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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

일까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총 6개 조, 14개 항에 이르는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방문 기간 중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양 5.1경기장에서 평양 주민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통해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

히 천명했다.”고 선언했다.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문 대통령의 평양 5.1

경기장 연설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6.25전쟁이 사실상 끝났음을 선언하는 “역사적 전기”로 평가

된다.

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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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부속합의서로 규정한 「역사적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라고 한다.)는 ‘한반도

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망라되어 있다. 문

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북한의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9.19 군사합의」는 총 6개 조, 2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9.19 군사합의」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군사적으

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 10월 1일부터 남북한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첫 조치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강원도 철

원군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림 1-1>   「9.19 군사합의」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는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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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남북한은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획기적으로 완화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

히, 남한의 국방부 장관과 북한의 인민무력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는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군비통제, 군축과 관련한 합의 및 

이의 실현 가능성을 증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 「9월 

평양 공동선언」 및 「9.19 군사합의」를 발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실현돼야만 하는 주요 사안이기 때문이다.

2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과 중요성

「9월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

을 선언하고 있는 만큼,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설

정해서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군사적 

신뢰구축 → 군비통제 → 군축’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도식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대신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관통하는 인식이

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한 간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와 ‘상호 위협 감소’ 등 

두 가지를 기준으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남

북한이 통일돼 군대 통합이 이뤄지기 이전까지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

도 무력충돌 가능성과 상호 위협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무력충돌 가능

성과 상호 위협이 증대할수록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고려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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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2018. 12. 20.)과 대

체로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통해 형

성된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평화가 실질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란 남북한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지향하

는 상태를 말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발

전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돼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논의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 증진, 남북 대화

와 교류협력의 일관된 추진, 직접 관련 당사국 사이의 긴밀한 협의 등과 병

행해 추진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료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고 밝히고 있다. 또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등을 통

해 실질적인 평화 상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1)

정부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 구축의 기

반이 마련되면 군사력 배치와 운용을 조정하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단계적

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조성해 

나가는 조치가 성과를 거둔 이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군사력 

배치와 운용에 대한 통제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반도 

1)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018),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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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도

록 병력·무기체계의 구조와 규모를 통제하는 구조적 군비통제 문제를 남

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남북 사이

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군비통제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제협력사업, 협력지대 확대 등 남북관계 개선과 연

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2) 이처럼 남북한 간 

무력충돌 가능성 및 상호 위협 감소를 포괄하는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정착·공고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감안해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순서대로 다루고

자 한다. 먼저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진해 성과를 거둔 주요 해외 사례에 관

해 알아볼 것이다. 유럽, 이집트-이스라엘, 중국-소련(러시아) 사례를 구체

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해 한반도에 대한 시

사점 및 교훈을 도출할 것이다. 

이어서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전체제의 복원 및 실

현, 인접 지역 공동 이용 등 신뢰 구축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상호 의존성 증대로 구분해 구체적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상호 위협 감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위협적 군사 행동 억제·자제, 

군사력 배치의 변화, 군사력의 선택적 감축, 군사력 증강 일부 제한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018), 4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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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외 사례의 교훈

1. 유럽(NATO, WTO)

2. 중동(이집트, 이스라엘)

3. 유라시아(중국, 소련(러시아))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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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특히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 중요한 교훈을 주는 유럽의 사례, 이집트-이스라엘의 사례, 중국-

소련(러시아)의 사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

계대전의 최대 격전지였던 유럽은 국제적인 냉전체제가 본격화되는 가운

데서도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여 결국 유

럽연합(EU)으로의 통합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다. 또한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던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사례, 

국경 획정 문제와 관련해 군사적 충돌을 벌였던 중국과 소련의 사례에서도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교훈이 되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주요 해외 사례의 교훈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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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NATO, WTO)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는 1973년부

터 1986년까지 동서 진영 간 ‘군사력 상호균형 감축회의(Mutual and 

Balanced Force Reductions)’(이하 'MBFR'이라 한다.)를 진행했다. 여기

에서 양측은 ▲70만 명을 상한선으로 하는 지상군 감축 ▲미소의 유럽주

둔군 우선감축에 의한 단계적 병력감축 ▲소속 국가로의 복귀와 병력의 재

배치 금지 등 제반 원칙에는 합의했다. 그렇지만 상호 병력 계산에 대한 이

견과 감축방법의 차이, 감축 후 현장사찰 검증제도 채택에 대한 의견의 불

일치 등 병력감축의 방법과 대상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양측은 MBFR

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이를 대신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동서 양 진영이 모두 참여하고 있던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이하 'CSCE'라 한다.)는 1989년 

1월 15일 비엔나에서 열린 집행검토회의에서 MBFR과는 별도로 유럽재래

식전력감축(Conventional Forces in Europe)(이하 'CFE'라고 한다.) 협상

을 CSCE 내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시작된 CFE가 MBFR과 가

장 크게 다른 점은 프랑스를 포함한 NATO의 모든 회원국이 협상에 참여

하고, 군축 대상지역이 ‘대서양에서 우랄산맥까지’ 확대됐다는 것이다.

양측은 CFE 협상을 위한 기본 사항에 합의했는데, 우선 CFE는 ▲재래

식 전력의 저수준 및 안정적 균형의 확보를 통한 유럽 지역의 안정성 및 안

보 강화 ▲안정과 안보를 저해하는 제반 불균형의 해소 ▲기습 및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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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능력의 제거 등 3가지를 목적으로 했다. CFE 협상에서 논의할 대상

은 재래식 전력으로 규정했으며, 구체적으로 재래식 무기로서 통상의 능력 

외의 용도나 능력이 있다고 해서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핵무기

와 화학무기, 해군력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CFE 협상에서 다

룰 대상지역과 관련해 ‘대서양에서 우랄산맥까지의 유럽지역(Atlantic to 

the Urals)’(이하 'ATTU'라고 한다.)에 있는 NATO의 16개 모든 회원국과 

WTO의 7개 모든 회원국의 영토 및 도서로 규정했다. 소련 영토 중에서는 

우랄강과 카스피해 서부지역이 포함됐으며, 터키의 경우에는 북위 39도 서

북편에 위치한 영토가 포함됐다. 또한 협상 결과로 체결된 협정 조항의 준

수 및 엄격한 검증을 의무화했고, 검증 방법은 현장검증과 정보교환을 이

용하기로 했다.

CFE 협상과 관련한 양측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NATO측은 기습

공격과 대규모 공격행위가 상호 불가능하도록 군사력의 구조, 장비의 운용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MBFR과는 달리 무기 및 장비, 특히 검증 가

능한 영토점령무기(탱크, 장갑차, 야포 등)에 군축의 초점을 두었다. 그리

고 상호 군사적 균형을 위해서는 WTO측의 감축이 NATO측의 감축분보다 

실질적으로 커야 한다는 비대칭 감축을 주장했다. 반면 WTO측은 ‘신사고’ 

개념의 제1단계로 향후 2~3년에 걸쳐 쌍방은 병력 및 재래식 무기를 동등

한 수준으로 하며, 제2단계로 1997년까지 25%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

자고 제안했다.

CFE 협상은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약 2년에 걸친 준비회담을 거친 

뒤 1989년 3월 제1차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1차 협상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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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1월 19일 「CFE Ⅰ」 조약이 체결됐다. 「CFE Ⅰ」 조약 체결 직후 

시작된 제2차 CFE 협상에는 독일 통일로 인해 참가국이 23개국에서 22개

국으로 감소했다. 제2차 협상의 결과로 1992년 6월 29일 「CFE-1A」 협정

이 체결됐다.

CFE 협상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CFE-1A」 협정의 주요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NATO와 WTO 양 진영이 보유할 수 있는 

5대 공격형 재래식 무기(전차, 야포, 장갑차, 전투기, 공격용 헬기) 및 병력의 

보유 상한선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이 동일하게 전차 2만 대, 야포 2

만 문, 장갑차 3만 대, 전투기 6,800기, 공격용 헬기 2천 대를 보유할 수 있

으며, 미·소 양군의 병력 상한선은 195,000명이다. 이를 넘는 초과분은 조

약 발효 후 40개월 내 폐기 혹은 민수용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ATTU 지역을 독일을 중심으로 거의 동심원을 그리며 확대되는 3

개의 소구역과 플랭크 존(Flank Zones)으로 구분하고 있다. 플랭크 존은 

조약 이행으로 감축되는 무기가 주변지역으로 우회 배치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소구역 외곽지역인 북부 및 남부 유럽 두 곳에 설정됐으며, 북부 

유럽은 러시아 레닌그라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이고, 남부 유럽은 그

리스, 터키, 루마니아, 불가리아, 러시아령 코카서스 등이다. 

끝으로, 「CFE-1A」 조약은 조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교환, 현장

사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약 이행 문제를 정례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상

설협의체로 공동협의그룹(JCG : Joint Consultative Group)을 비엔나에 설

치하기로 하는 등 상호 신뢰 구축 및 감시체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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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E는 지금까지 이뤄진 군축 협상 중에서 최대규모의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으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

operation in Europe)를 통해 유럽에서 지속적인 안보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CFE 협상은 30개국이 

참가해 40개월에 걸쳐 약 5만 점의 무기 감축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CFE 협상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

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신사고에 입각한 사고의 대전환, 즉 합리적 충분

성 원칙의 채택과 절대안보에서 상호 공동안보로 소련의 군사전략 개념이 

수정되는 등 소련 지도부의 혁신적인 정치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결단이 이루어진 것은 신 냉전하의 군비경쟁에서 소련의 경제적 능력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협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협상을 

통한 타협 분위기가 성숙한 것도 CFE 협상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NATO와 WTO가 상호 보유전력의 차이를 인정한 것은 

감축대상과 감축방법에 대한 협상이 쉽게 타결되는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

된다.

하지만, CFE협상은 몇 가지 문제점도 갖고 있었다. 먼저, CFE 협상 과정

에 참여하지 않았던 비동맹국 유고슬라비아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했다. 또

한 군비 및 군사요원에 대한 상한선이 높게 설정됐으며, 해군 전력이 포함

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CFE 협상이 벌어지던 기간에 구 공

산권이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WTO는 해체됐으며, CFE 협

상의 전제가 되었던 NATO 대 WTO 진영 간 군사적 균형 개념이 유효성을 

상실하게 됐다. 또한, 구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에 주둔했던 소련군 철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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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안보환경이 악화됐으며, NATO의 동진에 따른 서방 군사력의 동

유럽 전진 배치 가능성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CFE 협상은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

련해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군축협상 당사자 간에 군

대의 구조, 군사독트린 및 군사태세 등에 있어서의 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상호 이해 증진 및 신뢰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협상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군비 감축 단계 이전에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효과적이고 엄격한 검증체계 적용

으로 합의사항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군비통제 추

진과정에서 군사적 안정과 안보를 중요하게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

섯째, 군축 협상의 진전은 상호 군비 차이의 인정과 이에 따른 상호 감군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3)

3)   이상에서 논의한 유럽의 사례와 관련된 내용은 김재홍, “운용적 군비통제 비교 연구: 유럽, 중동, 한반

도 사례를 중심으로” (경남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2011); 손기웅,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 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통일연구원, 2004); 송승종, “유럽에서의 재래식 군비통제에 관한 

연구: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1권 1호 (한국정치학회, 1997); 이수형, “유럽안

보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비통제정책: MBFR 사례분석,” 『대한정치학회보』, 제7집 1호 (대한정치

학회, 1999); 장영철, “유럽 군비통제의 한반도 적용에 관한 연구” (국방대 합동참모대학 연구보고서, 

2005) 등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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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동(이집트, 이스라엘)

이른바 ‘10월 전쟁’, 즉 제4차 중동전쟁의 결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6개 항 협정」(1973), 「시나이-Ⅰ 협정」(1974), 「시나이-Ⅱ 협정」(1975), 

「캠프 데이비드 협정」(1978),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1979) 등을 체

결했다. 이 가운데 양측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은 「시나이-Ⅰ 협정」과 「시나이-Ⅱ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6개 항 협정」

은 양국 간에 휴전이 성립하고 일단의 신뢰가 구축되면서 양측 군대 간의 

충돌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유엔비상군(UNEF-Ⅱ)이 파견되는 등 양국 간 

군사적 관계가 안정되는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캠프 데이비드 협

정」과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은 미국 카터 대통령의 중재하에 양측

이 중동 평화에 대한 포괄적 틀과 시나이 반도에서의 철군, 양국 간 전쟁 

종료 및 국교정상화 등에 합의한 것이다.

「시나이-Ⅰ 협정」과 「시나이-Ⅱ 협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양국 관계를 역사적 측면에서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하자 며칠 뒤 제1차 중동전쟁이 벌어졌다. 제

1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 독립선언을 계기로 시리아·레바논·요르단·이집

트·이라크가 팔레스타인으로 진격하면서 본격화됐다. 전황이 이스라엘의 

우세로 전개됨에 따라 1949년 7월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 사이에 개별적

인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제1차 중동전쟁이 막을 내렸다. 1956년 10월

에는 소위 ‘수에즈 전쟁’으로 불리는 제2차 중동전쟁이 발발했는데, 이집

트 나세르 대통령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 선언(1956년 7월)이 계기가 돼 이

스라엘·영국·프랑스가 시나이 반도로 진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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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중동전쟁은 1967년 6월 5~10일 동안 진행돼 ‘6일 전쟁’이라고도 

불린다.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의 티란 해협 봉쇄를 계기로 이스라엘은 이

집트·시리아를 공격해 시나이 반도와 골란고원을 점령했다. 제3차 중동전

쟁은 1967년 11월 22일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 제242호가 채택되며 종결

됐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제242호는 이스라엘이 점유한 영토에서의 이스

라엘 군 철수, 교전상태 중지, 중동에서 자유 항해권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차 중동전쟁은 1973년 10월 이집트와 시리아가 제3차 중동전쟁

에서 잃어버린 지역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벌어졌다. 제4

차 중동전쟁 역시 1973년 10월 20일 유엔 안보리 결의 제338호가 채택되

면서 일단락됐는데, 결의 제338호의 주요 내용은 제4차 중동전쟁의 즉각

적인 중지(12시간 내 교전 중지),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점령

한 영토의 반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모든 교전 당사국들의 즉각적

인 회담 개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차 중동전쟁이 종결되는 과정에서 체결된 「시나이-Ⅰ 협정」의 가장 

큰 목적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군대를 시나이 반도에서 이격하는 것이었

다. 즉 「시나이-Ⅰ 협정」은 시나이 반도를 유엔상비군의 통제하에 있는 비

무장 완충지대로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각각 이 지역에 기 배

치한 주둔군을 이격하고 재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의 

기습공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경고시간을 증가시키고자 했던 것

이다. 「시나이-Ⅰ 협정」 협상에 참여했던 국가는 표면적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 등 2개국이었지만 미국이 막후에서 협상 분위기 조성과 교섭과

정은 물론 그 후 협정의 이행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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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이-Ⅰ 협정」과 관련해 이집트는 제4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의 반환을 주장했다.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6개 항 협정」 체결

로 성립된 휴전은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점령 지역 반환에 따른 안보 우려 해소를 요구하며 맞섰

다. 양측은 「6개 항 협정」 체결 이후 양측 군사력의 실질적인 이격을 위한 

협상인 ‘킬로미터 101’(Kilometer 101) 협상을 진행했다. 이 협상에서 양

측의 직업장교들이 양측 군대의 이격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으

며, 이로 인해 「시나이 협정」 및 「평화협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

가 있다는 인식이 형성됐다.

「시나이-Ⅰ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점령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을 점진적으로 철수시키는 방안

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상응해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 해소를 위

해 조기경보체제를 이스라엘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스라엘은 미국

의 이러한 권고를 수용했으며, 이집트가 양국 군대의 이격과 함께 수에

즈 운하 동안(East bank) 지역의 이집트군 축소에 동의하면서 협상이 타

결됐다.

「시나이-Ⅰ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무장 완충지대 및 

군사력 배치제한지대의 설정이다. 수에즈 운하 동쪽 18마일 지역을 약 3등

분하여 비무장 완충지대를 설정했고, 비무장 완충지대를 중심으로 양국에 

각각 군사력 배치제한지대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비무장 완충지

대를 중심으로 이집트쪽 6마일 지역과 이스라엘쪽 6마일 지역에 무기 및 

부대의 배치를 제한했는데, 양국은 각 측의 배치제한지대에 동수의 경계병

<그림 2-1> 「시나이-Ⅰ 협정」 및 「시나이-Ⅱ 협정」 관련 요도

*  출처: 아론 브레그먼 지음, 정회성 옮김, 『6일 전쟁 50년의 점령』
(서울:니케북스, 2014),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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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보병 7개 대대, 전차 

1개 대대(30대), 포병 6

개 포대(36문)만 투입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둘째, 비무장 완충지대

에는 유엔상비군 병력 

6,000명이 주둔하여 협

정 이행을 감시하고, 완

충 지 대 로 부 터  동 서 

30km 내에는 지대공미

사일 배치를 금지하기

로 했다. 이와 함께 군

사력 분리 작업은 협정 

서명 후 7일 이내에 개

시하여, 이후 40일 이

내에 종료하기로 했다.

「시나이-Ⅰ 협정」 체결을 통해 이스라엘은 수에즈 운하 서안 점령 영토

와 수에즈 운하 동안의 팔레브 전선을 포기하는 대신 기디와 미트라 통로

를 통제하게 됐는데, 이는 방어에 유리한 짧은 전선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집트는 재개통되는 운하를 따라 병력제한지대(70마일)에 

병력 7,000명과 탱크 30대를 주둔시키는 동시에 이 지역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이집트는 이스라엘군에 포위되었던 

3군단의 무사한 퇴각과 더불어 운하 동안에 영토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었

「시나이-Ⅰ 협정」과 관련해 이집트는 제4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의 반환을 주장했다.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6개 항 협정」 체결

로 성립된 휴전은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점령 지역 반환에 따른 안보 우려 해소를 요구하며 맞섰

다. 양측은 「6개 항 협정」 체결 이후 양측 군사력의 실질적인 이격을 위한 

협상인 ‘킬로미터 101’(Kilometer 101) 협상을 진행했다. 이 협상에서 양

측의 직업장교들이 양측 군대의 이격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으

며, 이로 인해 「시나이 협정」 및 「평화협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

가 있다는 인식이 형성됐다.

「시나이-Ⅰ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점령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을 점진적으로 철수시키는 방안

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상응해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 해소를 위

해 조기경보체제를 이스라엘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스라엘은 미국

의 이러한 권고를 수용했으며, 이집트가 양국 군대의 이격과 함께 수에

즈 운하 동안(East bank) 지역의 이집트군 축소에 동의하면서 협상이 타

결됐다.

「시나이-Ⅰ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무장 완충지대 및 

군사력 배치제한지대의 설정이다. 수에즈 운하 동쪽 18마일 지역을 약 3등

분하여 비무장 완충지대를 설정했고, 비무장 완충지대를 중심으로 양국에 

각각 군사력 배치제한지대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비무장 완충지

대를 중심으로 이집트쪽 6마일 지역과 이스라엘쪽 6마일 지역에 무기 및 

부대의 배치를 제한했는데, 양국은 각 측의 배치제한지대에 동수의 경계병

<그림 2-1> 「시나이-Ⅰ 협정」 및 「시나이-Ⅱ 협정」 관련 요도

*  출처: 아론 브레그먼 지음, 정회성 옮김, 『6일 전쟁 50년의 점령』
(서울:니케북스, 2014),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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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나이-Ⅰ 협정」은 긴급한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제한된 성격의 협정

으로, 전쟁의 위험을 부분적으로 줄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러나 중요한 정치적 문제의 해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갖고 있었다.

「시나이-Ⅱ 협정」의 목적은 「시나이-Ⅰ 협정」에 의한 이집트-이스라엘 

간 군사력 이격 성과를 토대로 이를 더욱 확대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나이-Ⅱ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는 「시나이-Ⅰ 협정」과 마

찬가지로 당사국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참여했으며, 미국이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긴

장완화에 가속도를 붙여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외국인 투자와 문호개방을 통한 이집트의 경제 성장 증진을 위해 긴장완화

가 필요했던 것이다. 반면 이스라엘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점령 지역의 

일부를 포기하는 방식을 전략으로 설정했다. 즉, 이집트가 교전상태 종식

을 선언한다면, 이스라엘은 점령 지역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게 교전상태 종식선언을 요구하였으나, 

이집트로서는 이를 수용하기가 곤란했다. 이집트가 교전상태 종식을 선언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영원한 투쟁을 포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동지

역의 맹주를 자처하는 사다트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락하기 어려웠다. 이집

트는 이스라엘이 전략적 요충지인 기디와 미트라 통로에서 후퇴하고, 수

에즈만의 유전지대를 반환받기를 희망했다. 이러한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의 입장 차이는 미국의 중재에도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미국 상원은 포드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의 안전보장 및 군사적·경제적 요구에 응하도록 촉구

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미국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워싱턴으



25

2
장

주
요

 해
외

 사
례

의
 교

훈

로 초청하고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고자 했다. 이스라엘이 사다트로부터 양

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후 양측이 접점을 찾아가며 협상이 

진전돼 「시나이-Ⅱ 협정」 체결로 이어졌다.

「시나이-Ⅱ 협정」에 의거해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약 30~50km 폭의 완

충지대를 설정해 양국 군사력 간 이격을 확대했다. 완충지대에는 유엔상비

군이 주둔하며, 유엔상비군이 양측 간에 합의된 배치 제한지대 내의 군사

력 유지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했다. 완충지대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약 30km 지역을 이집트 측 배치제한지대로, 동쪽으로 약 10~20km 지역

을 이스라엘 측 배치제한지대로 각각 설정했다. 배치제한지대에서의 병력 

상한선은 양국 공히 보병 8개 대대, 전차 75대, 화포 60문, 병력 8,000명

으로 한정됐는데, 화포에는 구경 120mm 이상 박격포가 포함되며, 사거리 

12km 이하의 화포를 대상으로 했다. 부대 재배치의 세부 이행절차 및 시

간, 유전지대의 양도, 기타 조정사항은 실무협의단에 의해 결정하기로 했

다. 이행 첫 단계로 유전지대 및 부대시설을 이집트로 이양하기로 했으며, 

이행과정은 필요한 기술자 참여로 의정서 서명 이후 2주 이내 개시하고, 

개시 이후 8주 이내에 종료하기로 했다. 또한 부대 재배치는 5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했다.

「시나이-Ⅱ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미국인 민간 기술자에 의해 운영

되는 조기경보초소 및 이집트로부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장기적 공

약을 확보했으며, 미국으로부터 20억 달러의 원조를 약속받기도 했다. 이

집트는 기디와 미트라 통로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및 아랍국가들로부터 비

난이 예상되는 교전상태의 종식 선언을 회피하게 됐다. 물론 이집트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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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부터 7억 7천만 달러의 원조를 약속받았다.4)

「시나이-Ⅰ 협정」은 긴급한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제한된 협정으로 전

쟁 위험의 부분적 감소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시나이-Ⅰ 협정」

의 성과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체결된 「시나이-Ⅱ 협정」을 통해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군사력 분리가 성공적으로 이행됐다. 그러나 중요한 정치

적 문제의 해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이집트-이

스라엘 사례는 한반도에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주고 있다.

3   유라시아(중국, 소련(러시아))

1969년부터 중국과 소련의 국경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

다. 중국과 소련(러시아)은 동해에서 시작해 서쪽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

까지 약 7,500km에 달하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었다. 양국은 1969년부터 

1978년까지 10년간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간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4)   이상에서 살펴본 이집트-이스라엘 사례와 관련된 내용은 김재홍, “운용적 군비통제 비교 연구: 유

럽, 중동, 한반도 사례를 중심으로” (경남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2011); 김광진, “양자간

(Bilateral) 군비통제 성공 요인 분석,” 『공군평론』 제111호 (공군대학, 2003); 남만권·김명진, “시나

이 협정 모델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방논집』, 제32집 (한국국방연구원, 1995); 오기

철, 『중동평화 협상과 정착에 따른 한국의 대중동 외교방안』 (외교안보연구원, 2001); 제성호, “비무

장지대와 군사적 신뢰구축: 시나이협정 Ⅰ과 Ⅱ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80호 (대한국제법

학회, 1996) 등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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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양자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

다. 중국이 중·소관계에 대한 접근방법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특

히, 중국은 소련과의 정치관계 정상화에 있어서 3개의 전제조건을 제시했

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철수 ▲몽골과 중·소 국경에서의 병력 감

축 및 철수 ▲캄보디아를 침공한 베트남에 대한 소련의 지원 중단 등이 그

것이다. 중국은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급박한 군사적 충돌 대비에

서 평시 군사력 현대화 추진’으로 안보정책을 변화했다. 한편 소련은 브레

즈네프 시대 이후 중·소 관계의 정상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5년 고르바초프가 집권한 이후 소련은 중·소 간 국경을 이루고 있는 

아무르·우수리강의 항로상 중간점을 국경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으

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연설(1986년 7

월)과 크라스노스야르스크 연설(1988년 9월) 등에서 표출됐다.

1987년 2월에 제1차 중·소 국경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양측은 회담결과

에 상호 만족했고, 모든 국경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제2차 중·소 국경회

담(1987년 8월)에서 양측은 국경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중·소 양측

은 국경회담의 진전과 병행하여 관계 개선을 위한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기

로 합의했는데, 여기에는 ▲상호비방 중지 ▲부총리급 인사의 상호방문 ▲

매년 30억 달러 규모의 구상무역 등이 포함됐다.

중·소 간 국경 분쟁에서 연유한 중·소 간 신뢰구축조치 협상의 기본 당

사자는 중국과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였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한 뒤 벌어

진 1991년 12월 이후 협상에는 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국가들 중에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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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아시아 3개국이 각 국의 정부 수립 이후 가세하게 됐다.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연설을 계기로 중국과 소련은 국경문제에 관한 협상을 재개

했다. 양국 간 협상은 1989년 정상회담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됐는

데, 고르바초프의 베이징 방문 종료시 발표된 공동선언은 동·서부 양쪽 국

경에 관한 협상을 하나로 통합했으며, 회담 수준도 외무부 차관급에서 장

관급으로 격상시켰다.

장쩌민의 1차 모스크바 방문(1991년 5월)에서 「동부국경협정」이 체결

됐는데, 이를 통해 양국 간 국경문제의 98%가 해결됐다. 장쩌민의 2차 모

스크바 방문(1994년 9월)에서는 「서부국경협정」이 체결됐다. 볼쇼이 우

수리스키(러시아명, 중국명: 헤이치아지) 섬 문제 등 몇몇 문제가 미해결된 

상황에서 양국은 국경 실사를 실시하면서 합의된 경계선에 따라 경계지표

를 설치했다.

양국 사이의 국경선 획정 협상과 함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군사력 

감축에 관한 협상이 시작됐다. 1989년 2월 소련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

했을 때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추

가적인 군사력 감축 ▲군사훈련 제한 ▲검증절차 수립을 포함한 군사적 신

뢰구축 조치 등이다. 1989년 5월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양자협상을 

통해 국경지역의 비무장화를 제안했고, 1989년 말 모스크바에서 첫 번째 

실무회담을 갖는 데 중국이 동의하면서, 양측은 추가적인 국경병력의 감축

을 위해 외교·군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소련은 상대방에 대한 핵 선제 공격 혹은 핵무기 사용 위협을 금

지(상대방을 공격 목표로부터 해제)하고, 우호적 양자관계와 함께 국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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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군사력을 최저수준으로 감축하며, 국경 획정을 포함하여 분쟁을 평화

적으로 해결하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나 공격준비를 위해 제3국 영토의 

사용을 억제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이러한 합의는 3단계로 수행됐

는데, 양측 국가 및 정부 수뇌부 간의 정상회담은 협상의 정책방향을 정하

고, 합의에 대한 결론을 짓기 위한 일반 원칙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국

방장관의 정기적 방문을 통한 군사교류에서는 군사협력을 위한 매개변수

들이 제시됐으며, 양측의 협상팀은 실무 수준에서 공통 이슈들을 다뤄나갔

다. 1991년 12월 이후에는 실무 수준 협상팀에 중앙아시아 3개국이 가세

했다.

중국과 소련은 1990년 4월 「중·소 국경지대의 군사분야 신뢰구축과 상

호 군사력 감축을 위한 지침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양

측은 상호안보를 위해 평등한 입장에서 양국 간 선린우호 관계에 걸맞는 

최저수준의 군사력으로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이 협정은 후속 협

상의 근거로 사용됐는데, 소련 붕괴 이후 중국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3

국 간 협상의 근거로 계속해서 이용됐다.

옐친 대통령의 방중(1992년 12월)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지대 

신뢰강화와 상호 군사력 감축을 위한 지침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해 약 20

개의 협정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중국과 소련에서 독립한 러시아 및 중앙아

시아 3개국이 공유하는 국경에 대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군사력 감축에 

관한 협정을 완료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중·러 양국은 우호

관계에 걸맞게 국경지대 군사력을 최저수준으로 감축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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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1993년 11월)에서 양측은 「군사협력에 

관한 5개년 협정」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정보 신뢰 구축 조치, 상호교류 신

뢰 구축 조치 및 통신 신뢰 구축 조치 관련 내용이 수록돼 있으며, 양국 국

방부 고위급 인사 간의 정기적인 협의, 국경지대 병력 이동에 관한 정보교

환, 양국의 인접 군구 간 직접적인 접촉 등이 포함돼 있다. 중국 국방장관

이 러시아를 방문(1994년 7월)했을 때에는 「중·러 간 위험한 군사 활동 방

지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다. 여기에는 돌발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전

조치, 시력을 해치는 레이저 사용 금지, 통신교란 중지, 부주의로 인한 선

박·항공기의 국경 침입에 대비한 조기경보체제 구축조치들이 포함됐다. 

중국 국방부와 러시아 국경수비 책임 당국 간에는 1995년 8월 「국경수비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중국의 길림성·흑룡강성 및 내몽골의 군구

와 러시아의 태평양·극동 및 바이칼 후방 수비대 군구 간에는 「상호 방문

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다.

1991년부터 양측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지역을 국경으로부터 양쪽 

100km 지대로 하기로 하고, 이곳에서 군사력을 전부 철수시키기 위한 국

경에 관한 군비통제 회담을 시작했다. 「국경에 대한 군비통제 회담」은 중

국·러시아 등 5개국 사이에 7년여에 걸쳐 20차례 이상 개최됐다. 이 회담

에서는 국경을 연한 100km 이내 전략무기의 저장과 지상 및 공군의 감축, 

기타 국경안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가 논의됐다. 양측은 애초에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군축을 동시에 타결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군축 문

제가 난관에 봉착하자 1996년 4월 잠정적 문서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관해서만 따로 분리된 협정인 「상하이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불가

침, 군사력 불사용, 군사훈련 및 기동의 사전 통보, 100km 지역 내 허용되

는 훈련의 종류와 빈도에 관한 제한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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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4월 열린 제22차 협상에서 군사력 감축 문제가 최종 타결됨

으로써, 「모스크바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국경선 기

점 각 100km 구역 내의 주둔 병력을 중국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3개국

을 한 묶음으로 해서 13만 4백 명씩 모두 26만 8백 명으로 제한하고, 탱크

와 장갑차도 각각 3,810대와 4,500대만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외에 무력

불사용·불위협, 병력·무기 감축의 기한과 방법, 국경지대 병력자료의 교

환, 협정이행의 상호감독 등도 협정에 포함됐다. 협정 발효로 국경병력을 

100km 이내 전진 배치시키고 있었던 러시아는 15~20% 가량의 병력·무

기를 감축한 반면, 중국은 주로 300km 이내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어 별다

른 변화가 없었다.

중국과 소련(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 협상과 그 이행은 많은 성

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양국에 대한 과장된 부정적 이미지

가 개선됐으며, 쌍방 간 의사소통의 통로가 열렸고, 양국 관리들 사이의 인

적 접촉 강화로 화해와 협조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후속협정을 위한 추진력 제공, 고위 관료 간 화합통로 

개설로 중요 이슈의 우선적 해결에의 기여, 협상을 위한 국내 분위기 개선, 

양국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성 증가, 쌍방 간 신뢰제고로 군비제한 및 

감축 촉진, 돌발적 혹은 부주의로 인한 분쟁 위협 감소, 쌍방 간 군 구조 및 

전략의 올바른 이해 증진, 비무장지대 조성, 국경 병력 및 특정 무기 감소, 

교역 증진 등이 성과이다.

이러한 중국과 소련(러시아)의 사례는 한반도에도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협상 타결과 이행을 위해서는 양측 지도자가 긴장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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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계 정상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양측은 긴장완화의 장

애물에 대해 공통 인식을 가져야 하며, 협상을 통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더 큰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기득권을 가진 측의 우선적

인 양보를 통해 상호 화해 분위기를 조성할 경우 양국 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합의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일괄타결보다는 사안별 타결이 합의에 

용이하며, 실천하기 쉬운 사안부터 협상한다. 잠재적인 적국 간 화해·협력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접경지역 군사적 안정화 조치의 우선적 시행이 필

요하다.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주기적 검토·토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

요하다.5)

5)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소련(러시아) 사례와 관련된 내용은 서상문, 『중국의 국경전쟁: 1949~1979』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Anne Gordon, “중소 국경분쟁 조정에 관한 고찰,” 『중소

연구』, 67 (1995); 이정희, “중·소국경분쟁의 지정학적 분석,” 경북대 환태평양연구소, 『환태평양

연구』, 4 (1991); 우준모, “러시아의 영토의식과 지정학적 경계설정,” 『국제지역연구』, 제16권 1호 

(2012); Yu M. 갈레노비치 저, 이재훈 역, 『20세기 러시아와 중국: 국경』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

구소, 2012); 이완종, “러시아의 극동진출과 중-러 국경획정과정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북방사논

총』, 제4호 (2005); 정은숙, “러시아의 대중국 정책: 동인, 성과, 한계,” 『신아세아』, 25 (2000); 문성

묵, “중·러 국경협상 및 신뢰구축,” 『북한』, 323호 (1998); 朱岩, “2012中俄双方视角下的珍宝岛事

件,” 『党史博采: 纪实版』, 第6期 (2012); 钱江, “珍宝岛事件:中苏间的一次军事冲突,” 『湘潮』, 10

期 (2005); 高娜, “中苏在珍宝岛战斗中的博弈,” 『党史博采(理论版)』, 10期 (2011) 등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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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는 필수불

가결한 사안이며,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상호 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부침을 겪는 가운데서도 남북한 

간 군사적 대치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여기

에서는 남북한 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전체제

의 복원 및 실현, 신뢰 구축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비군사적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의존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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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전체제의 복원 및 실현

1) 개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이라고 한다.)의 주요 목적은 서언

에 적시된 것처럼,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치(제

1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제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정전협정」이 완벽하게 

지켜져 한반도에 이른바 ‘소극적 평화’가 유지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6) 

특히, 그동안 벌어진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과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추진한 다양한 「정전협정」 무력화 조치는 「정전협정」에 따라 규율돼야 하

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남북한 간

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전체제’를 복원하고 

「정전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항들을 실현·준수하는 것이 우선적으

로 이뤄져야 한다. 왜냐하면 정전체제의 복원 및 실현을 통해 한반도에서

6)   평화학자인 요한 갈퉁(John Galtung)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소극적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

미하며, 이와 대비되는 개념인 ‘적극적 평화’는 ‘소극적 평화’와 더불어 전반적으로 반목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요한 갈퉁 저, 강종일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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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동시에 한

반도 평화 정착에 긴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2018년 「9.19 군사합의」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9월 18~20일 평양 방문을 계기

로 우리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상이 체결한 「역사적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라고 한다.)에는 기

존에 유명무실화됐던 정전체제를 복원·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수 포

함돼 있어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9.19 군사합의」 제1조는 

‘남북한 간 상호 적대적 군사 행위의 전면 중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전협정」의 가장 기본적 목적(제2조 제12항)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7) 특히, 「정전협정」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DMZ) 관련 적대행위 금지와 관련해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

으로 세분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8)

7)   「정전협정」 제2조 제12항 :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무장역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

장한다.

8)   「정전협정」 제1조 제1항 :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

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

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정전협정」 제1조 제6항 :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

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9.19 군사합의」 제1조 제2항 :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

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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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지상 적대행위(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단 구역

출처: 국방부 웹사이트(www.mnd.go.kr) 참고(검색일: 2018년 9월 20일).

<그림 3-2> 해상 적대행위(해안포·함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 중단 구역

출처: 국방부 웹사이트(www.mnd.go.kr) 참고(검색일: 2018년 9월 20일).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

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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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공중 적대행위(고정익·회전익·무인기·기구) 중단 구역

출처: 국방부 웹사이트(www.mnd.go.kr) 참고(검색일: 2018년 9월 20일).

또한 남북한은 「9.19 군사합의」에서 그동안 명칭이 무색했던 DMZ의 

본래 설정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양측이 기존에 DMZ 내에 설치했던 감시

초소(GP)를 모두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시범적으로 1km 거리 내에 있는 

11개 GP를 선정해 철수를 완료했다.9) 이와 함께 양측은 「9.19 군사합의」

에서 1953년 10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정전협정 추가합의」에 따라 설

정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역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완전히 비무장

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1976년 8월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JSA는 군사적 긴장 수위가 가장 높았던 곳 이었지만 비무장 남북한 군대가 

함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9)   남북한은 상호 11개 GP 중에서 상징적·역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 1개 GP를 제외한 

각 10개, 총 20개 GP에서 군사력을 철수했을 뿐 아니라 GP 자체를 파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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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출처: 국방부 웹사이트(www.mnd.go.kr) 참고(검색일: 2018년 9월 20일).

남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정전체제의 복원·실현에서 나아가 

「정전협정」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사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상호 군사

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초보적인 조치에도 합의했다. 「정전협정」은 군

사분계선을 설정함으로써 지상과 공중에서 양측의 군대를 분리시켰지만, 

해상에서는 이와 같은 선을 설정하지 못했다. 1953년 8월 당시 유엔군사

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장군은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

를 위해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했지만, 그동안 특히 서해 NLL 부근에서 

남북한은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을 겪어왔다.

그러나 양측은 「9.19 군사합의」에서 서해 NLL 일대에 평화수역과 시범

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지금까지 ‘분쟁의 바다’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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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 일대가 ‘평화와 공동 번영의 바다’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남북한은 DMZ 내에서 시범적 공동 유해 발굴뿐 아니라 역사유

적에 대한 공동 조사 및 발굴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가장 첨예하게 남북

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던 DMZ 내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6.25전쟁 전

사자 유해와 역사유적을 발굴·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군사적 신뢰를 구축

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평가

이처럼 남북한 군사 당국이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정전협

정」을 사실상 복원·실현하는 동시에 정전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남북대화에서 군

사문제 해결과 관련된 다수의 회담과 합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됐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 2018년 이뤄진 일련의 변화는 분명하게 과거

와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 5.1경기장에서 북한 주민 15

만여 명 앞에서 한 연설을 통해 4.27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

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그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공고하

게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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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평양 5.1경기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평양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

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 국면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9.19 군사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식적 측

면에서, 「9.19 군사합의」는 「4.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9.19 군사합의」의 본 명칭이 「역사적인 판문

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9.19 군

사합의」가 서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라고 합의의 목적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은 「9.19 군사합의」를 부속합의서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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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측면에서, 군사 문제 해결과 관련해 남북한이 기존에 고수하던 

입장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 양보하고 상호 절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남한은 그동안 소위 ‘군사적 신뢰구축 → (운용적) 군비통제 → 군

축(구조적 군비통제)’의 단계적 추진 입장을 고수해왔던 반면 북한은 ‘군축

우선론’을 견지해왔다. 이처럼 군사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기존 입장이 팽

팽하게 대립해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신뢰

구축, 군비통제, 군축과 관련된 사항이 대체로 망라돼 있어, 남북한이 군사 

문제 해결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9.19 군사합의」의 이행은 그간에 지속됐던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간 군

사적 대치 구조를 청산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더욱 공고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9.19 군사합의」의 이행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공

고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한 및 유

엔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구성·가동된다는 점도 이러한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

2   신뢰 구축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1) 개요 및 개념

신뢰 구축은 상대방의 의도나 어떠한 현실의 진실성에 대한 믿음과 확신

을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군사문제와 관련한 신뢰의 의미는 상대국

의 의도나 능력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며, 신뢰 구축은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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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위협을 야기하는 객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요소도 감소시

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뢰 구축의 목적은 적대관계에 있는 두 나라 

사이의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하여 상호 간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안보

와 안전을 증진시킴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보다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칭하는 부정적 요인에는 정치적 반

목, 경제·문화적 교류협력의 단절, 군사적 경쟁, 전쟁위험을 초래하는 상호

불신, 적대감, 긴장감 등이 포함된다. 즉, 신뢰 구축은 남북한과 같이 군사

적으로 대치하며 적대관계에 있는 양자 사이에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용어는 1975년 8월 체결된 「헬싱키 협약」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헬싱키 협약」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의 

소련과 서방국가들 간 협상의 결과이다. 「헬싱키 협약」 가운데 군축 및 군

비통제 관련 내용이 명기된 첫 번째 바스켓에서 ‘신뢰 구축 조치(CBMs :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라는 용어를 군사적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헬싱키 협약」에 규정된 신뢰 구축 조치의 주요 내용은 주요 군

사 훈련의 사전 통보, 대규모 군사 이동의 사전 통보, 참관인 교환, 군 인사 

교류, 군축에 관한 조치 등인데, 구체적으로 25,000명 이상의 군대가 참가

하는 군사 기동훈련의 21일 이전 의무적 통보, 기타 주요한 군사 훈련의 자

발적 사전 통보, 주요 군사 훈련 참관단의 자발적 초청 등을 규정하였다. 

「헬싱키 협약」 이후 ‘신뢰 구축’은 통상 ‘군사적 신뢰구축’과 동일하게 인

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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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뢰 구축은 1986년 9월 체결된 「스톡홀름 협약」을 통해 ‘신

뢰 안보 구축 조치(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이하 

'CSBMs'라고 한다.)로 발전됐다. 「스톡홀름 협약」은 「헬싱키 협약」보다 

적용지역 및 구속력, 군사 활동 규제, 통지의무 대상, 사전 통지기간 등에

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사찰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톡홀름 협약」은 「헬싱키 협약」보다 의무적인 사전 

통보의 대상이 되는 기동훈련의 기준을 낮추어 13,000명 이상의 군대나 

3,000명 이상의 상륙 또는 공수 낙하산 부대 또는 300대 이상의 탱크가 참

가하는 훈련으로 규정하였고, 주목할 만한 군사 활동 관련 정보교환과 함

께 17,000명 이상의 군대 또는 5,000명 이상의 상륙 또는 공수 낙하산 부

대가 참가하는 군사 활동에의 참관단 초청을 의무화하였으며, 연중 군사활

동 일정표의 교환 및 거부권이 없는 검증 방문의 교환을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군사적 신뢰구축’은 ‘분쟁 당사국 간에 서로 우려할 만한 위협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신빙성 있게 의사소통하는 정치·군사적 행동’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군사적 신뢰구축은 제도적 보장, 투명성, 신뢰성 

등 3가지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인데, 이를 위해 관련국의 군사력이

나 군사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모든 방안을 통한 신뢰 구축을 의미

한다. 즉, 상대방의 군사행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촉진

하는 방향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신뢰 구축을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군사 분야와 군사 외적 분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군사 분야의 신뢰 구축 방법은 상대의 군사력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쌍방 군사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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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의 개방을 통한 투명도 증대 및 예측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군사 외적 분야의 신뢰 구축 방법은 정치·경제·사

회·문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망라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치적 대결상

태 해소를 위한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국회회담 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적 

교류협력을 위한 적십자회담, 학술교류, 공동예술제 등의 개최도 포함될 

수 있다.

유엔 군축연구소(UNIDIR)에서는 신뢰 구축 조치 및 신뢰 안보 구축 조

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다. 유엔 군축연

구소는 신뢰 구축 조치가 개념적으로 신뢰 안보 구축 조치(CSBMs)와 비슷

하지만, 반드시 안보 문제와 관련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보

다 넓고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신뢰 안보 구축 조

치는 정치적 또는 군사적 긴장상태를 가져올 수도 있는 오해의 문제를 극

복하기 위해 군사정책을 명확히 하도록 국가가 취하는 조치를 가리킨다고 

유엔 군축연구소는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신뢰 안보 구축 조치는 군사적 의

도를 명확히 하고 군사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며, 또는 기습공격

이나 군사력의 위압적 사용을 위한 기회를 억제함으로써 국가 간의 군사적 

관계에 있어 투명성과 이로 인한 예측 가능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뢰 구축은 능력보다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려 하며, 따라서 본질적으

로 군사 능력의 배치보다는 적대 당사자 간의 정보유통에 관계함으로써 군

사적 의도를 명확히 하고, 군사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려는 조

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기습공격이나 군사력

의 위압적 사용을 억제하고, 분쟁 당사자 간의 군사적 관계에 있어서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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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증대 및 이로 인한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며, 「군축협정」 체결 촉진 등 

분쟁 당사자 간 신뢰와 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신뢰 

구축은 실제 군사력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으므로 군비 제한이나 군비 축

소와는 구별된다.

2) 유형

신뢰 구축 조치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째, 정보 및 통신 관련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의 군사 능력 및 활

동에 대한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고 적대 당사자들 간에 정기적인, 그리고 

위기 상황의 통신을 활발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정보 관련 조치에는 

국가 병력 및 군비에 대한 군사정보 교환, 중요한 군사활동의 사전 통보, 

군사적 접촉 등이 포함된다. 통신 관련 조치에는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접

수하는 책임을 맡는 위협감소센터와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소위 핫라인 장치 등이 포함된다.

둘째, 관찰 및 사찰 관련 조치이다. 이는 상호 간에 통상적·비통상적 군

사활동을 추적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대 당사자 간의 신뢰를 생성

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관찰 및 사찰 조치는 무해한 것으로 주장

되는 군사적 준비활동이 침략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는 것을 당사국들이 확

인하게 도와준다. 이러한 조치들로는 당사국들이 상대방의 주요한 군사훈

련에 참관자를 파견하도록 하며, 금지된 일과 금지된 장비를 확인하기 위

해 특정 시설 및 장소를 방문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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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군사적 억제 조치이다. 이는 공격적 군사행동, 특히 기습적 군사행

동을 억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의 군사 활동 및 배치를 제한하는 것

을 의미한다. 군사적 억제 조치에는 주요한 군사 훈련의 횟수 및 범위에 대

한 제한, 군대 이동에 대한 제한, 경계해제 등과 함께 비무장지대·비무기지

대·배치감소지대의 설치 및 분리 협정 등이 포함된다. 군사적 억제 조치는 

일방적으로 취해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선제불사용 서약 또는 비공격

적 방어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비록 한 당사국에게만 관련되는 것이

지만 공격적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당사국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함으

로써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이다.

3)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이러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해 남북한은 2018년 들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

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위해 남북한과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라고 한다.)가 참여하는 3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군사당국과 유

엔사는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9.19 군사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2018년 10월 16일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처음으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1차 회의

에는 우리측에서는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대령)을 비롯해 3명이, 유

엔사측에서는 해밀턴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미 육군대령)을 비롯해 미군 

3명이, 북측에서는 엄창남 육군 대좌 등 3명이 참가했다. 남북한과 유엔사

는 3자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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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진행되고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지뢰제거 작업 추진사항

을 점검했다. 또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위해 향후 이행해야 

할 조치들, 즉 화기 및 초소 철수, 경비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에 관해 

협의했다. 제1차 회의에서 3자는 향후에도 3자 협의체 회의를 추가로 개최

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이행방안 및 상호검증 절차를 협

의하기로 했다.

남북한과 유엔사는 2018년 10월 22일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3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회의와 동일한 인원이 참가한 

제2차 회의에서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제거 작업이 공식적으

로 완료되었음을 확인 및 평가하고, 화기 및 초소 철수 일정, 경계근무 인

원 조정 방안 및 공동 검증방안 등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 이를 

통해 남북한과 유엔사는 2018년 10월 25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화기 및 초소 철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이후 2일간 ‘3자 공동검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제3자 협의체 3차 회의는 2018년 11월 6일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

에서 개최됐다. 제3차 회의에는 제1차 및 제2차 회의와 동일한 인원이 참

가해 제2차 회의에서 합의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화기 및 초소 철수

와 관련해 2018년 10월 26~27일간 진행한 3자 공동검증 결과를 평가하

고, 양측 진입로상에 신규 설치된 경계초소를 확인했다. 또한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내 상대측 지역에서의 경계근무 시행을 위해 적용할 ‘공동 근무

수칙’을 마련하기로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결정하기

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각 측의 감시장비 운용 실태를 상호 확인하고, 감

시장비 조정 및 상호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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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과 유엔사는 2018년 11월 12일 ‘3자 감시장비 실무협의체’ 회의

를 개최하고, 다음 날(2018년 11월 13일)까지 2일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

기도 했다.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3자는 향후 상대측 지역에서의 경비근무 

수행 및 방문객 자유왕래 보장을 위한 감시장비 조정 문제 및 상호 정보공

유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3자는 판문점 공동경

비구역 내에서 각 측이 현재 운용 중인 감시장비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 설

치 위치 등을 상호 확인했으며, 각 측이 운용 중인 감시장비의 영상정보 공

유와 관련해 이를 서로 연결 및 송·수신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서

도 협의했다. 3자는 감시장비 실무협의체 회의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빠

른 시일 내에 자기측 지역에서 운용 중인 감시장비를 조정 및 재배치하고, 

상호 감시 사각지역에 대한 감시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상

호 송·수신 연결 작업 등을 통해 감시장비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

련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한과 유엔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군과 북

한군, 유엔군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와 관

련된 세부적인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대화의 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군사적 신뢰구축은 적대관계에 있는 양자 사이에 대

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내고 이를 이행함으로

써 실현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상태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판문점 공

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문제와 관련해 남북한과 유엔사 대표가 머리를 맞대

고 문제 해결 방안들을 공동으로 협의·합의한 뒤 이를 이행하고 이행 결과를 

상호 검증했다는 것은 3자 협의체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이 어떻

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실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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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상호 의존성 증대

1) 신기능주의와 군사적 긴장완화

본격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신기능주의와 군사적 긴장완화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구체적으로 신기능주의와 대북포용정책의 

관계, 그리고 대북포용정책과 군사적 긴장완화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것

이다. 이를 통해 교류·협력 사업, 특히 3대 경협 사업이 군사적 긴장완화에 

미친 영향과 한계를 논의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신기능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기능주의의 주요 내용

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

기능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것은 기능주의에 대한 비

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미트라니(David Mitrany)로 대표되는 기능

주의는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본질적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부분

부터 출발하지 않고 비정치적인 경제적·사회적·기술적 차원의 협조로부터 

시작하여 종국에 가서는 정치적 통합을 달성한다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주의의 가정은 막연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능적 통합이 정치적 통합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완전한 통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도중에서 좌절될 수도 있고 

또는 부분적·기능적 통합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10)

10) 구영록 편저, 『국제정치의 주요개념』 (서울: 법문사, 1984), 79~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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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하스(Ernst B. Haas)로 대표되는 신기능주의 학파는 정

치적 연관성이 결여된 영역의 기술적 활동이나 협동에 의한 통합방식을 택

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정치성이 다분하고 또 정치적으로 중시되는 영역

을 선택’하여 이것을 통합의 기술진이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또한 기능적 요구가 생겨난 후 이에 따라 제도와 기구가 생겨난다는 

기능주의적 접근 대신, 부분적 통합의 확장논리를 통해서 연속적인 통합에 

이를 수 있는 제도와 기구를 ‘의도적으로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1)

2)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간략한 검토를 토대로 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포용정책은 신기능주의적 인식과 기

능주의적 방법론이 결합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즉 김대중 정부 초기

의 이른바 ‘햇볕정책’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기능주의를 기저로 하여 경

제 부문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점진적·자발적 변화를 유도

하고자 했지만, 북한의 대남 도발 및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측면

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여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에 ‘정치적 의도성’을 중시하는 신기능주의적 논리를 접목시켜, 기능

주의적 방법론은 유지하되 안보와 평화 문제를 단순히 군사 문제로 다루기

보다는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해결하려는 접근을 추구하였다. 즉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기능주의에 기반한 관점 및 방법론에서 신

기능주의적 관점 및 기능주의적 방법론의 접목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리고 

11) 김근식·김연철·김갑식·정영철, 『통일·남북관계 사전』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2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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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기조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큰 

변화 없이 거의 그대로 계승됐다.12)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정부는 신기능주의적 인식과 기능주

의적 접근을 통한 대북포용정책의 배경으로 △탈냉전과 한반도 주변정세

의 변화,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 △남북 간 국력격차의 심화와 남한의 

주도적 노력 필요성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

식 측면에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 체제는 이미 실패했고 변화 없이는 회생

이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하

다.”고 판단했으며, 남북 간 국력격차의 심화와 관련하여 “이미 경제적으

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남북 간에 차이가 현격”해졌고, “군사적으로도 

북한이 비록 병력 면에서는 다소 우위에 있으나, 질적 측면을 고려할 때 우

리(남한)가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13)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김대중 정부는 “우리(남한)의 대북 군사 억지력

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대북포용정

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

요한 과제”를 “평화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했는데, 이에 대해 “한

반도 평화 유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토대일 뿐

만 아니라 나아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기본 전제이기 때

12)   홍용표·조한범,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적 배경과 의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난

영·조민호, “금강산 관광개발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공헌도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관광학

연구』, 제30권 3호 (2006), 56쪽.

13) 통일부, 『2001 통일백서』 (2001),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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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남북 간 화해협력에 대해 “상호

이익과 민족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남북 간에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을 근원적으로 약화·해소”시키는 방식

으로 인식했다.14)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노무현 정부가 발간

한 안보정책 구상서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중·장기적으

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 평

화번영정책”으로, 평화번영정책은 “참여정부의 통일·외교·국방 등 안보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기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평화번영정책은 남북기본합의서(1992)와 6.15 남북공동선언(2000)의 정

신을 계승하여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을 우선

적 목표”로 하며, 나아가 “남북협력의 심화·확대를 통한 공동번영과 경제

공동체 형성을 추구하고 교류협력의 성과가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1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승됐는데, 이는 정치적 의도성을 강

조하는 신기능주의적 인식과 남북관계 개선·발전에서 소기의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는 기능주의적 방법론을 접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신기능주의적 인식에 기반해 한반도의 평

14) 통일부, 『2001 통일백서』 (2001), 6~9쪽.

15)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서울: 세기문화사, 2004), 2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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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안정을 최우선적이며 잠정적인 목표로 설정하면서 단계적·점진적으

로 통일을 지향하되, 기능주의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

한 비정치적·비군사적 영역에서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의 긍

정적 효과 확산을 도모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모두 한반도

의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을 대북포용정책의 단기적 목표로 제시하지는 않

았다는 점이다. 즉,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형성·유지하고자 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 역시 남북한 사이

의 경제적 교류·협력 과정에서 이룩된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

을 활용해 조금 더 진전된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핵심공약에 포

함돼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 축소’ 항목에는 매우 제한적이고 초보

적인 조치들만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할 수 있다.16)

이와 같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거론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지 않은 이

유는 개념과 관련된 측면에서 일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노무현 정

부가 핵심공약 속에 포함시켜 놓았던 군사적 신뢰구축17)은 이른바 ‘군사문

16)   통일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담당하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 축소’ 공약에는 △남북교류협력에 대

한 군사적 지원·보장, △DMZ 및 해상 우발충돌방지 대책 마련, △남북군사회담 준비 및 추진, △남

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및 후속조치 추진, △군비통제추진 기반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무조정실, 『참여정부 핵심공약 추진 결과』 (2008), 412~414쪽.

17)   신뢰구축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분쟁 당사국들간에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일련의 

실질적 수단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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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결의 3단계 로드맵’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18) 현실 정책적인 대안 

발굴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19) 그러나 ‘군사적 긴장완화’에는 다양한 수준

에서의 현실 정책적인 대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군

사적 신뢰구축 조치,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 조치 모두가 군사적 긴장완

화 조치에 포함될 수 있는 조치들인 것이다.

또한 역으로 군사적 긴장완화는 북한의 물리적 도발이 간헐적이지만 발

생하는 것을 완전하게 배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측면에서 정책 목표로 제

시하기 어려운 측면을 내포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남북관계가 비교적 순조

롭게 개선·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99년과 2002년 서해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하였으며, 2006년에는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

구하고 제1차 핵실험까지 단행하였다. 즉,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군사적 긴

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이 구분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책적

인 측면에서는 양자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작업이 아니

은 크게 정치적 신뢰구축, 경제부문의 신뢰구축, 사회·문화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등 4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문정인, “김대중 정부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가전략』, 제5권 2호 (1999), 

143~144쪽.

18)   국방부는 한반도 군사문제 해결의 3단계 방안으로 ‘군사적 신뢰구축 → 운용적 군비통제(전통적 측면

에서의 군비통제) → 구조적 군비통제(전통적 측면에서의 군축)’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

강,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의 현황과 과제: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평

화체제 구축: 과제와 전략』,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한반도 평화체제 공개학술회의 (2005.5.3), 

1~29쪽; 송대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 (성남: 세종연구소, 2001), 13~18쪽; 한용

섭, “군비통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선순환 관계를 위한 제언”,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1호 

(2006);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2003), 86~87쪽.

19)   유럽에서의 경험 등에서 도출된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남북한 군사 당국자

간 대화 개최, △남북한 군사 당국자간 직통전화 연결, △군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 △학자 및 전문

가 교환 방문, △대규모 군사 연습 사전 통보, △군사정보 교환, △참관단 초청 등이다. SIPRI, Tools 
for Building Confidence on the Korean Peninsula (Zurich: SIPRI, 2007), pp. 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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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현실 정책적 측면에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군사적 

긴장완화는 정책 목표로 제시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3) 남북경협 사업과 군사적 논의

3대 경협 사업, 즉 철도·도로 연결 사업, 금강산관광 사업, 개성공단 사

업은 모두 비무장지대의 일부 구역 개방을 필요로 했다는 측면에서 필연

적으로 군사적 논의를 수반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차치하고라도 금강산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조성 사업이 모두 북한 지역에

서 이뤄졌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인원과 장비, 물자들이 비무장지대

를 관통해 오고 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금강산관광의 경우 초기에는 배를 

인적·물적 운송 수단으로 활용하여 비무장지대를 관통하지 않고 동해 북

방한계선(NLL)을 월선했다 귀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이러한 방식은 

수익성 측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려웠다. 개성공단 조성 사업 역시 

비무장지대(의 일부 구역)를 관통하는 남북한 왕래에 대한 군사적 보장 문

제가 해결된 2003년 초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3대 경협 사업 진행에 따른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논의 전개는 경의선·동

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1)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군사적 논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동년 9월 말

에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됐는데, 이를 통해 남북한 군사 당국은 

△「6·15 공동선언」 이행에 따른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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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공사와 관련해 비무장지대 안에 각 측의 인원과 차량, 기재들의 

왕래 허가와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주변의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해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정전협

정」에 기초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 사항 이행을 실무적 차원에서 협의하기 

위해 2000년 11월 28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제1차 남북군사실

무회담이 개최됐다.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 이후 제1차 남북군

사실무회담이 개최되기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는데, 북한이 유엔

군측과 비무장지대 개방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유엔사측과 4차례의 비서장급 회의를 

개최해 비무장지대 일부 개방구역의 명칭을 '남북관리구역'으로 하고, 남

북관리구역 내 군사적 문제들을 남북의 군대들이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관리구역 설정 합의

서」를 타결했다. 또한 북한과 유엔사는 2000년 11월 17일 제12차 판문점 

장성급회담을 통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를 발효시켰다.2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은 2000년 11월 28일부터 2001년 2월 8일

까지 5차례에 걸쳐 군사실무회담을 진행했으며, 제5차 군사실무회담을 통

20)   금기연, “북한의 군사협상행태와 결정요인: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 사례 연구” (경남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2010), 113~11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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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남북관리구역 설정 및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타결

했다. 이어서 2001년 2월 12일과 14일 2차례의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양측 국방장관이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발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서 교환을 하루 앞둔 2001년 2월 11일 북측이 “행정상의 이유

로 동 합의서의 서명 교환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합의

서 발효가 연기됐다.

「남북관리구역 설정 및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 발효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2002년 4월 초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했는데, 여기에서 남북은 경의

선 철도·도로뿐만 아니라 동해선 철도·도로도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2002

년 8월 말 개최된 제2차 경제협력 추진위원회에서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

도·도로를 2002년 9월 18일 동시에 착공하며, 그 이전에 철도·도로 연결

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2002년 9월 12일 북한과 유엔사 사이의 제14차 판문점 장성급회담이 개

최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

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가 발효됐다. 이후 남북은 2002년 9월 14일 

제6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열어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

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타

결했다. 9월 16일에는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양측 국방장관이 

서명한 합의서 문본을 1차 교환했으며, 9월 17일에는 제7차 남북군사실무회

담을 개최해 합의서를 2차 교환·발효시킴으로써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적 보장조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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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북한 군사 당국은 2002년 

10월 3일부터 11월 13일 사이에 5차례의 남북군사실무접촉21)을 갖고 관

리구역 내 지뢰제거절차, 지뢰제거작업 검증 문제, 통신선 연결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고, 철도·도로 노선도 및 공사일정 등을 교환했다. 마침내 남

북은 2003년 1월 27일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이하 「잠

정합의서」라고 한다.)를 채택·발효시켰다.22)

2003년 8월에 진행된 제6차 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에서 남북은 “경의

선·동해선 본 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쌍방이 합의하는 인원, 자재·장비 등

의 이동통로로 본 도로 노선을 이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

에 따라 남측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가 남북관리구역 내 군사분계선 상에

서 임시도로 접속지점을 본 도로 노선으로 변경·통행할 것을 제의하고, 북

한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 개최를 제의함에 따라 2003년 9월 17

일 제8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됐다. 제8차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남북

은 2003년 1월 27일 채택·발효된 「잠정합의서」의 제1항, 즉 임시도로 연

결지점의 군사분계선 개방 규정 관련 내용을 수정·보충하는 「잠정합의서

의 보충합의서」를 채택했다.

21) 남북군사실무회담과는 구분되는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22)   남북은 합의서 제4항을 통해 “동·서해지구 기본도로가 개통되어 새로운 합의서가 채택·발효되는 경

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잠정합의서」는 2007년 12월 12일 제7차 남북장

성급군사회담을 통해 채택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

서」로 인해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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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은 「남북관리구역 설정 및 철도·도로 작업의 군

사적 보장 합의서」 제1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관리구역 내 경비초

소 설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03년 12월 23일 개최됐으며, 회담을 통

해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

의서」가 채택·발효됐다.

2006년 3월 초에 개최된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남북은 서해 평

화정착 관련 사안 이외에도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문제

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북측이 경의선과 동해선의 동시 착공·완성·운행 

원칙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더 이상 협의가 진전되지 못했다.23) 약 2개월 후

에 개최된 제4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도 남북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007년 4월 제13차 경추위 회의에서 남북은 2006년 최종단계에서 무

산된 남북 열차 시험 운행을 2007년 5월 17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2007년 5월 초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됐다. 남북은 회담

일정을 예정보다 하루 연장하여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으며, 5월 11일 「남

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와 총 5개 항의 공동보

도문을 채택했다.

2007년 10월 초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하여 역사상 두 번째 남북정상회

담이 개최됐으며, 여기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23)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의 특이한 사항은 수석대표가 기존의 1성급에서 2성급으로 격상됐다는 것

이다. 이는 북측이 2월 21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의한 것을 남측이 수용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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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정상선언」이라 한다.)이 합의·채택됐다. 이어서 2007년 11월 14일

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12월 11일, 문

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개시” 등이 합의됐다. 이후 2007년 11월 27~29

일간 개최된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12월 11일, 문산-봉동 철도 화물수송 개시”를 군사적으로 보장하며, 12

월 초 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문제와 함께 군사보

장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2007년 12월 5일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해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했다. 또한 2007년 12월 

중순에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해 회의 1일차인 12월 12일에 

개성 지역과 금강산 지역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2) 3대 경협 사업과 군사적 긴장완화

총론적 차원에서 3대 경협 사업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미친 영

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3대 경협 사업 추진과 궤를 같이 하며 남

북한은 정상회담을 비롯해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등 다양한 수준의 군사 당국자 간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군사적인 부문에서 

상호 간의 신뢰를 폭넓게 구축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었다. 특히 3대 경협 

사업에 따른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논의가 정상회담 및 국방장관회담과 같

은 상위 차원의 상징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가 보다 넓은 범위에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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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됐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수준의 

남북한 군사 당국자 간 대화는 향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3대 경협 사업 추진과 남북한 군사 당국자 사이의 접촉이 순차적

으로 개최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큰 방향이 쉽게 변화

되기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 정치적 의도성을 강조하는 신기능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3대 경협 사업은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전·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판’ 기능을 수행했음을 부

정하기 어렵다.24) 남북한 사이의 물리적 충돌 이후 전체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이 일시 정지됐음에도 꾸준하게 진행된 남북한 사이의 경제적 교류·

협력은 훗날 남북한이 다시 관계 진전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결코 작지 않

은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셋째, 3대 경협 사업 모두가 비무장지대의 일부 구역 개방을 필요로 했

고, 이를 통해 꾸준한 왕래가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3대 경협 사업 추진이 

남북한의 적대감 완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의 일부 구역, 

즉 ‘남북관리구역’이 개방되기 전까지 남북한은 비무장지대를 기준으로 서

로를 ‘적’으로 규정하며 총구를 겨냥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

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비무장지대의 일부 구역을 개방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왕래하면서 ‘접촉을 통한 변화’를 남북한 

24)   조성렬,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실태와 방향”, 통일연구원, 『6·15 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

화·번영: 평가와 전망(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5),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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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의 적대감

을 그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완화시켰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넷째, 3대 경협 사업 추진으로 남북한이 접하고 있는 지역의 군사력 배

치 밀도가 미약한 정도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 

역시 사실이다. 남북한 모두는 비무장지대를 기준으로 수십 km 이내에 군

사력의 상당 부분을 밀집시키고 있다. 그리고 3대 경협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남북한의 군사력 밀집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일부 구역에서 지뢰가 완전하게 제거됐고, 

북한 지역으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과 금강산 일부 지

역에 배치됐던 군사력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비록 개성과 금강산에 배

치됐던 북한의 군사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에 불과했지만, 3대 경협 

사업 추진으로 인해 작은 지역에서라도 완전한 비무장화가 추진됐다는 것

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

는 것이다.

(3)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군사적 긴장완화

다음으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

장완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철도·도로 연결 사업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은 비무장지대의 일부 구역을 ‘남북관리구역’

으로 개방하고, 남북관리구역의 설정 및 남북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문

제를 「정전협정」에 기초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에서 거의 아무런 기능도 하고 있지 못하던 「정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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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인 동시에 북한이 남한을 「정전협정」 이

행의 일방 당사자로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작게나마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철도·도로의 연결을 위해 개방된 비무장지대의 일부 구역, 즉 ‘남

북관리구역’에서 지뢰제거 작업이 완료되는 등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

장화가 진척됐다. 비무장지대는 말 그대로 무장이 금지된 군사적 완충 지

대이지만, 사실 지뢰를 비롯하여 남북한은 비무장지대 내에 아직까지도 많

은 군사시설물 등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해 폭 250m 가량,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폭 100m 

가량의 남북관리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 내의 지뢰를 모두 제거했으

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m 지점에 경비초소를 하나씩만 두고 그 외 

다른 군사시설물들은 건설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관련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비록 공사 실무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남북한은 철도·도로 연결

과 관련해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했다. 2002년 9월 16일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및 통신실무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경의

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해 동년 9월 24일부터 남북한 군 실무자 간 직

통전화를 개통하기로 합의해 이행했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및 재난 등

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25)

25)   박종철, “남북한 철도연결의 군사적 영향: 긴장완화 효과와 과제”, 『평화연구』, 제15권 1호 (2007), 

151~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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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과 군사적 긴장완화

이어서 금강산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금강산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으로 인해 비록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기는 하지만 북한에게 중요한 군

사적 요충지 2곳에 배치됐던 군사력이 철수되었다. 물론 금강산 및 장전

항, 개성시의 일부 구역에서 철수한 북한의 군부대는 원래 주둔하고 있던 

지역에서 그다지 멀리 이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26) 그러나 이와 같

은 일부 지역에서의 군사력 철수는 향후 경협 사업이 점-선-면의 과정을 

거치며 확대될 경우 한반도의 군사력 긴장 완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27)

둘째, 금강산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이 이른바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해 진행됨으로써 대북포용정책의 궁극적 목표, 즉 한반도의 평화와 안

정에 미친 공헌도가 낮으며, 경제분야가 아닌 여타 분야로의 확산효과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28) 그러나 이

러한 지적이 금강산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북포

용정책에 신기능주의적 관점이 도입된 이후에는 금강산관광 사업과 개성

공단 사업이 남북한의 군사 및 비군사 당국자 간, 그리고 남북한 주민들 사

26) <신동아>, 1월호 (2004), 231쪽 등 참고.

27)   김연수, “개성공단건설이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미치는 영향”,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2호, 

(2006), 126~138쪽 참고.

28) 김난영·조민호, “금강산 관광개발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공헌도에 관한 연구” (20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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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접촉을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등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일정하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29)

여기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시기 이루어진 가시적 

성과 한 가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시부터 북핵문

제와 서해 평화문제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 안보과제로 인식하고,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했다.30) 이

러한 맥락에서 참여정부는 서해 평화정착 방안 마련을 위해 남북장성급군

사회담을 적극 추진했는데, 2004년 6월 초 개최된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

에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이행했다.

추후 장성급군사회담 및 군사실무회담 등을 통해 서해 평화정착을 위해 

긴요한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등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했으나, 

남북한은 NLL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남한은 NLL 이남 수역

을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합의되

기 전까지 NLL이 반드시 준수돼야 하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

을 유지하였다.31) 반면에, 북한은 ‘NLL은 유엔군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으로 자신들은 이 선의 설정에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NLL을 전면적

29)   김연수, “개성공단건설이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미치는 영향” (2006), 131~135쪽; 김난영·조

민호, “금강산 관광개발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공헌도에 관한 연구” (2006), 61~62쪽.

30)   백종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주요 내용과 의미”, 『세종정책연구』, 제5권 1호 

(2009), 75~77쪽.

31) 국방부, 『서해 해상경계선 관련 북한주장의 부당성 및 우리의 입장』 (1999),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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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정한다는 전제 위에서 해상경계선 설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

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32) 2007년 10월 초 양측 정상이 서해에서 공동

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

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제7차 남북장성급군

사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32)   이용중,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한 주장의 국제법적 비교 분석”, 경북대 법학연구원, 『법학

논고』, 제32집 (2010), 5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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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사력 증강 일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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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협적 군사 행동 억제·자제

2018년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남북한 상호 간 

위협적 군사 행동을 억제하고 자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협의되고 있다. 대

표적인 조치가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은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에서 개최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2018년 

말까지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상호 11개 GP 철수를 위해 11월 말까지 

GP 병력·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 중 상호 검증을 통

해 연내에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2018년 

11월 1일부터 GP 11개소에 대한 화기·장비·병력 등의 철수 절차를 시작

했으며, 11월 10일 철수를 완료했다. 남북한은 역사적 상징성 등을 감안해 

시설물만 보존하기로 합의한 GP 각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GP의 모

상호 위협 감소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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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시설물을 완전히 파괴하기 시작했으며, 북한은 11월 20일 자신들의 시

범 철수 GP 10개소를 폭파 방식으로 파괴했다.

<그림 4-1> DMZ 내 시범철수 GP 상호 검증 위해 만난 남북 검증반

남북한은 실무접촉과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 등을 통해 2018년 12월 6

일 11개 GP의 시범철수 및 파괴조치를 12월 12일 현장방문 형식으로 상

호 검증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군사합의 이행의 투명성 

확보가 상호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남북한이)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남북한은 2018년 12월 12일 GP 1개소마다 각각 

일곱 명으로 구성된 검증반을 투입했는데,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상의 연

결지점(황색 수기 설치)에서 만난 후 상대측의 안내에 따라 해당 초소 철수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화기·장비·병력의 철수 및 지상·지하 시설물 철거 상

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이에 앞서 남북한은 검증반의 상호 방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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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하기 위해 남북의 해당 초소를 연결하는 통로를 새롭게 만들었으

며, 이 길을 도보로 이동하기 위해 자기측 GP에서부터 황색 수기가 설치된 

군사분계선상의 연결지점까지 지뢰 제거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남북한은 향후 시범적으로 추진된 GP 각 11개소의 철수 사례를 비무장

지대 내에 설치된 모든 GP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된다면 남

북한이 육상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거리가 1km 내외에서 최소한 4km 

이상으로 멀어지는 상황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 것이라고 소극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렇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적대관계에 있는 양측의 군사력이 이격되면 이격

될수록 상대방에 대한 기습 공격 등 위협적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현

저하게 낮아지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이 안보적 위협이라고 주장해 온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

년 수준’으로 치러지거나 유예된 것도 위협적 군사 행동을 자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미연합 키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4월) 정도만 순연해 ‘예년 유사 규모’로 실시했고, 그 이후에 

예정됐던 대부분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사실상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

은 2018년 1월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평창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과정에

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올림픽 기간 군사훈련이 없을 것”이

며, ‘올림픽 기간 가족을 포함해 미국의 고위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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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평창올림픽에 순연된 한·미 연합훈련 키리졸브 및 독수리 군사

훈련 진행과 관련해 한·미는 2018년 4월 1일 ‘예년 유사규모’로 진행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독수리훈련은 4월 1일부터 1개월간, 키리졸

브 연습은 4월 23일부터 2주간 진행할 것이며, 유엔사와 한국군은 훈련 일

정과 훈련의 성격이 방어적이라는 점 등을 북한에 통보했다. 한·미 연합훈

련 키리졸브 및 독수리 군사훈련이 치러진 이후 대부분의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유예됐지만, 모든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유예된 것은 아니다. 한·

미는 2018년 5월 11~25일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썬더를 실시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5월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고, 남북

고위급회담의 북측 단장이었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5월 

1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빌어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한 정권과 마주 앉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

다. 이 여파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은 6월 1일

에 가서야 열리게 됐다.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 직후인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

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남북·북미 간 성

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대북 군사적 압박에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

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6

월 22일 한·미는 7월로 예정했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을 유예한

다고 발표했다. 또한 7월 10일 우리 정부는 매년 8월에 실시하던 국가 전

시대응태세 점검훈련인 ‘을지연습’을 잠정적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또

한 을지연습을 포함해 실시되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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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G)’에서 을지연습을 분리하고, 2019년부터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훈

련과 을지연습을 통합해 ‘을지태극연습’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2018년 10월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

과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

의를 따르는 ‘실질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공

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한다는 전제로 12월에 

예정된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과 미국은 2018년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상당 부분을 유예했을 뿐 아니라 

2018년에 유일하게 실시한 독수리 훈련에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시키

지 않았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항구적 

국가전략으로 선언하고,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며 핵·미사

일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한국과 미국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

역 전개 등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연장에서 한·미는 2018년 1월 17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제2차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순환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북

한은 2018년 1월 24일 개최한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및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을 요구하는 등 그동안 미

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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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8년 3월 초 방북한 우리측 대북특사단에게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가 이뤄지는 기간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도발

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고 ‘남측을 향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동시에 군사적 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 보장 시 비핵화

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 입장은 4.27 판문점 남

북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확인됐으며,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명기됐다. 뿐만 아니라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북

한은 4월 20일 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사실상 종료를 선언하며 다음날부터 핵실험 및 대

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5월 26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이어 

동창리에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대 및 엔진 시험장을 해체하는 모

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는 조건부로 북한 핵

능력의 메카인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나름의 진정성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

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결정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

도 지역 전개 중단은 북한에 대한 위협적 군사 행동이 자제된 조치라고 평

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미는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을 비롯한 한

반도 정세 전환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동시에 북한이 더욱 가시적이고 진전

된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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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력 배치의 변화

남북한의 군사력 배치와 관련해 한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북한 군사력

의 상당 부분이 휴전선에 가까운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으며, 이는 

북한의 대남 기습공격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한국 국

방부가 2년 주기로 발간하는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하여 언제든지 기습공격을 감행

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전방에 배치된 170밀리 

자주포와 240밀리 방사포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 집중 공격

이 가능하고 최근 개발이 완료돼 일부 배치된 300밀리 방사포는 중부권 지

역까지 공격이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북한 해군은 전력의 약 

6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하여 상시 기습할 수 있는 공격 능력

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공군의 경우, “전투임무기 810여 대 중 약 

4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해 놓고, 최소의 준비로 신속하게 공

격할 수 있는 태세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33)

이러한 북한의 군사력 전진 배치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 즉 한국군의 군사력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

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 미

국 중앙정보국(CIA)이 1987년 생산한 비밀 보고서 ‘The Korean Military 

Balance and Prospects for Hostilities on the Peninsula’가 바로 그것

이다. CIA는 이 보고서를 통해 ‘당시 북한 전체 지상군 병력(76만 명)의 

33) 국방부, 『2018 국방백서』 (2016), 2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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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에 해당하는 약 55만 명의 한국 육군 병력이 비무장지대에서 80km 

이내에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다.34) 그렇지만 한국 국방부가 1988년 발

간한 『1988 국방백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 육군의 총병력이 55만 명이었

다.35) 즉, CIA의 1987년 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한

국 육군 병력의 상당한 정도가 비무장지대에 매우 근접 배치돼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군사력만 전진 배치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군사력 

역시 전전 배치돼 있으며, 이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한반도, 특히 비무장지대 인근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밀집 배치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적대관계

에 있는 양측의 과도한 군사력 배치는 상호 간에 발생한 우발적 무력 충돌

이 어렵지 않게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

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조적으로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공

통적으로 ‘상대방의 위협에 따른 대응’이라고 주장하며 비무장지대 인근에 

과도하게 밀집시켜 놓은 군사력 배치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 간 우발적 무력 충돌 및 전면전 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34)   CIA, ‘The Korean Military Balance and Prospects for Hostilities on the Peninsula’ (1987), p. 

9. 이 보고서는 2010년 비밀에서 해제돼 일반에 공개됐다.

35) 국방부, 『1988 국방백서』 (1988),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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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 이남 지역의 경기도 지역을 방

어하는 제3야전군사령부와 강원도 지역을 방어하는 제1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2019년 1월 1일부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또한 제3야전군

사령부 예하의 5개 육군 군단과 제1야전군사령부 예하의 3개 육군 군단 등 

총 8개의 육군 군단을 5개의 지역 군단과 1개의 기동 군단으로 재편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이 비무장지대 이남 지역의 군사력 배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비무장지대 이남 지역을 담당하는 현재의 소위 ‘전방 군단(1군단, 5군단, 2

군단, 3군단, 8군단)’이 ‘지역 군단’으로 변화한 채 5개가 그대로 유지될 것

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즉, 한국의 국방개혁에 따라 추진되는 군 구조 변

화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는 군

사력 배치의 변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군사력 배치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다

양하게 모색돼 왔다. 한용섭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0km, 남쪽으로 

20km의 제한지대를 설정하고, 북한의 전방병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

한 바 있다.36) 또한 이달곤은 「정전협정」의 성실한 준수, 비무장지대의 폭 

확대, 주요 전투부대를 비무장지대에서 후방으로 격리, 공군 및 해군의 배

치 제한 및 활동 규제방안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37)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

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막대한 비용 소요 및 검증 능력 부족으로 

남북한 간의 갈등과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 등 여러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

36)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박영사, 2005), 423~432쪽.

37) 이달곤, 『협상론』 (파주: 법문사, 2007), 464~4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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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된다. 특히, 평양보다 서울 등 남한의 수도권이 휴전선에서 더 가깝

다는 지리적 비대칭성은 북한이 한반도 서부지역에서의 군사력 배치 변화

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38)

지금까지 지속돼 온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양측의 군

사력 배치 변화는 등가적·동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로를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어느 일방에게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력 구성 측면에서 북한이 남한을 양적

으로 압도하고, 남한이 북한을 질적으로 압도하는 이른바 ‘비대칭적 균형’ 

상황은 상호 간 안보 위협을 등가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출하기 어렵

게 하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비무장지대를 기준으로 상호 과도

하게 밀집해 대치하고 있는 각 급 군부대의 병력과 장비, 화기 등을 일정하

게 후방 지역으로 철수시키는 작업은 후방 지역에 이미 배치돼 있는 다른 

군부대의 변화와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력 배치를 포함한 남북한 각

각의 전반적인 군사정책 변화 속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비무장지대를 기준으로 과도하게 밀집된 남북한의 공세적 군사력을 후

방으로 배치하는 변화는 양측 모두에게 상대방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

시간을 연장시켜주기 때문에 군사적 효용성이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미 한반도에 비무장지대가 설치돼 있지만, 쌍방 간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비무장지대가 실질적인 완충 기능

38)   김재철, “한반도의 운용적 군비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2009), 

96~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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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난 70여 년간 남북한 

간 불신으로 인해 전방으로 추진·배치돼 요새화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밀집화된 군사력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 아

니라, 이를 검증하는 것도 용이하지가 않다. 이에 더해서 쌍방 모두 군부대

의 후방 이동배치에 따른 예산 소요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39)

그러나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남북한 간 군사력 배치 변

화의 물꼬를 튼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5~80km의 구역 내에서 

지상 및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간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자

연스럽게 남북한의 공세적 군사력이 후방 지역으로 재배치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해상과 공중에서의 남북한 

간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

지만 「9.19 군사합의」의 이행으로 지상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현저하

게 낮아졌다거나 완전히 사라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남

북한이 보유한 각종 포병 전력의 사거리가 대체로 수 십km에 이르고, 특

히 남한 다연장 로켓(MLRS)과 북한 방사포 중 일부는 사거리가 100km를 

넘나드는 장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9.19 군사합의」에 규정된 군

사분계선 5km 이내에서의 포병 사격훈련 중단에 높은 점수를 주기를 어

려운 상황이다.

39)   김재홍, “운용적 군비통제 비교 연구: 유럽, 중동, 한반도 사례를 중심으로” (경남대 대학원 정치학 박

사학위논문, 2011), 261~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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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사력의 선택적 감축

남북한 상호 간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남북한

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비병력과 일부 무기체계를 선택적으로 감축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군 상비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

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40) 북한이 여타 능력에 비해 과도한 규모의 상비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 역시 지난 70년 

동안 지속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의 상

비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남북한은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전면전 재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적 효용성이 크지 않은 구

형 무기체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먼저, 남북한의 상비병력 감축에 관해 살펴보자. 우선 북한이 과거에 8

만 명의 상비병력을 감축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

가 있다. 1953년 7월 27일 6.25전쟁이 일단락될 당시 북한은 약 27만 5천

~31만 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1955년까지 41만~42만 

명 수준으로 급속하게 병력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1956년 일방적

으로 8만 명 감군을 선언했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

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중국인민지원군이 잔류하며 북한의 안보를 일정하게 담당하고 있었

40)   장철운, “북한군 상비병력 추정치에 관한 재평가 제안”, 『현대북한연구』, 21권 3호 (2018); 정영

철, “신화와 현실: 북한 정규군 ‘100만’ 신화 비판”, 『북한연구학회보』, 20권 1호 (2015); Satoru 

Miyamoto, “Military Organization and Forces Strength of Korean People’s Army”, 『2015 

세계북한학학술대회(2015.10.13.~14) 자료집』, 1일차 (2015)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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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가능했던 조치였다.41)

이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의 상비병력 감축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

보자. 한국은 2018년 말을 기준으로 59.9만 명의 상비병력을 보유하고 있

다. 한국의 총인구를 5,000만 명으로 계산했을 때, 총인구 대비 상비병력 

비율은 1.20%이다. 그러나 한국은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이러한 상비병력 감축은 특히 육군에 집중될 

예정인데, 감축 예정 규모인 약 12만 명을 육군에서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군에서 일하는 민간인력의 비율을 현재의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하고, 현재 비전투분야에서 근무하는 상비병력이 

향후 전투분야로 전환된 이후 생겨나는 빈 자리에 민간인들을 충원할 예정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병력 감축이 이뤄지는 육군의 부대 구조를 축

소·개편하되,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해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제고

하고, 드론봇 전투체계와 워리어 플랫폼 도입 등을 추진함으로써 병력 절

감형 부대 구조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출산율 감소 등에 

따른 소위 ‘인구 절벽’ 현상으로 어쩔 수 없이 상비병력을 줄일 수밖에 없

지만,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전투력을 향상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의 상비병력 감축이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라 북한의 상비병력 

감축과 연동돼 이뤄진다면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매우 크게 기

여하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은 한국보다 훨씬 과도한 수준의 상비병력을 보

유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가 추정하는 북한의 상비병력은 2018년 말을 기

41)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1998),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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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128만 명에 달하며, 이는 북한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하는 수준이

다. 북한은 대내적인 경제 상황 및 잉여 노동력 문제 등을 감안해 그동안 

병력 확충 중심의 군사력 증강 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42) 이처

럼 과도한 상비병력의 보유·운영은 노동집약적 전력 구조를 유지하는 북

한에게 적지 않은 군사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즉, 남북한의 상비병력 감축은 상호 간의 군사적 위협 감소를 위한 조치

인 동시에 다른 이유에서도 추진돼야만 하는 조치인 것이다. 한국의 상비

병력 감축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직면한 과제이며, 북한의 상비병력 

감축은 경제발전에 긴요한 재원 마련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조치인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며 핵무력 건설로 군사비에 추가적인 재원을 들일 필요가 

없게 됐고, 이를 경제 부문에 돌려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43) 이러

한 북한의 주장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재원

만큼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의 군사비가 감축돼야 하지만, 이러한 동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기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을 선택적으로 증

강시켜 온 것으로 평가된다.44)

북한이 한국보다 월등히 많은 상비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남북한 상호 간 상비병력을 감축하는 데에는 동수보다는 동률 원칙이 적

42)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1998), 301~326쪽.

43) 『노동신문』, 2013년 4월 1일자.

44) 김동엽,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 『현대북한연구』, 18권 2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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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돼야 할 것이다. 만약 동수 원칙, 즉 동일한 규모의 상비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이 남북한에 적용된다면 상비병력 규모가 훨씬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이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률 원칙, 즉 전체 상

비병력 가운데 동일한 비율을 감축하는 방안이 남북한 상비병력 감축에 적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체계의 감축과 관련해 논

의를 해보자. 남북한의 과도한 무장은 단지 대규모 상비병력의 보유 문제

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상비병력이 많다는 것은 당연히 보유 무기체계

가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상비병력을 적게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무기체

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상비병력이 많으면서 무기체계를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최첨단 무기체계가 동원되는 

현대전의 추세를 감안해 남북한은 모두 군의 기계화를 넘어 정보화를 추구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최신형 무기체계의 도입 또는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남북한은 구형 무기체계를 쉽게 폐기하

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독자적으로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며 각종 무기체

계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북한은 1970년대 전

차, 자주포, 장갑차 등 주요 지상무기 체계와 잠수정, 고속정 등의 전투함

정을 건조하는 등 독자적인 군수산업 능력을 성장시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섰다.45)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항공기와 방공 체계 등 비교적 첨단기술

45)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59~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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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되는 무기체계는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

한은 1980년대 중반까지 전통적인 사회주의 우방국들 가운데 무기 개발에 

있어 상대적 선진국이었다고 할 수 있는 중국 및 소련으로부터 적지 않은 

신형 무기체계를 도입했다. 1980년대 중반 소련은 MiG-23 전투기와 Su-

25 공격기, SA-3 및 장거리 SA-5 지대공 미사일을 북한에 제공했고, 그 후

에는 당시 최신예 전투기였던 MiG-29를 제공하기도 했다.46)

그러나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로 인해 북한이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최신형 무기체계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대두된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됐다. 더욱이 탈냉전을 전후해 한국과 외

교 관계를 맺은 중국과 소련은 한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북한에 최신형 무

기체계 제공을 사실상 중단했다. 북한의 무기수입액은 소련의 군사원조

가 절정에 달했던 1987~1989년의 20.2억 달러에서 1992~1994년에는 

0.65억~0.7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47)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하며 독자적 군수산업의 

기반을 마련했던 한국은 최근까지 미국 등으로부터 최신형 무기체계의 도

입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 간 재래식 군비경쟁과 관련해 질적 측

면에서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특히, 남북한 재래식 

46)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1998), 190쪽.

47)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1998),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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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에서의 격차는 공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국방연구원이 

2002년을 기준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한 남북한의 공군 전력비 산

출 결과에 따르면, 남한 공군의 주요 전력이 북한의 105.6%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48) 2000년을 기준으로 남한의 공군 전력이 북한의 130% 수

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49) 지난 15~20년 동안 북한은 최신예 공군 무

기체계를 거의 도입하지 못한 반면 남한은 KF-16 및 F-15K 등을 도입하

며 공군력을 대폭 강화했다.

남북한은 여전히 막대한 구형 재래식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국제

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매년 발간

하는 ‘The Military Balance’에서 남북한을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의 보

유 무기체계를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The Military Balance 

2018’에 따르면, 북한은 비교적 최신형 전차인 천마호와 폭풍호뿐 아니

라 제2차 대전을 전후해 소련에서 개발한 T-34 전차와 T-54/T-55 전차, 

1960년대 중반 소련에서 초도 배치가 시작된 T-62 전차 등을 대량으로 보

유하고 있다.50) 한국 역시 최신형인 K2 전차 100대와 함께 1960~70년대 

미국에서 주력 전차로 이용됐던 M48 계열 전차를 800대 넘게 보유하고 

있다.51)

48) 한국국방연구원, 『2003-2004 동북아 군사력』 (2004), 507~508쪽.

49)   Bruce Bennett, “North Korea: A Changing Military Force: A Threat Now and in the 

Future”, A Conference Paper for the Council on U.S. Korean Security Studies (October 

27, 2000); 한용섭, 『국방정책론』 (서울: 박영사, 2012), 146쪽 재인용.

50)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8 (2018), p. 275.

51)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8 (2018), p.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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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보유한 주요 무기체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북한의 항공 및 반

항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가운데 가장 최신예 기종은 MiG-29 계열 전투

기이며, 북한은 이를 18대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앞서 설

명한 것처럼, 북한의 MiG-29 계열 전투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80년대 후반 소련이 제공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항공 및 반항공군

의 주력 기종은 MiG-29보다 훨씬 구세대 전투기인 MiG-17/19/21 계열

이다.52) 한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가운데 가장 많이 보유한 단일 기종은 

195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F-5 계열(174대)이며, 전폭기 중에서는 역시 

195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F-4(60대)가 결코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53)

남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구형 무기체계를 계속

해서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면전 재발 시 초반에 승기를 잡

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1회성 사용에 그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할 경우, 전쟁의 승퍠

는 초전에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상

이다. 결국, 남북한이 보유한 대량의 재래식 무기체계는 개전 초기 상대방

을 압도하기 위해 사용되겠지만,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남북한의 재래식 무

기체계는 군사적 효용성이 크게 낮은 상황이 될 것이다.

이를 감안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 정착을 공고화하기 위해 

남북한이 보유한 재래식 무기체계를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52)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8 (2018), p. 277.

53)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8 (2018), p.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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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양측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비대칭적 재래식 군사력 균형 상

황을 감안해, 일부 구형 무기체계를 시범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우선 추

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신

뢰가 구축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구축된 신뢰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동수 원칙과 동률 원칙은 남북한에 쉽게 수용되기 어렵운 측면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감축 대상을 선정한 뒤 어떠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

이 타당할지 양측이 협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중에서 서로에 대한 위협만이 되는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에 앞서 남북한이 보유한 지

대지 미사일 전력을 양적·질적 측면을 모두 감안해 비교·분석해 볼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남북한 간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의 단계적 감축

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65~500㎞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300기 이상, 사거리 

500~1,500㎞의 지대지 순항 미사일 수십 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사

거리 800㎞ 이상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500㎞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200~600기 이상, 사거리 1,300㎞ 정도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

을 90~200기 이상 배치하고 있으며, 사거리 120㎞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

을 개발·개량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전력은 양적 측면

에서 북한이 우세하다. 그렇지만 남한의 지대지 미사일은 CEP(원형공산오

차) 등 정확성 측면에서 북한의 미사일보다 우수하다. 또한 남한은 고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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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한 반면 북한은 KN-02를 제외한 모든 미사일의 

연료로 액체를 사용하고 있어 신속성과 생존성 측면에서 남한이 앞선다. 

남한은 공군력과 공대지·함대지 미사일 능력에서도 북한보다 우세해 질적 

측면에서 남한의 미사일 전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경쟁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경쟁이 단기간 내에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한은 북한의 위협을, 북한은 남한

과 미국의 위협을 강조하며 지대지 미사일 개발 및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과 미국 모두 상대방이 자신에 미치는 위협만을 강조

하며 상대방에 대한 위협을 줄이거나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는다. 즉, 상대

방의 입장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것이다. 

이 같은 경쟁 양상이 지속되면 결국 안보 딜레마로 이어져 서로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어느 일방이 선제적 결

단과 행동을 통해 상대방의 상응한 조치를 끌어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경쟁이 갖는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양측이 함께 서로에 대한 지대지 미사일 위협을 동시에 줄

여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의 감축 및 폐기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은 구체적으

로 남한의 ATACMS 및 그 개량형, 현무, 현무Ⅱ-A/B 미사일과 북한의 스

커드-B 모방형 및 스커드-C 유사형, KN-02 미사일을 지칭한다. 남북한이 

보유한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 이하로 제한돼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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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외의 국가에는 거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잘 아는 미국

과 일본, 중국 등은 남북한의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 문제 해결에 별다

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즉, 남북한의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위협은 남북

한 스스로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남북한은 그동안 이뤄진 많은 양자 회담과 다자 대화에서 이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남북한 사이의 대화에서 단거리 지대지 미사

일 문제가 논의되지 못한 이유는 군사 문제에 관한 양측 입장 차이 때문이

다. 남한은 군사적 신뢰구축을 우선적으로 협의·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군축을 앞세운다. 그러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은 반드시 

선후관계에 위치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신뢰가 구축돼야만 군축이 가

능하다’는 주장과 ‘군축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 모두 일견 

타당하다.

여기에서 과거 미국과 소련 사이에 진행된 여러 군축 협상이 주는 교훈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소는 적대적 대결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회담과 접촉을 통해 구축한 신뢰를 바탕으로 군사 문제 해결을 위

한 협상을 추진했다. 또한 미-소는 군사 부문에서의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

에서 구축된 신뢰에 기반해 추가적인 군사 분야의 협상을 벌여 상당한 성

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양국은 자신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상대

방의 군사력을 감축하기 위해 자신의 군사력 일부를 포기하는 ‘실용적 태

도’로 협상에 참여했다. 이는 양측이 다양하게 전개한 핵전력 감축 관련 회

담과 이를 통해 합의한 협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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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도 미-소의 이 같은 태도에서 교훈을 찾아 자신에 위협이 되는 상

대방의 군사력을 감축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군

사적 대치가 7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남북한의 군사력은 재래식 전력만으

로도 이미 과도한 수준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

해 남북한은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한은 군사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보다 진취적으로 

임해야 한다. 남북한이 비교적 대등하게 보유한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

일 폐기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상징적인 수준에서라도 합의한다면 이것

이 남북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할 것이다.

4   군사력 증강 일부 제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ㄷ목 및 ㄹ목에 따

르면,54) 남북한은 모두 외부로부터 군인과 장비를 반입할 수 없다. 그렇지

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계속해

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군사적으로 대치해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

한이 1956년 일방적인 8만 명 감군을 발표한 적이 있고, 한국이 2022년까

지 상비병력을 12만 명 감축할 예정이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남북한에서 

재래식 군사력이 지속적으로 증가돼 온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남북

한은 모두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54)   ㄷ.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 (후략) ㄹ.한국 경외로부터 증

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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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공시적으로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른

바 ‘안보 딜레마’ 상황이 지속돼 온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

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남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방법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북한 간 안보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

느 일방이 군사력 증강을 먼저 멈추고, 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다른 일

방이 군사력 증강을 멈추는 것이지만 그동안의 치열하게 전개됐던 남북한

의 군비증강 역사를 감안한다면 양측 가운데 어느 일방이 선의에 따라 군

비 증강을 먼저 멈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남북한이 상호 협의하에 군사력 증강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병력과 주요 장비를 투명하게 

공개한 뒤 더 이상 병력과 주요 장비를 증강시키지 않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CFE(유럽재래식전력감축) 조약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소위 

‘5대 공격용 무기체계’로 인식되고 있는 전차, 장갑차, 포, 공격용 헬기, 전

투기 등을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증강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주요 

무기체계의 증강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각종 훈련 등에 따

른 사고와 고장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이 발생한 만

큼만 증강해야 한다. 병력 역시 남북한 상호 간에 심각한 위협으로 분류되

는 북한의 특수작전부대, 한국의 특수전사령부 및 해병대 병력을 현재 수

준에서 동결하고 더 이상 증강하지 않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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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증강의 일부 제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남북한 

간의 재래식 군사력 균형이 비대칭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주지하듯

이, 남북한 간 재래식 군사력은 한국의 질적 우세와 북한의 양적 우세가 비

대칭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제력에서 월등하게 앞서는 한

국은 첨단 재래식 전력 도입을 제한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

능성이 있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첨단 재래식 전력 도입은 재래식 군사

력 측면에서 북한의 양적 우세에 대해 한국이 질적 우세를 유지하고 그 격

차를 확대하며 대응해 온 방식이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자신들이 앞서

는 양적 우세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군사력 증강 제한 방안, 즉 병력 상한선 

설정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

남북한 간에만 상호 위협이 되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새롭게 개발하

거나 개량하는 작업을 멈추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남북한은 이미 상대방에게만 위협이 되는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

일을 과도한 수준으로 보유·운용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사이의 지대지 미

사일 경쟁은 2000년대 중반부터 서로를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 전

력을 경쟁적으로 강화하는 양상으로 전개돼 왔다. 남한은 현재 보유한 지

대지 미사일 가운데 현무와 ATACMS 계열의 미사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2000년대 중반부터 급속하게 확충했다. 남한이 이처럼 지대지 미사일 전

력을 확충한 이유는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강화이다.

북한도 2000년대 중반부터 기존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

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 않던 사거리 100~120㎞의 KN-02 지대지 탄

도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1960~70년대 도입해 구형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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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G 계열의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KN-02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한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ATACMS(사거리 165㎞) 및 현무

(사거리 180㎞) 미사일에 대칭되는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

이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KN-02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스커

드 계열 및 노동 미사일보다 신속한 발사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생존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된 

구체적 조치가 상호 협의하에 이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남북한

이 상호 위협을 감소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

히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재래식 군사력과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 전

력의 증강을 상호 제한하기 위한 논의를 남북한이 시작하고, 여기에서 성

과를 거둔다면 상호 위협 감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매우 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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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기 유럽에서는 동서 양 진영이 군비경쟁을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상

호 위협을 감소하기 위한 논의를 병행해서 진행했다. 특히, 유럽안보협력

회의(CSCE) 내에서 진행된 유럽재래식전력감축협상(CFE)은 「CFE Ⅰ」 조

약과 「CFE-1A」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유럽 국가들이 재래식 군사력에 기

인하는 상호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제4차 중동전쟁을 치른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시나이-Ⅰ 협정」을 이행함으로써 시나이 반도에서 상호 군사

력을 이격할 수 있었으며, 「시나이-Ⅱ 협정」의 이행을 통해 상호 간 군사

적 위협을 감소시켰다. 국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로 상호 불신이 깊었던 

중국과 소련(러시아)은 상호 간 정치적 관계의 개선에 따라 국경문제를 해

결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상하이협정」과 「모스크바협

정」을 체결·이행하는 등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에까지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결론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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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감안해 먼저 남북한 간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 방안에 관해 살펴봤

다. 남북한 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전체제

를 제대로 복원하고 이를 실제로 실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

에서 기존에 유명무실화됐던 정전체제를 복원·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

수 포함돼 있는 「9.19 군사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남북한 및 유엔사 3자 협의체는 비록 제

한된 문제를 다루기는 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해를 증진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가 개선·발

전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교류·협력 확대는 평화에 대한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호 위협 감소 방안에 관해 살펴봤다. 「9.19 군사합의」에 따

라 시범적으로 이뤄진 비무장지대 내 GP 각 11개소 철수는 상호 기습공

격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추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2018년 

들어 한반도 정세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유

예 조치, 북한의 ICBM 미사일 시험 발사 및 핵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및 발사대 해체 등은 위협적 군사 행동을 

억제하고 자제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상호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 전진 배치하고 있는 군사력

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군사력 배치의 변화, 상비병력과 구형 재래식 무

기체계,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 등 군사력의 선택적 감축, 5대 공격용 

무기와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의 신형 개발 및 개량 중지 등 군사력 증

강의 일부 제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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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2017년까지만 해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제기될 정도로 군사적 긴장 수위가 매우 높았던 세계의 화약고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2018년 들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전쟁 종식을 대내외에 공약했고,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행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은 「9.19 군사합

의」를 통해 약속한 조치들을 하나씩 이행해 나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

장을 완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완전하게 해소되고, 평화가 공고

하게 정착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모색했던 남북한 간 무력

충돌 가능성 및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검토하고 할 수 있

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현시켜 나간다면 이것이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

화로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조

치를 추동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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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

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

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

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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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

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

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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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

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

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

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

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

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

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

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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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

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

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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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통신·통관(3통)을 군사적

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

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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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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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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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민 무 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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