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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냉전과 세계화. 정보화라는 세기적 조류는 우리의 살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처럼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어및게 통일문제에

1 잘 접목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다.

통일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인식아래 우선 평화 정착과 화해.협

력으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면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도록

면 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1 .통일은 남과 북의 온 민족이 평화와 안정 속에 공존공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새

역사의 창조 과업'이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단순한 재통일
. (Reunification)이 아니라, 적극적 차원의 새 통일(New Unification)

이다.

)

j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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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배경과 의미

S . 일을 왜 해야 하며, 왜 필요한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o 민족이 어떻게 분단되었고, 그 분단의 성격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지리적, 정치적 그리고 민족적 차원의 3단계

를 거치면서 고착화되고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l) 먼저 지리적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전후처리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일

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 점령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

소련은 미국이 l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1) 이상우, 7 州 사는통일J ,나남, 1993, pp.36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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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조기 항복을 예상하 다. 이에 따라 소련측은 8월 8일 급히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하고 그 이튿날부터 빠른 속도로 만주 전역에

이어 한반도에 진군하기 시작하 다. 당시 오키나와 근해에 머물고

있던 미군으로서는 소련군의 급속한 남하와 일본의 조기 항복이라는

급박한 사태 속에서 일본군으로부터 항복을 접수하고 무장 해제를

위해 연합국끼리 지역분담 지침을 확정해야 할필료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

여기서 실무작업을 맡은 미국의 본 스틸과 러스크 두 대령은 38

도전을 경계로 한 미국.소련 양국의 한반도 분할점령안을 건의하 다
출

이 안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채택, .중.소 3국의 동의를 받아

'일반명령 l호'로 맥아더사령부에 하달되었다.2)

이렇게 볼 때 우리 민족의 분단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통치와

제2차 대전 종결과정에서 나타난 강대국 정치의 산물로서 소련의 야

심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정책이 낳은 '국제형 분단'으로 일단 규정

할 수 있다.3)

남북 분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약소민족의 권익을 도외시한 강대국

들의 자의적인 전후 처리과정에서 비롯되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분

단에 대한 책임을 바깥 세계에 대해서만 물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2) 한반도 분단의 배경에 대해서는 김학준, 이용회. 조순승, 정용석 등의한국학자들, 그리고 Shannon

McCune, Arthur L. Grey Jr., Max Beloff, Leland Goodrich 등의구미학자틀에 의한연구

가대표적이다. 김학준, r한국전쟁J .박 사, 1989, pp. 4-10 참조.

3) 분단국가의 유헝화를 처를 시도한 학자는 일본 慶應大學의 神谷不二로서 그는 분단의 유형을 ( i )국

저힝분단 및내쟁형(內爭型)분단, (..)안정힝 분단 잊블안정힝 분단등으로 나누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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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자주역량이 부족하여 국권을 BBl앗겼고 이것이 국토분단의 원

인(遠團)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없으며 ,광복이후에도 정치적 대립

으로 분단을 고착화시켰기 때문이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미출

.불.소등 4대국의 점령하에 놓던 오스트리아는 좌우익 정치

세력들이 제휴하여 외세의 분단시도를 저지하고 통일국가를 유지했는

데,이는우리의 분단고착화과정과 비교해 볼때시사하는 바가크다 .

남북한 분단의 꼭은일제에 저항하던 독립운동 전개과정에서부터

나타났다. 우리민족은 3 .l운동을 기폭제로 하여적극적으로 ,항일

투쟁을 벌 으며, 그투쟁무대는 국내와 미국, 소련및중국으로 나

뉘었다. 특히 이념적으로는 부르조아 민족주의에서부터 프롤레타리

아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처

럼이념적 .지역적 분열로 말미암아 독립운동은 통합성을 유지할 수

없었을 뿐만아니라, 해방이후 정치적 분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4)

남북의 정치적 분단에 관하여는 정부수립 시기의 선후문제만을 놓

고 그 책임과 정통성의 시비를 잘못가리는 예가있다. 그러나 소련.

의치한 계획과 지원아래 북한지역에 공산정권이 먼저수립되었다

는것은정치적 분단의 전개과정을 잘입증해 주고있다.

즉 소련군은 대일 선전포고와 거의 동시에 북한지역에 진입.

l945년 8월 24일에는 평양에 들어오게 된다. 그들은 사전계획에

4 ) 독림운동 과정과 해방이후 우리민족의 이념적 대결에 관해서는 진덕규. '분단사회의 민족주의른', 이

촌구외. r분단과 통 그리고 민족주의J ,박사, 1984, pp. 10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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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북한지역에 공산정권을 세우는 작업을 치하게 추진하 다
.

소련군정 당국은 먼저8월27일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우익인

사중심의 '건국준비위원회 평안남도지부'를 같은수의좌우익인사로

구성하는 '인민정치위원회'로 강제개편케 하여 휘하에 예속시켰다
.

lo월 28일에는 '북조선 5도행정국'을 정식발족시킴으로써 공산정

권수립의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소련당국은 또 lo월 린일'조

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설치케 하고, 다음날 김일성을 처음대중앞

에내세우기도 하다. 그후민족주의 세력과 국내파 공산주의자들

을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l2월에는 이'분국'을 '북조선 공산당'으로

개편, 김일성이 당권을 장악하게 만들었다
燎

l946년 2월8일소련당국은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한'북조선 임

시인민위원회'를 발족시켜 ,공산체제 단독정권의 틀을마련케 하

다.본격적인 행정조직을 갖춘이같은 인민위원회의 등장으로 북한

에는사실상의 단독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5) 이러한 단독정권 출

범은그에앞선토지개혁,산업시설의 국유화, 경제계획의 추진등

을통해계획대로 추진되어 왔다. 소련은 이어북한의 단독정권수립

을위한마지막 요식절차로서 l947년 ll월 소련헌법을 모방한

헌법을 기초하고 l948년 4월이를채택케 한후,같은해9월9일

공산정권을 정식으로 출범시켰다.6)

5)오늘날 북한에서는 .북조선 인민위원피를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득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5천로
동당럭사必u ,평앙:조선로동당출판사, 1946, P.244.

6 ) 북한의 정권수림과정에 대해서는 양호민. '전체주의 1인독재체제의 확링", q한4o년J ,을유문화
사. 1988, pp. 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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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남한지역에서도 미군정당국은 l946년 2월그자문기관으

로'조선민주의원'을 구성한 후l2월에는 이를'과도입법의원'으로 개

편하 다. 이에대하여 남한지역의 좌익세력은 북의지령에 따라격

렬하게 반대하면서 l946년 lo월에 '남조선노동당'을 창당하고 군정

청의 시책에 대항하는 불법적 투쟁을 벌이기 시작하 다. 이무렵

우익의 민족진 인사들 사이에서는 의견 대립으로 첨예하게 맞섰

다,소련의 기도를 간파한 이승만 중심의 우익진이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반면, 김구.김규식 등 임정세력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 다. 미국과 소련은 그들대로 이미점령한 지역에 대한기득

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터 다. 이를타개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가 두차례에 걸쳐소집되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l947년 lo월 완전히 결렬되고 말았다 출

미국은 당초 한반도문제의 해결방안으로 l945년 l2월의 모 스 크

바3상회의 결정에 따른신탁통치안을 제시하 다. 그렇지만 우리의

'과도입법의원'이 l947년 l월 2o일 신탁통치 거부결의안을 채택하

고'미.소공동위원회'가 끝내결렬되자, 신탁통치를 단념하고 한국

의독립정부 수립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출

이에따라한국문제는 유엔에 회부되어 l947년 ll월 유엔총회에

서'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설치와 한국의 총선거 실시에 관한결의
.

가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l월동위원단 입북을 소련이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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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유엔결의에 따른남북단일정부 구성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협상에 의해단일정부를 수립하고자

'북조선노동당'에 대해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하고 l948년 4월

평양을 방문했지만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책략앞에서 단일정부 수립

에대한희망은 무산되었다. 결국 2월의 유엔결의에 의해'선거감

시가능지역'인 한국내에서만 l948년 5월 lo일 총선거가 실시되

고,7월 l7일 헌법이 공포된 후8월 l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

었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남과북에서로다른정부가 들어섬으

로써 우리민족은 정치적으로도 분단되었다
출

요컨대 한반도는 외세에 의해 먼저 '지리적 분단'이 이루어졌고
.

민족내부의 통합에 실패함으로써 '정치적 분단'으로 이어진 것이라

고할수있다. 이런점에서 한반도의 분단은 '국제형'이면서도 '내쟁

형'(內爭型)이라고 평가된다.7)

더욱이 l95o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남과북사이에는 분

단의 고착화와 전면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민족적 분단'은 심화되었

다.남북한 분단과정은 민즉사에 큰상흔이며, 이를교훈삼아 남북

이반드시 평화통일로 가야할 책무를 안고있다고 할수있다
주

7)김학준, ?국전쟁J ,박사, 1989. p.6:같은 이, I일과 21세기J ,통일교육원, 1998, pp.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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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의 주된 원인이 동서진 간 냉전에서 비롯된

편의주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마리는 린전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찾을수있을것이다. 이

제세계적 차원의 린전체제는 종식되었고, 한반도 주변환경도 대결

에서평화로, 갈등과 반목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국제질서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들 간에는 새로운 협력과 경쟁의 관계가

조성되고 있는것이다. 한국은 이미중국.러시아와 외교관계를 수

립했고, 북한도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있을것

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주변상황이 상호협력 관계로 변화되고 남북한

교차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분단이후통일의 장애요인o凉핀 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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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일단통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있을것이다
출

물론주변국들은 한반도의 분단상황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자

신들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즉주변국가들로서 통

일한국의 등장이 이지역의 세력균형을 변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입

장에서 한반도 분단상황이 고착되는 것을선호할 가능성도 없지않

다.그러나 통일한국이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되지않고동북아지역

의평화와 공동발전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확신을 줄수있다면, 이

들도 통일을 반대하지만은 않을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지정학

적(地政學的)으로나 지경학적 (地經學的)으로 매우중요한 위치를 점

하고있기때문에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

화구조를 바랄것이기 때문이다.8)

더욱이 우리의 통일문제를 둘러싼 주변여건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l98o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노선은

결국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이후지속되어 온동서이념대

결을기조로 하는냉전질서를 와해시켰다. 오늘날 모든국가들은 탈

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기왕의 이념적 .군사적 대립

보다는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한평화증진과 자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경제발전에 모든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추세이다
.

8)아.태평화재단, r김대중의 3단계 통일른J ,아태평화출판사, 1995.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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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과 공동관심사

에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소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날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세계질서의 이러한 변화속에이루어진 동독

의몰락과 독일의 통일(1990. 10. 3)은 우리에게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인식을 새롭게 할수있는계기가 되었다 .

동서독과 남북한은 전후강대국간의 이해관계에 따라분단을 강요

당했고 동서진의 린전적 대결구조가 심화되면서 쌍방간의 정치

적.군사적 대립이 고조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경험을 갖고있다準

독일과 한반도 분단의 기원은 바로냉전에 있었던 것이다.9)

그러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을 져야할당사국이

자패전국으로서 연합국에 의한의도적인 분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비해 한반도의 분단은 다만전후처리를 위한잠정적

조치 다는 점을감안하면, 한반도의 통일이 독일보다 먼저이루어

져야한다는 기대와 전망이 있었던 것이사실이다. 이점에서 남북

한은공히통일의 역사적 책무를 지고있는셈이다 .

한편국제질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외관계와 남북관계에도 큰변

화가있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 온및소련

(1990. 9)이나 중국(1992. 8)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한반도는

물론동북아지역의 린전적 구조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準

남북한은 i99i년 9월유엔에 동시가입했으며 ,l992년 2월에는

9) 양식, r통일정책른J, 박사, 1997, pp. 604-608.



l2 ..릉일문리를 어要i 이해할 및인가

r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교류.협력에 관한합의서J를 발효

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기본틀을

마련하 다
.

뿐만아니라 분야별로 남북대화를 꾸준히 시도하 고, 김일성 사

망직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한 바있었다
출

현재북한은 종전과 같이남북대화 진전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미국과의 직접관계 개선에 집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

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남북한 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키며 ,교

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는 북한을 4자회

담의 테이블에 이끌어 내었으며, 대북경수로건설 지원사업 역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와 민간차원의 식량원조를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활성화하여 북한의 3대교역대상국이 되

는등남북관계를 진척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분단이후 처음으

로금강산 관광사점이 시작되어 비록제한된 길과구역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북한지역 산하를 밟게되었다
출

요컨대 민족의 분단을 강요했던 국제정치적 요인이었던 강대국간

의정치.군사적 대립과 이를촉진했던 냉전적 대결구조는 이미종

말을고하다. 남북관계에서도 냉전의 잔재인 갈등과 대립이 지속

되고는 있지만, 개선의 꼭은서서히 자라고 있다
零

물론 탈냉전이 반드시 국제적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것은아

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변화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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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그리고 통일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호기가 된다는 점에

서 큰 의미를 갖는다 .

남북분단을 강요했던 국제사회의 정치.이념.군사적 요인들이 점

차 소별되고 있는 주변환경 속에서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평화통일

은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역량에 달려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

또한 독일통일에서 본 바와 같이 언제라도 우리 앞에 불즉 다가올

수 있는현실적인 '대비 과제'라는 사실도 잘감안해야 한다
.

다만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의 사정과 아직도 첨예한

대립관계인 남북관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지금 당장 서둘러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린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

다. 남북이 지금처럼 적대적인 상황에 있는 한, 화해와 평화정착을

거치지 않는 통일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은 화해와 협력,평화 정착을 선결과제로 삼아 한반도의 냉전구

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북포용정

책을 통해 '당장의 법적인 통일'보다 현실적인 '사실상의 통일' 추진

이라는 공존적 페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기한 것은 그래서 타당하다
수

대북포용정책은 무엇보다도 남북간에 평화공존체제를 수립하고 화

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실

현할 수 있는 길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열어 나

아가고 있다. 남북관계가 아직까지는 큰 변화의 진척을 본 것은 아

닐지라도 잠재적이고 단계적인 성과는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는

게 국내외의 공통된 평가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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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통일은 민족공멸(共滅)을 불러올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민족역량

의 낭비를 막아 남북의 공동번 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
1

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1

데에도 도움이 된다.

i

1 .통일은 21세기의 지식정보산업 시대에 우리가 번 하고 세계중
i

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수적 즈건이다 .

남북이 모든 분야에서 화해하고 교류협력을 크게 늘려감으로씨

1 평화통일의 징검다리를 하나색 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

1

i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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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의미

S . 일은 다르게 표현하면 곧 분단의 극복이다. 그러나 통일이

출 란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들아 가는것'을 뜻할수

는 없다. 2l세기 지식 정보사회를 사는 오늘의 시점에서 그러한 복

고적 통일은 이미그의의를 상실하 다. 우리가 되돌아 가야 할'분

단 이전의 상태'는 이미 역사적 사실로 되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

이 달라졌으며 , 세대가 바뀌고 가치관도 새로워졌다. 통일은 결코

소극적 차원의 단순한 '재통일'(Reunification) 이 아니라, 적극적

인차원의 '새로운 통일'(New Unification)이어야 한다. 우리가 이

루어야 할통일은 민족의 앞날과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새로운 역사의 창조작업으로 이해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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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통일은 정치.경제.사회 .문화.지리 등 우리 민족의

삶과 진운을 둘러싼 여러측면을 미래의 새로운 상황과 접목시켜 하

나의 민족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기때문이다 구

요컨대 통일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세계적 보편성과 민족의 특수성

을 반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겠다. 통일이 인류의 보편가치와 제

도,질서를 확장해가는 과정이며 결과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통일의

상(像)은 자명해진다. 곧 통일이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
.

인간존엄성을 보장하고 인류공 에 이바지하는 민족공동체를 이루자

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l)

첫째, 지리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통일은 곧 국토의 통일이다.2)

우리 민족은 수천년 동안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속에서 하나의 생

활권을 이루면서 살아왔다. 통일은 민족성원 모두 한반도 내의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왕래하고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의

미한다. 물리적 의미에서 국토는 불변적이지만, 생활권으로서 국토

의 의미는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 강토는 남과 북의 온 겨레가

더불어 가꾸어 가야할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국권의 단일화를 뜻한다 .

우리 민족은 오렛동안 단일한 정치체제 속에서 살아왔다. 국가와 민

족이 하나로 일치해서 살아온 장구한 역사에 비교하여 볼 때 현재

1) 김경웅,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의 전략적 접근", s &정치와 대북정책j(한국정치학회 추계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9,9. 18), pp. 2~3.

2) 민병천, r신통일론J, 고려원, 1992, pp.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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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겪고 있는 5o여년 분단역사는 결코 긴 것이 아니다. 남북간

에단일한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은어렵지만 통일의 중심 과제가 되

어야 한다
출

셋째,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통일은 민족경제권의 통합을 뜻한다 零

남과 북은현재자유시장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나뉘어져

있고 경제생활권 또한 남북으로 단절되어 있다. 분단 이전에 우리

민족은 단일 경제권을 형성해 살아 왔다. 나라와 나라사이에도 경

제적 이익을 위해 통합이 이루어지는 오늘의 현실에서 민족의 공동

복리를 증진해 나가기 위한경제권의 통합은 실로시급한 과제가 아

닐 수 없다.

넷째,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국민의 통합을 뜻한다. 현재

남북한은 서로 다른사회체제 아래서로 다른 국민군(群)으로 존재

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된 조국에서 남북한 주민을 하나의 '국민'으

로통합해 나아가는 것또한중대한 과제이다 .

다섯째,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통일은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같은 언어.같은 문화. 같

은 전통을 지니고 살아왔다. 그러나 오늘날 남북간의 동질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정체성마저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과 북은 함께 과거의 문화로 되돌아 갈 수도 없으며 .

그렇다고 각자 현재의 문화만을 고집할 수도 없다. 남과 북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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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전통 위에 서서 민족의 앞날을 밝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

아가야 한다
출

이처럼 통일은 다면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다면적 의미의 통

일을 지리적 분단. 정치적 분단. 민족적 분단으로 이어진 과정과 관

련지어 단순화시킨다면, 통일은 곧 국토도 하나(국토통일), 제도도

하나(정치적 통일), 민족도 하나(민족통일), 생활도 하나 (경제 .사

회 .문화적 통일)로 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일

은 둘로 나누어진 국토와 제도, 민족이 모두 '참다운 하나'로 거듭날

때그 목적과 내용이 완성되는 것이라 하겠다
.



wi2 a

통일의 당위명과 필요懼3)
b

토와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통일을 위해 많은 제안

U 과 논의가 있었고 그실천을 위해 적지 않은정책적 노력도

경주되었다. 우리 민족의 남북분단사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통일노

력사이기도 하다. 통일은 민족의 한결같은 숙원인 동시에 지상과제

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통일을 해야하는가? 또한우리민족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도 당연하여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당위의 차

원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적 필요의 차원에서 그 의미를 곰곰이 되새

겨야할시점에 이르렸다 準

3)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관해서는 아태평화재단, 앞의책,pp.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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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남북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

첫째,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거쳐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해 왔다
촐

이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지구상에 우리 민족만큼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정치.문화전통을 유지해온 국가는 일찌기 없

었다. 5o여 년의분단사는 우리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외부

의 강요에 의해 중단된 부끄러운 역사이다. 면면이 끈기있게 이어

져온단일민족 공동체가 외세에 의한분단때문에 일시적으로 훼손

된 것이다. 우리민족이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분단의 장벽을 허무

는일은단일민족국가로서의 전통을 계승하고, 나아가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연장선상에서 너무도 당연하며 기필코 이뤄야만 한다
.

둘째, 남북분단의 고통과 불안을 더 이상지속시켜서는 안된다
燎

우리민족은 6 .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도 경험하 다. 이

산가족의 생이별 고통 역시 생생하게 남아 있다. 뿐만아니라 남북

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립으로 '전쟁에 대한불안'은 여전히 깊은 r l

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자유와 인권을 상실한 채 어두운 삶을살교

있는북한동포의 고통또한이루헤아릴 수 없을정도이다. 이같은

민족적 고통과 불안을 후세에 넘겨줄 수는없는일이다
.

셋째, 무한경쟁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과도한 분단비용을

생산과 복지 증대를 위한재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세계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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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소모전을 지속한다면, 경쟁력이 약화되어 하류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정치적 분단비용역시만만치 않을것이

다.주변국들 남북한을 분리해서 지배하고자 하는기도가 그것이다 찰

주변국들의 편의에 따라남북한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또굳이부랄

하지않아도 되는비용을 주변국들이 강요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넷째,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2l세기 차제사회의 주역으로 부

상할수있다. 한국은 세계lo위권 안찰의 교역대국이다. 여기에 북

한의노동력과 자원이 결합된다면 민족의 경제력은 더욱도약할 수

있을것이다. 나아가 지정학적 위치를 적극활용하여 한반도 주변국

들사이의 '안정자' 내지'균형차로서의 외교역량을 발취할 수있게

될수있다. 탈린전시대의 보편경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아 민족

번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같이통일의 필요성이 그어느때보다 절실해진 지금통일을

위한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평화적인 방도이자 민족의 발

전과번을 약속하는 방법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외쳐대는 통일'

보다는 각분야에서 남북이 화해하고 교류협력을 늘려감으로써 평화

통일의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아가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로 가는길은물른우리의 일방적인 노

력만으로 열려지는 것이아니다. 북한측의 호응과 협조도 요구된다 주

지금은 우리의 아량과 노력이 종국에는 꼭좋은결실을 가져올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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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믿음이 필요한 때이다, 역사의 긴호흡으로 보면, 통일문제는

결국어느체제가 세계사적 전개에 부합되고 민족성원의 삶의질을

보장해 줄수있느냐 하는문제로 귀결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바

로여기서 북한체제의 변화와 함께통일에 이르는 길은길고험난할

수밖에 없으며, 결코서둘러서 되는일이아니라는 사실을 알수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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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자유화 .민주화. 복지화. 개방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공

산주의의 퇴조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인류의 보편적
1

가치로 확산되어 가고있는만큼, 통일롼경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반 동북아정세는 역내

국가들간의 상호의존성 증대와 냉전잔재의 상존, 북한정권의 불

j 확실성 등으로 인해미.북핵회담 타결후에도 화해와 긴장의
1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4국은 '핵이 없는한반도의 평화와 안정l을

바라고 있다. 미.북핵회담 타결로 4국의 교차승인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가운데, 새로운 한반도 평화보장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

1 되고 있다.

1 '통일환경을 개선하는 데있어주변국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우

리는그어느때보다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통일외교를
적극전개해 나가야 할것이다 .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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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喇절친의 때편

1. U11정세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동서 진 간 린전적대

립구조의 와해를 초래하 으며 전세계적 차원에서 국제질서 재편을

촉진하 다. 탈린전의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요 특징은 이념.체제.제도간의 갈등과 대립이 현저

하게감소된 반면, 평화와 경제발전의 중요성이 크게부각되고 있다

는 점이다.l) 그특징을 몇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냉전 이후 새로이 헝성되고 있는 신국제질서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는 Samuel P. Huntington,

America's Changing Strateg /c Interests. Survival, Vol. 33, No. K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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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동서린전체제의 와해이다. l989년 l2월 조지 부시 미국 대

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간의 몰타회담은 미.소간의

군사적 린전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협력시대'를 개막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켰다. 특히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붕괴는 미국과 소

련을 양축으로 오렛동안 대결해 오던 행전의 구도를 종식시識다. 또

한 탈냉전이라는 질서변화는 동서 양 진 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세계대전의 위험과 핵대결 상황을 완화시켰으며 세계정세의 방향을

화해와 협력,군축과 평화지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

둘째, 국제질서의 다원화와 국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 현상이 두

드러지고 있다. 냉전 이후의 국제질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으나 군

사적 측면은 미국이 주도하고, 정치.경제면은 다른 나라와 공동으

로 협력하는 '단다극체제 (單多極體W Uni-multipolarly System)'

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 의견이다. 그러나 냉전시대의 안

보는 이념 및 군사적 안보 중심이었지만 린전종식 이후에는 경제를

포함한 비군사적 안보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

한 현상은 지역강대국의 부상 및 세계질서의 다극화와 함께 국가간

의 상호의존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

셋째, 이데올로기 중심의 군사 .안보적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자

국 이익이 중시되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하 다. 이러한 경제전

/February 1991). pp. 3-17: Zbigniew Brzezinski, "The Consequences of the End

of the Cold Wa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delphi Papers, 256(Winter

1991/92), pp. 3-17 ; Joseph S . Nye, Jr. , "What Is the N e 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Vol. 71, No. 2(Spring 1992), pp. 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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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양상은 지역적 경제블록화 추세(EU, NAFTA, FTAA 등)로 가

고있다. 블록간의 경제장벽이 한층높아지는 가운데,국제사회에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나타났듯이 냉흑한 국가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이는향후세계경제체제가 자국이익 우선의 '다원적

경제체제'로 돌입할 것임을 예고하는 현상이다 수

한편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에 따른보호무역주의 경향은 점차완

화될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세계무역을 관리해 온관세및무역

에관한 일반협정 (GATT) 체제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l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것에서 그 점을 알수 있다.

넷째,과거억압적이고 획일적이었던 국제질서가 자율성이 커지고

다원화 .개방화되면서 세계는 통합과 화해로 가고 있으나 지역차원

에서는 오히려 분쟁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소련의 해체와 린전체제

의 붕괴로 세계대전의 위험은 감소되었으나 국지적 분쟁은 증가된

것이다. 핵전쟁 위험은 감소되었으나 민족주의의 분출, 군비경쟁과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지역적 .인종적 차별과 종교문제 등으로 지역

갈등이 심화절으로써 국지분쟁(보스니아 .소말리아 .르완다 내전

체첸및코소보사태 등)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 들을곤경에 처하

게하교있다. 또한미.소양국으로 나뉘었던 힘의균형이 깨어진

틈을타서지역강대국들이 지역패권주의를 다시추구할 경우지역분

쟁을더욱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있다. 이러한 지역안보의 불

확실성 속에서 지역국가 간의군사협력 .군사합동훈련은 오히려 증

대되고 있는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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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세기 세계의 역학구조는 미국.유럽, 아.태의3축으로 형성되

고있으며 그위에서 불안한 각축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유엔은 탈냉전 이후새로운 국제질서 창출과정에서 국제사회

의평화와 복지를 위한노력으로 그정통성과 효율성을 새롭게 인정

받고있다. 유엔의 위상강화는 무엇보다 안보리가 본연의 기능을 발

휘하기 시작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유엔은 걸프전 .보스니아 .르완

다.코소보사태 등에서 보듯이 국제분쟁 해결노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엔의 역할증대는 분쟁해결에 그치지 않고군축聾

개발.환경 .인권.마약.범죄 등범세계적 문제에 대한보편적 규

범형성,즉새로운 체제의 창출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l992년 6

월 리우 환경개발 정상회의 , l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

l995년 3월에 개최된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 i998년 ii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유엔기후변화협약 제l4차 당사국 총회등이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출

요컨대 '신세계질서'는 아직도 그명확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있

다.미.소두초강대국에 의해조정.통제되던 냉전시대에 비해탈

행전상황은 오히려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면이없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오늘날 국제사회의 큰흐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퇴

조와함께'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민족의 통일여건에 유

리한흐름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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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정새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지역도 린전적 대립과 갈등이 첨예하던 지역

이었으나 탈린전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힘입어 화해.협력의 긍

정적 추세가 전개되면서도 한편으로 위기와 갈등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이렇듯 '화해 .협력과 불안정'이라는 양면성이 나타나는 것은

역내 강대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기존의 냉전 구조

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성에 기인한다 출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변화, 소연방해체 , 세계적 차원의 화해 출

협력 추세 및 독일 통일 등 세계 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동북아에서

도 탈린전을 유도하고 있다. 남북한도 uN에 동시가입 (1991. 9)하

고 r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J를 채

택.발효(1992.2.19)시키는 등 일정한 진전을 보인 바 있다출

한편 우리는 지속적인 국력신장과 북방정책 추진에 따라 구소련

(1990.9), 중국(1992.8)과 국교정상화를 이루는 외교적 성과를 바

탕으로 민족통일의 외부적 장애요인이었던 냉전구조를 제거해 나가

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동맹

강화,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 중국과 일본의 대립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결의 주요 원인은 행전시대와 같이 이데올로기나

팽창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도권 장악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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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문제 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양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출

그러나 주변 강대국들의 관계는 훨씬 변화무찰해져 최근 동북아 및

주변강국 정상들의 상호교차 방문외교가 본격화하고 있다準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개국 및 주변열강인 미국과 러시아

를 포함한 이지역에서 l999년 한해동안 상호 개별 정상회담만 8차

례 열렸다. 여기에 같은 해 9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는 2l개국

지역정상들이 함께 자리하는 제8차 아.태경제협력회의 (APEC)가

개최되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조기 가입과 아시아의 지

속적인 개혁정책 지지, ll월부터 시애틀에서 w T o 뉴라운드협상

시작 및 자유무역구상을 더욱 강력히 추진키로 합의하는 등 글직한

현안을 놓고 정상들이 맨투맨 외교를 벌이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등 양자간 짝짓기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

l999년 숨가쁜 외교각축전의 출발점은 6월 G.7 정상회담 폐막

직후 미.러정상회담으로 양국정상은 악화된 양국관계 복원에 주력

하기로 한 합의 다. 옐친 대통령은 ST A R T D 비준을 위해 국가두

마(하원)에 압력을 가하기로 약속했으며 A B M 조약 개정을 위한 협

상도 추진하기로 하 다. 현편 클린턴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지원을 다짐함과 동시에 양국은 코소보 평화유지

군으로 활동할 러시아군의 책임구역을 할당하고, START麗 논의 재

개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A B M 조약 개정문제에 대해 양국은 여전

히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체첸사태 , 러시아가 모스크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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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국대사관 직원을 스파이 혐의로 추방(11.30)하자, 미국은 러

시아외교관을 맞추방한(12. 8) 스파이 사건, 폴란드 .헝가리 .체

코등의NATo 가입및NATo의 코소보 공습등의문제를 둘러싸

고마찰을 빚고있다. 이렇듯 미.러가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러모두 양국관계가 적대관계로 악화되는 것은 원치

않고있기때문에 의견대립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타협점을 찾으려

는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출

미국이 4국교차정상회담에서 가장주목하는 분야는 안보와 경제

일것이다. 따라서 교차회담에 대한미국의 입장은 아시아 경제위기

해결과 안보공동체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은 이미 l 9 9 8

년 6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끌어안기' 전략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표명한 후l998년 6월중국과의 정상회담에

서'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격상하 으나 수교2o주

년을 맞은 상징적 해인작년 중국내 인권문제, 대만문제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오폭사건 및'콕스보고서' 공개등으로 인해미.중간

건설적 전략동반자 관계구축에 장애요소가 되었다 卷

러시아와의 회담에서는 경제난에 허덕이는 러시아의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대가로 안보분야에서 협조를 구하고, 일본과는 미.일안

보동맹을 근간으로 삼아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할 전역미사일 방어체

제(TMD)개발에 일본이 동참토록 요구한 바있고특히아시아의 경

제위기에 일본의 자생노력을 촉구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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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정상회담에서 아시아경제위기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이 부

상해궁지에 몰리기도 했었으나 국내정치적 기반이 약한오부치 게

이조내각으로서는 적극외교를 펴지 않을 수도 없는형편이다. 일

본은정상회담 중일.러회담에 가장비중을 두고 있는것으로 보인

다.북방4개섬을 돌려받는것이전후최대의 외교숙원이기 때문

o1ch.

일본은 또한국.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과거보다 한차원 높은

2l세기를 향한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 다
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한해중국과는 대만문제가 일.중관계에

갈등의 불씨로 등장했을 뿐만아니라 일본국회에서의 미.일신안보

협력지침 관련 법안들의 통과(5.24), 일본의 전역미사일방위

(TMD)체제 참여, 신어업협정 발표문제 마찰 등을 둘러싼 갈등을

좁히지 못한것이완전한 관계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 다
.

중국은 러시아와 두차례에 걸친 정상회담(8.25 키르키즈스탄
.

12.9-10, 베이징) 중특히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인권

을내세운 미국의 내정간섭반대, 2l세기를 uN과 국제법에 기초한

다극세계건설, 미.일의TMD체제 구축및대만의 참여반대, 체첸

사태는 러시아의 내정문제 간주등을내용으로 하는공동성명을 채

택하 다. 또한 양국 외무장관회담(12. 9)에서는 양국의 서부국경

선 5oKm와 동부국경선 4,3oo論n에 대한획정문제를 종결하는 3

개협정을 서명하는 등중.러의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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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보여줌으로써 양국간의 단결된 힘을과시한 바있다
.

한편 러시아는 미국과의 정상회담(6.20, 필른)에서 악화된 미 출

러관계복원에 주력키로 합의했으나, 특히일본과는 향후동북아

질서와 관련해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정치적 향

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 다
출

이같은맥락속에서 2ooo년까지 체결키로 한 양국간 평화조약체

결문제를 점검하 고, 북방 4개섬 반환은 불가능하나 대신 섬들에

주둔하고 있는러시아의 군사기지 철수와 공동경제개발 등유화적인

입장을 펴일본과 경제적 유대관계를 착시키고 있다
會

결론적으로 동북아에서는 탈린전적 양자관계 재조정이 진행중이

고다자간 협력문제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

에서 형성되고 있는새로운 국제질서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국제질서와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

이동북아지역에서는 미.일.중. 러등 한반도 주변4국의 이해관

계가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중국과 북한이 여전히 사회주의를 견지

하여 기존의 냉전적 대립요인이 상존해 있고, 한반도 분단등냉전

시대의 유산이 남아있기때문이다. 말하자면 기존의 린전적 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구조가 동북아지역에 나타나

는새로운 국제질서의 주요특징이라 할수 있다.



qi2

주편국가의 한반도 要및

1. 미국의 동북아 및 할반도정책

(1) 동북아정책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지역이 세계의 안정과 미국의

태평양 연안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대소봉쇄 (對蘇封鎖)

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일본을 편입시켰다. 미국은 동북아지역

에서자국에 유리한 세력균형의 유지를 기본목표로 하여 왔다. 그러

나 탈냉전 등 전세계적 차원의 안보환경 변화와 재정.무역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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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제적 요인에 따라2) 미국은 기존의 봉쇄정책을 지역적 안보전

략으로 대체하 다. 이에 따라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지속적 개입

을위한정책도 다소변화를 겪게되었다 .

미국은 탈린전시대에 있어서 @ 과거 대소봉쇄 일변도 정책에서

대러시아 경계정책으로의 전환 @ 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체제속에

서의 미.일협력체제 @ 중국 정치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

비국의 힘의 우위에 기초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기본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3) '역내 균형자' 역할을 통하여 이러

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零

미국의 새로운 정책은 기존 군사동맹체제 유지, 군사력의 전진배

치, 전략핵 중심의 핵우산정책 유지 등 기존정책의 골격을 유지한

것이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 규모와 운 방식을 대내외적 여건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조정한 것이다 .

첫째, 미국은 아.태지역이 미주 및 유럽과 함께 국제정치 .경제

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과 아.태지역의 이해관계가 긴

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존 전진배치전략을 당분간 지속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1998.11.20-23) 기간 중 미국 국방

부는 l998년 ll월 23일 일명 r동아시아 전략보고J (EASR)로 알

2) 미국의 1998년도 9월말 현재무역적자는 1,66o억 달러, 재정적자는 29년만에 재정적자 시대를 마

감했으나, 그간의 누증액은 5S 4,000억 달러에 이르릿다. r중앙일보J, 1998. 11. 20 참조.

3) 민족통일연구원, t천의 동북아정책 변화와 동북아질서 개편 : 199o년대 동북아질서 예측(.)J

1991, pp. 1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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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전략(United States Strategy for

the East Asia -Pacific Region)'을 발표하 다. 이는 냉전종식을

전후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l99(M 1992U, 1995년에 이어

네번째로 3년여만에 새로만들어진 동아태 전략보고서로서 아.태지

역 주둔 미군을 lo만명 선에서 유지한다는 기존방침을 재확인하고
.

이지역에서 미국이 적극적인 정치.군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천

명하고 있다
주

특히 보고서는 발간 이유에 대해 "이 지역 각국이 지역평화와 안

정의 결정적 요인으로 이 안보공약 준수의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

하고 있다. 따라서 린전후 취해진 이같은 일련의 EAsR 발표는 우

방국들에는 미국의 안보공약을 재확인, 안심시키는 반면적대적 국

가들의 오판을 사전에 막기위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等

보고서의 주요개념은 미국방부의 중.장기 아태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개입(Comprehensive Engagement)전략을 보다 확

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 등을 주축으로 한 전통적인 양

자 차원의 안보동맹과 더불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등을 중

심으로 일고 있는 다자차원의 안보노력을 병행하고, 광범위한 정

치.경제적 틀에도 참여할 것을강조하고 있다
출

보고서는 이같은 포괄적 개입전략을 '미군주둔 플러스'(Pres-

ence Plus)로 명명하고 있다. 미군이 단지 주둔하여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양자. 다자차원의 안정노력과 정치.경제적 협력을 통해 평

화와 안정,번 을 높여간다는 뜻이다. 또한 중국과의 건설적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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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 관계건설로 요약되는 현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국 개입전략이

아.태 전략의 기본축임을 역설하고 있다
출

상기한 바와 같이 금번 보고서는 탈냉전시대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은 미국이 세계적 지도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동아.태지역에

도 적용할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

둘째,미국은 재정4) .무역적자로 인한 미국내 국방예산 감축압력

에대처하기 위해 한국.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에게 비용분담 및 역

할분담 확대를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비용분담 측

면에서 한.일에대하여 동북아에 전진배치된 군사력 유지비용의 더

많은부분을 분담할 것을촉구하면서 역할분담 측면에서는 동맹체제

내에서 동맹국의 역할증대및방위능력 증강을 요구하고 있다
출

향후 미국은 동북아에서 기존 동맹체제와 전진배치전략, 일정 수

준의 전략핵 및 공군용 전술핵에 근간을 둔 핵억지전략을 유지함으

로써 절대적인 군사력 우위를 견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맹국들과

의 긴 한 협조를 통하여 역내 균형자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

으로 전망된다
출

(2) 한반도정책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한국전쟁 이후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분쟁

4) 1998년부터 혹자로 전찰되기 시작한 미국의 재정출자는 지난해 1.15o억$의 사상최대 흑자를 기록했

으며향후 1o년간 1조$의 막대한 재정혹자를 예상하고 있으나 미국의 공공부채는 여전히 3조6천억

달러에 이른다. r중앙일보J, 1999.8.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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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발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한.미 쌍무동맹

체제와 전진배치 전략을 근간으로 추진되어 왔다. 미국은 l99o년대

들어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재정적자 누증에서 비롯된 국방비

삭감 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반도 안보정책과 관련하여 기존정책

의근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정책조정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한.미 동맹관계가 미국의 동북아정책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강조하고 있는 바,한국에 대한 안보개입을 축

소하기보다 최적비용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5) 둘째,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상당기간

동결하는 대신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전쟁도발억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비교우위'의 관점에

서 해.공군력, 인공위성 및기타정보수집 활동에 치중하고, 지상전

투기능은 한국군이 맡게 되는 구도가 그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이 점차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고 미군은 지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의

일환으로 l994년 l2월 한국군에 평시 작전통제권이 이양되었다 .

셋째, 미국은 한반도에서 '비핵화정책'과 '핵우산정책'을 병행.추

리 제2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양국은 종전 2o% 수준이있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증가를

을 전년대비 1o%로 하향조정,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적용했다. 이에따라한국의 분담금

은 1995년 3억달러를 기준으로. 1996년 3억 3천만달러. 1997년 3억6천 3백만달러. 1998년 3

억9천9백만달러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MF 관리체제하에 들어간 이후지난해 6월부터

1o여 차려州 걸쳐진행된 실무림상에서 미국측은 주둔비용의 증가와 한국의 울가상승률을 들어금년

도분담금을 4억4ooo만달러를 제시했으나 우리측은 lMF로 인한경제난을 감안해 줄것을요구, 3

억 33oo만 달러로 차정(1998. 12. 22)침으로씨 지난해 우리가 지불했던 방위비 분담금 3억 14oo

만달러에서 6%(1900만달러)가 늘어난 액수다. r중앙일다 , 1998. 12. 23 참조.



... .통일환경은 어q한가 4 3

진하고 있다. 미국은 남북한이 핵무기는 물론핵재처리시설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비핵화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6) 핵보유국으로부터

핵위협에 대한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

다는정책을 취하고 있다출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아시아에서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지

속적으로 향력을 행사하기 위한노력을 경주한다는 점에서 기본적

으로 현상유지정책이다.7) 그러나 그현상유지란 어디까지나 미국이

'균형자'로서 기능하는 미국 주도하의 현상유지를 의미한다는 점

에유의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와 관련된 다자간 안보.경제협의

체형성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이러한 기구는 반드시

미국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燎

미국은 한국전 이후 북한을 적대세력으로 인식해 왔으며 북한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은 지난 4o여 년간의 테러행위 ,대남도발행위

등으로 심화되었다. 또한 l998년 평북금창리 지하의흑시설공사 및

다단계 장거리 미사일 발사(1998.8) 실험등은북한에 대한미국의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l999년 뉴

욕에서 개최된 제4차 미.북간금창리회담(2.27-3.16, 뉴욕)에서

최종합의에 이름에 따라실시된 미측조사단의 현장조사(5.20-24)

6)부시미대통령은 1991년 9월27 포괄적인 전술핵 페기선언을 하는 바. 195o년대 후반부터 배

치되어 온것으로 알려진 한반도의 전술핵에 대한의혹도 이로씨 해소되었다 .

7)미국은 정치, 경제및전략적인 이유에서 상든한국민들이 수용할 수있근방식으로 민주징부에 의한

분단한국의 통일이 미국의 국익과도 일치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활다. 미국은 안진하고 번엉하는 한반

도가아.태지역의 새로운 질서형성에 기여할 수있다는 기본인식을 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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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핵개발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금창리협상이 타

결된후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조짐이 가시화 됨에따라4자회담

6차 본회담(8.5-9, 제네바)과 병행하여 개최된 미사일협상(8.3~

4, 제네바) 등을 거쳐 결국 베를린 회담(9.7-12)에서 북한측은

미.북 양국간 관계개선 협상을 계속하는 동안미사일실험 발사를

동결키로 합의하다. 또한페리대북정책 조정관은 미의회에 대북

정책권고안을 제출(9.15), 한반도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3단계 방

안則을 제시하 고 이에따라미국과 북한은 포괄적 협상을 논의하

게될고위급회담준비를 위한베를린 회담(11.15-19)을 갖고 양

측은미국의 대북제제조치 추가완화, 상호연락사무소 설치,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중지 보장방안 및고위급회담 실현방안 등을논의하

기에이르렀다. 한편한.미양국은 두차례의 정상회담(7.3, 워싱

턴및9.l2, 오클랜드)을 비롯하여 제3i차 한.미 안보협의회의9)

(7.3, 워싱턴) 등에서 북한의 핵과미사일 개발동결 조치를 긍정적

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여전히 위협적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갖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천명했다
.

미국은 과거한반도에 상존하는 긴장상태가 구소련 및중국의 한

8)냉전구조해체를 위한3단계방안이란 단기적으로 북한은 미사일 재발사를 자제해야 하며,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일부대북제재를 해제하고 한국과 일본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계획을 중단했다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일과 북한의 협

력하에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레리조정관은 이러한 목표를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대북정책 추진에서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9)특히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힙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해 유사시 미국의 생화학무기 부대및장비를 한

반도에 배치키로 하는등생화학전 대비책을 크게보강키로 했다
.



ll.통일환경은 어q한가 린5

반도정책과 관련하여 유사시 북한의 우방국인 이들의 개입을 촉발할

것이며 이에따른미국의 불가피한 개입을 가장중요한 우려사항으

로 간주해 왔다
출

이러한 인식하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당면목표는 북한의 군사적 모

험을 억지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

으 로 나타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이 추진하는 정책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있다. 첫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억제 및

북한의 군사능력 약화를 목표로 다양한 군사.정치.외교적 압력을

행사한다. 둘째,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억지하는 정책을 취한다. 셋

째,동북아 주요국가의 대북정책을 조정하고 이들과 공동보조를 S

출해내기위하여 다자주의적 이니셔티브를 취한다는 것이다 출

미국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될뿐만 아니라, 이것이 일본등 역내국가들의 핵무

기 개발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해결을 동북아의 주요 안보현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따

라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이 핵동결을 유지하는 한 북한과 제네바

기본합의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의회와 타협을 모색하면서 서서히 합

의사항을 이행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찰

또한 미.북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두 개의 축이 조

화.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제네바(1999. 9) 합의와 관련된 클린

턴 행정부의 기본정책이다. 미 국무부도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다

면 미.북관계도 결국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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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클린턴 행정부보다.남북관계 개선문제에

더욱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準

2. 일본의 동북아 및 할반도정책

(1) 동북아정책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체제하에서 안보 강화, 자원

및 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국가이익으로 하여 o 아.태지역으로 안

보역할 증대@잠재적 위협에 대한방어및견제@아.태지역 경

제주도등과같은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다準

우선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은 미.일동맹체제 하에서 안전보장을

모색하면서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안보역할을 증대함으로써 정치.군

사대국의 지위 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며 ,lo) 이를 통해 잠재적 위협

에 대응하는 입장을 취한다. 특히 이와 관련, 고노 요헤이(河野洋

平) 전외상은 l994년 9월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하여 유엔안전보

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 으며 ,일본은

'거부권 있는 상임이사국 지위' 확보를 위하여 유엔회원국에 대한

1o) 냉전이후 시대에 들어와 동북아 및아.태지역 차원에서는 물른범새계적 차원에서 그역할을 강화

하려는 일본의 노력은 국내적 제약(평화헌법 등)과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에 대한국제적

제약(아시아 인접국가들의 일본에 대한의구심 상존및유엔헌장상의 적국조항) 등으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로인해경제원조 및유엔pKo에의 기여등비군사적 역할에 초점을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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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활동을 더욱적극화하고 있다母

이에대해 미국도 동년 6월 3o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에 일본과 독일을 편입시키고, 안보리의 산하기구들을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보리 개편안을 유엔에 공식 제안함으로써 일본

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나 지난 해까지 5년째 난항을 겪으며 이 논

의를 금년으로 연기키로 결정했다.ll) 이로써 일본은 수년동안 벌여

온 상임이사국 진출이 일단 연기됐다
零

일본은 구소련의 동북아지역 군사력을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

고, 구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의 극동군사력을 여전히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l997년 ll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

龍太郎) 당시 일본총리의 방러, l998년 4월 옐친의 방일에 이어 동

년 ll월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의 러시아 방문으로 이루어진 정상

회담에서 북방4개섬 (쿠릴열도 남단 4개섬) 문제와 관련, 양국이 국

경선 확정을 목표로 협의해 나가며 이를 위한소위원회를 설치한다

11) 안보리 개편문제를 놓고 1998년 11월 19일부터 일반토른을 벌여온 uN총희는 독일과 일본의 상임

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미국.프랑스. 국측과 이에 반대하는 이탈리아. 캐나다측의 주장이 대립
.

안보리 의장인 디디에르 오페르리 우루과이 외무장관의 제안에 따라일단연기하기로 결른내렸다. 5년째

계속되어온 안보리 개편논의가 난항을 겪는 미유는 선진국 그룹간의 알력뿐만 아니라 중.후진국들

도자기목소리를 내고 있기때문이다. 미국의 안은 현재미국. 국.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국으로 구성된 상임이사국에 선진국 2개국, 개발도상국 3개국 등5개국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중견국그룹인 캐나다 .스피인 .한국 등은 거부권을 지니는 상임이사국을 늘리기보다 비상임이사국

(현 1o개국)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인도네시아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은각대륙을 대표

하는상임이사국을 추가선출해야 한다고 맞서찰다. 이번 uN총회에서도 회원국들은 안보리의 확대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개편안 인준에 필요한 최원국 수와논의시기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두드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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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합의했다. 특히러시아는 일될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며, 일본은 러시아의 아.태경제협력체(APEC)참가를 지원하

고 동북아 안전보장을 위해 양국이 포함된 '6자회담'이 필요하다고

표명했다. 러.일 양국 정상은 회담후 창조적 파트너쉽 구축에 관한

모스크바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양국의 협력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燎

한편 일본은 중국과 l972년 외교정상화 몇 l978년 평화우호조약

체결을 통해 양국간의 적대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하고 지역안정을

위한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도모해 오면서 특히 국교수립 25주년을

맞아 중국국가 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장쩌민주석의 방일로 이루어진

정상회담(1998. 11)에서 r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파트너쉽

구축J 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나라 정상은 공동선언문에

서 대만은 중국 토의 일부라는 종래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을 비롯해, 아시아 금읍위기 극복방안, 양국간 경제협력, 그리고 북

한관련 동북아 안보문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합의

했다.

일본은 지역강국으로서 중국과 경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동 .남지나해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일 동맹체제 유지, 방위

력 증강 및 군사력 현대화, 군사적 역할의 광역화 등의 정책을



... .를일환경은 어q한가 4 9

추진l2)함은 물론l998년 8월말 북한의 미사일 발사후 개최된 미출

일정상회담(1998. 9. 23)에서 미.일공동으로 전역(i撚流)미사일

방위(TMD)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l3) 후 일본정부는 정찰위성

도입을 발표했다
等

첫째, 일본은 동북아지역에서 다원화 현상에 따른 갈등 및 위협

가능성 억지, 일본의 군비증강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우려불식등

을위하여 기본적으로 미.일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린전체제 붕괴이후미.일동맹관계는 미국군사비의

포괄적 삭감, 방위분담 확대에 따라일본이 동북아 역내안보에서 일

정한역할을 담당하는 쌍무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會

둘째, 일본은 방위력 증강 및군사력 현대화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일본은 전후 4차례에 걸친 방위계획을 추진하 으며, l987년

나카소네 내각은 방위비를 'GNp의 l% 정로로 한다고 발표함으로

i2) 일본은 냉전종결, 소련해체 등전략찰경의 근본적 변화를 반하여 지난5o년간 지켜온방위정책의

기본방향을 수정한 r신방위대강(新防衛大綱)J (1995. 11)을 발표하다. 이안은미.일안보체

제와전반적인 방위력 구축에 입각한 현 r방위대강J 의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지역분쟁. 레러, 재해.

p K o 를동등냉전이후의 다양한 위힙요인에 대처할 수있는탄력적 방위력의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일본의 안보정책은 냉전시 군사침략에 대한억지와 토방위에 중점을 두던소극

적안보점책으로부터 안정된 국제질서를 확보.유지하는 적극적인 안보정책으로 전환되어 갈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연구원, F주요국제문제 분석:일본신방위정책의 방향과 전망J ,1995. 11. 5.

i3) 전역(戰域) 미사일 방위(TMD) 체제란 냉전시절 미국의 대소(對蘇)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전략

방위구상(sD.)을 냉전종식후 상황에 맞게바운것이다. 즉sDl가 소련의 대량핵공격으로 부터미국

의대륙간탄도탄(ICBM)을 지키기 위한거점방어던데 비해TMD는 동맹국과 해외주둔 미군까지

지키는 적극적인 광역방어를 내용으로 하고있는것으로 날아오는 적의탄도미사일을 위성으로 탐

지,공중격추시킨다는 개념이다 燎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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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GNp의 l% 이내'라는 방위비 상한선을 철폐하 다.l4)

셋째, 일본은 동북아지역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향력 확보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군 역할의 광역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은 지역방위전략과 해상안보정책 등을통해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유엔안보

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

으 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걸프전을 계기로 l99l년 4월해상자위

대 소속 소해정 (掃海經)을 중동에 파견한 바 있으며 i992년 6월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을 성립시킨 후캄보디아, 모잠비z, 르

완다, 소말리아, 골란고원 등에서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

가하 고 이를 기반으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기존의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고,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하면서 자원과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전방

위(全方位) 경제외교, 미.일무역마찰 해소, 수출 및 첨단산업 주

도의 비교우위 확대, 경제협력의 전략적 이용, 일본 주도의 지역경

제권구축등포괄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출

향후 일본의 동북아정책은 안보차원에서 미.일 동맹체제를 유지

해 나가면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모색하는

14) 금년도 일본의 방위예산은 직년대비 1.6% 늘어난 4조 1996억엔으로 3년만에 늘어났는 바,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와 공작선 침범에 대응한다는 명목의 장비도입비용으로 작년보다 2.5% 늘어난

8,16o억엔을 책정한 것이특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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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군사력 증강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

(2) 한반도정책

한편 일본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통하여

한반도에 대한 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목표는 o한반도의 위기상황 발생방지 @일본에 적대적인 정권

수립저지 @ 한반도에 대한정치.경제적 향력 확보를 통한 최

대한의 정치.경제적 이익 도모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l5) 이러한

목표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에서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추진해 왔고.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평화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안보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동북아의 안정에 중

요하며,북한이 남한에 대해 위협요인으로 존재하는 한 일본에 대해

서도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된다고 인식하여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한반도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l6)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은 한.일

간 무역불균형 및 첨단기술 이전과 관련된 양국간의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긴 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려 할것으로 판단된다 주

한편 일본은 l99o년대에 이르러 냉전구조의 와해와 한.소수교.

남북대화 진전등에따라북한과 수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l992

15) Jungsuk Youn, "Japanese Attitude to the Question of Korean Unification." East

Asian Review, Vol. IV, No. KSprina 1992), p. 33.

16) 日本外務省 編, r外交雷書J ,平成3年版, 第353t p.208.



5 2 il. 를일환경은 어q한가

년 이래끊긴정부간 공식대화가 7년만인 지난해 l2월 l일무라야

마 도미이치 (材山富市) 전총리 등 일본의 초당파 의원 방북단과 북

한노동당간에 열려3일양국정부에 국교정상화 교섭의 조속한 재개

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 바, 이는 정부간 접촉이 아니라

정부간 회담의 전단계로 이루어진 비당국간 접촉의 형식이긴 하지만

양국 당국간의 관계개선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일본은 그

간 일본인 남치사건 조사, 마약.위조달러 등 제조.수출금지, 이은

혜사건, 북송 일본인처 귀향, 핵.미사일개발 의흑해소 등을교섭재

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었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에서 일본인

납치, 일본인처 고향방문 등과 같은 인도적 문제는 양측정부가 아

닌 적십자사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북한으로선 '국가범

죄'에 대한 조사주체를 적십자사란 민간조직으로 격하시켜 부담을

크게 줄 으며, 또한 북한과의 수교가 '3대 외교목표' 중 하나인 일

본정부도 대국민 설득이 용이해진 셈이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가장

큰관심을 가지고 있는현안인 북한의 핵.미사일 의혹문제는 일본

정부가 미.북간에 맡길 것인지 아닐지에 따라회담의 힝f가 향

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

3, 중국의 동북아 및 할반도정책

(1) 동북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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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현재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의 일방적 주도로 동북아 질서

가 재편되는 것에대해크게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주도권

확보를 위한전략적 구도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조망하고 있다. 이

러한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 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주변정세의 평화. 안정구축@ 역내국가들과 경제협력 증진

@ 세계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향력 확대를 위

한전방위외교 추진의 거점확보 등을기본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효을적인 추진을 위한 평화적인

주변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정세 및대외환경의 안정을 절살

히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주변국과 '선린우호관계' 강화

를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이념과 체제상의 상이성보다 공통이익 존재

여부에 따라 대외관계를 설정해 나가고 있다.l7) 한편 중국은 미 출

중정상회담(1998. 6. 7)에서 아시아 금읍위기 ,서남아시아 핵개발

경쟁등주요현안들을 중국의 도움없이는 해결할수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 2l세기를 향한새

로운미.중협력시대를 여는동시에 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국

가로부상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두었다. 중국의 이러한 외교적 활동

은주변국과의 선린관계 강화를 통해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대외환경

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출

둘째,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본. 한

i7) 중국이 1998.7 27 발표한 r국방백서J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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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등 역내 주요국가들과 경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개혁 零

개방정책 초기 중국은 동북아지역 국가들보다 서방선진국들과의 경

제교류 .협력을 중시하여 왔으나, 아.태지역의 경제성장, 서방 선

진국들과의 경제협력 부진, 6 .4 천안문사태 이후서방의 중국에 대

한경제제재, 지역별 경제블록화 현상등의 요인에 따라 역내국가

들과의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모색하면서 '동북아 경제협력권' 형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l8) 셋째, 중국은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

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역내정치.경제.군사적 향력

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향력 확대를 도모하

려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출

o중국은 미.러의 상대적 향력 약화 및 군사적 위협감소 등

동북아의 정세변화가 자국의 향력 증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되

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있다. 이에따라중국은 미.러의 군사적 위

협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라는 기존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정치.경제 .군사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물론중국이 미.러의

향력을 완전히 배척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의 배타적인

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아니다
할

특히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지역의 긴장완화 추세, 미국의 국내 경

18) 중국은 통북아 지역국가들의 경제형력 가능성이 높은이유로 역내국가들의 역사. 문화적인 연관성
.

경제적인 상호보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史敏, "九+年代的世界經濟格局和亞太地區的經濟合作," r世

界理流 中國社會料學院 世界經諦與政治硏究所, 199o年 1o撚號, PP. 1-4 ;中野謙二, "北x7 >

了地城燎協調초中國硝對應," r中國硏究撚 1Sj. 1990年 9 m , p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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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요인등으로 역내주둔군 철수를 포함한 동북아 및아.태지역

의 전략적 조정과 군사력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해.공군의 기동력

강화를 통해 기존의 군사적 향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

로 미국 주도하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추구하려 한다는 점을 인

식하고 있다.l9) 따라서 중국은 새로운 동북아 질서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미국의 주도권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事

@ 대일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일본과 경제교류 .협력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과 동북아의 지역안정을 위해

중.일양국이 긴 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 , 일본의 정치.군사적 향력 확대가 중국의 동북아정책 목표에

손상을 주지 않는수준으로 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내 국가들

과공동보조 모색등 일본의 정치.군사적 향력 확대움직임을 견

제하고 있다출

(2) 한반도정책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중국이 동북아정책에서 설정하고 있는자 국

의정치.경제.군사적 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동북아 신국제질

서의 형성이라는 목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중국의 한반도정

책은동북아정책 목표실현을 위한일차적인 대상의 성격을 지닌다 等

i9) 練脣撚, "關於在亞太地區建立政治新秩序的採索," r國際問題硏究i. 1992年 1M,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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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 한반도의 안정.현상유지 @ 한국과 경제교류. 협력강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향력 확대등이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우선 한반도의 안정유지는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한반도정책에서 가장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부분이다
출

중국은 l98o년대 이후한반도문제에 대한기본인식의 전환, 남한

과의 비정치적인 관계증진 및 남북관계의 조정, 한.중 수교 등 일

련의 한반도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중국이 추구하는 한반도의 안정유지는 곧 남북간의 긴장완화 및

관계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대남북한 관계의 균형적 조정

을 통해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중국은 다음과 같은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첫째,중국은 지난해 중.러정상회담(1998. 11)에서도 "이지역

안보를 위해 남북한이 동의하는 형식의 양측대화가 지속되어야 한

다.'고 지적한데서도 나타났듯이 한반도문제가 남북한 당사자간의 평

화적인 대화.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다.2o) 중국은 당사자간의 대화.협상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가장 호과적일 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2o) 한반도 통일에 대한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반도의 펑화적 통일에 대한한민족의 염원을 존중

하며한민족 스스로의 펑화통일을 지지한다" 는것이다. 中,韓情交聲明 第5項, r入民日報J, 1992.
8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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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행사를 억제하는데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다.2l) 따라서

남북한의 상이한 입장에 대해쌍발의 성실한 협상자세를 촉구하고

한반도문제에 대한외부의 간섭배제를 촉구하면서 ,미.일에게는 대

북관계개선과 대북경제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출

또한중국은 대화.협상에 의한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남북한 쌍방이 각자의 입지강화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요구로부터 보

다자유로워질 수있다는 인식을 갖고있다. 중국은 한국이 제기하

는북한의 개혁.개방, 핵.미사일 개발발사포기에 대한대북한

압력행사 요청은 물론이들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일방적인 지지요

구를회피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강

조하교 있다. 그밖에북한의 정치.경제 상황악화로 인한한국의

흡수통일 가능성에 대한우려역시중국이 평화적인 대화.협상을

통한한반도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면적인 요인이다. 중

국은표면상 당사자 해결원칙을 내세우면서도 내면적으로 북한사회

주의체제 보존을 위해북한입장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準

둘째, 중국은 작년2차례에 걸친한.중 정상회담 및건국이후 처

음으로 개최된 군축회의 (6.7, 서울)를 비롯해 우리국방장관의 공식

적인중국방문(8.23-29)의 실현등수교7주년을 맞아2l세기를

21) 북한의 '북. 미평화힙정 체결'과 관련, 중국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江譯民 주석은 "한

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이전까지는 현정전체제가 유효하며, 평화체제 전환은 남북한과 미.

중등관련당사국의 참여에 의해이루어져야 한다計 는입장을 천명하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 펑화체제 전환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주장이 비현실적일 뿐만아니라 한반도에 대한미국의

향력을 과도하게 화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으로 찰단하고 있기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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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강화시키는 등한국과의 정치관계

정상화, 경제교류 .협력증대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과의 관계에서 ?

형을최대한 유지하려고 할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조심스럽게 추진

해 온 대남북한 관계의 현실적 .균형적 조정이 한.중수교를 통해

일단락되었다는 인식을 갖고있으며,이를한반도의 현상유지 ,대한

반도 향력 증대를 위한기본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할것이다
출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북.미 관계개선 움직임을 적극지지하는

태도에서도 잘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한.중수교이후남북한관계

의균형상실을 우려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일종의 부담감을 갖고

있었으나, 북.미제네바 핵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한북.미관계개

선의기반라련으로 남북한 관계의 균형이 복원되었다는 인식을 갖

고 있는것으로 평가된다
출

한편한국과의 경제교류 .협력확대는 중국이 한국과 정치관계를

정상화하기 이전부터 한반도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 왔던문

제로서 한.중간정치관계 발전의 촉진요인으로 작웅해 왔다. 경제

교류. 협력강화와 관련된 중국의 대한정책은 초기에는 자본및기

술의도입과 교역의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장쩌민 주석의 방한

(1995. 11)을 계기로 한.중은중형항공기 공동개발착수와 원자

력발전소 건설협력및러시아 가스전 개발에 공동진출등을약속

함으로써 이미산업협력 단계로 진입된 경제관계를 더욱발전시킬

수있게되었다. 또한한.중양국은 오사카 아.태경제협력체 회의

에서시장개방에 대한유예조치가 허용되도록 협력하 다
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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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의 경제.통상관계는 지리적 인접성과 양국 경제구조의 상

호 보완성 등을바탕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양국간 교역액도 l992

년89억 달러,i996년 l99억 달러,l997년 243억 달러, l998년

은 한국이 외환위기로 어려됐던 한해 음에도 불구하고 283억달러

를기록하여 중국은 미국.일본에 이어우리의 세번째 교역상대국으

로자리잡고 있다. 우리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도 꾸준히 증가되어

i998년말 현재대중국 실투자금액이 4o억 6천만 달러,실투자건수

로는 3,493건을 기록하여 중국은 우리의 제l의투자대상국이 되었

으며, 우리는 중국에 대한제6위 투자국이 되었다 擊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남북한 관

계개선등을위해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과거미.소가 향

유하여 온한반도에서의 향력을 흡수하는 동시에 일본의 대한반도

향력 확대움직임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의 긴

장완화와 안정유지 필요성에 대한강조에 머물지 않고자신들이 의

도하는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의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및남북관

계를이끌어 간다는 방침을 갖고있다. 과거중국이 일.북, 미.북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전제로 한.중수교를 고려한다는 점을강

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중수교를 전격적으로 실현한 것역시

중국의 이러한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북한과 기존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남한과 정치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한.소수교

이후북한에 대한 향력을 대폭상실한 러시아와 지속적인 관계개

선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문제등으로 인해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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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발전을 이루지 못한미국.일본에 비해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

에서우위를 차지할 수있다는 계산을 하고있다
準

중국의 대북한정책의 기조를 살펴보면 중국은 북한이라고 하는군

사적측면에서의 긴장유발 가능세력을 현상유지세력으로 끌어안으려

는 구도 속에서 대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현존하는 사회주의국가

중중국은 북한의 체제유지 및체제변화에 가장큰 향력을 행사할

수있을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특히그어느때보다

도북한의 변화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과 북한에서 혁명세대

지도자의 사망에 따른 정책변화가 예견되는 현 시점은 세대교체와

더불어 정책전환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 하겠다.22)

최근북.중관계는 상호간의 필요에 따라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한

현실적응적 정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 .실리적 이유에서 주변국과의 우호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한

국과관계를 정상화했으나, 지정학적으로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인

접국북한의 변고가 중국의 변방, 특히티및.신강과 내몽고에 직접

적인 향을 미칠수 있기때문에 북한과 표면적인 갈등관계를 결코

원하지 않는입장이다. 또한미국주도의 동북아 질서재편을 우려

하고있는중국의 입장에서 보면북한은 중국의 대서방 관계에 중요

22) 중국과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공산당의 일당지배체제하에 아직까지도 법이나 기관보다 개

인지도자의 성향에 의해지배되는 '인치사획(人治社雷)'이다. 이런점에서 중국깍 북한에서 최고지

도지의 사망은 대내외정책에 지대한 향을 미칠수없으며, 또한세대교체와 더불어 정책전찰을 가
져올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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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드가 될것이다 .

북한은 사회주의 동맹권 붕괴로 인하여 체제수호를 위한 이념적

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경제난 타개를 위한실

용적 필요에 따라중국의 원조를 기대23)하면서 중국에 향을 미칠

힘을지닌제3국(미국, 일본등)을 이용하여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자하고 있다. 또한북한은 대미관계에서도 제3국(중국 등)을 카드로

해서 협상교섭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나타내기도 한다출

중국도 북한의 대미.일 경사 가능성을 저지하고 북한체제의 안

정유지를 위해 북한과 긴 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북.중관계가 과거와 같은 혈맹관계로 복원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

4. 려시아의 동북아 및 할반도정책

(1) 동북아정책

러시아는 옐친 대통령의 건강문제와 함께 l998년 8월 9o일간 모

라토리엄의 선언으로 단시일내에 경제난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

고 있으나, 군사면에서는 아직도 엄청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린

23) 북한은 i991년 1o월 김일성의 방중이후 7년만에 당.정.군6o여명으로 구성된 방북단(단장 :김

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중(6.3-7)으로 1992년 8월 한.중수교이후 다소 소원했던

북.중 외교관계를 복원하 을 뿐만아니라 식량 15만톤, 코크스 4o만톤의 원조를 획득할으로씨 북

한의전반적인 경제회복에 큰 보탬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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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식이후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국익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의 변화과정에서 소외될 수

없는 상수(常數)적 강국이며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과 협력강화 없이는 동북아지역 정세의 안정이 이룩될 수 없을

것임을 보여준다. 모스크바 미.러정상회담(1998. 9)에서 양국정상

은 '2l세기의 우호와 안보원칙에 관한 공동 선언'에 서명하 는 바
를

이에는 양국 플로토늄 비축량의 5o톤 감축, 제3국의 미사일 발시정

보 및 조기경보에 관한정보교환, 민간 차원의 교역.투자 확대 등

6개항이 명시되어 있다
.

뿐만아니라 미국이 대러시아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것등이좋은

예일것이다. 특히 l998년 ll월 개최된 러.일정상회담에서 러시

아는 토문제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은채 일본의

대러시아 투자약속을 얻어냈고 2ooo년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키로 합

의하면서 이른바 '창조적 파트너쉽' 선언을 이끌어 내는성과를 거두

었다.

또한 러.중 정상회담(1999. 12)은 냉전종식 이후 유일초강대국

미국에 대한회담이었던 만큼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화로

실질적 군사.경제협력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성과도 이루었다
.

이러한 러시아의 동북아에 있어서 국가이익은 무엇보다도 러시아

의 접경지역으로써 동북아 지역에 대한지정학적 이해와 아.태지역

의 경제적 잠재력에 근거한 지경학적 (地經學的) 이해에 기초하고 있

다.24) 러시아는 안보적 차원에서 구소련 이래로 동북아의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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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왔다.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지역의 세력

균형관계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한, 아.태지역

전체에 대한 향력 행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동북

아 안보정책은 역내 전략환경을 러시아에 불리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군사적 균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조성하여 역내 문제에 심도있게

관여한다는 목표 위에 추진되고 있다.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러시

아의 동북아 정책목표는 o 역내신국제질서 재편과정에 적극 동참

@일본의 재무장 및 군사대국화 견제 @중국의 반러화 방지 @ 한

반도문제에 대한 향력 확대 @ 역내 군축의 실현 @다자간 안보

협의기구 창설 등으로 요약된다
會

한편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

하여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동북아 지역국가, 특히

미국.일본.한국의 경제력이 시때리아 개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부분이 적지 않으며, 중국.북

한 등과 경제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페레스트로이카 시대 이래로 러

시아의 외교정책은 최우선 과제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적 여건조

성이라는 국내경제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입안되고 추진

되어 왔다. 따라서 러시아의 동북아정책도 경제적 고려를 우선시하

면서 추진되어 왔으며 , 동북아 지역국가와 경제협력 , 역내국가들의

24) 특히러시아는 아.태지역이 세계 공업생산의 6o%를 생산하고. 세계의 무역에서 접하는 비들도 약

4o%에 이르며 (Mezhdunarodnaia Zhizn, No. 4, 1993g. s. 28), 경제성장 속도도 아.태지

역전체평균이 4.2%(중국 10.14%, 미국 3.2%, 일본은 최근까지 2.2%, 한국 6.4%, AS EA N

6.2%)에 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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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개발 참여 유도, 역내 경제협력기구에 참가, 동북아@11권

에의 참여등과 같은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2) 한반도 정책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남한과

경제 교류를 통한 실익 추구 @ 북한에 대한 향적 견지 모색 @

일본의 대러시아 접근 유도 @아 .태 진출의 교두보 확보 등이다 .

첫째, 러시아는 국내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평화

로운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남북간의 직접대화를 통한평화정착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남북대화를 적극 권장하는 동시에

남한과 외교관계를 개설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한반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남한이 최근 들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함으

로써 동북아는 물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

에, 남한의 경제력을 이용한 러시아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

여 경제교류를 모색.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금읍위기와

러시아의 정세 불안정과 투자기반 부실 등으로 l998년 lo월말 현

재 한.러 양국간 수출입규모는 l8억 4천만 달러로 l997년 동기대

비 29% 감소되어 한.중간의 교역규모에 비하면 lo%에도 못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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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한 대러시아 투자도 실행기준으로 l997년 말 현재 86

건 l억 l5oo만 달러에 머물렀다. 그것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블라디

보스토크 등 연해주에 7o%가집중되고 있다. 다만 러시아의 경제적

잠재력에 비추어 볼 때,한.러경제관계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가능

성은 3다고 하겠다
출

셋째, 러시아는 북한의 개방.개혁을 종용하고 대북한 관계를 현

실적으로 재조정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미.일의 대북한 접근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인식을 바찰으로 북한에

대한 기존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과 함께 미 .일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향력을 강화할 경우, 러시아만 고립된다는 위기를 느

끼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야 할 필

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l995년 9월 7일 러시아의 통보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가 북한지원을 위해자

동개입하게 되어 있는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학이 l996년

9월 폐기되어 기존의 군사동맹관계를 청산하게 되었지만, 북.러 관

계는 새로운 관계정립을 통하여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넷째, 현재 러시아 경제상황에 비추어 서방과 경제협력이 필요 불

가결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경제력에 대한 러시아의 기대는 매우크

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과 관계발전이 일본에 대한 자극요인으로

작용하여 일본의 러시아 진출이 적극화되는 계기가 될 것을 바라고

있다.



6 6 i.통일환경은 어억한가

다섯째, 러시아는 한국과 관계발전을 통하석 아.태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러시아는 남한과 관계개선을 통하

여 태평양경제협력회의 (PECC), 아 .태경제협력체(APEC), 아시아

개발은행 (ADB) 등에 가입을 실현하고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아.태진출을 본격화 한다는 것이다
.

종합적으로 볼 때,향후 러시아의 동북아정책 및 한반도정책은 다

음과 같은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첫째, 러시아의 동북아 및 아.태정책은 이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강화될 것이다 .

둘째, 러시아는 아시아지역을 주요한 무기시장으로 간주하고, 역

내국가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동시

에 외교적 향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촐

셋째, 러시아는 한국이 아직 IMF 관리체제하에 있긴하나 경제지

원 획득차원에서 관계발전을 앞으로도 계속 모색할 것이다. 특히 일

본의 적극적인 대러 경제지원과 투자를 유도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

로 경주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

넷째, 러시아는 2ooo년에는 북.러 양국 사정으로 연기되고 있는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이 실현되어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

약'이 공식 조인될 예정이다. 북.러 양국은 이를 계기로 한.소 수

교 이후 악화되었던 과거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대한 향력을 확대

하기 위해 북한과 정치.군사. 경제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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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편환경과 통일

1, 국제정세 변꼭가 찰반도 통일애 미치는 명향

최근주변4국은 활발한 상호교차정상회담을 통해동북아지역에

서 안정과 평화를 기조로 한 상호협력과 견제의 새 질서 구축을 모

색하면서 한반도에 대한자국의 향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변 4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구도, 즉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가 동북아의 신질서구축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확보에 중요

하다는 인식은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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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다. 미국의 북한 연착륙정책, 일본의 신중한 대북접근, 중국

의 북한지원 그리고 러시아의 대북관계 개선노력등은이러한 정책

의구체적 표현들이다. 이렇듯 한반도 주변4국은 남북대화 및남북

한 평화정착이라는 현상유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남

북한의 궁극적인 통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지닌 것으로 분

석된다.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인에 기인하

는 것으로 보인다
準

첫째,통일된 한국의 미래에 대한불확실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이 장래 각국에 적대적인 세력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또한적대적인 세력으로 발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통일한국이 국력을 신장하여 동북아시아의 새

로운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남북한을 현재수

준에서 통합하더라도 통일한국은 상당한 국력을 보유하여 세계 l9o

여 개국 중통일된 한국의 면적은 78위, 인구는 l2위, 국민총생산은

ll위를 점하게 되며, 군사력도 미.일.중. 러와는 비견할 수 없겠

으나 역내(域內)의 잠재적 군사대국이 된다.

둘째, 한반도 현상변화가 역내 불안정 요인으로 되어각국의 국익

에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한반도가 통일되

어 역내 강대국으로 등장할 경우, 역내 역학관계의 변동을 우려한

각국이 정치.군사대국화 노선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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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자국의 향력 증대를 도모하면서 타국의 향력 증대구실로

작용할 수있는한반도 통일이라는 현상변경 요인의 발생을 억제하

려 하는 것이다 출

따라서 우리는 주변4국에 대하여 통일된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평

.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며또한그들국가이익에 보템이 된다는 점

을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설득해 나가야 할것이다 출

2 . 통일을 위찰 국제찰@ 인건 조성

한반도 통일에 대한주변4국의 소극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환경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평화공존이 제도화될 수있는방향으로 주변정세가 조성

되고있다는 것이다. 앞서보았듯이 주변4국은 당장통일을 희망하

지않으나,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협력증진은 적극지원하는 입장

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려면 다음과 같은기본

방향에 입각하여 민족내부적 통일기반을 정비하면서 국제적 통일기

반도조성해 나가야 할것이다 출

첫째,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주변4국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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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웅하여,남북대화를 적극추진함으로써 평화공존의 틀을마련하는

한편, 내실있는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제도화함으로써 민족공 을

도모한다
출

둘째, 실질적인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통일

상태'25)를 구현함으로써 주변4국들이 남북한 통일의 당위성과 불

가피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남북한 당국과 주민의 적극적인 통일의

지를바탕으로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궁극적인 민족통일로 발전시킨

다.한편'사실상의 통일상태'가 구현되거나 남북한 통일이 동서독의

통일처럼 급속도로 가피화될 경우, 주변4국이 소극적인자세에서 탈

피하여, 남북한의 통일을 지원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우리민족의 염원인 동시에 꿈인통일을 우리가 회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현실인 오늘의 국제환경인 주변정세를 활용하여

실현해 나가는 지혜 일것이다
會

25) '사실상의 통일상태'는 남북간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완성하여 평화와 교류.형력이 제도화되고

민족공존 .공이 보장될 수있는상태이며, 정치적 형태는 단일국가통일을 이룩하지는 못하으

나남북한이 남북연합을 구성하여 정치적 일체성을 강화하여 나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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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통일방안의 기조는 o 민족사적 정통성이 유지,발전되는

통일. @ 세계사의 흐름에 맞는자유와 번을 위한통일, @ 남

북자유층선거에 의한민주적 통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를족
i
i 화합민주통일방안'(198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1994) 등을 제시, 추진하여 찰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라는 중간과
s

정을거쳐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점진

적단계적 방식에 의해달성하려는 것으로서 기존입장을 유지한

j 가운데 통일철학 .원칙.미래상 등을보완하여 체계화한 방안이다 .

.북한은 우리와 달리통일을 '통힙의 개념으로 보는것이아니라

'하나의 조선' 논리에 따라'해방'과 7 명2 개념으로 보고있다.

1 북한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기하면

서'제도통일'은 후대에게 맡기자고 주장한다 .

l .남북한의 통일방안이 통일접근방법,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서
큰차이점을 나타내면서도 현상유지 속에서 남북간 협력을 제도

1 화하려는 점에대안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그대안은 남북간의 신뢰회복을 위해남북관계 개선을 정책목표
1 로삼는다. 그리고 이의성공적 실현을 위해대북정책 3원적과

추진기조에 따라일관된 자세로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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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통일방안

1. 우리 통일정책의 기조

통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선택이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국민

의요구를 효율적으로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점에서 통일정

책은국익과 합리성에 기초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할수있다구

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통일민족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통일환경을 변화.유도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개선해 나가려는 정

부의정치적 선택인 동시에 그것의 구체적 표현이다 출

통일방안은 통일에 대한정부의 입장, 통일의 원칙, 통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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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 등을포괄하여 행동지침과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한 밑그림

이다. 대체로 공익에 기초한 국가의 다른정책이 그렇듯 통일정책과

방안도 시대적 상황, 국민의 여망,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에따라

변화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정책과 방안은 시대와 환경

의변화에 따라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예전과 .단절된 형태로 나타

난것이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다현실에 부

합되는 방향으로 보완.발전되어 왔다
구

그동안 우리의 통일정책과 방안에서 견지해 온 일관된 기조는 o

민주적 절차에 의한남북총선거 방식에 의한통일@ 민족성원 모

두의자유와 인권 및민족의 번이 보장되는 통일추진등으로 요

약할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인식은 당위론적 차원에서 현실

적차원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것은 l97o년대를 분기점으로 북한체

제의존재에 관한현실인정 및 대화상대 인정여부에 기초해서 나

타났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l97o년대 이전과 이후로 대별하여 정부

통일방안의 변천과정을 살펴볼것이다
.

2. 변천괴정

(1) 1970년대 이전의 정부 통일방안

l)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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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는 l947년 ll월 l4일자 결의에서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

선거를 실시하여 평화통일을 추진하도록 권고하 다.l) 남한은 이

권고안을 받아들여 l948년 5월 lo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

에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동년 7월 l7일 헌법을 공포하고 8월 l5

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내외에 선포하 다. 그러나 북한측은 유엔

의 권고안을 거부하 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최초 통일방안은 북한

지역자유총선거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

대한민국은 유엔의 결의와 감시하에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수립

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이지만2) 북한지역에서는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함으로써 국회의석 중 북한측 몫으로 배정한 잔여의석

loo석을 남겨놓고 있었다. 제헌국회는 l948년 6월 l2일 "북한에서

도 우리와 같이유엔결의에 의거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속히

총선거를 실시하여 선출된 대표를 우리 국회로 보내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 다. 그 후 l948년 8

월 l5일 정부수립을 내외에 선포함과 동시에 통일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 다 출

o 대한민국 정부는 그 헌법 규정에 따라 전체 한반도에 대한 유

일 합법정부이다 출

1) Research Center for Peaceful Unification, Korean Unification Sources Material

with Introduction, Seoul, 1976, pp. 101-102.

2) 앞의 책. pp. 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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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가 보류된 북한에서 조속히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여 북한

동포를 위하여 국회에 공석으로 남겨 둔 loo석의 의석을 채

워야 한다
.

@ 북한 수복과 관련, 북한 동포들의 자절적 의사가 계속적으로

봉쇄되는 경우 대한민국은 무력에 의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주

권을 회복할 권한이 있다.3)

그러나 이러한 무력행사 불사론이나 6 .25전쟁이후 이승만 대통

령의 북진통일른은 정치적 구호로 상징적 의미가 짙었으며 실천적

차원이라기 보다는 북한의 '남북협상른'이나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

한 대응적 차원에서의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출

당시 정부는 북한과의 어데한 협상도 거부하 다.4) 남북협상론과

관련하여 l949년 2월 l8일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문제에 관한 정부

의 입장을 밝히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 다
.

"통일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대한민국 정부의 존립목적하에서만 허

용될 수 있는 것이며, 북한 괴뢰정권과의 협상은 공산정권에 대한 묵

시적인 승인을 뜻하는 것이니, 이같은 모욕적인 협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n 5)

3)통일원, r통일백서J , 1997, P,22 ;외무부. r외무행정의 십년J , 1959, P.93.

4) 유엔한국임시위원단과 북한의 헙상도 소련을 통한협상은 용인하되. 북한과 직접협상은 절대반대했다
.

5) 외무부, 앞의책,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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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 자유총선거른

북한지역의 자유총선거론은 l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을 계기로 남

북의 자유총선거론으로 전환되었다. 이 회담에서 당시 변 태 외무

부장관은 6월 l4일 l4개항의 통일방안을 제시하 는데 ,그 요지는

"통일 독립한국의 수립을 목적으로 유엔의 결의와 감시하에 대한민

국 헌법절차에 따라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한

다기는 것이었다.6)

제네바 정치회담 이후에도 정부의 통일에 대한기본입장은 유엔결

의에의한통일의 실현이라는 데 변함이 없었다. l954년 ll월 ll

일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결의에 의해수립되고 유엔에 의

하여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되었다는 전제하에 인유엔감시하

에북한지역에서 전공산군이 철퇴한 후 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확충하는 것"만이 국시(國是)임을천명했다 주

l96o년 4 .l9혁명으로 자유당 정부가 무너지고, 7 .29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4 .l9혁명으로 보수.혁신을 막른하고

많은정당들이 등장하 으며 ,이에따라통일문제에 대한논의도 활

발하게 되었고 다양한 통일방안들이 제기되기도 하 다 零

민주당 정부의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유엔감시하의 남북자유총

선거 다. 그러나 l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제시된 통일방안과

다른 점은 '유엔의 결의에 의거하여'가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여'로

6) 통 원. r통일백서J , 1990,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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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것이었다
출

l96o년 8월 24일 당시 정일형 외무부장관은 '7개항의 외교정책

성명'에서 "북진통일 같은 무모하고 무계획적인 슬로건을 버리고 유

엔의 결의를 존중하여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선거에 의한 통일

정책을 수행한다린고 천명함으로써 무력북진통일론을 폐기했다. 정

일형 외무부장관은 9월 lo일 국토통일방안에 관한 국회질의 답변에

서 '유엔의 결의에 의거하여'를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여'로 바운 이

유는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국의 대거 유엔 가입으로 유엔의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또한 한국의 통일에 관하여 유엔

의 어데한 결의가 있다고 하여도 대한민국의 헌법절차가 무시될 수

는 없다고 강조하 다
零

민주당 정부의 통일에 대한 입장과 달리 혁신계를 비롯하여 국내

외에서 남북교류른과 중립화 통일론이 공공연하게 주장되기에 이르

고7) 이에 동조하는 일부 학생들의 움직임이 있게 되자 동년 ii월

2일 장면 국무총리는 '한국 중립화에 대하여'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이미 선언한 바 있고 그 이후 매년 유엔총회

의 '통한(統韓)에 관한 결의'에 의하여 재확인된 원칙대로 유엔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 민주

통일을 성취하고자 한다.'고 유엔감시하의 남북자유총선거를 재확인

7) 제2공화국 시기의 각종통일논의에 대해서는 이정식, r해방삼십년사 :제3공화국J ,성문각, 1976,

pp. 383-423 ; 한승주, r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J , 종로서적, 1983, pp. 174-175,

pp. 19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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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오스트리아식 중립화 통일른의 위험성을 경고하 다.8) 이를

됫받침하기 위하여 제5대 국회도 같은 날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한결의'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기본입장을 명백히 하 다 幣

"통일독립민주한국을 수립한다는 유엔의 기본원칙에 따라 한국 국민

의자유화의 기본원칙에 따라 한국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이 항구

적으로 또 확고히 보장될 수 있는조치를 강구하고 대한민국 헌범절차

에의하여 유엔감시하의 인구비례에 따라자유선거를 실시한다."

이와같이정부와 국회의 통일에 대한확고한 입장과 사회 일각의

경계른에도 불구하고 4 .l9혁명이후 혁신계를 비롯한 일부 학생들

의 통일논의와 운동은 중립화통일론, 남북협상론, 남북교류론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민주자주통일중앙협의회', '중립화조국통일운동

총연맹', '민족통일연맹',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등의 혁신적 통일운

동기구가 발족된 것도 그 시기 다
.

3)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론

4 .l9이후 위기와 혼돈 속에서 환상칙 통일논의가 무절제하게 진

행되던 시기에 5 .l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당시 군사혁명위원회

는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했다. 제l항에서 릿반공을 국시(國是)의

제일의 (로-讓)로 삼교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

8) 국토통일원, r민족통일로의 전진.국토통 원 2Oa*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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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고 천명하 다. 또한 제5항에서 "민족적 숙

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

력을 기울인다" 고 밝히고 '반공체제의 재정비 강화'와 '국토통일을

위한실력배양'을 통일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 다
출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한 군사정부의 통일방안은 l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제시되고 그 후 정부의 통일방안으로 견지되어 왔던

유엔 감시하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 다. 그러면서도

북한 동포의 해방과 실지(失地) 회복에 의한 통일을 강조하 다. 김

흥일 외무부 장관은 l96l년 6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무력에 의한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

여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한다n 고 언명하 다
.

군사정부 초기의 이러한 통일정책은 민주당 정부의 통일정책과 3 .

게 다른 것이 없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통일논의의 무절제를

막고 먼저 실력을 배양한 다음에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정도 다
출

4 ) 선건설 후통일론

제5차 헌법개정과 국민직선을 통한 제3공화국 출범(1963.12.17)

이후 l964년 l월 lo일 대통령 연두교서에 나타난 민주공화당 정부

의 통일정책은 @ 유엔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통일 @

실지 회복에 의한 통일 @ 통일을 위한 제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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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태세의 정비 등이었다. 각계에서 통일논의가 재연되고 있던

l964년 ll월 29일 국회는 국토통일방안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함으

로써 유엔감시하의 남북자유총선거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재

확인하 는데 ,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토

착인구 비례에 따라자유선거를 실시하여 국토를 통일한다, @ 선거

감시단은 자유 선거를 실시하는 유엔회원국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 통일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통일방안은 일체배제한다 幣

l965년 한.일 회담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시위와 이에 편승한 무

절제한 통일 논의가 일어나자, 정부는 통일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하

고 '선건설 (失建設) 후통일(漆流一)'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 다
.

l966년 l월l8일 국회에 보낸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박정희 대통령

은 "우리의 지상명제는 바로 조국통일" 이라교 하면서, "우리가 지

향하는 조국 근대화야말로 남북통일을 위한 대전제요, 중간목표이

다. 통일의 꿈이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이 경제자립에 있는 것

이라면 자립은 통일의 첫 단계가 된다.'고 강조하 다.lo) 6월 8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남북한 통일문제는 '7o년대 후반기에 가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함으로써 혁신계 정치인들의 통

일논의를 반박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 다. l967년 l

월 국회에 보낸 대통령 연두교서 (年頭敎書)에서도 우리가 우선적으

로 이루어야 할 것은 경제건설과 민주역량의 배양이라고 하면서 '선

건설 후통일'의 기본입장을 다시 강조하 다
零

9) 대통령비서실, r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li , 1973, pp. 31-32.

1o) 앞의 책. P.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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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입국의 조국근대화가 이루어질 l97o년대에는 국토통일의 전망

이 밝아올 것이다. 오늘 이 단계에 있어서 통일의 길은 경제건설이며

민주역량의 배양이다. 우리의 경제, 우리의 자유, 우리의 민주주의가

북한으로 넘쳐 흐를 때 그것은 곧 통일의 길이다. 최근 통일문제를 둘

러싸고 유엔내에 나타나기 시작한 유동적인 사태와 또 앞으로 예상되

는 어떠한 추이에 대해서도 신축성 .있는 대책으로 임할 것이며, 통일

문제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중지를 모으는 데 힘쓸 것이다."ll)

이러한 입장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통일문

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수립을 위해 l969년 3월 l일

정부부처의 하나로서 국토통일원이 설치되었다.l2)

최규하 외무부 장관이 l969년 lo월 ll일 발표한 통한각서 (統

韓覺書)에 나타난 제3공화국의 통일방안은 다음과 같다
.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이어야 한다. 토착인구 비례에 따라 대

표가 선출되는 전한반도를 통한 자유선거이어야 한다. 자유선거를 보

장하기 위한 유엔의 감시가 있어야 하고 평화와 안전을 위한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새로운 침략을 막기 위하여 유엔군이 주둔

해야 한다."

11) 앞의책,P.926.

12) 국토통 원의 설치경위에 관해서는 국토통일원, r민족통일로의 전진. 국토통일원 2OUJ , 1989,

pp. 471-472. 국토통 원은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통일원으로 개칭(1990. 12. 27)

되었다가 1998년 통일부로 그 명칭을 바꾸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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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70년대 이후의 정부 통일방안

l97o년대에 들어오면서 국제정세의 조류는 l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미.중 접촉, 일.중 접촉, 미.일.중.소간의 새로운 세력

균형 형성등으로 인하여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기운이 급진전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l96o년대의 '선건

설 후통일'에 입각한 내적 실력배양을 바탕으로l3) 제3공화국 후반

기의 통일정책은 매우 신축적이면서 현실성과 적극성을 띠게 되었

다.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통일논의도 국토통일원의 설치를 계기로

하여 학문적 .정책적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되게 되었다 .

우리정부가 자주적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새로운 인식을 갖고통

일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것은 l97o년대부터이며

그직접적 출발점은 l97o년 8월 l5일 광복절 제25주년 대통령 경

축사에서 발표된 '평화통일구상 선언'이다. l97o년 8 .l5선언은 북

한이"무력에 의한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대한민국의 전복

기간4)를 완전히 포기" 할것을전제로 남북한간의 "어느 체제가 국민

을더잘살게할수있으며, 더잘살수 있는여건을 가진사회인

가를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것計을 촉구하 다 출

i3) 2차에 걸친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완수로 197o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을 능가

하기시작했다. i인당 GNp로 볼때.1965년 기준한국1o5 달러, 북한162 달러이던 것이197o년 한국

料2 달인북한23o달러로 되및다. 통계청. t崙한 경제사회상 비漆 ,1995. 11. p.183.

14) 1965년 대남강경노선을 취하게 된북한의 대남무력 도발은 1968-69년 질정에 이른다. 그대표적인 에가

북한무諾를 2 청차 7습사料1968. 1.21), 미해출함정푸에블로호 피납사刻1968. 4.15) 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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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나의 구상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북괴

에대하여 더 이상 무고한 북한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준

비에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선의의 경쟁, 즉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잘살게 할수 있으

며,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

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

다." l5)

이선언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정리된다. 첫째, 종래의 통일

정책에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입장에서 북한

공산정권의 존재마저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나, 이선언을 계기로 북

한지역에도 공산정권이라는 '사실상의' 정권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했

다.둘째, 그러한 바탕 위에서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력

을통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

민족의 통일문제를 유엔에 의해 해결하겠다던 종래의 입장에서

벗어나 남북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박정희 정부는 l97o년대를 대화와 체제경쟁의 시

대로 열기 시작했다
출

8 .l5 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대한적십자사는 l97l년 8월 l2

일'l천만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을 제의하 고, 북한적십자사가 8월

15) 대통령비서실, r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3j . 1973, pp. 810-811 : 8 -15선언의 내용에 관해

서는통일원, I일백서J , 1997,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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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일 이에동의함으로써 분단26년만에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대화

가열리기 시작했다. 특히김용식 외무부 장관은 8월 3l일 기자회

견에서 인도적 문제의 해결, 비정치적 문제의 해결, 정치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남북문제 해결의 3단계론을 제시했는데, 3단계론은

l97o년대 이후정부의 통일접근의 주요시각이 되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적 차원의 남북적십자회담의 진행과 병행하

여남북분단 이후최초의 남북당국간 공식문서라 할수있는'7 .4

남북공동성명'이 l972년 7월4일발표되었다. 7개항으로 되어있는

공동성명의 핵심은 통일의 세가지 원칙에 대한남북간의 합의 다 출

@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자주적

으로 해결하여야 한다출

@ 통일은 서로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평

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서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l6)

7 .4 남북공동성명 발표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囑

인도적 차원의 적십자회랄과 함께정치적 차원의 대화인 남북조절위

16) 문제는 북한이 3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데있다. 북한은 자주원칙은 주한미군의 칠수와 미국의 간섭

배제로. 평화원칙은 한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군사연습의 중지로. 민족대단결 원칙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악

공산당의 합법화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1972. 9.17, a刊니제 산문기자들의 질문에 다찬김일성의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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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회담이 세차례 진행됨으로써 남북간에는 비로소 두개의대화통

로가 열리게 된 셈이었다. 그러나 양측 최고당국자의 사가 만든

7 .4 남북공동성명은 lo월 유신발표를 이유로 북측이 남북조절위

원회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사문화되고 말았다
會

l)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선평화 후통일론)

l972년 lo월 유신으로 제3공화국이 끝나고 이어서 제4공화국이

출범하 다. 제4공화국은 통치권의 강화라는 측면이외에는 모든면

에서제3공화국의 지속이었다. 당연히 통일정책도 제3공화국 통일정

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

7 .4 남북공동성명 발표 l년 뒤인 l973년 6월 23일 정부는 o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모든노력의 경주@한반도의 평화유지
.

남북한간의 내정불간섭 및불침략 @ 성실과 인내로 남북대화 계속

@북한의 국제기구에 참여불반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불반대

@ 모든국가에의 문호개방 @ 평화선린에 기초한 대외정책의 추진

등을내용으로 하는'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6 .23 선언)을 발표하

다. 또한 l974년 l월 l8일에는 무력불침범 약속, 내정불간섭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현행휴전협정의 효력존속등을내용

으로 하는'남북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하다聲

이러한 제안들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에도 정치체

제가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현실인정의 바탕위에서 통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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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날까지 남과북의두체제가 평화공존을 해가자는 것이었다 .

정부는 l97o년 8 .l5선언 이후취해온남북간의 평화공존과 평화

통일을 위한여러가지제안들을 종합. 체계화하여 l974년 8월l5일

대통령 광복절기념사를 통해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을 제시하 다 .

o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準

@ 남북간의 상호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다치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구

@ 이바탕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이 내포하고 있는주요정책의 표현은 첫째출

평화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가 필

수적과정이라는 점,둘째, 남북한 총선거를 위해서 남북간의 신뢰

조성과 동질화가 촉진되어야 한다는 점,셋째, 총선거 실시와 관련

하여정부수립 후지속되어 온'유엔 감시하'라는 조건을 '공정한 선

거관리와 감시'로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은

종전의 '선건설 후통일'에서 '선평화 후통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이후우리정부통일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다.

i97o년대 이후정부의 통일방안은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을 기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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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여 보완.발전되어 왔다. 보완내용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남북한 총선거' 이전에 통일에 이르는 중간단계를 설정한 것이었다
출

2)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l98l년에 출범한 제5공화국 정부는 6월 5일'남북한당국 최고책

임자간의 직접회담'을 제의했고 l982년 l월 22일 대통령 국정연설

을통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 다.l7) 이 방안은 "통일

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되

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통일헌법의 제정으로부터 남북총선거를 통한통일민주공

화국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다
燎

이방안은 통일방식과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라는 두개의 부

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통일방식은 다음과 같다
.

"쌍방 주민의 뜻을대변하는 남북한 대표들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여 이협의기구에서 민족, 민주, 자유, 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위한통일헌법 초안을 마련하며 ,이헌법초

안을남북한 전역에 걸쳐민주방식에 의한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

하여확정.공포하고, 확정된 통일헌법이 정한바에따라총선거를 통

하여통일국회와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한다."

그리고 통일국가의 국호. 정치이념 ,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 정부

17) 대통령비서실. r전두찰 대통령 연설문집 2j , 1988, pp. 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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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총선거의 방법과 절차등의문제는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통

일헌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상호협의.해결한다는 것이다 等

통일에 이르는 과정를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남북간의 신뢰

조성은 물른 민족생활의 모든 역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업도 함께추진되어야 함을강조하 다. 그리고 이를위

해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잠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예전의 적대적

이며 비정상적인 상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평화적인 정상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 다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특징은 첫째, 평화통일의 원칙을 재확

인하고 민족.민주.자유.복지를 목표로 하는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통일을 과정으로 보고분단의 현실

로부터 출발하여 통일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이다. 천째,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루려면 그 과정에서 민족화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남북한 총선거의 규범으로서 남북

한대표가 협의하여 제정하게 될통일헌법 및이헌법에 따라통일민

주국가를 완성시키는 과정과 절차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출

3)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l987년 개정헌법은 처음으로 헌법에서 분단현실을 인정하고 통

일은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 다. 헌법 전문

에서는 조국의 평화통일 사명을 천명하고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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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했다. 또한

제66조 3항에서는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성실한 의

무를진다고 규정하 다, 그처럼 헌법에 통일관련 조항을 규정함으

로써 통일이 관념의 문제가 아닌현실적 실천과제임을 확인하 던

것이다.

l988년 2월 25일 출범한 제6공화국 정부는 과거와 다른차원에

서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한통일노력을 전개하 다. 민족문

제에대한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민족자존과 화

해를통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다각적 노력을 경주하 다
零

이러한 노력은 l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 을 위한 특별선언
.

(7 .7선언)과 i989년 9월 ii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모습으

로 구체화되었다
.

'7 .7선언'은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

하고, 남과북이함께번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바 탕으로

남북간의 대결구조를 화해의 구조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조치

의기본방향을 제시한 정책선언이었다.l8) 이와같이'7 .7선언'은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남북간의 인적.물적교류협력의 기본적 정

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때부터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공식적으로 시작

되었다. 선언에 따른대표적 조치중의하나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18) 대통령비서실, r노태우 대통령 연설문집 1j .1990, pp. 17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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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1990. 8. 1.공포.시행)이었다 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l989년 9월 ll일 국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해 발표되었다. l9)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7 .7선

언'을 계승한 것이며 남북간에 누적된 불신과 대결의식,이질화 현상

을그대로 둔 채 일시에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려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먼저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한

다는 것이었다 출

주요내용을 보면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민주'를 제시하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는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제시하 다. 통일국가의 수립절차는 남북대화의 추진으로 신뢰회복

을 기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헌장'을 채

택하고, 남북의 공존공 과 민족사회를 동질화, 민족공동생활권의

형성 등을 추구하는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거쳐,2o) 통일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완전한 통일국가인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민족공동체헌장에서 합의하

19) 대통령비서실, r노태우 대통령 연설문집 2j , 1990, pp. 255-263.

2o) 남북연합은 한반도에 두개의다른체제가 있다는 현실인정을 바탕으로 상호공존공 하면서 민족사

회의동질화와 통합을 측진해가는 정치적 결합체로서 남북관계가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임을 그전제

로한다. 이러한 입장은 남북기본합의서 진문의 "활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라는문구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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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따라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남북평의회,남북공동사무

처 등을 둔다는 것이다
零

이상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간l)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자주. 평화.민주의 통일 3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

이다. 둘째,분단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민족공동체 회복이라는

중간과정을 거쳐최종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셋째,남북간의 상

호협력과 공존공 의 관계를 증진시켜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

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남북

간의 모든 현안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민족동질성

의회복을 위한교류협력의 추진과 병행하여, 정치.군사문제도 함

께 해결해 나간다는 점이다. 다섯째,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건설이라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는 점이다 출

4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o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배경

l994년 8월 린일김 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제시

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점진적,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

21) 이흥구,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책기조악 실천방향," r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른적 기초와

정책방할 (통일방안논문집 제1집). 국토통일원 편,1990, pp.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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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동구사최주의권의 몰락, 한.러 및 한.중 수교, 극심

한식량난을 비롯한 북한의 체제위기 심화 등 통일환경의 글격한 변

화와 이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으며 남북사이

의 체제 경쟁도 사실상 종결되었다는 기본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

다.22) 이렇듯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세계질서의 재편에

주목하여 제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정책의 추진방향을 다

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23)

첫째,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일의 기본철학, 통일의 원칙, 통일조국의 미래상

을 밝했다
.

둘째, 통일은 7천만 민족이 다함께 잘살기위한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통해 국가 통일을 실현해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 다 .

셋째,통일의 주체는 민족구성원 모두임을 강조하 다 .

넷째, 결코 희망하는 바는 아니지만 북한내 급변사태 발생 등 예

기치 않은 통일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철저

히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 다 .

22) 料料 綠諸의 취임차 理沿諒情의회(PBEC) 저B麗차 출料洲 를隱誰 M 의誰料 신雌라는 기됐料

(1993. 5.24), 請斜통料制의 저訓 출料갸피(1993. 7.6), 제轉部 誰讀誰사(1994. 8.15).

23) 통일원, ''8 -15 대통령 경축사 해설자할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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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포기와 개혁,개방을촉구하 다.24)

여섯째, 민족분단의 종식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야 함을 강조하 다
準

일곱째, 통일에 따르는 부담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국민의 자

세를 일깨우고 있다
출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

(i)통일의 기본철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2대지주는 Q 통일철학으로서 자유민주주

의와e 통일의 접근시각으로서 민족공동체의 건설이다
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우선 우리의 통일정책이 자유민주주의

의 철학적 바탕위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하 다. 통일철학으로서의 자

유민주주의는 Q 구성원 각자의 권리.자유 보장Q사회적 배제의

배격 @남북의 다양성을 위한관용등을주요내출으로 담고 있다
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통일로 가는과정이나 절차에서 뿐만아니라

통일국가에서도 일관되게 추구되어야 할가치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

고히하 다는 데에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미가 있다.25)

24) 북한은 1994년 8월 18일자 r로동신문J 논평을 통해8 .15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인비현실적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린'이라고 하면서 우리정부의 통일정책을 '승공통일의 야망를로 매도하 다
.

25) 김삼 대통령, r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J , 199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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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주목할 만한것은통일의 접근시각

으로서 '민족공동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체개념은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의 공동선의 관점에서 공유된 정치원리와 공

른에 기초하여 구성된다고 할수 있다. 상호부조를 중심가치로 하는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

는 개인들의 결사체를 의미한다
燎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의 역사를 간직한 민족공동체

는 오랫동안 민족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다. 민족동질성은 민족의 안정과 정착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할수 있다. 그 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민족공동체'는 동일한 혈연을 가진 우리 한민족 구성원 전체

의 운명적 결합과 공동생활 양태및 권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

족공동체란 민족을 하나로 플고 있는 뿌리이며,우리민족이 재결합

할수밖에 없는 당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통일을 가능하게 하

는 힘의 원천이다. '민족공동체' 통합개념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

합,즉 l민족 l국가 l체제 l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

한마디로 민족공동체 정신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

에초점을 맞춘 것으로 민족통일을 통해 국가통일로 나아가자는 것

이다. 민족공동체 개념은 통일을 특정집단 또는계급의 문제로 보거

나, '어떻게 권력을 배분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북한의 연방제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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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구별되는 접근방식이다.26)

(ii) 통일의 원칙27)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

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 분단을 막지는 못했

지만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과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통일은 전쟁이나 상대방을 전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드

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통일에 이르는 길도 마땅히 '민주

적'인 원칙과 절차에 따라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출

Q 자주의 원칙

'자주'의 원칙은 통일은 우리민족의 뜻에따라, 우리민족의 역량

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문제를

주변 강대국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

그러나 북한은 '자주'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가 자기의 대내외정책을 외부의 어떤 간섭도 받자 않고 자주적

으 로 수립하는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 '자주권'이란 이러한 정치적

26) 통일원, U8-15 대통령 경축사 해설자할 , 1994.

27) 민족통일연구원. r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른체계와 실천방流 ,1994, pp. 45-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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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성의 구현이며 ,민족자결권의 실현이라고 한다. 바로 이해석에

근거하여 북한은 자주에의 조건으로서 주한미군의 철수, 남한의 외

세의존정책 및외세를 끌어들이는 세력의 배격등을주장하고 있다출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통일의 방향에 관한성격규정으로서의 원칙

이아니라 통일을 위한전제조건으로 제시된다는 점에문제가 있다출

뿐만 아니라 공산국가들마저 개방과 화해에 동참하고 있는국제질서

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 우방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단절하여 국

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는 형태와 같은 '자주'는 결코 바람직하

지 않다. 대체로 북한의 주장은 남북한의 현실을 인정하는 남북기본

합의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미.대일관계개선에 주력하는

북한의 선택과 모순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에 비해 우

리는 통일문제 해결에 있어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다른 국가

들과의 상호협조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찰

또한 같은 맥락에서 통일조국의 이념과 체제가 '자유화 .복지화 출

개방화'라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않으면 통일은 그만를 어려워

질수밖에 없다는 점을강조하고 있다출

o 평화의 원칙

'평화'의 원칙은 통일이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전복을 통해서 이

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강조한

다.. 아무리 통일이 민족의 지상과제라 하더라도 무력이나 폭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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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달성하고자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강조한 것이다
龜

6 .25 동족상잔의 비극이나 베트남, 예벤사례의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출

@ 민주의 원칙

'민주'의 원칙이란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

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일에 이

르는 과정과 절차가 민주원칙에 입각하여야 함은 물른 통일된 조국

또한 민주국가여야 함을 의미한다
출

한편 북한은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초기에는 자주. 평화. 민주를

내세우다가 l972년 이후에는 남북이 합의한 '7 .4 남북공동성명'을

원용하여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

족대단결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민주'의 원칙

에 수용하 다
출

(iii) 통일과정

서로다른이념과 체제아래에서 반목과 불신을 쌓아온 남과북이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를 수는 없기 때문에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

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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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거쳐궁극적으로 l민족 l국가

의통일국가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출

Q 화해 .협력단계

'화해 .협력단계'는 남북간의 적대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상호 협

력의 장(場)을 열어가는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남북한은 분야별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이단계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규범으로 하여 남북한이 각기현존하는 두 체제와 두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

남북한이 적대와 불신관계를 청산하고 신뢰속에서 찰방간의 관계

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기본

합의서'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대로한반도에 두개의정치적 실체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상대방을 타도의 대상으

로 보지 말고 오히려 공존공 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남북한이

공존공 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서로 화해하고, 군사적으로

서로 침략하지 않으며 , 경제.사회적으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출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

중하며 (제lz),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제4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하며(제9

s),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군시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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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한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하 으며 (U112S), 민족경제

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기로 합의하 다(제l5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예맨이 정치적 통일을 이루교도 내전을

치를수밖에 없었던 것은화해와 협壽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성급하

게외형만의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

@ 남북연합단계

'남북연합단계'는 화해.협력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화'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은 상호 신뢰를 더욱 다지면서 평화정착과 민족의

동질화를 촉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단계는 남북한이

서로다른체제와 정부하에서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통합과

정을관리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수 있다출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남북간의 제도화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며 공존공 의 열매를 거두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공

동생활권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을 밟아감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출

문화적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

이상의 과정을 토대로 남북연합단계는 정치적 통일을 위한예비단

계로서 남북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기구에서 정치적 통일, 즉국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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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위한 여러 방법을 논의하게 되며, 남북연합에 어떤 기구를 두

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를 상설화하여 남북

간에 이질적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 남북의 의회 대표가 모

여통일헌법안 등통일을 위한법절차를 마련하게 될것이다 .

@ l민족 l국가의 통일국가 완성단계

이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자유총

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l민족

l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민족통일과

정치적 통일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통일된 국

가는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국가'이다
주

그러나 통일국가의 수립이 모든 문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같은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룩하 다고 하더라도 오랜분단

상태의 지속으로 인한이질성으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

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외형적인 통일이 이룩되었다고 하여도 사

회.문화적인 공동체로서의 실질적인 통합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

다.따라서 통일정부는 민족구성원 모두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지

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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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합리성

(i) 통일조국의 당위적 미래상 제시

우리 민족의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쪽의 자유민주주의와 북쪽의 이

른바 우리식 사회주의 가운데 민족의 원한 발전과 번 을 보장할

수 있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체제선택의 문제로 귀착될 수T脚1

없다. 그런데 치열한 체제경쟁을 벌인 2o세기 인류문명사와 반세기

를 넘긴 분단민족사의 경험적 교훈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

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궁극적으로

이같은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等

(ii) 민족공동체 건설의 지향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질화로 파괴된 민족공동체를 복원하여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본원적으로 해결하여 완전한 민족통합을 달

성하려는 것이다. 내면적인 민족 통합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통일의

정당성과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출

(iii 평화적 통일의 지향

통일이 아무리 소중해도 막대한 민족적 희생을 동반한다면 그 통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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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나 무력에 의한통일을 배제시키고 있다출

(7) 남북한 체제공존 추구

궁극적인 통일로 가는중간과정으로서 남북한 체제 공존관계의 정

착을 당면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설정하

고 있는 '남북연합'이 바로 남북한 체제 공존관계를 제도적으로 정착

시키려는 것이다
零

(v) 흡수통일 배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것이 아니다. 화해

협력과 남북연합단계를 거침으로써 남북한간에 교류.협력관계를 활

성화시켜 가치에 대한인식의 공유등 민족공동체를 이룬바탕위에

서 남북의 대표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 기구에서 통일헌법을 제

정한 다음 그 헌법하에서 공정하게 실시된 전 한반도에서의 총선거

를 통하여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이곧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지향

하는 목표이다. 따라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북한측이 우려한 '먹

고먹히우는' 흡수통일방식과는 전혀의미가 다르다고 하겠다 를

(vi) 점진적 통일의 실현

남북한이 사상, 체제,정책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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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할 때 일거에 통합할 것을 내세우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

통일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은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거치면서 경제와 사회 문화적

인 역에서부터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한 후에

완전한 통일로 가려는 것이다
.

(vi? 남북한 당국이 통일정책 추진의 주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주체는 당연히 민족구성원 모두임

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통일문제를 풀어가는 정책추진의 주체는 남

북한 당국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것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이고 민족

자결의 원칙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남북한당국을 통일정책 추진의 주체로 설정하 다고 하여 주변국의

협력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가와

한반도 통일에 관하여 유기적이고 긴 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과 북의 이

질화된 민족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노력을 통해 l민족 l국가의 통일조국 건

설을 제시하고 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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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할의 애남전릭 기조

l997년 8월 4일 김정일은 통일문제에 관한 북한의 입장

을 집약한 논문 q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

저히 관찰하친28)에서 r조국통일 3대원칙J, r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빙流 , r전민족대단결lo대강령J을 r조국통일3대한流으로 규정

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합의한 문서는 3대

헌장가운데 '7 .4 남북공동성명' 뿐이다. 그렇듯 남북한은 통일문제

28) r로동신문J 1997년 8월 2o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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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기본인식의 접근을 위해 7 .4 남북공동성명(1972)에서 통

일 3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를 재확

인함과 동시에 남북 화해와 협력의 기초로서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합의하 다.29)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

전히 '하나의 조선'이라는 통일관에 입각, 통일문제를 오직 '해방'과

'혁명'의 논리에서만 접근하여 왔다. 그 논리에 따르면 북한은 '전조

선혁명'을 위한 혁명기지이고, 남한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는 미해방지구로서 혁명투쟁의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

다.3o) 이처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은 '해방'과 '혁명
출

의 대상일 뿐이다
출

이러한 주장의 논리적 근거로 l945년 8월 북한은 소련군에 의해

해방이 되었으나, 남한은 아직 일제를 계승한 미제국주의자들이 강

점하고 있기때문에 해방되지 않은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게는 남한을 해방시키는 것이 조국통일인 바, 이와 같이 '남조선 해

방'의 논리로 왜곡된 대남인식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게 됨에 따라

남북한은 갈등적 대치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출

북한이 보는 통일은 처음부터 '하나의 조선'이라는 논리에 입각
출

북+남=l+l 이 아니라 l+o 이라는 시각에서 보는 통일인 것이

다.남북한이 다 같이조국통일이라는 말을쓰고 있지만, 이와 같이

북한이 말하는 조국통일과 우리가 말하는 조국통일은 그 시각과 개

29) 남북기본할의서 재1조. 그러나 남북기본할의서는 3대헌장에 포할되지 않고있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30) 1965년 좌월14일, 인도네시아 알리아르할 사회과학원에서한 김일성의 강의. 김일성, r조선민주주의

인만공차諒情의 A理주의 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없 ,평양:조선로동당출판차 1965. P.36,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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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있어서 전혀다르다는 것을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燎

북한스스로 주장하고 있듯이 그들이 말하는 조국통일은 남조선혁

명을 전제로 하는 통일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치하의 통

일이다.3l)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남조선혁명을 통한 한반도 전체의

사회주의화, 주체사상화, 공산주의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그들의

통일방식과 통일목표가 북한 체제의 최고규범인 노동당규약 전문에

다음과 같이 명문화되어 있다
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

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있으며 최종목적은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를 건설하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은 곧 남조선혁명을

일컫는 바, 민족해방은 주한미군을 철수케 하여 남한을 '미 제국주

의'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의미하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은 남한의 자

유민주정권을 봉건적 반동적 정권이라고 규정, 이를 타도하고 그들

이 주장하는 '민주정권'(용공 또는 연북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32)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남조선혁명'의 기본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33)

31) 조선로동당, r남조선헉명과 조국통일에 대한우리당의방침J ,평양:조국통일사, 1969. p.36.

32) 통일원, r'95 북한개요J ,pp. 507~508.

33) 김일성, 인도네시아 알리아르할 사회과학원 강의(1965. 4. 14) : 'SS신출 . s신로동당 제諒洲회중

망위원회 사업출화보고차 (1970. 11. 1) ;허종호, r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헉명과 조국통일 리출
.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5 참조, r정치사流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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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혁명은 아직도 외래 제국주의의 예속 밑에 있는 우리나라

령토의 절반과 인구의 2/3를 해방하기 위한 혁명으로서 전조선 혁명

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는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남조

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

는 것과함께 남조선에서 혁명을 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미제 식민지 통치를 없애지

않고는 남조선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도 남조선 사회의 진보도 있을수

없으며 우리 조국의 통일도 이룩될 수 없다. 이리하여 남조선 혁명은

외래 제국주의의 침략세력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다."

"남조선에서 미제가 를겨나고 혁명이 승리하기만 하면 우리 조국의

통일은 물론 평화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우리 당의 임무는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빨리장성시키며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돕는 일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입장을 노동당

규약전문에서 다음과 같이규정하고 있다準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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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투쟁

한다."

이와같이북한이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교조주의적,혁명주의적
.

계급주의적 시각에서 규정하고 있는한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통일이란 있을수없다. 이러한 시각이 진정한 평화통일을 가로

막는최대의 장애요인이 되고있다
等

북한은 한반도 전체의 주체사상화, 공산주의화라는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조선혁명역량의 강화, 남조선혁명역량의 강화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강화'라는 3대혁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엄

청난인적.물적자원을 투입하여 왔다
출

3대혁명역량의 강화는 l964년 2월2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4기8차전원회의에서 r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역량

을백방으로 강화하자J라는 결정을 통해제시되었고, l965년 4월

l4일 인도네시아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r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친라는 김일

성의연설에서 그내용이 구체적으로 1i料졌다.34)

"우리 조국의 통일, 즉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는 결국3대력량의

준비에 있다고 말할수있다. 첫째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

34) 5린중앙연감(1966~1967)J ,pp. 19-35 ;국토통일원, r남북한 통일제의 자료층流 ,제i권
.

1985, pp. 84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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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강화하는

것이며,둘째로 남조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를어

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력량를강화하는 것이며,셋째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3대혁명역량강화 노선이 수립된 후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남조선혁명) 전략의 기조는 주한미군 철수와 남한정권의 전복이라

는목표하에 3대혁명역량강화 노선에 입각한 친북세력 강화, 정치출

조직,사상등주요부문별 대남포위공세의 전개와 더불어 혁명정세

가성숙되는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여 남한내 민중봉기나 북한의 지

원을받아전쟁을 하는방법으로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되

어있다.35) 특히김일성은 i97o년 ll월 2일노동당 제5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정치투

쟁과경제투쟁,합법및반(半)합법적 투쟁과 비합법투쟁,폭력투쟁

과비폭력투쟁, 큰규모의 투쟁과 작은규모의 투쟁등여러가지

형태의 투쟁방법을 출게결합하여 혁명운동을 적극 고나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36)

2 . 북찰 통일방안의 변천괴정

북한의 통일방안은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하는대남전략을 기조로

35) 허종호, r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힉명과 조국통일 리할 ,평양:사회깍학출찰사, 1975, pp.

36) r조선중앙연감(197DJ .P.32 ;국토통일원, r남북한 통일제의 자료층라 ,제1권, p.1o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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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대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다. 북한의 통일

방안의 변천과정을 시대순으로 간추려 보면 북한의 초기 통일방안은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 '민주기지론'에 의한무력적화통일이었다
等

그것이 대남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가운데 실천으로 옮겨진 것이

6 .25 남침이었다
.

'민주기지른'은 l96o년 4 .l9혁명 이후 '남조선혁명른.으로 발전

되었고, 이때 북한은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를 처음으로 제기

하 다.(I960. 8. 14) '남조선혁명론'과 연방제 통일방안은 i973년

의 고려연방제를 거쳐 l98o년 완전한 통일형태로서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창립방안'으로 발전되었으며, l99o년대의 'l민족 l국가 2제

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로 전환되었다
출

(1) 정권수림에서 195o년대까지의 통일방안

광복 후 6 .25전쟁까지 북한의 통일방안은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이미 l945년 l2월 l7

일 "북조선을 통일된 민주국가를 위한 강력한 민주기지로 전변시킬

것"을 선언했다. 여기서 '민주기지'란 전 한반도를 볼세비키화하기 위

한 공산주의의 기지를 의미한다.37) '민주기지'란 원래스탈린의 출

치방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떤지역을 확보한 후 그지역을 사회주

37) 양로민. "전체주의 1인독재체제의 확립,'' 이상우 외. r북한 4o년J ,을유문화사, 1988,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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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방식에 의해 정치, 경제, 군사적 역량을 강화시킨 후 세계혁명

을 위한 수출기지로 삼는 것을 말한다.38) 북한은 '민주기지른'에

따라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 민주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북한내의

정치 경제적 체제개혁을 단행하 다 출

이러한 '민주개혁'을 토대로 l948년 9월 9일 북한공산정권이 수

립되었다. 내각수상으로 선임된 김일성은 다음날 발표한 정부정강

(政府政綱) 첫번째 항에서 통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말했다.39)

"전조선 인민들을 정부주위에 튼튼히 단결시켜 가지고 통일된 민주

주의자주독림국가를 급속히 건설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것이며 국토

의 완성과 민족의 통일을 보장하는 가장 절박한 조건으로 되는 양군

동시철거에 대한소련정부의 제의를실천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것

이다."

북한은 이런 목적을 위해 l948년 l2월 북한주둔 소련군을 먼

저 철수시켰고, 주한미군을 l949년 6월에 철수하도록 유도한 다음

'민주기지'의 건설을 배경으로 대남평화공세 속에서 l95o년 6 .25

남침을 감행했다. 이때부터 남북한은 같은 딘족이면서도 극단의 군

사적 대치구조를 갖게되었고, 정전(停戰) 이후 '민주기지'의 건설이

라는북한의 기본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김일성은 l955년 4

월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

38) 양호민 외, r남과 북어렇게 하나가 되나J ,나남, 1992, p. 40.

39) 5린중앙연감(1959).,. p.45 ;국토통일원, 5價한 통일제의 자료총漆, 제19, pp. 1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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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위하여'라는 테제를 통하여 '민주기지' 건설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 다.4o)

"우리 혁명의 원천지인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

로더욱강화하여 민주기지를 비단제국주의와 그주구들의 침략을 반

대하며 공화국 북반부를 보위할 강력한 력량으로 되게할뿐아니라

우리나라의 통일독립을 쟁취할 결정적 력량으로 전변시켜야 할것이

다.그러기 위하여서는 북반부에서 혁명을 더욱진전시켜 사회주의 기

초건설을 위한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휴전이후북한은 l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남북한 총선거의

준비를 위한'전조선위원회'의 구성, 6개월 이내일체의 외국군무

력철수등을제시하 다. 이러한 평화통일론은 l95o년대에 일관되

게주장되어 왔다. 그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외국군 철수

및감군, 남북대표자회의와 국제회의 개최,경제문화교류 및통행

서신교환, 남북자유선거 실시등으로 요약정리할 수있다. 북한

이이러한 평화통일론을 주장하게 된것은전후복구를 위해일정기

간평화유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準

(2)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북한은 l96o년대에 들어와 '민주기지른'을 견지하면서 평화통일

4o) 김일성. r남조선힉명과 조국통일에 대하며J ,평양:조선로동당 출판사, 1969,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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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과 '남조선혁명'이라는 이중전략을 구사해 왔다. '남조선혁명'의

실천수단으로 제기된 것이남북연방제라 할수있다燎

일찌기 레년은 r민족. 식민지 문제에 대한테제J 에서暇강력한 공

산국가와 비공산 민족국가가 과도적 형태의 연방제를 거쳐프롤레타

리아의 완전통일국가에로 도달한다.'고 규정한 바있다출

그러나 이러한 연방제 아이디어를 최초로 북한에 제공한 사람은

4 .i9혁명 직후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l96o년 5월초북한

을비공식적으로 방문한 쿠즈네소프 소련외무성 부상(副相)이었다 주

그는김일성에게 남한사람들이 갖고있는공산주의와 무력남침 공

포증을 해소시키기 위한방안으로 정부당국간의 연방형성 제안을 권

유하 다. 이에대해김일성은 동년5월2o일 노동당 정치위원회에

서"연방제로 남조선을 끌어안아소화시킬 수있다.'고 보고연방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 다. 그후약3개월 연구.토른 기간을 거

쳐김일성은 i96o년 8월 l4일 8 .l5 해방 l5주년 기념연설에서

처음으로 연방제를 제의하 다.4l)

김일성은 이연설에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민주주의적 기

초우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평화적 조국통일의

가장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편"이라고 하면서 "만일 그래도 남조선

당국이...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한.. 과

도적인 대책으로서 남북조선의 련방제를 제의한다.'고 했다燎

4i) 신평길, r김정일과 대남공z ,북한연구소, 1996, pp. 3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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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내용은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재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

존하면서 동시에 두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

직하여 주로남북조선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

법으로 실시하자.'는 것이었다.42)

i96i년 9월 ii일~9월 l8일 개최된 북한노동당 제4차 대회에

서 김일성은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4 .l9혁명을 논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졌으나, 혁명정당이

없었고 투쟁강령이 없었기 때문에... 남조선 인민들이 흘린피를미

제의다른앞잡이들의 손에빼앗졌다.'고 평가하고 "자주적 평화통일

의기치밑에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적 각 계층들을 를

어세워야 하며,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주의 력량과 북조선의 애국적

사회주의 력량과의 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 다.43)

(3) 8개항의 대발제의와 조국臺일 5대강령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은 l97o년 ll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재

확인되었으며 ,44) 남북연방제는 l97l년 4월최고인민회의 제4기 5

차회의에서 '현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킬 데대하여'라

는북한외상허담의 보고에서 8개항의 대남제의를 통해다시제시

42) r로동신流. 1960.8.15 ;국토통일원, r남북한 통일제의 자료총람 제1Sj ,1985.12, p.444.

43) 김일성의 조선로동당 제4차대희 중앙위원회 사업총차보고 중, "조국의 펑화적 통일을 위하여."

r로동신문J, 1961.9.21 ;국토통일원, 앞의책,제13, pp. 626-642.
44) 조선로동당 제諒料회 결정서 (5죠신를, 1970.11.13) ;국토통일원, 앞의3 訓인pP.1047-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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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45) 허담의 8개항 대남제의는 북한의 통일정책의 주요내용

들을담고있었다. 그내용의 요지는 o미군철수 @ io만 이하로의

감군 @ 한미방위조약 등 민족의 이익에 배치되는 조약의 폐기 @

남북총선거 @ 각정당사회단체의 활동보장@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의 실시@광범위한 교류의 실시@ 이상의 문제를 협의

하기위한남북정치협상회의 개최등이었다
燎

그 후 김일성은 우리의 6 .23선언의 발표가 있은 당일인 l973

년 6월 23일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총서기 구스타프 후사크 환

대회의 연설을 통해'조국통일 5대강령'이란 것을내놓았다.46)

이것은 허담의 8개항을 단순화한 것인데 그요지는 o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남북간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남북의 .인계각층 인민들과 각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 고려연방공화국을 국호로 하

는 남북연방제의 실시 @ 고려연방 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등이었다
출

(4)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림방안

북한은 l98o년 lo월 lo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의 사

업총화 보고를 통해기존의 통일방안과 제안들을 다시정리한 '고려

45) r로동신문J, 1971.4.13 :국토통일원, 앞의책,제13, PP.1074-1077.
46) r로동신문J, 1973. 6.24 ;국토통일원, 앞의책,제13, pp. 1356-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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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 다.47) 그내용은 @ 자주적 평

화통일을 위한선결조건 @ 연방제의 구성원칙과 운 원칙 @ lo대

시정방침으로 나눌수 있다.

우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선결조건'을 보면 첫째,남한에서의

'군사파쇼통치'의 청산과 민주화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o 반공법 ,국

가보안법 등 파쇼악법의 폐지 및폭압통치기구의 제거@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합법화 및 모든정당사회단체 개별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 민주인사 애국인사들의 석방 @ 군사파쇼정권의

민주정권으로의 교체등을제시했다. 둘째 긴장상태의 완화 및전쟁

위험의 제거라는 명분으로 o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 @ 주한미군의 조속한 철수 @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 및 '두 개 조선' 조작 책동의 추구 중지 등을 제시하

고 있다.

연방의 구성과 임무, 운 원칙을 보면다음과 같다.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남에있는사상과 제도를 그대

로두고북과남이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

정한다.(중략) 북과 남이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

로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남이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

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47) rj동신&, 1980. 10. 11 ; U要선誇인년감(198DJ, pp. 犯~61 ;국토통일인 앞의색,제;권, 陣.67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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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

을주장한다."

"련방 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

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 련방국

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중략)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는 련방국가의 통일

정부로서 (중략)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사업을 추진하고 모든분야에서 북

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연방의 운 원칙으로서 "련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련

방회의와 련방상설위원회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은 북남이 륜번

제로 하는 것이 좋을 것計이라고 하 다.48)

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으로 하고, 대외정책노선

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

로 한다.'는 것이다
출

그리고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

서 남북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해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연방제가 실

현되었을 때시행할 정책으로서 'lo대 시정방침'을 내놓았다
주

48) 김일성, 차조선민주주의인민공좌국 창건3돌 경축연피 연설計 , r로동신문J , 198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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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활동의 모든분야에 諒州 자를料 견지와 자주정책의 실시

@ 전지역, 전사회의 모든분야에서의 민주주의 실시와 민족의

대단결 도모

@ 남북간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의 실시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의 보장

@ 남북간의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 있어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의 발전

@ 남북간의 교통체신을 연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자유로운

교통체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보장

@ 노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전체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를 집중적으로 증진

@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

@ 해외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 보호

@ 통일이전대외관계의 올바른 처리와 두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

@ 통일국가로서 모든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

적인대외정책실시

고려민주연방제의 특징은 첫째,'고려'에다 '민주'를 첨가하여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과도적 대책' 또는'당분간'

이라는 용어를 쓰지않음으로써 외형상 완성된 형태의 연방국가라는

점이며,셋째,한국에 대해무장해제에 가까운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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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점이며, 넷째, 민족, 자주등의개념을 이용하는 용어혼란전

술을포함하여 심리전적인 lo대 시정방침을 제시한 점이다
출

고려민주연방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이른바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선결조건'으로서 '남조선혁명론'의 발상이라 할수있다. 둘째
.

.'남북이 서로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

남하는 기초위에서' 연방제를 하자고 했는데 두제도에 의한연방

제는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우리말로는 '연방'(Federation)

이라고 하면서 어로는 "Confederation (국가연합)이라고 표현하는

등결합형태의 모호성이다. 넷째,국호.국기형태 . 대외정책의 노

선등을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통일이전에

남북간에 실시해야 할사항들을 연방제가 형성되었을 때의시정방침
으로 제시함으로써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실시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연방헌법 등연방의 형성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에

대한설명이 전혀없다는 점이다
출

(5) t1민족 1국가 2계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계

l99o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연방제는 약간의 전술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l99l년 김일성은 신년사를 통해'i민족 i국가 2제

도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기했다.49) 릿남북에 서로다른두제

도가존재하고 있는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누구를

49) 김일성의 1991년 신년사, 5틀신문J , 199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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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

가,두개제도, 두개정부에 기초한 련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제도통일른은 분렬을 끊임

없이지속시켜 결국통일을 하지말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통일은

후대에게 맡기자." 북한이 이처럼 전례없이 제도통일을 흡수통일로

보고 제도통일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제도통일의 후대론, 지역자치

정부의 권한강화른(외교권, 군사권, 내치권)을 들고나온 것은독일

의홉수통일방식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출

현재북한의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제도

두개정부'에 기초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을 창설하여 통일을 이루

자는것으로 요약된다. 이를상술하면, 첫째,통일국가의 형태는 남

북두지역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l민족 l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국가이며,제도통일은 후대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출

또한통일국가의 성격은 자주.평화.비동맹의 독립국가로 규정해

놓았다.

둘째,통일과정과 관련하여 북한은 연방제 실현의 선결조건을 계

속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표명하

면서'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선결조건'을 제시하으며 ,'조국의 자

주적평화통일을 위한전민족대단결 lo대 강령'이란 것을채택하면

서도5o) 남한에 대해o외세의존 정책의 포기@미군철수 의지표

5o) 북한최고인린憤 제州5차회의(1993년4월7일~4월9刻에서 김料撚 연설을 통해제시된 전만족料理
io略濯'의 차를은 다를과 같다. Q 전민족의 料壇로 자주인 평화리 중림적인 통알국가틀 臺릴. @ 만족
o隣민족자주 정신에 기초히여 단인@공로 공,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 위업에 모든것을복종시키

는원직에서 단결, @ 동족사이에 분열좌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제의 정치적 논린을 중지하고 단걸. 應북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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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의 구중지@미국의 핵우산 탈

피등4가지 사항을 요구조건으로 제시하 다
출

셋째, 통일원칙과 관련하여 북한은 7 .4 공동성명의 통일3원칙

을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자주원칙을 외세배격 입장으

로,평화원칙을 한반도의 전쟁위험 제거로, 민족대단결을 각계각층

인민들의 자유접촉 왕래및이를위한사상적 .제도적 장벽제거로
해석하고 있다

출

넷째,통일이념에 있어서 북한은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며,통일의 주체는 '인민'임을 강조하고 있다
를

다섯째,북한의 고려연방제안은 과도기구, 통일국가 수립절차 등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통일과정을 무시함으로써 통일에 이르는 과도

기구는 제시하지 않고, 다만통일국가의 기구로서 최고민족연방회

의,연방상설위원회를 내세우며,'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 개최.>통

일방안 협의결정-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선포' 등의통일과정을 제
시하고 있다

雌

3,북할의 통일방안 평가

북한은 지금까지 통일명분을 내세워 체제유지 및일당독재를 합리

과남침. 승공과 적회애 料찬우려를 디o 없애고 서로신뢰하고 단할, @ 민주制를 料料여滿주의

주장이 디르디고 하여배척하지 말고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손집고 나란@ 개인과 단채가 죠유한 물질

적.정신적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데아롭게 이용하는 것을장려, @ 접?
왕래, 차라를 통하여 전만족이 서로이차차고 신뢰하며 단합, @조국통일을 위한길어料 북과남,해외의 전
민족이 서로연차성을 강화, 料만족대단결과 조국통일 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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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남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여 왔으며 형식은 고

려연방제를 표방하면서 내용은 남조선 혁명을 기조로 한 통일방안과

대남전략을 교묘히 짜맞추어 왔다
零

그러나 l98o년대 후반 이후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급격

한 변혁, 비동맹국가들의 탈이념 실용주의화, 가중되는 북한의 경제

난 등으로 인하여 북한은 통일정책의 추진방향을 현실적으로는 조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면적으

로 여전히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조선' 논리를 고수하면서

도 체제생존을 위해 표면적으로는 '남북공존'을 수용하면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1991.9.17)51)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서명

1991.12.13, 발효: 1992.2.19) 등에 응하 다 출

그러면서도 북한은 다원적인 한국사회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민족대단결'을 명분으로 한 통일전선전술(統一戰線戰術)의 적

극 추진, '지하당 구축', '남한사회 교란및 갈등 조장', '주한 미군철

수 분위기 유도' 등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통일전략은 기존

의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국정부의 약체화를

기도하면서 대미.일 직접협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보장 등의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출

이러한 북한의 대남전략의 변화양상과 양면성은 '전민족대단결 lo

대강령'에도 그대로 집약되어 반 되고 있다
準

51) 북한의 유엔가입에 관해서는 이기택, r한반도통일과 국제정치J ,삼 ,1991, pp. 3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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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전선전술의 지속적 추진

북한은 김일성이 l99o년 5월 24일 '조국통일 5개방침'52)을 제시

하면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의 형성'을 강조한 이래, l99l년 l월

25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북측본부를 결성하여 조국통일 범민족연

합(이하 '범민련')을 지원하는 한편, '범민족대회'의 추진 등을 통해

남한 정부와 재야운동권의 갈등을 유도하고,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

성사를 위한조직체계를 마련하 다 .

김일성은 l99l년 8월 l일의 담화 r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

자J를 통하여 暇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

며 또한 그 본질적 내용을 이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데서 첫째

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53) 이라고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을 "대결로선에 대한 민족대단결로

선의 승N 라고 강조하면서 '범민련' 결성(1990.11.20, 베를린에서

남북 해외동포 대표로 중앙기구 결성), 통일축구 경기대회 개최

(1990.10), 범민족통일음악회 개최(1990.10), 세계탁구선수권대

회의 단일팀 구성 출전(1991.4-5) 및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구성 출전(1991.6-9) 등을 민족대단결 노선의 성과로 평가하고

52)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 5개방침은 (i) 조신반도아서 긴장상태 완화와 통일을 위한펑화적 환경마련. (ii) 분단

洲 料料料浴래 전할憐 料 ,(iii) 자淸 평誇洲 料 한訓 諸 梅 料 料 料 洲 認 ,(.v)

諒 I 9 料 대화料 (v) 諒要및 理 烈 절 誰 部 銘 部漆.( 流 流 ,199暇. 25)

53) -로동신문J , 199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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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4)

이러한 통일전선전술은 '전민족대단결 lo대강령'에도 그대로 나타

나 있다(강령내용은 각주 5o 참조) .

첫째, "민주주의를 귀중히 석기며 주의 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

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는 제6항

의 구체적 내용은 o통일논의와 활동의 자유 보장 @정치적 반대

파 탄압보복 박해 처벌 금지 @ 친남 친북 불시비 @ 모든 정치범

석방복권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남한으로 하여금 국가보안법

을 철폐하고 반공정책을 포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통일문제로 남한내부의 국른분열을 야기시키려는 것이다
.

둘째, 州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

하며단합하여야 한다'는 제8항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 접촉.왕래

의 장애물 제거및차별없는 왕래를 위한문호개방 @각당 각파각

계각층에 동등한 대화의 기회 제공 및 핀무책 다무적 대화의 발전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창구다원화를 통한정부 약체화 및 정치

협상회의 소집등을주장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

셋째, ''조국통일을 위한길에서 북과 남,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련

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제9항의 구체적 내용은 @ 남과 북,해

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것은 편견設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 것은 함

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

이 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과 @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단체와

54) r로동신문J , 199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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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제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종의 주적으로 설정된 한국정부를 포위하려는 계략으로 먼저해외

교포및친북단체의 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출

넷째,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

하여야 한다.'는 제lo항의 구체적 내용은 @ 공을세운사람들, 애국

열사 및 그 후대에게 특혜 제공 @과거에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도

과오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로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고 공로에 따라

공정히 평가할 것등이다. 이는국내 재야또는 운동권에게 반한친

북 통일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우익적 반북(反北) 인사를 회유하기

위한 것이다 출

(2) 생존전략적 요소 가미

김일성은 指88년 신년사를 통해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대방

의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중립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하나의

련방국가를 창설"55)해야 한다고 하 다. 또한 l988년 9월 8일정

권수립 4o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조국통일을 실현

하기위하여서는 누가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제도를 그대로 두

고 두 자치정부를 련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여

야 한다.'56)라고 하면서 공존의 원칙에 대하여 언급하 다 천

55) r로동신문J , 1988. 1. 1.

56)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r조선중앙

연감 1989,1,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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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l989년 김일성 신년사에서는 "이제 남조선에서는 조국통

일을 위한 투쟁이 소수의 운동으로부터 다수의 운동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중략) 이는 남조선에서의 통일운동이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

입함으로써 남조선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

다'라고 하며통일투쟁꼭 성과를 거양코자 하 다
촐

l99o년 lo월 독일통일이 실현된 후 김일성은 l99l년 신년사에

서 "최근 다른 나라의 흡수통합방식에 현혹된 남조선당국자들은 '북

방정책'을 내걸고 청탁외교를 벌리면서 남의 힘을 빌어 우리나 라에

서도 그런 방식을 실현해 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다'라고 언

급하 다. 북한은 이와같이독일식 통합방식 거른에 반발을 나타내

면서 생존전략 차원에서 남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1991.9.17)하

고,남북기본합의서 채택(1992.2.19, 발효)에도 응하 다 출

또한 l992년 7월 4일자 노동신문 사설에서는 릿그들은 자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민족 내부문제인 통일문제를 외세의 힘을 빌어 남

이 하는 방식으로 먹고 먹히우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어리석게

기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전략'에 편승하여 우리

에 대한 개방유도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기초한 '흡수통합',

'승공통일'을 이룩해 보려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기 라고 언급하 다. 남한주도에 의한 흡수통일을

배제하면서 통일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전민족대단결

lo대강령'에서도 엿볼수 있다
.

'lo대강령'의 제3항, 제4항, 제5항은 남북공존을 받아들이는 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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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표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출

첫째,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제시된 제3항의 내용은 "공존 공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

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 내용은 o 남북의 사상.o.1념 .제도

의 인정.존중과 불간섭을 통한진보와 번 추구 @전민즉적 이익

도모 @ 통일노력을 최우선으로 삼는것등이다수

둘째,"동족 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치논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는 제4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o 대결 추

구 및 조장 중지 @ 모든 형태의 정쟁 및 비방 중상 중지 @ 상 호

적대정책 중지 @외세의 침략간섭에 대한공동 대처등이다 .

셋째,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漆懼)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는 제5항의 구체적 내용은 o 상호

불위협 .불침략 @ 자기의 제도 불강요 및 상대방 흡수배제 등

이다.

결국북한은 주변47씨 모두 남한과 수교하고 있고, 남한의 총체

적인국력이 북한보다 우세하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이 가

중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체제유지에 중점을 두겠지

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적화통일 추진에 최대의 역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북한의 통일전략은 '선남조선혁명 ,후

공산화통일' 노선으로 체계화하여 전개되어 왔고, 김일성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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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7. 8)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이 북한체제 내에서 유

지되는 한사회주의체제에 의한조국통일이라는 북한의 전략은 변화

되기 어려울 것이다. 2ooo년 공동사설형식의 신년사에서도 당국간

대착에 대해서는 전혀언급이 없이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반외세 자

주화, 민족대단결 등을주장한 것은 바로 이점을 됫받침해 준다
.

김일성 사후 l997년 6월부터 발표된 김정일의 통일관련 논문및서

한을 살펴보면, 북한은 대남전략 차원에서 남한의 민족통합역량을

저해하는 한편 남한정부를 배제하려는 가운데 기존의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이중적인 적화전술을 구사하고 있다.57)

한반도 통일을 위한보다 나은접근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금

까지살펴본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비교해 볼필요가 있다
.

먼저 북한의 통일방안은 논리적 차원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주장을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양측

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

다.예컨대 이방안은 남북의 사상.제도를 그대로 두고하나의 연

방국가를 형성해 통일한다고 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 남쪽제도가 바

뀌는것을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등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

다.이는앞에서 살펴본 남조선혁명논리와 대동소이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의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의

57) 김일성은 1997년 6월19 논문r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차히여J와 i997년 8월4

일논문r위대한 수령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출을 철저히 관철하라 그리고 1998년 4월18일 서한r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펑화통일을 이룩하다을 통해자신의 통일노선과 대남정책을 발표하었다
.

특히4월18일서한에서 제시한 r민족대단결 5대방친은 북한의 통전선전술이 불변임을 말차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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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방안은 규범적 당위성에 기초한 것으로 남북공통의 가치나 행

동양식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통일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

그에비해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우선점진적 접근방법만

이통일을 가져올 수있다는 전제하에 '선교류 후통일'의 입장을 체

계화한 것으로서 실용주의적 방안이라고 할수 있다. 더욱이 첫단계

인화해.협력은 이미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양측

의정치적 의지여하에 따라실현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제2, 3

단계도 원칙적으로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구체화될 것으로 설정되

어있다. 물른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타당성 .합

리성.실현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통일국가의 미래상

으로 제시하 다는 점에서 결국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을 상

정하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주

는냉전시대의 개념과 다르며 특정한 제도를 의미하는 것도아니다 .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관용등의가치를 강조하

는 것이다
주

요컨대 남북한 양측의 통일방안은 통일의 당위성 .필요성 .체제상

의차이점 등을인정하면서도 통일의 접근방법과 통일국가의 미래상

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두 가지 통일방안은

모두 양쪽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간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점에서

타협의 가능성을 찾아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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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북정책의 를진배@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우리는 화해와 협력을 통일의 출발점으로

삼게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기존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과 남북간의 이견을 좀히기 위한대화의 제도화라고 하

겠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

북한양측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중요하다 準

한반도 통일이 북한의 붕괴나 군사적 충돌로 이루어진다면 막

대한경제비용과 사회혼란을 초래하게 될것이분명하기 때문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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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대규모 인명피해와 적대감정을 야기

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경

제가붕괴할 경우에도 대량난민이 발생하고 엘리트집단내의 갈등이

표출될 것이다. 이런점때문에 우리정부는 물론주변강대국들도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경제와 안

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납득시킬 수있는것이되어야 할것이

다.즉,북한이 더 이상대남적화통일에 대한미련을 갖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흡수통일에 대한우려를 불식시켜 줌

으로써 북한스스로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호응하는

변화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할것이다. 이점은새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및3대원칙에 그대로 반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새정부에

서통일자체보다도 그기반으로서의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이유

에주목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는 당장통일을 이룩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평화공존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대안은 우리가 도달

해야할최종목표가 아니라 그목표에 이르는 도정이다
準

정부가 평화공존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주변강대

국의동북아 역학관계 및북한의 현실과 대남정책 등이있다. 동구

권및소련이 개혁, 개방정책으로 인해붕괴되는 것을보면서 북한

지도부는 주체사상의 유지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기에 이른다
출

그리고 이를실현하기 위해김정일정권은 체제유지의 토대로서 군의

위상을 설정함과 동시에 사회이완을 막기위한군(軍)중시 사상과



.v. 를일를 어및Q 이루터고 하는가 l3 5

붉은기 사상을 제시하는 등독자적인 정책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사

상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l994년 이래의 김정일의 논문에서 강조된

바와같이김정일은 이른바 '김일성 유훈통치'라는 이름아래자신의

정권을 공고화하기 위한정지작업에 몰두해 온것이사실이다. 그리

고그것은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일단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작용했다고 볼수 있다구

북한의 경제가 나쁘다고 해서반드시 정치적으로 붕괴한다는 법은

없다.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쿠바의 카스트로가 좋은 예다. 물른 북

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주목하여 경제적 붕괴가 직접적으로 정치적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이사실

이다. 또한그러한 관점으로부터 북한의 조기붕괴에 대비하는 것이

보다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주장은

동북아의 역학관계와 북한체제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검토가 부족

했던데에기인한 것으로 볼수있다. 북한은 역사적, 구조적, 기능

적맥락에서 군사주의 ,주체사회주의 ,자력갱생 등의특징을 나타내

고었다. 이렇게 볼때군사적 패배를 의미하는 북한의 붕괴가 간단

히실현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

북한체제가 하루아첨에 붕괴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당분간

북한은 불안정한 위기관리 체제를 그럭저럭 유지해 나갈것이다. 북

한은현재구조적 모순과 경제난 등으로 괴로운 상황에 처해었지만

동북아 역학관계와 강력한 주민통제로 인해쉽게붕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른북한은 많은문제를 안고있다. 예컨대 독립국



1 3 6 iv. 통일를 어要1 이루터고 하는가

가로서의 정체성인 '주체'를 유달리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부

공산권의 도움을 많이받아지탱해 왔다. 경제회생을 강조하면서도

국방비의 비중은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우경제개혁 성

공은국방비 감축에 크게힘입은 결과 다. 또한미국을 제일의 적

으로 삼으면서도 내심으로는 제일의 관계개선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대남도발을 저질러 왔다. 최근의 서해교전사태

는 모처럼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없는 대표적 예다
會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사람들은 역시북한은 변하지 않

았다고 분개한다
率

그러나 북한에 변화의 조짐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김정일시대의 공식화와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에서 그것을 찾

아볼수 있다. 김일성 사망이후 4년여동안 김정일은 김일성이 설정

한대내외 정책의 기본틀 안에서 부분적인 변화를 모색해 왔다, 통일문

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로는 이른바 김정일의 r8 .4 통일노작J

(1997.8.4)을 들수 있다. 여기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r조국통일 3

대원칙J, r전민족대단결 lo대강령J, r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빙출

을r조국통일 3대한할이라는 이름으로 플어통일실현의 투쟁강령으

로규정하 다. 다만이러한 근본입장의 불변속에서도 김정일은 남

북한의 공존. 공 .공리그리고 화해및신뢰관계로의 개선을 통일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당면과제라고 강조하 고, l998년4월

l8일 서한형식의 r민족대단결 5대방친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고 나왔다. 이것은 향후에 재개될 남북당국간대화 및민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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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교류, 접촉활성화에 대비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 다는 점

에서주목할 만한대목이다 출

그러나 한가지분명한 것은2ooo년 신년사에서도 강조했듯이 북

한이기본적으로 기존의 '하나의 조선노선, 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

으며,반외세 자주와 민족대단결 등을전제조건으로 변함없이 요구

하고있다는 점이다. 대남전략차원에서 북한의 대남정책 기본논리는

'하나의 조선'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대남정책노선인 통일전선

전술이 가진전쟁적 측면과 평화적 측면의 이중성에 대해충분히 인

식할필요가 있다. 북한의 이중성은 현재김정일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기본방향인 o 미국.일본등의국제자본주의 역량을 활용하

여붕괴직전의 국내경제기반을 재구축하는 것과@ 통일전선전략에

기초한 기존의 대남정책을 고수하려는 입장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

음을보게된다.

이상의 검토에서 우리는 북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과변화하

지않는상황이 지속될 경우결국붕괴의 길을가게될것이라는 점

을알수있다. 그렇다고 해도당분간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은 높

지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붕괴를 전제로 하지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경우우리에게 있어서 향후중요한 과제는 억제

(Deterrence)와포용(Engagement)의 전략적 기초위에 북한의

오판을 미연에 방지할 수있는확고한 안보역량을 갖추는 것이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흡수통일'의 위협을 느끼지 않

도록해야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있다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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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북정책 기조

남북한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해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새로

운인식과 정책이다. 오늘날 우리대북정책의 목표는 평화적 변화
.

평화공존의 개념에서 찾아야 할것이다. 공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

는것은남북대결이 지속된 근본적 원인이 상대방 체제의 불인정과

자신의 체제로의 통일을 시도함에 있기때문이다. 양측이 '적화통일
.

과'흡수통일'의 우려를 및어버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신뢰할 수있

도록실질적 조처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필수적인 것

이대화와 타협의 자세이다. 따라서 정부는 통일여건이 조성될 때까

지화해.협력.교류등의공존에 전념하는 것이현실적인 방법이라

고 판단하기에 이른다
.

(1) 대북정책의 목표와 원칙

정부의 대북정책은 간단히 말해성급한 통일의 추진이 아니라.'안

보를 튼튼히 하는가운데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개

선해나가려는 정책"이다. '국민의 정부'는 평화,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

대중 대통령이 l99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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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첫째는 평화를 파

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정

부가전쟁억제를 위한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평화공존의 기

반을다지겠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둘째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

일을기도하지 않는다는 흡수통일 배제원칙이다. 이는북한당국의

흡수통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기

보다는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통해'남북연합'을 실현할 수있도록 여

건을조성해 나가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필수조건이다. 셋째는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수 있

도록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추진한다

는 원칙이다 .

(2) 대북정책 추진기조

이와같은원칙에 바찰을 두고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조에서 추진되고 있다. 첫번째 기조는 안보와 협력을 병행추진한

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적극적 대북정책의 기본바탕은 안보라

는 인식하에자주적 안보태세를 강화하면서 한.미 동맹체제의

강화등주변국가들과의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零 그

리고이러한 튼튼한 안보기반위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에 있어최

대한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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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

두번째 기조는 평화공존과 평화교류를 우선실현한다는 것이다
.

현상황에서 시급한 과제는 무력대결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공존

을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공존의 토대위에서 남북간의평화

적인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통일지향적 남북관계의 발전

을이룩하겠다는 것이정부의 대북정책기조이다
.

세번째 기조는 북한체제 붕괴론에 근거한 대북압박정책보다는 북

한의대남정책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북한스스로가 변할수있도

록자신감을 가지고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幣

네번째 기조는 북한에 대한일방적인 지원이나 시혜의 차원을 벗

어나민족전체의 공동발전과 번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협

력을추진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남북한은 상호보완성에 기초

하여상호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경제공동체의 통일적 발전을 추구한

다는 것이다
.

다섯번째 기조는 남북당사자 해결원칙하에국제적 지지를 확보

한다는 것이다. 남북문제는 우선기본적으로 남과북이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원칙으로 삼고, 여기에 대한국제적 지지를 획득함으

로써분단해소와 한반도 평화유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출

여섯번째 기조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추진이다. 대북

정책이 국민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소수결정권자에 의해즉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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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결정되거나 실에서 결정될 경우 민족공동체를 위한접근으

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 정책 결정과정의 투

명성을 유지하면서 일관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서 국민의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할 것이다
零

3. 후진내용

현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l998년에 발생했던 북한의 잠수정 침

투,'광명성 l호' 발사, l999년의 서해교전,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

건 등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은 첫째,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남북 관

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 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

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미 남북간에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완

전한 합의가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

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은 남북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

고 통일에의 대로를 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으로 이해되고 있

는 것이다 .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관한 남북 최

고당국자의 의사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사 교환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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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남북 간에 우선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협의.실행하고 점차 남북기

본합의서의 전면 이행을 추진한다는 것이정부의 방침이자 대북정책

의주요기조라 할수 있다幣

둘째, 과거정부와 대조적으로 현정부는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

하여 기업의 자출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있다. 경협은 우선 북한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분야부터 추진할 수

있지만, 상호이익이 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안 중심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북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이를 위해서 정

부는 이미 기업인의 방북 확대, 투자규모 제한 철폐, 경협 절차 간

소화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치

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다 等

남북 경협은 새 정부 수립 이후 추진한 대북정책 중 가장 성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주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

떼 방북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실현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할수 있다출

이러한 경협은 찰수정 침투사건, 무장간첩 침투, 서해교전, 금강산

관광객 억류라는 남북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경

분리의 원칙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다
구

셋째, 정부의 주요 역점 분야는 남북 이산가족의 문제 해결에 있

다. 현재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수는 l천만에 달하고 Z L

대다수는 가족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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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세대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할 것을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와 3 .l절 기념사 등을

통해 표명한 바 있다. 또한 4월 ll일에서 l7일 사이에 북경에서

개최된 남북 당국자 대표회담에서도 이산가족 면회소 .우편물 교환

소 설치 및 이를 위한 생사.주소 확인을 제의한 바 있다
.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제3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 차원의 이산

가족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금년 4월 l일부터 경제적으

로 어려운 이산가족들에 대한 교류 소요경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생사 .주소확인, 상봉, 제3국 여행경비 등을 보조해 주고

있다. l998년 5월 28일에는 22개 이산가족 관련 민간 단체들이 참

여한 r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J 가 발족되어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량이 대폭강화되었다. 그리고 l998년 9월 l일

부터 고령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규

제 없이 방북할 수 있게 방북 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

다. 마지막으로 9월 중에 r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J 를 발족시키고
출

기존 이산가족 관련자료 약 5만 5천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현재 r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J에는 지난 l97l년 이후 정

부나 대한적십자사에 신청한 이산가족 l3만여명과 이들이 찾는 북

쪽의 가족 36만여명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

넷째,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

현재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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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직접적인 대규모 대북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지

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에는 적극 참

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미 정부는 uN기구의 제4차 대북

지원계획 참여요청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을 결정하고, 3월 9

일 세계식량계획 (wFp)을 통해 l,loo만불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l995년 6월 이후 l999년 ll월말까지 우

리의 대북지원은 총 3U 6,131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다섯째, 정부는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을 천명하 다. 경수로 건설 지원은 북한 핵 동결의 대가로 지원하

는 사업인 동시에 중.장기적 차원의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국제적 약속의 이

행이라는 차원에서 성실하게 추진할 것이며 , 재원조달은 예상사업비

46억불 중 실제공사비의 7o%를 원화로 기여하기로 하 다. 경수로

공사는 초기 부지준비공사를 l\I(1997년 8U-1998년 8월) 계약

으로 추진하 으나, 그동안 몇가지 미해결과제로 인해 공기가 연장

됨으로써 본공사가 다소 지연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l2월 l5일

K E D o와 한전이 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금년초 본공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부지준비 공사 추진현황을 분야별로 보면, @ 사무실 .숙

소.식당 설치 @근로자 복지시설 마련 @공 사 기반시설 설치공사

@부지정지 @외환은행 금호출장소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출

여섯째 , 현정부는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을 정책추진방향으로 설정

하 다. 이를 위해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에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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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합의서를 실천해 나가는 동시에 4자회담 등을 활용,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 한 협력체제를 갖추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자 한다.

이상과 같이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경제.사회 .문화.인적

교류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l998년을 통해 정치.군사 .외교 부문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대북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l999년에 들어서면

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식으로서 냉전구조의 해체

론을 주장하고 그 실현방안으로서 포괄적 접근을 제시한 바 있다
출

이와 같이 포용정책과 포괄적 접근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

첫째, 대북정책은 표면상으로 포용, 유화정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

내용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화해협력 유도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대

북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의 전술적 거부를 무력화시키

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수렴 현상을 가속화하여 평화 공존,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화해, 협력을 추

진하는 대북정책의 일관된 원칙은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제공하고

민간의 교류협력은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진행하며 정부예산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입

장을 정리했다
출

둘째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비연계적 상호주의를 통해 남북관계

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의 대북정책은 연계적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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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적용에 있었다. 여기서 연계적 상호주의란 정치.군사 부문과

비정치 .군사 부문을 연계시켜 대북정책을 운용하는 것을지칭한다 .

그러나 대북정책의 기조를 이루는 비연계적 상호주의는 정경분리를

통해신뢰구축의 계기를 만들수 있는여건을 조성해 준다출

셋째, 강력한 안보 기반에 기초한 포용 정책은 비연계적 상호주의

를 보완해 줄 수 있다. 즉 북한의 무력 도발을 불용하지만 무력 도

발의 정도에 따라 그 자체만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하는 빌

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안보와 협력의 병행

을 특히 주목하게 된다출

넷째, l999년 9월 페리보고서에 담긴 한.미.일 공조와 같은

국제 공조체제의 확립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

하고 있다. 대북정책은 한반도 문제의 주체가 남북한이라고 규정한

다. 그러나 남북한은 한반도 평화정책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 조건

이 될 수는 없다는 현실적 제약에 대한 인식을 그 기조로 삼는다 會

따라서 한반도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

시아와의 정책공조는 물른이거니와 4자최담,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그리고 필요하다면 uN과의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상의 정책 의의가 긍정적 정책결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

한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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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은 남북간의 신뢰구축과 평화정착, 민족사회

의 동질성을 촉진하는 기회와 수단으로서 큰 의의를 가지며 특

히 남북 교류협력은 남북의 상호편완적 발전과 r민족경제공諒l

건설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

1

1
t .남북대화는 197o년대 초의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경제.체

육.국회 고위급 회담 등 비정치 회담에서 정치 회담으로 발전

! 되어활으며 여러 차례 중단의 고비를 넘기면서 꾸준히 지속되

l 어활다. 그결과 t북기본합의서' 및 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

l 여평화공존을 위한틀을마련하었고, 이에따라남북간에는 화
1

3 해.군사.경제.사회문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었다 .

1

1
.정부는 '7 ,7선언 이후 199o년 8월 1일남북교류협력 관련법규

를 제정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주민접촉, 남북한 주민 왕래

등 인적교류와 남북한 교역과 남북협력사업 등 물적 교류가 꾸

1 준히 증가하고 있다.

1
b
1



wil a

남북대회의 어제외 오늘

I

1. 남북리확의 의의외 7 괴

(1) 남북 대화의 의의 .

남북대화의 진정한 의의는 남북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남북

사이의 현안문제나 통일문제에 대해 서로 입장을 밝히고 자유스런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있다.

그 동안 남북한은 여러 형태의 남북회담을 개최하고 공식.비

공식적인 접촉과 대화를 가져왔지만, 대화에 임하는 입장과 서로지

향하는 목표및접근방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기대한 만큼성과를 거

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남북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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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간에 누적된 오해와 불신과 적대감을 청산

하고화해와 협력의 바탕위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두

어왔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한반도 전체의 공

산화실현'에 두고 있기때문에 그동안회담의 성격이나 의제와 관

계없이 모든 남북대화에서 '대남혁명전략의 수행' 차원에서 정

치.군사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제기하 고, 우리의 국가보안법 폐

지.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등을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출

오늘날 국제질서가 새로재편되어 가는과정에서 '개방화'와 '민주

料를지향하는 세계모든국가들과 같이북한도 개방된 국제사회에 동

참해야 할 것이다
출

북한은 단절된 남북대화를 하루발리 재개함으로씨 민족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며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보장을 위한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

는 4자회담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한반도의 긴장해소는 물론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평화통

일의기반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것이다
零

(2) 남북대화의 경과

분단 이후 5o여 년의오랜세월이 지나는 동안 남북한간에는 적

지 않은 회담과 접촉이 이루어져 왔다. 그 동안 개최되었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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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간의 여러회담과 그 주요 내용들을 분야별로 정리.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燎

l) 남북적십자회랄

남북적십자회담은 5회의 파견원 접촉, 25회의 예비회찰 전체회의 .

l6회의 비공개 실무회의를 거쳐 본회랄이 개최되었는데,제2o차 예

비회담(1972.6.16)에서 이산가족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확

인하는 문제등 5개항이 본회담 의제로 합의되었다 출

예비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l972년 8월 29일부터 4박5일간의 일

정으로 열린 제l차 회담을 시작으로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서울 準

평양에서 번갈아 가며 7회에 걸쳐개최되었다, 그러나 회담은 북한측

의 남한의 반공법규 철폐, 반공활동 금지 등정치적 주장으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l973년 8월 28일 이른바 '김 주 성명'을

통한북한의 일방적인 대화중단 선언으로 인해교착상태에 이르렀다 .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서울.경기 일원에

내린 폭우로 인한수해와 관련하여 북한은 l984년 9월 8일우리측

에돌연수재물자의 제공을 제의하 다. 이를 한적(韓誇) 총재가 대

북성명을 통해 수락함으로써 9월 29일부터 lo월 4일 사이에

수재물자의 인도.인수가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lo여년 만에다

시적십자회담이 재개되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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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은 수재물자 인도.인수작업의 종료와 함께 이같은 사업이

남북적십자간의 보다폭넓은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에

서 lo월 4일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장 앞으로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이를계기로 찰방이 제2o차 예비

회담(1972.6.16)에서 이미 합의한 5개항의 의제에 합의함으로써

제8차 본회담이 l985년 5월 27일부터 5일 3o일에 걸쳐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다
출

제8차 본회담에서 우리측은 5개항 의제의 실천방안이 모두 합의

되기이전이라도 8월 l5일을 기해시범사업으로 이산가족 제l차 고

향방문단의 상호교환을 제의하 다
.

이에대해북한측은 loo명 정도의 예술단이 상호방문하여 축하공

연을 가질 것을 제의하 고, 8 .l5를 기해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을 교환하자는 우리측의 수정제의가 받아들여져,이문제와

관련한 별도의 실무접촉을 갖고절차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하 다
等

이같은 합의에 따라5월29일부터 8월22일까지 몇차례실무대

표접촉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9월 2o일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동시교환방문이 실현됨으로써 분단4o년만에 처음으

로이산가족들의 가족.친척상봉이라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출

그후남북간의 회담은 쌍방간의 입장대립으로 본질적인 문제토의

에진전을 이루지 못한채제ll차 본회담을 l986년 2월 26일 평

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는데 그쳤다
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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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이 r팀스피리트훈련J을 구실로 남북대화 전면중단성

명을발표(1986.1.20)할으로써 제ll차 본회담은 예정대로 개최되

지 못했다 출

우리측의 거듭된 회담재개 촉구를 계속외면하던 북한은 l989년

5월3l일 돌연제2차 고향방문단 및예술공연단 교환문제를 협의하

기위한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을 제의해왔교 우리측이 이를수

락함으로써 9월27일부터 l2월 4일까지 7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이

개최되었다
.

그러나 이런접촉 역시쌍방간의 입장차이로 교착상태에 빠졌고 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계기로 이루어진 제8차 실무접촉(1990.11.8)

에서도 북한측이 이산가족문제와 아무관련이 없는혁명가극공연을

고집함으로써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

i992년 5월서울에서 개최된 7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은

8 .i5를 계기로 노부모 loo명, 예술인 7o명, 기자및지원인원 7 o

명으로 구성된 '이산가족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의 서울.평양동

시교환'을 실시하기로 합의하 다 .

그러나 북한은 8차례에 걸쳐이루어진 적십자대표간 실무접촉 과

.정에서 이룬합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우리내부의 문제인 핵문

제에대한입장전환, 이인모 송환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으며 .

특히제6차 접촉(1992.7.20)부터 포커스렌즈 훈련중지를 전제조

건으로 추가함으로써 이접촉은 아까운 시일만을 흘려보낸채결렬

되고노부모방문단 교환은 무산되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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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조절위원회회담

남북대화에서는 이른바 ' 사교환'이라고 불리우는 접촉이 있었는

데,그전형적인 사례가 바로l972년 5월2일부터 3박4일간 이후

락당시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회담을 가진데

이어북한의 부수상 박성철이 당조직지도부장인 김 주를 대신하여

5월29일부터 6월l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박정희 대통령과 극비

리에회담을 가진것이었다. 이결과7 .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

고, 남북조절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은 3차례의

공동위원장 회의, 3차례의 남북조절위원회 본회의와 함께3차례의

간사회의가 개최되었다
.

제l차공동천원장회의는 l972년 lo월 i2일 판문점에서 개최되

어통일3원칙에 대한해석과 실천방법에 관해토의하 으나 의견차

이를좁히지 못했다. 제2차 회의는 l972년 ll월 2일부터 ii월 3

일까지 평양에서 열려 r남북조절위원회 구성및운에 관한합의

서J를서명.교환하 고, 상호비방방송 및전단살포 중지등에합

의하석 이를l972년 ll월 ll일 o시를 기해발효시켰다. 제3차 회

의는l972년 ll월 3o일 서울에서 개최되어 쌍방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운절차를 마무리짓고 공동위원장회의를 종결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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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세번에걸친남북조절위원회 본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여기서

도 남북쌍방은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공동발표도 없이 회의가

결렬되었다. 그후 l973년 6월 l2일~l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북한측은 '군사 5개항찰 제안의 우선토의,남북조절위원회와

별도로 남북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 남북조절위원회의 5개

분과위원회의 일괄.동시설치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8월

28일 돌연 일방적인 대화중단 선언을 함으로써 남북간 대화를 전면

교착상태에 빠뜨렸다 燎

그 후우리측의 대화재개 노력은 계속되어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

장회의가 l973년 l2월 5일부터 판문점에서 lo회에 걸쳐개최되었

다. 그러나 북한측이 남북조절위원회에 정당.사회단체대표의 추가

참가문제,남북조절위원회 회의와 별도로 남북정치협상회의의 개최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책포기, 6 .23선언 취소, 구속자 석방등전

제조건을 내세우다가 l975년 5월 29일 제ll차 부위원장 회의의

무기연기를 통고하면서 회담자체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準

이후 l979년 2월 l7일부터 남북조절위원회 우리측 대표와 북한

의조국전선 대표간에 3차례 접촉이 있었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

되었다, 특히이회담은 남북한대표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변칙

대차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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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체육회담

@ 남북탁구회담

북한은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개최지로 평양이 결정되자

대회개최를 불과2개월여 앞둔 l979년 2월2o일 대한체육회 회장

과 대한탁구협회 회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어 '남북한 단일팀' 구성

참가에 관한협의를 위해 l979년 2월 27일 남북탁구협회 대표들이

판문점에서 만날 것을제의하 다. 이를 우리측이 수락하여 남북탁

구협회간 회담이 총4회에 걸쳐이루어졌으나 북한측이 끝까지 우리

선수단의 대회출전 기득권보장에 대한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아무런

진전없이 끝나고 말았다
.

@ 로잔느 체육회담

l98l년 9월 바덴바덴에서 개최된 제84차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총회에서 서울이 제24회 올림픽대회 개최지로 결정되자 북한

은서울이 대회개최지로 부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온갖방해책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주재하의 남북체육회담 개최제의

를외면하 다. 그러나 l985년 7월 6일북한은 갑자기 태도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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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어 회담 참가의사를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Ioc는 7월 24일

I o c 주재하에 스위스 로잔느에서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공

식 발표하고, 제l차 회담일자(1985. 10)를 남북한에 각기 통보

하 다.

이에따라남북체육회담은 l987년 7월 l5일까지 4차에 걸쳐개

최되었으나, 북한측이 Ioc 중재안을 거부하고 서울올림픽대회의 남

북한공동주최를 주장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없이 결렬되었다
.

@ L.A.올림픽 대비 체육회담

북한은 l984년 3월 3o일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제23회 L.A.올림픽대회와 그후의아시아경기대회 및세

계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는 문제를 협의하자

고 제의하 다
等

이에 대해 우리측이 제23회 L.A.올림픽대회 참가선수명단 제출

마감일이 불과 2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증대의 계기로 삼기위해 이를수락함으로

써 남북체육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l984년 4월 9일제l차 남북체

육회담을 시작으로 3차회담까지 진행되었으나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토의도 하지못한채이회담역시결렬되고 말았다
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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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 아시안게임 대비 체육회담

북한은 i988년 i2월 2i일 제ll회 북경 아시안게임 (1990. 9)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남북올

림획위원회 대표단간 회담을 개최할 것을제의해 왔다. 우리측의 수

락으로 개최된 이회담은 l989년 3월 9일부터 l99o년 2월7일까지

9차례의 본회담과 6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단일팀 구성에 관

한 lo개항 중 선수단장 문제 등을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의

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북한측이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회담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회담 결렬을 선언

하 다. 겯국 북경 아시인B에는 남과리 漆a으로 참가料 못

하고 개별팀으로 참가하 으기 그나마 대회기간 중 이루어진 남북공동

응원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기여하 다고 본다.

@ 통일축구대회 개최및국제경기대회 단일팀참가 관련체육회담

남북쌓방의 체육부장관은 l99o년 9월 23일 북경 아시안게임 기

간중 북경에서 접촉을 갖고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

의하는 한편,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참가하는 문제와 남북체육교류문제 협의를 위한 남

북체육회랄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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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분단 4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체육인들이 서울과 평양

을 교환방문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남북통일축구대회가 l99o년 lo

월 9일부터 l3일까지는 평양에서 , lo월 2l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

서 개최되었다. 대회기간 중쌍방관계자는 남북체육회담 개최를 재

확인하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회담이 재개되었다. 동 회담은

l99o년 ll월부터 l99l년 2월까지 4차례 진행되었으며 , 그 결과

제4l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等

4 ) 남북경제회담

정부는 수재물자의 인도.인수가 끝난 직후인 l984년 lo월 l2일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대북서한을 통해 "남북한간의 교역과 경

제협력을 추진하는 상설기구로서 쌍방당국과 경제계 대표들로 구성

되는 남북한 경제협력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상과 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의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남북한 경제당국 및 민간경제 단체들이 참가하는

경제회담의 개최"를 제의하 고, 이에 북한이 동의함으로써 경제회

담이 개최되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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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84면 ll월 l5일 판문점에서 제l차 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남

북 쌍방은 교역품목, 자연자원의 개발, 남북철도의 연결, 공동 어로

구역설정 및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문제 등에서 상당부분 의견접

근을 보았다
출

그러나 5차례의 회담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l986

년 l월 2o일 우리가 미국과 함께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삼아 제6차 남북경제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킴으로써

아무런 합의문서나 물자교류의 실현을 보지 못한 채 경제회담은 중

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회담은 당국간 최초의 회담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겠다
.

5) 남북국회회담

o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북한은 l985년 4월 9일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로 채문

식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남북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문제를 협

의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해 왔다. 이 제의에 대해 우리 국

회는 6월 3일자로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남북간의 협의기구 구성문

제와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환 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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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7월23일 판문점에서 제l차예비접촉이 이루어지게 되

었고, 절차문제에 있어서는 쌍방이 제안한 내용들이 비슷하여 대체

적으로 합의를 보았으나 본회담 의제문제에 대해서는 전혀의견접

근을보지 못했다. 이후두차례의 예비접촉이 진행되었으나, 의제

와 수석대표의 급 문제 등에 대해 계속 이견을 보이다가 북한측이

l986년 l월 2o일 또다시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모든남북대화

를중단함으로써 더이상계속되지 못했다
燎

@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l985년의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과 별개로 l988년 8월 l9일부

터 l99o년 l월 24일까지 lo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국회회담 준

비접촉에서 찰방은 회담형식, 의제 및 장소 등 남북국회회담을 위

한실무절차문제를 논의하 으며,상당한 부분합의에 도달하 다
출

그러나 북한측은 l988년 l2월 29일 제7차 준비접촉 이후 팀스

피리트훈련 중단을 주장하면서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켰는가 하

면, lo개월만에 이루어진 l989년 lo월 25일 제8차 준비접촉에서

회담과 관계없는 문제들을 거른하여 회담과 본회담 준비를 위한 절

차문제 토의를 회피하 다
출

또한 북한측은 l99o년 l월 24일 제lo차 .준비접촉에서도 실질문

제 토의를 거부한 채 콘크리트장및 제거, 남북당국 .정당수뇌급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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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의 개최등을주장하는 한편,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를 긴급의

제로제기함으로써 회담을 공전시켰다. 쌍방은 제ll차 접촉을 l 9 9 o

년 2월 22일에 갖기로 합의하 으나 북한측이 남북회담 북측 대표

단명의의 연합성명을 통해팀스피리트 훈련기간 동안에는 모든남

북대화를 연기한다고 선언함으로써 회담이 중단되었다 출

그 후 북한측이 l99o년 6월 2o일 돌연 회담재개를 제의해 옴으

로써 l99o년 7월 l9일 제ll차 준비접촉을 갖기로 합의하 으나

회담이틀전인7월 l7일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준비접촉을 무기연

기시킴으로써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출

6) 남북고위급회담

@ 남북총리회담 실무대표 접촉

l98o년 l월 l2일 북한의 이종옥 정무원 총리는 신현확 국무총리

에게 서한을 보내 남북총리회담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1

월 24일 회담개최에 필요한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차관급을 수

석대표로 하는실무대표접촉을 갖자고 제의하 으며,북한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lo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이 이루어졌다 燎

그러나 북한측은 제ll차 실무대표접촉을 이틀 앞둔 l98o년 9월

24일 우리측 국무총리가 서리(署理)라는 점을 문제삼아 실무대표접

촉을 중단시켰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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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l988년 l2월 28일 강 훈 국무총리는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

에게 보낸서한을 통해 남북한간의 상호신뢰 구축과 긴장완화 문제

를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한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제의하

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하

면서 이를위한예비회담을 2월 8일에 열자고 제안했다 출

우리측이 이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l989년 2월 8일부터 l99o년

7월 26일까지 판문점에서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합의서 문안

정리를 위한 실무접촉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남북고위급회담이 성사되었다 출

@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고위급회담은 l99o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제l차

회할이 개최된 이래, l992년 9월까지 총8차례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燎

제l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은 상호체제 인정과 존중을 포함한

8개항의 남북관계개선을 위한기본합의서와 함께다직력인 교류실시

방안 lo개항 및 정치.군사적 신뢰구축방안 8개항을 제안했다. 반

면 북한측은 유엔가입문제 등 3개항의 긴급문제의 협의.해결과 정

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주장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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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U(1990.10.16-19,평양) 및 제3U(1990.12.11-14,서울)

회담에서 우리측은 북한측의 주장을 일부수용하면서 기본합의서 채

택을 우선강조하 으나 북한측은 남북사이의 불가침과 북.미간평

화협정체결, 남한에서 핵무기와 미군철수를 주장함으로써 의견접근

을 이루지 못했다
準

제4차 회담(1991.10.22-25,평양)에서 북한측은 처음에는 한반

도의비핵지대화에 관한선언을 긴급제안하는 동시에 남북불가침에

관한선언과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에 관한기본합의서 채택을 주장

하다가 통합안으로 남북불가침과 화해 및 교류.협력에 관한 선언

채택을 제안하 다. 이에대해우리측은 화해.불가침과 교류.협력

에관한합의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하 다. 쌍방은 입장절충을 통해

단일문건으로 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할 것과서문, 남북화해,남북불가침,남북교류 협력
t

수정및발효순으로 합의서 내용을 구성할 것에합의하 다
燎

제5차 회담(1991.12.11-13,서울)에서 남북한은 이같은 합의를

토대로 기존 쟁점사항들에 대한상호 양보를 통해 전문과 25개항으

로된'남북사이의 교류.협력에 관한합의서'를 채택(12.13)하 다
출

이와함께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대표접촉을 l2월안에 개

최키로 하는등3개항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하 다. 이합의에 따라

l99l년 l2월 26일부터 l2월 3l일까지 판문점에서 3차례에 걸쳐

대표접촉이 진행되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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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6차 회담과 7차 회담, 8차 회담은 남북 쌍방간에 합의된

여러 합의서를 발효시켰다. 6차 회담(1992.2.19-21,평양)에서 남

북한은 역사적인 '남북사이의 화해극. 불가침 및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함께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 에 관한합의서'를 발효시켰다 準

제7차 고위급회담(1992.5.5-8,서울)에서는 '남북연락사무소 설

치.운 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 남북경제교류 .협

력공동위원회 구성.운 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키고, '남북화해공

동위원회'를 구성 .운 하기로 합의하 다 .

또한 제8차 회담(1992.9.15-18,평양)에서 남북한은 '남북화해

의 이행과 준주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교류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

서'를 발효시켰으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와 함께4개공동위원회의 제l차 회의일자와 장소도 합의하 다 출

그러나 북한은 lo월 3l일 대남 전화통지문을 통해 화랑훈련과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 l993 팀스피리트훈련 등 우리의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구실로 ll월 5일부터 l주일 간격으로 개최 예정이던 4

개의 공동위원회의의 참석을 거부하고 l2월 2l일부터 24일까지 서

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도 일방적으로 중단

시켜 버렸다
等



l 6 8 v.남북관1는 어要1 되어가고 워는가

@ 분야별 분과위원회

제6차 고위급회담의 합의.발표에 따라 남북한 쌍방은 각 분과위

원회 위원명단을 l992년 3월 6일 서로 통보하고, 남북정치분과위

원회 회의(1992.3.9)를 시작으로, 남북군사분과위원회 (1992.3.13)

와 남북교류 .협력분과위원회 회의(1992.3.18)를 각각 판문점에서

개최하 다
출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남북한은 그 이행기구인 남

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운 문제 협의를 위한제l차 대표접촉

을제6차 고위급회담기간인 l992년 2월 l9일에 진행한 데이어, 7

차례의 대표접촉을 갖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 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1992.3.14)하고, 상호 위원명단 통보(1992.3.18)

에 이어 l992년 3월 l9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l차 회의를 개최

하 다.

그 후 분과위원회 및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각각 3 차례, 정치분

과 위원회 위원접촉 l 차례,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접촉 4차례

등 총 l7회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출

동 접촉에서 남북한은 통일 3원칙의 해석, 부문간 우선순위, 부속

합의서의 성격과 이행방법 , 공동위원회 구성의 우선순위, 공동위원

회의 기능과 수, 접촉창구의 문제 등에 대해서 입장차이를 좀히지

못하 다 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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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제8차 고위급회담이 개최되기까지 분야별 분과위원회

가개최되었다. 정치분과위원회는 4차례에 걸친회의와 3차례의 위

원장접촉, 4차례의 위원접촉을 가졌다. 그리고 군사분과위원회도 5

차례의 회의와 l차례의 위원장접촉, 3차례의 위원접촉을 가졌다. 이

와함께교류.협력분과위원회도 4차례의 회의와 l 차례의 위원장

접촉, 2차례의 위원접촉을 가졌다 출

그러나 교류.협력분야에서만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었을 뿐화해

분야 및 불가침분야에서는 의견대립으로 부속합의서의 일괄타결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8차 고위급회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북한은

각 분과위원회의 협상과정에서 핵사찰문제, 이인모 노인송환문제

등을반복적으로 거론함으로써 협상의 장애요인을 조성하 다 출

제8차 고위급회담 기간중 찰방은 분과위원장 접촉을 갖고정치군

사 부속합의서의 쟁점중 일부를 타결하고 나머지 쟁점조항은 추후

협의.해결한다고 부기(附記)함으로써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등

3개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채택하 다. 아울러 정치분과위원장 접촉에

서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에 관한합의서도 타결되었다 출

그러나 부속합의서 채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북간의 입장차이

로합의되지 못한쟁점사항은 장차협의.해결한다는 형식으로 처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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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분야의 미합의 사항은 o 국제기구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

석가입문제 @ 국제회의 등정치행사에 유일대표단 참가문제 @ 제3

국이남북의 상대방 이익침해행위시 불가담 .불협력하는 문제 @

타국과 맺은조약.협정 중민족의 단합.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개

정하거나 폐기하는 문제등이었다
.

그리고 불가침분야의 미합의사항으로 북한측이 제기한 것은@ 군

사분계선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문제@ 상대방에 대한정찰

활동금지문제 @ 상대방의 해. 공을 봉쇄하지 않는문제등이

며, 우리측이 제기한 것은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

고, 이문제들은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협의하도록 규정되었다會

7) 남북정상회담을 위한실무회담

@ 특사교환을 위한실무접촉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1993.3.12)함으로써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효력발

생일(1993.6.12)이 다가오자 우리측은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남북

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가질것을북한에 제의(1993.5.20)하 다
.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이통일문

제해결을 위한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논의와 남북사이의 현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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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하기 위한 최고위급의 뜻을 전달하는 부총리급의 특사교환을 제

의(1993.5.25)하 다. 그러나 북한은 6월 26일 을지훈련을 이유로

특사교환 제의를 자진철회하 으며 , 우리측의 핵통제공동위원회 재

개제의 (1993.8.4)에 대해서도 팀스피리트훈련, 국제공조체제 등을

이유로 거부하 다 燎

또한 북한은 남북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1993.9.1)

를 발표하여 새로운 특사교환 방식을 제의했다. 그칫은 특사를 '임의

(任意)의 급'으로 하자는 것과 의제에 있어서 비핵화 문제, 긴장

완화와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대책문제를 우선 명시한 것이

었다.

우리측이 대화의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임의의 급'특사교환제의를 수용함에 따라 l993년 lo월 5일 제l차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이 이루어졌다. 3차례에 걸친 실무대

표 접촉에서 우리측은 남북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 (안)을 제시하면

서 특사교환을 위한 절차문제를 마무리지어 빠른 시일내에 특사교환

을 실현시킬 것을 강조하 다 출

그러나 북한측은 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 (초안)를 제시하면서도

특사교환을 위해서 핵전쟁 연습중지 ,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의 조건

이먼저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특사교환을 위한절차문제

토의를 거부하 다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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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은 ll월 3일 제4차 실무대표접촉을 불과 하루 앞두고

북한 핵문제에 관해 당시 권 해 국방부장관이 한.미연례안보협의

회에서 언급한 군사대응불사계획 발언을 문제삼아 제4차 접촉을 일

방적으로 연기시養다
출

북한의 거부로 4개월여간 중단상태에 빠져 있었던 제4차 실무접

촉은 우리측의 제의로 l994년 3월 3일 재개되어 제8차 접촉까지

이어졌으나 북한측은 처음부터 핵전쟁연습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
출

패트리어트이사일 반입중지 , "핵무기를 가진 자와는 악수를 할 수

없다.'고 한 김 삼 대통령의 발언취소 등 4개 요구사항을 전제조건

으로 제시,절차문제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l994년

3월 l9일 개최된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한측이 '서울 불바다' 운운

의 전쟁위협발언을 하고 차기 접촉일자의 결정마저 거부한 채 일방

적으로 퇴장함으로써 특사교환을 위한실무접촉은 중단되었다
출

@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김 삼대통령은 취임 l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1994.2.25)

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l994년 6월

북한을 방문한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통해 정상회담에 호응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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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전해 왔다. 카터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일성의 의사를 전해들

은 김 삼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김일성을 만나겠으며 ,필

요한 사항을 실무차원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했다
출

이에 따라 정부는 l994년 6월 2o일 국무총리명의로 북한 정무원

총리앞으로 서한을 보내 남북정상회랄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부

총리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예비접촉을 6월 28일 활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 고 북한측이 이에 호응함으로써 l994년 6월 28일 판

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 예비접촉이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예

비접촉은 전체회의 2차례 ,수석대표간 단독접촉 2차례 ,합의서 문안

정리를 위한대표접촉 l차례 등을거쳐서 사상 최초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를 마련하는 데성공하 다 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에서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l994

년 7월 25일~29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기타 실무절차문제

들은 각기 예비접촉 대표 l인과 수행원 2인의 대표접촉에서 정한다

는 것에 합의하 다 글

이같은 부총리급 예비접촉에서의 합의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실무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제l차 대표접촉이 l994년 7월 l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제2차 대표접촉이 7월 2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비공

개로 개최되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가 채택되

었다.

이어 7월 7일에는 통신관계 실무자접촉이 , 7월 8일에는 경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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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접촉이 비공개로 개최되어 대체적인 합의가 이주어졌으며 , 7

월 l3일~l6일까지 평양에 파견될 사전답사반 명단을 넘겨 주는 등

정상회담 진행절차에 대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等

그러던 중 7월 9일 정오에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김일성의 사

망(7. 8)을 발표하 고, 7월 ll일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북측단장

인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김용순 명의로 이홍구 부총리에게

"우리측 유고(有故)로 예정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위임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서한을 보내옴으로써 남

북정상회담은 무기연기되고 말았다 출

8) 대북 필지원을 위한 남북접촉

l99o년 이후 9년동안 마이너스성장을 계속하면서 식량.에너

지 .외화 등 3난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이 연간 필요로 하는 식량은

대략 6oo만톤에 이르지만 그중 북한에서 생산되는 양은 4oo만톤

정도로 매년 약 2oo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출

특히 북한의 최대 곡물수입국인 중국이 식량 및 원유교역에서 경

화결제를 요구하고, 중국도 동북3성의 수해 등으로 인해 곡물사정

이 어렵게 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식량도입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
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이성록 국제무역촉진위원장은 l995년 5월

일본을 방문하여 방북 연립여당 대표단과 가진 회담에서 일본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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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쌀잉여분을 일정량, 일정기간 대여해 줄것을요청하 다. 이과

정에서 한국밭도 전제조건이 없으면 받겠다는 의사를표명하 다 準

정부는 5월 26일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의 발표문을 통해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들이 현실적인 곤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민족복

리차원'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 없이북한이 필

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주

북한은 이같은 우리 정부의 곡물제공 용의에 대해 공식입장 표명

을 미루다가 6월 9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북한측의 조선삼천리

총회사가 6월 l3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했다. 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홍공사로 하여금 '선

당국간 회담, 후 민간상사접즉 방침을 북한측에 통보토록 하 으며

북한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6월 l7일부터 2l일 까지 베이징에서

제l차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남북한은 o 우리할1 북한

측에 l차로 쌀 l5만톤을 전량무상지원 @ 우리측 선박으로 청진 출

나진항에 인도 @원산지 불표기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민간상사

로서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북한측 조선삼천리총회사를 지정 @ l995

년 7월 중순에 제2차 회담개최 등을내용으로 하는대북찰 지원에

관한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燎

제2차 베이징회담은 북한측의 찰수송선 '씨 아펙스호' 인공기 강제

게양사건, 우성호선원 억류상태의 장기화 등 남북관계에서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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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들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l5일부터 l9일까지 진행

되었다. 이회담에서 우리측은 우성호문제 등 현안문제 해결에 북한

측이성의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과 북한측 식량문제의 장기적 .안

정적해결을 위해 농업.경공업 .에너지 분야에서 쌍방이 서로 협력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제의하 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우리측의 쌀 제공량이 다른 나라보다 적지 않을 것을 요구하면서 우

리측이 쌀 추가제공 규모 및시기를 제시해 주어야 여타 현안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l995년 9월 26일부터 lo

월 l일까지 개최된 회담에서는 쌀추가지원 규모에 대한우선적 협의

를 요구하는 북한측 주장과 우성호 문제, 회담장소 변경문제 등 현

안에 대한 북한측의 태도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이

대치하는 가운데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했다
燎

결국 이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주

의적 조치로 북한측에 국내산 쌀 l5만톤(미화 2억3천2백만달러 상

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

9)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쌀 l5만톤을 지원하 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집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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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까지 발생하자, 북한은 유엔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출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세계식량계획 (WFP), 국제아

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한

편,대북지원을 원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해서도 대한접십자사를 단일

창구로하여 지원금을 모아 국제적십자사가 연맹을 통해 북한동포를

돕도록 하 다 .

특히 강 훈 한적 총재는 대북전화통지문(1997.4.18)을 통해 사인

도주의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대북지원식량과 물품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남북적십자인이 만나 직접 협의할 것
' '

을 제의하 고, 여기에 북한측이 대남전통문(1997.4.19)을 통해 5

월 3일 베이징에서 접촉을 갖자는 회신을 보내왔다
燎

이후 우리측은 남북적십자인들이 "구태여 남의 나라에서 만나야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접촉장소를 판문점으로 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 으나, 북한측이 이를 거부하자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장소문제

를 가지고 시일을 지체하는 것이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5월 3일과 5일 중국 베이징에서 대북구호물자 절차를 협의하 다 출

이후 남북한적십자 간에는 5차례의 접촉이 베이징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3차에 걸쳐 대북식량 및 생필품 지원을 하 다 출

제l차 지원(1997.6-1997.7)에는 옥수수, 가루, 라면, 비료

등 미화 85o만 달러 상당, 제2차 지원(1997.8-1997.10) 883만

달러 상당, 제3차 지원(1998.4-1998.6)에는 935만 달러 상당의

식량및 생필품이 지원되었다
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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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남북당국간 대표회담

극심한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던 북한은 l998년에 접어들면서 김

순권 교수의 방북(1998.1) 및 대북구호물자 지원을 위한 제5차 남

북적십자 대표접촉(1998.3)에서 우리측에 식량증산을 위한 비료지

원을 요청해 왔다
.

우리측은 대규모 비료지원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

에 북한측이 정부당국차원에서 공식제의를 해온다면 응할 의사가 있

음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북적 위원장대리인 이성호는 대남전화

통지문(1998.4.4)을 통해 "남북간 비료지원문제 등 상호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4월 ll일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회담을 갖자'는

제의를 해왔다 .

이에 따라 우리측은 대북전화통지문(1998.4.6)을 통해 북한측

제의를 원칙적으로 수락하되 회담장소는 "베이징 아닌 판문점 등 한

반도내가 바람직하다"는 수정제의를 했으며 북한측은 대남전통문

(1998.4.7)을 통해 다시"여러모로 보아종전과 같이베이징으로 하

는 것이합당하다.'고 재제의를 해왔다
燎

이에 대해 우리측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포용적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민족공동번 의 실현하기 위한차원에서 북한측의 제의를 받

아들 고,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에서 각기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한5명의 대표로 구성된 당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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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담이 개최되게 되었다
출

우리측의 정세현 통일부 차관과 북한측 전금철 정무원 책임참사를

수석대표로 남북황방 5명씩이 참석한 이회담(1998.4.11-4.17)은 6

박 7일 동안 3차례의 전체회의 , 4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이 진행되

었다.

그러나 우리측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와 비료제공문제를 병행합

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하 으나, 북한측이 비료지원문제만을 우선적

으로 협의.결정할 것을 고집함으로써 회담은 아무런 가시적 성과도

거두지 못한채 종결되고 말았다. 당시 북한측은 남북간의 전체회의

개최(1998.4.18)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통보를 해옴으

로써,그들의 상투적 남북대화 행태를 재현하 다
찰

또한 l999년 6월에도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당국 회담이 열려

이산가족문제와 공동의 관심사를 의제로 회담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서해사태이후 북한이 큰 충격을 받고 정책결정에 혼선을 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우리측의 정경분리에 의

한 경협추진,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 민간활동의 장려를 통한

접촉추진 등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작업에 북한측이 남북

대화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1999.4월 말) 시작했다 출

베이징에서 한달여에 걸쳐 4차례 비공개 회담에서 북한측은 한반

도의 대화와 안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또한 남북경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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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남북간에 마주 찰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입

장을 밝했다. 북한은 비료지원을 요청하면서 우리측의 관심사인 이

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겠으니 회담을 열어

이산가족문제를 협의하고 그 밖에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하

자고 제의했다. 이렇게 한달여 동안 구체적 논의를 거친 후에 남북

쌍방은 6월 3일 비료지원, 차관급 당국회담 개최, 이산가족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6월 22일 베이

징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다. 우리측은 이 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부터 먼저 다루기로 한 남북간의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의 생사.주소확인을 위한 명단교환이라든가 서신거래 .상봉의 실현

을 위한 규모와 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 으며
.

당국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기본골격에 합의하고, 이행문제

는 적십자사에 맡겨서 곧 이행에 들어가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

다. 그리고 남북 공동관심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체제를 확립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판문점 연락사무소 기능

을 정상화하는 문제,기본합의서에 합의된 4개의 공동위원회를 조속

히 가동하는 문제, 그리고 차관급회담을 고위급회담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를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구

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서해교전 사건을 우리측의 군사도발이라고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동시에 사과를 요



v..남북관1는 어떵1 되어가고 및는가 l 8 l

구하고 남득할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반복했다 .

이에 대해 우리측은 "서해교전사건이 명백히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

한 것으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 정전

관리 차원에서 우선 판문점 정상급회담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서해사태로 인해 이산가족문제를 협

의할수 있는사정에 있지 못하다고 판단, 일단 냉각기를 갖되 북한

의태도변화를 촉구하면서 6.3 합의에 따라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우

선을 두고 대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출

2. 남북기본할의시 채택괴 의의

(1)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

남북기본합의서는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 을 위한 과정으로 전

제하고,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을 향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

다는데무엇보다도 큰의의가 있다燎

남북한이 그 동안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으로 인해 상호 불신 반

목하여 온 현실상황에서 하루 아침에 통일을 이룩하기는 어려운 과

제이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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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으로 침범하거나 파괴.전복하지 않으며,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민족공동발전을 도모하여 명실상부한 민족공동체를 이룩함으로

써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점에대해서 합의한 합법적

인문서라는 점에큰의의가 있는것이다
출

남북기본합의서는 분던이래 최초로 남북한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

는책임있는 당국간의 회담을 통해원만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말

하자면 7천만 .온린레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3자의 개입없이 남북한

당국간의 공개적인 협의를 거쳐채택.발효된 최초의 합의서라는 점

에서그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것이다 準

(2)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내용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함께 제l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

침,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등모두4장 25조

로 구성되어 있다
價

제l장에서는 o 상대방 체제의 인정.존중(i조) @ 내부문제 불

간섭(2조) @ 비방.중상중지(3조) @ 파괴.전복행위 금지(4조)

@ 현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5조) @ 국제

무대에서의 대결과 경쟁중지(6조) 등 분단기간 동안남북사이에 쌓

여진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헐고 민족성원 상호간에 화해와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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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나아가기 위한실천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等

제2장에서는 불가침에 대한쌍방의 확고한 약속을 내외에 선언하

면서 그 이행을 보장해 나갈 구체적인 실천조치로서 o 무력불사용

과 무력침략 포기(9조) @ 의견대립과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lo

조) @ 불가침의 경계선과 구역의 명시(ll조) @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한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운 과 동 위원회에서 협의

추진할 사항의 명시(12S) @ 쌍방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의 설치

(l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3장에서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민족전체의 복리향상과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을 측진하기 위한실천적 조치로서 @ 경제

교류.협력(155=) @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i6조) @ 자유로운 인적 왕래 및 접촉(172:) @ 서신왕

래,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대책 강구(18U) @ 철도. 도로연결

및 해로.항로 개설(19U) @ 우편.전기통신 교류(20U) (7) 국제

무대에서의 다리칙인 협력과 대외 공동진출(2l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남북기본합의서는 합의내용의 이행을 보장하고 실행해

나갈 협의 실천기구인 분과위원회,공동위원회 및 남북연락사무소에

관한 조항들을 각 장마다 설정하고 있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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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천기구의 구성 .운 과 분야별 부속합의서 채택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에는 합의된 사항들을 구체적으

로 협의.추진하기 위한 각종 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

써 합의서를성실히 실천할수 있는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있다
燎

이에 따라 남북한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1992.2.18-21,평양)

에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1992.9.15-18,평양)에 이르는 7개월

간에 걸친 협의를 통해 합의서의 이행실천을 위한 3개의 분과위원

회,남북연락사무소, 5개의 공동위원회 등 실천기구들을 구성.운

하 다.

우선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

선언과 더불어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 에 관한 합의

서가채택발효됨에 따라 l992년 3월 6일에는 남북정치, 군사, 교

류협력 분야의 3개 분과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었다
출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회의, 위원장 및 위원접촉 등 총 46

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결과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

서의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분야등 3개의 부속합의서를 채택.발

효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출

또한 비핵화공동선언이 발효된 l992년 2월 l9일부터 3월 l4일

까지에 7차례의 대표접촉을 통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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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3월 l8일에는 상호 위원 명단을

교환하고, 3월 l9일에는 제l차회의를 시작함으로써 남북핵통제공동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운 되기에 이르렀다 출

그리고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1992.5.5-8,서울)에서는 남북 연

락사무소를 발족시킴과 아울러 군사, 경제교류 .협력, 사회문화교

류.협력 등 3개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5월 l8일

이를 발족시킴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시한내에 실천기구들

을차질없이 구성.운 하기에 이르렀다 출

또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제l장에서 규

정한남북화해분야의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남북화해공동위원회

를 구성.운 하기로 합의하 다. 이로써 남북간에는 남북기본합의

서와 비핵화공동선언에 명시된 모든 실천기구들을 구성.운 하게

됨으로써 합의서의 실천기반을 확고히 하게되었다 .

또한남북기본합의서의 분야별 부속합의서 채택은 l7차례의 접촉

과 협의를 거쳐 어렵게 마련되었다. 그 결과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사,경제교류 .협력, 사회문화교류 협력등 3개의 공동위원회를 구

성하게 되었다
零

또한 분야별 분과위원회 회의와 위원장 접촉 등 모두 26차례에

걸친접촉과 협의를 거쳐부속합의서의 명칭,구성체계 등형식면에

서 완전합의를 보게되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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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관게 f선노력

한반도의 분단은 지리적, 정치적 그리고 민족적 분단의 단계를 거

치면서 고착화되고 더욱심화되어 왔으나 역대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면면히 지속되어 왔다. 이승만 정부는 'uN 총회결의에 따른

통일실현'이라는 원칙을 견지하 고, 장면정부역시'uN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하 으나 당시의 국제정치 상

황과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등 6.25의 휴유증은 남북한이 '적대적

대결'의 상태를 면치못하 다. 5.l6을 계기로 등장한 군사혁명위원

회는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 는데 제l항에서 '반공태세의 재정

비강화', 제5항에서 '통일을 위한실력배양'이 통일의 기본방향이었

던것이다...그 후박정희 정부는 '선건설후통일'의 정책방향을 분

명히하으며 l968년 7월닉슨독트린이 발표되고 세계적인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때박정희 정부는 대북

정책에 적극성을 띠어l97o년 8월 l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남

북한간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는 '평화통일구상선언'을 발표하 다
價

이러한 기본정신에 따라l97l년 8월l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북

한적십자회에 l천만 이산가족문제해결을 위한남북적십자회담의 개

최를제의하 고, 이제의를 북한적십자회가 수락함으로써 분단 2 6

년만에 인도적문제에서부터 남북대화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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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72년 7월4일에는 남북양측의 당국자간 비공개접촉과 상호방문

을 거쳐분단이후 최초의 남북한간의 합의문서라고 할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를

그러나 남북대화과정에서 북한측은 7.4공동성명의 3원칙을 자의

적으로 해석하는가하면 통일전선전술을 노골화하여 남북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후에도 박정희 정부에서 r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J

(1973.6.23) .'-남북상호불가침협정J 체결제의 (1974.1.18) -''평화

통일3대기본원칙J천명 (1974.8.15) .'-남북한 당국간 무조건 차漆

제의(1979.1.19)가 있었으며,전두환 정부에 들어와서도 민족적 화

해와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r2o개 시범실천사업J제의 (1982.2.1)

북한의 대남수재물자 제공제의(1984.9.8)의 우리측 수락, 남북이산

가족고향방문 및예술공연단 교환방문(1985. 9)이 성사되었다. 특

히노태우 정부에서 r7 .7선언J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을 제

정시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가능하게 하다. r남북

기본합의서J, r한반도비핵화에 관한공동선언J 등남북관계의 기념

비적인 합의서가 발효되고 남북교류협력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등

남북관계개선의 청신호가 보여졌다. 김삼 정부에서는 '북한의

NpT탈퇴선언', '전쟁불사' 등의 발언으로 남북관계 최악의 국면도

있었으나 찰상회담개최 직전까지 진행된 바있고북한경제난에 대한

대북지원도 성사되었다. 김삼 정부는 r한반도 평화체제 구축3원칙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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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8.15)천명 ,4자회담 제의(1996.4.16) 및개최,한반도에너

지개발기구(KEDO)의 발족(1995.3. 9) 및 부지 준비공사 착공

(1997.8.19) 등남북관계 개선노력을 경주하 다
等

국민의 정부는 출범이후 포용정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남북간

긴장과 대결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킬 기반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서해사태(1999.6.15)이후 남북차관급 당국회담 중

단,금강산 관광객 억류, 우리측 인원 방북제한 등남북관계는 일시

적 소강국면 상태를 유지하 으나 미사일 발사 유예 유엔선언

(1999.9.25) 등 최근 남북관계는 점차 경색국면을 벗어나 긴장완

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상황이다
.

국민의 정부의 포괄적 접근은 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치키

기위해 발상을 전환한 것으로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국민의 정부는 기본합의서 이행체제 구축을 위한당국간

대화재개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강산 관광사업도 지속추진하여 이

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다각적 노력과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것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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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耐이의 교류외 협력

1. 남북교류릴력의 기반 조성

정부는 l988년 r7 .7선언J 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선언하 다. 이는 과거 냉전

시대에서의 남북한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개방과 화해에 의한 남북교

류협력시대의 개막을 천명한 것이었다 출

이러한 7 .7선언의 정신에 따라 그해 io월에는 r및북정제개방조

치J 를통해 남북한간 교역을 인정하고, 이듬해 6월에는 r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지첨J 을 제정하여 남북교류를 지원하는 등 7 .7선언

이하나의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관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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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을 취해 나갔다. 이러한 조치들에 따라 부분적이지만 제3국을

통한 북한과의 교역이 합법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북한주민 접촉도 일

부 성사될 수 있었다
출

정부는 이러한 남북교류협력관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착.제도

화시키기 위해 r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J(1990.8.1,제정)을 비

롯한 관련법령을 마련함으로써 , 남북교류협력이 우리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 다
를

한편 l99o년 9월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총리를 수석대

표로 하는 제l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됨으로써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특히 l99l년 l2월 제

5차 회담에서는 r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

의서J 가 채택되었고, l992년 9월 제8차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

서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됨으로써 남북한

간화해.협력시대의 실천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간의 합의사항들은 북한이 팀스피리트훈련

등을 구실로 l992년 ll월로 예정되어 있던 분야별 남북공동위원

회의가동을 거부함에 따라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零

이와같이 7 .7선언과 그 후속조치들로 이어진 남북교류협력추진

기반조성 노력은 l993년 3월 북한의 갑작스러운 핵확산금지조약

(NFT) 탈퇴 선언으로 인해 위기를 맞기도 하 으나, l994년io월

r제네바 합의J 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림에 따라 i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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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월 발표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비롯한 실천적인 경제협

력추진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

정부는 l995년 4월 그동안 남북교역에 참여해온 업체들의 건의

사항을 반 하여 , 원산지 증명서의 인증범위를 완화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r남북교역품목 통관관리 지

침J 을 제정.시행하 으며 , 지방상공인의 남북교역 참여를 지원하

기 위해 l995년 4월 부산 등 지방 소재 한국무역협회 지부 lo개소

에 남북교역 상담창구를 개설하 다 출

또한정부는 r대외무역법J 개정 및 남북한 교역여건의 변화에 따

라 l997년 4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의 품목구분을 '포괄승인 품목.과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자동승인 품목(포괄승인

품목)에 대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해오던 반출입 승인 제도의 폐지

및 전략물자 반출입 절차의 신설 등을 포함한 r남북한 교역대상 물

품 및 반출. 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J 를 개정하 다
等

l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r정경분리원칙으로 남북

경제협력 적극추진J 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 고, l998년 4월

에는 IMF구제금읍 이후 침체되어 있는 남북경제교류 .협력을 증진

시키기 위해 r남북경협 활성화 조치J 를 발표하 다.l)

또한 r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J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

여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 용역 등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하 으

1) 통일부, 5淸교억 실무인긴, 1998.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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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교류협력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 다
출

또한 정부는 l999년 lo월에 r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

기금 지원지침J을 제정하여 대북투자, 교역, 위탁가공에 대한 기금

지원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위주로 유상대출을 지원토

록 하 다
.

2. 남북교류릴력 제도

(1)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l) 템령 제정 의의

정부는 헌법 제4조에 규정한 평화적 통일정책추진 원칙을 실천하

기 위하여 l988년 7월 7일 제시한 '민족자존과 통일번 을 위한 특

별선언'을 통해 남북한이 분단의 벽을 허물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

류와 협력을 실현할 것을 천명하 다. r7 .7선언J 은 세계사의 흐

름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통일환경의 변화를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

모색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을 결집한 것이다. 정부는

이 정책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실천적 조치를 취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한간에 교류와 협력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법의 테두

리안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 나갈토대를 마련하기위해 l99o년 8월 l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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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J과 r남북협력기금법J을 제정하 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은 l989년 2월 l3일 국회에 제출

된 이후 약 l년 5개월 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국민각계의 의견이

광범위하게 수렴되었고, 여야간 합의에 의한단일안이 통과되었다.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한간의 접촉과 왕래, 교역과 협

력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는 정신에 기초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 발

전시킨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한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조치를 통치행위 차원으로 다루던 관

행3)에서 벗어나 법적근거를 갖는 행정절차 t원으로 전환하 다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으며, 이는 곧 정부가 남북관계도 법적 근거와

법적통제에 따라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8濯 것이라고 할수있다
零

2) 정부는 1989년 2월 13일 '남북교류헙력에 관한특별법(안)'을 제 145회 임시국회에 제출하없고를 3

후 민주자유당은 정부안과는 별도로 .남북교류헙력에 관한특벌법(안)'을, 당시의 평화민주당은 '남북교

류촉진법 (안)'을 각각제출했으며 국회에서는 상기법안들을 절충하여 199o년 7월 14일 .남북교류헙

력에관한법률'이라는 명칭으로 통과시편고, 동년8월 1일공포시헝되있다
.

3) 남북관계에 관한정부조치를 통치행위로 다룬 예로 1989년 6월 12일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마련

된'남북교류협력에 관한기본지린이 있었는데 이는 국회에서 .남북교류힙력에 관한 법률(안)q 입법

화가지연되는 상활에서 이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의 근거와 준칙을 징

한것이며, 199o년 8월 1일상기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실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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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템과의 관계

이 법률은 입법단계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와 국

가보안법과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문제가 제기되었다. 우선 이법률

이헌법제3조에 위반되지 않는가 하는문제가 있었다.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의 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의 통치권이 북한지역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전제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위헌의 소피가 있지 않느냐 하는의견이 나

왔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형식논리상으로 볼 때 일면 타당성어 있

다고 할 수 있다
零

그러나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북한지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정책의

현실적 기초가 상실되는 것은물론, 이법률의 성립기반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법률을 제정한 것은 헌법에 규

정된 토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주권의 효력범위를 축소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일 뿐이라는 점에서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헌법 전문(前支)과 제4조에서는 평화통일의 의지를 분명

히 밝히고 있는 바, 이러한 헌법이념에 따라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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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또다른문제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

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다. 이주장은 헌법전문및제4조의 규정

과 정부가 평화통일정책을 구체화함으로써 북한을 하나의 정치적 실

체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로 인해서 헌법제3조는 사문화(死支化)된 조항이 되었으므

로 이에 기초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헌법

상 근거는 헌법 제3조가 아니고 제37조 2항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

자체만으로는 무조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

며 우리 체제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

는 행위들과 관련될 때 범죄구성 요건상의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

기 때문에 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필요는

없다.4) 정부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

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헌법상의 책무이다 等

남북한간에 전쟁이 있었고, 아직도 휴전상태에서 양측이 막강한 군

사력으로 대치하여 긴장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

안법의 폐지로 인해서 야기되는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등 국가적

불이익을 고려하지 많을 수 없다. 또한 우리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4)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은 남북교류릴력에 관한 법률 및후속법령(11개 법령)깍 남북협력기금법 및

후속 법규(3개 법령)로 이루어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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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3조는 남북한

이 하나의 국가이어야 한다는 당위규범이며 제4조는 현실을 인정하

면서 이러한 당위를 추구하되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을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국가보안법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본다
燎

(2) 남북교류협력 절차

남북한 주민이 서로 교류협력을 하려면 정부의 승인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교류협력의 북측 상대는 북한당국으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반해서 우리측

당사자는 상호 경쟁상태의 민간인이기 때문에 우리측의 과잉경쟁을

조정하여 남북한간의 안정적이고 질서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

한 것이다. 더욱이 북한당국이 우리측 교류협력 당사자를 통일전선

전술의 대상으로 이용할 가를성이 있기 때문에 현단계의 남북교류에

서는 정부의 승인이 불가피한 것이다. 다만 앞으로 남북한간에 합의

에 의해 교류협력이 제도화될 경우에는 민간인의 자울생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왕래와

접촉, 교역 및 기타 협력사업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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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주민왕래

남북한 주민이 상대지역을 왕래하려면 통일부장관이 발급하는 '방

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l

항) 방문증명서의 발급절차로서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원진술서,사진 및신변안전과 무

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loz l항)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서류또는자료'의 제출이다 崙

현재정부는 북한당국 또는권한있는 기관이 작성한 초청장 등이 있

는 경우에는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

다.초청장은 특정한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원칙적으로 원본일

경우에만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남북한간

에 주민 왕래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방문한

남한주민이 사고를 당하거나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를해

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남

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안전과 무사귀환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는정책적 고려를 하기때문인 것이다 準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동 합의서 제lo조 3항)에

는 상대측 주민의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 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고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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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남북한간에 이에근한세부절차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黎

또한 북한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도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lo조 2항) 다만 북

한 주민의 발급신청서 제출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보아 남한

주민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 다.(제lls 2항) 북한 주민

에게 정부가 방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신변안

전의 보장을 약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방문증명서는 남한

지역에서 일종의 신분증명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 법

은 우리국민중 외국에서 주권을 얻었거나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재외공관장에게 신고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 으

며(동법 제9조 2항, 동법 시행령 제18S 1 .2항), 또한 외국에 거

주하고 있는 북한국적을 보유한 해외거주 동포도 여행증명서만 소지

하면우리나라에 쉽게들어올 수 있도록 하 다.(동법 제lo2) 이처

럼이법은남북한 주민의 왕래를 적극적인 입장에서 보장하고 있으

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

하지 않는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할수 있다출

따라서 이 법은 남북한을 왕래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방문시의 행

위가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해칠수 있다고 판

단될 때에는 왕래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 다.(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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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7조 3항)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이법의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동법 제3조) 이법이제정되기 전까지는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일체의 남북교류협력이 반국가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되어 왔었으나 f

이법이제정.시행됨으로써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행위를 국가안보

를 해치는 행위와 해치지 않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게되었다. 이

법은국가안보를 해치지 아니하는 교류협력행위에 대해서 그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것이다 출

남북한 왕래시 방문기간은 l년 6개월 이내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의 방문기간을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연장할

수 있으며, 귀환할 때 출입 장소에서 방문증명서를 반남해야 한다燎

(동법 시행령 제l6 .l7조) 경제협력사업 시행 관계자나 국내기업

또는 경제단체의 북한지역사무소 주재원 등 북한지역에 장기체류할

필요가 있는자는3년의 범위 안에서 수시방북을 허가하는 북한방

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경우방문자는 방

북시 방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等

또한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해서 남북한 당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교류

협력추진협의회의 9결을 거쳐특례를 정할수 있도록 하 다.(동

법 시행령 제2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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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민접촉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9조 3항) 여기서 접촉이란 남한과 북한

의 주민이 회합 또는 통신(전화. 전신.편지'Fax 'Telex 등)을

통하여 상호 의사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남북한 주민간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접촉이 필요할 것이며, 상호왕래 .교역.협력사업을

위해서도 먼저접촉을 통하여 의사교환을 하여야 할것이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이 성사되려면 남북한 주민간 접촉이 개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零

한편 남북한 주민이 왕래승인을 받고 상대지역에 가서 주민접촉을

하는경우에도 접촉승인을 받아야 할것인가 하는문제가 제기된다
출

이경우 방문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

서 접촉하는 것은 별도의 승인이 필요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l9z l항) 예를들면 가족방문을 위하여 상대지역을 방문

한사람이 길거리에서 가족이 사는동네 이웃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전화를 하는것은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본래

의방문목적을 현저히 벗어나는 접촉을 하고자 할때에는 별도의 접

촉승인이 필요하다
주

접촉승인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이 원칙이다. 다만국제행

사에 참가한 남한주민이 동 행사에서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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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외국에서 가족인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교역을 위하여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

하는경우,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 없이북한주민과 접촉

하는 경우에는 일단 접촉한 후 사후신고를 하면 되도록 하 다.(동

법시행령 제l9조 34항) 이것은 인도적 목적이나 또는불가피한 경

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 더라도 주민접촉을 가능하게 한것

으로 남북한 주민간의 접촉을 폭넓게 허용하려는 취지인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나 당국의 위임을 받은자간의 합의

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5)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승

인절차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쉽게 접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 다.(동법 시행령 제2o조)

3) 교 역

남북한간의 물자 교류는 쌍방간에 유무상통(有無相適)의 관계를

이룩하고 나아가 경제공동체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남북교

류의한형태이다. 남북한간 교역은 더욱활성화되고 증가되어야 한다출

또한 현재의 간접교역 형태보다는 남북한 직교역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刻 남북교류협력추진릴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정책을 힙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중요사항

을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설치한 기구로서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14인 이내)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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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교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역당사자가 물품을 반입또는

반출하려 할 때에는 대상물품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에 관해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l3s) 여기서 반출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원인으로 하는남북한

간의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포함)을 의미한다
燎

교역당사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고시된 물품(1999. 12 현

재, l82개 품목)을 반출입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입하는

경우등에는 통일부장관의 반출또는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북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남한물품을 북한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다
.

(r남북한 교역대상 물품및빈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고시J)

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남북 교역여건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향

을 고려하면서 , 매년 축소 조정함으로써 남북교역이 자유롭고 편리

하게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할

특히 남북한간의 교역이 민족내부거래라는 특수성에 입각하여 남

북한간에 교역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부과금을 면제하는

무관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동법 제26c 2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5o조 3항의 l) 이와같은무관세 원칙의 취지는 북한측에서도 받

아들여져 관련남북부속합의서 타결과정에서 남북한간에 합의가 이

루어졌다.(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i조 io항) 앞으로 남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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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간의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실시하는 데대한구체적인 합의

를도출하여 국제사회에 공동대응하기 위한노력을 다각적으로 모색

해 나가야 할 것이다
準

아울러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남북한간의 교역을 활

성화시킨다는 입장에서 수출에 준하는 각종지원제도를 그대로 준용

하고 있다.(동법 제26조) 그런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남북한간 교역은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질서있게 추진되는 것이중요하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물품의 반출

입에관한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정부는 교

역당사자에게 반출입 물품의 가격.수량. 품질기타거래조건 등에관

하여조정명령을 할수있도록 하 다.(동법 제l5s l항) 앞으로 남

북한간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또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에서 교

역에관한세부절차가 마련되면 청산결제방식(淸算識齋方式)에 의한

교역도 가능하게 될것이다.(동법 제i9조, 동법시행령 제40. 41U)6)

4 ) 협력사업

남북한간 협력사업은 남북한 주민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

술.체육. 경제 등에 관한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력사업이 활

성화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민족공동체

6)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부속합의서 제1조 @ ,@항에는 남북한간 물자교류에 대한대금결

제는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방방이 합의하여 다른결재방식으로 할수있다고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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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크게기석하게 될것이다
출

협력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먼저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후,승인

받은 협력사업자가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 다. 남북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법인 또는단체포함)는 우

선 협력사업자로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l6c)고 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전

문성과 함께, 그사업을 추진할 수있는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에서 그러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따라서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얻으려면 남북교류

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또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3년이내에 사업실적이 있거나 동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o조)

또한남북한 합의에 의해이루어지는 사업또는투자액 .사업분야

등을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

여는 협력사업자. 협력사업 승인을 동시에 받을수 있도록 하 다
.

(동법 시행령 제36s의 2)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자가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소개서,상대자와의 협

의서 및 북한 당국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

다.(동법 제l7조, 동법시행령 제342) 이때협력사업자는 북한의

상대자와 먼저협의를 하여야 할것인바,이를위해서는 북한주민

과접촉하거나 북한을 방문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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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의 대상은 제한이 없으나 그내용이 실현가능하고 사업자

의 능력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에 해로운 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승인하게 된다.(동법 시행령 제35c)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국내기업이나

경제단체에 대해서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를설치하여 업무연락이나 시장조사, 연구활동 등 비 업적 활동 및

위임대리 업무의 수행을 허용하고 있다.(r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지침J 제2조)

남북한 협력사업시 외국환의 거래는 외국환관리법 또는외자도입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특례를 정

할수 있도록 하 다.(동법 시행령 제39s, 제4l조) 또한협력사업

의 시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세법을 적웅하

되, 북한당국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 면제 등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동법 시행령 제53조)

남북한간의 협력사업은 남북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전제로 하여 추

진되는 만큼 어디까지나 남북관계의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질서

있게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력사업자도 사업 시행 중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사업

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 다.(동법 시행령 제322, 제3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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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차 위반시의 조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은 남북한 주민이 왕래,접촉, 교역 및

협력사업 등남북교류협력 행위를 할경우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

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7조)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 교역 등을 목적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

하거나 북한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경우라도 반

국가적인 행위가 아니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을 적

용받게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칠 목적이 있거

나또는해가될 것을 알면서 교류협력 행위를 한경우에는 법정절

차를 준수했더라도 정당한 교류협력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국가보

안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유의할 필요가 었다.(동법 제3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교류

협력 행위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

역이나 l,ooo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다.(동법 제273 l

항) 좀더 경미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위반하

거나 정부의 조정명령 또는 정부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는 l년 이하의 징역이나 5oo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7조 2항)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추진을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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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법q 성격상 벌칙규정을 둔것은부당하다는 의견7)도 일부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현재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그리

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벌칙규정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설득력이

적다고 할수밖에 없다
等

(3) 남북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재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고 이에근거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8)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를 관장하며 이에관한

사무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으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기

본정책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출

l) 기금의 조성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재정적 지원을 통해촉진하고 활성화하기

7)오준근, "남북교류힙력에 관한현행법제와 그개선방향." 통일원, r통일문제연구J ,1992년 봄호
.

pp. 40~41.

8)남북힙력기금법은 199o년 2월22일 국무희의 의결을 거쳐3월5 국회애 제출되었으며, 동년7월
14일 제15o회 임시국회에서 제출안대로 통과하여 동년8월i일공포.시행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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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은 교류협력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기금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을 충분히 조

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첫째,정부예산에 의한출연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

으로서 아직까지는 대부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실정이다. 그러

나기금조성을 전적으로 정부예산에 의존할 경우, 기금조성에 예산

상의제약이 따를수밖에 없으므로 모든기관및단체는 물른개인

(재외동포, 외국인 포함)도 누구나 기금에 출연할 수있도록 개방하

고 있다. (동법 제4조 l항)

둘째,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투읍자특별회계나 다

른기금또는금읍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동법 제4조 2항, 제5조)

셋째, 국채관리기금에서 들여온예수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있

도록하고있다.(동법 제4조 3항) 이와같은기금재원 조성방법 이

외에기금의 재원으로 되는것은기금의 운용수익금이나 또는기금

의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익금도 있다.(동법 제4조 45항)

남북협력기금은 l99l년에 정부출연으로 25o억원을 조성한 이래

i999년 i2월까지 정부출연금 5,35o억원, 민간출연금 5U 4,600만

원,운용수입금 i,236억원, 국책관리기금예수금 l,498억원 등총

8,29o억원이 조성되었으며,l995년의 대북찰지원 사업등남북교류협

력사업에 3,385억원을 집행하고 총4,9o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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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금의 지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은 대체로 남북한 주민의 인적왕래비용에 대

한지원과 같은비상환성 지원방법이 있고, 경제교류협력에 대한자

금읍자와 같은상환성 지원방법이 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면에

서는 상환성 지원이 바람직하나, 남북한 교류협력의 촉진면에서는

비상환성 지원도 불가피할 것이다
.

@ 무상지원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무상지원을 받을수있는경우로는 우선남

북한주민으로서 자비(自費)에 의한남북한 왕래가 곤란한 경우와 남북

한당국간 합의로서 왕래비용을 당국이 부담하기로 한경우, 또는

남북한 교류활성화에 기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이있다. 이경우

그기본적 경비(숙식비, 교통비 등)를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있다
等

한편문화. 학술.체육분야 등의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데소요자

금이부족한 경우에는 협력사업의 계획.준비.실시 및사후처리에

소요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다. 다만당해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수익금을 제외

한범위내에서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을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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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조

남북교역이나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이 사업시행과정

에서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불능이나 회수지연, 대응물품의 반입불

능또는반입지연, 투자자본의 원금과 이자의 회수불능이나 회수지

연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손실이 발생한 경우

에그손실액을 기금으로부터 보조받을 수있는제도이다 會

손실보조를 받으려면 남북교역 또는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전

에정부와 손실보조 약정을 체결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남부하여야

한다. 손실보조 약정자는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 을 경우에 사실증

명서류와 함께손실보조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당한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손실액의 loo분의 9o 이내에서 손실

보조금을 지급한다 출

@ 자금대출

남북교역이나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으로서 교역이나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데필요한 자금을 기금딘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l999년 lo월 2l일 r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J(통일부 고시제99-4호)를 제정하여 경제협력자금 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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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출기준 .절차등을구체적으로 정하다. 이에따라경협

추진기업 .교역업체 등은남북협력기금에서 경제협력 사업자금를 교

역물품 반출입 자금,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설비반출 자금등을싼

이자로 대출받을 수있게되었다. 지원범위는 소요자금의 5o% 이내이며

이자율은 6%로 일반은행 대출보다 유리하게 책정되어 있다
출

남북협력기금은 중소기업의 시범적 .전략적 사업이나 경협여건 개

선등지원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는 사업에 우선지원된다. 이는

남북협력기금에서의 자금대출이 경협추진기업의 자금난을 타개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되도록 하기위한것이다
출

@ 채무보증

남북교역이나 경제협력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금읍기관으로부터 자

금을대출받은 남한주민은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을수있다
출

이때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은 교역또는경제협력사업자와 금읍기관간

에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로한다. 기금으로부터 채무보

증을받고자 할경우에는 채무보증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

@ 금읍기관 지원

금읍기관이 남북한 주민의 왕래.교역.경제협력사업 등과관련하

여북한화폐에 대한환전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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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다. 이때금읍기관이 입은손실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전

을해줄수있으며, 교역및경제협력 사업자에게 읍자를 해준금

읍기관에 대하여 읍자액 범위내에서 자금지원을 해줄수있도록

하다. 또한남북한간에 대금결제 구좌가 설치되어 여기에서 대금

결f 구좌의 미결제채권이 발생할 경우이를기금이 인수할 수있도

록하다. 또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북한원화를 매입하거나

보유하고 있는북한원화를 금읍기관에 매각할 수있도록 하다 .

@ 민족공동체회복 지원

남북교류협력이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회복에 기여할 수있다

고인정될 경우사업에 따라소進라금 읍자, 손실보조, 채무보증, 금

읍기관 지원, 보조금의 지급, 기타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있도

록 하 다 會

(4) 교류협력에 관한분야별 남북합의

남북한은 제6차 남북교위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교류협력에 관한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효시켰교 (1992.

2.19), 이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부속합의서'도

발효되어 (1992.9.17) 남북한간에는 교류와 협력을 실천할 수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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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체제는 일단 마련되었다. 나아가 남북합의서를 이행할 실천기구

인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 .협력공동위

원회도 구성되어 있어(1992.5.18) 앞으로 이들 이행실천기구가 활

동을 시작하고 필요한 분야별 세부합의서가 마련되면 남북한간에는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적

인 체제가 마련되었으나 아직도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소극적 입장 때문이다 卷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경제.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실시,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와 접촉의

실현, 철도.도로등육로, 해로, 항공로의 개설및우편전기통신의 연결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해외공동진출 등으로 크게나누어 볼수있다.

l) 경제분야

경제분야 교류협력의 목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

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데 두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민족내부교류로서 물자의 직교역을 실시하고 석탄.광

물.수산자원 등을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며, 또한공업.농업 출

건설.금응.관광등제반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실시하기로 하 다 출

여기서 교역과 경제협력의 당사자 자격은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출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으로 하되 개인도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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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계약은 당사자간에 직접 체결하되 각기 내부적으로 필요

한절차(당국의 승인등)를 거쳐서 체결하기로 하 다. 또한경제협

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교역대상 품목과 규모는 모두 '경제교류 .협

력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 다. 다만협력사업의 규모와 교역

품목별 수량, 거래조건 등 실무적인 문제는 계약당사자들이 결정하

도록 하 다
.

남북교역은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며 교역물자

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석 당사자들이 결정하도록 했다
출

대금 결제방식은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로 다른결제방식으로도 할수 있도록 하 다. 청산결제

은행지정과 결제통화의 선정,대금결제 및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합의로 결정하기로 하 다. 또한남북한은 경제

교류협력을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앞으로 투자보장

과 이중과세방지 및분쟁조정절차 등에대하여도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 다.

남북한간에 단절된 교통로의 연결또는개설에 관해서는 교통로가

개설되기 전에 필요한 주민의 왕래와 물자수송을 위해서 필요할 경

우 남북이 합의하여 임시 교통로를 개설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우선

해로를 개설하여 인천, 부산, 포항항과 북의 남포, 원산, 청진항을

연결하기로 하고 앞으로 교류협력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 데따라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철도와 도로를 비롯한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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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와항공로도 개설하기로 하 다 출

우편과 전기통신의 교류에 관해서는. 남북한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기로 하고 빠른 기간 내에 판문점을 통해서 우편과 전기통신

을 교환 연결하되 우선은 공적 업무와 인도적 업무에 이용하도록 하

고 점차 이용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 다 출

과학.기술.환경 분o料 교류협력은 관련 정보자료를 교환하고

남북한 공동으로 연구조사하며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

를 실시하고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하 다. 그리고

특허권과 상표권 등상대측의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 다 會

2) 사회 문화분야

남북한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터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

시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관련분야에서 기술 협력등다각적인 협

력을함은물른관련정보자료를 상호교환하기로 하 다 準

또한사회 문화분야 관련 기관과 단체 구성원들간의 접촉과 교류

를 실시하고 연구, 조사, 편찬사업 및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 고출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개최하며 , 상대측

저작물에 대한권리를 보호하기 위한조치를 취하여 나가기로 하 다 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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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민족구성원들의 남북한간 왕래와 접촉에 관해서는 남

북한이 앞으로 자유왕래를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하기로 했다주

또한 왕래자에 대하여는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과 신변안전

및무사귀환을 보장할 뿐만아니라 교통, 숙식등편의를 제공하고 사

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구제 조치를 취하기로 하 다. 아울러 남북

한을 왕래하는 주민은 자기측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하고 쌍방이 합의한 범위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게 하 다
.

그리고 이러한 자유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실

무적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쌍방은 사회문화교류 .협력공동위원회에

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 다. 이밖에 사회 문화교류 .협력을 실시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구설치 및 실무적 문제, 경제, 사회, 문화관

련 국제행사나 국제기구 등에서의 협력과 함께 해외에 공동 진출하

기 위한 대책등을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 다
.

3) 인도적 문제 헤결

이산가족문제에 관해서 남북한은 이산가족 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르기로 하 고, 이산가

족의 범위와 면회소 설치,재결합문제,기타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 및 실천 등을 쌍방의 적십자단체들이 맡아 하도록

하 다. 그리고 남북한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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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지역에 자연재해 등재난이 발생할 경우서로도우며, 또이산가

족가운데 이미사망한 사람들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위한편

의를제공하기로 하 다 準

이상에서 본바와같이남북교류협력에 관한남북한간 합의내용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매우의미있는 것이라

하겠으나, 실천적인 면에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난제들이 많이남

아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의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남북

한간교통로와 통신의 연결, 남북한 주민의 자유왕래,이산가족 재

회문제 등이실천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북한은 남북교류협력

에관한부속합의서를 실천할 수있는세부합의서를 조속히 마련하

여시행하여야 할것이다 출

3. 발북교류협력 련찰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l988년 r7 .7선

언J 이후다. 교역은 l988년 lo월 7일정부의 남북한교역 문호

개방조치가 있은후,그리고 주민의 왕래와 접촉은 l989년 6월 l2

일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마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기본지침'이

시행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더욱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적

됫받침이 이루어지면서 교류협력은 활기를 띠기시작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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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황에서 l992년에 '남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합의서'가 발효되

고, 이행실천기구인 '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사회문화교류 .협력공동

위원회'가 구성되어 큰기대를 모았으나 북한핵문제 등으로 인하여

남북한간 교류협력이 소강상태를 면하지 못하다가 l994년 lo월 2 l

일미.북간에 제네바 핵협상이 타결되고, l994년 ll월 8일정부

의'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가 발표됨에 따라남북한간의 교류협

력은새로운 전기를 맞게되었다. l996년 9월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건이후일시적으로 대북지원 및투자가 동결되기도 했으나 남북

한간의 교류협력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국민의 정부에서는

l998년 4월 3o일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하여 민간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자율적으로 남북교류협

력을추진할 수있는여건을 마련하다. 또한남북경협 활성화 조

치를됫받침하기 위해관련법령을 정비하여 남북교류협력 관련총

규제4o건중 l4건을 폐지하고 i5건은 개선하여 교류협력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 다
할

(1) 인적교류

인적교류는 남북한의 주민이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왕래와 남북

한및제3국 등에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만나거나 교신하는 접촉

으로 대별된다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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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주민의 왕래와 접촉이 시작된 l989년 6월부터 현재까

지인적교류 가운데 중요한 왕래및접촉사례를 보면우선l99o년

9월부터 l992년 9월까지 2년에 걸쳐분단이후처음으로 남북한

총리를 비롯한 고위급회담 대표들이 서울과 평양을 서로왕래하면서

여릴차례의 회담을 하고, l99o년 남북한 전체주민의 성원속에

사상최초로 통일축구대회와 범민족통일음악회를 서울과 평양을 S .

가면서 개최한 바있다. i99i년에는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제85차

국제의원연맹(Ipu) 평양총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판문점을 통과해서

남북한을 왕래하으며,같은해에제4l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

l3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처음으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등남북사이에 의미있는 교류협력사업이 이루어졌다. 또

l992년에는 경제계 인사들을 비롯하여 종교계 .여성계 등각분야

의인사들이 남북을 왕래하거나 제3국에서 접촉하다

l993년 이후에는 중국등제3국에서 이산가족들의 북한거주 가

족상봉이 늘어나는 가운데,재외국민( 주권자 및장기체류 허가

자)들의 제3국을 경유한 북한왕래가 증가하고 있다. 특터북한의

핵문제 타결이후 l994년 ll월 우리정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

치'이후에는 우리기업인들의 북한방문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현재남북한 주민의 왕래경로는 판문점을 통한왕래와 제3국을

통한왕래가 있는바,이제까지 판문점을 통한왕래는 주로당국간

회담을 위한왕래또는당국의 주선에 의한민간인들 왕래이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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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대부분 제3국을 통해서 왕래하다. 새정부 들어정주 현

대그룹 명예회장이 l998년 6월과 lo월에 걸쳐소떼i,o料마리를

이송한 것이지금까지 판문점을 통과한 최초의 민간인 왕래라고 하

겠다. 그동안남북한간 인적교류는 당국간 합의에 의한단체교류가

대부분으로 민간인의 개별적 교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이후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성사로 남한주민의 북

한방문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바,이는인적교류의 새로운 전

기가마련된 것으로 평가될 수있다. 북한당국의 통제로 북한주민과

의접촉이 세관및안내원 등제한된 차원에 머무르고 있으나, 북한

지역의 관광을 통해남북한 주민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인적교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북간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정부의 대북정책기조하에서 남북인

적교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될것이다

남북한 왕래는 l989년 6월l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지침시행

이후 l999년 l2월까지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신청 i,6i3건

(13,031명), 승인l,529U1(12,359명), 성사i,405?I(11,321명)

이며, 이외에도 l998년 ll월 l8일 금강산 관광선이 첫출항한 이

N l999년 l2월까지 156,628명 (외국인 66명포함)이금강산을 관

광하다.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작년l2월의 북한농구단 및교예

단62명의 방문을 포함해 신청i6건(669명), 승인i5건(659명),

성사l3건(63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남북한 주민간의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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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로남한주민의 북한주민 접촉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바,신

청l9,680U1(34,444명 ),승인l9,287U1(32,921명), 성사4,33i

건(10,967명)으로 집계되었으며,계속증가추세에 있다
準

남북한 주민의 분야별 접촉현황을 보면먼저접촉인원 수를기준

으로 가장많은접촉을 한것이경제계 인사들이었고 그다음이 이

산가족, 학술계 .문화계, 종교계, 언론.출판계, 관광.교통계, 체육

계인사순이다. 다음접촉건수를 기준으로 보면이산가족들의 접촉

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제계, 학술계, 문화계, 체육계, 종교계, 언

론.출판계, 관광. 교통계 인사순이다. 최근에는 남북한 인적교류

가농구.축구등공동체육경기, 합동음악회 등남북공동행사 형태

로성사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零

(2) 물적교류

l988년 lo월부터 시작된 남북한간 교역은刻 정부의 노력과 민간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및북한의 경제난 타개를 위한실리적 목적

때문에 비록제3국을 통한간접교역 형태이기는 하지만 인적교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

남북한간에 교역이 시작된 이후10) 1999년 i2월까지 교역실적은

9) 1988년 1o월 7일에 부총리 겸경제기획원장관은 우리민간상사가 간접고역 형태로 군사물자를 제외한

남북물자를 반출.반입하는 것을혀용한다는 남북한간 교역히용조치를 기지최견을 통해발표하다
.

1o) 남북한간에 최초로 물자가 교류된 것은i984년 9월29일부터 io월 4일까지 북한의 수재물지인

발,천,시멘트, 의약품 등이판문점과 인천, 북평할을 통해서 우리측에 전달된 것이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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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U1,069천달러에 이르렀다. 이 중에서 북한으로부터 반입액은

i4U86,173천달러인데 비해 반출액은 6U34,896천달러에 불과하

여반입액이 반출액의 약3.3배가 되는등지금까지 남북교역은 반

입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즉남북한간 교역에서 북한은 8억3 천달

러의흑자를 보았다.(이와 관련된 자료는 통일부/MITI 품목분류에

따른남북교역 통계자토 (1999)를 참조) 이와같이남북한 교역이

극심한 불균형을 나타내는 이유는 북한의 외화부족과 우리제품이

북한으로 반입될 때이것이 사회개방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북한당국이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

남북교역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l988년 교역이 시작된 이래

i99o년까지 3년간은 그실적이 저조하다가 l99l년에는 전년에 비

해8배이상급신장하 다. 그이유는 우리측이 남북교류협력 관계

법령을 제정.시행하면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남북교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한편북한으로서는 경제난이 더욱심화된 데다가

주요무역상대국인 러시아 및동구권 국가들과 무역규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l992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등으

로교역액이 크게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북한의 핵문제,간첩

단사건 때문에 교역액이 lU 73,426천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보다

약56%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l993년에는 전년보다 약7% 증가

하는데그치고, l994년도 전년보다 약4% 증가하는 데그쳤다 .

i995년에도 전년보다 무려 5o% 이상 증가한 2U 87,290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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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기록하 으며 l996년에는 2U 52,037천 달러로 전년보다는 감

소했으나 l997년에는 3U 8,339천 달러를 기록전년보다 5,ooo달

러이상이 신장되었으며 , l998년 새정부 등장이후 IMF 상황하에서

남북교역은 상당히 감소하 으나, l999년에는 다시 3억4천만달러

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출

남북교역은 대부분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ll) 간접교역

의 문제점 등을고려하여 우리는 남북한간 직교역을 추진하고자 했

으나, 북한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남할한이 유엔

에동시가입한 이후에는 남북한 업체간에 직교역을 추진한 사례도

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부속합의서가 발효된 이후에는 직

교역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나 해

외지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직교역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

실상우리기업과 북한업체간의 직교역이지만 서류상으로 간접교역

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출

이와함께최근남북한간에는 위탁가공형태의 교역이 매년급증하

는 추세에 있다. 위탁가공교역이란 생산공정의 일부를 북한의 업체

에게위탁하는 형태의 교역을 말한다. 이중에서도 초보적인 형태가

임가공교역인데, 이는 북한 업체에게 원부자재(原副資材)를 공급하

고,북한업체에서는 노동력만을 제공하여 노임을 취하고 제품을 만

11)간접교역의 중개지로는 무관세 구역이며 중국상사들이 많이진출해 있는홍를이 가장많고. 일본, 싱

가포르, 중국등도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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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보내오는 형태의 교역인 것이다. 이와 같은 임가공교역은

l99l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임가공품

목은대부분 봉제품이지만 컬러Tv, 자동차 배선, 기계류 설비등으

로 그 품목이 점차확대되고 있다準

북한과 임가공교역을 추진하고 있는국내업계에서는 봉제품에 관

한 한북한노동자들의 기술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같이북한과 임가공교역이 활발하게 추진된다면 남북한 합작투

자로발전할 수있는발판이 될것으로 생각되어 바람직한 교역형태

라교 할수 있다.

위탁가공교역은 i999년 i2월 현재엘지상사, 삼성물산(주), (주)

대우등l32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남북교역의 품목수는 반입

품목이 l72품목, 반출품목은 약398개품목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교역품목구조를 보면북한으로부터 반입품목은 섬유, 철강, 금속류

(금괴, 아연괴, 은괴등)가 가장많고다음으로 농수산물, 한약재 등

주로i차상품과 중간원자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l993년부터 반

입품목 중에봉제품인 섬유류가 늘어났는데 이는임가공교역의 결과

이다. 한편북한으로의 반출품목은 섬유류, 기계류, 화학제품이 많

으며,기타농수산물, 기계류, 철강류, 전기전자제품 등이있다. 반

출품목에서도 l993년부터 섬유류가 급증했는데,이것도 임가공교역

을위한봉제품의 원부자재 반출의 증가때문이다 출

특히새정부의 l998년 4월 3o일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이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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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 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2차례

개정하여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과거295개에서 l82개 품목으

로 대폭 축소하 다
.

이와같이교역품목구조가 남북한의 산업구조를 반 하여 상호보

완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나, 북

한측으로서는 이를그대로 발전시킬 경우남북한간의 산업구조 격

차가더욱심화될 것을우려하여 남북교역은 원료는 원료대로, 제

품은제품대로 각각반입과 반출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한다는 입

장이다. 이와같이원료와제품을 구별하여 인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면 남북교역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燎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교역이 각기 남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게다르다. 우리의 전체무역량에 비해서 남북한간 교역량

이차지하는 비중은 경미하지만, 북한의 총무역규모로 보아남북한

간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무역간모의 l5%이상을 차지

하여매우크다는 것을알수있다. 또한남한은 중국, 일본에 이어

북한의 세번째 무역상대국이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난의 타개를 위해

서 남북교역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점을쉽게짐작할 수 있다
출

남북교역에 참여하는 우리업체는 초창기에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

되어오다가 l99o년부터 차출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지기 시작

하 다. 이처럼 남북교역이 추진되어 오는과정에서 남북한의 경제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점, 북한의 외화 및 교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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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부족, 분쟁해결장치 등제도상의 미비점 등이드러나고 있

다.따라서 북한이 개방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남북경제교류 출

협력공동위원회에서 남북교역에 관한세부부속합의서 등제도적 장

치가마련되면 남북교역이 직교역으로 전환되고 남북한 중앙은행간에

청산결제계정이 체결됨으로써 남북교역이 활성화될 수있는것이다 출

(3) 협력사업

대북경제개방조치 이후남북한간의 교역이 추진되어 성과를 보

임에따라우리기업들은 북한지역투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

나,북한핵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으로써 협력사업을 추진

할여건이 마련되지 못하 다 주

그러나 제네바 미.북핵협상 타결(1994.10.21)로 북한핵문제

가해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를발표(1994.11.8)하고 이를됫받침하기 위해l994년 l2월 l일

남북경제협력 사업처리에 관한규정과 국내기업 및경제단체의 북한

지역사무소 설치에 관한지침을, l995년 6월28일에는 대북투자

등에관한외국환 관리지침을 마련하 다 .

이와같은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에 따라경제교류와 협력이 꾸준

히증진되어 i992년 i개기업, l995년 6개기업, l996년 4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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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l997년 l6개 기업,l998년 l3개기업,i999년말까지 2개기업

등총42개 기업이 남북경제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았으나 l999

년 l2월에 4개업체에 대해승인이 취소되어 38개로 줄어들었다
출

이중실제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기업은 남포에서 합 공장

을 가동하고 있는 (주)대우l2)를 비롯하여 (주)태창, (주)녹십자
.

한국전력 (주), 한국통신(주), 외환은행 등 i5개 기업이며,나머지

23개 기업은 현재북한측과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한협의를 진행

중이다,

l999년의 남북한간 경제협력사업 중가장대표적인 사례는 현대

그룹의 금강산 관광시생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지속적으로. 추진된 정경분리원칙하의 대북경협활성화조치에

따라이루어진 것이다. 현대그룹의 정주 명예회장은 남한기업인

으로는 최초로 l998년 lo월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 으

.며,김정일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지지를 약속하 다. 이에따

라현대그룹은 l998년 ll월 l8일 금강산 유람선을 출항시킨 후금

강산 관광사업은 분단이후 최초로 다수의 대규모 인원이 남북한을

오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있다.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접은 단

기적으로는 유람선 관광을 추진하지만 장기적으로 금강산지역을 개

발하여 종합적 관광지로 만들 예정이다
출

12) (주)대우의 협력사업을 살펴보면, 업종은 셔츠블라우스, 재킷. 가방등세개사업이며, 투자규모는

린2만달러이고. 투자유헝은 합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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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분야의 협력사업은 대한탁구협회등 l7개단체 협력사업

자승인을 받았으며 대한탁구협회는 물론중앙일보사의 통일문화연

구소등 l3개 단체가 협력사업승인을 받아북한측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중에 있다출

사회문화분야의 협력사업은 l99l년의 2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U

민의정부들어서 성사되었는 바,최근사회문화분야의 협력사업이

급증하는 추세에 놓여있다 수

사회문화 협력사업의 경우l99l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세계청

소년축구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한 사례가 있으며,최근에는

한민족 문화네트워크연구소, 현대아산의 체육관 건설및 체육교류사

업,cNN코리아와 sN2l 엔터프라이즈의 음악회 공연등이사업자

및사업승인을 받음으로써 협력사업이 점차다양화되는 추세에 있다準

이와함께남북한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사안별로

공동보조를 취해왔다. 남북한은 '한글의 로마자 적기를 기계로 하자는

남북한모임' 5차회의(1992.6.16-6.17,파리)에서 한글의 로마자표기

국제표준화에 합의하다. 이것은 남북한이 한글의 로마자 표기단일

화에대한국제사회의 요구에 공동대응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또한남북한은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1992.8.26-9.3)

에서 동해명칭개칭안을 공동제안함으로써 유엔산하 국제기구에서

처음으로 공동보조를 취한바있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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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반도 평피정착 모색

현재 한반도의 평화는 l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유지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전협정은 본질적으로 미완의 평

화체제로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4조

6o항에 규정되어있다
等

이같은 취지에 따라 l954년에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제네바 국제회의가 개최된 바 있었고,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

l992년 2월 l9일 기본합의서와 후속협상에서 현 정전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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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침에 대해합의를 한바 있다.l3)

그러나 북한은 이같은 남북한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을 인행하지 않

고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정전협정의 무실화를 통해 정전

체제자체를 파괴하려 했다. 북한은 l993년 4월중립글 감독위원회

체코 대표단을, l995년 2월에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

을 축출하 다. 또한 l994년 5월에는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일방

적으로 설치하고 l2월에는 중국으로 하여금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대표단을 소환토록 했다. 특히 l996년 4월에는 인민군 판문점 대표

부 대변인 명의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관리 임무포기

를 선언하고,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내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등 군

사적 긴장상태를 고조시켰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불완전하나마 한

반도의 평화를 유지시켜 온 정전협정의 기능이 상실될 위기에 놓이

게 되었다
출

북한은 또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의 중간조치로서 미국과 잠정협정

체결을 주장하기도 하 다.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긴장의

책임이 있고, 미군이 남한에 남아 있기 때문에 평화가 파괴된다는

논리에 기초하여 대미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면서 당장 쌍방간에

평화협정체결이 어렵다면 잠정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원래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남북한간에 체결해야 한다고 주

13) 제1장 제5조 남북기본할의서에는 '남파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

키기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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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왔으나, l974년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북한과 미

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태도를 바운것이다. 그후

지금까지 북한의 대미평화협정체결 주장은 지속되고 있다l4). 이같

은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체제 파괴행위와 대미평

화협정체결 주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

다.그결과 l996년 4월 l6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정부는 남

북한과 미.중이참가하는 4자회담을 제안하게 되었다. 그동안4자

회담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공동설명회 (1997.3.5),

후속협의 (1997.4.16)와 함께여러차례실무접촉이 이루어졌다출 Z L

리고 l997년 6월 3o일 차관보급 3자협의 및 본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그동안세차례에 걸쳐예비회담

이진행되었다 출

l차 예비회담에서 본 회담개최시기와 장소, 대표수준, 운 방식

등에대해서는 찰정합의했으나, 의제문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

가제3차 예비회담에서 우리측 안을받아들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

축과 긴장완화를 위한제반문제'로 합의하 다. 이같은 예비회담의

합의에 따라i997년 l2월 9일스위스 제네바에서 제l차본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북한측의 선(5脚 의제세부화 주장으로 구체적인 토의에

i4) 최고인민회의 3기i차리의(1962. 10)에서는 남북한간의 평화힙징을 주장하고 최고인민회의 5기3

차회의 (1974. 4)에서는 북.미간평회협정을 주장하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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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지 못한채차기회담 개최일자와 특별소위원회 구성에만 합

의하고 종료되었다
출

l998년 3월 l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본회담에서도

북한이 주한미군철수와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되풀이하여 회담은 성

과없이 끝났다
출

l998년 lo월 2l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제3차 본회담에서는

'4자회담 공동발표문'과 '분과위설립 및운에 관한각서'를 채택하

고 r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분과위원회J 와 r한반도 긴장완화 분과

위원회J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4자회담 전망을 밝게하 다. 또한l999

년에는 본격적인 토의는 없었으나 세차례의 분과위의 성과가 있었다
車

우리가 남북한 당사자의 주도와 미.중의보장형식으로 한반도에서

실효성있는 평화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북한은

대미평화협정과 주한미군철수에 목적을 두고있다, 더찰1 북한은 회담

분위기 조성조건으로 회담참가국간의 지위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미

국의대북조치 완화, 식량지원 등을제시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출

그러나 한반도 주변국들은 물론세계 모든 국가들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4자회담의 전망이

어둡다고만은 할수없다. 북한도 미국은 물른일본과도 관계를 개

선하고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면 이같은 국제사회의 요구

를외면할 수없을것이다. 또한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

을위해서는 냉전을 종식시키는 것이필요하다고 보고이를위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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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접근구상을 미국.일본에 권고하다. 페리보고서는 우리의 주

도적제의와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 동의를 기본으로 3국간의 긴한

협의하에 작성된 것이며 북한의 미사일 등대량살상무기 개발억제

등의당면현안과 한반도 린전종식이라는 중장기 과제를 병행추진하

다는점을분명히 하고있다.

2. 인도적 문제

북한의 식량난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농체계의 비효율성 ,비료

와농약부족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결에서 외부의 지원

에도불구하고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북한식량문제

의본질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우리의 대북식량지원은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고북한의 식량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있도록 유도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되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바람직할 것이다 辱

정부는 북한식량난의 본질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과같은방침에 따라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있다. 첫째, 민간차원

의 대북지원은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조치계획(1998.3.18)에

따라순수한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하되,남북적십자간

구호물자 인도인수시 민간단체의 대표도 참여할 수있고, 민간의

대북지원을 위한모금활동도 규제를 대폭완화하여 크게활성화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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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 다. 둘째,정부차원의 지원은 남북한간 대화를 통해

북한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 다. 셋째,국제기구의 대북지원 호소에 대한우리의 입장은 여

타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것이며, 이와함께분배과정의 투

명성을 보장하고 군사비 감축을 통한식량난 해소등북한의 자구적

노력을 촉구해 나간다는 것이다
.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그 동안우리의 대북지원은 정부차원

민간차원, 국제기구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지원규모는

l995년 6월부터 l999년 ll월말까지 총3U 6,131만 달러에 이

르고 있다
.

그중정부차원에서는 l995년에 찰 l5만톤을 무조건 지원한 것

을비롯하여 총3억97만 달러를 지원하 으며 ,민간차원에서는 총

6,o34만 달러를 지원하 다
諒

한편국제사회의 대북지원규모는 총 l0U 7,734만 달러에 이르

는데그중uN 기구를 통해서는 6U 2,028달러, 국제적십자사 연

맹을통해서는 4,l97만 달러,개별국가 .국제NGo(비정부 기구)

의지원은 4U 6,077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

우리는 대북식량지원 과정에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 다고 평가

하고있다. 우선l997년 5월26일 북경에서 있었던 남북적십자간

접촉에서 남북적십자간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합의서를 채택

함으로써 그동안국제적십자사 연맹을 통한간접지원방식에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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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간직접전달방식으로 전환하 다. 또한남북적십자간 구호물자 전

달에관한합의,남북한간 구호물자의 직접전달, 수송경로와 대상지

역확대, 지원주체 명기및지정기탁 허용등그동안우리민간단

체들이 요구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 다 출

정부는 북한의 식량문제가 일회성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없다는

점에서 농업분야에서 여러가지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있는구체적인 방안도 남북당국자

간대화를 통해북한측과 협의할 수있다는 입장이다 燎

따라서 이제는 북한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출

북한은 막대한 군사비와 정치선전비를 절감하적 외국에서 식량을

도입하여 북한주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구뇨력을 기울여

야할때이다. 그리고 농관리 방식등사회주의 농업정책의 불합

리성을 개선하고 농업체제 개혁을 통한북한주민의 생산의욕 고취등

전반적인 농업생산성 향상에 노력해야 할것이다 準

또한인도적 문제에서 빼놓을 수없는것은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문제이다. l99o년대 중반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이 예전에 비해

다양화되었고 계속증가추세이며 탈북양상에도 많은변화가 일어

났다. 국내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l999년 l2월 현재l,o9l명으로

사망과 이민자를 제외한 875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북

한이탈주민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있도록 자

립자활능력을 배양해 주는데 역점을 두고있다. l999년 7월부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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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설인 G사원J에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

축하고 있다. 이시설을 할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되 연령및수준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직업훈련 교

육을실시하고 있다.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

하기 어려우나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상당수가 은신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식량

등을구할목적으로 일시탈북한 것으로 난민지위를 인정할 수없으

며불법입국한 외국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이들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국내입국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러시

아에체류하고 있는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이 벌목건설현장을 이탈

한자로서 합법적인 신분은 인정되지 않으나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자는 uN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국제적십자위원회(IFRC)의

협조를 통해국내입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입국을 희망

하는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전원수용원칙에 따라체류국 정부와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uNHcR 등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한국내입국도 적극추진하고 있다
.

3. 대북 @주로지원

l993년 3월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함으로써 국제

적관심사로 대두된 바있는북한핵 문제는 미.북간의 제네바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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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 다
零

제네바 합의(1994.10.21)는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궁극적 해체

를통해 핵개발을 저지하고 나아가 경수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북한개

방과남북교류협력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수있는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출

제네바 합의 이후 한.미 .일 3국 주도로 경수로시생의 재원조달

과 공급을 담당할 국제 컨소시움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狂EDo)가

설립(1995.3.9)되었으며, 현재 K E D o 는 한.미.일.Eu가

집행이사국으로, 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인도네시아 .칠

51 아르헨티나 .폴란드 등이일반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等

l995년 6월에는 미.북 쿠알라룸푸르 합의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수행과 한국형 경수로 공급원칙이 합의되었으며,이러한 바탕

위에서 l.OOOMW(e)급 경수로 2기를 북한에 제공하는데 따르는 제

반 조건 및 범위 등을규정하는 '경수로 공급협정'이 KEDo와 북한

간에 체결(1995.12.15)되었다
.

l996년 4월부터는 경수로 공급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후속

의정서 협상이 I<EDo와 북한간에 개최되었다. 그결과 r특권 .면제

및 사述t, r통출 , r통신J, r부지안를, r서비스 아할, r미지급시

조치J 등 6개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경수로 공급협정에서 상정하고

있는 후속 의정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r품질보장J ,

r훈련J , r인도일정J 등6~7개의 잔여의정서를 더체결하여야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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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97년 4월부터 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세부절차 규정을 마련하

기위한세 차례의 실무협상이 개최되어 통행.우편.항공.의료 등

l9개 분야에 대한합의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공사개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초기부지준비 공사에 소요되는

장비와 인력을 경수로 사업장에 투입하는 등제반준비가 마무리되

어 l997년 8월 l9일 함경남도 금호지구 사업부지에서 착공식을 개

최하 다 .

초기부지공사는 주로 경수로발전소의 부지정지공사를 실시하면서

본격적 공사추진에 대비하여 제반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공사도 병

행하고 있다. l999년말 현재초기부지공사를 통해 전체부지정지물

량의 56%를 완료하 으며, 도로.통신등 공사기반시설과 근로자

숙소.운동시설 .편의여가시설 등제반복지시설도 마련하다출 초

기부지공사는 당초 l년간으로 계획하 으나 KEDo와 한전간의 주

계약 체결지연등으로 인해 2ooo년 l월말까지 5차례에 걸쳐 연장

공사를 진행하 다 零

l999년 l2월 l5U KEDO-한전간 주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본격

적 공사추진을 위한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으며,현재는 주계약이

발효되어 본공사가 개시됨에 따라기존에 추진해 오던부지정지공사

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취수방파제 .물양장 등을건설하는

본격적인 공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출

한편 한.미.일.E u 등 K E D o 집행이사국간 r재원분담결의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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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1. 9 채택)의 후속조치로서 우리 정부와 HzDo간 r차관

공여협정J이 체결(1997. 7. 2)되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후

l999년 8월 l9일 발효되었다. 이어서 l999년 l2월 l5일 K E D o

와한국수출입은행간에 r읍자계약J이 체결됨으로써 경수로사업비 재

원조달을 위한 우리 나라의 대외적인 제도적 장치는 모두 마련

하게 되었다
출

한편경수로사업을 효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통일부 산하에

동 사업을 전담하는 '경수로사업 지원기획단을 설치(1995.1.23)하여

경수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대북경수로사업은 KEDo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추진되는 사업이

기는하지만 우리나라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한국표준형 원전

을 북한에 공급해 주는사업이다. 이에따라주계약자인 한전을 비

롯한 우리나라의 시공업체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

적인사업인 동시에 남북간의 협력사업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남

북관계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우선경수로 사업의 테두리내에서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와 관련

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경수로 사업 부지로

건설인력과 물자를 운송하는데 대해 두 가지의 통행로가 합의되어

있다. 동해를 통한해로와 북경을 경유하여 항공기를 이용하는 방법

이다. 머지 않아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간을 연결하는

보다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통행로를 개설해 나가게 될것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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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수로 사업부지와 남한간에 통신및우편서비스가 가능

하게되었다. 통신망은 일본을 경유, 전용회선 8회선을 구성하여 통

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앞으로는 남북간을 직접연결하는 독

자위성용 Tv도 구축하게 될것이다. 한편우편물은 베이징을 경유

하여국내로 배달되고 있으며,편지나 소포가 부지에서 국내까지 도

착하는데 약lo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출

천째, l997년 7월 2일 l9개 분야에 걸친합의서의 채택은 남북

간분야별 공동협력을 열어가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것이다. 이러한

분야별 합의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활성화될 경우원용될 수있는선

례가될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2 다.

넷째, 분단 사상 처음으로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r남북 화합의

장J을여는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27o만평의

경수로 건설부지에서 7~8년에 걸쳐 수천명의 남북 근로자가 함께

일하게 된다. 이는분단반세기 동안찰여온 불신의 벽을허물고 상

호신뢰를 구축해 나가는데 크게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출

끝으로 경수로 발전소가 완공되면 북한의 전력난 해소에도 크게 도

움이 될 것이다. 오늘날 북한은 극심한 에너지난으로 공장가동율

이매우낮은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경수로 지원은 장기적

으로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호지구의 경수로

사업장에서 형성되는 남북화합의 분위기가 전반적 남북교류 .협력

의물꼬를 터진정한 민족공동발전의 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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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권게의 변회편망
1

y 한은분단이후 지금까지 5o여년간 대남혁명전략을 한번도

U f 포기한 적이 없으며 최근 체제위기에 처해서도 릴전질서에

기초하여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폐쇄통제체제를

강화하여 외부정보에 대한노출차단 및 반체제세력 태동을 봉쇄하여

대남적개심을 고취 시키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구걸외교와 협박외

교를 통해 실리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통해 안보. 경제.외교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

내외적 위기를 고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화된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개정된 헌법에서는 사회주의 / 장경제 요소도입 및사유재산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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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정등변화를 보으며 또한계속되는 식량난으로 사회주의 버

팀목인 배급제도가 제기능을 발춰하지 못하면서 북한전역에는 3 5 o

곳이상의 시장이 운되어 시장경제 원리가 사회저변에 퍼지고 있

고 통행규제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가고 있다. l998년 이래유

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중국을 제외하고도 호주, 스위

스,싱가포르 등서방국가에 llo명 이상의 중견간부들이 자본주의

경제학, 경학, 국제법 등을주요관심사로 연수하 다. l999년에

는강경노선이 다소 약화되고 실용주의 노선이 점증되는 추세를 보

여주었다. 북한은 여전히 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출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여 실익을 위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에

나서는 등이중적 양상을 띠고 있다零

이러한 양상을 띠는이유는 북한이 경제적 위기를 미.일과의 관

계개선 형태로 해결할 수밖에없는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남한

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회생을 모색해야만 하는 여건에 이르게

되어가고있다. 현재에는 남북당국간 회담을 통해서는 실리만을 챙

기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북한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의 폭을넓힐수밖에

없는상황으로 만들어 질것이다. 그이유는 현재미국이 북한을 지

원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며 , 대북경제 제재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미국등서방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만큼의 효용성을 갖고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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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오히려 대북경제 제재가 완화된다면 남한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남한기업이 북한에 진출해서 투

자하는 것을 북한 스스로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

황들을 고려할 때 북한이 대남적화노선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중장

기적으로는 부분적인 변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북한체

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남적화노선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조건과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해야 하는 여건속에

서 북한은 대남전략상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

황을 남북한간의 상당한 수준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출

그런의미에서 우리가 북한과 상호이익을 도모하여 북한의 대남전략

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남북관계개선의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강요하기 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변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화해협력으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 나

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선동 위협 억지 등 비합리적인 자세에 대해

서는 의연히 대처하되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스스로 변할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적극적으

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r남북기본합의서J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상

호체제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의 토대위에서 남북간의 평화적인 교류

와 협력을 활성화 함으로써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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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을 개

선하고 중장기적 화해협력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

계라 할수 있다. 물른북한의 대남적대행위가 지속될 경우린전구

조 해체 과정은 상당한 진통을 수반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

가 열리는 현실에서 한반도는 언제까지 린전지대로 남을 수는없다출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적 남북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의 일관된

정책추진과 다양한 노력들이 그 어느. 해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

울러 최근 미.북 베를린합의, 페리보고서 공개, 미국의 대북제제

완화 조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 등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탈냉전의 과정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이룩되는 국제정세의 흐름과 북

한이대결보다는 협상을 통해 체제보장과 안정을 확보하는 실리추구

적 태도를 감안할 때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향후남북관계는 긍정적

인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한반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대세이며

남북관계도 이같은큰틀속에서 평화와 화해 협력을 지향할 수 밖

에없는것이불가피한 현실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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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讓.i .ti! 2a2i 미래상을 현실로 구현해 나가기 위해 우리보다 앞

서통일을 이룩한 다른 분단국의 역사적 경험과 그 과정에서 제

기된문제점들을 고찰해 봄으로씨 교훈을 얻고자 한다.

.민족의 과제 통일을 역사적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가 지향해야 할 목표인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정림하고 그 내용

에대해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것이다 .

.통일은 언제라도 올 수 있는 만플 우리는 늘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란 언제통일이 오더

라도큰 른란과 충격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내부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

체하고 주변국을 설득하여 통일에 유리한 국제찰경을 조성하면

서앞으로 이나라의 주역이 될미래세대에게 통일은 곧자신과

민족의 번을 이루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길이라는 인식

을 심어주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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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세계대전 이후동서냉전체제 하에서 분단을 경험하다

가 통일을 성취한 국가는 독일, 베트남, 예맨 등 3개국을

꼽을수있다. 독일과 예맨은 l99o년에 ,베트남은 l975년에 각각

통일을 이루었다. 사실3개국은 서로다른국내외적 상황하에서 통

일을이루었다는 점에서 각각의 사례가 독특한 유형을 이룬다. 베트

남은무력통일, 예벤은 합의통일 이후무력재통합, 독일은 사실상의

흡수통일 사례에 속한다 출

아직분단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우리의 입장에서는 3개국 통일

사례를 비교.관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용한 교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부분에서는 3개국의 사례중에서도 남북한이 통일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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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과정에서 가장 큰교훈이 될독일의 경험을 먼저살펴본 뒤

베트남과 예맨의 경우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중국과 대만은 ?消

통일을 이룬것은아니지만 분단국 사이의 교류를 대폭확대한 경험을

제시하는사례라는 점에서 함께살펴보아야 할의의를지니고 있다
.

1. 독일의 사페

l989년 ll월 9일불과몇시간사이에 동서냉전의 상징물이었

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사전에 계획된

일이아니었다. 그날동독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주민들의 개혁요구

에 부응하여 다음날부터 비자를 신청하면. 누구나 서베를린으로 갈

수 있다는 파격적인 조치를 결정했다. 동베를린 공산당 당수귄터

샤보브스키는 여행자유화의 즉각시행을 발표하면서 야동독이 조만간

장벽을 허무는 일은없을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다.l) 당시동독을

철권통치하던 에리히 호네커도 동독건국4o주년 기념일 전야에 행

한연설에서 "미래는 사회주의의 것計이라고 호언하면서2) 자본주

의사회의 불합리가 없어지지 않는한장벽은 앞으로 loo년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燎

그런데 뉴스를 통해샤보브스키의 여행자유화 즉각시행 발언을

1) 이명재, '2o세기 우연과 필연(1o) :독일재통일', r를아일보J, 1999년 8월5일A8면
2)통일원, r독일통일백서J , 1994.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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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동베를린 주민들이 직접확인해 보려고 장벽주위로 몰려들었

다.몰려든군중속에서 용감한 사람들이 장벽위로올라갔고 = L

위에서 동서베를린 시민이 만났으나 장벽을 지키는 동독군인들은

총을坐지 않았다. 이사건은 즉시전파를 랐고장벽주변에는 더

많은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결국장벽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출

장벽이 무너진 뒤l년도 되지않은l99o년 lo월 3일동독과 서

독은통일을 이루었다. 결국샤보브스키의 여행자유화 발언발표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통일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수있다準 그

러나독일통일이 이렇게 쉽게이루어진 것은결코아니며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 다 燎

첫째,무엇보다도 빌리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 이후서독정부가

동서독 교류의 범위를 넓히고 화해를 추진하는 정책을 계속했던 점

이독일통일의 가장중요한 원동력 역할을 한것으로 평가된다 출

둘째,소련의 마지막 지도자가 된미하일 교르바초프가 l985년에

집권하면서 시행한 '개방'과 '개혁' 정책의 결과동서냉전체제가 와

해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독자적인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것도 또

하나의 독일통일 원인으로 작용했다 출

셋째, 독일통일은 동독주민들의 강력한 개혁요구가 작용한 결과

다. 당시호네커를 비롯한 동독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을 믿지않았지만 주민들은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키면서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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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했다. l989년 lo월 동독제2의 도시라이프치히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고 그 움직임은 점점널리퍼져나갔다
출

지도층 교체로 주민의 소요를 무마하려던 동독정권은 지도자를 호

네커에서 크렌츠와 모드로로 대체하 지만 개혁과 통일을 염원하는

시위는 그치지 않았고 결국베를린 장벽은 무너졌다
.

동서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동독은 독립국가

로존립하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동독에는 새로

운정치세력이 들어섰고 l99o년 3월에는 역사적인 자유총선거가 있

었다. 이선거에서 선출된 드메지어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연립정부

는서독의 콜정부와 신속하고도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하여,통일조

약을체결함으로써 l99o년 lo월 3일공식적으로 동독과 서독은 통

일을 이루었고 독일전역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통일조약은 서독의 법체계를 동독지역에 확대한다는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동독이 서독의 '신연방주'로 홉수되는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차

그러나 통일이후 lo년 동안동독주민들이 겪어야 했던현실은

냉혹한 것이었다. 과거불법행위 청산작업,재산권 문제, 붕괴된 사

회주의 경제의 현실등산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파탄

지경에 이른동독경제를 재건하기 위한막대한 액수의 '통일비용'

조달이 큰문제가 되었다. 동독기업은 대부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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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는 심각하

게 왜곡되어 있는 상태 다.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설비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다. 사회주의식 완전고용은 허울이었고 모든

기업과 행정기관에 막대한 잠재실업 인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백

하게 드러났다. 또한근로자 l인당 생산성은 서독의 3o%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準

이런 여건에서도 통일독일 정부는 동독경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

는 노력을 기울 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의 효과는 점차 그 모습

을 드러나기 시작했다. 1992-93년부터 서서히 회복기에 들어선

동독경제는 이후실질국내총생산 증가을이 7 ~ 9 % 사이에 이르렀다
주

l994년 기준으로 구동독지역의 국민총생산은 l99l년과 비교하면

경상가격으로 l/3이 증가했고 시장가격으로는 l/4이 증가했다.3) i

인당 소득수준으로 보면 l99l년에 서독의 47%에 머물렀으나

l993년에는 62%로 상승했으며 다시 l995년에는 서독지역 협약

임금의 87 % 수준으로, l996년 말에는 89 % 수준으로 높아졌다.4)

오늘발 통일독일은 물질적 통합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룩했

다는 평가를 받는다.5) 물른 이런 성장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성장

이냐 혹은 서독으로부터 재정이전을 통하여 이루어진 성장이냐 하는

3) 현대경제사회면구원, r구동독지역 기업현황 번화와 경제부촌정책J 1997, P.10

4) 통일부. r독일통일백서 C95-97L 1998, p.4

5) 통일부. r독일통일백서 C95-'97)J 1998,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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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확한 분석을 거쳐평가해야 할과제이지만,6) 구동독 지역

이 통일 초기에 크게 우려했던 경제문제를 상당히 해결하면서 이제

또 한 번의 경제적 도약을 이를 수 있는 기반을 갖춰나가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

앞으로 통일독일이 해결해야 될 주요과제로 사회적 갈등을 들 수

있다. 통일독일은 통일 이후 지난 lo년 동안 제도적 차원의 통일에

전력해 왔지만 사회통합, 즉 동서독 주민들 사이의 마음과 마음의

통합을 이루는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벽

은 무너졌지만 독일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아직도 'l국가, 2사회' 문

제로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7)

통일독일에서 사회통합 위기의 징후는 여러 경로를 통해 나타난

바 있다. l99o년 통일이후 처음실시한 총선결과 집권당인 기민당

과 자민당의 연럽정권이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구동독의 집권당

이었던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후속정당인 민주사회당(민사당)이 구

동독지역에서 약진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통일 이후 독일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도 동서독 주민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 즉편견이 크게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독인들은 서

독인들을 베시스(Wessis)라고 부르고 서독인들은 동독인들을 오시

6)전성우, "동서독통 과정의 사料料 함피, 김명수 .이연택 외, r북한사회의 이라i ,한양대출판원, 1997.

7) 위르겐 뵘익인를. r헤이. 오씨안녕. 베씨 :독일학생들의 통일소감집J, 이학로 역,도서출찰 푸른

나무,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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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Ossis)라고서로를 비하하여 부르고 있다. 서독인들은 동독인보

다자신들이 우월하다고 느끼며 통일초기보다 동독인들을 더비판적

으로 본다, 반면동독인들은 서독인들을 '오만하다. 고생각하면서 자신

들은사회적이며 정직한 생활을 한다는 강한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準

그밖에 통일이전보다 범죄증가로 인해치안이 불안해졌다는 비

판이많이나온다. 일반적으로 서독지역에서는 소매치기, 강도등일반

범죄가 2o% 가량증가하 으며 ,동독의 주요도시 던 드레스덴에서

도통일이전과 비교해 볼때일반범죄의 증가율이 4~5배에 달하

는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스킨헤드로 불리우는 젊은층 극우세력이

등장함으로써 렛나치의 망령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

통일 lo년의 과정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신연방주로 분류되는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온것은

사실이다. 정치.행정.사법분야에서 주민들은 새로운 질서를 경험

했고연방정부의 인프라 개선과 투자촉진 정책을 통해전반적인 생

활여건도 확실히 개선되는 성과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늘날통일독일의 연방정부는 물질적 통합뿐만아니라 주민들 사이

의갈등을 해소하고 마음의 벽을무너뜨린 상태에서 내적통합을 이

루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이룩할 수있다는 점을인식하

고이문제의 해결을 위해노력하고 있다
等

8)김윤 .여인곤 .황병덕, r특일통일의 분야빌 실태연긴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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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리트남 .치멘의 사레

(1) 베트남

베트남은 오랫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l954년 '제네바 협정
출

에의하여 남북으로 분할되었다. 분할이후북쪽은 베트남 독립동맹

(월맹) 주도로 마르크全씨닌주의에 입각한 베트남 민주공화국(북베

트남)을 세웠고 남쪽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때트남 공화국(남베트

남)을 수립하다. 분단후북베트남은 남베트남에 대하여 테러,파

괴활동을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 남베트남을 점령하기 위하여 부단

히노력하다. 대내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소위남베트남 '해방'

을위하여 주민들에게 혁명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쉬지않았다 .

또한남베트남 내부에서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노동당원

들을남파시키는 한편남베트남에서 활동하교 있던사회주의 세력을

규합하여 i96o년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베트콩)을 결성하기도 했

다.북베트남의 지시를 받는베트콩의 게릴라전술 때문에 남베트남

지역은 피아를 구분하기 힘든전장으로 변하 다 準

한편남베트남 당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을 수행해 왔

지만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했다. 결국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조직적 저항으로 인하여 체제유지가 힘들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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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l973년 남.북베트남 정부와

베트콩을 모체로 한월남임시혁명정부(민족해방전선) 대표자들과 함께

파리조약을 체결하 다. 이 조약에 의하여 미군은 철수했고 남베트

남지역에서 베트콩의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전투행위가 이어졌으나 l974년 북베트남이 '구정 대공세'를

시작으로 전면전을 재개한 결과 l975년 월남정부는 붕괴되고 말았다
.

북베트남이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북베트남이 남베트남에 통일전선을 성공적

으로 구축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둘째, 베트콩의 활

동을 통해 남베트남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

지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셋째, 남베트남 당국의 끊임없는 정

통성 시비와 이에 따른 탄압정책실시에 따른반사이익을 적극적으

로 활용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및째, 베트콩의 게릴라 전

술을 통해 사회혼란을 유발함으로써 남베트남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

성하는데 성공했다. 다섯째 , 미군 철수 이후 남베트남의 전쟁수행

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시기를 이용하석 전면전을 벌 다
零

그러나 북베트남의 공산당 지도부는 남베트남 당국을 무력화시키

고 난 이후에 예상외의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9) 남.북베트남

사이에 교통망과 통신망이 연결된 이후 주민들은 친인척을 찾아서

왕래하기 시작하 다. 당시 남베트남 지역을 찾았던 북때트남 주민

9) 전겅수 .서병철, l천사회의 재편과정 :특일과 에로라 ,서울대 출판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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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남부인들의 생활수준이 높은 점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

다.시간이 지나면서 남베트남 주민들의 생활문화가 책과 음악등을

통해서 북베트남 지역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북베트남 주민들은

서서히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한편 남베

트남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열

악한상황에 놓여 있던북베트남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공산당 지

도부의 노선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베트

남의정치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낄수밖에 없었다 출

공산당 지도자들은 남북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함으

로써 이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들은 베트남 전역에서 사회주의의

우수성을 흥보하는데 주력하 으며 ,남베트남 지역을 대상으로 서둘

러사회주의 체제 시행을 강요하 다. 남베트남 지역의 생산수단을

모두 국유화 .집단화하는 한편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강력히 통제하

기 시작하 다. 주요 당조직과 행정조직은 북베트남의 공산당원이

독점하면서 남베트남 전역을 장악해 나갔다. 종교활동은 표면적으로

허용했지만, 실제로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상충되는 종교적 이

념은허용하지 않는정책을 시행했다 零

특히 남베트남 주민을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 개조한다는 목표

아래 대대적인 사상교육을 실시하 다.lo) 사상교육은 공산당 주도

로 다양한 대중동원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공산당 지도부

1o) 통일원(刻, ds남 및예멘의 통합사례 연구논문집J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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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생들의 사회주의 의식화 작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일반성인을 대상으로 월남정부의 부당성과 사회주

의체제의 우월성을 주입시키는 교육을 실시했다. 셋째,남베트남의

정치인과 군인, 관료, 교사등이른바 '특수계층'들은 수용소에 구금

하여 재교육을 실시하 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은 비인간

적인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사회와 격리된 채 림에 자리잡은 재교

육캠프는 비위생적 환경과 공포심 조성,배고픔, 의료보호의 박탈

체형, 고문, 처형등심각한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비난을 받았다
찰

공산당 지도부가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 개조한다는 목표 아래

시행한 사상교육의 결과는 일시적이나마 남베트남 지역의 사회적 해

체로나타났다. 무려9o만여 명에달하는 남베트남 주민들이 통일조

국을 버리고 자유를 위해 탈출함으로써 이른바 보트피플(boat

people) 집단이 발생했던 것이다. 베트남에서 보트피플의 탈출 물

결이끊어진 것은통일베트남 당국이 강력한 사상교육의 시행을 중

단하고 '도이모이 정책'이라는 이름아래실용주의 경제노선을 추구

하기시작한 이후의 일이었다
출

(2) 예멘

예멘은 사우디 아라비아반도 남쪽에 위치한 국가로서 지정학적으

로 寺6아시o#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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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장기간 외세의 지배를 받던예멘은 남북으로 분단된 상

태에서 각각독립을 이루게 되었다. 분리독립당시북예벤에는 이

슬람교를 중심으로 하는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섰고 남예린에는 마르

크스씨닌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자리잡게 되었다 출

남북예멘은 다른분단국가들처럼 서로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상대

방을 통합하려는 다툼을 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남북예맨 사이에

는 크고 작은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남북예맨 사이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주변의 아랍권 국가들이 중재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을 반복했는데 이과정에서 통일문제를 본

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와같이무력충돌 .평화협정 .통일

원칙합의과정을 반복하던 가운데 l989년 남북예벤은 정상회담을

갖고 마침내 통일헌법안을 승인했다. 그 이후 l99o년 5월 통일을

선포함으로써 통일을 이룩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예맨은 합의에 의

한통일방식에 성공한 사례라고 할수 있다.

예맨이 합의에 의해서 통일을 이룩했던 것은 아람권의 지속적인

중재도 있었고 당시소련의 지도자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향도 켰지만 무엇보다도 남북 예맨 지도자들이 권력배분에

대하여 합의했다는 것이중요한 요인이었다. 남북예맨의 지도자들은

통일조약에서 남북간 대등한 권력배분을 할 것에 합의했다. 북예멘

은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맡고 남예맨은 부통령 ,총리, 내무장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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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관을 맡는다는 내용이었다
.

문제는 남북예맨의 지도자들이 정치권력의 배분에만 관심을 가졌

을 뿐,통일 이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각종사회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정치권력의 대등한 배분을 고려하다 보니 자연

히 정부기구는 확대되었고 남북예벤의 지도자 사이에서 관료나 군

인의 명령계통과 책임의 소재는 불명확해지면서 행정체계의 효율성

은 나날이 떨어져 갔다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통일 과정에

서 남북예맨의 군대를 통합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ll)

군대를 통합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예멘의 합의 통일은

출발점부터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었던 셈이다 출

이런 상황에서 사회통합의 기조로 내세운 이슬람 교리에 대해 남

북예벤 주민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l2) 북예맨의

보수주의자들은 이슬람 율법을 '모든 법의유일한 근린으로 삼을것을

주장했다. 반면남예맨의 중산층들은 이슬람 을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

다. 이와같은 입장차이는 일부다처제, 여성의 사회활동 문제, 음

주허용여부등을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를

11) http://members.tirpod.co.kr/ens/ethics/5-2-3.htm

12) 통일원(편), r베트남 및예멘의 통합사례 연구논문집J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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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일예멘의 수도 사나는 정부기구의 팽창과 걸프전 이후 귀

환한 해외 근로자로 인하여 인구가 폭증하 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과 주택은 물른이고 식수 및 전력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민

들은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주민들 사이에는 상호불

신과 갈등의 심화로 집단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

났다. 반정부 시위와 노동자 파업, 주민 폭동도 빈번하게 발생하

다. 이와 같은 사회혼란은 경제사정의 악화에도 일부 원인이 있었지

만,근본적으로는 남북예맨 정치인들이 세력과시를 위하여 사회집단

들의 시위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출

그 와중에 남예맨의 지도자들은 집무를 거부하고 남예맨의 수도

던 아덴으로 철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

해 l994년 남북예맨의 지도자들은 다시 만나 권력배분 문제 등 주

요 사안에 대해 합의하는 내용의 평화협정에 서명하 다. 그러나 평

화협정에 서명한 뒤 남예맨의 알비드 부통령이 사우디를 경유하여

아덴으로 귀향하자 북예맨의 살레대통령은 부통령의 의도를 의심하

게 되었다.l3) 결과적으로 남북예맨 사이에 무력충돌이 벌어졌다
출

이충돌에서 북예맨이 승리함으로써 남북예맨은 재통합을 이루게 된다출

예멘은 베트남과 달리일단 합의통일에 성공했지만 다시 무력충돌

을 거쳐 재통합을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예맨도 베트남과 같이전쟁

13) 사우디 아라비아는 심정적으로 남예멘 출신정치인들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남북예멘의 분열을

조장하고 없있다. 통일원懼). a庶남 및예멘의 통합사례 논문집J , 1995,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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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통일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예멘이 합의

통일에 성공한 이후에도 무력충돌을 겪었던 이유는 남북예맨의 정치

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 뿌리깊은 불신감을 지니고 있었고 이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출

3, 중국 .대만 사때

중국의 분단은 l949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각각 출범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당시 중국은 국.공(國共) 내전으로 혼란

한 상태 다. 내전에서 패전한 국민당 정부는 l949년 l2월 수도를

대만으로 천도하고 손문의 삼민주의를 건국이념으로 한 중화민국 정

부의 출범을 선언하 다. 한편 중국 대륙에서는 l949년 lo월 l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동시에 공산화를 선포하 다. 이로써 중국

은 두 개의 중국으로 분리된 것이다. 그 뒤 l97l년 lo월 25일 중

국이 중화민국을 축출하고 uN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절대

우위의 외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l97l년 이후 중국의 대만 정책은 양안간의 교류확대와 대만의 국

제적 고립유도를 통한 홉수통일의 추구라고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의

대만 통일정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추진되어 왔

다.. 첫째, 중국은 하나의 국가안에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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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존시키는 일국양제 (一國兩制)를 실천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했

다. 중국은 흥콩과 마카오의 반환에 이 원칙을 적용해 왔다. 둘째
)

.중국은 통상(通商) .통우(通郵) .통항(通流)으로 표현되는 3통(三

通)과 친척방문 및 경제.문화.과학기술 .체육교류로 대표되는 4류

(四流)를 통한 적극적인 양안(兩岸)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적극적

인 교류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만에 대한 무력불사용

의 천명을 거부한 상태에서 대만의 국제적 고립화를 추구해 왔던 것

이다.l4) 특히 l978년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을 선언한 이래중국

은 3통원칙과 민간교류 확대로 경제협력을 진전시키며 대만을 '하나

의중국정책' 안으로 끌어 당기는 전략을 구체화해 왔다
출

한편 대만은 중국의 대만정책에 대항하여 중국의 무력사용 포기를

요구하는 한편 l99l년 3월 중국과 교류를 증대하고 이를 통해 r민

주.자유.균부J 의 통일중국건설을 목표로 하는 r국가통일강령J 을

확정했다. 대만의 입장은 중국의 흡수통일 전략이 대만을 직접적으

로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중국과 민간교류 확대를 간접허용하는 정

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출

결국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갈등은 중국정부의 '하나의 중국원칙

과 대만정부의 '대만의 실체 및국제적 활동인정 우선'이라는 입장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14) 클린턴 미대통령은 1998년 6월중국방문시 대만의 독링반대. 두개의 중국정책반대, 대만의 국제기

구가입반대라는 중국외교3불정책을 재확인한 바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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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중국과 대만은 경제및사회교류 면에서 활발한 관계를 맺

고있다. i999년 i월3o일 인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1988-98년 기

간동안중국을 방문한 대만인은 연인원 l,3oo만 명에달하며 공

식.비공식 초청을 통해대만을 방문한 중국인은 약4만명이며 교

류항목은 5,ooo개에 이른다고 한다.

경제분야의 교류현황도 그에못지않다. 같은기간동안대만

경제인들이 중국대륙에 실제로 투자한 액수는 2oo억 달러이며 미

실현투자액을 합하면 무려4oo억 달러에 딸한다. 또한중국은 대

만의두번째 수출상대국으로 부상했다. 대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i997년 대만의 대중국 교역은 수출205U 3,500만 달러,수

입39U 1,522만 달러로 l66억 달러이상의 흑자규모를 기록했

다.게다가 3만개이상의 대만기업체가 진출했으며 lo만 명이상

의대만경제인들이 장기간에 걸쳐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l5)

3통도 아직공식적으로 타결된 것은아니지만 사실상 이루어진 상

태로보아야 한다. 현재중국과 대만은 직통국제전화가 가능하고

우편물과 이삿짐도 자유롭게 오고가며국적선과 국적기를 제외한

선박과 여객기도 형식적으로 홍콩에 기착한 뒤드나드는 실정이다 零

3통의 공식화는 중국과 대만정부의 정치적 타결에 달려있다燎 중국

은3통을 '국내 이동'으로 취급하려 하지만 대만은 앞으로 정치협상

15) http://news.korealink.co.kr/hk/whan/last/990930/w61525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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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양국간

이동'으로 규정한다. 그런의미에서 3통의 현황은 경제분야에서 상

호 교류를 하면서도 정치 분야에서 아직 냉각상태를 보이는 양안관

계의실정을 적확하게 나타내는 사례라고 하겠다
출

중국과 대만사이의 경제.사회적 교류의 증가는 다음과 같은

향을미치고 있다. 첫째, 상대방에 대한적대감 약화로 전쟁발발 가

능성이 크게낮아졌다. 둘째,양안간의 갈등이 '체제간의 갈등' 에서

'권력집단간의 갈등' 으로성격이 변화되었다. 특히경제.사회분야

의활발한 교류는 이미정치적 적대관계의 의미를 무색화시킬 수있

는단계에 이르렀으며 중국과 대만양편에 모두경제적 보완성을 통

해함께발전가능성을 모색하는 길을열어주었다. 셋째, 경제.사

회적교류의 확대로 기능주의적인 통일의 기반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정치우선 위주의 통일논의의 방향을 다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넷

째,중국과 대만주민들이 서로상대방에 대해서 공존하면서 상호이

익을취할수있는가능성을 높여주었다. 이과정에서 홍콩은 중국

과대만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크게했다
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과 대만사이에는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l998년 lo월l8일 장리민(江澤

民)중국국가주석과 구전푸(率振甫) 대만해협교류기금회 회장간의

대담에서도 나타나듯이 중국은 대만을 한개의성으로 보고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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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논의를 서둘려고 하는반면대만은 스스로 주권을 가진정치적

실체로서 중국의 민주화 이전에는 통일을 굳이서둘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 상충되어 양측이 쉽게합일점을 찾기어려울 것으로 판

단된다.

4. 분단국 통일의 교를

남북한 통일이 다른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분단되었다가 통일을 이룬국가들은 각

기다양한 과정을 거쳤으며 그문제점 또한여러가지형태로 나타

나고있다. 그러나 이들국가의 통일은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있는

구체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할우리에게 많

은시사점을 제시한다 準

첫째,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며, 무력에 의한통

일을막아야 한다. 베트남 사례는 전쟁에 의한통일이 얼마나 막대

한피해를 초래하는지 예시해 준다. 오렛동안 전쟁을 한뒤통일에

이른베트남은 통일이 된이후에도 국토의 황폐화와 생산시설 파괴

뿐만 아니라 막대한 인명피해에 따른고통을 겪었다. 또한주민들

사이의 이질감과 적대감의 증폭으로 강압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사회통합을 이를수없을정도다. 전쟁으로 인한마음의 상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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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부에 대해국민들이 자 책으로 동의할 것을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상황에서 통일베트남이 경제발전과 전

반적인 활의질향상을 위해노력한다는 것은쉬운일이아니었다
출

오늘날 통일베트남이 경제개혁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사회통합을

이를수있었던 것은 l987년 이후사회주의 특유의 폐쇄정책을 포

기하고 도이모이라는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의 일이었다. 당

시통일베트남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도이

모이정책을 선택하면서 국 기업의 민 화, 공기업에 대한국가보

조금대폭삭감, 금읍개혁,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한법률정비

등을단행했다. 이런움직임에 대해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보수파들

의반발이 있었으나 통일베트남 정부는 과감하게 개혁개방정책을 선

택했고 그결과 오늘날과 같이경제개혁과 사회통합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베트남의 통일사례를 통해 전쟁과 강압적 수단에 의존한 통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있는대안이 아니라는 점을명확하게 인식해야 한

다.그런의미에서 대남적화통일을 주장하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

성을막기위해국가안보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북한은 과거남침하 던 전력이

있으며, l99o년대 이후심각한 경제난에 시할리면서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간과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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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남북한은 경제협력의 전개과정에서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정부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어 냄으로써 두

마리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방식의 중국.대만식 '정.경분리원칙'을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특수한 실정을 도외

시한 대북경협 추진은 수익성의 한계로 경제적 실리도 확보하지 못

하고 북한 정치체제의 경직성과 취약성에 따른 부담만 안게될 우려

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북경협과 관련한 민간의

자율성 문제는 북한의 개방속도를 주시하면서 기업과 기업간, 기업

과정부간의 유기적인 협조속에 추진해 나가야 할것이다 .

천째, 무분별한 협상에 대한 경계심도 갖춰야 하겠다. 어떻게든

통일만 되면 된다는 통일지상주의는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베

트남 통일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남베트남은 북베트남 통일전선전

술의희생양이 된 것이다. 예맨의 통일과정은 양국정부조직을 기

계적으로 통합했을 때조직은 비대화되고 명령,통제 계통이 불명확

해지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북예멘의 이슬람율법과 남예

맨의 마르크스치1닌주의가 병존해 있는 상태에서 통합과정에 대한

고민없이 기계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한 결과 종국에는 내전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예맨의 사례를 통해서 통일도 중요하지만

통일후의 사회상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통일은

졸속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통일은 지도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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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민간 신뢰를 찰은다음점진적으로 이루는 것이바람직하다 출

넷째, 통일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하여 통합역량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비록 통일이 점진적으로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바람

직하기는 하지만 통일은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

약 시나리오대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일시적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예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동의가 없는 공

권력의 사용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동의를 수반하는 민주

적 제도와 관행을 발발시켜야 한다. 독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통

일은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지속적 성장

을 담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정분배를 제도화하는 경제제도를 발

달시켜야 한다
燎

아무리 훌릅한 정책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상태에

서 좋은 결과를 이를 수 없다. 통일을 이루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주민간, 계층간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공동체적 사회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

로성숙된 시민의식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燎

끝으로 정부정책에 대한국민의 신뢰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독일

이 통일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주민들이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지함으로써 콜수상이 이끄는 정부가 비교적 일사불란하게 통일과

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결과 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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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의 미래찰
1

1-. . -...,

o 리민족이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다시통합될 때우리가 건

T 설해 나갈 새 통일국가의 이념과 체제는 어떤 것이어야 하

는가? 이질문에 대한답을구하는 것은바로통일조국의 미래상을

미리그려보는 일이며 통일과업의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는 일이다
.

통일은 단순히 남과북이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아

니라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가는창조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

에대한민족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의 탈냉전 기

류는한반도의 통일이 단순한 염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여

하에따라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가 될토대를 제공해 주고있다
출

그동안 우리정부는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7천만 민족구성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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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

는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는 'l민족, l국가, 린仰, l정부' 형

태의 통일 민주국가로 8硝 온 바 있다. 이와 같은 미래상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건설할 통일국가는 근본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보편적

으로 추구해 온 기본가치들을 구현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그 체

제 안에서 우리 민족 개개인은 자유와 존엄성, 복지와 행복을 최대

한 누릴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

통일한국의 이념 체계는 무엇보다도 '인간 존엄성' 보장이란 기본

가치의 추구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모든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통일한국이 이같은 인간존엄성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

든 인류가 근대국가의 발전과 함께 추구해 온 자유.평등. 복지

라는보편적이며 핵심적인 가치를 함께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유.평등.복지라는 세 가지 기본가치들을 함께구현해

나가는 데가장효피적인 체제이념은 현재단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뿐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개념을 공유한

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자유민

주주의는 자유 속에서 평등을 실현하려 하지만 사회주의는 평등 위

주의정책을 추구한다는 점이바로그것이다 출

2o세기 들어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국가들이 많았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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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한다는 것이 결국 평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압제로 인해 개인적 자유를 제약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곤 했

다.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으나 마지막에는 평등이라는 가치

도 파괴하게 된 것이다. 현재단계로서는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해 온 어느 정치이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지난 7o여년에 걸친 사회주의와의 역

사적실험을 통하여 입증된바 있다출

자유민주주의는 도덕적으로 집단이나 계급에 앞서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정치이념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투표권, 참정권, 정부선택권 등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으

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념이다 출

통일국가가 지향해 나갈 또 하나의 기본 이념은 '민족주의'이다 .

남북 통일의 정당성은 무엇보다도 분단되어 있는 한민족의 정치적

공간과 문화적 공간을 일치시키는 통일된 민족 국가의 형성에 근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대적 민족국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

족주의가 통일한국의 이념적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당연한 논

리적 귀결이다. l)

민족주의의 개념을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독립된 근대 국가

i) 민족통일연구원, r통일 한국의 정치이념J , 1994. 12,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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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건설하려는 집단의식'2)으로 정의할 때, 한국 민족주의는 일차적

으로 한국시최의 여러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 원리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또한 민족이란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을 포괄적으

로 받아들이는 개념이므로 통일한국에서 국민 통합과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자 할 때 민족 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燎

민족이란 개념을 통하여 국민적 화합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비하여

내부 역량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대외적으로 볼 때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자기

민족의 이익과 입장을 내세우는 집단의식으로서 , 통일 후 세계체제

속에서 민족적 독자성과 자출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체제의 근

본이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통일민족국가의 체제이념으로서 민족주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것

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 사회의 공존공 을 추구하는 이른바 '열린

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것만이 민족적인 것'이고

'반외세가 곧 민족주의'라는 단순 논리에 입각한 저항 일변도의 국수

적 민족주의는 앞으로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화해와 협력의 새

로운 시대에 걸맞는 이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

앞에서 설명한 기본적 가치와 체제이념을 각 분야에서 실현해 나

갈통일한국의 미래상은 구체적으로 어떤모습이 되어야 할것인가?

2) 박봉식,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 , r민족통일연구원 개원2주년 기념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J,

1992,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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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체제는

국민의 보통.직접.평등.비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의회와 복수

정당 제도를 갖춘 대의제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정

치체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지역 갈등의 해소, 남북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식 제고, 국민의 다양한 이익 반 , 정치세력간의 이견과 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짜여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할 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제도, 지방자치제 ,복수정당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 선택해

야 할 이상적인 국가 형태는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출

둘째, 경제체제는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원리를 바찰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사유재산제도와 자

본주의 시장경제원리는 2o세기 역사를 통해 경제의 고도성장을 실

현하는 한편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제

도라는 점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출

셋째,사회체제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된 가운데 성숙

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집단간 불신과 대립의 심화로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태에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힘들다. 따라서 통일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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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각종 자원과 시설에 따른 혜택이 구성원 각자에게 골고루 돌

아가게 하는 한편 구성원들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

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별과 계층, 지역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더불어' 사는공동체적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

넷째,통일한국의 문화체제를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존중되

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내적으로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가부장적 권위주의 , 획일

주의, 집단주의, 이기적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외적으

로 '열린 민족주의' 또는 '보편적 세계주의'를 지향함으로써 문희책

편견을 극복하고, 세계문화사적 추세를 반 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한국은 문화적인 면에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 획일주의 문화로는 통일 이후 사회의

문화체제가 자율성과 통합성의 유지를 기대하기 힘들며 폐쇄적 .수

구적 문화체제로는 다가오는 2l세기를 맞아 새로운 시대 상황과 국

제환경 속에서 민족문화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3)

3) 이상우, r함께사는 통일j 나남. 1993,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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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찰 피刊외 우리의 耐때
1

l.

S . 일의 성취는 우리 민족 전체의 염원을 실현하는 길이며 민

o 족구성원 개개인의 장래를 결정하는 과업이 되기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대처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런의미에서 우

리는통일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든 간에그후에야기될

문제와 과제들을 예상하고, 그에대비하여 준비를 갖추며 효과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현상을 치 하게 분석하고 그결과를 기반

으로 현실적인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통일의 추진과정을 순조롭

게진행시키는 일이며 통일이후민족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

의실질적 통합을 원활하게 이를수 있는첩경이다 찰

통일한국에서는 남북간의 현저한 경제적 격차, 가치관과 사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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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관습이나 행동양식의 차이등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주민

의이동, 군사, 경찰, 재산권, 외교, 법제도, 정치적 청산, 교육개혁

과통합문인 등구체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분야별 현황과 예측가능한 문제의 발생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통합을 준비하는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주

더욱이 오늘의 대내외 통일환경과 여건을 감안할 때한반도의 통

일이먼출발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앞에언제라도 닥쳐올 수있는

현실적 과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분야별 사전준비차원의 대책은 지

금부터 마련해 두어야 할것이다. 동서독의 통일이 예기치 않은시

기에이루어졌듯이 ,남북한의 통일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것처럼

점진적 .단계적으로만 전개되는 것이아니라, 어느날갑자기 다가

올 수 있으므로 좋든 싫든 간에 그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한

다.

오늘의 시점에서 통일대비 당면과제를 정리해 보면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대내적으로 통일을 촉진하고 수용할 수있는각분

야의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대외적으로는 통일에 유리하게

변한환경과 여건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 셋째, 2ooo년대 진

정한통일한국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사회통합9 준비하는 국민적

자세를 강화해야 한다
準



v..통일를 위해우리는 무및를 할및인가 2 7 9

1. 대내적 통일기반의 확충

(1) 국민적 합의 형성

대내적 통일기반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일이다. 통일의 당위성과 정책

추진의 원칙과 방법,통일한국의 미래상 등에 대해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정책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을 둔 통

일정책이어야 추진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비로소 강한 추진력을 가

지게 된다.4) 우리 민족이 l,3oo년 이상 하나의 국가를 유지해 왔

으므로 다시 합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민족의 장래야 어떻게 되

든지 당장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슬기롭지 못하다. 결국

통일을 하려는 이유도 남과 북의 구성원이 모두 보다 나은 삶을

위하기 위하여 통일을 하려는 것이므로 과연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

가 다 함께 잘살수 있는길이무엇인가 하는점에대한국민적 합

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準

또한 통일에 따르는 고통과 희생을 올바로 인식하고 국민 개개인

이이에대한책임과 사명을 분담하겠다는 점에대해서도 국민적 합

4) 이상우, 앞의책. ,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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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이루어야 한다. 통일은 일시적인 과업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

창조를 위한 지속적인 대장정 (大長程)이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함

께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독일의 경우를 보

더라도 l99o년 lo월에 통일을 이룬지 8년이 지난지금까지도 주민

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5) 등 후유증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날 그들은 통일이라는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제반 난관을 극복해 가는 능력을 보

여주고 있다
.

여기서 분명한 것은 비록 통일 비용과 고통이 큰 것이라 할지

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결코 분단에 따르는 비용과 고통보

다 클 수 없다는 점이다. 분단의 장기화로 나타나는 민족동질성

의 파괴, 민족사와 문화 전통의 단절, 이산가족의 고통 등은 산술

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민족적 손실이자 인도적 아픔이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립에 따른 막대한 군사비, 각종 기회비용 등 분

단관리에 소요되는 유형 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생각해 보면 공리

적인 측면에서도 통일은 결코 뒤로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과

제가 된다
燎

5) 1990년 이래6년간 공공부문에서만 약12 1,700억 마르크(약 64o조)가 동득지역을 위해지출되

있다고 통독6주년을 맞아득일의 태오바이겔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힌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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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범적 민주공동체 건설

통일의 의미는 한반도 전역에 하나의 '민주공동체'를 건설하는 것

이다. 남과북이힘을합쳐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곧통일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의 민족공

동체를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에 북한이 호의를 가지고 호응해 오지

않고있는현실을 감안할 때,우선우리부터 묘범적인 민주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는 일을시작해야 한다. 이는곧통일조국의 미래상을

우리내부에서 먼저구현하자는 것으로서 ,언젠가 다가올 통일에 대

비하는 가장확실한 준비작업이자 북한의 변화를 지원할 수있는첩

경이며,북한동포에게 희망의 데시지를 주는방법이기도 하다출

우리사회를 민주공동체로 만든다고 함은도덕과 정의가 충만하고

자유와 평등, 복지가 확립된 사회로 만든다는 뜻이다. 이를위해서

먼저민주주의를 보다높은수준으로 성숙시키는 한편풍요와 정의

가함께구현되는 교도복지사회를 지향함으로써 모든구성원이 향

상된삶의질을누리는 '참된 공동체'로 키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굳이우리사회의 우월함을 강조하지 않고북한

보다훨씬살기좋은곳이라는 점을자연스럽게 알리는 것이중요하

다.이과정을 통해서 북한주민들의 대남의식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필수있을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우리가 지향해 가는공동체를

보다건강하게 만드는 것은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며 동시에 통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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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출

독일의 통일을 가져온 요인은 서독의 잘발달된 민주주의와 사회

복지정책을 근거로 서독주민이 대내적으로 통합되어 있었고 이를

선망하는 동독주민이 자발적으로 서독의 체제를 선택한 결과 다는

분석을 통해서6)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는 큰교훈을 얻을수있다
출

(3) 경제역량의 강화

통일은 염원이나 의지만으로 이룩되는 것이아니다. 통일의 주인

공인우리가 충분한 경제적 역량을 갖추지 않은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도래한다 하여도 통일과정을 순조롭게 진행시켜 나갈

수없는것이현실이다. 그런의미에서 우리사회의 경제력을 키우

는것은통일에 대비하는 또하나의 과제라고 하겠다
零

우리사회의 경제력은 북한의 대남혁명의지를 무산시키고 개혁출

개방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꼭필요한 물질적인 토대이며 통일이

후혼란이나 부작용을 극소화하면서 북한지역을 신속히 재건할 수

있는원동력으로 작동하게 될것이다. 그런데 비록IMF 구제금읍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아직도 통일에 따른

막중한 부담을 감당해 낼수있는수준에 도달하지 못한실정이다
零

6 ) 박성조 .양성철 공저, r특통일과 분단한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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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과 관련하여 l99o년대 초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l997년 대우경제연구소는 lo년 동안325조원이 들것이라고 예측

하기도 했다.7) 이같이 막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총체적 국력

을 키워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통일독일은

유럽공동체를 주도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통일후초기단계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여야 했다는 사실

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것이다
燎

2. 통일애 류리할 찰@의 조성

우리가 지향하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통일 과업은 결코 우리 일방

의의지나 노력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아니다. 통일은 북한이

란상대방이 있는과업이며 ,민족내부문제이면서 주변국의 이해관

계가 결부되어 있는국제적 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출

따라서 분단의 현명한 관리와 이의극복을 위한우리의 정책적 노력

은남북관계라는 민족내부적 상황조건과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이라는 국제적 환경여건의 향방에 따라크게 향을 받지 않을수 없

다.그런의미에서 통일에 유리한 대내외적 환경의 조성이라는 과제

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기본과제라 할것이다
출

7) 매일경제, 1997년 1o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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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둘러야 할 첫 번째 과업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를 공존공 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수 있는선행조치인 평화체제를 시급히 정착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o년 동안 남북한 사이에 상호 불신과

적대,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한 어떠한 통일 노력도 실질적 성과

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차례에 걸쳐 확인했다 會

평화체제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공존의 자발적 합의로서

평화질서'를 유지하며 , 이의 준수를 보장하는 협약이나 기구를 비롯

한 법과 제도적 장치 전체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현

정전협정을 남북한 당사자가 협의하여 새로운 평화협정으로 대체함

으로써 정전상태를 항구적인 평화상태로 전환하며, 이 협정의 준수를

주변강국들로부터 (국제적으로) 보장받는 것을의미한다 할것이다 .

결국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남북한의 공존공 을 이루는 전제

조건이라 하겠다. 그런데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무엇보다도 상대방

으로 하여금 그 체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확신을 심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실제적으로는 o 남북한간의 군사적 균형을 통한 효과적인 억

지상태가 이루어져야 하고 @ 쌍방간의 적대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공세적인 군사력의 배치나 운용이 적절히 제한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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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발적인 분쟁과정에서 일어난 오해나 불신이 대규모의 충돌로 확대

되는것을막기위한적절한 분쟁조정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출

남북한은 이미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합

의를 이룬 바 있다. 지난 l992년 2월 남북한 고위급회담을 통하여

채택.발효된 바 있는 r남북기본합의서J 제5조에서 暇남과 북은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

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

그러나 북한측이 그 이행을 회피하고 미국을 상대로 '새로운 평화

보장체계 수립', '미.북평화협정체결' 만을 주장함으로써,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의 능력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 바탕에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l996년 4월

한.미 양국 정상이 제안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r4자회담J

개최제안은 이상과 같은상황을 고려한 차선책이라고 할수 있다等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또하나의 방안은 동북

아집단안보체제,6자회담 등과같은구상이다.8) 독일통일이 유럽

안보협력회의 (CSCE)9)의 테두리 안에서 실현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8)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대f령 천임사를 통해한반도 평화를 위한집단안보체제 개념을 제기하 다 .

9) 유럽안보협력회의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는 1972년 11월헬

싱키에서 알바니아를 제외한 모든유림국가 및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35개국 대사급 준비회의를 거

쳐 1975년 8월35개 회원국 정상및정부수반이 참석하여 안전보장 및상호힙력에 관한.최종의정

사(Final Act)를 채택함으로씨 공식적으로 출범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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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안보의 울타리를 한 겹 더 추가하는

의미로 본다면 이와 같은 구상은 현재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안이라

고 할 수 있겠다
燎

(2) 국제적 이해와 지지의 확충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우리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국제

적 이해와 지지를 확충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통일

문제는 우리 한민족 내부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국제환경 요소에 의

해 민감하게 향을 받는 국제적 문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실

적으로 주변국의 협조 없이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의

미에서 주변4강 어느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는 통일을 추구할 경우

그 전개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쉽게 예측할 수 있다
출

따라서 우리의 통일추진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국제사회와 함께 추

진해 나가야 한다
출

그러나 국제환경은 구불변하는 것이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하게 마련이다. 또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변화를 유

도할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 만큼 우리는 세계와 주변4강의 대한

반도 정책이 우리의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오도

록 선린우호관계를 증진해야 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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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통일

한국이 동북아는 물른세계의 평화와 공동번 을 위해기여할 것이

라는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4자회담이나 6자회담 등국제회담의

틀을통해한반도의 평화정착 및통일문체에 대한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이와같은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주

(3) 북한의 변화 지원

통일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는데 필요한 또하나의 과제는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남

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현실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북한이

스 스 로 변화의 길을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출

이단계에서 북한의 변화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는 것이중요하

다.북한의 변화는 첫째, 개혁.개방으로 대표되는 체제내부의 변

화와 둘째, 대남.대외관계의 개선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準

그런데 우리가 현재 단계에서 추구하는 북한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대남.대외관계의 개선을 의미하며 특히북한이 대남적대감과 호전

적인태도를 버리고 대남혁명 전략을 포기한 채남북한의 평화공존

수립에 동의해 오는것을뜻한다. 우리도 북한이 체제내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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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위해개혁.개방할 것을희망하지만 그 선택을 강요할 의도는 없

으며북한당국과 주민들의 뜻을존중해야 할것이다 출

다만 현재단계에서 우리가 북한이 체제 내부의 개혁.개방을 선

택할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일에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체제

유지의 차원을 떠나범인류적인 인간의 복지 증진을 위해의미가 큰

일이라고 하겠다. 우리정부는 현재북한의 개혁.개방 여건을 조성

하기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무조건을 따지지 않고 대북지원

을하며정경분리 원칙에 따라경제협력의 기회와 팀위를 넓히고 상

호주의 원칙에 따라당국간 접촉의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등남북교

류의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구

우리 노력의 결과 남북한의 인적, 물적 교류는 나날이 확대되어

나가는 중이다. 이와 같은과정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석나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궁극적으

로는북한이 대남경계심을 버리고 체제붕괴의 불안감이 없는상태

에서 안심하고 변화를 추진하게 될것이다
.

3. 루리의 자새

통일에 대비하려면 경제적 역량의 배양이나 법적,제도적 측면의

방안을 정비하는 것도필요하지만 사회문화적 측면의 대책을 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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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통일의 추진과정을 됫받침하고 통일된

국가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태도와 자세를 키우는 사

회문화적 작업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그런 의미에서 통일의 주인공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통일

지향적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심어주고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통일과정의 효율적 추진을

됫받침하고 언젠가 현실화할 통일의 날을 혼란과 충격없이 맞기 위

해 필수적인 요건이라 하겠다
零

통일교육은 통일 이후 민족 구성원 전체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한

것이 되도록 민족사회를 내면적으로 통합하는데 필요한 건전한 시민

의식이나 민족의식 등 정신 .문화적 기반요소를 사전에 함양하고 이

런 자세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의 자세를 배양하는

교육이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 통일의 경우를 보면

l972년 동서독간에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래 l8년 동안 상호교류와

협력의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민족적 동질화 노력과 치 한 준비

과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후 lo년이 지난오늘까지도

동서독 주민간에 심각한 심리적 괴리감과 갈등이 존재하고, 체제 통

합에따른사회문화적 충격이 가시지 않아하나의 독일인으로 읍화

시키는 내면적 통합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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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욱 체계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출

통일교육은 크게 통일의 과정을 됫받침하고 원만히 맞이하기 위한

통일준비교육과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한 통일대비교육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燎

우선 통일준비교육은 주로 통일 추진 과정과 통일 이후의 민족 사

회에 나타날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을 예견하여 이것을 사전에 예방

하고 극소화시킬 수 있는 정신 문화적 기반 요소들을 국민 교육을

통해 미리 튼튼히 길러 주는 지침의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모두

바람직한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적 .가치관과 의

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태도를 사전에 훈련하는데 역점이 두고 민족

구성원 전체가 통일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구체

적으로 통일준비교육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
출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적

대감과 불신감을 해소해야 한다. 냉전체제 하에서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남북

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해 협력

을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응해 나갈 수 없게 된다
燎

둘째, 북한의 실상과 왜곡된 허위 주장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야 한다. 예컨대 6. 25전쟁이 북침으로 시작되었다는 허위주장이나



v..통일를 위해우리는 무및를 할것인가 2 9 l

한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할 능력이 없다는 억지논리 , 북한식 사회주

의의허구성 등을실증적 자료를 통해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燎

셋째,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민족적 동질성을 재창조하고, 민족

사회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해 나갈 의지를 고취해 나가야 한다출 오

늘과 같은 이질화 상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사회의 진정한 융화

나내면적 통합은 기대할 수 없다. 사실상 민족공동체 의식은 이 민

족을하나로 이어주는 끈이요, 남북한 주민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하

는 가장큰 명분이며 통일추진력의 원천이다. 민족공동체의 형성과

그 발전을 위해서는 그 속에 더불어 살아가야 할 남북한 주민들을

심리적으로 읍합시키는 데기여할 가치관과 단일민족으로서 동포애

나 운명적 유대감과 같은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야 한다.

넷째, 통일은 우리 민족의 발전과 번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미래를 위한 기회 창출의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흔히 통

일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을 우려하지만 경제교류와 환경보

호,민족문화의 재창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통일은 비용보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가능성이 3다는 점을인식하게 해야한다學

다섯째, 통일에는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사전에 확실히 알

게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심어 주어

야 한다. 통일의 주역들이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환상만을 가

질 경우, 통일 과정에서 개인적 고통o1나 경제적 부담에 당면하면

쉽게좌절하거나 추진의지를 상실하게 될가능성이 있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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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통일준비교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와 민족정체성 확

립교육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민주시민 사회'가 될 것이므로 민족성원 모

두에게 '함께 사는원리와 방법'을 비롯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갖추

어야 할기본적 품성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을 미리실시하여야 한

다.

통일 이후 이 땅에 실현될 '선진화된 민주시민 사회'는 다원적 가

치가병존하는 다원주의 사회를 모델로 해야한다.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회, 자유민주주의의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통일한국의 미래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

일준비교육은 민주주의 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다원

주의 사회에 살면서 각종 분쟁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을배양할 수 있는교육이어야 하겠다
.

통일준비교육의 한요소로서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교육도 반드

시 필요하다. 민족 정체성이란 결국통일한국의 완성과 발전에 기여

할'기반적 가치 요소'의 하나인 것이다. 국민들이 통일한국이 당면

하게될 급격한 문화적 충격 속에서 방향감각을 잃게되거나 '아노

미현상'에 빠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정체성 확립을 교육하

는것은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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