정책
중단을 종전선언의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
• 따라서

차제에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신뢰형성 조치로서 종전선언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그 추진방안을 모색할 필요
- 종전선언은 비록 정치적 · 상징적 선언이지만, 한반도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겠다는
관련국의 의지 표명의 의미를 담보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로동신문』(2021.9.30);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조선중앙통신』(20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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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선언은 이른바 대북적대시정책을 빌미로 한 북한의 핵개발 명분을 약화시켜 비핵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추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종전선언은 미국으로 하여금 싱가포르선언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종전선언은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약속의 이행이자
미래를 향한 새로운 약속을 의미
- 관련국 간 새로운 관계 수립을 의미하는 종전선언은 상호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
- 북한의 태도 변화를 활용하여 교착국면 장기화를 방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략경쟁, 코로나19 대응, 아프가니스탄 철군 논란, 내년 중간
선거 대비 등 복잡한 국내외 현안에 몰두하고 있고, 한국은 점차 대선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 다대
•이
 보고서는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신뢰형성 조치로서의 종전선언에 집중
하기 위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관련 논의는 배제
-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신뢰형성 단계와 비핵화 · 평화체제 협상단계로 구분하고 전자에
초점을 부여
- 당사자들 간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합의와 이행과정은 불완전성과 가역성을 피할 수
없다는 과거의 교훈을 통해 단계 구분 접근법의 필요성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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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 추진 환경

1.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미정책
• 북한은

지난 해 12월 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표방한데 이어 금년 1월
8차 당대회에서도 정면돌파전 기조 유지를 표명
- 정면돌파전은 내적동력 강화를 통한 제재 돌파가 핵심 기조이고,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정비 · 보강전략 역시 내적역량 강화 기조를 유지
- 다만 8차 당대회에서 국방발전 5개년계획을 공언함에 따라 신형 전술무기 시험 실시 및
핵전쟁 억지력과 국방력 강화를 지속
• 북한은 현 국제질서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고2), 확실한 대중 편승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우회하고 견제하기 위한 후견자로 활용하려는 의도 시현
- 북한은 미중 갈등 현안과 관련하여 노골적으로 중국을 지지3)하는 가운데 북중‘혈맹’관계를
다시 강조
• 한편,

각종 첨단 무기체계를 계속 개발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해결비용이 증가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미국의 양보를 압박4)
-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이례적으로 공개한 무기체계들을 실험함으로써 결코 공갈이나
허언이 아님을 과시5)

2)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
다,”『로동신문』(2021.9.30).
3) “외무성 대변인 중국당과 정부가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들을 지지한다고 강조,”『조선중앙통
신』(2020.5.3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변인 담화,”『노동신문』(2020.6.4) 이 담화에서 북한은 ‘홍콩과 대만문
제, 인권문제, 무역분쟁문제’ 등에 대한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비난.
4) 북한은 핵기술 고도화, 핵무기 소형화 · 경량화, 전술무기화 추진 의지를 과시하는 한편, 핵선제공격 및 제2격 능력 구축 의지
를 표명하여, 북한의 핵전략이 MAD에 기반한 상호억지능력 추구에 있음을 명백히하는 한편,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거나
생존성이 높은 무기체계 개발 목표를 제시.
5) 북한은

‘신형전술유도탄’, ‘장거리 순항미사일’, ‘철도기동 미사일체계’, ‘극초음속 미사일’, ‘대공미사일’ 등의 시험을 연이어
단행.

3

신뢰형성 조치로서의 종전선언

December 2021. No. 155

•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를 관망하던 북한은 지난 6월 개최한 당 중앙위 8기 3차 전원회의 이후
부터 적대시정책 철회를 보다 강도높게 요구
- 8차 당대회에서 미국의 적대시정책 철회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로 규정하고
‘강대강, 선대선’원칙을 밝힌 데 이어 동 전원회의에서 유리한 대외환경을 주동적으로 조성
하겠다는 의지 표명
-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대결에는 대결, 대화에는 대화)은 정해져 있다면서 한미연합훈련과
전략무기 반입 영구 중단6)과 같은 적대시정책 철회를 촉구7)
• 북한은

적대시정책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그 내용에 있어서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는 존재
- 북한은 적대시정책의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경우, 국면전환을 위한 운신의 폭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추정
- 반면 모호성을 유지할 경우 미국의 특정 조치를 태도 변화로 해석하고 국면전환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
- 과거에도 북한은 인권문제, 용어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이를 적대시정책과 연계하여 철회를
요구하였지만, 연합훈련 잠정 중단과 같은 다른 조치들을 명분으로 삼아 대화를 재개한
사례들이 존재
• 자력갱생노선의 한계에 직면한 북한은 적대시정책 철회를 앞세워 삼중고로 대변되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의 첫해인 올해를 ‘관건적인 해’로 규정한 상황에서 삼중고
지속으로 인한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반영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북중무역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백신 도입을 위한 대외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코백스(COVAX)로부터 배정받은 백신을 거부하는 등 ‘우리식 방역체계’8)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지만, 백신 도입을 통한 근본적 처방 없이는 경제회복에 차질이 불가피한 여건

6) “김성 북한 대사 유엔 연설” (2021.9.28).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조선중앙통신』(2021.3.18).
8) 박대로, “코로나 백신 양보한 北, 우리식 방역체계 완성 호언 장담,” NEWSIS (2021.9.3).

4

신뢰형성 조치로서의 종전선언

December 2021. No. 155

•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리태성 외무성 부상과 김여정 부부장이 관련 담화를
발표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표명
- 이들은 종전선언 자체의 긍정적 의미를 인정하는 가운데 시기상조론과 허상론을 제시하면서
이중기준과 적대시정책 철회와 같은 선결과제들을 제시
-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발전전람회 연설(10.11)에서 주적은 미국과 한국이 아니라 전쟁
자체라는 새로운 주적 개념을 제시9)
• 결론적으로

△북한의 경제난 지속과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 증가 △김정은과 김여정의 종전
선언에 대한 긍정적 입장 표명 등을 고려할 때, 종전선언 추진에 우호적 환경으로 판단
- 다만, 북한이 종전선언을 군비증강 중단과 같은 적대시정책 철회를 유도하기 위한 책략적
접근인지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전략적 접근인지의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2.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 전인 금년 3월 3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임시지침10)과 외교전략 핵심
과제11)에서 북한을 위협국가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의 핵 ·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 의지를
시현
-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식 ‘빅딜’이나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와
차별화한 정교하고 실용적인(calibrated & practical) 접근법을 제시12)
• 미국의

대북정책은 외교적 관여와 제재를 병행하고, 하향식(top down)보다는 상향식(bottom
up) 접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개
-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 · 러와의 공동관여 의지도 표명

9) “국방발전전람회에서 하신 김정은 동지의 기념연설,”『로동신문』(2021.10.12)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김정은이 최대 주적을
전쟁 그 자체라고 한 것을, 2021년 1월 개최된 8차 당대회 보고에서 ‘미국을 최대 주적’이라고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김정은
의 대미인식에 변화가 있거나 혹은 상황 변화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 가능.
10)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March 3, 2021).
11) Antony J. Blinken, “A Foreign Policy for the American People,” (Secretary of State Speech, Washington D.C., March 3,
2021).
12) “Press Gaggle by Press Secretary Jen Psaki Aboard Air Force One En Route Philadelphia, PA,” Press Briefings, (The White
House, April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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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상향식 접근방식은 북한의 하향식 정책결정구조와 부합하지 않고, 중 · 러와의 공동
관여는 미중 전략경쟁과 미러 갈등 속에서 효과는 미지수
• 또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대북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싱가포르선언 등 과거
합의에 기초한 정책추진 의지를 표명13)
- 금년 5월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나타난 미국의 대북정책은 동맹중시 차원에서 대체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포함한 대북정책 담당자들의 입장14)을
감안할 때, 단계적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 존재
• 북한의 적대시정책 철회 요구에 선의의 무시로 대응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능력 증강 의지
때문에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지는 않을 전망
-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하였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핵능력 증강을 차단하고자 할 것
- 북한의 핵 · ICBM 실험 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는 북한의 모라토리움 유지와 대비, 대북
정책 실패 여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방관하기 어려울 것
• 존 커비(John Kerby) 국방부 대변인 등 미국의 고위관리들이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표명15)
-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
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종전선언 문제를 계속 논의하길 희망
한다고 언급16)
-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계속
제의하는 등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어 비관적인 상황은 아님

13) John Hudson and Ellen Nakashima, “Biden administration forges new path on North Korea crisis in wake of Trump and
Obama failures,” The Washington Post, (May 1, 2021).
14)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전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중간단계합의(interim agreement)와 포괄적
합의(comprehensive agreement)의 단계적 해법을 제시. Antony Blinken, “The Best Model for a Nuclear Deal With North
Korea? Iran,” The New York Times, (June 11, 2018).
15) “Deputy Secretary of Defense Dr. Kethleen Hicks and Pentagon Press Secretary John Kirby Hold a Press Briefing,”(September
22, 2021) <https://www.defense.gov/News/Transcripts/Transcript/Aritcle/2785615/deputy-secretary-of-defense-drkathleen-hicks-and-pentagon-press-secretary-hohn/> (검색일: 2021. 10.1).
16) 이보희, ““성김 ‘이번주 방한해 종전선언 제안 계속 논의 고대,”『서울신문』(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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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적극적 관여정책으로 나설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동맹 중시정책 △대북 대화와 관여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종전선언 추진에 긍정적
환경으로 판단
- 다만, 종전선언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문제 등 한반도의 현상 변경 우려를 해소하는 조건
마련이 필요

3. 종전선언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과 쟁점
• 종전선언은

한국정부가 제안한 창의적 아이디어로17)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시도한 것 자체로 유의미한 시도
- 하지만 종전선언 당사국들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미국 등 핵심
당사국의 입장이 중요
• 북한은 종전선언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상호존중, 이중기준, 적대시정책 등을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로 제시18)
- 최근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만족을 표명하여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19)
• 지금까지

미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정치적 · 상징적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종전을 선언하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및 유엔사의 성격변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
- 즉, 미국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 정도의 무게로 인식

17) John Bolton, The Room Where It Happened (New York: Simon & Schuster, 2020), p. 89.
18)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 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었
다,”『로동신문』(2021.9.30).
19) “셔먼 미국 부장관 ‘종전선언 협의 매우 만족’,”『연합뉴스TV』(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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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정전협정이 바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전체제
관리를 담당하는 유엔사의 역할은 평화협정 체결시까지 유지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한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
- 다만 종전선언 이후 북한의 핵폐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 진전을 위한 논의
본격화는 불가피
•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는
입장20)
- 반면 일본은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인데,21) 한일관계 악화 등 부정적 조건이 겹쳐
지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
• 종전선언 핵심당사국인 한미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북한의 동의와 참여가 관건
- 종전선언의 무게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까지의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종전선언 이후 가시적인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이 필수적
• 결국 종전선언은 비핵 ·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입구이자, 현재의 상호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
- 종전선언 이후 비핵 · 평화 프로세스 진전 가능성에 대해 관련국들이 긍정적 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

20) “중국, 종전선언 당사자로서 건설적 역할 원해,” NEWSIS (2021.11.2).
21) “일본 ‘종전선언은 시기상조’ 첫 입장,”『경향신문』(2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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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전선언 추진방안

1. 신뢰형성 조치로서 종전선언의 의미

가. 신뢰형성 조치의 필요성

• 신뢰형성은

전쟁 → 정전 → 적대 → 불신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출발점
- 미국은 북한이 국제법을 어기고 핵을 개발한 불법적인 국가이자, 반복적으로 미국을 속이고
있는 국가라고 인식
- 반면 북한은 미국이 근본적으로 자신들을 적대시하고 있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
라고 인식
- 즉 북미 상호 불신의 바탕에는 적대적 상호인식과 과거 약속 불이행에 대한 경험, 그리고
불신을 강화하는 정전체제가 존재
-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서 북미가 새로운 관계 수립을 첫 번째로 담은 것은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앞서 적대관계를 정상관계, 불신관계를 신뢰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
- 종전선언은 상호 불신의 근원인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북미의 의지에 대한 재확인이자,
기 합의한 약속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신뢰구축의 첫단계
• 관계회복의 탄력성(resilience)을 형성하는 조건
- 자국의 이익 극대화 추구를 본질로 하는 외교협상과 외교관계는 교착과 답보국면을 거치는
순탄하지만 않은 험로의 여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한 협상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국익의 타협점을 찾아 WIN-WIN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
• 협상과정에서의 거래비용 축소와 지속 가능한 합의 이행 촉진
- 협상 당사간의 불신관계는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의 선양보를 요구함에 따라 시간과 노력의
측면에서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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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합의 이행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진정성있는 선행동을 요구함에 따라 합의 이행이 중단
되는 상황을 야기
-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행동원칙을 도입하였으나 동시행동 역시 본질적
문제점을 내재
※ 예를들어 시장에서는 상품과 화폐를 동시교환할 수 있지만, 중유 지원과 핵시설 불능화는
출발부터 종료시점까지 시간차가 불가피하므로 동시교환이 어려움

나. 신뢰형성 조치로서 종전선언의 의미

• 종전은

유엔을 비롯한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의 의무
- 정전협정 4조 60항은 한국전쟁 당사자들이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책을 협의하기 위한
정치회담 개최를 건의하였으나,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이후 지난 67년간 정치회담 개최를
유보
- 이는 한국전쟁 당사자들의 의무 방기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종전선언과 같은 평화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
• 종전은 전쟁 당사자 간의 효과적인 신뢰형성 조치
- 역사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협상과 합의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를 보여
주는 다수의 전례들이 존재
- 종전의 현재적 의미는 전쟁상태 지속으로 인한 전쟁 당사자 간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기 위한 효과적인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
- 종전은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주는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보편적 호혜조치(공공재)
•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으로 가기 위한 입구로서의 정치적 선언
- 정전협정에서 건의한 평화적 해결책을 만들지 못한 이후 남북한은 2007년 10.4 정상선언과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선언에 이미 합의
※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10.4 정상선언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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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 · 북 · 미 3자 또는 남 · 북 · 미 · 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판문점선언 3조 3항)
- 종전선언은 법적 선언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므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인식에서 출발
- 정치적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급격한 현상변경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적대관계
청산을 바탕으로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진전시킬 수 있는 단초
- 따라서 종전선언은 점진적으로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해결을
시작으로 법적 해결로 나아가기 위한 입구이자 중요한 신뢰형성 조치로서의 기능 수행

2. 종전선언 추진방안

가. 조속한 플랫폼(종전선언추진협의체) 출범 제안

• 북한은

선결조건을 달았지만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미국은 신중하지만 한국과
협의 중이며, 중국은 호의적 입장을 견지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22), 라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평화체제 진전을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조속한

플랫폼 출범을 제안함으로써 유관국들의 종전선언 입장을 플랫폼 안으로 집약하는
한편, 한국의 종전선언 이니셔티브를 제고
- 일단 플랫폼 출범을 제안, 유관국들의 참여여부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피력하도록 유인
- ‘불참으로부터의 소외와 손실’구도를 만들어 소극적 입장을 가진 유관국들을 참여의 방향
으로 유도
- 종전선언의 국제적 공론화에도 도움

22) “Deputy Secretary of Defense Dr. Kathleen Hicks and Pentagon Press Secretary John Kirby Hold a Press Briefing” (September 22 , 2021) <https://www.defense.gov/News/Transcripts/Transcript/Article/2785615/deputy-secretary-of-defense-dr-kathleen-hicks-and-pentagon-press-secretary-john/> (검색일: 2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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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출범에 앞서 북한, 미국, 중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북한과의 합의는 미국과 중국을 견인하는 동력이므로 플랫폼 출범의 선결과제로 추진
- 만일 미국과 중국이 유보적 입장을 취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미래의 견지에서 종전
선언의 명분을 강화

나. 4자 종전선언 모색

• 남북한은

10.4 정상선언과 판문점선언에서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방식에 합의
• 4자

종전선언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미국, 중국, 북한과 실질적 전쟁 당사자인 한국이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논란의 여지 부재
-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한국의 당사자 지위를 부정해 왔으나 1996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에 한국 참여를 용인함으로써 사실상 당사자 지위를 인정
• 3자 종전선언은 남북한을 상수로 할 경우 남 · 북 · 미 또는 남 · 북 · 중 구도를 상정할 수 있고,
미국이 빠진 종전선언에 북한이 동의할리 없다는 점에서 3자는 사실상 남 · 북 · 미를 의미
- 북한은 오히려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중국 배제를 시사한 적도 있음.
※ 2004년 5월 당시 한성렬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USA Today]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한 당사자끼리”를 언급함으로써 중국을 배제한 남 · 북 · 미 3자
잠정평화협정 체결을 주장
• 중국이

불참하는 3자 종전선언보다는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이 종전선언의 효력과
지속성 등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식
- 첫째, 중국은 정전협정 체결당사자이며, 1958년 북한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1994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한 것을 중국의 당사자 지위 포기행위로 간주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중국이 한국전쟁에 정규군이 아닌 의용군을 파견하였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정전협정에 서명한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펑더화이는
마오쩌둥 주석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현직 중국인민해방군 장성이었으므로 중국정부
비당사자론은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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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중국 스스로 불참을 선언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을 인위적으로 배제 시 중국의
종전협정 무효선언 등 평화협정 체결 논의 과정에서 난관을 조성할 가능성
- 셋째, 향후 평화협정 체결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의 책임과 임무를
제고하는 효과 기대
- 넷째,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현실적 영향력 인정
• 다만,

미국이 중국의 참여를 반대하는 가운데 중국이 조속한 종전선언을 위해 실용적 견지에서
불참할 경우 3자 종전선언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불배제
- 중국은 공식적으로 종전선언 참여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평화협정 당사자 지위 유지를
전제로 조속한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사례도 존재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8년 9월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 좌담에서 “지금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은 북한, 한국, 미국”이라며 “중국은
그들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과정을 진행하는 데 협조하겠다”라고 발언, 종전
선언 불참을 시사

다. 종전선언의 과도기적 성격, 비핵평화 지향성, 당사자 주권 존중 사항 규정

• 일반적으로

전쟁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한 기간동안 전투행위를 중단하는 방식을 휴전(ceasefire)과 정전(armistice)으로 구분
- 일반적으로 휴전은 종전을 전제하지 않지만 정전은 종전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차이
- 휴전은 대개 협정이나 조약 체결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정전은 대개 협정이나 조약 체결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도 차이
- 이러한 맥락에서 정전협정 60조에 ‘평화적 해결’조항이 포함
• 평화적 해결은 종전선언을 경유하여 평화협정으로 가는 방식과 평화협정으로 직행하는 방식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의 사례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 방식
- 보통 평화협정으로 직행한 사례들은 정전상태 또는 휴전상태와 평화협정 사이의 시차가
크지 않으므로 전후처리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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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정전상태의 장기화 과정을 거친 한반도의 경우는 평화협정으로의 직행방식보다 종전
선언 경유방식이 적절
-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정전상태가 만들어 낸 파생과제(북핵문제 등)
들이 누적해 있으므로 종전선언을 거쳐 신뢰를 형성한 다음, 비핵평화프로세스로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
• 따라서 종전선언 안에는 종전의 성격,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지향성, 당사자들의 주권
존중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
-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 체결 이전까지 정전협정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과도기적(잠정적)
성격을 명시
- 종전에 따라 부득이 정전협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정전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포함함으로써 종전선언과 종전협정 간의 상충을 해결하고 자연스럽게 4자
회담 개최의 단초를 마련
※ 정전협정 5조 61항은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敵對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 상호 합의에 따른 정전협정 변경을 허용
- 예컨대 현 상태에서 추가적인 군비증강을 동결하고 제한한다는 군비제한 조항을 보완할
필요
- 또한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이 정하지 않은 종전 당사국들의 주권적 영역을 침해하거나 제한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의 연계를 방지
- 종전 당사국들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맞추어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조속히
재개한다는 평화체제 지향성을 담보
• 특히,

평화협정 체결 시까지 정전협정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은 미국을 우려를 해소하고,
새로운 평화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조속히 협의한다는 내용은 북한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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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후속 추진 과제

• 종전선언

이후 지속 가능한 평화 동력 확보
- 종전선언의 후속 과제로 남북 상주연락사무소 설치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비전을 제시,
궁극적으로 북미수교에 대한 희망을 제고
- 이를 통해 북한이 협상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결박하는 효과도 도모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모색
- 유관국 공동(다자)관여 차원에서 4자회담 추진
- 6자회담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비효율성을 확인
※ 6자회담은 △이해관계가 다른 많은 참여국 수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집중도 저하
(동상이몽) △합의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레짐 부재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노정
- 4자회담틀 내에서 양자회담이 가능하고, 4자회담과 양자회담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경우
협상 진전 가속화를 기대
• 종전선언 이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메카니즘으로써 9.19 군사합의를 활용
- 9.19 군사합의는 초보적인 운용적 군비통제의 일환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종전 이후의 한반도 상황
관리에 기여
-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이 무엇보다 긴요
• 북한의 시기상조론, 사상누각론, 허상론이 내포한 논리적 모순 지적 등 대응 논리 개발
- 북한의 주장대로 선결과제의 해결이 없는 종전선언이 무의미하다면, 북한은 오히려 선결
과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즉 9.19 군사합의서에서 합의한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
- 9.19 군사합의서 안에는 북한이 선결과제로 명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군비증강 문제를
논의하도록 이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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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s a measure to build trust

Gee-dong, Lee
Yonghwan, Choi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is report aims to seek a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s a trust-building measure fo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starting the peace process. Since President
Moon Jae In's proposal to declare the end of the war, no country has officially expressed
its opposition yet, with related countries showing a cautious attitude. First of all, it is worth
evaluating as a positive environment for promoting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has the following three meanings. First, the parties to the
Armistice Agreement must resume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prescribed by the
Armistice Agreement. Second, the action for the end of the war is an effective trust-building
measure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s between the warried parties. Third,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is a political declaration to effectively develop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egotiations on a peace regime. As a promotion plan for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the following three measures are proposed. First,
by proposing to launch a platform for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s soo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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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it is possible to induce the parties to quickly decide whether to participate and to
publicize internationally. Second,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effect and sustainability of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through the four-party declaration method. Third,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should include the transitional nature of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the orientation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regime, and respect
for the sovereignty of the parties. Finally, the following four tasks are proposed as follow-up
tasks. First, in order to secure a sustainable power of peace after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it is necessary to contain vision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Seoul-Pyongyang
liaison offices and the establishment of Washington-Pyongyang liaison offices. Second, it
is necessary to seek the promotion of four-party talks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 a peace system. Third, after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the 9.19
military agreement should be used as a mechanism for stable management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ur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esponse logic, such as pointing
out the logical contradictions of North Korea's prematurity argument on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Keywords: denuclearization,

trust building,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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