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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월 11일, 한미는 평창올림픽 이후 네 번째 정상회담을 워싱턴 D.C.
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담의 목적은 2월 말에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
착상태에 있는 미북간 비핵화 협상을 진척시키는 데에 있었다. 특히, 한국 정부
의 남북경협 및 관계 정상화 추진 속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공
조를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 받
았다. 본고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내 평가를 정리하고, 향후 한
국의 정책 추진 방향을 간단히 제시한다.
2019

1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 미국 정부의 입장

정상회담 직전, 백악관은 미국이 “동맹국이자 친구인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
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입장을 발표했고 한미동맹의 강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한미 공조, 무역 파트너십 발전을 강조했다. 서두에는 “나는 성공한 국
가인 대한민국이 앞으로 오랫동안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이 될 것임을 알고 있
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용구가 있었고, “여건이 맞으면 북한에 대한 경제
개발 옵션을 탐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제안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방안을 전
2

1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날짜는 2018. 5, 2018. 9, 2018. 11, 2019. 4이다.

2 The White House. Fact Sheets. "President Donald J. Trump Is Working Closely with Our Ally
and Friend the Republic of Korea." 201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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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기자회견에서 밝
힌 미국 입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빅딜을 고
수하며 조건이 충족되면 스몰딜을 고려할 가능성은 있다. 둘째, 대북 제재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도적 지원의 경우 예외 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미북 정상은 특별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 여건이 조성되면 세
번째 미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의향이 있다.
회담 개최 이후 백악관은 한미 정상이 회담 직전 언론 브리핑에서 전달한 내
용을 재정리해 발표했다. 두 정상이 공통의 목표인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한반도에 대한 항구적 평화 정착을 논의했고, 하노이
회담 이후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
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대화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한미가 북
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할 것임을 피력했다. 나아
가 한미 정상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의 지
속적인 힘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개정된 한미 FTA의 성과와 한국 기업들의 미
국내 투자 증대를 높이 평가했다.
국무부 또한 대변인을 통해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
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했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뿐 아니라 지역
이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파라과
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과 지속적으로 소
통해왔으며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3

한미정상회담 이전, 전문가의 반응
美

이번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전문가들과 전직 관
료들은 한반도 문제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진척을 신중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은 이
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협상 전략에 대한 한미공조가 우선시되면서 동맹 이슈가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상의 균열지점,
3 Veronica Stracqualursi. “Pompeo ‘confident’ U.S. will continue ‘progress’ with North Korea on
denuclearization.” CNN. 2019.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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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한미동맹의 미래 역할에 대한 합의 부재, 연합준비태세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를 식별하고 북한의 대미, 대남 전략에 맞서는 강력한 한미 동맹 유지와 한
반도 문제에 대한 의회의 관여를 주문했다. 한미 정상이 북한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신뢰하고 있지만, 효과적이지 않는 외교는 거짓된
평화(phony peace)를 낳게 된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측에 제안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문재
인 대통령은 대북 특사를 파견해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해체가 구
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고,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시 스냅백 조항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해 자유로운 통신을 가능케 하고 미국인 검증단 파견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협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고, 단순 핵동결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을 문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여전히 미 행정부 내 이견이 존재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역할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한미 정상의 정치적 자산이 많이 투
입된 이슈이니 만큼 비핵화 협상이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밝혔다.
윌리엄 번스(William Burns) 전 국무부 부장관은 빅딜이 아닌 점증하는 북한
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실용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외교는 일괄적 타
결을 바라기보다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그
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과 핵물질 생산을 공식 중단시키고 검증할 뿐 아니라
기존 핵능력을 감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잠정적 핵합의 체결을 주문했다.
미국은 그 대가로 북한과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을 교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양분석센터의 켄 가우스(Ken E. Gause) 박사는 북한
비핵화 의지와 이행 가능성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을 제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장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결심해도, 북한의 국내정치적 구조 때문에 쉽게 이행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
4

5

·

6

4 Patrick Cronin. "The fault lines behind the Trump-Moon summit." The Hill. 2019. 4. 11.
5 Christopher Hill. "A familiar role for Moon: Smoothe the way for U.S.-North Korea talks." The
Hill. 2019. 4. 10.
6 William Burns. “U.S. must appreciate the merits of a modest deal with North Korea.” Financial
Times. 2019. 4. 8.

- 3 -

4

고 주장했다.

7

한미정상회담 이후, 전문가 및 의회의 반응
美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 전문가들은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된 점을 작지만 유효
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그 효과를 살려나가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게리
세이모어(Gary Samore)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빅
딜 기조가 온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한
국 정부가 북한에게 전달할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북
실무자 협상을 재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포
괄적” 로드맵(핵, 생화학, 미사일 모두를 포함하는)을 원하는 미국과 합의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 전 국
무부 북핵 특사는 한국 정부가 “상호주의를 내포하는 스몰딜”을 체결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한
국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북한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향후 남북정상회
담이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번 회담에 대한 한미 정부의 접근법에 대한 평가는 아쉽다는 기류가
있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짐 쇼프(James L. Schoff) 박사는 이번 정상회담
에서 미국이 단계적 협상을 수용할 의사가 있고 조건이 맞으면 스몰딜도 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리
고 회담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지 못한 것은 미측의 불찰이라고 평가했다. 아틀란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Robert A. Manning)은 미국이 기존의 빅딜을 고집하기보다
스몰딜을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3차 미북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시기상
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린폴리시 기고를 통해 북한이 회담 직후 요구한 미국의
“용단(bold decision)"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협상의 분위기를 전환
시킨다면 미북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8

7 Ken E. Gause. "Can Kim Jong Un really denuclearize?" The Hill. 2019. 4. 2.
8 Robert A. Manning. "Donald Trump can still forge a viable nuke deal with Kim Jong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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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존의 신중론과 사뭇 다른 입장이 표면화되
었다. 4월 10일,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R-CO), 제임스 랭크포드(James
Lankford, R-OK), 밥 메넨데즈 (Bob Menendez, D-NJ), 에드워드 마키 (Ed
Markey, D-MA) 의원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정상회
담 개최 당일, 로 칸나(Ro Khanna, D-CA)와 앤디김(Andy Kim, D-NJ) 하원 의
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남북경협 노력을 지지하도록 촉구하는 서
한을 보냈다. 아직 소수의 목소리지만 의회에서 다른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
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들은 민주당 진보코커스(Congressional Progressive
Caucus, CFC) 소속으로 , 여기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Alexandria
Ocasio-Cortez)와 같이 대중의 이목을 끄는 젊은 세대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 앞으로 영향력이 커질 여지가 있다.
9

10

정상회담 성과 평가 및 한국의 정책 추진 방향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각도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유효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미 전문가들의 논평이 북핵 협상에 머물지 않고 한미동
맹 상의 균열지점, 한국 정부의 역할과 고민, 김정은의 실제 권한과 한미가 추
구해야 할 실용적 합의 등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중요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하노이에서 합의가 결렬된 이후 미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의 탑다운
의사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 주력했다. 그럼에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
상외교를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를 포괄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내 담론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점차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에 국한되었던 논의가 성
미국의 “용단” 내용에는 대북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의 실제 권한을 강
화하는 방안 대북 제재 해제를 약속하되 스냅백 조항을 포함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마련하는 방안,
미중러 자의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Foreign Policy. 2019. 4. 16.
,
3

9 Senators Gardner, Lankford, Menendez, Markey Honor U.S.-Korean Alliance.
http://gardner.senate.gov/newsroom/press-releases. 2019. 4. 10.

10 https://khanna.house.gov/media/press-releases/release-reps-khanna-kim-urge-trump-support-northsouth-business-cooperation.

발의한 바 있다.

앞서 2월 26일, 2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종전선언 체결을 지지하는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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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되면서 협상을 견인하고 있는 견고한 한미동맹의 다면성과 복합성을 이해하
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와 신
뢰를 제고시켰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북한과 대화
를 지속할 용의를 확실하게 표명하고 있고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 달라고 부탁
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중추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진정
성과 정상외교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의회에서 한미동맹에 입각한 한국의 역할
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3일, SNS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특별하고 좋은
관계를 재차 강조하고 3차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밝혔
다. 한국 정부는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한 상
황에서 북한을 다시 대화장으로 유인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부여받았다. 앞
으로 남북 정상 및 실무급 대화 재개를 통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추진력 유지
와 진전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11

11 Twitter@RealDonaldTrump. 201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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