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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ㅇ본 연구는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케리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및 한반도 관련 정책 기조를 분석,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
항을 제시하려는데 목적
1. 외교안보정책 기조
ㅇ비전: ‘강력하고, 존경받는 미국’(A Strong, Respected America)
- 다른 나라들과 협력,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 구축으로 미국의 세계
지도력 회복
ㅇ미국이 가진 힘과 도덕적 권위를 재결합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
- 외교안보정책 수단으로써 외교적 노력 강화
- 군사력은 유럽·아시아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 뒤 사용
ㅇ당면 3대 도전 과제: ①지구적 차원의 테러와의 전쟁 승리, ②핵무기·생
화학무기의 확산 중단, ③평화롭고 안정된 이라크 건설에서 시작, 세계
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촉진
ㅇ국가안보정책의 4대 원칙: ①새로운 동맹시대 착수 및 주도, ② 미 군
사력 현대화, ③군사력 이외 외교·정보체제·경제력·미국의 가치에의 호
소 활용, ④중동 석유에의 의존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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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외교안보정책 방향
ㅇ테러리즘 격퇴
- 테러리스트 색출 및 격퇴를 위한 정보 개선
- 테러리스트 자금 차단
-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 거부
- 이해 증진과 테러리스트 충원 방지를 위한 對민간외교 강화
ㅇ테러리스트들의 대량살상무기 확보 방지
- 모든 수단을 통해 미국을 방어
- 현존 핵무기 및 핵 물질의 통제
- 핵무기 제조 신핵물질의 생산 중단
- 북한, 이란 및 여타 국가의 핵 프로그램 폐쇄를 위한 국제적 노력
주도
ㅇ민주주의, 평화 및 안보의 촉진
- 이라크 평화와 정치·경제적 재건을 위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과 협력체제 구축
- 고위급 국제대표로서 국제고등판무관 신설
- 중국이 국제무역, 비확산 및 인권기준을 지키도록 對중국 개입정책
추구
- 일본과의 강력한 관계 유지 및 진전된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길 모색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와 공정한 자유무역질서 구축
을 위한 공세적 통상정책 추진 및 국제 기후협약에 미국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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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군사력의 강화
- 21세기형 군사력 추구
- 현역군병력 증원
- 특수부대 능력 배가
- 최첨단장비 구축
- 주방위군 효율적 사용
3. 한반도정책 기조
ㅇ한·미관계는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역사적인 동맹으로 중요, 양국 관계
회복 강조
ㅇ북한에 대한 개입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며, 신중하고 전략적이
며 확고하게 북한에 개입
4. 한반도정책 방향
<한·미관계>
ㅇ부시 행정부의 동맹국 경시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한·미관계에서
동맹관계의 회복 필요성을 우선 중요시 할 것으로 예상
-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 추진
- 그러나 민주당 집권 시에도 한·미 양국의 국내정세, 양자 관계에서
의 변화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
ㅇ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주둔전력 약화 방지 및 미군의 안전을 고려
하여 신중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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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둔미군 감축 추진 경우, 이라크 다음으로 한반도와 유럽이 대상
- 주한 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는 예정대로 추진
- 주한 미군의 전반적인 감축문제는 한국과 협의 예상
<대북정책>
ㅇ북한에 대한 기본 인식은 부시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이를 중지시키기는 것이 매
우 중요
- 케리 후보는 김정일 위원장을 “독재자”로 지칭하고, 북한에 대해 환
상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언급
ㅇ민주당이 집권하면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양자 협상을 시작
- 양자 협상은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속에서 병행
추진
- 핵문제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재래식 군사력, 인권문제, 정전협정
대체 문제, 통일 문제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제 협의
ㅇ북한 핵 프로그램은 “엄격한 검증과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
로 폐기”하도록 포괄적 합의를 강조
- 북핵 문제의 최종 해결 목표는 부시 행정부와 동일
ㅇ민주당 집권 시, 전반적인 대북관계의 기본적인 틀은 과거 클린턴 행정
부가 추진했던 페리 프로세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 가능
- 북핵의 완전 폐기에 대응하는 정치적·경제적 조치를 담은 협상안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방식으로 단계적 이행을 추진
ㅇ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한다면 대북 경제 봉쇄 등 강제적인 조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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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적 고려사항
ㅇ케리 후보가 집권할 경우, 현실주의 노선 기반위에서도 동맹관계 회복,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국제주의적 입장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한·미관계의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사전에 준비
- 6자회담과 북·미 양자회담 병행 추진에 대한 우리의 정책 대안 강구
ㅇ미국에서 공화당 정권의 지속 또는 민주당의 집권 여부와는 무관하게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미 정책협의는 일관성을 유지
ㅇ민주·공화 어느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한·미 관계는 북한 핵위협
에 대한 인식 공유 여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속될 것이므로, 한·미 양
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 핵개발 의도에 대한 현실적 평가를 공유
ㅇ대북정책에 관한 한·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북한체제를 국제사회에 안
착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보다
구체화
ㅇ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 미 의회와 정책서클 등으로부터 초당적 지지
를 끌어내기 위해 합법적인 로비를 적극 활용하고, 언론‧학계‧기업체
등 민간 인사들에 대해서도 북핵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홍보
ㅇ대미 접근은 공화당 및 민주당의 어느 특정 후보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전반적인 한·미관계의 미래 발전 측면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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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ㅇ2004년 7월 26～29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2004년 11월 2일 실시될 예
정인 미국 제4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민주당의 정·부통령 후보를 선
출하는 전당 대회가 열렸음.
ㅇ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케리(John F. Kerry) 메사추세츠주 연방 상원의원
이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가운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음.
- 7월 6일 케리 후보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노스케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 에드워즈(John Edwards)도 부통령 후보로 확정됨.
ㅇ동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더 강한 미국”(A Stronger America)을 기
치로 내세운 가운데 ｢국내에서 강하고 해외에서 존경받는 미국｣(“Strong at
Home, Respected in the World”)이란 제목의 정강(政綱)1)을 발표하였음.
ㅇ본 보고서는 미국 민주당 2004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케리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외교안보정책 및 한반도 관련 정책
기조를 정강, 정책계획서,2) 연설문 등을 통해 분석하고,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1) 2004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Committee, Strong at Home, Respected in
the World, The Democratic Platform for America, July 2004. http://www.democrats.org.
2) John Kerry and John Edwards, Our Plan for America: Strong at Home, Respected
in the World (August 2004). http://www.johnkerry.com/pdf/our_plan_for_americ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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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케리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1. 외교안보정책 기조
<비전>
ㅇ2004 민주당 정강은 ‘강력하고, 존경받는 미국’(A Strong, Respected
America)을 외교안보정책의 비전으로 내세움.
- 세계에서 미국만이 ‘다양한 믿음을 가진 자유로운 인민이 평화롭게
스스로 통치한다.’는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탄생했음.
- 과거 미국은 동맹국 및 우방과의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강력한
동맹을 만드는 데 지도력을 발휘함.
-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세계를 경시하고 일방주의적인 정책을 취함
으로써 미국의 세계 지도력을 손상시킴.
ㅇ미국은 미국만의 자유, 민주주의, 평화와 안보가 아닌, 세계의 자유, 민
주주의, 평화와 안보를 지향함. 이를 위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귀 기울이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을 구축
함으로써 미국의 세계 지도력을 회복해야 함.3)
- 미국이 가진 힘과 도덕적 권위를 재결합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4)
- 외교안보정책 수단으로써 외교적 노력 강화
- 군사력은 유럽·아시아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 뒤 사용

3) John Kerry, “If I were President - Addressing the Democratic Deficit,” Foreign
Policy (March/April 2003).
4) Samuel R. Berger, “Foreign Policy for a Democratic President,” Foreign Affairs,
Vol 83, No. 3 (May/June 2004), pp. 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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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
ㅇ변하지 않는 최우선 목표는 ①미국 국민과 미국 생활방식의 보호, ②보
다 안전하고, 보다 평화롭고, 보다 번영하며, 보다 민주적인 세계의 구
축임.
ㅇ당면한 3대 도전 과제는 ①지구적 차원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②핵무기·생화학무기의 확산을 중단시키는 것, ③평화롭고 안정된
이라크 건설에서 시작하여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촉진시키는 것임.5)
<국가안보정책의 4대 원칙>
ㅇ상기 3대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미국 국가안보정책의 4대
지침은 다음과 같음.6)
- 脫 9·11 세계를 위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착수하고 주도
-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미국 군사력의 현대화
- 군사력 이외 외교·정보체제·경제력·미국의 가치와 이상에의 호소를
활용
- 미국의 장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중동 석유에의 의존 종식

5) 이에 덧붙여 Our Plan for America: Strong at Home, Respected in the World
(August 2004)를 요약 소개하는 케리 후보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johnkerry.com/plan)에서는 중동 석유에의 의존 종식을 포함하여 4대 도전과제라
고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동 책자의 본 내용에서는 3대 도전과제라고 제시하고
있음.
6) John Kerry, “Security and Strength for a New World,” Seattle, Washington,
May 27, 2004. http://www.johnkerry.com/pressroom/speeches/spc_2004_0527.html;
2004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Committee, Strong at Home, Respected
in the World,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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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외교안보정책 방향
가. 테러리즘 격퇴
ㅇ테러리스트 격퇴로부터 테러의 근본 원인 제거에 이르기까지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구사
- 모든 전선에서 미국의 단호함과 국제적 협력을 결합
<테러리스트 색출 및 격퇴를 위한 정보 개선>
ㅇ테러리스트들을 색출하고 괴멸시키는 능력의 향상을 위해 군대의 훈련
과 장비를 강화
ㅇ더 나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제공을 위해 보다 강력한 국제연대를 형
성하여 정보 및 법 집행 능력을 강화, 국내 정보 체제 및 능력의 개선
- 국제적 反테러 어젠다 구축을 위한 세계지도자 정상회의 추진
- 테러와의 전쟁에서 유엔의 역할 확대
- 정보 인력 및 예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각료급 국가정보국장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창설
<테러리스트 자금 차단과 은신처 거부>
ㅇ테러리스트 자금 이동을 차단, 돈 세탁에 관여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거
부하지 못하는 국가 또는 은행에 대한 강력한 금융 제재
- 테러 자금줄을 고발하고 망신시키는(“name and shame”) 캠페인 착
수와 이에 호응하지 않는 국가·정부·은행·개인들을 미국 금융제도로
부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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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아프가니스탄과 여타 국가들이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가 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지원을 강화
- 아프가니스탄 카불 외부로 NATO 군사력 확대
<이해 증진과 테러리스트 충원방지를 위한 對민간외교(public diplomacy)
강화>
ㅇ장기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관용의 문
화 확산이 필요
- 아랍 및 이슬람 지역에 민중으로부터의 민주 문화가 구축되도록 인
권단체·독립 언론·노동조합을 지원
- 억압정권에 대항하는 민주세력 지지와 민주화 정권에 보상
나. 테러리스트들의 대량살상무기 확보 방지
ㅇ미국의 최대 안보위협은 테러리스트들이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할 가능
성이며, 이를 방지하는 것이 제1의 안보 목표
- 이러한 위협의 봉쇄를 위해서는 동맹·우방·제휴국가들의 더 큰 협력
과 참여를 유발하고, 문제국가들이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고 무기프
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고도의 지도력이 필요
<모든 수단을 통해 미국을 방어>
ㅇ비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 가능성에 대비,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추진
- 공격이 임박하면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
고, 공격이 발생하면 압도적이며 파괴적인 힘으로 대응
- 그러나 대량살상무기와 생산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기 예방
행동을 위한 국제적 협력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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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핵무기 및 핵 물질의 통제>
ㅇ현존 핵무기 및 핵무기 제조 원료를 통제하고, 현존 핵무기 감축을 위
해 미국의 핵무기 개발 중단 및 미·러 간 핵무기 감축협상을 가속화
- 옛 소련의 핵무기 생산 물질의 안전화 조치를 4년 내 완료
<핵무기 제조 신핵물질의 생산 중단>
ㅇ핵무기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핵물질(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금지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
ㅇ여러 나라의 연구원자로 및 시설에 있는 취약한 고농축우라늄 재고를
4년 이내에 없애기 위한 국제적 조치를 추진
<북한, 이란 및 여타 국가의 핵 프로그램 폐쇄를 위한 국제적 노력 주도>
ㅇ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고, 이란 등지의 핵무기 개발을 방지
- 북한은 과거 탄도미사일과 기술을 팔았으며, 국제사회와 테러리스트
들에게 가장 높은 가격에 팔 것이라고 공언
- 북한은 6～9개의 핵무기 제조에 충분한 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
ㅇ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과 함께 포괄적 합의를 협상하기 위한
북·미 직접대화 추진
- 북한과의 합의는 엄격한 검증과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제거
ㅇ평화적인 민수용 핵전력 프로그램을 위장한 핵무기 능력 개발을 허용
하지 않도록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강화

- 6 -

- 조약의 집행·검증의 강화, 엄격한 사찰 의정서를 의무화
- 수출통제 강화, 위반 시 징벌의 강화, 법 집행 및 정보공유 강화 추진
다. 민주주의, 평화 및 안보의 촉진
ㅇ민주주의·인권·법치의 촉진은 장기적인 안보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비
정부기구 등과 협력
- 이라크로부터 시작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세력으로서 미국의 신뢰를
회복
<이라크 평화 재건>
ㅇ부시 행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인명 및
비용 손실과 함께 미국의 국가 위상을 추락
- 유엔의 무기사찰과정을 경시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서
둘러 전쟁 시작
- 그러나 케리 후보는 사담 후세인 정권교체에는 찬성
ㅇ이라크가 테러리스트의 소굴이 되고 중동지역의 파괴세력이 되지 않도
록, 정치·군사적으로 동맹국 및 유엔 등 국제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확대
- 이라크 사태를 방치할 경우 중동 전체에 종교적·인종적 갈등 심화
ㅇ이라크 재건사업은 성공해야 하며, 이라크의 정치·경제적 재건을 위해
미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과 협력체
제 구축
-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과 책임을 공유하고, NATO의 역할 확대 및
추가 군사력 파견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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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정부와 함께 일할 고위급 국제대표로서 국제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신설
ㅇ케리 후보는 당선될 경우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3가지 조
건을 설정할 것이라고 언급7)
-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조건으로 이라크 내 안전상황, 안전유지 전
망, 이라크를 방어하기 위한 이라크 치안군 능력에 대한 평가 등을
제시
- 이 세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이라크가 실패한 국가가 되지 않도록
미국이 계속 개입해야 함을 강조
<중·일과의 관계>
ㅇ중국이 국제무역, 비확산 및 인권 기준을 지키도록 對중국 개입정책을
한층 더 추구
- “하나의 중국” 정책 견지 및 타이완 국민들의 이익과 일치되도록 양
안 관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속 지지
ㅇ일본과의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진전된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길
을 모색
<국제 통상 및 환경정책>
ㅇ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와 공정한 자유무역질서 구축을
위한 공세적 통상정책 추진
ㅇ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 기후협약에 미국이 참가하고 미국에 의
한 수은 방출을 감축
7) Interview with Wall Street Journal, July 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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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군사력의 강화
ㅇ미국의 군사력이 최강이지만, 21세기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여 더 강
하고, 더 신속하고, 더 잘 무장된 군사력을 추구
<현역군병력의 증원>
ㅇ이라크 전쟁에 따른 군인들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현역군
인 4만 명을 추가로 증원
- 이라크 내 병력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배치 유지·다른 지역
에서의 갈등 예방을 위한 병력 증원
<특수부대 능력 배가>
ㅇ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적도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는 새로운
부대(“New Total Force”)를 창설
- 또한 반테러작전·정찰임무·정보수집 등을 수행하는 특수부대 능력을
배가하고, 민사 요원을 증가
ㅇ전쟁 시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치명적 기술 개발을 추진
하며 대량살상무기 발견·폐지를 위한 反확산부대를 창설
<최첨단장비 구축>
ㅇ21세기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21세기의 기술을 사용한 최첨단 장비
로 군사력 구비
<본토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주방위군 효율적 사용>
ㅇ주 방위군의 최우선 임무가 본토 방위임을 확고히 하고, 연방·주 정부
공동으로 본토방위전략 태스크포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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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반도정책 방향
1. 한반도정책 기조
ㅇ케리 후보 진영은 부시 대통령이 동맹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
주의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비난하고, 집권 시에는 동맹국과의 관계회복
을 강조하고 있음.
- 한·미관계는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역사적인 동맹으로 중요
ㅇ케리 후보는 부시 행정부가 미·북 대화를 중단시키고 핵 공갈위협 아래
에서의 대화를 거부하였으나, 북한의 노련한 극단전술에 따라 입장을
바꾸었으며, 결국 독재자 김정일을 운전석에 앉게 하였다고 비판함.8)
- 부시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군사력, 협상 및 제재를 테이블에서 제외
함으로써 스스로의 행동을 제약시켰으며, 뒤늦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하여 지역의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다자방식의 행동을 취하고 있음.
ㅇ미국은 신중하고 전략적이며 확고하게 북한에 개입(engage)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개입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다는 입장임.
ㅇ다자회담을 지속하되, 미·북 직접협상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미국과 동맹국의 모든 관심사를 해결하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함.
- 핵문제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재래식 군사력, 인권문제, 정전협정
대체 문제, 통일 문제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제 협의

8) John Kerry, “If I were President - Addressing the Democratic Deficit,” Foreign
Policy (March/Apri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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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정책 방향
가. 한·미관계
ㅇ부시 행정부의 동맹국 경시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 따라 민주당이 집
권할 경우, 한·미관계에서 동맹관계의 회복 필요성을 우선 중요시 할
것으로 예상됨.
-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 추진
ㅇ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군재배치 계획과 관련, 케리 후보의 기
본입장은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주둔전력 약화 방지 및 미군의 안
전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것임.
ㅇ그러나 현재 한·미간에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재배치,
용산 등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회의
의 기본 구상이 전면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낮음.
ㅇ케리 후보는 그의 구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해외주둔미군의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라크 다음으로 한반도와 유럽을
지적하고 있음.
- 주한 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는 예정대로 추진
- 주한 미군의 전반적인 감축문제는 한국과 협의 예상
ㅇ부시 대통령 정부 아래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간의 정책적 갈
등이 있어왔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집권 시에 대북정책과 관련, 한
국과의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적 합의를 이루는 데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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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북정책
ㅇ북한은 과거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해외에 판매해 왔고, 세계와 테러
리스트들을 향해 자신들이 상업적으로 판매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
으며, 핵무기 6～9개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추가로 생산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
- 북한이 제3국 및 테러집단에 핵무기 확산의 가능성이 있는 세계최
초의 핵판매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
ㅇ또한 북한이 이미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대량살
상무기와 같은 비재래식 무기의 공격 가능성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10)
ㅇ케리 후보는 김정일 위원장을 “독재자”(despot)로 지칭하고 있고, 북한
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점
에서 북한을 보는 기본 인식은 부시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케리 후보가 사담 후세인 정권의 교체에 찬성했음을 유의
ㅇ북핵 문제와 관련, 민주당 정강과 정책계획서는 부시 행정부의 CVID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엄격한 검증과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도록 포괄적 합의를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함으
로써 결국 북핵 문제의 최종 해결 목표는 부시 행정부와 유사함.
- 민주당의 목표도 북핵의 동결이 아니라 폐기(dismantlement)임을 강조
9) 페리 前국방장관 인터뷰, ｢한겨레신문｣, 2004. 7. 29.
10) John Kerry and John Edwards, Our Plan for America: Strong at Home,
Respected in the World (August 2004). http://www.johnkerry.com/pdf/our_
plan_for_americ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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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등한시 하였고 진지
한 협상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북핵 문제를 악화시켜왔다고 비판해 왔
는바, 민주당이 집권하면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진지하게 재검
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우선 북한과의 양자 협상을 시작할 것임.
-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6자회담을 지속하면서 북·미 협상도 병행 추진
- 북·미 직접협상은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
ㅇ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국제사회 참
여를 포함하여 양자관계의 정상화를 향한 고위급 정치대화, 경제제재
해제 등 정치·경제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임.
- 그러나 민주당의 집권 경우에도 미국이 북한에게 줄 상응조치가 무
조건 크지는 않을 것이며, 다른 관련국들에게도 경제지원 등 책임
분담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
ㅇ민주당이 집권하면 전반적인 대북관계의 기본적인 틀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했던 페리 프로세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음.
- 페리보고서의 핵심은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호응하면 미국은 대북수교를 포함한 관계정
상화를 추진
ㅇ따라서 민주당 집권 시 북핵의 완전 폐기에 대응하는 정치·경제적 조치
를 담은 협상안을 제시하고, 상호주의적이며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식
의 합의를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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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케리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의제들의 포괄적 합의를 이루기
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포괄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도 우선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해결을 중
시할 것으로 예상
ㅇ만약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비롯하여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
면 미국은 부시 행정부 아래에서 추진된 확산방지구상(PSI)의 강화 또
는 유사한 방식의 활용, 군사력 배치 강화, 경제봉쇄 등의 대북 압력
및 제재조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미국의 압박조치는 외교적·경제적 조치 등 미국이 모든 선의
의 조치를 추진했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 위에서 추진

Ⅳ. 정책적 고려사항
ㅇ케리 후보는 집권할 경우, 현실주의 노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동맹관
계의 회복,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등 부시 행정부의 일방
주의적 노선보다는 국제주의적 입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한·미관계의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사전에 준비함.
ㅇ케리 후보는 6자회담을 지속하되 북·미 양자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이 명백하므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6자회담과 북·미 양자회담 병행
추진에 대한 우리의 정책 대안이 강구되어야 함.
ㅇ북한 체제나 김정일 위원장을 보는 인식, 북핵 개발의 위험성 및 해결
필요성에 관해서는 부시 대통령과 케리 대통령 후보의 견해가 별 차이
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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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미국에서 공화당 정권의 지속 또는 민주당의 집권 여부와는
무관하게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미 정책협의는 일관성을 유지
할 필요가 있음.
ㅇ공화·민주 어느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한·미 관계는 북한 핵위협
에 대한 인식 공유 여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속될 것이므로,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 핵개발 의도에 대한 현실적 평가를
공유해야 함.
ㅇ따라서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북한체제를 국제사
회에 안착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적인 청사진
을 보다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음.
- 페리 보고서를 현 남북관계와 미국의 입장, 우리의 정책 구상 등에
맞게 보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ㅇ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 미 의회와 정책서클의 초당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합법적인 로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언
론‧학계‧기업체 등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도 북핵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ㅇ결론적으로 우리의 대미 접근은 공화당의 현 부시 대통령이나 민주당
의 케리 후보 중 어느 특정 후보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한·미관계의 미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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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케리 후보의 배경 및 이력11) 과 주요 외교안보정책 참모
1. 출신 배경
ㅇ이름: John Forbes Kerry
ㅇ생년월일: 1943년 12월 11일(토)
ㅇ출생지: 콜로라도주 오로라(덴버 외곽)
ㅇ부모: (부) Richard John Kerry(국무부 외교관)
(모) Rosemary Forbes Kerry(걸스카웃 지도자)
ㅇ결혼: 1970년 줄리아 톤(Julia Thorne)과 결혼, 1988년 이혼
1995년 테레사 하인츠(Teresa Heinz)와 재혼
ㅇ자녀: 2녀(Alexandra Forbes Kerry, Vanessa Bradford Kerry)
3명의 의붓아들(John Heinz Jr., André Heinz, Christopher Heinz)
ㅇ종교: 가톨릭(Roman Catholic)
ㅇ가계(家系):
- 케리 후보의 할아버지 Frederick A. Kerry(원이름 Fritz Kohn)는 오
스트리아헝가리(現 체크공화국) 출신이며 할머니 Ida Loewe는 헝
가리 출신으로 결혼 후 1905년 5월 18일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11) 이 부분은 http://en.wikipedia.org/wiki/John_F._Kerry를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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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콘 가정은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는 유대인 가정이었으나, 미국
으로 이주하면서 자녀들을 가톨릭 방식으로 키웠음.
- 케리 후보의 아버지 Richard John Kerry는 1937년 예일대 졸업 후
1940년 하버드법대에서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육군 항공대에 들어감.
그 후 외교업무 분야에 종사하여 국무부 유엔국 변호사로 일했으며,
1941년 1월 알라바마 몽고메리에서 부유한 Forbes家의 Rosemary
Forbes와 결혼함.
- 케리 후보의 외할아버지 James Grant Forbes는 중국 상해 태생으로
국제사업가 및 변호사로 활동하였음. 그의 외할머니 Margaret Tyndal
Winthrop는 메사추세츠 보스턴에서 자랐으며, 그녀의 가계에는 메인
주 지사, 메사추세츠만 식민지의 첫 지사 등이 있음. 또한 전 대통
령들인 Franklin Roosevelt, Calvin Coolidge, George H.W. Bush 및
현 George W. Bush 대통령 등과도 가계로 연결됨.
2. 이 력
<학력>
ㅇ1962

St. Paul’s School 졸업 (현 FBI 국장 Robert S. Mueller Ⅲ
와 동기동창)

※ 어린 시절을 유럽에서 보내고, 부친의 베를린 근무 시절 스위스 기숙
학교에 다님.
ㅇ1962～66

예일대학교 정치학 전공 (정치학 학사)

※ 재학 중 1965년 ‘해골과 뼈’(the Skull and Bones) 클럽 가입
※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도 동 클럽 회원이었음.
ㅇ1973～76

보스턴대학 법학전문대학원(Boston College Law School),
JD, 변호사 자격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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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운동·정치경력>
ㅇ1962

민주당 Edward Kennedy의 상원의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동년 8월 26일 John F. Kennedy 대통령을 처음 만남.

ㅇ1971

‘전쟁반대 베트남전참전용사회’(Vietnam Veterans Against
the War) 대변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증언(1971)

ㅇ1972

민주당 하원의원 후보 예비선거 출마, 실패

ㅇ1977～79

메사추세츠주 미들섹스카운티 검사(assistant district attorney)

ㅇ1979

변호사 개업

ㅇ1983～85

메사추세츠주 부지사(주지사: Michael Dukakis)

ㅇ1985～

연방 상원의원(4선, 2009년 1월 3일까지 임기)

ㅇ1987～89

민주당 상원선거준비위원회 위원장

<상원 위원회·소위원회 경력>
ㅇ외교위원회, 상업·과학 및 교통위원회, 재정위원회
ㅇ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위원회(위원장, 2001～2003)
ㅇ해양·어업·환경소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커뮤니케이션소위원
회, 교통소위원회, 건강보호소위원회, 국제무역소위원회, 사회보장 및 가
족정책소위원회, 유럽소위원회, 서반구·평화봉사단 및 마약소위원회
<군 경력>
ㅇ해군 복무(1966～1969), 월남전 참전(은성훈장, 동성훈장, 명예전상장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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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과 취미>
ㅇ키는 6피트 4인치(194㎝)로 “Lanky Yankee”라고 불렸음. 그의 오랜 친
구들과 가족은 그를 “Johnny”라고 부름.
ㅇ프랑스어에 능통하며, 젊었을 때 가족과 스위스, 프랑스에서 시간을 보냄.
ㅇ취미는 서핑(surfing), 하키, 사냥, 베이스(bass) 연주
ㅇ“햇볕”(Sunshine)이라고 불리는 노란 카나리를 소유. 좋아하는 음식은
초콜릿칩쿠키(chocolate chip cookies). 그의 점성좌(占星座, astrological
sign)는 인마궁(人馬宮, Sagittarius).
ㅇ좋아하는 영화는 자이언트(Giant)와 카사블랑카(Casablanca). 좋아하는
책은 James Bradley의 Flags of Our Fathers와 Stephen Ambrose's의
Undaunted Courage. 2003년 예비선거캠페인 중에 Clyde Prestowitz의
Rogue Nation과 Barbara Ehrenreich의 Nickel and Dimed를 읽음.
ㅇ2003년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성공적으로 치료함.
ㅇ케리 후보는 1970년 Julia Thorne과 결혼하여 2녀(Alexandra, 1973년생;
Vanessa, 1976년생)를 두었으나, 1982년 별거하고 1988년 7월 이혼함.
그의 두 번째 부인 Teresa Simões-Ferreira Heinz는 펜실바니아주 연방
상원의원(공화당)이었던 H. John Heinz Ⅲ의 미망인이자 前유엔통역관
이었음. 그들은 1995년 5월 재혼함. 케리 후보 부인은 H. John Heinz Ⅲ
와의 사이에 3남(John Heinz Jr., André Heinz, Christopher Heinz)을 둠.
- 이 밖에 케리 후보는 남동생 1명(Cameron)과 여동생 2명(Diane,
Peggy)이 있음.
ㅇ케리 후보 부부의 재산은 약 10억 달러 정도로 평가되며, 그는 가장 부
유한 연방 상원의원임. 그는 미국의 부호 중 하나인 Forbes家로부터 최
소 4개 신탁의 수혜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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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외교안보정책 참모진12)
<전직 행정부 및 백악관 관료>
-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 전 국방장관, 페리보고서 작성자
- 그렉 크레이그(Greg Craig) 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 랜드 비어스(Rand Beers) 전 對테러 담당 특별보좌관(케리 안보보좌관)
- 수전 라이스(Susan Rice) 전 국무부 차관보(케리 안보부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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