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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의 新和解政策과 韓半島

鄭 鐘 旭

(서를大學撚)

l . 동서관계의 변화와 신화해의 성격

조지 부시가 미국의 제 4l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동서관계는 새로운

화해의 국면에 접어글고 있다. 전후의 4o년 동안 동서관계가 및차례의 화

해과정을 겅험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의 신화해한상은 지난날의 그것파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블 수 있다. 그것은 과피와는 '달려 최근의 화해핀상

이 그 상위나 싱격에 있어 분명한 구조적 차이를 보떠주고 있기 때문이

다. 지난 발의 차해가 지나친 글사애활에서 오는 부당을 글이고 긴장관계

의 지속이 초래한 비템산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취해진 일시적인 로정

기라는 측면이 강했을에 비해 지금의 를해는 보다 근원적인 구조직 요소

출을 그 틀인으초 하고 있다. 고련을 비를한 동구사회구의 국가를의 입장

ol1서 핀빈 누텍된 정제친체가 단순히 과중한 군사비부발에시 오는 것이

아니라 체제 내적 요인들의 과감한 혁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해친될 수 없

는 심각한 성적을 띄우고 있다. 외진적 싱장에서 내진치 성장징책에로의

이행이라던가 중공업 위주의 란전전략에서 겋공업 위주의 전략에로의 전환

이라핀가 또는 제한핀 범위 네에서 정치적 선택의 다변화등 정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거나 민주화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제 전반에 찰쳐 문재를 접근하는 기본 시각과

말상 그 자체의 대번혁을 요구하는 그런 성격인 것이다. 다시 말해 2 차

대전 이후의 국제관계, 특히 동시관계를 유지시켜온 기본 전재들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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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정이 그 속도와 심도에 있어 과거 그 어느 때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동시애 깊이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l)

전후의 국제정치질서는 한마디로 냉전질시 다. 냉전을 지탱하게한 구조적

특징은 미 .소를 정점으로 하는 이원적 앙극관계었으며 그러한 냉전질서의

구체적 표편이 봉쇄정책이 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o년 동안 봉쇄정책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모습을 보여 왔었다. 동서관계가

경직되고 악화되었을 때에는 배타적 , 대림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며 반대f .

동서관계가 완화되고 개선되었을 때에는 호혜적 , 공존적 측면이 줍시되었다
를

그러나 배타적이던 지난 날의 동서관계는 냉전적 시각이 기본적으로 변하

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속성과 일관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소련과 미

국은 서로 상대적 우위확보를 위한 전략적 시도를 계속하 으며 상대의

의도에 대한 블신과 상황의 블확실성으로 인해 이러한 시도는 더욱 가속

화되었던 것이다.

물른 핀재의 미소관계나 동서관게의 변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를 수

만은 없다. 대립과 갈등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화해와 공존이 항구적 제

도 로 정착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미소가 차지해온 동서 즌 에서의 절대

적 엉향력과 그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 진 사

이를 가로 막아온 봉쇄의 장벽이 무너져 내린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

는 사실이다. 이데올로기와 군사력의 논리를 강조하는 진 정치가 후퇴하고

경제적 실리의 중요성과 그 다양한 추구를 용인하는 새로운 추세가 등장

함으로서 동서 ~ 두 진 간의 관계는 물른 진 내부의 관계를 재조정하

려는 노력들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제부터 비로서 봉쇄정책을 넘어 진정한

한 의미에서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는 중요한 작업이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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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탈봉쇄, 탈냉전의 추세는 고르바초프의 K새로운 세계>)에서도 잘 나타나

고 있다. " 새로운 세계料는 무엇보다도 동시관계를 보는 지난날의 전통적

입장과 시각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화하는 가운데 역사 발전의 諒증법적 과정과 함

께 차출 소별되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사회주의에 의

해 대치되거나 타도되어야 할 대상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핵무기는 사용

되어서도 안되며 또한 사용될 수도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군사전략도

무력의 과시를 통해 상대를 압도하고 제압한다는 는세적인 것으로부터 자

신의 방어에 괼요한 최소한의 군사력을 보유한다는 "합리적 충족성 . .

( r e a s o n a b l e 료ufficiency) 의 게념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

의를 보는 기본 시각의 변화와 전략상의 새로운 사고는 안보의 개념에서

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상대방에 대한 힘의 절대적 우세를 전제하

고 어데한 상황하에서도 안보는 보장되어야 하는 절대적 명제(absolu-

te security) 라는 입장에서 후퇴하여 상대방의 안보가 보장될 때 비

로서 자신의 안보도 확보될 수 있다는 공동안보 ( common security )

의 개념을 수용하는 방항으로 발전하고 있다.2)

동서관계의 이와 같은 변화는 군축협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9일 비엔나에서 개막된 유럼의 재래식 무기감축협상 ( Conventional

F o r c e s in Europe :CFE )과 신뢰 및 안보구축에 관한 협상( Confe-

r e n c e o n co理를초d출理ce a 汎d sec린r초출y B년초 ld초服g Me a s u r e s a nd

Disarmament in Europe: C D E ) 은 적어도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유

럽에서 새로운 화해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응을 시사해 준다.3) 첫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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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의 규모에 있어서나 대상지역에서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cFE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군사력상호균형감축협상( Mutual a n d B a l a n c e d

F o r c e Reduction:MBFR )이 나토동맹과 바르샤바조약국 중에서 l2개국

이 참가했으며 그 대상지역도 중부유럽, 를히 즉없차 그 주변국가틀로 피l

한되었음에 비해 cFE는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 발사국 전원인 23 7)1 U

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상의 대상지역도 중부유정은 틀촌 대서양에서

우랄에 이르는 전 지역CATTU )을 포함하고 있다. 들매, 성찰적 체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소련은 '89 년초 차르샤바조약국근의 관사

력 힌.황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차료를 제시하 고 힌장정승

C on- site veri를ica출ion )에도 등의했다. 또한 재레식 글사력 부는애

서 나토에 비해 바르샤바가 원등한 우위를 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서

인정했을뿐 아니라 쌓방이 동등한 수를으로 감축하기 위해 바르샤바 4이

나토 측보다 더 많은 병력과 장비의 확감를 감수하겠다는 이E.!.바 ti1치칭

적 감축c asymmetric reduc를 ion )의 원칙리 동의하었다. 音시(=)]] U

측 주장을 받아들여 특정국가가 국네&i1시나 국외의 동맹라3 애서 2,..유 c수

있는 재래식 군사력의 상한선을 설.정하는데 동를.했다. 이는 스린이 자신의

병력과 장비글 일정 수준이 하로 할축할 e 아니라 틀구& f르샤바보약국 t

특히 동독, 체코, 폴랜드 및 험가리와 란은 동서 군사대걸애 있어 요충지

역에 주둔할 군사력을 제한시키는 효과를 갖게 될 대단히 중요한 양보라

고 해석된다. 4)

이러한 바르샤바측의 양보에 대해 나토측에서도 지상공격용 항공기와 델

리를터를 감축협상의 대상에 료함시키기로 등의함으로서 바르샤바측의 요 구

를 수용하게 되었고 이로써 양측의 임장이 상당한 접근을 보다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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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무기협상과 동시에 동서간의 신뢰구축조치의 보완, 확대를 논 하는

c D E st 전략무기감축을 다루는 협상(START) 이 역시 조심스런 낙관른

이 제기되는 가운데 핀행중이다. cFE협상을 l99o년까지 타결짓고 이로부

터 2년 이내에c l992년까지 ) 그 합의내용을 실시 완료하고 그 다음에는

전술핵무기에 관한 협상( sMF)을 개시하자는 부시대통령.이 지난 5월에

제시한 군축일정도 이러한 낙관른을 됫받침 하고 있다.5) 물른 일정이나 협

상의 전망에 대해 분멍한 의견일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방면에 필친 군축노력은 그 성공적 타결 여부를 데나 동

서찰계 변화를 반법하는 중요한 지표인 동시에 미.쇼관계에도 심각한

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의 화해와 군축이 아시아. 특히 한반도와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은

특별한 강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시아에서는 나토나 EEc와 같은 다자적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등 유

럽과 아시아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발견되지만 IMF과정에서 볼 수 있

었던 것치럼 두지역 사이에는 매우 접한 상관관계가 성림한다. 적어도

한반도에서 미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하변 유럽에서 생기는 미소

관계의 변화는 한반도에 있어시도 심각한 함의를 갖게 된다. 유럽과 아시

아가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은 l988년 l2월 유엔총회에서 행한 고르바

초프의 연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6) 이 연설에서 고르바초프는 소련

병력 5o 만명의 일방적 감축을 선언했으며 이 중 26만명은 유럽이 아닌

우랄산맥 이동의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 특히 2o만명은 주로 중소 국경지

역에 배치된 극동지역의 병력이기 때문에 이는 곧 한반도 주변의 아시아

지역에서 실제로 군축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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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만명의 감축이 아시아에서 미소 간의 군사균형에 직접적인 향을 미

친다거나 새로운 군사질서의 모색으로 이어지는 즉각적 계기가 될 것이라

는 주장은 지금으로서는 성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o만명의 감

축은 미소화해가 아시아에서도 하나의 구.체적 諒실로 나타내고 있구는 간

과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2 . 부시행정부의 대소정책

부시행정부의 대소정책은 다분히 수세적이며 소극적인 점을 띄우고 있다.

출범 초기에 비하면 상당히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긴 했지

만 아직도 부시대통령의 대소정책은 명쾌한 청사진이나 구체적이 고도 효과

적인 전략이 결석된채 고르바초프의 평화공세가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입

증되어야 한다는 유보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부시는 취임하기 전부터 레이건 전임대통령의 대외정책을 그대로 답습하

리라는 예상이 압도적이 을 만큼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레

이건 밑에서 부통령을 지냈으며 정치천학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레이건과

큰 차이 없는 보수적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부시의 대외정책이 레이건시

대의 궤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이러한 예측이 결코 근거없는 것

은 아니었다. 중앙정보국장과 주중대사를 역임하는 등 레이건에 비하면 외

교 실무나 외교정책결정에 참여해 본 경험이 많기 때들에 부시가 대외정

책면에서 보다 세련된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긴 했지만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부시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고르바초프의 폐

레스트로이카와 새로운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점이었던 것 같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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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바초프는 부시가 취임하기 전부터 긴장완화와 군축을 겨냥한 대담한 제

의들출 내놓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구 각지에서 고르바초프

의 평화공세에 호응하는 적극적 반응이 일고 있었고 특히 나토동맹국들

사이에는 랜스미사일의 근대화 문제를 둘러찰고 상당히 심각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 s 있었다. 부시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향후 4 년동안 대외정책의

기조가 될 자신의 철학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르바초

프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소정책이나 서구 동맹 내부의 문제를 극

복할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하지도 못했다.8) 월남전의 악몽을 떨쳐 버릴것

과.단결과 다양성과 관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 케네디의 신기수른이나

존슨의 위대한 사회건설 . 또는 닉슨박트린에 비견되는 새정책을 제시하는데

에는 실패했다. .

부시의 대외정책의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취임 후 4개월이 지

나면서 다. 취임 직후 부시는 국가안보회의 cNs c ) 차석인 로버트 게이츠

( G a t e s ) 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 위원회 c게이츠위원회 ) 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미출 대외정책의 모든 현안 문제들을 면 히 검토하도록

지시했었다. 4 월 초가 되면서 이 위원회가 마련한 검토보고서가 부분적으

로 완성되었으며 부시대통령의 발언에서 이 보고서의 내용들이 조금섹 반

되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게이츠위원회의 보고는 새로운 내용도 없었으며 과감한 발상

의 전환같은 것은 더욱 찾아 될 수가 없었다. 보고서의 전문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출 통해 단편적으로 흘러 나온 제한된 내용만을 추측

할 뿐이긴 하지만 4월 초 부시대통령에게 제출된 이 보고서는 소련, 동

구 및 서구에 관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에서 각각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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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o페이지 분량을 가진 비교적 간략한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다. 9) oT

보고시는 동구에 대해서는 자유선거가 실시되는 등 이 지역에서 민주화

과정의 진척상황을 고려하여 관세장벽을 낮추고 겅제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개혁과 개방을 촉진시켜야 하지만 관세인하나 경제원조공여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련에 관한 보고서는 교르바초프의 개혁

정책 전망이 블투명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사태를 관망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고르바초프가 국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이 있지만 앞으로 3년내지 5년동안은 집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

고 사태가 보다 안정될 때까지 그를 도우거나 해치는 일은 어느것도 해

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마디로 말해 게이츠위원회가 부시대통령에게 건의한 대외정책의 기본f

향은 단계적이며 점진적 대응( step-by-step engagement) 이며 신축

적인 현상유지 ( status-qus plus)정책이었다. 소련의 국내정세가 아직

도 블확실한 점이 많을 뿐 아니라 고르바초프의 평화공세가 추구하는 목

표나 피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편상유지정책을 택하년서 소련의 자세

변화에 파라 신축성있게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었다. 소련이나 동구의

개혁과 정치변화를 촉진하며 서방에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려는 적극적자세

가 결여된. 다분히 소극적이며 수세적인 성격을 의우고 있었던 것이다. 서

구에 관한 보고시도 나토체제의 근본적 게혁이나 군사력의 대폭적인 감축

을 반대하는 내용을 랄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성격은 더욱 현상

유지적일수 計에 없었다. 사실 이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미 비엔

나에서 재래식군축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소련의 일방 군축회의가 몇차례

나 발표된 다음이었기 때문에 현상유지의 차원도 못미쳐 사태발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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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도 못하는 소극적인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計에 없었다. 소련과

동구에 경제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는 국무성의

입장과 소련에 대한 유화정책은 불필요한 것이며 오히려 소련의 어려움를

역이용하여 미국이 전략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국방성의 견해가 대립

되어 갈등을 겪은 끝에 대체로 국방성의 입장을 반 하.는 쪽으로 결론지

워졌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聲

그러나 5월에 접어들면시 미국의 대소정책은 소련과 동구의 변화를 보

다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다소 신축적인 변화를 보이게 된다. 계

속피는 사회주의권에서의 정치변화가 적지않은 원인이.識으며 특히 5 월 29

과 3o일 이틀동안 브린셀에서 개최되는 나토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상유지정

책의 고수가 나토동맹국들의 불만과 4대에 직면할 가능성 이 많았다는 사

실이 미국의 태도변화에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4 월 l5일에

만해도 미국 신문면집인.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힘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부시대통령은 5월 .l2 일 택사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제

봉쇄정책을 넘어 소련을 국제사회에 재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lo) 소

련이 행音에 의해-, 평화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치기

는 했지만 지난 l5년간 존속해온 소련에 대한 무역을 제한시키는 잭슨 -

베니크 C J a c k s o n - V a n i k ) 수정안을 일시적이나마 유보시켜 소련에게 최혜

국 대우를 부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분명히 종래의 현상유지정책에

변화가 일고 있옴을 뜻하는 것이었다. 봉쇄정책이 성공했기 때문에 소련과

동구에서 정치변혁이 생겨났고 서구에의 접근이 일어나고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봉쇄정책의 포기를 선언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었다. 이러

한 부시행징부의 탈봉쇄정책으로 인해 나토정상회담에서 동갱 내부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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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열이 표면화되는 위기를 모떤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절술핵무기 csMF)

협상을 둘러싸고 서독과 국 등 일부 동맹국들 간에 존재했던 불화관계

가 수습되고 재래식군축협상에서 동서간의 의견 접근이 가능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나토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소정책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9월25일 유엔총회에시 행한 부시

의 연설은 제네바회의에서 다국조약이 합의되면 미국이 화학무기 보유고의

98퍼센트를 향후 8 년 이내에 폐기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한찰음 더 나

아가서 강대국이 9o년대 말까지 모든 화학무기를 완전 폐기하자고 제의

했었다. 또한 lo월 諸일에는 베이커 국무장관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행한 외

교정책에 관한 연설에서 미 .소가 선제공격용 핵무기를 대폭 삭감하자고

제의함으로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을 향한 진찰이 예상되고 있다. 소련

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가장 중대한 글거는 아마도 9월

27일에 발표된 소련군사력에 관한 미국방성의 책자일 것이다. l59페이지

에 달하는 소련군사력을 평가하는 이 책자에서 미국방성은 미소간의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전후 그 어느 시기보다 가장 낮다고 t정하고 있는 것

이다.11) 12월 초 지중해의 말타 근해에서 개최될 예정인 미 .소 정상회

담에서 동서화해의 급진전을 상징하는 새로운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예

견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일련의 사태진전의 과정을 고려하면 반드시 비

현실적인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만 큼 동서친@ 는 이제 하나의 구체적 한실로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의 f1소정책도 현상유지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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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서화해가 보다 안정된 제도화의 과정을 순탄하게 밟아가는 데

에는 적지않은 문제들이 가로 놓여있다. 첫째.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의 성

공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지나친 개혁에 대한 권력층 내부의
.

반발은 물론이거니와 소수민족의 자치요구와 발틱 3국에서 일고 있는 독

립운동등으를 인해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장래에 대해 불안한 전망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둘째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일에의

가능성이 유럽의 정치구도에 심각한 향출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

는 동서관계가 전후의 토적 력할에 대한 미소간의 합의를 전제하고 있

'으린 통독의 가능성은 이러한 합의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독일 뿐만 아니라 폴랜드와 체코 등지에서도 소련군대의 철수와

강제 분할된 토의 반관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과연 소련이 받아들여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동서화해가 전후의 유럽의 정치적 핀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기 초 위에서 동서관계를 보다 안정된 것으로 제도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린 이러한 목적 자체를 부인하는 변혁의 움직임은 화해과정을 오히려

후퇴시킬지도 모르는 것이다.

핀째,서구에 관한 것으로서 동서화해는 나토를 군사동맹체에서 정치적조

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향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

음을 의미히는 것이며 나토의 유럽화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E E c

가 l992년에 단일시장으로 전찬되게 됨에 따라 나토가 갖는 역할은 재조

정이 불가피 하게 된다. 문제의 핵심은 동서관계의 변화에 따른 미국과 서

구와의 관계정립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나토 내부의 단결문제를 어떻

게 대응하느냐는 점이다. 그동안 미국과 서구가 하나의 단결된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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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나토의 깃발 아래 동맹체를 구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는 소련과 동구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괴나 이제 동서간의

화해와 군축노력의 진척 때문에 소련과 동구가 유럽에서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흐려지고 있다.

미국과 서구 뿐만 아니라 서구 내에서도 각국의 이제관계가 엉켜 대립

과 반목의 요인들이 적지 않다. 그동안 동서대립의 그림자에 가려 부각되
小

지 않았던 이러한 내부 문제들이 이제부터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서화해와 동구의 혼란은 독일 재통일에의 가능성을

높혀주고 있으며 재통일의 단계까지 가지 찰는다고 하더라도 동서화해는

독일의 상대적 지위를 더욱 높혀줌으로써 시구 정치는 장차 독일 요인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 짙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미국은 물론 서구 국가들도 뚜릴한 청사진을 제

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패소정책이 가시적인 비전이나 방향

을 갖지 곳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패를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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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

미국의 .:!1소정책이 불확실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아시

아 정책 려시 상호 모순되는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아시아에서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냉전시대가 지나

갔으며 이에 대신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한 동서이해의 진전에 따라 아시아에서츠 군사대립의 가능성이 줄어들있으

며 장기적으로 군축과정이 진행될 것임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소련의 군사력이 실제로 감축된 것이 아니며 소련이 과거부터

추구해온 아시아에 있어서의 세력팽창을 위한 전략적 '목표 역시 크게 바

뀌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아시아에서 소련의 정책이

아직까지 수사구의 차원에 머물고 었으며 실제 행동에 의해 평화를 추구

하는 소련의 진실된 의도가 입증될 때까지는 현상유지의 자세를 견지하겠

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2월에 있었던 부시데통령의 일본과 중국 및 한

국 방문의 기간중에도 아시아에서 고르바초프의 평화공세를 적극적으로 수

용하려는 자세보다 전통적 우방에 대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소련의 공

세에 대응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동맹과 우방과의 결속을 다지려는

입장이 여러차례 강조된바 있다. 또한 6월 l2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동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인준받기 위한 청문회에 출두한 리차드출 솔

로몬은 소련의 평화유지나 군축제의에 관해 거의 완벽한 침묵으로 일관했

다. 부시행정부에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정책입안의 실무를

맡은 그는 이 지역에서 동맹국들과 방위비 분담을 위한 새로운 관계 U

정의 필요성을 역설하 으며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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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형성되어야 할 이유를 길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l2) 일본이나 한국등의 경제적 성장에 따른 이들 국가들의 독자적

방위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며 동서화해가 아시아에서 어떠한

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識었 다.

이러한 부시행정부의 태도는 6월 26일 뉴욕의 아시아협회에서 행한 베

이커국무장관의 연설에서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소련의 의도를 의심하기

때문에 관망적 태도를 취하겠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 다. 전후의 기간동안

소린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투사를 위한 막강한 군사력 증강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한 그는 소련의 새로운 사고에 상응하는 행동이 보여

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르바초프가 약속한 데로 브라디보스토크

를 개방할것과 일본에게 북방 4 게 도시를 돌려주고 한찬도에서 긴장완화

를 위한 소련의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표시하라고 촉子하고 있다.l기

부시행정부의 대 아시아정책은 아적 그 구체적 내용을 지적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으며 소련의 정책변화가 구체적 현실로 입증될때까지 관망하했다

는 현상유지 프라스 밭파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정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몇가지 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소련의 군사위협이 아직도 조금도 약화되지 않은채

상존하고 있다고 미국은 평가하고 있다. 소련의 태평양함대 사령관인 크바

토프제돌에 의하면 소련의 태평양 해군은 고르바초프의 군사력 감축계획에

따라 지난 4년간 이미 57척의 전함을 퇴역시켰으며 l99o년까지 추가로

l6척을 터 감축시킬 것이라 한다.l4J 뿐만 아니라 i988년을 기준해서

볼 때 소련의 태평양 해군력은 핵잠수함의 경우 l986년 수준의 75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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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 l984년 수준의 8o퍼센트, 주요 함정의 경

우 l983년 수준의 82퍼센트, 그리고 해군전투기의 경우 i986년 수준의

87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소련측의 주장이다. 다시말해 >8o년대

의 최고 수준에 비교하석 해군력이 25 ~ l3퍼센트가 삭감되었다는 잣이다.l5)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측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소련이 주장한

린 대로 공격용 잠수함 5o여척 등을 퇴역시킨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들

은 노후하여 어짜피 퇴역당해야 할 쓸모歌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치하여 신형 델타급과 아루라급 잠수함이 배치되고 있다고 미국

쪽골 주장하고 있다. 미 태평양 사령관인 하디스터제를에 의하면 a소련의

태평양함대는 감축된 바가 誰으며 주 전투함 73척과 잠수함 ll2척과 항

공기 3oo대를 .포함하는 막찰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w고 한다.l6) 미

해군 정보참모장인 토머스 .브룩스 제독과 태평양 함대 사령관인 데이비드

제라미어 제독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소련이 함수함 건조계획을 줄이

고 태평양 함대의 순항시간을 감축하고 그 대신 항구에 정박해 있는 시

간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군사력 자체에는 변함이 없을 뿐아니라 찰

은 함정을 최신형으로 대체함으로서 오히려 전투력은 더 향상되었다고 반

박하고 있다.i7) 이것은 소련의 평화공세가 선전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登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데를 오도하는 것이라고 미국이 보고

있음을 뜻한다. 아 . 태지역에서 소련의 군축제안이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으

곡
며 나아가서 평화공세를 전게함으로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향력을 약화

시키고 미국이 이끄는 군사동맹체제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은 아 .태지역에서 군사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방과의 군사협

력관계를 조정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누적된 재정적자가 7,5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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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달러나 된다는 엄청난 현실 때문에 지난 >85년 부터 실질적으로 매

년 감소되는 추세를 보석 주고 있다. t88년의 경우 t87년 대비 2퍼센

트 삭감되었으며 t89년에는 l.3 퍼센트? 그리고 t9o 년에는 l.2퍼센트 씩

줄어들었다, 또한 앞으로 5년 동안 2천억달러 내지 4천억 달러의 국방

비를 삭감해야 평균예산을 이루게 된다. 물론 해외수지의 게선이나 정부예

산 중 다른 부분의 삭감을 통해 재정적자의 보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좌

되기 때문에 실제 국방비 삭감은 최고 5퍼센트의 수준 이내가 될 가능

성이 많지만 어했던 부시행정부는 국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주둔군

사력의 재조정을 시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l8)

이미 의회에서 아시아 지역의 미군을 줄이려는 몇가지 제안들이 범퍼스

( D a l e B u m p e r s .), 존스턴 ( 를-Bennett J o h n s t o n ) , 스티븐스 c T e d

s t e v e n s ) , 이노우에 ( Danie초 工nouye ) , 레빈 ( C a r l L e v i n ) , 넌

( S a m N u n n )등에 의해 제출된 바 있다.

이들 군사력의 감축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서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l9)

첫째, 미국의 군사력이 대응해야 할 안보에 대한 위힙의 정도가 약화되

었다는 점이다. 특히 중 .소관계의 게선과 캄보디아에서 월남군의 철수를

리고 중월간의 긴장완화 등으로 아 .태 지역에서 군사긴장의 수준이 상당

히 내려갔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유럽에직의 데탕트추세가 아 .태지역에

서의. 전략위협에 대한 긴장완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동시에 지적되고 있다. y

둘째< 미국방예산의 감소추세와 더불어 장차 미국 경제성장의 전망이 밝

지 못하다는 점이다. 금년 lo월에 발표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G D p 는 t88년의 4퍼센트 성장추세가 크게 둔화되어 y9o 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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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퍼센트> ?92년에는 2.8 퍼센트, 그리고 ?94 년에는 2.6 퍼센트로 >9o 년

대 전반의 기간동안 대체로 2퍼센트 선의 부진한 성장율을 기록할 것이

라고 한다.2o} 또한 이 보고서는 미국의 대외무역적자가 *9o 년에는 1,332

억달러 , y92년에는 l,462억달러 ,그리고 ?94년에는 i,432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재정적자 역시 ?9o년에 l,24o 억 달러에서 ?9 2

년에는 l,373억달러, 그리고 y94년에는 i*352억 달러가 될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이 미국의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대외무역부분에서도 적자를 기록하

는데 비해 아.태국가들의 경제성장은 다소 그 성장율이 둔화될 가능성에

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이라는게 세 번째 이유가 된다. 다시 말해 미국의

깅제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국방비의 삭감이 불가피한데 비해 아.태지

역의 우방들의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제속되고 있어 이들의 방위비 부담

능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미군주둔의 비용을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

장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현재 일본정부가 주일미군 유지비의 4o 퍼센트

를 분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그 비율을 늘려 글극적으로는

유지미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을 비롯해서 아.태지역

의 우방들이 급격한 경제성장의 업적을 성취해 낼 수 있었던 게 바로

미국이 막데한 경제적 희생을 치루면서 군사력을 유지함으로서 이들에게

군사적 보호를 제공해 주있기 때문이 으니 이제 경제적 여유가 생긴 우

방들이 미국의 부담을 나누어 가져야 할 때가 된 것이라는 논리이다.

부시대통령은 최근 방위비 분담문제를 전담하게 될 특명대사까지 임명함으

로서 이 문제를 더국정부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과시하고

있다.2 lf

방위비 분담이 주로 군사협력의 재정적 측면을 다루는 것이라면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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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 strategic burden-sharing )은 군사협력의 본 뜻에 보다 라.

까운 것으로 동맹국가들 간에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전략상

작전상 분담과 협동이 이루어짐으로서 유사시 공동의 군사f 대응능력 을

늘히는 것을 말한다. 최근 태평양작전- 89 C Pacex - 89 )에 한국과 일

본이 참가한 것은 아.태지역에서 오스트레리아, 인도네시아, 필립핀 위시

하여 한국과 일본 및 캐너다를 미국의 합동작전권에 포함시키려는 군사협

동의 다원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렵의 나토와 같은 다자

적 군사를맹체.가 없것 그 대신 기국을 중를으를 하며 씨러치의 를#적를깽으료 읽

리저 있는 아.태지력에 있리극는 인단히 중요한 적피를 갖는 움리생으z 리리 할

수 있다 .

일본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다. 일본은 이미 l,ooo해

리 방위구상을 사실상 실천단계에 를겨 놓음으를써 전수방위의 즐은 역

을 벗어나 지역방위의 중요한 일부를 맡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pacex에의 참가를 정당.하하기 서해교육용이라는 글한 변명을 대야할 정도

로 힐본의 국내외적 제약이 아직도 상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일본의 아.태지역에서 군사적 역활과 .지위가 미국의 그것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면서 더욱 높아질 것임은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다.22)

아.태지역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정책적 특징으로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경제협력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다? 아.태지역은 그 경제적

비중에 있어 이미 대서양을 능가하고 있다. ?88년의 경우 미국과 아. 태

지역간의 무역량이 2>7io억달러 음에 비해 대시양지역과는 l,86o 억달러

로서 전자가 후자보다 85o억달러나 많았다. 지구 표면의 35퍼센트와 해양

면적의 46퍼센트, 그리고 중국틀 공산권을 제외하고 인구의 l9.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아.태지역은 자유세계 GNp의 5l퍼센트를 생산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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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보다 2배나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경제적 보고이다. 경제성장에 있어서

도 65 ~ 8 4년의 2o년 동안 세계의 성장율이 3.8퍼센트이 음에 비해 아
.

.태지역은 6.5퍼센트로 월등히 빠른 성장속도를 과시하고 있다.23} 미국으

로서는 이러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을 결코 경시할 수 誰는.. 입장

임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미국이 아 .태지역에서 다자적 경제협력체를 조직하려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q합적 계산이 깔려있겠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군사 . 정치적 이유로서 동서화해의 진전과 아 . 태지역에서 소련

.의 평화공세와 군축제의 등으로 인해 역내 국가들간? 안보에 대한 공동

적의 위기의식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위기의

식의 약화는 딘결의 와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응집력으로 삼아 협력체를 형성함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시킨다는 계

산이다. 경제협력체의 형성은 소련이 아 .태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의 파트너

를 구하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소련

의 접근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이기도 하다.

미국이 아 .태지역에서 경제협력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오래 전

부터 있어 왔었지만 부시행정부 하에서는 대소정책의 일환이라는 측면이

추가되어 본격화되고 있다. 베이커국무장관은 6월 26 일 아시아협회에서 행

한 연설에서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24}

아미티지 국방차관보가 3월 호놀루루대서 행한 연설에서 부시행정부의

아 .태정책이 "경제안보 w 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경제협력을 위

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부시행정부의 구상의 일환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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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2計

지난 ll월 캔버라에서 열렸던 아 .태경제각료회의가 이러한 부시행정부

의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한반도에 미치는 향

이상에서 살펴본 동서관계의 변화와 부시행정부의 아 . 태지역에 대한 정

책은 한반도 주변에도 직접 간접의 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대소정책

이 현상유지를 기조로 하면서 소련의 움직임에 따라 신축적 대응을 한다

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반도에서 미국의 정책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으떠 주

변의 역학구조 역시 기본적으로 냉전적 형태를 탈피친지 를하고 있기 때

문이다.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이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의 향를 받아

한국과 경제협력과 교류접촉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등 현실수용의 방향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를한과의 유대를 장조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냉전적 현상유지 수준를 크게 및어나

지는 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방비 부담을 줄이려는 부시행정부의 노력은 주한미군의 감축파

한미군사협력의 헝태에 변화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나아가서

한반도에서 군사긴장을 졸이고 평화정착의 과정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역학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한반도에서

신뢰구축의 조치들을 창출하고 군사력을 축소시키려는 소련의 제안들

은 그것이 평화공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드래도 급극적으로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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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 군사적 질서를 개편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

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효과적인 데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부시행정부의 대한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주한미군의 감

축문제를 들 수 있다. 지난 ll월 2 일 상하양원의 합동기의를 통과한

'90 - '91 년도 국방예산수권법안에 대한 넌. 워너수정안은 주한미군의 지위

에 관해 미국행정부가 한국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과 그 결과를 ?9o년

4될 i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수정안에 따라 @

미?행정부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사명과 편제 및 배치를 재검

토하고 驗 한국이 자체 방위를 위한 부담을 늘리며 @ 한국정주가 주한

미군의 직접 경비를 보다 많이 지원하고 @ 주한미군의 부분적, 점진적

감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해 양국 정부가 협의해야

한다.26) 풀른 주한미군의 감축이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대단

히 낮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2월의 부시대통령의 방한과 lo월의 s i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있었던 두차례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한안보

공약이 거듭 확인된 바 있다. 한미안보협의회에서도 비슷한 합의가 이루어

졌었다. 그러나 당장에는 주한미군의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한미연합사의 게편과 작전지휘권 이양에 대한 협의는 빠른 시일 내에 시

작될 수 있을 것이며 방위비 분담의 증가를 한국정부가 전면적으로 거부

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登만 아니라 ?9o 년대 중반까지를 생각하면 주한

미군의 지상부대가 상당 부분 철수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한미군사협력체제의 변화가

단순한 경제적 이유나 정치적 이유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한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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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

파악되어야 6 다 는 점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방안에 관해 소련측이 내놓은 방안은 N단히 주목할만

한 구체적 내촌을 담고 있다. 소련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한반도 전문

가들이 제시한 개인적 견해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소련정부의 입장

과 일치하는 갓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식입장을 반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다.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 미국 .캐너더 연구소의 선임연

구원인 미하일 . 노소프와 알렉세이 . 보가투로프가 공동 집필한 는문에서 제

시된 이 방안은 남북한을 포함하는 유관국 대표들이 모여 한반도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는시에 한반도 평화정착의 단계

로 정치적 신뢰구축의 단계와 군사적 신뢰구축의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조적 군축과 통일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27}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미국, 소련> 중국 및 다른 국가들의 보장하에 남북한 간의 무력 불사용조약

또는 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며 강대국들이 남북한에 데한 근사원조를 점진적으로 축

소하는 동시에 기습방지를 위한 남북한이 참여하는 국제위원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비무장지데 양쪽에 완충지대를 실치하고 이지

역 내에서 모든 공격웅 무기와 핵무기를 철거할 뿐아니라 군사훈린을 중지하고

남북한이 행하는 군사훈련의 규모와 빈도를 점차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취해지게 되면 마리막 단계로서 남북한은 상호 군사

력을 균형 감축하고 주한미군이 점진적으로 철수해야 하며 그러한 기초위에서 남
쓴

북한 지도자들이 모여 통일을 위한 실질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이들은 결른짓고 있다. 다시 말해 주변국가들이 무력 틀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

결을 보장할 뿐아니라 군사지원을 줄이고 남북한이 전방배치된 공격용무기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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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는 등 긴장완화를 달성하는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진 다를

에 비로서 미군철수와 남북한의 군사력 감축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제의는 >88년 ll월 북한이 내놓은 M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

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평화방안 w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 있다.

북한의 방안이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 없이 바로 군사리의 감축을 제의

하고 있는데 비해 이들은 군사력의 감축에 앞서 긴장완화의 제도적 장치

를 강조하고 있다. 유린의 군축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제안이 매우

현실피이라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 미국은 한밭도 문제의 해결에

소련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을 아직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도

현재로서는 3자회담을 고집할 뿐 4자회담이나 6자회담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역학구조에 비추어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이 남북한 단독의

노력에 의해 달성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소련의 실질적 참여

없이 한반도 문제의 의미있는 해결을 논의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 a 면 미국과 북한과의 교류와 접촉의 확대는 반드시 한

반도 안정을 해치는 것만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미국은 t88년 l2 월

북경에서 북한과 참사관 수준에서 대화를 시작한 바 있다. 지난 6월 천

안문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4차례의 접촉이 중단되었다가 지난 ll월 l일

다시 "같은 수준에서 재개되었다. 도널드. 카이저 북경주재 미국대사관 정무

참사관과 북한대사관의 박석연 정무참사관 사이에 이루어진 제 5차 접촉에

서 남북한 대화문제와 한민족통일방안과 국제원자력기구협정의 준수문제등이

논의되었으나 별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28) 이 회담에서 북한은

주한미군철수문제 ,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체결문제 , 미북한간의 직접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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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문제 등을 거른했고 미국측에서는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 지대화

문제와 남북대화에 성의있는 호응등을 촉구하고 미군 유해반환을 위해 미

국과 직접 교섭을 벌리자는 북한의 제의에 대해 판문점의 군사정전위원회

에서 논의하자는 반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경에

서 실질적인 합의가 성취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이 이루어졌

긴

다는 사실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통로를 유지 , 확대시키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

이다.

미국과 북한간의 접촉이 확대되고 격상될 수 있다는 전망은 최근 미국

의 전직 고위관리들의 북한방문이 잦아지고 있다는 데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레이건대통령 밑에서 국무성 동아세아 태평양담당 차관

보를 지낸바 인.는 천슨. 시거가 지난 lo월말 북한의 평화군축연구소 초

청으로 평양을 방문한바 있으며 아서. 하 전주중대사도 ll월 초에 북

한을 방문했다.29) 특히 시거와의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

수준을 격상하여 대사급으로 할것과 장소도 북경이 아닌 제 3 의 장소로하

J 르 7 회수도 늘리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를론 미국과 북한간

의 접촉이 당장 격상되거나 그 회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국

이 북한과의 관계채선을 점진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유럽에서 화해의 분위기가 성숙되면 될

는

수록 더 높아질 것이며 특히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관계를 재조정하고

평화정착의 조치.s 실현시키는 과정의 하나로서 언제인가는 불가피하게 나

타날 수 計에 歌는 필연적 사태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유럽에서 군축

노력이 구체적으로 타결되어 감에 따라 한반도에서도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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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군비감축의 움직임이 적극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러한 사태발

전을 미리 예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지금부터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일 것이다. 방위비 분담의 증가요구를 수용하면피

한미군사협력 관계의 재조정이 남북한 관계게선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 기여

할 수 간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나아가서 아.. 태지역의 경제협

력체 구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동서화해에 상응핀는 소련과 중국등과의

관계채선을 시도함으로써 탈냉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최우선의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냉전적 사고의 를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의 추세에 말맞는 자기혁신의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단시일 내에 이룩될 수 있는 성급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적어도 ?9o년

대 중반이 되면 한반도 주변의 정치군사 상황이 대단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誰으며 이에 데비하는 신중한 계획을 지

금부터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聲

이제 유럽에서 이미 그러한 것처럼 한반도에서도 머지않아 냉천의 벽이

붕괴되고 이념의 차이를 넘어 교류와 접촉과 협력이 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안보의 料념부터 절대적인 것으로 부터 상

대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할것이며 구조적 군축의 가능성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공동안보의 새로운 게념정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小
미소화해는 한반도 주변정치가 정치군사 위주의 동서대립의 차원을 데나

같은 정치 군사권 내부에서 그동안 냉전의 장벽에 가려져 있었던 역내의

경제적 갈등을 표면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치 군사적 요인의 증요

성이 저하괴고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는 복찰한 강황에서 한반도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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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점을 찾아내야 한다는게 바로 동서화해

가 한반도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라 결론지울 수 있다.
郵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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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핀의 동북아시아 군비통제

이 석 호

(국방대 학원」

1 , 머 릿 말

국제정치에서 l98o 년데 말기는 소련의 변차를 시작으로 하여 냉전체제를

및어나, 새로운 .국제질서의 헝성을 바라보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l985 년

3 월에 소련공산당시기장으로 등장한 이후 소련은 신사고 Cnovoe mishlen-

ie) 를 기초초 국내정책만 개력 .개 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

정책에도 적용하고 있다. 외교정책의 변화는 안보정책의 변화를, 안보

정4 의 빈하는 군사정책파 핀략즉 띤차를 요구하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초린의 재 l인자로 춰임할 때 아시아국가들은 소련의 대아

시아징3차 인보정? 이 우리가 핀았던 것 만큼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리라

;i.L 기대하지 않았다. 고르바초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련의 외교 및

딴린경 a 과 관린하석 .내로운 아이디이나 제안들을 관련국들에게 제시했다.

l986년 7될 c라디보스특인실 ; l986년 ll월 인도의 뉴델리에서 비리 출

비록직세게 u 위한 원t 들의 핀언에 서명하고, 인도회의에서 연설 ; l987년

7 월 인도네시아신문 메르데카 C M e r d e k a ) 와 인터뷰 ; l988 년 9 월 크라스노

야고스크인설 ; l988년 l2월 유엔번설을 그 예로 될 수 있다. 나아가 등

시에 소린의 당 .정 .글의 고위정책를정자를, 매스미디어, 학자들도 함께 J L

르바초프와 맥락을 같이하는 면행들을 보여푸었다
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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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아시아와 유럽은 소련의 이러한 변화를 놓고, 그것이 단순한 외

형직 변신이냐, 아니면 본질적인 변신이냐가 의문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

제는 소련의 의도에 관해서는 의문이 없고, ''정말로 소련은 자신의 의도

대로 변할 능력이 있는가y w 가 간심치 대상이 되줬다
린

고르바초프는 소련정치체제의 개혁을 통해서 소련의 겅제를 재건하고 산

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진행하고 있는 시방린진국가들의 대얼에 소련을 등 小

참시리려 한다. 이글 위해 그는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치혁을 국네정치에서

부터 실행하고 있다. 정치권력구조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정 또는 부

분적으로 포기하 으며 경제개혁이 가능하도록 사회전체에 자유화, 민주차 t

개방화를 - 한계가 있지만 - 불어넣고 있다
掘

이러한 변화가 안보정책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머, 특히 총북아시아

지력의 군비통제와 관련하리 토의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채

소련은 등북아시아에서 군비통제를 하려천 하는가?, 히및게 설근하고 있는

가? 지금까지 그 진행상황은 어데하며, 그 전망은?

2 . 신사고와 안보정책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후 소련의 국내정치에서 " P e r e s t r o i k a " 는 지

배적인 주제가 되었고 거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M 가 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해서 glasnos를 c개방), energiya (에너지 ), uskorenie (가

속). real izm e (현실주의 ), demokrateizateiya (민주화), novloya(재생)

등의 응어들이 소련정치문헌에 주퓨글 이루핀 있다.

외교정책분야에서 페레스뜨로이까의 대응되는 개념은 " no vo e mishle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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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신사고) 라고 할 수 있으며, 소련의 새로운 세계질서관을 대표하는 개념

이다. 고르바초프는 그의 외교정책에서 국제분쟁해결에 있어서 군사적 해천

의 블가능성, 국가간의 이데올로기적 차이점의 무시,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을

강초하고 있다. l)

그의 안보개념은 정치적 .군사적 즉면만이 아니라, 경제적, 과학기술적, 휴

머니를적인 모든 . 측면을 포함하는 보편적이며, 그리고 공격보다 방어적 f

억제적, 자제적인 면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2)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과거의 計은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발상의 대전

환을 강조하고 있는 r신사고 c新恩考)J의 개념에는 중요한 몇가지 요인들

이 있다. 첫매로 소련의 전통적 외교시각인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국제관계

관을 수정하 다. 계급을 기준으로 .하여 이익을 정의하는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국제관계의 기본원리가 될 수 없다고 한다. l988년 9월 27일 소외

상 세바르스나제는 유엔종회연설에서 "전세계적인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으로

서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공존관은 계급투쟁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다 '?라고

랄했다.3) 둘째로 오늘날 핵무기의 능력이 인간의 문법을 파괴할 수 있으

므 로 찰라우제비츠가 정의한 전쟁의 개념은 더 이상 지구상에서 타당성이

없다. 즉 핵무기는 이미 정치적 효용성을 상실했으며 핵무기 없는 세계즐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핵무기의 파괴력은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정치사회체제의 차이를 불문하고 상호 공존할 것을 요구한다.4) 나아가 과

거 어느때 보다도 굉장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오늘날의 재래식무기를 블때

모든 국가들은 딴보를 강화하기 위하때 군사적 억제에 근거를 두는 정책

보다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準
점치적 노력이란 군비

통제, 상료.신뢰구축, 국제팀과 유엔역 할의 강화를 의미한다.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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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로 현대기출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으므로 현

대재래식무기의 고가성, 동시에 경제발전을 위한 자블의 필요성, 핵시대에

재래식전쟁가능성의 증가는 " 합리적 충분성 " (Reasonchle -Sufficiency)

에 근거를 둔 군사이른과 군사태세를 요구한다.6) " 합리직 충분성 ''의 개

념은 방어적 방어전략을 지향하는 군사q론과 방어에 출분한 군사력건설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I N F 협정체결을 전후해서 보련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뚜렷한 변화가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과거의 핵전 주도전략c핵전블가피성 )에서 재래진 루

도전략으로의 전환이며, 다른 하나는 과거의 공적렇 군사태세에서 방어헝 군

사태새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다.

재래전에 대한 관심은 l976년 소련국방상 그레치코 CGrechco)에 의해

서 처음으로 표명되었고, l98l 년에 와서는 전면적인 재래천의 가능성도 있

다는 가정을 전제로 그 대비리을 연구하기 '시작하 다. 이긴은 재래린의

중시전략은 l984 년 당시 소련군출참모총장 오가르친프 COgarkov) 에 의해

본격적으로 착수되있다. 1960 ~ 70년대에는 전쟁이 일어났다하먼 재레전은

초기에 시작되었다가 곧 핵전으로 민진다는 사고가 지배7!이었으나 이』1] 는

그동안 가공할 양의 많은 핵무기가 비축되어 피아간에 강내하기 어치윤 손

실을 입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를에 힉

전의 발발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다.

소련이 군사전략의 기본개념을 공격에서 방어로 전찰하고 있다는 근거는

및군데에시 찾아를 수 있다. 우린 고르바초프의 저서 페레스쓰초이까의 여

러 곳에서 "동서양진 은 종전의 전략개념을 수정하여 방어위주의 군사태

세로 전환할 때M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l986년 2월 제27차 보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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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당 전당대회에서 이미 "합리적 충분성 M 7)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군

사력건선을 이 개념의 범위내에서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l987년 5월 바

르샤바조약기구의 정치협의위원회가 발표한 공동성명서에 " 바르샤바 조약기

구에 가입한 국가들의 군사교리는 엄격하게 방어적 M이라고 발표했다. 같

은 해 lo월 소련국방상 야조프(Yazov)가 쓴 '사회주의와 평화를 지키는

차 길' 이라는 책에시 "소련의 군사전략은 방어를 군작전의 주된 임무로 본

다M 라고 기술하 다. 8)

네패로는 국가안보에는 군사력건설과 군사문제의 비 유지보다 경제와 과

학기.술의 발핀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경제력에 기초를 갖고 있는 군사력이

어야지 오늘날 경제자체가 문제시되고 있으며 군사력건설은 서구와 군비경

쟁을 길으켜더 욱 더 경제를 악화시릿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대안인

사희주의의 출현이 좌절되었고, 나아가 세계적 강대국으로서 소련의 위치가

서구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9) 다섯째로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위기에 처해있지도 않으며, 타도의 대상

도 아니라호 한다. 늘라운 기술발전을 이룩하여 정보화사회로 이행하고 있

는 생산력에 가득찬 사희로 평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블 때 소련은 국차안보의 개념을 종전의 절대안보에서 공동

(Mu를ual, C o m m o n , in출警rdepend출n출) 안보로 수정했다.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상대방의 안보를 고려하여 자국의 안보를 관리해야 진정한

간보가 이루리진다고 한다. 또한 군사위주의 간보보다 헙찰을 통한 정치적

해결, 군비통제와 군축의 실현 등 정치, 외피, 경제적 측면을 더 중요시하

는 딴보개념을 추구하고 있다. 세계는 점점 더 찰호의존적이 되어가고 있

으므로 소련도 례쇄와 고럽에서 탈피하여 국제사회의 다양성과 평등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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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찰호이해와 협력으로 공존공 의 세계를 건설하는ti, 참여해야 한

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국가안보관점에서 소련의 신사고의 개넘을 이론적으로 실명했

지만 아직 우리는 충분히 경험을 했다교 할 수 없다. 또한 소련의 이러

한 주장이 현실에서 실천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소련 자체의 능력이 있어

야 하는데 이 점도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나 그러나 소린은 현재 이 방 y

향을 추진하고 있다. 왜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방향을 추구해아만 할까Y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발 소련의 안보정책, 특히 글비통제징책을 이

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lo)

첫째로 소련의 경제는 군사력건설과 발전을 됫받침할만한 능력이 없기 때

문에 서구에 대항해서 군사적으로 싸울 수 없다는 판단에 도만했다고 보

여진다. 소련군대내에시 "페레스트로이까 " 를 주제로 토의를 할 적마다 :3.

출발점이 지난 2o년간 군사력에 투자된 터용이라고 한다. 소린의 있반

시민들은 자신들의 국방비가 G N p 의 약 25 %라고 하린서 소린천제는 글

대를 위해서 존재하지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부차적인 역할만 하및 있다고

지적한다. 군대는 군대대로 경제의 취약성을 지직하z 있다. l97o 년데만부

터 소련군대의 고급지휘관들은 소린경제가 서구의 군사직 도전을 극q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소련군 총참모장이있던 오가르핀프는 취약한

천제구조와 능력은 미래의 재래식전쟁에서 사용철 재래치무기즐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조그마한 련출 핵무기만글 치명

적인 위력을 발친할 수 있는 고도의 정 전자무기, 초단시간내에 대량의

정보를 계산하며 신속하게 지휘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 등 이러한

군사무기와 장비들은 소련의 군사력을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l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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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 미국 레이건대통령이 미국의 sD I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 소련의

일부 장성들은 이 프로그램의 공격성을 비난하면서 커다란 를안을 감추지

못했다. 이 때 오가르코프는 소련군대의 연구와 개발분야의 투자를 증가?

킬 것을 건의하 으나 거철당했으며 l984 년 9월에 보직해임되었다 출 고 르

바초프의 집권이후 소련군대는 국가방어에 필요한 군사기술의 발전은 국가

경제의 재건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

다.

들째로 브레즈네프의 외교정책에서 군사력의 역할이 국제적으로 거의 아

무런. 향력이 .없응이 나타났고, 궁극적으로 군사력에 의존한 소련의 외52

정루은 실패로 를났다는 것이다. l96o 년대말부터 소련은 세계적 강대국으

로 인정받았고, 또한 군사적으로 미국? 동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련의

깃발이 유아시아대록에서만 린날리는 것이 아니고, 제3세계에서 소련군 장

성이 작전지친를 할 때 소련은 세계적으로 더욱 돋보 다. l979년 l2월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소련외교정책에서 군사력의 역할은 그 절정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l982년 브레즈네프가 죽었을 때 군사력

에 의존하는 소련의 외교정책은 커다란 벽에 부딪쳐 있었다. 아프카니 Ut,

탄에서 lo만멍이상의 소련병력은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고 소련의 군

사적에 군사적으로 도전하는 레이건행정부의 출현은 전세계에서 소련의 외

교정책 뿐만 아니라 소련경제를 흔들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소련은 국제

적으로 강대국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제3세계에서 몇몇 국가들의 혁명운동

을 지원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체제 전체에서 볼 때 소련의

친구들이란 이디오피아, 니카라구아, 베트남, 북한과 같이 저개발국이며 가난

한,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국가들이었다. 군사적으로 이러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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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을 지원하여 우호관계가 수립되었지만 세계적으로 보다 더 중요한 국

가들인 중국, 일본, 아세안국가들, 새로 부상하는 아시아의 신흡공업국가들과

의 관계는 소원하 다. 그러나 더욱 어려운 것은 이디오피아, 니카라구아,

베트남, 북한에 대한 외교적 개념정립이 없이는 소련으로 하려금 오늘날 보

다 중요한 국가들과 관계개핀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하 다
출

세째로 군사력의 역할에 상당히 의존하 던 소련의 외교정책은 가난하고

저개발된 국가들을 친구로 만들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 중요한 강대국들을

거의 적으로 만들었다. 소련은 자신의 군사력이 미국과 대등하게 되고尸 /11

계적인 강대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을 때, 데탕트란 자신의 군사력이 강해졌

기 때문에 이루어惡다고 믿었다. 즉 소련의 군사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른 나라들이 소련의 이익에 더 를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및있다. 그

러나 실제로 소련이 군사적으로 강대하여질 때 이것은 소련에 대한 두려

움, 분노, 의심, 증오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에서 미. 중 . 일이

소련에 대항하여 잠재적인 전략작 협력관계로 발전하 으며 유럽지역에서도

소련에 대항하여 나토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의 단결을 강화시린다
출

즉, 적을 단결시켰고, 적의 세력을 강화시켜준 걸파 일 뿐이다출

네째로 소련은 군사교리면에서, 그려고 이 교리를 작전적으로 실천하는 능

력면에서 별렘마에 빠져 있다. 소련은 l97o 년대 이는.에는 장차린쟁에시 핵이

꼭 사용될 것이라고 및었었다. 제한적 사용이든 또는 매우 단기간이든 장

차전쟁에서 핵의 사웅을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l97o 년대부터 소련군대 는

장차 어떤 분쟁이든 가능한 재래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보 다 이익

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소련군 참모부는 점차적으로 핵무기의 가

치를 평가절감하는 교리를 발전시키기 시작초다. 이러한 교리에 따라 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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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소련은 항공력 , 기갑부대의 중무장화와 기동성증

가, 지휘 및 통신체제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소련의 재래식공격에 대

해서 도 경우에 따라서는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나토의 교리에 도전하는 것이었t.

절승하는 소런군대의 재래전 능력에 부딪친 나토와 미국은 이에 대항하는

무기체계와 교리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즉 소련의 토에서 부대가 동원

된 때 마르샤바조약군과 소련군의 제2제대를 격좌한다는 군사교리를 발전
피

시린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공지전투CAir-Land Battle). 교리는

소련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된 교리이며 소런보다 철씬 앞산 고도의 정

기출로 무장핀 .무기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소련이 재래식전쟁양상을 가정하

여. 란전시킨 군사교리와 전략은 서구의 군사기술도전에 직면하여 있다. 군

사교리의 이념과, 군사기슬의 낙후, 정제적 침체 때문에 다시 핵무기에 의

존하는 군사교리를 채택할 수 없는 것이 소련의 상황이다 출

이치럼 소린의 안보는 깅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서구에 대항하

기에는 너무나 벅찬 문제에 직면하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르바초프

는 ..신사고 '?애 기츠한 화해와 협력을 루구하는 외교정책을 유지하려고 한

다. 그러나 소련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자신의 향력을 증대하려는 목

표 , 勞는 과거부터 갖고 있있던 목표글 변화시킨 것으로 볼 것이 아버라

그 정근방법이 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3 . 고르바죠프의 동북아시아 전략

역사적으로 소린은 자신이 아시아국가임을 주장해 왔지만 오늘 만글 강

력하게 발돋른을 시도한 적은 談있다, 소련의 이러한 주장은 지리적으5.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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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타당하다. 2,240만린의 소련 토 중 75 % 가 아시아에 속하며 인구 약

2 억7천만멍 중 대략 l/5이 아시아인이다. 그러나 정치적, 천제적, 문화적

으 로 볼 때 소련의 주장은 그 정당성이 희박하다. 현재. 고르바초프하의

소린이 자신이 아시아국가임을 강조하는 근거가 기본적으로 지리적 위치이

지만, 그 접근방식은 정치적, 군사적이라기 보다도 오늘날은 천제적, 문화적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소린이 아시아 .태천양지역의 겅제
는

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사) 아시아국가와의 관계가 거의 비우료

적이지만, 고르바초프 등장 이추, 그 어느때보다 아시아접근에 적극직이다
.

2 차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스스로가 아시아국가임을 자주 언급識으나, 이

러한 주장이 공식적으로 나하난 것은 l964년 아시아 .아프리카회할이 알

지에 c알제리아의 수도)에서 개최된 이후인 것 같다. 그 목표는 이 지역

에서 정치, 군사 경제발전에 큰 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며, 적어도 인국

과 대등한 아시아 .태평양세력이 되어, 미국의 입장을 약차시키고, 중국을

봉쇄 또는 향력을 약화시키고 일본을 중립화시키려는 것이었다. 나아가

소련은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보다 많은 자본과 기슬을 투자하여 이 지

역의 깅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識다
驪

l97o 년대, l98o 년대에 보련이 이 지억에서 이룩한 글사럭건절에 비하여

정치, 정제, 외교적 성과는 너무나 부진하므로, 소린은 고츠바초츠의 는장이

후 과거보다 더 강력하게 아시아지억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린다. 고르바초

프는 그의 전임자들에 비해서 소련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라는

사실과 소련의 아시아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l2 )

브레즈네프는 집권이후 l4년만에 시베리아와 극동을 방문했다. 이러한 방

문의 배경으로는 중소국경인의 문제, 서태평양에서 미군사력의 증강, 정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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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일본 등의 향으로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

성이 한층 더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이 결과 소련은 캄차카반도, 오 흐 츠 크

해,.i3) 블라디보스특기지, 베트남의 간만만을 연결하는 방위체계를 수립識다.

이어서 소련은 극동전역구사령부를 세됐고, 극동군구사령관 출신이 국방성의

요직을 차지했다. 그리고 현재, 국방장 야조프와 참모종장 모이세예프를 들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접권추 l년 반 이내에 블라디보스특을 방문하피. 소련의

대아시아정책을 발표했다. 이미 그 이전oi] 그는 아시아의 중요성을 공식적

으 초 언급하고' 있있다. l986년 2월 제 27차 소련공산당데회에서 행한 소

린대외정력에 관한 변설에서도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구라파와 함께 앞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될 것임을 강조찰다."' 1985년 4월의 아시아 태청

양지역에 대한 정부의 친언 등도 같은 맥락이다 출

용어를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천르바초프는 l986 년초부터 아시아라는 말

을 잘 사윤하지 않고 그 대신에 .아시아 .태평양지역이란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천 플식성명에서 소런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최대로 커다란 국가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l5)

소린의 대아시아전략구상은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연설에 나타나 있듯

이 충국 및 일찰과의 관계개핀을 성취하고, 미국의 소린봉쇄를 저지하고

나아가 아시아지역의 비핵화와 소련의 역할증대를 위한 아시아안보회의 개

최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연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l6) : @ 아..태지억

안보회의 개최제의, 소련의 태평양천제협력기구 가입희망, 營아.태지역내 r핵

및 재래식 무기감축제의J, 대중국 국경군사력 감축협상용의, 避분고주틀 소

런군감축 및 아프칸내 소련군 부분철수추진, 撚 아.태지역에서 r상호신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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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과 무력불행사논의 J 및 r해상교통로 딴전보장과 국제데러방지조치 J제의 f

린블라디보스톡을 아 .태지역 안전협력을 위한 회의게최지 및 소련의 대아

.태문호로 개방용의, 脚 대중국린전관계 유지위한 령강용의, 린 일 .소관계는

증진중, 정상회담 추진단계에 있고, 일 .소의 장기적 린제협럭과 우주천화이

용협력은 양국공동이익에 합치, 린 한반도의 긴장제거만이 남북한간의 틀제

해결관건, 북한의 대화제의 지지 출

V

이 연설에시 우리는 소련이 왜 아시아 . 태천양지역을 과거핀다 더 중요

시하는가 하는 4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소린의 천제를 할전

시키기 위하여, 특히 시베리아의 개발을 위해서 최근에 세계직으로 가장 높

은 경제성장율을 보이고 있는 이 지역과 경제협력을 증가시키려는 것이펴 t

둘째는 국내경제발전을 위해서 극동지역과 시메리아를 집중적으초 개발할때

해외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며, 세째로는 아시아 .태천양지역에서 긴장을 완차

시키지 못하고 유럽 및 기타지역에서만 화해와 안정을 얻는다는 것이 를

가능하며, 및째로는 이 지역의 발천을 장기적으료 볼 때, 초기에는 피제밭

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군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천양 경제협력지역으로 말전될 위험성을 사린에 회피하려는 것이다. i7 )

이 연설에서 고르바초프가 과거 어떤 소련지도자들 보다 구체적이 핀, 현

실적인 아시아 .태평양정책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는 미국이 誠

이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보와 협력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호 린언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추구를 정식으로 인정했다. 동
心

시에 그는 l985년 5월 全아시아회의 제의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포함하

고 중국을 겨냥한 많은 제안을 내놓았다
를

블라디보스톡련설 이후 소련은 자신의 정a에 대한 이해와 험력 글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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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기 위하여, 부수상, 외상, 외무차관들을 특사로 한 순방외고를 적극

핀개하었으머, 그 대상국은 중국, 일존, 동남아시아, 호주 등 l6개국에 달하

었다.

초 린이 가장 역띤을 두고있는 대중국관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중국측의 긍

정4 인 반응를. 얻인다. 는린은 중는국천문제에서 양보, 대중국 깅제협력의 확

치조치, oh츠간 및 봉천주를 소련군의 핀수실시 등 상호신뢰증진에 주력 함

으초씨, 숭 출료등템초약의 파기C1980.4) 이추, 천제림력과 무억관계의 와대를

音심 으 z 딘국의 관게는 정상화에 이로識다. l988년 말과 89년 초에 양국

외상피7이 개피리었고, l989년 5원에 양국정상회찰이 개최되편다 .

때y간개에서는 일근의 적극직인 반응을 이용, 어꼭량의 문제로 난항에

있던 ..인 .소어인협정J을 타결C1985. 5)하고, 시에리아개말을 위한 협력확

U-1) S+ 를.l .流기업간의 합작, 해양자핀의 공동개만 등이 새로이 제안하었으며,

7르f초프의 방일 가능성의 시사초 환심을 불러일으켜 r일.소과학기슬협

책위인피J c 재피C1986. 9)하는 등 관계개인의 여건조성에 주력하 다.

고리나 일.소관리에는 소위 북방 토문제에 대한 현격한 편해차이, 일본

의 6위적승강가 데[ll군사헌력 강차징직, 일른의 대중국힙조 긴 화, 고르바

초c 가 .제의한 아.테지익 안브최의구상에 대한 반대천명, 일를주면에서 극

틀소린해찰군의 데일러협찰중 지출 를 때룬애 고르바초프의 일본방문 c처음

에 1987. 1 예정으로 추진)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양국의 관계개인은 답보

상태에 있다. 그러나 소련 전외상 그로미코가 lo년간t 나 일찰방문을 거

릴하 으나, 세바르스나제가 i986 년 i월, 일분의 아베외상이 5윈에 각각

상호방블하 다는 사실, 오늘발 소린이 적어도 일본의 논생을 들겠다는 자

세 는 양국간계에 어떤 긍정적 번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핀다,

.5. ;



소련-북한관계를 볼 때 l984 년 5월 김일성의 소련방문이래, 양국관계는

상당히 증진되있다. 고위군사인를의 상호방문, 해공군부대의 상호방문, 소련정

찰기의 q 한 공통과, 소련의 대북한군사장비 제공 (MI G - 2 5 / 2 9 , SU-25,

S C U D - B , S A - 5 등), 경제적으로 l6개의 신규사업지원, 핵발전소건설지원 1

등 북한과 소련의 관계는 다시 스할린시대로 돌아간 느팀이다. 그러나

l988 년 서울올림적 이추 한국과 소련의 관계증진은 소련의 대북한 관계에
호

도전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l988 년 9월 l6 일 크라스노야르스크市에서 국내문제는 글른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군축, 중국, 일본, 한국 등과의 관계개친을 희망하는 소

위 7개 평화안을 제시했다.l8) :

@ 소련은 아 .태지역에 어떠한 핵무기도 증강하지 않을 것이며 동방침

은 이미 실행되고 있음. 미국 및 타핵무기 보유국도 이 지역에서 핵

무기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을 것을 촉구함 출

@ 소련은 아 .태지역의 주요 .해군력 보유국c미 .중. 일 등)에게 해군력

증강 중지를 위한 회의개최를 』1l의함 聾

@ 소련, 중극, 일본, 북한, 한국의 해안린이 집중천 이 지역에서 군사텍

대립을 완화하기 위하석 해 .공군력 수준을 동친, 균등감E, 는등제한

등을 위한 다자간회의를 제안함 찰

鐘 만일 미국이 필리전의 골사기지철거에 동의한다면 소련은 베트남과 합

의하석 캄란만에서 소함대에 대한 를자 .기술 보급기지를 철거할 응

의가 있음 를

@ 소련은 지역의 해상 .공중수송로의 안전을 위해 공해와 그 상찰oi1서

의 우발사고방지안을 공동수립할 것을' 제의함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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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양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l99o 년까지 해최할 것을 제

안하며, 이를 위한 준비를 유엔기관에서 이미 거의 종결단계에 있응 출

懼 소련은 아.태지역의 안전보장에 관한 소련제안은 물론, 다른 어떠@

제안들도 검토하기 위한 협상기구즐 만드는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

을 제의함. 동협의는 어떠한 수준, 어데한 구성이든 찬성함. 우핀 유

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소련, 중국, 미국간에 시작하는 방법도 좋

을 것임.

고르바초프는 이 연설에서 한국, 중국, 일본,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

급했다. 그는 한국과 관련하여 한반도정세는 변함없이 긴장이 지속되고 있

으나 남북한간의 대화를 위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한반도정세의 전반

직인 개인의 맥락에서 한국과의 경제찰계를 개인할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

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 다. 대중국관계에 관하여 중 .소관계를 세계평화정

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키는데 찬성하며, 소련의

중 .소징상회담준비를 즉각 개시할 용의가 있응을 計혔다. 고르바초프는 일

찰을 향하여, 소.일관계는 아.태지역 전반적 정세에 상당히 중요한 의의

를 지니고 있으머, 양국관계발전을 위한 려건과 상호의지가 있응을 확신하

나,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국을 추구하고 있다고 경천하면서 우려를 표명했

다. 미국을 향하여 아.태지역에서 미.소간에 명백하게 이해가 충돌되는 문

제는 識으며 소련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다양한 기존경제관계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군비삭감 등의 군사정책변화만이 아.태지역의 정

세를 개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라스노야르스크연실을 블라디보스톡연설과 비교시 같은 백락으로써 , 연설

할 당시까지 소련이 제시하여 온 여러가지 문제들을 종합정리하여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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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를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한국을 포함시천기 때문에 -a.

다 더 세계평화의 구축과 협력에 적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설에 나타난 특징은 나라간 군축 및 해상.공중수송로 보급, a] .

초군사기지 철폐 등 나름대로의 군사적 긴장완화방안을 제시하 고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해 .찰군력 및 찰동제한을 위한 나라간회의에 한국을 포함시

키는 한편, 한.소경제관계수립 가능성을 년도로 언급하는 告 한반도 긴장 토

완화 및 대한국관계에 큰 비중을 두있으며, 미.중. 일에 대하여 소런의 관

심을 별도로 표명했다는 점이다 를

동북아시아국가들과 관계를 재정림하려는 소련의 이러한 전략적 구상에는

그동안 미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의 서구지배적 현상을 하파하

고 소련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역할의 모색과 수행방법이 브레즈네프 이전의 시대와 많은 대료는 이

루고 있다. 즉 목적을 위한 수단과 절근방법미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i.:!

강조하고 싶다.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두드러지재 나타나는 행틀은 지억근생

개입해소, 동서구진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카인, 핵 및 재래식 글미장축, 국

제관계에서 실용주의적 접근, 국내정치의 다원화, 민주화, 개방차의 추진 등

을 글 수 있다. 아래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 소린의 군미틀제노력을 출템적

으로 토꼭하고자 한다.

4 . 군비통제의 진행과정과 중요쟁점들

앞에서 언급된 것 처럼 신사고의 배경은 소련에게 대내외적으로 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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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중과 부담을 감소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논리적 으 로

신사고는 국내적으로 군대에 사용되는 자원을 민간분야로 전용하고 군사전

략개념을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하고, 대외적으로는 주요 강대국들과 적대관

계를 해소하고 평화스러운 .안보환경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는 소련에게 군비통제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은 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

l 니다.

l988년 l2월 8일 유엔총회에서 행한 고르바초프의 연설을 포함해서 소

린이 l99o 년 l2월 말까지 감축시켰다고 핀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醫 군수산업루 연구개발비의 l9.5 % 삭감을 포함하여 l989 년 소련국방

예산을 l988년에 비하여 l4.2 % 감소시킬 것임출

避 병력 5o만템을 감소시킬것임 - .동유럽지역에서 5만명, 소를서부지역에

서 24만명, 남부국경지역 c이란, 터키, 아프카니스탄 인접지역)에서 6

만병, 소련동부지역에서 2o 만멍 c극동에서 l2 만멍)

@ 전화 l만대를 감축시킬릿임 - 동유럽지역에서 5>3oo 대, 서부지역에서

l,2oo 대, 동부지역 l2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 聲

錯 야포 8,5oo 문

綠 동유럽지역에서 항공기 8oo대를 감축하고, 중 .소 국경지대에 있는 l l

개의 비행연대를 해체c4oo석기로 추정)

漆 극동c태평양) 함대의 수상함 l6적을, 포함하여 미사일 탑재함 7척을

포함한 디젤추진 잠수함 26척, 수상함 45척, 총 7l척을 감축할것임 雌

린 이에 따른 부대개편으로서 린 군과 군관구의 全자를 감소시키고, 料

극동지역에서 차량화소총부대 c사단)를 기관총과 포병 위주의 부대로

개편하고, 驗 동구유럽지역에서는 공중공격부대와 도하부대의 철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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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화소총사단과 전차사단에서 l개 연대씩 감소, 독립전차사단을 차량

화소총사단으로 개편할 것임.l&)

소련의 이러한 일방적 감군산언이지만, 이것은 소련 전체병력 c약 i5o 만)

의 lo% 정도에 해당되며, 동구주둔군 칠수에도 바르샤바의 대나토 군사

력 우위는 유지될 수 있고, 아시아지역 주둔군철수는 몽고의 겋우 소련

내로, 중소국경지역 벙력도 소련 내로 재배치될 수 있다. 따라서 군사력 과 고

군사태 세면에서는 실질적인 군축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동서협력과 긴

장완화를 위한 정치적 향력은 상당한 것이다.

소련은 l989년 u 월 l일까지 감군하고 철군한 내응을 ll월 5 일 프나

무나지 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다.M) 발표에 의하면 l99o 년말까지 계획된

5o만멍 감축의 47.i 誰를 차지하는 235,500 명을 육.sl) . 공군에서 감군했

다. 감축된 병력의 계급별 구성은 장교 85,000명, 준위 20,000멍 , 하사관

65,000 멓, 사병 150,500 명이라고 한다. 장비로서는 전차 7>l2o 대, 야포

2,96o 문, 전투기 735대 라고 한다. 이에따라 극동전역구의 중앙아시 아 군구 .

모스크바의 전략예비군구인 우찰군구와 4개군단사령부가 해체되었다. 중앙아

시아군구는 터키스탄군구 ci989 년 6월 i일부)에, 우랄군구는 블가군구 c l989

년 9 월 i일부)에 각각 통합되었다. 동독과 체코에서 철수하는 부대중 3

개전차사단, l개 비행언대와 몽고에서 철수하는 부대중 i개 비행사단, l

개 비행여단, 3개 헬기부대가 해체되었다.

동구유럽과 몽고에서 철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독에서 병력 11 ,620

e!, 전차 i>988대, 항가리에서 법력 10,800 명, 전차 447 f , 체코에서 병

력 5oo 명, 전차 l92 f , 를랜드에서 병력 3,5oo 대, 전차 87대, 몽고에서

병력 22,900 명, 전차 4o4대 t ll.월 l일까즉 철군한 총병력은 50,320 명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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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 3>ii8대, 야포 768문t 항공기 35l대라고 한다.
,,-U,

소련은 자신이 핀언한 철군계획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하며, 사실상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소련국방상 야조프CYazov) 는 l989년 5월28일 프라우라지와의 기자회

견을 통하며 소련의 극동군사력을 설명하고 템력과 중요장비의 출자를 발

표했다. 7에 의하며 극동의 소련병력은 대부분 태평양과. 인접한 반도와 심f

A

중 .소국경 지대의 거주지대, 공업.행정의 중심지 부근에 배치되어 있으며 출

병력의 배치목적은 태평양지역의 미.일군사력, 미국의 서해안 및 알라스카

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에 대항하는 중.소국경 등 소련 동부지역 국경을

방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조프는 이 지역의 미.일의 군사력과 비교해서 소련의 군사력을 다음

과 같이 평가4다. 소련은 탱크에서 2:l,야포에서 l.5:l로 우세할 뿐

그외는 전부 다 열세하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이 병력에시 2 :l, 수상전

투함에시 4 : l , 해 .공군항공기에서 2:l로 우세하며, 소련은 특히 사거리

6oo b 이상의 크루즈미사일이 장착된 수상함이 없다고 한다.

야조프는 이 지역의 군사력을 1.일의 군사력에 대응하는 극동군관구와

중.소국경을 방위하기 위한 자바이칼군구로 구분 발표하 다. 그가 밝힌

극동군관구와 태평양함대의 세력은 병력 326,200 명, 항공기 87o 대, 전차

4,5oo 대, 병력수송차량 4>loo 대, 야포 7>ooo 문, 수상함정 55 U 0 30,000 포 1

키에프금항모 2척 포함), 원자력 잠수함 48척 csLB班탑재함 제외) ; 몽고

와 중.소국경지대를 포함해서 자바이칼군구에 병력 271,400 명, 항공기 82o

대,전차 8,ioo 대,병력수송차량 10.200 U . 야포 9>4oo 문이다.

이러한 소련의 발표에 대해 미국방성은 소련은 극동에 지상군 57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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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탱피 4>9oo대, 항공기 l>3oo대, 수상함 77척, 잠수함 98척이라고 주

장했다.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대해 소련은 미국은 비전투원도 포찰시켰 교

수상전 투함의 기준도 너무 낮게 책정하 으며, 소련의 극동군사력은 거의가

지상군이며, 해.공군뜬 미.일에 비하여 매우 열세하고, 전체적으로 군사태

세가 방어적이라고 반박하 다識 2l)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소련이 실행하고 있는 군사력의 감축은 중 .소국경 상

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일에 대항하는 군사력은 변화가 없다. 태평양

함대의 경우도 妾적인 측련에서는 감소이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증강되고 있

다는 것이 미.일의 주장이다. 여하튼 소련은 동북아지역에서 l2 개 사단

2o 만명 (극동 l2만명), ll개 비행연대 c약 4oo 여기), 수상전투함 i6척, i2

개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의 감군, 그리고 몽고에 주둔하고 있는 4 개

사단중 3개사단의 철군을 핀언했다. 그리고 현재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

며, 남아있는 부대들의 6o% 이상을 차량화소총부대에서 기관층과 야포 위

주의 부대로 개편하고 순수하게 방어일부만 부려할 것이라고 한다.22)

그러나 소련은 아직 동북아지역에서 탱크를 칠수하지 않고 있다. 소련에

의하면 아직 철수할 를자가 결정되지 않만다고 하며, 보다 중요한 이유로

써, 소련의 탱크는 T-54/ 55 등 l95o 편대에 생산전 릿이 주력이나, [i)국

과 일된의 탱크는 최신형인 M 1 Ahrams 때문이라고 지적한다.M) 따라서

구라파지역에서 철수되는 T-62, -72, -80 이 동북아시아지역에 배치될 가능

성이 있고, 이와 동시에 감축될 양이 결정될 것이다.

1 . 일과 대치하고 있는 극동지역과 달리 중.소국경지대에서는 상호간에

더 많은 군사력 감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l989년 9월 2l일 신차사보

도에 의하면 지난 5월 숭 .소 양국정상회 7에서 국경지역의 군사력감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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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지대화구축에 합의한 것에 따라 양국은 국경주둔군 감축과 군사분야의

신뢰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하 다고 한

다.24)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국경지역 군사력규모, 공격용무기 제거, 긴장

완화조치문제에 대해 찰방간 합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인아지역의 군비통제문제에 있어서 소련에게 가장 중요한 분야는 해

.공군, 특히 해군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도 중국이 아니라 미국

과 일본이다. 오늘날 소련은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해서 평가할 .때 중국의

지상군 뿐만 아니라 해군도 더이상 소련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한

다.. 모스코에 및는 동방학연구소의 연구원이며 퇴역장성인 r부닌J은 " 중

국이 원양해군으로 발전하려는 야심과 근대화하려는 노력에 대해 소련은 관

심도 없고, 오늘날의 중국해군을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M 고 말한다. 25 )

해 .공군의 군비통제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가장 중요함은 고르바초프

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에 잘 반 되어 있다. 이때 고르바초프는 7재 평

화안을 제안했는데 그중 5개가 해 .공군과 관련이 있다 :騷소련은 아 .태

지역의 주요 해군력 보유국(미 .중 .일 등)에게 해군력 증강중지를 위한 회

의개최를 제안람, @소련 .중국. 일본 .북한. 한국의 해안핀이 집중된 이 지

역에서 군사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하석 해 .공군력 수준을 동결, 균등감출

찰동제한 등을 위한 다자간회의를 제안함, @만일 미국이 필리핀의 군사기

지 철거에 동의하면 소련은 베트남과 합의하여 캄찬만에서 소련함대에 대

한 물자, 기술, 보급기지를 철수할 용의가 있음, 脚소련은 지역의 해상 . 공

중수송로의 안전를 위해 공해와 그 상공에서의 우발사고 방지방안을 공동

수컴토록 제의함, @인도양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극제회의를 l99o년까지 개

최할 것를 제안함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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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5개항목을 이 지역에서 소련의 해.공군과 관련시켜 다응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燎과 @ 를 미국, 일본, 중국의 해.공군력

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3개국간의 협력을 저지하며, 나아가 이 지역

에 전진배치친 미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며, 둘째로 據은 전략적 비

중이 월등히 큰 미국의 필리핀기지를 캄간기지와 동격시 하여 상호폐쇄시

킴으로써 그 이점을 얻든가, 또는 상호폐쇄를 요구함으로써 필리핀내 미군

기지철수 여른을 고조시키고, 미측이 불응시 캄찬기지 이동의 당위성을 국

제적으로 획득 또는 인식시키려는 것이다. 세패로 切는 과거 소련기의 K A L

기 격추사건으로 인한 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의 대소 비판적 인식을 불식시

키고, 지리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오호츠크해 -태평양-인도양으로 연길되 는

해상과 공중수송로를 보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

이며, 네째로 @ 는 전략적으로 요충지인 페르샤만과 적결천 인도찰에서의 미

국 및 기타 서방제국의 군사활동을 제한하고. 친소 인도의 해 .공군력 증

강을 지원하여, 이 지역에서 소련의 대서방 전략적 우위를 꽉보하려는 의

도로 풀이된다.

또한 소련은 해군력의 감축을 일방적으로 실행하여 상대적으초 우세한 미

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해군력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지

난 5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태평양함대에서 함정 i6척을 때기를 인언했

;ai 지난 lo월 3l일 프라무나지를 통해 i99o 년 i2월까지 7척의 미사일

탑재함을 포함하여, 26척의 디젤추진 잠수함, 45척의 수상함정을 폐기한다

고 발표했다. 이중 3척의 미사일 탑재함을 포함하여 i2척의 디필추진 잠

수함, 문양함 3 첨을 포함하석 수상찰정 28척을, 즉 2년간에 걸쳐 폐기되

는 7l 척중 89년말까지는 4o쳐을 감축하천구고 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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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지역리서 소련의 이러한 일방적인 감군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소련이 지상군을 감축하고 있으나, 오히려 해.공군은 질적으로 군사력을 증

강시키 고 있다고 주장한다..27) 미.일의 펑가에 의하면 소련은 노동집약적

인 지상린력으로부터 래.공군 전력의 하이데크로 글사자원을 재분배하려

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후 소련은 극동에 제

4세대 편투기 SLJ-27, MIG-31, 태평양함대에 신형미사일 구축함, 아쿨라급

공격형 원자력잠수함 등을 배치시켰다.

이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소련군사력 o)] 관하려 최대관심은 제4세대 편

술항공기로써 장피리의 작편반경을 갖고 있다던가 또는 공대지크루즈미사일

을 장착한 람공기, 즉 종심깊이 침투할 수 있는 항공기들과, 미국과 일본

감시를 벗어나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신형잠수함들이다. 소련의 관심

은 장기적으로 태평양 지역에서 해군력의 상호감축을 추진하여 대미.일 균

형을 달성, 해상교통로의 안편을 확보하려고 한다. 소련은 해군력의 상호감

축, 를강중지, 활동제한 등을 수차례에 제안했으나, 미국은 협상거부 태도를

지키고 있다
營

대륙세력인 소련은 미국의 해군력 우위유지와 일본의 해군력증강을 저지

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해 .공군력의 동결 및 감축과 미군기지의

철치를 실현라기 위하여 보다 더 일방적인 감축을 실시할 것이다. 그러나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은 약간의 감축을 실시할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강

력한 해 .공군의 유지 - 특히 해군력 - 와 전방방어전략을 계속 유지하며

소련의 태천양진출을 저지하고, 미 .일 주도하에 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

려고 할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군비통제개념에는 지구상에서 책무기를 완련히 제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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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따라서 그의 군사전략개념에도 핵무기가 없는 전쟁을. 가정하고 없다.

그는 i99o 년대말까지 핵무기의 완편페기를 통해 r핵무기 없는 세계J의 실

현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그의 저서 페레스트로이카에서 ."핵편쟁은 정치

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혹은 어떤 다른 목적도 성취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M )가 산사고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한다.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톡언설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내 핵 및 재래식무

기의.감축을 제의했고,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에서 소련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에 어떠한 핵무기도 증강하지 않을 것이며, 이 방침이 이미 실행되고 있

음을 핀언하고, 미국과 기타 핵무기 보유국도 이 지역에서 핵무기의 추가

배치를 금할 것을 촉구했다 囑

고르바초프는 l986년 lo월 r레이카비크J 미 .소정상피담에서 레이건 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석 중거리 핵무기의 완전치기와 편략핵무기의 5 o

誰 감축에 동의했다. 한때 소련은 현장검증제 (Verification through

o n - s초출登 inspection) 를 반대하었으나, 이를 받아들여 l987 년 l2월 워

싱턴 미 .소정상회담에서 工NF 폐기힙정에 체결하고 9l년말까지 때기완료하

기로 동의하 다. 이 협정에 따라 소련은 마시아 .태평양지역에서JE s 료.

2o을 포함하여 중거리 핵미사일 436기즐 철수할 것이다 驪

사정거리 5,500 /0)1 이상인 편략핵무기 5o % 감축현상회당 ( S T A R T )은

l988년 ll월 이후 중단되었다. 그동안에 미 .소는 IC B M , S L B M , 폭격기

등 찰방 전략핵무기의 운반수단을 l*6料 기, 탄두수를 6>ooo 말로 규제하고 t

그중에서 工cBM2)- S L B M 탄두수의 총합계를 핀,9oo 할로 규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아래의 및가지 측면에서 대립되어 있어 그 이상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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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工cBM과 s L B M의 탄두수를 정하는 방법에서 미국은 고cBM을

3,3oo 발로 규제할 것을, 소련은 sLBM-i- 3,300 발로 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동식 IcBM에 있어서 미국은 배치지역을 256로 제한, 소련.은

loo &B로 제한할 것을, s L B M에 있어서 미국은 검증하기가 곤란하므로 찰

방이 자주적으로 규제할 것을, 소련은 유효검증수단을 확립한 후에 규제할

것을, AL c M에 있어서 미국은 편략폭격기 탑재 사정거리가 1.500A3B 이상부

터 소련은 6>ooo加 이상부터 규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체 소련은

s T A R T에 미국의 s D I가 연계되어야 함을 고립하고 있다.

양.측의 이러한 대립흔 소련이 대륙세력이며 IcBM에서 우세하고 미국은

해Q세력이며, sLBM에서예세 우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양측의 기술적 t

경제적 격차 또한 찰당하므로 서로 ? 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를 들

어 sDI 는 물론이지만, 소련은 미국에개 sL c M을 대폭감축할 것을 강력

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l984 년부터 수상전투함 뉴저지호 등에 제그세

대 크르즈미사일, 토마호크를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l992 년까지 각

종함정에 랴 8oo 기를 배치할 계획으로 크루즈미사일 전력을 계속 증강시

켜오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련은 SN-15, SN-19 등 구형 크루즈미

사일을 배치하고 있을뿐 제2세대 미사일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다는 사실

이다. 따라서 iNF의 편때이후 cl992 년부터) i 크루즈미사일을 대체 핵전력 으

로 유지하려는 미국의 SLCM, ALC撚 배치를 소련은 저지 또는 지연시켜

야할 임장이다출

몰하에서 있었던 미 .소정상회담C1989. 12. 2-3)에서 어떠한 구체적 합

의는 哉었으나 편략핵무기의 5o % 감축은 l9弱년 6월에 있을 정상회담까

지 합의가 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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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거리가 5oo 6 이하인 단거리 편술핵무기 c sNF )의 감축문제도 아직

타결된 것이 없으며, 미 .소간의 입장이 상호대립적이다. 소련은 즉각적으로

모 든 편술핵무기의 폐기즐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은 유럽지역에

.t.1 우인적으로 나토와 바르샤바간에 재래식군사릭의 균형이 실친되고, 두번

째로 소련이 전술핵무기의 일방적 감축을 실행하여 양측간에 균형이 이루

어져야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며, 나아가 편술핵무기는 완편폐기할 수

됐으며 ,'부분적으로 감축하자고 한다. 린슬핵무기의 문제는 l99o 년대 초에

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즉 최근에 협상이 진행중인 재레식무기 감축과

신뢰구축회담이 성공적일 때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燎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톡연설과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에서 직접적으로, 동

북아시아나 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비핵지대 또는 비핵.평화지대를 주

장한 적은 없다. 그의 군비통제개념의 기본적인 원칙중에 하나가 핵무기없

는 세계이므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두개의 면설에

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핵무기확산금지와 감축을 제의하면서 북한이 제

안한 한반도 비핵.평화지대, 아세안국가들이 주장하는 동남아시아지역의 미

핵지대화를 지지했고, 인도양의 평화지대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ol 이유

는 해당지역의 각 국가들이 동의한다고 하려도 미국을 위시한 핵보유국들

의 문제이며, 기본적으로 미국의 세계련략적 이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가

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조금 더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초현

하면 아시아 .태평양치역 전체의 안정과 군사력의 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

일반적이며 기본적인 원칙들이 미.소간에 도출되어야만 비핵.천화지대문제

가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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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 른

소련의 대동북아시아군비통제정책의 목적과 배경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雌

그러딘로, 유럽지역에서와 같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지역 - 보다 넓개 말해서

아시아지역 - 나름대로 그 특징이 있다.

우인 소련의 군비통제의 특징은 국내적으로 정치, 경제개혁을 기본배경으

로 하면서 군사전략과 군사교리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둘패로는 군비통

제가 국내에서는 국방비의 감소, 병력과 장비의 감축, 군수공장을 민주공장

으 로 .전환, 해외를둔군의 철군 등 실질적인 군비축소이다. 세째로는 상대방

의 군비감축을 유도하려는 통기도 있으나, 자신의 문제가 더 커다란 이유

이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라든가, 협상보다 자체적이며 일방적 성향을 -

초기단계에서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 띠고 있다. 네째로 소련은 어느 특정

분야만 군비통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리고 미국

이나 서구유럽보다 더 과감하게 추진하자고 한다.

유럽지역과 동북아시아지역을 비교찰 때,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지금까지 소

련이 실시하석온 군비통제는 한번도 어떤 국가와의 협상결과가 아닌 일방

적인 것이며, 세갈(Segal)이 말하는 것처럼 "비공적 M인 군비통제이다.M)

유럽지역에 비하여 동북아시아지역의 또 하나 특징흔 군비통제가 진행되는 속

도가, 즉 소련이 추진하는. 속도가 느리며, 유럽에 비하여 그 편망이 어둡

좌
다. 그러나 유럽지역처럼 소련은 군비통제의 기핀을 잡고있다.

소련의 군사전략 c또는 군사교리) 적 측면에서 군비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보면 첫째로 장차전쟁에서 핵무기의 사용을 부정하고 있으며 c적어

도 이론적으로), 둘째로 군사력의 규모에 있어시 합리적 충분성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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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하여 군사력을 건설, 그러나 무기체계면에서 군사장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세째로 군사체제에 있어서 방어적 방어 CDefensive Defense)를

견지하고 있다는 세가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소련의 군비통제정책은 첫째로 국가를 방어하는 배는 충분한 군사

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과, 둘째로는 무기체계의 천을 향상하기 위하여

유럽에서 철수되는 재래식무기를 동북아시아지역으로 이편, 동시에 해 .공군

력의 우인적 개발, 세제로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국민경제의 발편과 겅제

적 효율성의 제고문제를 유지할 것이다
囑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비통제의 쟁점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핵무기 ( 단거리

와 장거리)와 해군이다. 이 두 분야는 미국과 소련이 각각 해록.jli력이

며, 해양세력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소련이 군사기술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풀기 어려운 과제다. 유럽지역에서 군비통제문제가 미 聲

소간에 해결될 때, 동북아시아지역에서도 이 .두문제의 해철가능성이 보인다

고 하겠다.

그러나 유럽지역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소련의 군비통제는 더 어려

춘 환경이다. 소련학자 루킨(Lukin)교수도 솔직히 이점을 인정하천 있다.

:아시아지역의 상황은 유럽보다 더욱 유동적이며, 를안전하고, 무력충돌의

위험을 갖고있는 다양한 군사적 대립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군축문

제를 논의할 험상체가 識다는 점이 상찰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M) 실

제로 아시아국가들간의 유대와 이해관계가 유립지역만글 통합적이지 찰한것
근

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북아시아군비통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실은 아시

아.태평방지역에서 미 .소의 편략적 입장과 유릴지역에서좌 편략적 입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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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미국은 소련을 유럼국가의 하나로 인정하지만 아시아국가로는 인정

하지 많으려 한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아시아지역 문제에 관한 소련의

제안을 미국이 한빈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다는 사실에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을 유럽.치역에서는 물른 아시아지역에서도 아

주 중요한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소련은 미국이 지리적으로 아시아국가가

아니지만 현실직인 실세로 미국을 아시아국가로 인정하고 있다.3i) 두번체

로 편학적 입장의 차이점은 유럽에서는 모든 국가가 미.소간의 '군비통제

를 환 하지만, 아시아 .리평양지역에서는 소련의 군축은 환 하나, 미국의

.군축은 최소한 환 하지는 않는다. 즉 소련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군비

를 축소할 때 신뢰성이 를가하나, 미국의 경우는 불안을 야기시킬 것이라

고 한다.

고르바초프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도 유럽에서와 같이 헬싱키체제의 구

축, 또는 구주안보회의가 개최되듯이, r아 .태지역집단안보체제J 를 구축하려

한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이 구축한 안보체제를 파피하려는 것으로 보고 이

를 간대하고 있으며, 이 지역국가들도 미국과 결별하면서 소련의 제안을 받

아들이려 하지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全련은 l989년 5월 3o 일 인민대표회의에서 소련데외정책의 기본원칙을

밭표할 때 국가의 안편은 정치적 수단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천명했

다. 미 .소 몰타정상회담에서도 나토와 바르샤바의 역할을 군사적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주장誰다, 이러한 사실들은 소련이 동북아시아에

서 현재보다 더 일방적인 군축을 단행하여, 미 .일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

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만약에 소련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

면 피국을 위시한 아시아국가들도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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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신뢰구축의 전개과정 *

대규모 군사훈련 통보 및 참관

洪 鍾 를

( 국방를 )

I . 2뢰구축의 의의

잠재적인 적대국가간의 관계를 보다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주태로 발전

U 17] 위하여 군비통제는 빼어 놓을 수 없는 과제일 뿐만 아니라 7

. 목적 또한 잘 알려져 있다. 즉, 군사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서 평

화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전시에도 소요비응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

o1rl. 이러한 군비통제의 주요 수단른 병력과 무기에 대한 제한임에 틀

림없다. 그런데 이들 수단에 대한 군사적 합의는 신뢰증진과 무관하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 군비통제에서는 신뢰회복 내지는 신뢰증진이

모 든 군비통제의 선결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출

특히 7o년대 초부터 신뢰구축 조치(Confidence Bui린ing M e a s u r e : C B -

M)가 새로운 군축 분야로 받아들여 졌는데 이러한 신뢰구축의 중요성은

헬싱키에서 개최된 구주안보협의회 (Conference on Security a n d C o o -

p e r a t i o n in Europe :CSCE)에서 채택된 헬싱키 최종안을 보면 그 성격

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금년 3월에 막을 내린 구주의 상호균형감

축회담(Mutual and Balanced Force Reductions :MBFR)에서도 이들 신

뢰구축 조치를 관련부수조치 (Associated Measures)라고 칭하며 별도로 취

급하고 있다. 병력과 무기제한이 군비축소의 본질적인 대상임에는 틀림

없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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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 합의된 물량적인 군축마져도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군비제한은 구히 불가능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신뢰

구축은 오늘날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우려나 갭(Gap)을

다음과 같은 cBM의 데카니를이 해결하여 준다는 것이다 聾

l. 국가간의 오해를 해소시키면 군사적인 갈둥 또한 경감시킬 수 있다.l)

2 . 상호신뢰증진이 이룩되면 기습공격이나 오산에 의한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기습공격을 예방할 수 있을가 하는 것이 구주 신뢰구축

방안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고 구주 신뢰구축할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

사문제가 정면에 둥장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들 c B M 은 기습공격

예방이 주요목표이지만, c B M의 파급효과는 유럽 제국의 국가관계를 l차

적으로 정립시키고t 2차적으로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간에 공격용 무기를

통제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습공격의 효과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선제공격에 대

한 유인을 완전히 제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3월부터 구주 재래식무기군축회담(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이 개최되

었는데 공격용 무기를 감축하는데 찰방이 합의하 다 출

그래서 본 고에서는 먼저 구주신뢰구축의 전개과정을 분석하여 역사적인

교훈 및 문제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聲

다음으로, 구주 신뢰구축방안의 요.체인 때규모 군사훈련시 상호통보하고

참관하는 절차상의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찰

II. 구주신뢰구축과 대규모 군사훈련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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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군비통제는 무기와 병력감축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신뢰구축

은 정보교환둥의 방법으로 찰방 군사력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여 추후

에 더 바람직한 군비축소틀 이룩할 수 있는 매개역할> 가까운 장래인

적대국가간의 관계를 협조적인 적대자(Cooperative Antagonist)관계로 발

전시킴으로써 국가간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직?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

으리라고 예측하고 있다營

군사정보> 군사훈련 참관단 교환 및 군사활동을 운용적인 측면에서 규

제함으로씨 신뢰구축은 전반적인 군사훈련을 통제하고 정치적t 군사적 의

s 를.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서도 상호 박치상태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바람직한 신뢰구축은

우발적인 사고나 오산) 콤뮤니케이션 c패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위

험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기습공격과 정치적인 공갈을 예방

할 수 있고 위기조성 단계에서도 신속히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구주군축회담(Conference on Confidence and Security-Building Measu-

res and Disarmament in Europe :CDE)의 수석대표 던 제임스 글비

(James E. Goodby)는 신뢰구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그의 의견을 피

력하 다.

신뢰구축 조치는 군사력 사용에 대한 장벽을 드리울 수 있고 군사력

사용이나 위협을 자제할 수 있는 책무를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구

주에서의 각국간의 군사활동은 공세적이어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군축회

담이 전쟁수행 눙력을 규제하는 것 이라고 한다면 신뢰구축은 전쟁발발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하겠다.2)

l . 대규모 군사훈련 통제...기습공격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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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안보협의회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의 기원은 l96o년대 중반 소련 제안에 의하여 비롯되었다. 소련은 구주

안보회의의 성격을 전후 구주정치 구조를 조정할 목적으로. 참가국들을 유

럽 국가로 한정하자는 것이었다. 유럽인의 유럽를 제창한 소련의 의도는

유럽을 현상유지시킴으로써 소련이 유럽에서 가장 향력있는 국가로 존속

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방제국의 반대로 구주제국 뿐만 아니라 라

미국小 카나다를 포함시켜 l973년 헬싱키에서 개최되었는데, 당시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l) 중부 구럽의 군사력감축(후일 상호균형감축회담 의제로 발전)

2) 국가간의 관계정립

3) 인권 문제

또? 구주 안보협의회와 맥락을 같이 하는 구주군축회담(Conference on

Confidence and Security-Building Measures and Disarmament in E -

u r o p e : c D E ) 은 l978년 5월 u.N.군축회의에서 당시 불란서 대통령인 지스

카르 데스템이 세계평화를 위한 구주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구주 군축회의

를 제의하 고 곧 이어 회담이 개최되었다. 당시 지스카르 대통령은 미

국과 카나다를 포함한 유럽 35개국이 참가하는 구주 군축회의를 구주 안

보협의회와 같은 맥락하에서 별개로 운 하자고 제안하 다. 그래서 구주

군축회의는 다음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단계에서는 구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간에 정보자료교환, 훈련참관? 검증절차 둥, y

일련의 신뢰구축 조치가 논의 되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육군과 공군의

공격형 재래식무기, 즉) 탱크) 장갑차t 야포? 항공기를 동맹국간에 보유상

한선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불란서의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는 강대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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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대상이기 때문에 해군력과 핵무기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먼저 협상하여야 할 cBM의제는 l975년에 합의된 헬싱키 최종안 (Hels-

inki Final Act)을 재 검토하는 것이었다. U , 25,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지상군 훈련은 훈련개시 2l일 이전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고t 기타 훈

련 -규모는 이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은 훈련실시 이전에 자발

적(Voluntary)으로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동훈련에는

훈련참관단 및 고위급군사대표 교환도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헬j키 최종

안 c B M 이 자의적이고 상징적이며 검증장치가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cD鷺에서 제안된 새로운 cBM은 법률적인 구속력은. 물른 군사적인 의미

와 검증 가눙성을 함께 강조한 것이었다. 더욱이> 최종안 cBM은 유럽에

위치한 러시아. 지역의 8o濯를 cBM .대상지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cscE관

련국과 경계하고 있는 25o여km의 소련 접경지역 마져도 cBM대상지역에

서 제외시키는 성역아닌 성역을 인정하는 모순을 초래케 되었다. l973년

비엔나(Vienna)에서 개최된 상호균형감축회담 (Mutual a n d B a l - a n c e d

F o r c e Reductions) 역시 그 대상지역을 중부 유럽으로 한정하 다. 그래

서 불란서의 제안은 그 대상 지역을 지리적으로는 물른 역사적, 정치적

의미의 유럽으로 확대 해석하여 대서양에서 우랄산백을 포함하는 전 유럽

을 그 대상지역으로 할 것을 제안하었다. 대상지역을 확장함으로써 얻은

효과는 기습공격의 위험성을 방지하거나 현저히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출 대상지역의 광역화는 헬싱키 최종안에서 이례적으로 인정한

소련 토의 성역화(우랄산백 서쪽의 유럽지방)를 종식시킬 수 있게 되었

ct.

유럽제국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cDE제안에 환 을 표했다를 강대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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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악화되어도 유럽에서 데땅뜨는 어느정도 존속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만족스럽지 못한 헬싱키의 신뢰구축 범주를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에서 다. 헬싱키 최종안 cBM이 동구라파의 군사상황을 어느정도 공개

시키므로써 동구제국의 군사행위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은 물

른이다.

군사훈련의 사전통보등은 정치적인 강요나 억압을 최소화시키는 순기능적

인 4면도 있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군사력 사용이나 군사력에 의한

위협을 자제한다는 국가간의 기본원칙을 표명하는데 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부각된 합의서로 변모하고 말았다. 이들 신뢰구축

조t 는 정치적인 데땅뜨를 증진시켜 보다 구체적인 신뢰구축방안을 발전시

킬 수 있으리라는 가정하에 출발한다. 이들 방안은 단순히 군사차원의

문제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군사상황을 복합적으로 함축하는 내

용이었다. i977년 io월부터 i978년 3월까지 별그라드(Belgrade)에서 개최

된 제i차 cscE검토회의 (Review Conference)에서 헬싱키 최종안 cBM을

개선하려고 노력하 지만 cBM인권조항 이행여부를 놓고 동.서 쌍방간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출

동구권의 cBM이행기록을 분석해 보면 신뢰구축 조치를 보다 구체화시

켜 운신의 폭을 좁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l978년까지 동구권은

cBM의무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최소한의 요구조건만 충족하 다. 동구권이

주요 기동훈련을 하기전에 통보한 훈련계획서를 보면 서방측이 제출한 훈

련계획서에 비하여 간략하게 훈련정보를 나열하고 있다. 특히? 동구권은

자의적으로 통보하여야 할 소규모 군사 기동훈련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

을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군사훈련참관단을 극히 제한된 경우에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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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으로 ?들의 인접 서방국가 훈련참관단만을 초청하 다(l979년 이후

와르소동맹국은 그들의 훈련에 미국을 초청하지 않았음). 와르소동맹국이

자의적으로 초청한 경우에도 참관단의 활동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었

다. 예를 들자면 부적절한 군사훈련 브리핑) 참관단의 기동성을 제약하는

둥? 훈련참가 병사들과의 접촉은 상상할 수 없었다. l978년에 실시된 소

련의 "베레지나"기동훈련은 좀 더 심한 경우이긴 하지만 참관단들에게 JT.

장난 쌍안경을 대여한 적도 있었다. 헬싱키 최증안 cBM이 발효한 l 9 7 6

년부터 l984년까지 중림국을 포함한 나토제국이 39개의 주요훈련을 와르소

. 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에 통보하고 3l개 훈련에 훈련참

관을 초청한 반면, w T o 측 은 주요기동훈련을 22회 통보하고 서할측 참관

단을 7회 초청하 다.

소련은 l98l년 9월 4일부터 동월 l2일까지 벨로러시안(Belorussian)군사

지역 및 발적해 (Baltic Sea)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 를에도 불구

하고 헬싱키 cBM관련조항에 의거 참가병력둥 관계되는 정보자료를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당시 외교경로로 확인된 소련의 변명은 서방의 크레므

린 관측통들을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후 공개된 사실이지만 타

스통신 (TASS)은 대략 100,000여명의 병력이 참가찰 자파드-8l훈련 (Zapad-81)

이라고 발표한데 반하여 ? TAss발표 이틀전 이샤베샤(Izvestiya)논평은 극

히 소규모의 소련병럭이 참가한 훈련이라고 하 다. 그후 잘 알려진 바

에 의하면 Zapad-81훈련은 최종안 cBM이 체결된 이후 cscE참가국이

실시한 군사기동 중에서는 최대 규모이었을 뿐만 아니라 2차대전 이후

소련이 실시한 군사기동훈련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훈련이었다. 물른 와

르소회원국의 참관단은 초대되었다 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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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75년 헬싱키 예비회담이나 제네바회담에 임하는 소련의 입장은 분명히

45,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대상으로 훈련개시 5일전에 그것도

조약에 의하여 강제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통고하는 것이었다 營

소련이 구주안보협의회 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결국은 전후 소련의

지위향상과 국경선을 성문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최종안 c B M은 법적 구

속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cBM조약문을 어긴다 할지라도 국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동구권이 최증안 cBM의 관행을 어

겼다 하더라도 제제를 가할 수는 없다. 구주 구성국간에 군사적 신뢰를

속시키기 위해서는 최종안 cBM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장

하는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도 알고 보면 cBM조항 위반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결석되어 있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零

최종안 cBM은 그 조문의 부적절성) 새로운 전략환경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군축환를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c B M

의 주된 내용과 근본 취지개정의. 필요성은 필자도 동감한다.

서방 군사전문가들의 관측에 의긴면 와르소 동맹측은 l98o년대 초반까지

서방 접경지역으로 그들의 군사력을 대량전진 배치하 으므로 동구권은 공

세적인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서방의 강점이던 테크놀로지 우위도 상당

부분 잠식당했다. 유럽에 전쟁이 발발하면 핵무기를 초전에 사용하겠다는

나토의 위협을 이제는 정면 부정할 수 있을 정도로 소련의 핵 개발 능

력이 급진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동.서군사 관계는 세월이 지나면 지

날수록 서방이 더욱 더 .불리해진다고 하는 견해가 없지 않다를 rL래서

필립 카아버 (Phillip Karber)는 다음과 같은 경구를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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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중부유럽에 위치한 나토군은 최소한의 대응시간을 확보하지 않는 한

기습적인 와르소군의 공격에 극히 취약하다. 와르소동맹군의 공격에 나토

군의 대응시간은 96시간 정도 걸린다. 이에 비하여 대규모의 와르소동맹

군은 전진 배치하여 즉응할 수 있는 평시대기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래

서 와르소동맹군이 공격명령을 접수하면 96시간 이내에 전면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J3)

잠재적인 적국간에 선제공격이 유리하다는 매력, 유인을 제거시킴으로써

보다 안정된 군사력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찰다. 한편으

로 는 .보다 안정된 군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방측은 일방적인 군사긴

장완화 조치를 실시하 고, 때로는 동서간에 군사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默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게 만

족스럽지 않다 雌

l973년부터 시작되었던 상호균형감축회담(Mutual and Balanced Force

Reduction Talks)도 별다른 성과 없이 금년 3월 종말를 고하고 구주군

축회담(Conventional Forces in Europe)에 그 임무를 인계시켰다. 서방측

은 상호균형감축회담의 주요의제로 와르소동맹군의 공격용 무기 감축보다는

동서가 동일한 병력 실링(Manpower Ceilings)을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인 중부유럽 .동서독, 베네룩스 3국,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에

배치된 양 동맹국의 군사력을 .각각 900,000명 이하로 제한하자는 것이

었다. 그런데 병력 실링만 제한한다고 기습공격 위험을 완전 제거시키기

어렵다고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4) 생존 가눙한 방어태세

및 기습공격이나 쌍방이 바라지 않는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병력에 대한 상한선 제한으로 기습공격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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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적절한 신뢰구축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출

이러한 논리적인 근거하에 불란서가 제안한 c D E와 그 회랄의 신뢰구

축방안에 기본정신이 잘 나타나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출

첫째? 정보자료 교환이 비교적 자유스럽게 이루워져야 한다. 군사훈련의

사전통보도 현재의 훈련개시 2l일에서 45일이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훈련

통보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훈련내용의 세분화, 참가부대의 위치

및 공군 훈련계획도 포함시켜야 한다. 훈련규모에 따른 통보대상의 규모

도 헬싱키 최종안에 명시된 25,000명이 아니라 사단급 훈련을 전략단위로

인식한다면 사단 평균 병력수준인 12,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도 있었다.5) 상대국의 군사

훈련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상대국 훈련의 성격을 알게

되고 때로는 배타적인 감정도 제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교환된 훈

련자료에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도 있

을 것이다. 또 차기년도의 모콘 훈련계획을 상호교환함으로써 상대국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오산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훈련참가 부대의

구조, 부대의 위치? 훈련의 내응을 설명한 훈련계획서를 상호교환함으로써

국가간의 관계를 적대적인 협조자 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cscE전 회원국 외무부장관간에 공동 텔력스망을 구축하는 것이

회원국간의 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 보다 바람직한 구주안보환

경을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T

둘께? 훈련참관단 초청은 각 회원국들의 자의적인 의사에 및기기 보다

는 일정규모 이상의 훈련에는 반드시 적정규모의 참관단을 초청하도록 하

는 강제규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훈련시에는 참관단의 자유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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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聾

세째> 참관단을 초청한 훈련일지라도 상대국을 기만하는 위장혼련은 언

제든지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염려때문에 l972년에 개최된 델싱

키 예비회담에서 불란서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하 다. 불행히도 토른에

그치고 cBM조항에 채택되지 못했는데, 그 내용은 기만으로 인한 위협요

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군사훈련의 횟수와 년간 총 훈

련 일수를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이때 제안된 훈련제한 상한선은 60,000명

.2.f 하자는 것이었다. cDE에서 불란서는 특정지역에서 군사활동기간 -

예를 들자면 봄? 여름 혹은 8월부터 ll월까지 훈@ 허용등. 을 제한하

자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출

2 . 대규모 군구훈련의 상호통보 및 참관

l98o년 ll월 마드리드에서 cscE검토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당시 여기에

참석한 서방회원국들은 새로운 cDE의제를 대체적으로 환 하었다. 초기에

불란서가 제출한 cDE의제는 l979년 ll월 서구라파 외상회의에서 그 의

제를 채택하고 동년 l2월에는 나토동맹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들의 동

의를 받는데 성공하 다. 특히 서독은 상호균형감축회의의 근본가정 . 구

주전쟁은 동서독에서 새로운 불씨가 발생하리라는 발칸반도적 화약고사상 - .

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군사적으로 가장 센시티이브한 중부 유럽지역이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동서독이 특별 군비통제지역으로 설정되는 것은 불합

리하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래서 서독 또한 군비통제 대상지역을

확장하識다는 cD료제안을 적극 지지하게 되었다. i98o년 i2월에는 이를

정리하여 마드리드 재회(Reunion Madrid :RM)라 칭하는 안을 구주안보

협의회에서 상정시키게 되었다 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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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동맹국들이 cDE제안을 적극 지지한 데 반하여) 미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었다. cscE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막스 캄필만(Max

Kampelman)은 중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국제.찰경이 아니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서구라파 제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바 있

할. 캄필만이 언급한 국제환경이란 소련의 아프가니스찰 침공을 표면적 인

이유로 내세웠지만 cDE가 대상지역 확대둥t 근원적으로 MBFR과 상충관

계에 있다는 견해, cDE를 cscE와 분리시킴으로써 소련의 평화공세가 적

극화 되리라는 우려등이 직접적으로 미국이 반대한 근본 이유가 아널마

생각해 본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미국이 반대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서구라파 동맹국의 군비통제 정책에 미국의 향력이 감소되지 않을하 하

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찰겨져 있다고 느껴진다 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확실한 검증방안과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이

결여된 헬싱키 최종안을 수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곧 나토 단일안 -새로운 신뢰

구축방안- 을 창출시키는 동기가 되었다. 미국이 동맹국들의 cDE제안에

협조하게된 주요동기는 나토국가와 유럽 중립국들이 초기의 블란서 제안에

대한 일관된 지지표명은 물론, 그들이 미국을 적극 설득한데 향을 받

은 바도 크다고 미국측 MBFR대표 던 리쳐어드 다리핵 (Richard Darilek)

은 회상하고 있다.6) 그리고 미국이 구주판 cDE제안에 동의한 것은 미국

과 서구라파 제국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零

i98i년 2월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강화된 cDE안

을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cDE협상을 그해 l2월에 개최하자고 소련측에

증용하 다. 그러나 미국이 수정 제안한 cDE안은 초기 불란서가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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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첫째, cDE는 cscE와 같은 맥락하에서 이루워져야 하고 라드리드 c s c E

검토회의 결과와 동일선상에 있어야 한다(cDE초기 제안은 c s c E 와 연계

시키지 않았음).

둘째, cDE에서 제안된 cBM은 군사적인 중대성을 재 강조하고 검증

가눙한 cBM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것 외에는 헬싱키 c B M 과 같이

법률로서 강제되지 않도록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의무조항도 두

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헬싱키 cBM의 복사판이라고 하겠다.

셋째? cDE회담은 여타 진행중인 회담, 특히t MBFR회담과 중6 되지 않

아야 한다(서구라파 국가들은 MBFR회담을 승계 혹은 홉수시켜 진행할

계획 이었음).

끝 으 로 cDE의제에 전 유럽을 훈련대상지역으로 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지상군 훈련에 해.공군이 지원하는 군사훈련인 경우> 해.공군 병

력을 포함하여 훈련참가 총 병력으로 계산한다는 것이4. 다시 말하면

해 '공군의 단독훈련은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미국의 cDE

수정안을 나토 유럽동맹국들이 처음부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원래의

c D E안은 상당부분 퇴색된 체 결과적으로 지상군의 훈련에 주간을 둔

미국의 수정안을 수용하게 되었다 출

소련 역시 불란서가 제안한 cDE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와르소

동맹판 cDEf 즉,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군축회담(Conference on Military

Detente and Disarmament :CMDD)을 제의하 다. cMDD의 내용은 서구

의 cDE5l 별차이가 없다. 다만> cBM단계를 거쳐 완전군축에 도달하자는

것으로 소련 특유의 국제선전을 곁들인 선언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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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 수용할 수 없는 검증절차t cDE회담과 cscE회담을 완전 분리하

지 않는데 대하여 소련 역시 반대 입장을 표시하 다. 이 점에 있어서

는 미국도 소련과 같이 반대의 견해를 표시한 바있다. cDE의 대상지역

확대와 해군력T 핵무기를 cDE회담 의제에서 제외하 기 때문이었다. 그러

나 소련은 l982년초에 이르러 검증절차둥의 반대 이유를 철회하고 말았다.

소련은 북미대륙을 cDE의 대상지역에서 제외시키고 유럽에 위치한 소

련 전 토가 cDE의 대상지역이 된다는 것은 형평이 어긋난다는 근거로

cDE초기 제안을 반대하 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브레즈네프 당시

소련 수상은 제26차 소비에트 공산당 총회 연설에서 소련은 구주에 있는

소련 토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믿기 어려운 선언을 하 다. 소련이

신뢰구축 지역을 확대하면 서방지역> 즉? 북미 대륙도 이에 상응한 조치

를 취하여야 된다는 선언적인 압력 이었다 를

유럽 국가의 전 토? 접속수역t 공을 cBM대상지역으로 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북미주 참가국인 미국? 카나다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소

련은 기회 있을 때 마다 주장하 다. 바꾸어 발하면 소련은 광활한 해

양과 대서양 상공의 공을 포함하자는 것이었다. 소련은 아마 북미대륙

의 록키산맥이동 지역을 포함시키고 싶었으리라 믿어진다. 그후 소련은

북미 대륙을 cB M대상지역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광범위한 해양과 공을

포함시키자고 수정 제의하 다. 브레즈네프는 l982년 3월 당대회에서 가까

운 장래에 광범위한 해양이 평화지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 다.7) T

이와 같은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 회담은 동서 양 진 간에 다음

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합의 하었다.

l) 사령부급 부대의 조직? 상주위치를 밝히고? 지상군과 공군력 일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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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보자료를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상호 교환한다 零

2) 다를 3항에서 명시한 조건에 대해서는 군사훈련의 목적, 기간> 총

참가병력* 훈련위치, 각 군별 참가병력을 명시한 년간군사훈련계획서를 상

호 교환한다 導

3) 지상군 l개 사단 이상이 사단 작전지역을 이탈할 때) 지상군 25,000

명 이상이 참가하는 기동훈련, 3,000명 흑은 3개 여단 이상이 참가하는

상륙작전에는 훈련개시 45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營

4) 비상경계태세가 48시간 이상 경과할 시 각 참관국들은 2명 이내쉐

.참관카를 보별 수 있다.

5) 국가의 기술수단에 의한 검증을 방해해서는 않되며 의심스러운 군사

행위에 대해서는 매년 l회씩 참가국이 현장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찰

6) 신뢰구축방안의 실행과정에 대한 상호 정보 교환과 위기상황하에서도

의사교환할 수 있는 비상통신망을 운 한다 출

금년 3월 9일 미국과 카나다를 포함한 유럽 35개국이 참가한 c B M 회

담이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비엔나 c B M 회 담 은 l986

년에 종결된 스톡호름 합의서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보다 안정된 군

사관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cBM대상지역을 대서양에서 우랄산맥까지 작장

하기로 하 다. 최종적으로는 군사적 긴장상태로 인한 위험을 제거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엔나회담이 근거를 두고 있는 스톡호름

회담 역시 l975년 헬싱키 최종안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 카나다

를 비롯한 유럽 35개국은 중부유럽의 신뢰구축은 물론 전 유럽을 c B M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를

l986년의 스톡호름합의서는 헬싱키회담 결과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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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있다. cBM대상지역을 전 유럽으로 하 을 뿐만 아니라 기동훈련의

참가병력 상한선을 낮추고 사전통보 기간을 길게 설정하여 검증조치를 의

무적인 사항으로 명문화시켰다. 스톡호름합의서는 지상군 13,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이나 집결시, 3,000명 이상이 참가하를 상륙훈련시에는

반드시 통보하게 되어있다. 또? 지상군 17,000명 이상, 상륙훈련시에는 5tooo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은 반드.리 참관단을 초청하도록 되어있다 출

지상군 40,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은 그 규모에 따라서 l년전 혹

은 2년전에 상대국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즉, 지상군 75,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은 2년전, 40,000명이상은 최소한 l년전에 상대국에 훈련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훈련 일정계획서는 42일 이전

에 제출되어야 한다. 긴급사태는 사전통보가 있을 수 없다. 때문에 비상

사태가 72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상대국에 통보하여야 하고 상대국 참관단

의 관측 대상이 된다 찰

최근 검토회의에서 채택한 스톡호름회담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합의서에

대한 이행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l988년 말까

지 86회의 군사훈련이 상호통보되었고 35회의 참관이 이루워졌다. 이중에

서 와르소동맹측의 군사활동은 46회 , 훈련참관 통보는 l5회 다. 스톡호름

합의서에 의한 군사훈련에 대한 상호통보 및 참관은 나토측과 와르소동맹

조약 간에 대략적인 균형을 이루웠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헬싱키 최증

안에 의한 상호통보 및 참관은 나토측이 와르소측에 비교할 수 없을 정

도 로 많은 횟수의 훈련을 통보하고 있다. l987년 초부터 l988년 말까지

구주군축의 현장검증(On Site Inspection)전문가인 돈 스토볼(Don Stdvoll)

이 각국의 검증활동에 참관한 이후 공개된 그의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V

. 7 8 -



그가 참관한 모든 국가들이 협정을 잘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도 국가간의 합의를 기만(Cheating)한 사실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출

III. CBM전개과정의 문제점

i986년 9월 22일에 막을 내린 제l단계 스톡호름 cDE회담은 대규모

군사훈련의 상호통보 및 참관둥 군사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와 현장검증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犯tooo명 이상이

.병력이 참가하z 군사훈련t 동일한 수의 병력집결 시에는 군사활동을 사

전에 통보하여 오해나 오산에 의한 전쟁발발 가눙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

다. 스톡호름 cBM은 방어적인 군사要련시 의도 변경만으로 기습공격을

감행d기 어렵도록 하기 위한 노력만은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

17,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에는 참관담을 초청하고 35개 회원국중

에서 어느 국가라도 타국의 군사행위가 미심적다고 판단되면 현장검증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국은 현장검증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모든 참가회

원국은 년 3회 현장검증을 허용하여야 한다. 참가 각국은 특정 참가국에

대하여 년 l회에 한하여 현장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l. 정보교환

.신뢰구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톡호름 cBM은 더욱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 동구권에 불어 할친 그라스노스트에도 불구하고

와르소동템측은 군사기지의 주둔위치를 상호통보하자는 서방측 제안에 반대

하 다. 또, 동독에 있던 소련군을 폴란드로 이동시켜 나토측의 참관하에

군차출원를 실시한 이후 동독애 재 배치시키고 있다. 이러한 군사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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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주둔군의 재 배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과 우연의 일치t 혹은 부

대위치를 위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는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2. 비상사태

안보위협으로 인한 비상사태는 사전에 통보할 대상도 아니고 또, 통보

할 수도 없다. 비상사태가 72시간 지속될 경우, 참관단을 초청하여야 하

고 비상사태해제시 통보하면 된다. 예정되지 않는 군사훈련실시는 기습공격

에 대한 우려를 상대국에게 끼칠 수 있다. 잠재적인 적국에게 군사적

기만을 당하지 않을가 하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출

3. 제약 및 통제

선언적인 군사력 불사용원칙으로 전쟁도발을 막을 수는 없다. 현재 서

방 전략사상가들은 사전에 군사훈련을 통보하는 것이 기습공격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군사훈련 자체를 제약할

수 있는 공격무기를 통제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사단급 부대의 작전지역 범위를 넘어 동시에 훈련할 수 있는 사

단 수 제한? 군사훈련시 상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이동방향은 회피할

수도 있다. 또, 군사훈련의 규모 뿐만 아니라 훈련의 시기, 장소, 기간둥

을 제약하는 것이다 聾

4. 해 .공군력

스특호름합의서는 지상군훈련시 해 .공군력이 지원군으로써 역할을 할 경

우만 고려하고 있다. 검증절차둥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 .공군력의

합동훈련 또는 해 .공군의 단독훈련은 훈련통보 및 참관대상이 되어야 한

다. 스톡호름합의서에 의거한 훈련대상지역은 상대국의 인접수역과 공으

로 제한한다. 이러한 협약상의 제약요인은 미국이나 소련이 실시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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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해 .공합동군사훈련의 경우에도 스톡호름협약 회원국에게 훈련참관

초청은 커녕 훈련통보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예는 l985년에 실시

한 소련의 섬머력스훈련과 나토측이 실시한 오션 사파리훈련(Ocean Safari)

둥이다.

5. 상설 전략기획단 운

l987년 9월에 발족한 미 .소핵무기위험감소조치본부(U.S-Soviet Nuclear

Risk Reduction Centers)를 모델로 하여 상설위원회둥을 설립하게 되면

쌓방 실무진들이 군사교리 (Military Doctrine)에 대한 견해차이를 해소시

.킴으로씨 쌓방간에 불필요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찰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서방전략사상의 진수를 이해하지 못한 동구측은 서

방 군사전략교리인 F0FA(Fo11ow On. Forces Attack)를 웅납하기 어려운

공격형 전략이라고 그들 특유의 평화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와 같은 상설기구가 당장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서방측은 별

다른 위침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린. 전망

국가간에 신뢰증진이 구축되었다고 하여 전쟁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

다.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상춤된다거나 권력승계 또는 국내문제로 인하여

최고 통치자의 의도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에 합의된

신뢰구축방안도 글식간에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구주에 보다

안정된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나토와 와르소동맹간에 재래식 군사력

균형은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진행중인 구주 군축회의에서 공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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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쉐 小한 제한이 이루워지면 구주안보환경은 를 더 개선될 것이다.

그렇다고 공격용 무기 제한만으로 구주대륙에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8) 또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시키게 되면 점진적으로 딘뢰증

진이 이루워 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신뢰구축과 군비감축은 상호보완관

계에 있다고 하겠다 찰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병력? 장비의 질과 양에 따라서 위협정도가 달라

질 수 있다. 현재 cBM은 지상군훈련에 해.공군이 지원하는 경우T 해.

공군의 병력만이 함께 산정된다. 위협 정도는 지상군 훈련규모에 죄우된

다고 하기 보다는 훈련에 동원되는 군사장비도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해.공군훈련의 경우 검증절차> 훈련참관에 따른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

더라도 현재 훈련통보 및 참관대상이 되는 상륙훈련과 마찬가지로 해. 공

군의 단독훈련도 상호 통보 및 참관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聾

구주재래식 군축회담은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구주안보와 안정을 저해하는 군사적 불균형 (Disparities)을 제거

하게 되면 아직까지 동.서간에 잔재하고 있는 전후 냉전 체제는 근본적

인 변혁을 기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명심하여야 할 사항은 공격용

무기제한에 의하여 재래식 군사력의 균형을 동.서간에 달성할 수 있다를

그러나 그것 자체로 구주안정이 보장된다고 하기는 어렵라. 그러므로 동서

양 진 간에 보다 예측이 가능하도록 관를 정보사항을 사전통보하고 적을

기만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시켜야 할 것이다. 또 대규모 군사훈련의

상호 통보 및 참관 절차도 훈련 상한선과 함께 훈련지역* 훈련기간, 훈

련시기둥을 함께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뢰구축방안은

구주의 안보체계를 재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동.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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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비엔나회담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보다

바람직한 구주안보와 안정이 이룩된다면 구주 제국간에는 새로운 신뢰구축

방안으로써 국방예산을 각국간에 협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른 칵국

화폐에 대한 교환률둥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화폐구매력으로 각국 화폐를

평가할 수 있다. 또 국방관련 부처외에 숨겨진 방위예산은 구주 제국간

규 에 통합된 기준표(Standard Sheet)을 마련한다면 이로 인한 제도적인

곤란은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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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재래식무기 감축협상

비 숭 희

(國防大學院)

재래식 무기 혹은 통상무기에 대한 동서방간의 협상은 상호균형감군(M-

utual B a l a n c e d Forces Reduction :MBFR)에 대한 회담에서 주로 다루

어 졌다. l973년 시작된 이 협상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주도로

중부유럽 에서 불균형의 병력배치 상태를 동등하고 본질천인 .저수를으로 감축

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과 NATo동맹국들이 증부유럽에서 분쟁의 가

눙성을 감소시키고> 동서 안정을 일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wp(바르샤바조약기구)도 이러한 목적을 명목상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측은 현재의 출적인 우위를 인정하고 MBFR협정을 준수할 충분한

양해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 협상은 l989년 들어와서 유럽에

있어서의 재래식 무력(Conventional Force in Europe)')1] 관한 회담으로

명칭을 달리하고 참가대상국을 확대하여 계속되고 있다.

I . M B F R 의 발단

중부유럽은 세계의 재래식 군사력이 집중된 곳이다. l75만에 달하는 동.

서방의 지상병력이 이곳에 집되어 있다. 이러한 과중한 군사력은 동 .

서 상호간에 부담2 되었으므로 군사력의 감축은 쌍방의 이해에 합당하

다. 그 당시 l7만 해당하는 동구측의 병력 우세가 동.서관계에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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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요소 다. 재래무기의 동둥한 수준으로의 감축은 정치? 경제적 안정

과 대규모의 병력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절감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협상을 통하여 병력을 감축하려는 느력은 이미 l967년 <<동맹의 미래의

과제t5라는 하벨(Harmel)보고서가 NATo에 의하여 채택됨으로써 그 박을

보이고 있었다. 이보고서는 NATo의 대소련관계는 강력한 방위눙력과 억

지눙력4 保持하면서 동시에 대화와 긴장관화를 준비하는 기초위에서 진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 보고서는 또한 중부유럽에서의 병력감축

가눙성을 조사하 으며) 결른으로 NATo는 위험부담 없이 자신의 재래무

기의 감축 가눙성을 시사하 으나) wp의 균형된 감축의 반웅을 전제로

하 다.

i968년 6월 레이카리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N A T o 가맹국들은 유럽

에 있어서의 상호감군에 대한 관심을 표명극 다. 각료회의는 그의 보 고

서에서 "상호 균형된 감군은 전쟁의 위험을 경감시키고 긴장환화에 근본

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밝됐다. N A T o 의 통합군사구조에 속하지 않은

불란서만이 이러한 제안과 그 이후의 협상이 참여하지 않았다.

이 제안에 의한 협상은 일단 w p군에 의한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으로

연기되었다. 그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에 주둔했면 여타의 w p 군은 철수했으

나> 5개사단의 소련군은 계속남아 .있어 이제까지의 중부유럽 주둔 소련군

의 병력이 22개사단에서 27개사단으로 중가하 다. 실제로 7만의 병력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병력의 균형을 이룩하려는 협상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l97o년 5월에 .-들어 N A T o 의 동맹국들은 그들의 로마회의에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한 종래의 제안을 새롭게 제기하 다. 그 이후 2년동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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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소련은 외국군의 철수는 단지 유럽안보회의에 대한 그t의 제안의 틀

에서 다루어 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 다. 그러나 l972년 이후 소

련이 이러한 조건들을 포기하고 탐문회담에 호응하면서? 소릴의 안보회외

에 대한 제안은 l973년에 와서 구주안보협력회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제l

차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을 조인하면서 닉슨 대통령과 브레즈네프 당

서기장은 상호간의 병력감축으로 유럽의 안정과 안보를 보장할 목적을 지

지하 다.

그리하여 l973년 l월 3l일 l2개국의 NATo대표자들과 7개국의 w p대표

자들이 실무적인 협상기초틀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회의에 자리를 같이 했

다. 드디어 l973년 lo월 30(g MBFR(상호균형감군피담)의 첫 회의가. 시

작되었다.

NA T o측에서는 스페인t 폴투갈? 프랑스, 아이슬편드를 제외한 가입국들이

그리고 wp측에서는 모든 가맹국들이 여기에 참석하 다.

n . M B F R 협상

MBFR협상은 역사상 가장오래 계속되는 다자적인 군축협상이다. 이 회

담을 성사시키는 데만 5년이 걸렸고? cFE(구주재래무기)협상을 같은 연장

으 로 보면T 지금까지 l6년이 경과되고 있는 셈이다. 이 협상의 목적은

양측이 M감축지역 (벨지움>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서독> 동독)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를 포함하는 지역)M에서 지상군병력을 7o만으로 동둥하게 줄이고

육 .공군을 합쳐치는 9o만을 최대병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 병력감축과

아울러 서구측은 안정에 기여하고 검증을 쉽게 할 일정한 부대조치를 생

一.87



각하 다. 이러한 조처들이 쌓방에게 신뢰를 주어 타방이 병력의 제한된

한계를 지키며 잔존병력으로는 하둥친 위협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원했다.

MBFR협상은 시초부터 문제가 필 고f의 기술문제보다 더 근본적 인

쟁점은 소련이 과연 병력의 동등수준을 보장할 검중을 전제한 협정을 수

락할 것이냐 다. 소련도 평형(parity)의 원칙을 웅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들의 병력의 크기에 관한 통계출자에 동의.하기를 항상 리를해

왔다. 이는 진실로 소련이 검증가능하고 진정한 병력의 균형상태를 원하

고 있는 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었다.

朧 . 지리적 불균등성과 군사력의 불균형

중부유럽에서 재래식 무기의 균형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바르샤

바조약기구에 유리한 미국과 소련초에 존재하는 지리적 불균둥이 다.

소련의 서쪽 국경은 서독의 동쪽 국경으로부터 단지 48oKm에서 6 7 o K 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나 NATo측에는 미국과 그의 동맹국간에 대서양

이 존재한다. 심각한 긴장상태나 실제 충돌의 경우 소련은 그들의 대규

모 병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철도망과 도로망을 통하여 조속히 대처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은 NATo를 돕기 위해서는 5600Km 떨어져 있는 해군

및 공군기지에 병력을 주둔시켜야 하며> 이러한 병력 이동과 연결된 문

제들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서부유럽의 지리적 조 은 또한 방위를 어렵게 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인구의 3oQ와 산업시설의 4분의 i이 NATo와 w p 경계로부터 looK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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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산재해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현실과 NATo동맹국들의 지역적인 통합성을 유지 해

야 할 NATo의 의무는 M전위방어 "의 정책을 강요하나> 유럽과 미국의

지리적 분리로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소련과 그의 동맹국들은 이러한 지리적 불균둥을 그들의 가장 좋은 장

점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면은 서유럽의 전략적인 약점과 NATo

측으로부터 긴급한 증강이 어려운 점을 이용할 수 있는 무기인 전차의

2.5 : l로 우세한 군비대비에서 잘 볼수 있다. 이러한 전차화력 뒤에는 방

어전차? 자동대공방위체제> 자동대포와 보다 많은 공천용 전술적 공군력 이

포진해 있4. 미국측에서 볼때> 소련은 지난 수년의 협상기간동안에 단지

공격용 무기로 .볼수 있는 무기만을 증강시켜왔다는 것이4 .

財. MBFR에 있어서 서방측의 목적

N A T o는 동맹국들의 공동의 안보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모인 자유로

운 국가들의 결합체이다. 그러므로 서방측의 입장은 브라셀에 있는 N A T o

사령부에서 그 합의가 이루어 지며? 이는 비엔나에 있는 협상대표에게

전달된다 출

NATo는 그들이 천명한 정치의 성격이나> 그 국민들의 그리고 지도자

들의 사고에서 보듯이 명실공히 방위동맹이다. NATo가 비엔나의 협상테

이블에서 추구하는 것은 상대편의 공격으로부터 더 확고한 안보와 유럽

전체 국민들을 위한 전쟁위험의 가눙성을 줄이는 데 있다. 이러한 노력

에 있어서 결정적인 점은 전력균형이다. 서방측은 MBFR의 협상에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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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w p 보 다 우위를 점하기 위한 유럽에 있어서의 재래식 군사력의 변화

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양 동템사이에 존재하는 지리적> 군사적 및 정치적 불균형은 N A T o 측
.7

에게 다음과 같은 M B F R협상에 있어서의 기본방찰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현재 동 .서간의 재래식 군사력의 불균형은 유럽의 안정과 N A T o

의 안보에 위협이 되며? 잠재적으로 핵의 문력을 및추고 있다(핵의 사용

가눙성을 크게 하고 있다).

둘째> 현존하는 불균형에 비추인서 균형은 단지 동방측의 보다 많은

감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서방측도 가눙한한 찰은 수준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를 원하며> 그러므로 스스로도 상당한 정도의 감축을 시

도한 것이다.

셋때t 전력감축협정은 협정의 준수를 보장하고? 검중할 수 있으며* 또한

잔존 군사력이 위협적인 위치에 있지 많을 것을 보장하는 규정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서방측이 제안凉 협정 부대조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

시키는 데 유효할 것이다.

및때t 집단적 책임의 안전보장 개념은 NATo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소련측은 오래 전부터 이러한 원칙을 반대해 오고 있다. 이 원칙에 근

거하여 서방측은 국가별 병력을 기초로 이를 제한하자는 소련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巨

Y . 협상과정 :양당사자의 입장

lo여년을 넘는 동안 MBFR협상에서는 상호간에 여러 제안들이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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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측과 서방측은 각각 협상에서 실현코자 하

는 4적에 있어서 일정한 계속성을 엿 볼 수 있다.

서방측은 항상 저수준에서의 균형을 원하 고> 동방측은 이러한 현실적

인 균형을 거부하여 왔다.

동방측은 처음에는 균형 자체를 거부하다가> 나중에 균형을 상호간의

목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정하 으나) 현재의 그들의 군사력의 크기틀 인정

하고> 균형을 미루기 위하여 필수적인 감축의 량에 동의하기는 거절하

다.

l973년 ll월 8일 동방측은 찰방의 육군과 공군병력의 i7恣감축을 요구

하는 협정초안을 제시하 다. 여기에서 감축은 3단계로 이루어지며? 첫단계

에서는 l975년까지 2만을 철수시키며> 제2단계에서는 i976년까지 나머지

병력의 5濯를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i977년까지 또 io濯를 감축시킨다는

제안이 다. 또한 감축지역에 주둔한 타국의 군병력만이 자국으로 철수해

야 했다. 동방측의 이러한 동둥한 감축의 제안은 이미 중부유럽에 성립

된 군사력의 불균형성을 더욱 구화하는 것이 다.

l973년 ll월 22일 서방측은 2단계의 감축을 통한 동일수를의 군사력을

지향하는 안을 제의 하 다. 첫 단계로서는 미.소의 병력을 감축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병력은 2만9천으로 소련의 병력은 l>7oo대의 전차를 감축

함으로써 6만8천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소련측의 감축은 이 지역

에서 가장 위협적치고? 공격전력인 소련의 전 전차부대의 철수틀 예상한

것이 다. 두번깨 단계에서는 찰방의 육군병력을 7o만까지 그리고 육군과

공군을 합쳐서는 . 9o만까지 감축한다는 것이 다.

적어도 l975년까지 동방측은 서방측의 본질적인 제안의 내용을 받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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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漆다. i975년 i2월 NATo각료회의이후 서방측은 이 MBFR협상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코자 했다. NATo측은 서방측 힙정제안의 근본원칙 9

말하자면t 상호간에 균형을 이를때까지의 불균등감축에 대한 wp측의 동의

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54기의 핵적재눙력이 있는 F-4전투기 및 looo개의

핵한두를 포함한 36기의 퍼싱 원(Pershing I)미사일의 철수를 추가로 제

안하 다. 7

여기4 대하여도 동방측은 이것을 거절하 다. 그 대신에 l976년 2월에

와서 그들도 하나의 새로운 MBFR협상안출 제시하 다. 여기에서도 철군

의 규모는 백분을로 제시되었으며t 군부대는 연대 및 여단단위로 철수되

어야 하며? 핵전력에 연관하여 54기의 핵적재가능찰 비행기와 미사일체

계는 찰방이 철수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다. 이러한 제안은 서방측의 전

차병력에 대한 철군요구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l976년 6월에 와서 동방측은 그들의 전술극 변화를 보여 주고 있었으

나? 내용자체는 아무런 양보가 인었다. 그때까지 w p 측은 그들의 군사력

에 관한 어떠한 숫자도 밝힌 적이 없었으나t 이제 그들은 육군과 공군

이 987,300명이며f 이중에 육군은 805,000명이라고 처음 밝했다. 이 출자에

의하면 동방측은 서방측쉐 비하여 감축협상지역에서 약 l4oo명의 병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부터 소련은 균형의 원칙을 받아들일 용의를 시사했으나? 그들의

입장은 소위 근사균형이란 이유에서 찰방의 감축은 같아 질 수 있다는

것이었고 l978년쉐 동방측은 지상군의 병력을 각각 7o만으로 하는 새로운

제안과 함께 w p병 력 lo만5U1, N A T O병력 9만l천의 출자틀 제시하 다.

새로운 w p 측 의 태도에 대한 N A T o 측 의 논쟁은 7o만이라는 공동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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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의 병력수준이 쌍방이 거의 같으며? 소련의

제안에서 보듯이 쌍방의 거의 같은 량의 감축으로 같은 수준의 최고상한

선이 달성될 수 있다는 소련의 주장이 다.

서방측의 정보에 의하면 당시 동방측의 육군병력은 그들이 제시한 숫자

보다 이미 157,000명만큼 강화되어 있었다.

구 동방측은 그 이후로 항상 병력수준에 관한 자료의 차이를 밝혀보려는

서방측의 노력에 동조하기를 거절하 다. 동방측의 협상대표자에 따르면 f

料ATo측은 증거자료의 탐색과정을 단지 소련의 국가안보에 본질적으로

보이는 비 정보를 획득하는 데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

와 비슷한 서방측의 군사력의 크기에 관한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어 있었

다.

..
실제로 소련과 동구의 군사력의 현수준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M B F R

협상에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l976

년 이후 사실(Vata)논쟁은 협상의 중심적 장애요소 다.

비록 소련이 이러한 사실준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균형을 실험적인

목적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고 해서 서방측이 이를 좌시할 수는 없었

다. N A T o측은 l978년에 미 .소 군사력의 첫단계 감축이후에 N A T o 의

유럽병력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장을 제시하 다. l979년 l2월에는 서방측

은 협상에 새로운 진전를 희망하는 의미쉐서 첫 단계의 철수 요구를 환

화하기로 했다. 이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첫 단계는 미국의 13,000명의

병력과 소련의 30,000명의 병력이 이동할 것을 예상하 다. 이는 완전한

소련전차부대의 철수를 첫 단계에서 요구한 원래의 제안을 양보적으로 수

정한 것이 카. 서방측은 동시에 협정의 실효성과 검증의 가눙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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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부대조처에 관한 광범위한 안을 제시하 다.

i982년 6월 레이건대통령은 서독방문중에 MBFR협상에 주력할 것을 강

조하 으며 한딸후인 7월에 서방측은 새로운 협정초안을 제시하 다

인. 서방측의 협정초안

l982년 7월의 협정초안은 이전의 서방측의 입장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

주었다. 비록 육를병력 7o만과 육군과 공군병력 9o만의 상한선에는 머물

러 있었으나) 이 제안의 새로운 점은 모든 협정 참여자가 이 상한선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병력감축을 해야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었다. 이

러한 규정은 이제까지의 소련의 염려를 고려한 것으로써, 첫단계의 소련

의 철수이후에 NATo동맹국들이 후속감축을 시행하지 않을 가눙성에 대

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초안은 이전의 서방측의 입장과 일치하게 찰방에 협정준수에 대한

신뢰를 보장할 부속조처를 요구하고 있다. 이 조처들은 다음과 같이 제

시되었다.

첫째> 부대가 때치된 장소이외에 있어서의 일개의 흑은 수개 사단의

활동에 대한 사전통보

틀째? 이러한 활동의 참관을 허용한 규정

셋째? 감축지역에서의 대규모 지상군이동에 대한 사전통보

넷째? 협정준수의 검증을 위하여 감축지역에 대한 상호간의 년 l8회까

지의 현장감사의 허용

다섯째? 관측자의 감축지역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상설출입시설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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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여및째> 철수해야 할 병력에 대한 정보의 교환과 잔류한 병력체 대한

주기적이고 . 계속적인 정보교환> 그리고

일곱때> 국가적 기술수준에 따른 검증수딘에 대한 불간섭이었다.

滴. 동방측의 반응

M B F R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한 서방측의 노력이 아직도 동방측에 충분

히 받아 들여 지지 못하고 있었다. 동방측은 N A T o측의 제안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이의틀 제기하여 왔다. l983년 2월의 동방측의 역제안은

일면 서방측의 제안을 자세히 토의할 여유를 보이면서도 본질적인 의미에서

태도변화를 엿 볼 수 없었다.

첫째>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협정 밖에서 미 .소상호간의 모범적인 감축

들째> 미 .소의 병력감축이후? 감축지역에 있어서 모든 병력과 무기를

합의하에 동결

셋깨> 이에 연이어서 감축에 참여할 모든 당사자들이 일단계에서 감축

의 의무를 질 협정을 협상한다는 것이 동방측의 제안이었다.

서방측이 이 제안의 긍정적인 면을 검토하 으나? 이는 병력수준에 관

한 사실준거의 문제와 검증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불충분한 것

了 으로 활단되 었다.

서방측은 구체적인 결과의 결여로 불만족하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및가지 진전을 보았는 데, 이는 즉 집단과 균형의 원칙이 확고히 뿌리

를 내리게 되었다는 데에 있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유럽의 안정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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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할 부속조치가 제안되었고) 찰방이 서로 상대편의 안보에 대한

심중 및 구상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다 출

원래 MBFR협구의 시초는 동방측의 재래식무기에 있어서 문제를 협상

을 통한 협정으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N A T o측은 계속 가눙한 최저한도의 군사력

의 균형이라는 기본 입장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理. M B F R 협상 의 마지막 시도

l5년이상 동안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일개조항의 MBFR조약도 이루어

지지 못하 다. 동서관계의 변화와 관계없이 장기협상에 기록을 세우고

있는 이 MBFR회랄은 l986년에 와서? 이 회담을 계속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폐기할 것이냐의 귀로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단제의 :도래와 더불어 양측은 이제> .상대국의 제안한 안건의

틀내에서 협상하기를 동의하 다 零

l985년 2월 l4일의 동방측의 제안은 첫 단계에서 우선 양강대국(미국과

소련)의 전력을 감축하자는 이미 용인된 안의 변형이었다. 이는 첫단계에

서 미.소의 감축을 일년이내에 실시하고 그 이촌에 검증하며? 그 다음

다른 협상 참가국의 감축에 대한 협정이 이루어 질 3년 동안 모든 병

U
력과 군비를 동결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서방측의 의견은 감축이

시작되기 이전에 감축지역에서 검증이 실시될 것을 요구하 다. 왜냐하면

감축지역의 병력의 출자에 대하여 동.서간의 합의가 이루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동방측은 자기들의 병력의 수를 979,000명으로 제시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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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방측은 이를 1,179,000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동방측의 이번 제안은 우선 미 .소의 합의된 병력이 철수한 이후

에 쌍방의 병력 출자에 대한 검증을 하자는 것이었다.

서방측도 우선 병력을 감축하고 후에 세어보자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첫단계의 감축이 서방측을 군사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지 많는 한? 이러한

동방측의 제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서찰측은 l985년 l2월의 제

안에서 미국병력 5tooo명과 소련병력 11,500명을 첫단계로 철수시킬 것을

표명하 다. 이는 그 이전은 철수병력 숫자인 각각 l3,000U 30,000에 비

하면 많이 축소된 출자이다.

검증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합의된 것들이 전제되었다. 잔류병력

의 출자에 대한 년차정보교환t 시찰위성의 광범한 이용> 병력이동에 대한

상호간의 통고, 검증을 위한 구출입지점에 설치하고 중부유립의 출입병

력은 이지점을 통과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존의 합의와 더불어 서방측은

l2시간 전의 통고로 검증할 수 있는 현장검증을 l년에 3o회 할 수 있

도록 요구했다. 이는 종래의 거부했던 이제까지의 l8회 요구보다 철씬

많은 것이었다 聾

협정에 의한 첫 3년동안 찰방은 검증방법에 대한 경험을 얻게 될 것

이다. 동방측의 제안과 딸리 3년후에는 협정당사자들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었는 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그 이후의 감축에 대한 협상은 이루어

寸 지지 않을 수도 있다. 서방측으로서는 이 기간을 통한 검증에서 병력차

이에 대한 사실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것이 가눙하면 협상은 계속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M B F R 은 끝장이 날 것이다.

위와 같은 서방측의 l2월 5일 제안이 있자? 동방측은 세가지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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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토로하 다. 첫째> 서방측은 협상자체가 군비도 포함하고 있는 데

도 병력의 철수만이 언급되고? 퇴거지역의 군장비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둘째> 서방측은 동방측의 오래전부터 K법으로 허가된 천보수집"으로

박인찍고 있는 과도하게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동방측은

병력이동 상황에 대한 롱보의무를 소련의 유럽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대의사를 개진하면서? 동방측은 몇가지 양보를 포함한 새로운

협정초안를 l986년 2월 2o일에 제시하 다. 이는 일년전의 제안의 복사활

이라 할 수 있으나> 첫 단계의 미 .소의 감축병력 출자를 각각 13,000명

과 20,000명에서 미국 6>5oo명과 소련 11,000명으로 개편하 다. 또한 동방

측이 이미 합의한 검증조처도 찰방이 감축으로 9o만 병력에 도달한 이후

에 실시하도록 제안하고 있었다.

서할측으로서는 이러한 제안에 본질적인 양해를 발견할 수 없고, 특히

엄격한 검중에 반대하 으므로 실망이 켰다.

麗. M B F R에 서 cF E로

l987년 l2월 중거리 핵미사일의 페기협정(INF)이 체결된 이후, 유럽에

배치된 재래식 무기에 대한 관심이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N A T o와

wp양측은 아직도 특별한 무기 종류에 있어서 누가 더 우세하냐에 대하

여 이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t 군사력 불균형을 시정할 용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용의는 .-지난 3월 23개의 NA To와 wp회원국들이 대서양으로부

*터 우랄산택에 이르는 유럽에 때치된 재래식 무기를 감축해 보려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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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엔나에서 시작한 유렵재래식무기(cFE)에 관한 협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7
이제까지 MB F R협상을 거치면서 쌓은 경험과 새로운 회랄의 시작으로 .

합의에 이른 사항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雌

첫째? 협상리상 지역을 대서양으로부터 우랄산맥까지로 한다.
./..

둘째? 재래식 무기와 이틀 다투는 병력의 감축을 목적으로 한다. J t..U-
구

X '
:' ,/r
f..!.

셋때? 상호간에 기습공격과 공격행위를 취할 눙력을 제한한다. U
넷째> 이 최담은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의 틀내에서 하며t 이 cFE협상

의. 대표자들(NAT016개국y wp7개국)은 나머지 l2개의 cscE참가국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러나 협상자체는 23개

국이 독림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아직 논쟁이 르게 남인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터키를 감축지역내에 포함시키는 문제로서t 터키의 지리적 위치때

문에> 터키 당국은 중동지역의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병력을 이 감축규

정에서 제외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들때?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로 동시에 사용가눙한 무기의 처리에 관한

문제이다. 전투 비행기와 야포에서와 같은 대부분의 공격용 무기들은 재

래식할두나 핵탄두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NA T o측에서는 핵탄두의 사 /

용이 가눙한 무기의 감축은 피하고 w p측이 우위를 인정하고 있는 탱크

분야에서 우선 감축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다. 오직 핵무기로 간주될

수 있는 핵무기나 핵탄두에 관한 협상에 연루되지 않기 위하여? N A T o

측은 이중기눙을 가진 무기에 대하여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반

하여 w p측은 이러한 무기의 명단을 제시해 주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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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와의 연관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料ATo측은 가능한한 이와의 연계가 약하기를 바란다. 이는 유럽의 비

동맹 혹은 중림국가들의 향이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졌흘때 NAT0()1]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wp국가들과 비

둥맹국가들은 그들의 참여가 NATo국가들을 협정으로 이끌고 이를 가눙

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구

x . 결어

이와 같이 협상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관계의 획기적인 호전과 동부유럽의 가히 혁명적인 변화는

l989년 후반기에 있어 cFE협상의 성공 가눙성을 크게하고 있다. 이러한

박관적 견해는 지난 년말의 고르바초프의 o방적 감축안이나> 지난 5월

부시 미대통령의 브라벨 제안에 의하여 됫받침되고 있다.

유럽 재래식 무기 협상(cFE)은 지난 첫 및달동안에 기대 이상의 접근

을 가져와 소련 지상군의 대량감축이 가눙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2?

3년이내에 이것이 이루어 질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협상에 대한 피기는 핵무기 연관한 동서간 및

N A T o내의 논란이나? 고르바초프의 경질 이 될 수 있으나 cF E가 진행되

는 범위나 속도를 볼때 전망은 밝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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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축 제안

박 상 섭

(서울대학교)

I . 머 .릿 말

현재 남북한 관계는 분명히 하나의 파라독스적 상찰을 드러내고 있다.

.5 분단된 조국과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염원은 남북한을 막 .

.른하고 대단히 높은 반면에 군사적 대결에서 연유하는 긴장상태도 그러한

통일 열기에 .못지 않게 고조되어 었다. 통일염원의 열기가 높다는 것은

남북한을 막른하고 남북관계에 관해 남북한 당국들이 발표하는 각종 성명

과 발표문에 잘 나타나 있다. 한편 군사적 긴장상태는 한반도에 있어서

의 군사화 정도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l)

통일방안에 관해 남북한 어느 쪽도 무력에 의한 통일을 원하지 않은다

고 계속 천명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반도에 배치되고 있는 대단히

높은 정도의 군비는 설명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굳이 설명하자면

..
그리한 고도의 군사적 준비상태는t 남북한의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통일에

있어서의 무력불사용의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서로 상대편의 의.

지표명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 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상호불신이 지속적인 군사적긴장의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군사적 긴장은 다시 상호불신의 새로운 원천이 되고있는 악순환이 남북관

계의 기본려 특징으로 되고 있다. .만일에 남북한의 관계가 평화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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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로 발전하고 이것이 다시 통일의 밑바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 그러한

악순환은 반드시 깨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남북한관계가 바람직하게

발전된다면 군비축소와 상호신뢰는 새로운 순환과정을 구축해야될 것이라.

이러한 논리의 백락에서 남북한간의 군비축소의 주장이 작금에 와서 남북

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이 둥장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 한반도에서의 군축논의는 하

나의 꿈과 같은 얘기로 취급되었다. 웨냐하면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

협은? 최소한 남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각증 형태로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 왔었던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군사적 위협자

세를 늦추지 않아온 북한이 동시에 군축에의 주장을 남달리 끈질기게 .주

장해왔다는 점은 남한의 입장에서 좋게는 아이러니칼한 것으로 나쁘게는

1
위선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었다. 한통계에 의하면 전쟁직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남한 또는 미국루을 상대로 제기해온 군축제안

의 회수는 2oo여회에 이른 것고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높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에 의해 주장되어온 군축에의 주장은 최소한 우리사회에서

지배적인 북한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적 선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러한 군축 또는 군비통제에의 주

. " 는군사적으로 위협적인 자신의 자세를 감추기 위한 분절으로만 여겨지

것이 현실이었다. 즉 지금까지 전혀 바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대

.1남혁명전략의 일환으로서만 이해되었다 출

\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북한의 군축 및 군비통제의 제안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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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라는 의견이 학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2) 및년전만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제출키 어려웠던 이러한 군축논의가 최근에 와서 우

리사회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하게 된 것은 북한으로부터 군축안이 .새

.로운 모습을 띠고 제시되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그동안 변화된 우리사회

의 정치환경에 따라 통일문제가 새를게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이 통일문제

와 관련되어 통일의 전제조건의 하나로 군축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

다는 여른이 급증하 기 때문이다 를

이러한 여른은 부분적으로는 과거 우리정부가 북한정보에 관해 취해온

'비.교적 폐쇄적 자세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제한적 북한정보정책은 북한의 각종 정책과 입장에 대해 국민이 정부가

원하는대로의 일정한 지식과 상을 갖計 원한 정부의 의도와 관련된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일반 국민적 . .차원에서 형성되어온 북한상과

북한정책상은 보다 정확히는 정부에 의해서 주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물

른 정부에 의해 주조된 북한지식이 근본적으로 왜곡된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과거의 정권들이 자신들의 존재이유틀 북한의 군사위협의 상존

에서 찾는 경우가 많았기 ?문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군사위협을 제기하는

국가로 비쳐질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 여겨진다. 따라서 실제 북한상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그러했을 개연성에 대

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제약이 상당부분 제거된 현시점의 우리사회에서는 과거에

있었다고 믿어지는 각종 제약에 대한 반발로 인해 기왕의 지배적 북한상

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북한상이 제시되고 있다. 진실된 의미에서의 r객관

적J 북한상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확실히 언급되기 어려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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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러한 반발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이해는 때로는 과거의 정

부정책과는 정반대의 할향에서 과장되기도 하 다. 그 극단적인 경우로

우리는> 극히 일부에 제한된 양상이기는 하지만, 대학가에서 어느정도 호

응을 얻고 있는 주체사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른 이러한 반응은 하나의 극단적 예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극단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으나 군축문제틀 위시하여 통일문제에 관련된 북한의

주장극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봐야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l945년의 분단이후 지속적 긴장상태를 이루어 온 남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의도에 대한 부정확한 판단이 극단적인 경우 파국적

상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계심은 단순히 과장이거나 진실의 페곡으로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여겨진다. 더우기 남북한 관계와 같

이 고도의 군사적 긴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관계에 있어서 한국가의 정책

은 상대의 자세 여하에 따라 항상 유동적출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면 어떤 고정된 북한의 자세를 .상정해놓고 이에 맞춰 우리의 고정된 정

책을 구상한다는 것은 어리면 약간 무리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학계의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는 북한의 군축제안

.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 단순히 위에서 언급된 r반

발적J 자세와는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이러한

논의중의 하나로 북한이 려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북한의 군

축제안을 보아야한다는 주장이 있다.3) 이러한 논의는 그 나름대로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으나 문제는 그러한 주장이 제시하는 논거인 북한의 경

제적 난국이 북한당국에 의해 심각히 인식되기 필씬 이전부터 북한은 최

근에 제안되고 있는 바와 거의 동일한 군축안을 전쟁직후부터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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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넣는다면 그러한 경제적 난국과 군축안

을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의 논거는 상당히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를

바로 이러한 까할에 전쟁직후부터 북한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한반도

에서의 군비축소안을 최소한 바깥에 드러난 모습 그대로 검?하고 #러한

제안들 속에서 드러나는 일관성 또는 변화를 파.악하고 그러한 일관성 또

는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검토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함에 있어

선행되는 일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아래에서 북한이 그콘

안 남한 또는 미국을 상대로 제기해온 군사관련 주장 또는 제안들을 검

s하고자 한다. 이것을 검토함에 있어 북한의 태도에 어떤 변화틀 미쳤

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몇개의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r군축제안사J

으년을 3기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

II . 군사문제에 관한 북한의 대남 제안내용의 림토 :7 .4공동성명 이전

까지4)

(..
북한의 대남 군사문제 제안은 북한이 공식으로 국가수립을 선포한 l 9 4 8

9월 l일 이전부터 있어왔다. 그 내용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주

로 미군의 한반도 철수에 관한 것이었고 그 저의는 한국전쟁의 발발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미군철수의 주장은 전쟁기간 동안에는 잠

시 중단되었다가 휴전협정이 체결된 직후부터 재개되었다. 이 주장은 l 9 5 3

년 8월 5일 조선 노동당 제6차 전원회의에서 휴전협정에 관해 김일성이

보고하던 과정에서 제기된 것인데 특히 김일성은 r한미상호조약J의 체결을

비난하면서 미군과 기타 연합국 군대의 철수를 주장하었다. 이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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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을 상대로 한 제의라기 보다는 국내정치용 주장이었다. 따라서 61

주장은 한반도 내의 군축 또는 군비통제와 관련된 제안은 아니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축에 관해 최초로 행출 제안은 l954

..
면 5월에서 6월 사이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회의에서 북한 대표로 참석

했던 fr9상의 일련의 연설을 통해 이루어졌었다. 남일에 의해 제출된

제안의 내용중 군축에 관한 조항은 다음의 두가지 조목으로 요약된다.

첫째> 가눙한 짧은 기간내에 비례의 원칙에 의해 분기별로 한반도 전

체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 할 것찰

둘패> i년 기한내로 남북한의 병력을 각각 lo만명 이내로 축소할 것출

이러한 군축관계의. 주장은 i955년 3월 ii일 북한의 . r최고인민회의J 제l

기 9차회의 선언문을 통하여 반복되었던 바 .한반도에서 조속한 기간내의

외국군대 철수 출 남북한 군대의 lo만으로의 축소가 제안되었고? 이외에

핵무기의 금지 및 기타 전반적 군비축소가 주장되었다. 한편 같은 해 6

월에 개최된 r세계평화대회J에 북찰 대표로 참석했던 박정애는 23일 대표

연설을 통해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남한에서의 군비확장의 중지 및 한 출

미군사조약의 페기등을 요구하 다.

동일한 내용의 군축안과 미군철수론이 l9弱년 8월 l4일에 발표된 해방

lo주년 기념사 속에서 김일성 자신에 의해 제시되었다. 김일성의 미군철

수 주장은 군축안이라는 백락보다는 한국의 r자주적 통일J이라는 맥락 속

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조선의 통일

문제는 조선사람 자체에 의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하고 남북조선 인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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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 조선문제를 토의하며 자기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치초하여 민주주

의적 통일정부를 수렴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염원이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길입니다.

한편? 김일성은 이 기념사. 속에서 한국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 아

시아 국가들 및 유관 국가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데 동시에 남북한당

국 대표자회의 소집을 제안하 다. 그는 남북한 당국 대표자 회의를 통

해 r남북간에 존재하는 불신임과 긴장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호상 상대

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무력행사도 하지 않고 조선의 통일문제를 오직 평

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의무를 질데 대하여 조선인민과 전세계인민들 앞에

선포J할 것을 주장하 다. 그러나 홍미롭게 유의할 점은 남북한간의 불신

임을 줄이기 ? 한 당국대표자 회의의 .소집을 얘기하면서 남한 정부에 대

해서는 r미제국주의자들의 주구 리승만 도당J이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

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r인민들의 군사비 부담의 경감과 비생산

노력의 평화적 건설에의 전웅J을 위해 남북한 군대를 최소한으로 축소

할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 다.

이 시기에 있어 북한의 군축관계 제안은 미국의 원조를 바찰으로 하는

1남한의 군비재건 노력에 대한 비만과 그 중지의 요구를 주요 표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 중의 대표적인 것은 l956년 4월 28일

북한 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채택된 정화적 통일을 위한 선언문에서 발

견된다. 이 선언문을 통해 북한은 남한대로의 미국의 군사물자 도입을

중지할 것> 남한정부의 군비확장을 중지할 것? 그리고 미국과 남한이 군

사접촉선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도발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 다. 이

외에도 동 선언문에서는 남북한 정권당국간의 무력불사용 선포t 군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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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축소t 외국군대의 철수t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 및 새로운 군사

동템의 금지등과 같은 동일한 제의가 반복되었다.

북한정부는 l956년 5월 3l일 인민군 병력 축소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

는데 여기에서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무력불행사를 선언하 다. 그리고

l956년 8월 3l일까지 병력 8만명을 축소하며 군사장비의 축소와 해당 군

사비의 민간경제로의 轉用을 발표하 다. 이 해 ll월 7일 북한의 최고인

.민회의는 남한 5 회 및 기타 사회인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고 여기

에서 5월 3l일의 성명에서 발표된 시책을 찬양하면서 처음으로 군비축소

문제의 토의를 위한 남북한 당국자회랄의 개최의 용의를 밝혔다 를

l957년 9월 2o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l차회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김일성은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강조하고 남한이 미

국이 원자 기지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 다. 이와

함께 그는 남북한 병력의 lo만 또는 그 이학로 축소할 것을 재차 제의

한다고 하 다.

북한정부는 l958년 2월 5일 성명을 발표인여 통일에 관한 북한의 입장

을 밝했는데 군사문제에 관해서는 미군철수를 계속 주장하면서 l956년에

발표한 인민군 8만명의 감축계획이 실행되었음을 공표했다. 이와 아울러

남북한 군대의 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할 것을 다시 주장하 다 찰

l958면 9월 8일T 북한의 국가창립의 lo주년을 맞아 발표된 김일성의

기념사에서는 군축에 관한 특별한 제의는 없었으나 미군의 즉각 철수의

주장이 강도높게 반복되고 있다. 이 미군철수의 주장에는 핵무기 철수에

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미군과 핵무기 철수의 주장은 군비

축소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단지 r남조선 인민들의 모든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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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불행의 화근J으로서의 r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강점J을 증식해야 한

다는 맥락 속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군축문제에. 대한 비교적 종합적 제안은 1959\1 10월 26일 북한 최초인

민회의 제2기 6차회의의 석상에서 남일 부수상이 행한 보고 연설..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남일은 정화적 통힐의 딸성을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에서의 정화의 공고화가 요청됨을 지적하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써

우선 남북한의 병력을 최소한도로 줄여 r인민의 부담과 비생4적 지출을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써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인민생활을 향상 시킬 것J

.9 강조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남일은 한미상호할위조약과 군사 및 경

제원조에 관한 한미 양국 의정서의 조인을 비난하고 있다. 이 비난은

미국의 철수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자는데 미군철수가 필요한 것은 미국의

남한에 대한 r원자기지화 정책이 조선에서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극동

과 세계평화를 엄중하게 위협하기J 때문이라고 주장되었다. 또한 r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 큰 장애

물이기J 때문에 미군의 즉시 철퇴가 필요한 것으로 주장되었다. 남일은

이 연설 속에서 한반도에서의 정화달성의 방안으로서 그동안 이미 여러번

주장되었던 남북한 군대의 lo만 이내 감축안을 다시 주장하 다. 남일의

보고가 있은 다음날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회의원과 국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고 여기에서 다시 남북한 군대의 lo만명 이내 감축안을 ;D

안하었다.

해방 l5주년이 되는 l96o년의 8 .i5를 경축하는 기념사를 통해 김일성
~ t t t t - . ..._.. .

은 남북한 연방제를 제안하는데 이와 아울러 남북한 병력의 lo만이내 감

축안을 다시 제안하고 있다. 이 연설에서도 김일성은 남한경제의 r피폐상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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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국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따라서 미군의 .즉시 철퇴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군의 즉시 철수와 남북한 병력의 lo만 이내 감축안은 이해

犯월 lo일 북한이 r유엔 한국통일 부흥 위원단J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반박하기 위해 발표한 정부 r비망록J에서, 그리고 ll월 i9일

최고인민호의 제27기 8차회의에서 최용건이 행한 보고에서 그대로 반복되

고 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ll월 22일 대한민국 국회) 제정당 및 사

회단체에게 보내는 편지는 채택하 는데 여기에서도 미군의 철수가 반복

주장되 었다.

앞에서도 지적하 듯이 미군의 철수는 대체로 군축이라는. 택락보다는 평

.... 화통일의 장애물로서의 주한미군의 축출을 의미하는 바가 큰데 이러한 반

1 미적 사상의 고취와 함께 이루어지는 미군 즉시 철수안은 l962년 6월 2 l

1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ll차대회에서 최용건이 행한 보고 연설에서 종합

1 되고 있다. r남조선에서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전

개할 데 대하여J라는 제목이 붙은 이 연설 속에서 최용건은 해방이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래 발생하 던 각증 r만행적J 사례들을 길게 나

열하면서 미국의 축출을 포함한 전민족적 r반미구국투쟁J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최용건은 그동안 북한이 제의하 던 남북간

의 무력 불행상 관한 협약의 체결을 디씨 주장하고 있고 또한 미준의

철수를 전제로 하는 남북한 병력의 lo만 이내 감축안을 반복하고 있다.

같은 날자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남한의 사

회정치 활동가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여 최용건의 보고서와 같은 내

용의 긴장완화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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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l96o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남북한 군사문제에 관한 북한의

1 제의는 (l) 미군철수 (2) 남북한 군대의 io만 이내로의 감축 (3) 상호
1
| 무력 불행사를 약속하는 (평화)협정의 체결로 압축되어 갔음을 알 수 .있

.4는데 이세가지 사항은 l962-U 10H 23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l차회의 에

서 김일성이 행한 연설> l963년 9월 8U F9 .9절J i5주년을 맞아 행한

최용건의 보고, 그리고 l963년 최고인민회의의 淸팀천원회i 조국전선 중앙

위원회?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공동 연석회의에서 채택된 대남'편지(1963.

12. 10)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미군철수에 관한 주장은 남북한 관계에 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거의 예외없이 반복된 사항이다. 즉 l962년 가을 r유엔 한

국 통일 부출위원단J(UNCURK)이 l7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제i2차 r연

례보고서J를 반박하는 북한당국의 r정부 비망록JC1962. 11. 24), l963년도

r유엔 한국 통일 부흥위원단J의 l3차 연례보고서와 관련한 .r비망록J(1963.

11. 22), 1963년 l2월 l5일 북한외무성 대변인의 성명? i964년 i2월 4일

조국평화 통일 위원회 성명에서도 민족 자주통일의 장애물로서 r미제J의

축출이 주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민족자주통일은 r남조선 혁명J

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점은 당시 북한에서 발표된 각증 연설과 선언

문등에서 아무런 숨김없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으며 l965년 4월 인도네시

아를 방문한 김일성이 현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營

미군철수에 대한 주장은 l964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남북한 관계에

관한 모든 언급에서 항시적 주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l969년 가을

1
제24차 유엔 총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북한이 발표한 정부비망록(10. 8)에

서는 그동찬 몇년간 언급이 중단되었던 남북한간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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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철수틀 조건으로 하는 남북한 병력 lo만 이내 감축안이 다시 나타났다.

이점은 다음해인 t970년도 25차 유엔 총회 개최에 즈음한 북한의 정부비

방록에서, 피대로 반복되었긴.

i9理년 4월 i2일 최고인민회의 친471 5차희의에서 북한의 외무상 허담

은 보고연설을 통해 평화통일 8개항목을 .발표하理는치 미중 1,2,3항이 군

사문제에 찰찰 것이識출. l항에서,근 찰한차기. 미.군의 관.전철수가 요구되.었

고? 2항에서는 미군 철수후 남를한 병력의 lo만 이내 람축만리>, 3항에서

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알조약의 폐기가 주장되었다. 이점은 다음찰4.l3)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r대남 호소문J에서 그대로 반복되었고t l97l년 가

을부터 i972년 봄에 이르기까지 김일성이 외국신문들(일본 조일신문 :9.25/

io.8 ;일본 독매신문 : 1972. 1. 10 ;미국 뉴욕 타임스 :1972. 5. 26)과 가

진 회견에서도 반복되었다. l972년 6월 2l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 기자와

., 회견에서 김일』은 조금 더 구체적 제안G 제시하 는데) 즉 비무장지대

1 내의 찰방 군사인원의 철수, 동즉대내의 쌍방 군사시설의 철수? 남북 병
1

.. 력의 l5만 내지 2o만으로의 감축(미군철수의 조건 없이)t 평화협정의 체

\ 결? 미군철수 조건하 병력의 lo만 이내 감축둥이 언급되었다.

III. 군사문제에 관한 북한의 대남 제안내용의 검토 :7 .4공동성명에서

1979년까지

> .

...'
l972년 남북한간의 평화통일을 위한 7 .4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있어

서도 군사문제> 즉 군비통제 내지는 감축에 관한 제의의 내용은 크게

\,바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선 7 .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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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중 첫해인 외세의존 또는 외세간섭의 배제 조항과 두번째의 무력불행

사(평화통일)의 조항은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군비축소안의 내용이 그대

로 반 된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7 .4공동선언을 계기로 북한이 주장이

바뀌었다고 봐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출

7 .4공동성명 이후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한 공식적 군비축소에 관한

...
제의는 l973년 3월 l5일 남북조절위원회 본회의 .Jl2차 회의에서의 박성철

의 기조발언을 통해 이루어졌다. 박성철의 주장은 남북한간 천장상태와

1 군사적 대치상태의 완화를 위한 5개항목으로 이루어졌는데 (l) 남북한간의
. L l t - _ _ _ r ~ . . _ .

. . - .

t . f . t ..t tL .t f fr ..7... ..f ..l..f.

f .군비경쟁 및 무력증강의 중지> (2) 미군철수> (3) r북한군대의 lo만이 내

1

: 감축, (4) 외국으로부터의 무기,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중단 그리고

1

! (5) 평화협정 .체결이 그것들이다. -

이것과 동일한 내용은 같은해 4월 5일 북한 최고인민위원회의 제5기 2

차회의에서는 김일 총리의 보고에서 반복되었는데 김일은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경우 북한의 군대를 2o만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제의를

추가하었다. 한편 동 최고인민회의는 4월 6일 세계각국의 국회와 정부에

보내는 편지를 채텍하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은 3월 犯일자 박성철의 제

안내용과 동일한 것이었다. 같은 날자 동 최고인민회의는 미국의회에 보

내는 편지도 따로 채택하 는데 그 내용은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의 중지)

남한 내에서의 미군군비확장의 중지 및 전쟁연습의 중지에 관한 것이었다 를

이러한 히군의 철수? 군비증강의 중지> 무기반입의 중지에 관한 주장은 4

월 l6일 캄보디아의 시하누크공의 환 대회 석상에서 김일성 자신에 의해

다시 주장되 었다 찰

이러한 간장완화를 위한 5개항의 제안은 이후로 북한의 한반도 군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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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방침으로 고착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같은해 6월 23일 체코의

후사크의 북한방문을 환 하는 자리에서 김일성은 다시 이 5개항을 주장

했고t r9 .9절J 25주년을 기념하는 김일의 보고연설에서도 상기 5개항의

반복 주장되었다. 또한 이 해 9월 23일 유엔 총회에 즈음하여 북한이

발표한 비망록에서도 북한은 미군철수를 주장하 고 만일 이 조건이 충족

되면 북한군대의 2o만 이내의 감축 용의가 있음을 발표하 다.

i974년 3월 25일 외교부장 허담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의
= 二 7 = = .

.. 보고를 통해 지금까지의 대남 군축제안과는 약간 다른 제안을 제시하 는

데 이 보고에서는 남한을 상대로 하지않고 미국을 상대로 하여 조.미
f / . . l ∼ t . a . y A . . l . l .

a...L... tt. .4.t..... .. . ...ㄱ4.~∼

. 평화협긴을 제안하 다. 그 내웅은 (l) 상호불가침의 서약을 통한 무력충

돌의 위험성 제거? (2) 무력증강 및 군비경쟁의 중단> 군비의 반입중단t

. (3) 유엔군의 해체 및 외국군대의 철수> (4) 외국군대에의한 한반도의

군사기지화 방지 둥이었는데 이것의 협상을 위해 지금까지의 군사정전위원 .

회보다 높은 급의 회의의 개최를 주장하 다. 같은 해 ll월 8일 외교부

장 허담은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에서의 보고를 통해 남북한 군사 당국자

찰무회담을 개최하 는데 그 주요 목적은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있어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밝했다. 그 내용은 무력불행사의 상호보장> 기존의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

할 남북공동군사위원회의 구성등으로 되었다. 상기 3월의 조 .미 평화협정

의 제의와 ll월의 남북한군사당국자찰무회담에 관한 제의는 한데 톨어져

ll월 25일 29차 유엔총회에서 외교부 부부장 이종목의 연설을 통해 다시

제의되기L 하 다.

이후로 지속된 군축문제에 관련된 북한의 제의는 일색으로 미군철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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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에 관한 것이었던바 l975년 7 .4공동성명 3주년

을 맞아 발표된 김 주의 성명? 같은해 9월 ll일 프랑스의 L a Nouvell-

e Critique지의 질문에 대한 김일성의 랄변? lo월 9일 노동당 창건 3o

주년 기념대회에서의 김일성의. 연설? lo월 27일 3o차 유엔총회에서의. 외

교부부장 .이종목의 연설둥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다. 다만 상기 노동

당 창건대회에서의 김일성의 주장에는 남북한 군대의 lo만 이내 감축 주

장과 아울러 주한 미군의 철수후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및할 조치

를 강구하자는 색다른 주장이 나오기도 하 다 營

. .

99.년에 들어서부터 북한의 주장에는 핵무기의 철수라는 새로운 잇슈가
t t u t % t r f f . f..t....r.. l .∼

추가되게 된다. 예켠대 l976년 8월 l7일에 개최된 제5차 비동맹국가 정

상회담에서의 박및철의 연설에서 핵무기좌 철수 문제가 정식 둥장하게 되

고 l977년 l월 25일에 정당 및 사회단체의 연석회의의 개최f 주장하는

대남 편지에서도 기왕의 군축안과 아울러 남한에서의 핵무기 및 핵기지의

철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핵무기 철f에 관한 주장4 이후로 계속

된 북한의 군사관계 주장에서 당분간 일관되어 나타난다. 예컨대 l977년

2월 7일 인민군 창설 27주년을 찰아 행한 인민군 부참모장 김익현의 보

고연설t 같은 해 7월 3일 일본 N H K와의 최견에서의 김일성의 발언> r9 .

9절J 29주년에 즈음한 박성철의 보고) l978년 2월 l일자의 북한정부의

비방록 ' 3월 l일, 3 . l절 5o주년 기념식에서의 허정숙의 보고> 4월 25일

인민군 창설 46주년에 즈음한 총정치국장 서철의 보고t 5월 7일 화국봉

의 환 식에서의 김일성의 연설 등둥에서 미군의 철수와 핵무기의 철거가

반복 주장되었다. 이외에도 같은 주장이 반복된 사례를 보면> l978년 6월

26일 북한 외교부의 비망록> r9 .9절J 3o주년 기념식상에서의 김일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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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ii월 9일 외교부의 성명? l979년 l월 23일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의 성명) 같은해 4월 24일 인민군 창건 47주년 기념대회에서의 서철의

보고* 7월 22일 조선중앙통신사성명, 9월 6일 비동맹 정상회의에서의 총리

이종옥의 연설둥을 들 수 있다. 한편 상기 중앙통신사의 성명과 이종옥

의 연설에서는 조 .미 평화회담의 개최가 다시 제의되었다 聾

린. 군축에 관한 북한의 198o년대의 제의의 내용

l97o년대는 남한에서의 유신체제의 종막과 함께 마감을 지었다. 이와함

께 찾아온 남한내의 민주화 분위기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북한은

l'느동신문J의 사설(ii월 9일)을 통해 남북한간의 r합작, 단결, 통일J의 가

눙성을 부각시키고 7 .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r자주(외세 배격)f 평화통일 f

민족대단결J의 3대원칙을 재천명諒 다. 이러한 유화적 제스쳐는 l98o년 l

월 l2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위원장 김일과 총리 이종옥의 이름

으 로 된 신현확 국무총리와 기타 지도급 사회인사 총 l2명에게 편지를

보내 통일을 위한 공동노력의 호소로 이어천다.

그피나 5월 2l일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북한의 태도는 급변하여 5월 2 3

일 북한의 중앙통신사가 발표한 성명에서는 계엄 당국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적 태도를 드러내었다. 7 .4공동성명 8주년을 맞는 7월 4일 r노동신

문J은 사설에서 예의 조국통일 3원칙을 재천명하면서 l973년 6월 23일의

선언 이래 남한의 통일방안 중의 하나 던 유엔 동시 가입안에 대해

r두개 조선의 조작 책동J이라는 비난을 반복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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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된 분위기를 바탕으로 하면서 l98o년 lo월 lo일 김일성은

노동당 제6차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고려연방제를 기본으로 하는 북

한의 통일정책을 제시하고 이 테두리 안에서) 즉 r고려민주공화국J의 .lo

대. 시정방d의. 7긴Q... 항목으5서 -골축방안도 말하고 있다.8) 김일성를 o1

군축방안의 제시에 앞서 우선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점은 반

小 드시 고조된 긴장완화라는 차원에서만 언급되는 것은 아니고 r미군은 남

한의 파쇼정권에 대한 보호자로 평화통일의 선결조건인 남한의 ' 민주화의

장애요소이기 때문에J 철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축문제는 연방으로 구성된 r고려민주연방공화국J을 보위할 연합군의 조

직이라는 관점에서 언급되는데 이 연합군을 구성할 남북한 군대는 우선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각. lo만에서 l5만의 규모로 줄여야 한

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축소된 령력을 갖는 남북한의 군대로 조직된

r민족연합군J은 남과 북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통일국가의 민족 군대로

서 연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조국 보위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이외에도 그는 군사분계선의 제거>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

사시설 제거> 민간 군사조직의 해산f 민간 군사훈련의 금지, 남북한의 타

국과 맺고 있는 군사조약의 폐기>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등에 대해서 언급

하 는데 이것들은 평화구축을 위한 군축안이라기보다는 남북한이 먼저 연

방으로 합쳐졌을 때 이룩할 사항으로 제시되었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출

김일성의 이 l98o년 lo월 lo일의 제안내용들은 그 뒤에 여릴의 상황

속에서 몇개씩 다시 언급되고 있다. 이중에서 특히 주목할 수 있는 일

은 i98i년 3월 i6일 북한의 노동당이 일본의 사회당과 함께 r동북아지역

비핵 .평화지대 창설에 관한 공동선언J을 작성? 발표한 일이다. 이것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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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라기보다는 선전의 목적이 분명한 성명이지만 여기에서는 동북아 지역

에서 핵무기와 생화확무기를 개발, 시험t 생산, 소유, 운반, 저장, 반입r

사용둥을 일체 금지한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외에도

외국의 군사기지와 군대의 철거를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 다.

같은해 io월 lo일) 김일성에 의해 고려연방제안이 제의된 만 l년을 맞 딘

아 부총리 정준기는 보고연설을 통해 다시 조 .미평화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의 개최와 남한에서의 미군철수를 요구하 고 이 두가지는 l2월 l8일

유고슬라비아 타뉴그 통신사 대표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김일성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다.

l98l년 6월 9일 r노동신문J에는 한미연합작전훈련을 비난하고 이의 중지

를 즉시 중단하라는 김정규의 이름으로 게재된 논설문이 발표되었는데 이

.점은 l982년 l월 9일자 북한 외교부의 대o인 성명을 통해 다시 나타났

다. 이와 함께 이시기 이후에 나타난 북한의 성명에는 미군철수t 핵무기

철수, 합동군사훈련의 중지둥 미군의 존재와 관련된 문제들이 중심주제를

이루었다. 예컨대 같은해 4월 7일의 외교부 성명> 6월 3일의 비동맹국가

외상회의 때의 허담의 연설) 6월 22일 반미공동투쟁월간 사회단체 공동성

명> 9월 l6일 김일성의 중공방문 환 연회 연설? 고려연방제 제안 2주년

시의 정준기 부총리의 보고) l983년 l월 l8일 .정당y 사회단체 연석회의

성명t 2월 3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 3월 l2일 제7차 비동템국가 정상회

의시 부주석 박성철의 연설* 6월 23일의 .북한정부의 성명> 7월 27일 6 .

25전쟁 3o주년 기념대회시 인민무력부 부부장 백학림의 보고? ll월 5일의

외교부 성명) ll월 l6일의 외교부 성명둥이 그러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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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984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은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을 계속해서
- ; 二二 r _

1
제의하고 있다. 즉 l월 lo일의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

1 연합회의는 이 3자회담을 결정하 는데 이 결정은 미국 정부와 국화에
1

보내는 편지와 서울 당국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미국과 남한에 각린 전

t달되었다. .이 회담의 의제에는 북한과 미국사이의 평화협정과 남북한간의

1

불가침협정이 포함되었다. 북한과 미국사이의 협정에는 한국전쟁의 증결에

.대한 법적 공식 선포?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외국군대의 철수

t문제 둥이 포함되었다. 남북한 불가침선언 문제에는 상호 무력불행사 및

.남북한 군비축소 문제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미군철수, 평화협정의 체결둥에 관한 제의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되었는데 특히 눈아 띠는 것은 3월 7일 북한의 총리

강성산이 남한의 진의종 국무총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으로) 여기에서

북한은 남한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을 인수하고, 주한미군의 철

수 및 평화협정 및 불가침선언을 채택할 수 있는 전권을 이양받으라고

요구하 다.

o i985년의 신년사를 통해서도 김일성은 조.미평화협정과 남북한 불가침선

언을 골자로 하는 3자회담을 제의하 다. 또한 l월 l7일의 중앙통신사의

성명과 l월 l6일의 부총리 김환의 성명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난

하 다.

같은해 4월 9일 허담은 최고인민회의 제7기 4차회의에서의 보고를 통해

남북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하

다. 한편 같은찰 같은 내용의 제의가 최고인민회의의 이름으로 남한의

국회를 상대로 이루어졌는데 남북한은 각기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을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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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로 하는 적당한 수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판문점에서 모일 것을 제안하

고 있다. 이 남북 국회회담의 문제는 미군철수의 문제와 함께 4월 24일

인민군 창설 53주년 기념대회시 인민무력부장 오극열의 보7를 통해 반복

되었다.

한편 같은해 6월 9일 김일성은 일본의 월간지 r세계J지 편집국장의 질

문에 대답하면서 3자회담과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 l985년 전체에 걸쳐 이러한 주제들) 미군철수f 핵무기철를? ..평화협정

체결? 3자회담 개최t 남북불가침 선언의 문제둥이 반복되고 있다. 이 해

9월 能일에5"U ~U-2|3)담 제2f .직비접촉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합의사항의 의제를 (i) r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하여J (2)

r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를제에 대하여J의 두가지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면서도 발표되는 성명들은 여전히 미군철수의 문제를 계속

언급하 다.

이 해 lo월 l8일 박성철은 유.엔 4o주년 기념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보다 자세한 군축안을 제의하 는데 여기에는 (l) 한반도의 비핵지대t 평

화지대의 창설, (2)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비의 축소? (3)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t 저장과 배치? 사용의 일체 금지 및 완전철패, (4) 침략적

군사블럭의 해체, (5) 타국 토의 침략적 군사기지와 군대철수등이 포함

되었다.

l2월 6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 제43l차 본회의에서 북한측

대표 이태호는 한반도에서의 정세를 찰화하기 위하여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지를 요구하 다. 한편 8월에는 북한내의 2l개 정당 및 사회단체의 명

의로 미군과 핵무기의 철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 다. 이 미군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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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핵무기 철수문제는 l2월 24일 소련을 방문중이던 강성산에 의해

다시 주장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l986년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3자회담의

제의와 함께 다시 요구되었는데 5일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석상

에서 북한측 대표단장 전금철에 의해 반복되었다.

l986년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 북한의 제의와 주장은 미군철수? 핵무기

철거 및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중지라는 3가지로 압축되고 있고 그 빈

도 도 훨씬 잦아지고 있다. l월 ll일 북한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2

월 l일을 기하여 남북한의 상호 군사훈련을 중지할 것을 선포하자고 제

의하고 이 중지와 관련하여 미국 및 남한과 협상? 용의가 있음을 밝했

다. l월 2l일에는 당시 북한을 방문한 쉐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을 위한

환엉연회의 연설을 통해 외상 김 남은 남한에서의 미국의 핵무기 철수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하 다. 이와 같은 3가지의 기본적 주장은 1

월 2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2월 ll일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 3월

i2일 쿠바의 카스트로 환 식에서의 김일성의 연설, 4월 7일의 외교부

성명) 4월 i8일 비동맹국가 외상회의에서의 김 남의 연설> 4월 24일 인

민군 창건 54주년 기념대회에서의 참모부장 오극렬의 보고t 5월 4일 조

국광복회 창건 5o주년에 즈음한 박성철의 보고, 5월 8일의 외교부의 성

명, 5월 2o일 유고슬라비아 r오슬로보지에네J지 책임주필의 질문에 대한

김일성의 답변* 6월 9일 6 .lo만세사건 6o주년 기념보고회에서의 유호준의

보고둥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출

이해 6월 l7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자체의 보도를 통해 한국, 히

국 및 북한의 군사당국자회의의 개최를 제의하 다. 이 제의에서 북한은

이같은 글사당국자회담이 현시기 군사분야에서 긴장완화를 실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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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장 합리적 방도라 말하고 이 회담에서는 긴장상태와 대결상태를 완

화하는데 있어 가눙한 모든 군사적 대책들이 협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

하 다. 이 제의에서 북한은 말하기를 남한과 미국은 북한의 남침위협설

만 말하지 말고 회담장에 나와 자신과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

고 주장하 다. 이 보도와 함께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는 이기백 국방부장

관과 주한 유앤군 사령관 립시대장에게 이 삼자가 주체가 되는 군사당국
차

자회담을 정식 제의하는 편지를 보識다. 이 편지에서 제의된 회담의 주

계로는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의 중지 문제?. 병력과 군비의 축소문제? 정전

협정의 원안대로의 준수문제? .그리고 기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문제가 언급되었고 판문점에서 7월중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 다. = L

리고 6월 27일 판문점에서 3명정도의 실무대표들 사이의 예비접촉을 갖자

고 하 다.

6월 2o일 조선노동당과 중앙인민위원회는 연합회의를 개최한후 성명을

.. 발표하 는데 여기에서는 (l)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비핵지대?

평화지대의 창설> (2) 남한에서의 미군철수> (3) 남한에서의 핵무기를 위
1

시한 대량살상무기의 철거> (4) 남한에서의 미국의 핵전쟁 도발책동의 중

지 등을 요구하 다.

이 연합회의에서 제의된 비핵지대? 정화지대 설치에 관해 북한정부는 6

월 23일 성명을 내어 그 자세한 실천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첫째 북한은 핵무기를 시험> 생산? 저장> 반입하지 않고 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의 설치도 허용치 않을 것이며 또한 외국 핵무기의

토, 공> 해의 통과도 허용치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 다. 둘째 북한

의 위와 같은 정책에 따라 미국도 새로운 핵무기 반입을 중지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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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입된 모든 무기를 단계별로 감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철수하며 )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에 관련되는 모든 작전계획을 취소하라고 북한은

주장하 다. 세째로 위와 같은 한반도의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에 대찰

남한이나 미국이 협상을 제의한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때나 호응

할 것이라고 하 다.

이러한 핵무기 철거에 대한 주장은 7월 5일 조 .소조약체결 25주년 보

고대회와 7월 lo일 조 .중조약체결 25주년 보고대회에서의 강성산의 연설

을 통해 반복되었다.

7월 ll일 오진우는 남한 정부와 유엔군 사령부에 방송보도를 통한 편

지를 보내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당면 군사문제를 포찰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존의 군사정전위원회보다 급는가 높은 군사당국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이러한 군사당국자회할의 필요성과 핵무기 철거에 관한 주장

은 이후 및 개의 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 즉 7월 l6일의

조선중앙통신사 성명> 7월 2l일 조선전선 결성> 4o주년 기념보고회에서의

.유호준 서기국장의 보고? 그리고 8월 5일에 있은 김일성의 8 .6연설 l 5

주년 평양시 보고회에서의 평양시 인민위원장 서윤석의 보고들이 그것들이

ch.

8월 lo일> 남북한간에 있었던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그리고 국회회담의

예비접촉을 위해 구성된 3개 북한 대표단들은 합동 성명을 통해 북한은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남북 군사회담의 수락과 전쟁연습의

중단둥을 재차 요구하 다.

이해 l2월 3o일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8기 l차회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최근 몇년간 북한이 제의한 긴장환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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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우선 통일문제에 관한 북한의 3대원칙t 즉 자주> 평화통일 및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재천명한 다음 그동안 북한이 제의하 던 3자회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t 불가침선언? 군사호습의 상4중지f 군사당국

자회담T 한반도의 비핵지대화f 평화지대화둥에 대하여 남한과 미국이 외면

한 것을 비난하 다. 또한 미국이 남한을 핵기지화하고 핵전쟁의 준비를

위해 템 스피리트 합동 군사연습을 해마다 시행함으로써 한반도는 전쟁

전야와 같은 위험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경고하 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고 통일을 위한 돌확구를 여는 열쇠는 정치적

군사적 긴장상태를 환화하고 민족내부에 진정한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한 김일성은 이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우선 남북 고위급 정

친7피린담을 열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회담의 개최를 제의하 다. o1

회담에서는 당면한 정치적 해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을 협의할 뿐

아니라 r무력을 축소하고 군비경쟁을 중지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큰 규모의 콘사연습을 그만두는 문제와 같은 당면한

긴장환화조치들이 협의되어야 할 것J이라고 주장하 다. 또한 그는 r북남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이 쌍방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긴장완화의 새국면을

마련하며 전반적인 대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되리

라고 생각J한다고 이었다.

이러한 회의에서 토의할 문제로 3자회담을 통한 조 .미평화협정의 체결)

남북간의 불가침선언> 미군과 핵무기의 철수 둥을 말하는 김일성은 자주

적 평화통일을 위한 최상의 합리적 방안은 고려민주연방 공화국의 창설임

을 다시 강조하 다.

'.t 김일성에 의해 처음 제시된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제의에 따라

- l24 -



북한은 l987년 l월 ll일 정무원 총리 이근모와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의

이름으로 남한의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에게 편지를 전달하려했으나 남한

이 접수를 거부하자 방송을 통해 정치군사회담의 개최를 정식으로 제의하

다. 북한은 이 제의를 통해 본 회담을 위한 대표단은 부총리급을 단

장으로 하고 군총참모장을 부단장으로 하며 7~9명의 당국자들과 실무자로

구성하자고 하 다. 토의될 의제 중에서 군사문제는 무력의 축소) 군비경

쟁의 중단*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대규모 군사연습의 중지

둥이 될 것이라고 동 제의서는 찰히고 있다 출

같은 해 7월 l3일 북한은 .외교부의 성명을 통해 한반도에 비핵지대 f

평화지대의 창설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재천명하 다. 즉 남한에 미국.이

반입해 놓은 핵무기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드시 열핵무기전쟁으로 만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작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비핵지대t 평화지

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리한 것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북한은 아래와 같은 몇가지의 사항을 주장하 다. 첫째 미국은 남한대로

의 핵무기 반입을 중치하고 이미 반입된 것들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둘째 일본정부는 일본 토가 한반도를 상대로 하는 외국의 핵출격기

지? 중계기지? 보급기지로 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장되고 있다. 세째 모든

핵무기 소유국들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일

체의 군사행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네째는 남한당국에 대한 경고인데 즉

남한은 다른 나라의 핵무기와 운반수단,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

들을 철수할 것이며> 핵무기의 반입, 저장, 개발, 소유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출

f ~"d-.7

이 외교부 성명이 있은지 열흘 후인 7월 23일 북한은 군축문제에 관
< L 一 一 一 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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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식 성명을 발표하고 아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군축방안을 제시하

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한반도의 r정세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라도 조선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 세계적인 열핵잔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위험한 단계에 놓린J있기 때문에 r현 군사적 대치상태를 하루

속히 풀어나가야J할 것인데 이러한 대치상태는 r오직 완전한 군축을 실?

함으로써만 해소될 수 있다J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r긴장을 완화하고 평

화통일을 촉진시키는 데서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대규모적 단계적

무력 축감을 실현J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가 제안되

었다.

첫째? 남한과 북한은 l988년부터 l99l년까지 3단계에 걸쳐 무력을 축소

하며 l992년부터는 남북한 각기 lo만 이하의 병력을 유.지한다.

둘레? 남북한의 병력이 면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 따라 남한 주둔의

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남북한의 병력이. lo만 축소되면 미국은 남한

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을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철폐해야 한다.

세째? 남북한은 각기 자기측의 무력축소 정형을 상대측에 통지하고 세

계에 공표할 것이며 미국은 미군의 철수정형을 북한에 통지하고 세계에

공표한다. 그리고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남북한에서의 무력

축소정형과 미군철수정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을 단계별로 진행한다 찰

네제) 남북한의 병력축소 기간과 그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무력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정화지대

로 만들고 여기에 중립국 감시군을 주둔시킨다 출

다섯째y 위에서 언급된 제조치의 실행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한

및 미국의 회담에 현재의 중립국 감시국인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스위

- l 2 6 -



스 및 스웨린 대표들이 참가하는 다국적 군축협상을 l988년 3월 제네바

에서 진행한다.

~./
o1"l 함께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군비축소에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l987

면찰까지 인민군 lo만명을 일방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선언하 다 출

이해 ll월 l일 북한의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

일 위원회의 두개 단체는 연합좌를 개최한 후 r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

계각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J의 이름올 붙인 성명서를 발표하고 r민족

단합방안 5개항J을 제시하 다. 이중에서 다섯린째의 항에서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환화하기 위한 r긴급조치J로서 및가지 실

행방안을 제시하 다. 즉 24차 국제 을림픽이 개최되는 i988년부터 i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열리는 l989년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몇가지 잠정

조치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r전연치대에서 찰방무력의 철수? 대규모적 군사

연습의 중지t 지상과 해상의 접촉구역에서 상대방을 향한 총포사격의 무

조건 금지t 상대방에 대한 비방증상의 중지? 중림국 감시군에 의한 감시

조직? 찰방 군사당국자 사이의 직릉전화 개설J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이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r잠정조치는 북과 남 사이의 긴장상태

를 완화하고 호상신뢰를 도모하는 첫 시험이 될 것J이라고 주장되었는데

따라서 이 제안은 그동안의 군축 주장과 같은 텍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김일성은 l988년 신년사틀 통해 위에서 본바의 군축안과 r민족단결 5 7

방안J을 다시 언급하면서 남북한 당국자> 제정당 및 사적단체들의 대표자

들 그리고 기타 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남북연석회의의 피최를 요구하 다.

이 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으로서는 팀 스피리트 합동 군사연습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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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적 군사연습의 중지> 다국적 군축회담의 개최> 올림픽의 공동 개최f

상호 비방의 중지둥을 들었다.

한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회에 편지를 보내.남북 국회회담

의 조속한 개최를 제안하 다. 신년사에서. 김일성이 밝힌.남북연석회의가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가장 r합리적J 방안으로 생각되지만 문제해결이

절박하므로 이 연석회의가 열리기 전이라도 국회회담을 얼어 남북 불가침

선언의 문제를 토의하자고 주장하 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북한은 r남북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J의 초안을 보내왔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출

t x . f f l t t l f f f # l . f H 4 . . r f . / r /
. r . . . . . . . / . . . .

북남 국회 연석회의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

하며 나라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당국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과 절박성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출

북과 남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

으며 무력으로 상대방을 침해D지 않는다 를

북과 남은 나라의 환전한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북과 남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을 오직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외국의 침략이나 무장 간섭행위에 가담하

지 않으며 그것에 협조하지 않는다 출

북과 남 사이의 불가침 경계선은 l953년 7월 27일 조선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무력을 단계적으로 대폭 축소하며 그에 병행하여

조선반도의 지역 안에 주둔해 있는 외국군대와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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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북과 남은 현 비무장지대를 완충지대로 하고 활충지대 안에서 무장

충돌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그 담보틀 위측여 비무장지대에

줌릴국 감시군을 두도록 한다.

북남 불가침선언은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조약y 협정에

의하여 제약을 받지 않는다.

9월 8일 북한정권 수립 4o주년를 맞아 개최된 중앙경축보고m회에서 ;g

일성은 통일문제 전반에 관한 복한의 입장을 총찰하 다. 그는 우선 조

. 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r민족 네부에 그 어떤 계찰적 모순이나 제도상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J고 전제함으로써 남한에서 북한의 통

일정책과 대남.혁명정책을 연결해서 보는 점을 의식하는 듯한 자세를 보

다. 그러나 조국통일의 3원칙으로 제시된f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다시 강조하면서 고려연방제안의 입장을 재천명하었다. 이것은 남한의 공

존정책에 대하여 r두개의 조선 조작책동J으로 보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

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

그 는 남북한 상호간의 신뢰회복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달성을

위해 우선 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하고 남북한 사이

에는 불가침 선언이 채택되어야 끓며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한 다음 남북

간의 무력의 단계적 감축이 있어야 함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이 아직까지 체결되지 못한 것은 r남조선에

대한 지배를 구화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관련된J것으로 말하고 있다. r L

리고 남한측에 의해 계속 주장되어 온 최고당국자 간의 회담에 대해서는

이 회담이 두개의 한국을 속화끓는 목적이라면 필요없다고 잘라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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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만일 회랄이 있게 된다면 그자리에서는 불가천선언의 채택과 연방제

수립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 특히 이 연설문 속에서

김일성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남한 정권이 외세에 종속되諒다고 하는 점

인데 이러한 상태를 및어나야만 남한의 당국자는 조국의 골일문제를 독자

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눙을 가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남한

의 당국자들이 외세의존에서 린어나야 비로소 남북 최고위급회담이 진정한
斗

성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딸하고 있다.

0 ll월 l6일 북한의 정무원 이근모 총리는 남한의 이현재 국무총리에게
7 = 二 7 는 =

편지를 보내 ll월 7일에 개최된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t 최고인민위원회 f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f 정무원둥 3개 조직이 연합회의에서 r모든 현존

무력의 단계적인 축감과 남북 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

를 예견하는 포활적 정화방안J이 채택되었음을 알리고 이것을 송부한다는

내용을 알려왔다. 이 r포활적 평화방안J은 지금까지 제안된 평화달성 및

군축안 중에서 가장 자세한 내용을 갖는 것으로 주목할 충분한 가치를

포함한다고 여겨진다.

이 방안은 두개의 큰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째는 r조선반도의
j
f
i 공고한 정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 사이의

군축방안J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r북과 남 사이에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환화하기 위한 방안J에 관한 것이다.

E r a E 4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

수와 북남사이의 군축방안

가. 미료료출와一친피피딘....철는

첫째>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가져올 핵무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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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선적으로 철수한다. 핵무기의 철수는 l99o년말까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l단계 (l989년말까지)에서는 먼저 북위 35도 3o분 이북지역에서

배치된 핵무기틀 철수하며 2단계 (l99o년딸까지)에서는 그 이남지역의 핵무

기를 철수한다.

둘레) 미국은 남조선 주둔 미군병력을 철수한다. 미군병력의 철수는 l99l

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l단계 (l989년말까지)에서는 미군사령부

와 함께 지상군을 북위 35도 3o분 이남의 부산 .진해 계선으로 일단 철

수하며 2단계 (l99o년말까지)에서는 지상군의 전체를 남조선에서 찰전히 철

.수하며 3단계 (l99l년말까지)에서는 해.공군의 ?체를 .철수한다.

세깨) 미국은 미군무력을 철수하는 찰부터 남조선에 새로 무력을 투입

하거나 군사장인를 제공하지 않는다. -

네째) 미국은 남조선에서 철수하게 될 핵무기를 포함한 일체 무기와

전투기술 기재들을 남조선에 넘겨주지 않는다.

나. 북남무력의 단계적 축감

첫째> 북과 남은 서로 병력을 축감하는 방법으로 무력균형을 유지한다.

병력의 축감은 군사분계선 전연지대에 배치된 병력과 특수부대? 육전대병

력부대부터 먼저 하는 원칙에서 l99l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북과 남의 병력수는 각각 l989년발까지 4o만명 ? l99o년말까지 25만명 수

준으로 축감하여 l992년부터는 lo만명이하로 유지한다.

둘째> 북과 남은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를 단계별로 축감한다.

군사장비의 축감은 단계별 병력축감에 맞게 하되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비

롯한 특수무기는 l단계에서 완전히 폐기한다. 무력의 축감이 시작되는 때

로부터 외부로부터의 군사장비의 반입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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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북과 남은 무력축감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 안에 모든 민간군

사조직을 해체한다 출

다. 미츠료료편...필는와. 복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 . 를보핀一료.증

첫째) 미군무력의 철수정형에 대하여 미국은 북한측에 통지하고 북남무

력의 축감정형에 대하여 북과 남은 상대측에 각각 통지하며 호상 통지한

내용을 공개한다.

둘째?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권능을 확대하여 미군무력의

철수정형과 북남무력의 축감정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사업을 진행하게 한

다.

라. 북과 미국> 남조선 사이의.._?긴 s.淸. ,
~ .∼ f t ~ %# / . r / / # l

. . . ... . . . .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문제를 협의 해결하기 위하

여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회담이 마련되어야 한다를

첫제>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회담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의인민공화국과 미합

중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 회담을 진행한다. 3자 회담의 테두리 안에

서 조 .미t 북남 사이의 찰무회담도 할 수 있다.

둘째, 3자 회담에서는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검증문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권눙확대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중

립국 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이 폴스카) 체스코슬로벤스코> 스위스? 스웨리예

대표들을 방청으로 참가시킨다.

세패? 3자 회랄에서는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문제를 합의한

데 기초하여 그것을 조 .미 사이의 평화협정과 북남 사이의 불가침선언으

로 확인하고 고착시킨다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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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4N 남 사이에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환화하기 위한 방

안

가. 정치적 대?상태의 완화

첫째> 북과 남은 호상 비방중상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상대방에 .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않으며 상대방의 사상小 제도에 대한 피방중상을 중지한

다. 북과 남은 상대측 지역에 대한 게라살포와' 군사분계선 일대의 전연

방송을 중지한다.

둘째? 북과 남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정치행사를 중지

.한?. 상대방의 체계를 부정하는 법규들을 철폐한다. .

세째> 북과 남은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정당>

단체의 개별인친들의 찰무적 다무적 접촉과 자유로운 인사내황을 실현한다.

북과 남은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 이용하며 구품교류를 실현한4 북과

남은 교육과 과학기술> 문화예술? 보건>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3 L

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대결하거나 경쟁하지 않으며 공

동협력을 실현한다.

나. 군사적 대결상태의 . W ,

첫때> 북과 남은 찰방무력의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는 중림국 감독

위원회 성원국 군사인원들로 조직된 중립국 감시군을 배치한다.

들째> 북과 남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 군사연습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전후방에서 연합부대 이상의 군사훈련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규모

여하를 막른하고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 연습을 일체 중지한다.

세째>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지상과 해상 및 공중에서 무력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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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을 일으킬 수 있는 일체 군사행동을 중지한다.

네째? 북과 남은 우발적인 충들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쌍방 고위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개설한다.

다. 북남 사이의 고위급 7 f 군사회담
ctw#w#H. 777..rf l t . f f . / # . . . . ... lt. . ..# . 7 # . f 7 .7lf를

북남 사이의 당면한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북남 J L

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북남 고위급정치군사회담에는 실지 斗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권을 가진 쌍방의 고위급정치군사대표가 참

가한다. 북남 고위급정치군사회담의 데두리 안에서 고위급정치회담과 군사

회담을 따로 할 수 있다.

v . 맺 음 말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에 의해 그동안 제시된 군사문제에 대한 발언을

시간순위에 따라 살펴보고 이중에서 군비축소와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각증

주장 및 제안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이것을 위해 시기를 3개로

구분하여 보았는데 그 구분의 단락이 되는 사건은 비록 편의상 설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선택된 사건들은 남북한 관계의 진행에 중대한

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것은 l972년의 7 .4공동성명과 l979년의 유신체제의 종식이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간에 실제의 과정을 검토할 때 그러한 L

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될 정도로 실제 아무런 큰 변화가 없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3개시기로 나눈 것은 전혀 자의적인 것

이 되었고 단지 전적으로 편의상의 구분이 되어버렸다. 바꾸어 표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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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군비축소에 관한 북한의 주장과 제의는 지난 4o년의 기간동

안 큰 변화없이 상당한 정도로 일관된 모습을 띠고 꾸준히 이루어져 왔

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깥으로 나타난 군축에 관한 제의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면서

북한의 군축정책을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페냐하면

小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취한 여러가지 태도는

그들의 군축제안에서 나타나는 평화지향적 입장과는 상당한 거라를 보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를한의 제의를 어떤 설득력있는

논거없이 무조건 위선적인 것으로 돌리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태도는 아

널 것이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우리가 우선할 수 있는 일은 지난 4o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그들의 주장을 .그 바깥 모습에서나마 특성을 찾는

일일 것이4 .

우선 우리는 지난 4o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북한의 군축주장 속에서 일

관되게 나타나는 몇가지 기본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중 으뜸가는 사

항은 인?철수의 문제이다. 북한이 제시하는 미군철수의 명분은 미군이

기본적으로 외세를 대표하는 것이고 더우기 이 외세는 민족의 자주통일에

대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입장에서는 A5

미군철수의 요구가 복한의 남침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로서 밖

에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전쟁 직전에 었었던

피 미군의 철수가 곧바로 남침으로 이어졌턴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

3.:÷.;
남한당국의 입장에서 북한에 의한 미군철수의 요구를 단순히 0

신뢰회복을 위한 군비통제 또는 군축이라는 시각에서만 이해하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미군의 성격을 그들이 말하는 바

- l 3 5 -



i
남한의 r파쇼J정권에 대한 수호자로 규정함으로씨 군비축소라는 맥락에서

1
.:미군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

비군철수와 관련하여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문제는 핵무기z 철거문제이

th. 북한의 발언에서 핵무기의 문제가 공식으로 둥장하게 되는 것은 l976

년의 일인데 이것은 l974년 9월 미국 의회에서 한국내 핵무기 배치의

문제가 처음 공개적으로 토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되는 핵무기의 철거문제는 단

순한 철거의 주장으로 그치지 않고 l98o년대에 들어와서 전세계적으로 린

지고 있는 반핵운동과 관련지워 논의되고 있는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i98i년 3월 일본 사회당과 함께 작성f 발표한 r동북

아지역 비핵.평화지대 창설에 관한 공동선언J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위협의식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일이다. 즉 북한도 핵무기의 자체 개발의 욕구를 느됐을 것으로 이해된

다. 최근에 와서 보도되고 었는 핵연료 재처리 기술에 관한 보도는 이

러한 그들의 핵무기 개발 의욕을 나타내는 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핵무기 철거를 위한 교섭용 카드에 불과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정

으 로 동북아에서의 비핵지대 설치에 진실로 진지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지에 관해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군축문제에 있어서 순수히 남한당끓과만 관련되는 북한의 일관된

주장은 남북한 병력전 ..9만 이내 감군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이 제의는
t

미군의 철수 후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으므로 일단 현실성이 높은 제의로

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 lo만 이내로의. 감군의 주장은 최근에 와서

우리사회에서 비교적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제의이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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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전쟁 직후에 제출되었던 것이다. 미군철수의 문제가 조건으로 붙

어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격렬한 전쟁의 경험이 잊혀질 수 없는 남북

한 관계를 염두에 둘 때 그 진지성 여주에 대해 남한내에서 의심을 ?

는 것은 절대로 무리라고 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제시하는 군

축안 일반이 갖는 문제는 그 내용이 불충실한데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들이 지나칠 정도로 r진취적J인데서 발견된다. 이러한 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경우로 우리는 l98o년 lo월 김일성의 고려연방제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지적되었듯이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단순한 군축이나

군비통제가 아니라 아예 r남과 북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통일국가의

민족군대로서의 .민족를합?J을 제의하고 있는데 그 o1'8. 자체가 문제있는

것은아니지만 fi7 있는 군축제안으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비현실적

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61 1 보았듯이 북한쉐 의한 군축안의 제의는 l987년과 l988년에 들어와

!서는상당히 구체성을 지닌 형태로 바뀌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 그러나

z7 이전의 제안들은 구체성을 별로 지니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현실성은

잠시 차치해놓고 볼 때) 그 제안이 이루어진 연설문? 기념식사? 보고문f

환 연설 둥의 전체 문맥은 대체로 진지한 것이 아니었다. 대개는 남한

정부와 미군에 대한 격렬한 비난의 맥락에서 그러한 주장(제의라기 보다

는)들이 이투어졌었으므로 어떤 누구도 그러한 주장들을 진지하게 받아들

일 수가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군축제안의 번도 또는 회수에 대한 계

산은 의미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최근에 와서 제안되는 군축안들이

아직 현실성을 갖는 것은 안되더라도 상당히 진지해졌고 또한 구체적이

되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으나 과거 격렬한 비난과 함께 이루어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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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과연 어떻게 받아 들여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리 답하기가 쉬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과거의 군축제안이

북한의 대외정책 또는 군사전략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로서 ' 이루어겼다면

최근의 제안들도 역으로 추른하여 북한의 의도를 읽으려고 시도할 수 있

겠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를 찰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치.

북한&i 상당한 구도의 구체성을 가지면 제안하고 있는 군축제안에 대해

우리가 전면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小.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하든지간에 중요한 점은 북한의 군축제안의 의도 또는 성격을 올바로

파악하고 대처해야할 것이라는 점이다.5)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군축제안 자체의 내용보다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찾고

그 속에서 군축제안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남북한 관계출 성격과 북한의 대남정책의

성격이다. 남북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선 군사적 대결의 양상

이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가 단순히 재래적 군사대결의 맥락에서만 이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립되는 정치적 명분과 사회체제는 남북한의 서

로에 대해 취하는 정책과 접히 관련되어 .있는 점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대결의 성격을 단순히 군사적인 데에서만 찾는 일은

없는 일이다. 같은 백락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 불가침선언의 채택도

이것이 단순히 군사적인 맥락에서만 이해한다면 별로 를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린. 우려를 의식해서 북한은 제도와 이념의 초

월을 주장하지만 r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J과 r사회주의의 완전승리J는 아

직 북한의 입장에서는 불가분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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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혁명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이라는 점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실을 3 .

리한다면 남북한간의 신뢰회복과 평화정착에 필요한 대전제는 아직 마련되

어 있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은 무력통일의 의사가 없음을 누는

히 강조하고 있으나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큰 의미가 없는. 것으

로 여겨진다.

그러나 북한이 직접적 무력사용에 호소하는 대남정책을 포기하고 간접적

혁명전략을 추구한다고 할 때에도 남한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이유로

군축안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도 큰 설득력을 갖는 방책

스로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남한 정부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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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l) 한반도에서의 군비현황에 관한 보고가 보고기관에 따라서 약간의 괸차를

보이고 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단히 높은 군비가

남북한 양측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그러한 편차에 관계없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한 최근의 논문으로는 양성U [ U 로 ..르및

력과 동템체제J r사상과 정책J i989년 여t호 소재 참조. 남북한의 군비

현황이 세계전체에서 차f示는 위f에 대해서는 Dae-Sook Suh, "Domets-

tic Environment for Korean Unification", f국제정치논총J 27-1(1987),

pp. 201-2를 참조할 것출

주 2) 남북한간의 군비축소 또는 군비통제에 관한 학계의 공식논의가 처음있었던

것은 l986년의 일로 한국 국제정치학회 주최로 r동북아에 있어서의 군비

경쟁과 군비통제J의 대주제하에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었다. 그리고 l 9 8 9

년에 다시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하에 한반도의 군비통제문제가 공식 토 른

되었었다. 이 두개의 연구결과는 rUl]U1-&UJ 26-2천9則프5÷J친9L
에 실려있다. 이 두 기간동안 개별학자들에 의해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그 구체적 연구상황에 대해서는 윤정석, r남북한의

군축에 대한 기본입장과 군축안 비교J, z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제2차 학술

대획 r한반도 군축과 평화J .발표논문을 참조할 것燎

주 3) 예컨대 서진 , r북한의 경제개발과 국방비를제J 위의 고대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참조할 것를

주 4) 아래에서 보이는 각종 제안의 일시와 내웅들은 (l) 국토통일원 남북대화

사무국(편) r북한의 군사문제 제의 관련 자료J(1988) (2) 이한(괸), r북한

의 통일정책 변천사 :1945~1985년 주요 문건J (온누리, 1989) (3) 월간

r사회와 사상J(한길사) i989년 i월호에 게재된 r북한이 내놓은 .연방제통

일'과 '블가침선언'과 '군비축소'의 내용은 무엇인가J에 근거하 음을 밝혀둔

r).

주 5) 북한에 의해 제의되는 군축 또는 군비통제안은 단순히 남북한간의 군비경

쟁뿐 아니라 남북한이 포함되어 있는 미국과 소련진 간의 세계적 데결이

라는 차원에서 동시에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여러 사람에

의해 강조된 바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로서

는 하 선, r한반도 군비축소의 헌실적 모색J U -s-U oa) rfi-"i-E3a si-g-J

(법문사, 1989) 소재를 참조할 것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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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

림 창 수

(국방.연구원)

I . 서 론

1 . 문제제기

때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l96l년에 수f되어 동서냉전의 상징

.2. s . 남아있던 것이 동독정부의 획기적인 조치에 따라 28년만인 지난 ll

월 9일부터 ?족방문과 여행을 위해.사실상 무너지게 되었다. 그동안 양

독간에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많은 인적? 물적교류를 해왔고 INF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군비축소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교환해 랐으나f 이번

동독정부와 결정은 일반인들에게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물론 이린의 조치가 독일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타이밍과 향력에서 볼 때 제2차 세계대전 이? 동서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정표들 가운데 하나로 남게될 것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우리의 관심은 자연히 이와 같은 자유로운 왕래가 남북한간에 실현될

날이 언제 올 수 있느냐는 것일' 것이고f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에 긴장

이 환화되고 평확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측에서 어떠한 조치들을

어떠한 순서와 강도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하는데 모아질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반도 군축과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고? 이곳에서 발표되는 논문들과 토론의 내용이 널리

. l4l



공개되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조금이나마 공헌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聾

제6공화국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추진됨에 따라 남북긴장완

화를 위한 통일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통일논의 .가운데서도 군

사적 긴장완화T 즉 신뢰구축조치? 군비통제T 군축 둥과 관련된 논의가 최

근에 들어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남북한 관계의 전

반에 큰 향을 미치는 것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린 힘든 군사적 小

대치상7이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도 한반도의 긴장환화를 위해 역대

정부는 그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f 북한과의 첨예한 군사

적 대립속에서 군비축소라는 것을 거른하는 것조차 금기시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유명한 금언은 안보 . 군

./ 사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것이었고 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대북 군사력 열세에서

및어나 빠른 기간내에 군사력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으로 받

아들여린으며 여기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었다 聲

이처럼 평화적 통일의 달성이라는 일관성있는 목표에 반해 그것에 도달

하기 위한 수단 내지 방법으로 군사력을 계속적으로 증강한다는 것은 자

못 이을배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무

엇보다도 북한에서는 대남비방과 함께 각종 군축안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퍼부었으며) 국내적으로도 r군사문화J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남북한 군비경

쟁를 조속히 종식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특히 8o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에 따라 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정가 및 긍지는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라는 문제에 점차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정부의 통일정

책 및 안보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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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사회의 일각에서 남북한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걸

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됨에 따라,

?부의 통일안보정책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실로 앞으로

몇년간의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있어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며
;

민족의 슬기를 모아 이 결정적 기간을 최대한으로 선용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지상과제일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완화 방안, 특히 군사적 긴장완

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역기눙의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순기눙의 측면이 많으므로? 이제는 더이상 회피하거나 소극

.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유용한 대안이 창출되면

과감히 수용할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민족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우

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譽

2 . 연구의 목적 뫼 범위

그동안 남북한 통일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사회각층에서 활발히 진행되

어 왔다고 본다.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여론조사만도 수십회, 학자들의 논

문이 4oo여건t 공개토른이 2oo석회 있었다고 한다.i) 이에 반하여 한반도

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

져 왔다. 이러한 연구와 논의 가운데 주증을 이루었던 것은 북한측의

군사문제와 관련된 제안들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찰

a15l 병행하여 북한의 군사력 우세와 무력적화통일의 현실적 위험성에 대

한 경계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의 분석과 평가가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 즉 군비통제나 군축에 관한 .우리측의 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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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대해서는 최근 몇년에 들어와 비로소 논의되기 시작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정부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된 일련의 제안들을 분

석.평가하고,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최근의 국제정세와 국내정세를 고려

하여 앞으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북군사제안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축이나 평화에 관한 많은 이른과 가정을 소개하

고 평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불확실성의 요소가 많은 남

북한 관계에서 고도의 추상성이 있고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는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군사적 긴장완

화에 관하여 우리측의 군자전문가들과 학자들이 발표한 주요 논문의 내용

과 국토통일원에서 발행한 각종 자료를 종합.분석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범위를 한정시켰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군사비별사항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배제되었음을 또한 밝혀둔다 를

II . 남북한의 군비경쟁과 긴장완화

1 . 군비경쟁과 긴장완화의 관계

한반도에서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완차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정부T 그 가운데서도 국방부의 입장은 값비싼 대가를 치루

면서도 북한과의 군사적 격차를 줄이는 것만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길이라고 굳게 믿어 찰다. 전쟁의 재발

을 억지하고,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의 무력침략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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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할 수 있는 충분한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삼아온 것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하여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worst-case scenario)에 입각하여 군사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부합되는 세부실천사항을 기획) 계획하고 예산을 배정하 으리 이

에 따라 컴행하고 평가하는 합리적인 국방관리를 부단히 추구해 왔다고

본다. 엄청난 국방비와 북한과의 군비경쟁은 국가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

.의 보험으로 인식되었고 정당화 되었다 營

실제로 6 .25전쟁 이후에도 남과 북이 늘 군사적 긴장하에 놓여 있었

오며 및차례의 위기도 있었으나 그때바다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고 관리하

여 왔다. 또한 미소간의 냉전적 무력대치와 그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긴장완화의 석러 조치를 볼 때 국가간의 대립 및 경쟁은 일견 불합리하

고 낭비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지만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 특히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의 지도층의 의

도와 군사적 준비태세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를된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고 도 로 비용효과적인 군사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지나친 요구

일지도 모른다 燎

어했든 정부로서는 당면한 위협에 대처하고 국민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

하며) 궁극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성취하기 위

하여 보수적인 현상유지정책을 추진하여 왔었다. 정부가 북한과의 군비경

y
쟁에서 적게나마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은 최근의 일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서에서는

...
군비축소를 실행할 의도가 거의 없음을 명백히 하여 왔다. r군비통제J나

r군축J이라는 용어가 자유롭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오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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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행동이나 전략을 모르는 r죄수의 릴템마J (prisoner's dilemma)

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방안은 현상유지f 다시 말

하여 군축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논리적으로는 군비考쟁 보

다는 군사걱 긴장완화가 훨씬 더 추구할 가치가 있으나T 실제적으로는

군사적 긴장환화, 특히 군축에 따른 위험부담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

다는 것이었다. 다음의 한 군사전문가에 의한 지적은 이를 극명하게 보

여주z 있다營

한반도의 경우에 있어서 군축협상은 r상호억제력J의 유지를 기반으로

한 군축이 되어야 한다. 즉 군축이나 군비통제의 목표는 무기나 병

력의 감축이전에 상호간 억제력의 균형상태를 유지, 더 나아가서 안

정화시킴으로써 평화상태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극

단적으로 말해서 군축에 의해서 상호억제력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경

우보다는 차라리 군비증강에 의해서 그'균형을 유지내지 안정화 시키

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른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적인 군비증강 및 군비경쟁에 의한 억제력의 균헝유지 또한 안보

전략상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높은 군비수준에서의 r억제력 균형J

유지는 항상 상호간 공포심을 조성함으로써 가눙하기 때문에 합리적이

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기 및 병력의 감축이 증강 내지 현수

준의 유지보다 국가안보상태의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한 r공포의 균형J (balance of terror)에 의한 전쟁억제전

략을 결코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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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긴장완화와 관련된 제개념 및 상호관계

먼저 긴장환화(tension reduction)는 r상호간의 적대감정이나 위협적 인

식을 완화 .감소시키고 상호간의 신뢰감 .우호감의 구축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가 진행중인 상태J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 함의된 내용으로는

.L

정치군사회담의 진전과 협정 둥의 체결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스포츠

교류와 상호가족방문과 여행의 자유 둥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상 긴장완화를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협의로만 사용하고자 한다聲

.한편 군사적 긴장완화는 대체적으로 신뢰구축의 단계를 거쳐 군인적 위

협의 수준을 감소시키고 군비를 통제하며 최증적으로 군비를 축소하는 일

련의 단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터 군사적 긴장완화는 신뢰구축조치 f

군비통제, 군비축소 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신뢰구축조치 (Confidence-Building Measures, CB M s )는 상호불신감을 감소

시키기 위해 위협이 존재하지 않거나 위협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

을 신뢰하게공 증거로서 전달되는 제반조치를 의미한다. 군비통제나 군비

축소에 이르는 전단계로 이해되는 이 신뢰구축조치에는 군사책임자간의 직

통전화 개설t 군인사의 상호교환방문? 계획된 주요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및 훈련참관인의 교환, 비무장지대의 확대 둥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들

은 정보의 공유증대 ) 진로규정의 확립t 군사작전의 투명성 (transparency)증

y
대? 군사력의 강제사용 제한과 단기경보(short-warning)공격의 방지를 목

적으로 한다.4)

이러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인 군비통제(arms

control) 와 군비축소(arms reduction 또는 disarmament)가 가눙하게 된다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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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9?제와 출피5를는 개념적으로는 약간 상이하나 실제 내응에 있어서

는 중복되는 점이 많이 있다. 전자는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간에 전쟁 t.47

의 기회와 잔혹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군사력의 양과 질t'개딸과 배치f

또는 사용의 형태 등을 상호용인이 가능한 선에 따라 통제할 것에 합의

하고 군사력의 통제된 증강? 동결f 감축 또는 기타 군사적 긴장환화를

위한 제반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후자는 침공눙력
할

을 제거.하고 순수 방어전력으로 전환하도록 주요 공격무기 및 병력을 축

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별된 상태를 목표로 하는 개념으로t 전자의 하위

\. 집합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5)

마지막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용어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해되고 있

으떠t 군비통제나 군축과의 상호관계도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군비통제라는 용어를 군사력의 운용을 통제하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사력의 구조를 통제하는 군비감축의 두가지 개념으로 대분하

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은 책락에서 군비통제의 이전단계는 pre-CBMs

(또는 PCBMs) 내지 CBMs for CBMs로 보는 견해도 있다.6) 다시 말

하자면 신뢰구축조치를 군비통제에 이르는 조건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군비

통제의 일부로 이해하기도 하는 둥 군비통제나 군축의 개념 못지않게 다

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3. 남북한 군비경쟁의 과정과 교훈

한국의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하기 전에 이러한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된 배경을 살퍼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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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이 지난 4o여년 동안 치열한 군비경쟁을 계속해 온 원인은 다

음의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을 재통일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를

아왔던 북한이 크고 작은 무장도발과 공산혁명노선의 추구로 남한에게 실

제적인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공세적 성향과 거듭 천명되어온

이른바 남조선 해방은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한국으로 하

여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유형적 자구책f 즉 군비증강을 하토록 이끌

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유무와 강도에 대해서는 상이한 주장들이

피기되어 왔으나; 매우 제한된 군사관련 정보만을 가져왔던 한국으로서는

확대된 위협인식하에서 전쟁의 재발을 억제하는 것에 군사정책의 최고 우

선순위를 두어온 것이 지극히 자연스린운 일이었다. 반면에 북한도 남한

의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군사력도 증강될 것을 우려하여 대남군사우위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더욱 군비확장에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다. 한국에

대해 오로지 우위를 점하는 것이 군사력이라는 것과 한국이 커다란 위협

으 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매우 비용효과

적인 수단을 포기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둘째> 남북한 모두 7o년대 중반 이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무기를 그리

s 7 이후로는 고성눙 .첨단무기를 미국과 중국) 소련에서 각기 도입하

여야 했고 이 과정에서 상대국이 보유하게 된 무기에 필적할 만한 신무

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쟁심리가 작용하 기 때문에 군비경쟁이 가속화

되었다. 물른 남북한의 경쟁적인 군비증강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소양국이

무기이전정책에 제동을 건 적도 있지만) 미국과 소련의 무기의 성능상

차이가 남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상이한 평가를 가눙케 했고? 이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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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남북한으로 하여금 새로운 군비경쟁의 길로 접어들게 했다는 해석도

가눙하다.7)

W , 앞에서 제시한 두가지의 이유보다는 철씬 덜 가시D이고 간접적

인 것이지만 남북한이 미소 양대국의 군사적 대치y 특히 태평양지역에서

의 군비경쟁에 자극을 받아 필요이상의 군비경쟁을 한 점도 간과되어서는

小.

안된다. 역으로 미소간의 군사적 긴장활화가 추진됨에 따라 남북한간에도

적어도 군비경쟁의 속도를 늦추려는 억제요소가 작용할 것으로 가상할 수

있으며f 최근에 들어와 남북한이 군사문제의 해결에 어느 때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도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이다. 확실히 한국의 경우에

는 미국의 군사전략과 교리에 상당한 향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대

북군사정책도 r힘을 통한 평화J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그리하여 대북

군사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군비증강을 꾸준히 실천해 왔던 것이다 聲

이상과 같은 남북한 군비경쟁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째? 과다한 군사비의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독자적 대북군사억제력을 갖추게 필 시점에 즈음하여 군사적 긴장환화를

위한 대북 군사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정보의 제한

으 로 인한 군비경쟁의 상승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뢰구축조치를

조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무기의 도입을 군사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에 의존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무기나 장비의

자체적인 개발과 생산으로 인한 군비경쟁에 미치는 향도 없지는 않겠으

나 개발과 생산에 그만큼 시간과 비응이 들어감으로 군비경쟁의 속도와

열기를 저하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군사적 긴장완화는

당사국들과 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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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초강대국들간의 관계에 의해서도 커다란 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소간에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현 국제상황을

충분히 찰용하여 남북한간에도 유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

III . 한국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방안

1 . 군사관련 대북제안 일지

한국은 정전협정의 체결 이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조속한

기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사적 긴장환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북한에 제의해 왔다. 비록 북한에 비해 제안의 회수가 필씬 그 내용에

있어서 북한의 제안에 대한 반응의 성격을 면 것이 많이 있었지만) 한

반도에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 역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

해 주는 중요한 제안들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측 군사관련제안

의 내용이나 회수에 대한 분석은 다루지 않고 편의상 우리측의 제안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제까지 정부가 남북한 군사문제와 관련하석 발표한

주요 대북제의의 일지는 다음과 같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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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제 안 자 내 용

l954. 5.22 변 태 외무장관 남북총선거 실시> 군대 해산

1954. 10. 2 3대 국회 중공군 철수요구? 통일방안 결의

1957. 9.10 3개 국회 중공군 철수요구

1970. 8.15 박정희 대통령 남북한 긴장완화 실천y 무력적화통일 포기
之

1972. 2.12 김용식 외무장관 비무장지 대의 비무장화

1972. 3.30 박정희 대통령 4대군사노선 포기요구? 비무장지대 비무장화

1972. 7. 4 7 .4공동성명 무력불행사, 통일 3원인

1973. 6.23 박정희 대통령 내정간섭 및 침략금지

1974. 1.18 박정희 대통령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

1975. 1.18 박정희 대통령 불가침 협정? u N c 해체 불반대

1976. 5.犯 박동진 외무장관 불가침 협정f. u N c 해체 용의

1977. 1.12 박정희 대통령 불가침 협정, 주한미군 철수 불반대

1980. 8.15 최규하 대통령 무력불행사 선언 촉구

1981. 1.12 전두환 대통령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1982. 1.22 전두환 대통령 기본관계 잠정협정 체결

1982. 2 . 1 손재식 통일원장관 2o개 시팀실천 사업

1988. 6.10 최광수 외무장관 3단계 군비축소안

1988. 10.18 노태우 대통령 uN총회 연설
T

1988. 12.28 강 훈 국무총리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

1989. 9.11 노태우 대통령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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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역대정부가 제안한 한반도 긴장환화를 위한 주요 방안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피보기로 하자. 면저 l954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한국

전쟁 참전국들의 남북한 평화통일 회담에서 변 태 외무장관은 한국의 '헌

법절차에 따라 자유총선거를 실시한 후 구성되는 전한국의회에서 군대 해

산문제 둥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며칠후 동 회담에서 남북총선거를

실시하기 l개월전에 중공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을 제의했다. 중공군

철수 요구는 그후 국회에서 정식으로 결의되기도 하 고 그후 l958년부터

l96o년까지 북한에서 총 43회에 걸쳐 군사문제와 관련된 제의를 한데 반

.해 한국은 단 l건의 제안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9)

오랜 침묵을 깨고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

한 구상을 발표한 것은 l97o년 8월- l5일 박정희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

사를 통해서 었다.

이 r8 .l5선언J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의

지가 강하게 포출되었다. 즉 북한에 대하여 긴장상태의 완화에 대한 명

확한 태도의 표시와 실천을 촉구하 고, 각종 도발행위를 중지하고 무력

적화통일과 폭력에 의한 대한민국 전복의 야욕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 다 練

이어서 l972년에 들어가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을 하기 시작
t _ ~ .

하 다. 우선 동면 2월 l2일에는 김용식 외무장관이 처음으로 비무장지대

의 평화적 이용을 제의한 성명을 발표하 다.lo) 동년 3월 3o일 박정희

대통령은 육사 졸업식 치사를 통해 북한이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r4대 군

사노선J의 포기와 비무장지대로부터의 모든 명력과 무기의 철수를 통해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이 없음을 실증하여야 한다고 촉구하 다. 또한 동년

7월 4일에는 북한과의 r7 .4공동선언J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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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무력도발을 중지하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 고t 자주? 평화t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통일 3대

원칙을 채택하 다.

한국정부의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은 l9f츠一t료一그3일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외교선언인 r6 .23선언J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동 선언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북한 상호간의 내정간섭과 적대행위를 즉각 중

지할 것을 주장하 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l974년 l월 l8일. 연두기자
/ - - ~ - . ~

회견에서 r남북한 상호불가침 협정J의 체결을 제의하 다. 주요 내용은

남북한이 어떠한 환경하에서도 상대방을 침략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현행 정전협정은

그 효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후 l974년부터 l978년까지 정

부는 여러 차례 남북한 불가침협정을 체결할 것을 북한에게 제의하 고,

l953년의 정전협정이 효력을 계속 발휘한다는 조건하에 u N 군 사령부의

.. 해체도 고려할 수 있음을 표명하기에 이르린다. 심지어 남북한간에 상호

1
1 불가침협정이 체결된다면 그후 주한미군의 철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유연
1

1 성까지 나타난 것은 l977년 l월 l2일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i 의 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됐던 카터행정부의 출범을

목전에 뚜었던 시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 제안이라고 평가된다 를

l98o년대에 들어와서 전두환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1981. 1. 12)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r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J의 개최를 제안했고, 그 다음해 신년 국

정연설 (1982. 1. 22)에서는 민족화합과 민주통일을 위하여 남북한간에 r기

본관계 잠정협정 J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 다. 동 협정이 체결되어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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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분쟁을 무력이나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

과> 긴장환화와 전쟁재발방지를 위하여 현행 정전협정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군사대치상황을 해소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하 다.

그러나 이러한 획기적인 대북 제안에 대해 북한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

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자

손재식 통일원장관은 i982년 2월 l일 r2o개 시범실천사업J을 일방적으로

제의하 다.ll)

한국측에서 군사적 긴장환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이떠 전향적으로 제시

하기 시작한 것은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라고 볼 수 있다. 던저 최광수

외무장관은 브9f一6I1--10일 제3차 uN군축 특별총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한반도 ? 축 3단계 접근할안을 씨시했다. 즉 남북한의 접촉 및 협

력의 확대를 통하여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적대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로서 상호불가침 협정을 체결한 다음?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군축협상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단계적 군축을 위해 남 準

북한간 각료급회담의 개최를 촉구하었다. 또한 남북한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던 r7 .7 선언J의 정신에 입각하여 노태우 대

통령은 동년 lo월 l8일 제43차 uN총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비무장지

대내에 r평화시J를 건설하는 것? 불가침선언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먼저

북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 군축) 군비통제 기타 군사문제?

관련된 모든 것을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하고 해결할 것t 그리고 동북아

의 항구적 평화와 번 을 위해 6개국이 참가하는 r동북아 평화협의회의J

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 다. 동년 l2월 28일에는 강 훈 국무총리가 군

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의제로 총리를 수석으로 하는 7인으로 구성된 r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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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고위당국자 회담J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 다.

마지박으로 노태우 대통령은 i989년 9월 il일 r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J

을 발표하고 남북 정상회의) 남북 각료회의f 남북 평의회를 설치하여 정

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분야의 문제들을 다를 것을 제안하

다. 특히 군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과도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할 것을 제의

했으며? 비무장지대인 평화구역을 설정하여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구와 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의한 것은 주목을 요한다.

2 . 한국의 긴장완화 제안의 특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역대 한국정부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

기 위한 방안들을 많이 제시하여 찰다. 제안의 회수만으로 보면 북한에

비해 약 4분의 l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 제안에 있어 두드러지는 점을

몇가지 지적할 수 있다. E.8, 가장 빈도가 높은 제안들의 내웅은 남북

한 상호불가침의 선언 또는 협정체결> 남북한 긴장완화 실천f 무력적화통

일 야욕포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한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잘 반 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

히 이 제안들이 l97o년대에 집중되었던 것을 보아도 당시의 남북한 군사

력의 격차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어떠하 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진

부하게까지 들릴 수도 있는 이 제안들은 일방적 요구의 성격이 강하며 )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력과 무기를 감축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상대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종결시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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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제안할 수는 있어도 열세에 있는 자신의 군사력을 면저 감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를l 점진주의적 성격의 제안들이 많다는 점이다. 군사적 긴장환화를

위한 단계 가운데서도 제l단계라고 할 수 있는 상호신뢰구축조치를 .강조

한 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군비통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은 l982

년 2월 i일 r2o개 시범실천사업J에서 비로소 거론되었을 정도 고 군비축

소 또 는 군축에 대한 명시적 거른은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있默다고 본

다. 이처럼 대부분의 제안들이 신뢰구축단계에 관한 것들이었고? 그후의

본격적인 군축에 관해서는 시기적으로도 매우 점진적.으로 비교적 근래에

들어와서 제안되었을 뿐이다.

經,한국정부가 점차 유연성을 가피고 제안의 명칭이나 .내용을 변화

시켜 왔다는 점이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거의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해온 데 비해; .한국은 남북간때 불가침협정을

체결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하여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에서> 는가침선언

과 최근에는 북한에서 이제까지 주장하여온 평화협정까지도 고려할 수 있

다는 것으로 유연한 정책변화를 보이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이 제43차 u N

총회에서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구체적 방안도 논의

하자?.고 제의한 것은 이러한 한국측의 군사문제에 관한 유연성을 가장

잘 반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로써 전향적인 통일정책과 병행하여 군

비경쟁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최근 정부에서 군축협상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은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하겠다.l2)

?릿,북한에서 이제까지 가장 번번하게 주장해온 주한미군의 철수나 7o

년대 후반부터 주장해온 핵전쟁 위험의 제거나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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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국은 거의 아무런 대응 제안도 하지 많았다는 점이다. 불가침협정

이 남북간에 체결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철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제안이

있기는 했어도,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한국정부로

서는 북한의 그러한 주장을 한미간을 이간시키고 결국 무력적화통일을 용

이하게 하려는 술책으로 간주하고 일축해 왔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

지대화나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되어오는 전술핵무기의 철수에

관해서도 전혀 공개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핵무기의 존재를 확인

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Neither Confirm N o r Deny) 미국의 정책이 ;z

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전쟁억지력을 발휘한다는

점에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기 때문일 것이다 燎

-)

ni÷?) 막으로> 한국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된 제안들이 이제까지 대체

로 북한의 제안에 대한 대응방안의 형태를 취하 으나 제6공화국에 들어
치'

와서는 국내에서 제기되는 여른에 대웅하고 4차적으로 여론을 유도하려는

방향에서 제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력의 신장과 남북한 군사력

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줄어를에 따라 정부에서 과거에 비해 다소 자신감

을 가지고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n

뿐만 아니라 미.소간의 긴장환화와 유럽에서의 대변환, 그리고 동북아 안

보환경의 변화라는 외부적 요인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하겠다는 시대

적 요구도 하나의 커다란 역할을 하 다고 볼 수 있다.

3. 합리적 긴장완화 방안들의 비교분석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게된 l98o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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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부터 팀은 의미의 군축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기 시작하 다. 그전만

하더라도 군축이라는 용어자체를 금기시했던 국내적 분위기에서 군축에 대

한 연구와 방안제시라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의미를 지닌 것이었고? n .

방안들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여기에서는 먼저 정부의 공식발표와 개인

연구자들의 논문에 나타난 단계적 군축방안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우선 그동안 정부에서 표명한 바 있는 군축안은 구체적인 방법이 f lA1

되지 않은채 일반적인 지침만을 제공하고 있다. 최광수 외무부장관이 u N

군축 특별총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상호신뢰구축, 불가침선언* 군비축소

의 3단계 안이 小로 그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r한민족 공둥체 통일방안J

은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t 남북평의회를 설치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문제를 논의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비군사적 분야

1

/.
에서부터 협상하기 시작하여 군사분야까지도 협상하자는 종래의 방침에서

크게 전환하여 군사분야의 문제들을 직접 아무런 조건없이 협상할 의지가

f
1 있음을 표명한 점이 부각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1
있다. 비교적 자유로운 의사를 표명할 기회가 있는 개인 연구자들은 좀

더 상세한 긴장완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9종열 교수(l照하

는 각종 군축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노력이 필요

하다고 주장한다. 즉 정전상태의 증식을 위한 조치협상) 평화공존을 위한

각종 협상(불가침선언> 무력선제불사용? 무력도발금지 둥)> 불가침선언을 위

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주변 4강의 협조요청? 남북한 군사당국자 회담

둥의 단계를 거쳐 마지박으로 남북한의 uN 동시가입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l3)

? Q 9 박사(1988)는 남북한간에 군축을 토의할 기본여건들부터 조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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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대량살상무기나 주요공격무기에 대한 군사제한(Arms Limitation), r L

다음 단계로 모든 무기와 병력의 시차별(5t정도)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l4) 한편 송대성 박사(1989. 6, 1989. 9)는 합리적 군축을 위하여 5단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l단계는 남북한간에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는

단계로 여기에는 상호무력사용 및 침략의 포기T 내정불간섭) 상호비방금지

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단계에서는 신뢰구축 및 군축을 토의

할 공식기구인 남북한 군사골동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단계로 신뢰구축안을

준비하고) 제4단계에서는 군축안을 준비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5단계로 한

반도쉐 군축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안이다.l5)

마지막으로 안병준 교수(1989)는 남북한간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군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r선정치 후군축협상J이라는 대명제를 재삼

.강조하면서 먼저 강대국들의 남북한에 대한 무기지원의 자제) 남북한간의

일방적인 병력 또는 무기의 감축* 신뢰구축조치의 실시 그리고 본격적인

군축협상좌 순서로 진행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간

에 군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남북당국자회담, 신뢰구축, 민족화해, 평화협

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 둥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l6)

이상에서 소개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한 여러가지 단계적 방안을 비

교분석해 보기로 하자. 첫깨*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신뢰구축의 내용과

단계에 대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신뢰구축의 정의뿐만

아니라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나 군비축소와의 관계가 상당히 . 애매함으로 발

생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혹자는 신뢰구축을 군사적 신뢰구축이라

는 의미로 한정시켜 사용하는가 하면, 혹자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하

는 일반적인 신뢰구축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신뢰구축을 제l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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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견해와 중간의 한 단계로 보는 견해가 공존하게 된다. 이것은 본

논문의 앞에서도 언급했둣이 pcBMs이라든지 C B M s for CBM S둥의 주장

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J 둘째> 군축의 단계로 제시한 방안중에 군사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방안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군사 .안보정책보다는 통일정책의 데

L

두리안에 포함되는 것이 더욱 적절한 방안임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의 u N 동시가입을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하니의 단계

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하면>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도 있

라 이 또한 신뢰구축조치의 경우 보다는 릴 하지만? 군축에 대한 개념

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7 세째, 우리측에서도 정전협정체제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주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이 정전협정의 체결국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한국을 때돌리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북

한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턴 한국으로서는 평화협정 대신 상호불가침 협

정을 체결하거나 불가침선언을 할 것을 꾸준히 주장해 찰고f 북한과 평

화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우리측에서

.

북한에 대해 제안하면서 이와 같은 유연한 수용적 자세를 보인 것은 아

마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상이한 주장을 화합한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識다. 아직도 불가침협정 (또는 선언)과 평화협정과의

관계 내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완전한 의견의 일치가 없는 것은 북한

에 대한 불신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를

( 즉 한국측에서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직을 맡고 북한과 직접 평화협정을 체

f
결하여 현존 정전협정체제를 증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자신감이 있고 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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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인 반면에? 북한과의 불가침협정 (또는 선언)을 맺고 정전협정의 효력

을 당분간 지속시켜야 凉를는 입장은 북한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을 나타
/ .'\

\ 내 보여주며 안전위주임을 알 수 있라4!

끝으로 위에서 살펴본 여러 재인들의 군축방안들은 거의 대부분 단계는

제시하 으나 시점 다시말해 단계간의 시간적 간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는 것은 매우 홍미롭다. 이와는 대조적흐로 북한은 군축관련 제안을 통

.해 특정한 조치의 시점을 명시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우리측은 주한미

군과의 관계? 대북군사력의 열세 둥으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대한 예측

을 하기가 북한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여러 개인연구자들의 적를

안에 대략의 시점이나바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일 것이다. 즉 특정한 시점보다는 단계가 중요하다는 점과 현실

적으로 그들이 제시한 단계들의 순서가 변화될 수 있고 또한 거의 짧은

기간내에 책키지의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했다고 본다.

린. 평가와 전망

1 . 한국의 긴장완화방안에 대한 평가

한국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하여 북한측에 제안한 내용

상의 변화는 한국이 처해있던 정치적) 군사적 상황을 잘 반 해 주고

있다. 반면에 북한에서 지난 4o년동안 상당한 일관성을 가지고 군축과

관련한 제안을 해왔다는 것은 l인 독재주의체제하에서 가능하 던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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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군사적 상황을 위장하려는? 환언하자면 오로지 대내외적 선전효

과를 노린 출.4적 선.언?라는 측면이 다분하다. 실로 남북한 체제의 상

이점은 제안의 내용과 회수뿐만 아니라 내용간의 상호관계에도 커다란 .

향을 미쳤다. 이러한 근원적인 차이가 있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찰화를

위한 방안들 가운데 우리측의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한편으로는 비활을 위한 비판에 빠지게 될 유혹도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가치를 배제한(value-free)분석과

평가를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으며 엄격히 말하자면 불가능한 것이

다. 그렇지 만 여기서는 안정에 대한 기여도와 장기? 합리성 (long-term

rationality)이라는 측면에서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역대정부가 제시해온

긴장완화방안들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 .

o를..: 우리정부가 제안해 온 긴장완화 방안들은 제6공화국 이전만해도

대부분이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것이었고 좁은 의미의 군축은 거의 대

상으로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할 수 없는 병력과 무기의 감

축이라는 제안이 주종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f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야

욕포기와 상호불가침을 요구하는 제안들이 주종을 이루었던 것이다. 엄청

난 군사비를 투자해가면서도 전쟁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조속한
1

l. 기간내에 확보하는 것을 절대불변의 목표로 삼아 찰던 정부로서는 자유개

\ 방사회에서 그 진위가 곧 드러날 군축제안은 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출

정부가 북한측 제안의 의도를 파악하려는데만 관심이 있었고 자신의 유보

라는 자세를 보여온 것도 이러한 백락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 때문에 정부는 상호신뢰구축을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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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들만을 거듭 제안하 고 군축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다소 구체성이 결핍된 원칙른적 제안들

이 북한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제안을 하도록 유도하 고) t로써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면이 없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및÷?)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는 긴장완화찰안들이 군비
<_ . '

통제나 군비축소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긴장완화의 무드가

<<o) 동북아에까지 확산되었으떠? 또한 INF 전폐조약이 체결된 이후 군축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고조되었다. 이와 더불어 민주와의 진전과 함께

통일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평화정착을 위해서 정부가 군축을 주도적

으 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정부는 과거 북한이

제의한 바 있는 방안 가운데 이제는 수용할 수 있는 것부터 선정하여

북한에 역으로 제의했으떠, 북한은 이러한 w의를 받아들일 수 뷔에 없

게 되어 남북한의 군축의 필요성극 대해 적어도 표면적으로 인식을 함께

하는 단계에 이르렸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긴장완화방안이 과거

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다

려보아야 알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출

:fr, 이러한 한국측의 긴장환화방안들이 최근에 와서 괄목할 만큼 유

연하여지고 구체적인 성격을 띠게 된 것은 그간에 군축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지고 연구가 됫받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 있다. 합참내에 군비통제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었고> 외무부에서도

\ 군축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군사전문가들과 일

\
'4반. 정치학자들간의 활발한 연구성과의 교환을 통해 군축에 대한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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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필씬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l8) 따라서 과거보다 필씬

이른의 됫받침이 있는 군축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iUAt.o.s, 군축에 관한 전략적 차원의 이른이 아직도 부재하고 따라

서 군축방안들간에 합목적성이 낮은 점은 가눙한 한 빨리 시정되어인 한

다. 국가 대전략과 그 하위개념인 군사 대전략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또한 이들 전략에 따라 군축방안들이 단계적으로 적절하게 제시되

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제까지의 군축방안들은 이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

한 채 북한측의 제안에 대웅하는 성격이 강했다고 본다.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통일정책) 안보정책T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들이

군축방안과 관련하여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더욱 긴 한 협조를 하

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한국측 군축방안의 추이전망

남북한이 군축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제안에서도 많은 유연성을 보

임에 따라 어떠한 형태든지간에 어느 일방이 먼저 제시한 방안을 일방적

으 로 실행할 가눙성이 높게 되었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향방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세를 필 가눙성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점

1 차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남북한간의 신뢰구축과 주한미군의

1

1
감군속도를 연결시켜 보자는 입장을 취할 f눙성도 있다.l9) 이러한 미래

의 상황에서 한국이 군축방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인가를 전망하여 보고 어떠한 접근방법으로 군축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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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앞으로 대북군축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은 주한미군철수 문제>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t 정전협정대체 문제 둥이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시 기

에 대해 이미 양보하는 듯한 제안을 하고, 앞으로도 한국국민에게 불

안을 주는 주한미군의 급격한 철수는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히려 공감을 사기 쉬운 방법인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전

술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대남제안의 출점

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미군의 핵전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추진할 방향이다. 왜냐하면 미군이 가는 곳에는 언

제나 핵전에 대비한 조직과 장비가 따라가므로 핵무기의 철수는 곧 미군

의 철수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만을 철수시키고 미군병력은

남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것조차 매우 무의미하고 귀중한 전쟁억

제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릴템마를

이해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주한미군철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더욱 환화하고 한국과 미국간의 견해차이를 유도하려할 가눙

성도 있다. 일방적으로 병력을 감축하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유도하려는

북한의 방안에 한국은 어면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가 ? 정전협정체제

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uN군과 미군의 추출을 자연히 유도하려는 북

한의 방안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

한국측에서 이러한 미묘한 문제들에 당면한 채 남북한간에 군사적 긴장

을 완화하는 방안은 몇가지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사회속에서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에서 이기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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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으로 어느정도 전쟁억지력이 있는 동안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이라는 악

순환(vicious circle)에서 벗어나 선순환(benevolent circle)으로 접어들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즉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군축을 제안

하면 현장사찰과 검증을 요구하고t 우리측에서도 일방적7로 취할 구 5d

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2o) 군사적 조치뿐만. 아니

* -

라 정치적) 경제적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내정불간섭과 상호비방을 금

지하자는 과거의 재안은 계속 설득력이 있고 효과적이다. 여기에 우회무

역이나 경제지원을 병행추진하고 북한사회가 개방되기를 기다린다. 또한

북한의 지도충으로 하여금 대내적으로 유화정책으로 ?향을 전환하도록 유

도하기 위하여 각종의 비군사적 교류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요약하

자면 군사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체? 사회 둥 모든 분야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일방적으로라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교착상

태에서 벗어나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T 즉 상호신뢰 구축> 군비통제와

군비축소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제안하려는 자세

를 보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v . 결 른

본 연구에서는 역대 한국정부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하여

제안한 것들을 분석 .평가하 고 대북군축협상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

다. 그간의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을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f 북한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한국정부에서는 북한과의 군축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가 제6공화국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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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서야 군비통제나 군비축소에 대한 유연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지적했다. 또한 r긴장완화J의 개념을 상호간의 적대감정이나 위협적

인식을 완화.감소시키고 상호간의 신뢰감 .우호감의 구축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가 진행중인 상태로 정의하고, 연구목적상 r긴장완화J를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좁은 의미로만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r군비통제J나 r군

비축소J? 그리고 r신뢰구축J과의 관계를 설명하 다. 다음으로 남북한 군비

경쟁의 과정과 여기서 얻는 교훈을 생각하여 보았다 懼

7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것은 역시 한국정부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

해 제안한 주요방안들의 내용과 그 특성들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두드러

진 특성들을 보면 (l)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했다는 점f

(2) 점진주의적 성격의 제안들이 많았다는 점) (3) 제안의 명칭이나 내

용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유연하게 변화되었다는 점, (4) 주한미군

의 철수나 비핵지대화 요구에 대해서는 거의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5) 제6공화국 이후려 나온 제안들은 여론을 의식했다는 점

이다. 그 후로 한국정부의 긴장완화 방안과 개인연구자들의 그것을 비교
;)

분석하었고, 이들이 제시한 단계적 방안을 살펴보았다. 주목할 만한 점으

로 는 (l) 신뢰구축의 내용과 단계가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는 점? (2) 군축의 단계로 제시된 방안중에는 군사안보와는 직접적인 관

련이 적은 것도 있다는 점? (3)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는 점T 그리고 (4) 단계적 군축방안이라도 시점은 명시하지 않

은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긴장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는 남북이 근원적으로 상

.이한 체제하에 놓여왔다는 점에 주윤을 하고 이루어졌다. 즉 (l) 제6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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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국이전에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제안들이 주종을 이루었고 결과적으

로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 (2) 제6공화국이후에는 군비통제나 군축까지

포괄하게 되었고? 안정에 대한 기여는 미지수이나 장기적 합리성이 있다?

.(3) 군축에 대한 전문성이 축적되어 유연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가.눙하

고? 그리고 (4) 국가 대전략이나 군사 대전략에 따라 군축방안들이 단계

1 .
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어서 한국측이 앞으로 군축방안과

관련하석 갖게 될 어려움과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을 살피 보諒다. 향후

대북군축협상에서는 특히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비핵지대화> 정전협정대체

.가 주요쟁점이 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의 . 존재를 확인도 부인

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의 약점을 활용하여 핵무기 철거에 대한 여른을

환기시키고 종국.에는 주한미군이 철수하케晋 방안을 활응할 것으로 예찰된다.

따라서 우리측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

회 둥 모든 분야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북한의 대응에 상관없이

한반도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일방적으로라도 추진하여야 한다. 남壽

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교착상태를 헤치고 나아가려는 전면적 노력을 성실

히 보여야 하며> 상호신뢰구축? 군비통제, 군비축소의 어떠한 조치라도 일

단은 고려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상대방에게 전딸하여야 한다聾

군비축소를 통해 과연 평화와 안정을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남북한간에 근본적인

대립과 갈둥의 상황이 지속되는 한 군비라는 가시적 안정제가 없어짐에

따라 다른 대체물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4 o

여년간의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이 어떤 의미에서는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공헌한 바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소비적 군비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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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국 모두에게 더 이상 이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먼

저 터득한 쪽이 결과적으로는 한민족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인

식은 바로 한반도 긴장환화방안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출

- l 7 o -



주

주 i) 조선일보 i989년 9월 l2일자 사설 r한민족공동체J를 참조할 것구

주 2) 박용옥, 남북대화재개시 북괴의 군축주장에 대한 대처방안(국통정77-1-1126),

1977, P. 39.

주 3) 김 진,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모색(통일대화.정책개발자료 86-8), 국토통

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86, pp. 4-5.

주 4) Alan J. Vick, "Building Confidence During Peace and War"; D e f e n -

se Analysis, Vol. 5, No. 2, 1989, pp.97~113을 참조할 것출

주 5) 이 호 박사는 일반적으로 군비통제와 군비축소를 상이한 개념으로 취급하

는 것에 반대하고 양자틀 이음동의어로 간주하고 없으며, 이달곤 교수도

양자의 의미상 중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양자의 관계와 군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남북한간 주요 군사쟁점 연구. 비핵지대, 군축,

작전권(국로통일원, 1988)에 실련 이 호 박사의 "남북한 군축문제의 고찰"

과긴室s 교수의 논문 "군축논리에 입각한 남북한 군축협상 대안연구"(1989),

그리고 t5로一 교수의 논문 "군축의 릴반이론에 관한 고찰"(1989)를 참조

할 것.

주 6) 임동원, "발북군비통제의 조건", 조선일보(1989. 10. 10), 흥종만 박사의 U

문들(1987, 1988), 하 선 교수의 논문 터한반도 군비축소의 현실적 모색
> '

(1988)등을 참조할 것. 이외에도 신뢰구축조치와 유사한 용어로 상호위험감

소체제 (Risk reduction Regimes)와 불신감소조치 (Distrust Reducing Meas-

ures)둥이 사용되기도 한다출

주 7) 최근에 발표된 남북한간의 z비경쟁의 과정, 형태 및 동인에 .관한 역사적

분석은 이규열, 남북한 군비경쟁의 형태 및 동인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주 8) 국토통일원, 남북한 통일방안 및 주요 제의 비교(국통조 84-6-1792)를 기

초 로 하었고 유종열, "남북한 군축가능성", 전환기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국토통일원, 1987) ;송대성, 州한반도 군축 타당성에 대한 검토"(1989. 6) ;

이 호, 앞의 논문(1988) ;이석호, "군비통제와 정치경제 :북한의 경우, "국

제정치논총, 제26집 2S(1986 :107-129) ;이석호, "북한의 군비통제 정책
' '

ss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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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이규열, 앞의 논문(1989), 그 밖에 최근 기사를 참고하 다. 논문

의 발표시점, 군비통제나 군사관련 제안에 대한 해석의 차이, 제안의 내

용상 분류 둥으로 인하여 한국의 대북군사제의의 회수가 저자에 따라 다

소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유종열(1987) 43회 , 송대성(1989.

6) 64회, 이 호(1988) 55회, 이석호(1986) 약5o회, 이석호(1989) 29회, o1

규열(1989) 59회가 그것이터 본연구자는 89년 ll월 현재 6l회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찰

주 9) 송대성, 앞의 논문(1989. 6), p. 21를 참조할 것출

주 io)' 물른 박정회 대통령도 l970'd F8 .15선언J을 통하여 남북간의 인위적 장

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획기적이고 보다 발전된 방안을 제시할 준

비가 되어 있다고 천명하 으며, l97l년 6월 l2일에는 당시 군사정전위

uN측 수석대표 던 r로저스J(Rogers)소장이 r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J에

관한 4개항의 제안을 발표하 다. 이 r로저스J안은 uN군 또는 미국의

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함으로 김용식 외무장관의 제안을 우리 정부의 비

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구체적인 공식제안으로 취급하고자

한다. 참고로 r로저스J의 4개항 제안은 (l) 무기, 진지, 지뢰를 제거한

후 평화적 이용, (2) 군사물의 제거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감시초소의 결

성, (3) UN군측 수석대표를 u誇군 장교에서 한국군 장교로 교체, (4)

비무장지대의 민간인에 대한 개방이다.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국

토통일원, 비무장지대의 공동이용 방안(1973. 7)을 참조할 것출

주 11) F20개 시팀실천 사업J의 내용은 교통> 우괸, 관광? 상호방문, 언른, 문화,

스포츠, 무역, 경제 둥 매우 광범위하며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사업도

4개가 제시되어 있다. 이들 내용은 (l7) 비무장지대내에 공동경기장 시설

을 마련하고 이를 남북간의 친선경기에 이용, (l8) 비무장지대내의 동식물

의 자연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공동학술조사를 실시, (l9) 남북간에 군

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석 비무장지대내의 군사시설의 환전철거, (2o)

남북간에 군비통제조치를 협의하며 찰방 군사책임자간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 하자는 것이다.

주 l2) 북한도 평화협정의 체결대상국과 용어사용에 있어 다소 변화를 보여 왔고,

최근에는 명칭은 약간 상이해도 내웅에 있어 남북한이 상당히 집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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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평화협정과 상호불가침협정의 대립관계에 관해서는

많은 논문에서 취급해 왔다. 이러한 논문들 가운데 이석호, 앞의 논문(2989

와 송대성, "합리적인 한반도 군축방안", 외고, 제ll5:(1989. 9), pp.14~34

를 특히 찰조할 것聾

주 l3) t종열, 앞의 논문(1987), p. 5o4.

주 l4) 이 호 박사는 군축기본요건으로 (l) 군축에 관한 을바른 여른의 조성V

(2) 남북불가침 협정 또는 평화협정의 체결, (3) 남북한 군사B의 개략적

균형달성, 남북한의 uN동시 가입, 교차승인둥의 견제장치 구축, (4) 상호

신뢰구축방안의 추진 둥을 열거하고 있다. 이 호, 앞의 논문(1988), P. 102

를 참조.할 것를

주 l5) 신뢰구축방안을 준비하는 제3단계에는 (l) 군인小의 상호교류, (2) 중요

기동출련의 상호통보 및 훈련참관인의 교환, (3) 비무장지대내 친선도모시

설의 딘치, (4) 남북한 군사책압자간의 코뮤니케이션 유지장치, (5) 비무

장지대내 비무장화가 포함된다. 한편, 군축안을 준비하는 제4단계에서는 (l)

군사력 증강중지 방안t (2) 군사력 감축방안, (3) 군축시설 감시방안, (4)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방안 등을 다루게 된다. 송대성, 앞의 논문(1989.

6), pp. 32~34와 앞의 논문(1989. 9), pp. 28-31을 참조할 것要

주 l6) 안병준, "남북한 군축의 방향", (한국국제정치학회, 1989. 6).

o..#? 미국은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한국측이 맡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u諒층회의 결의에 의하여 미국 대통령이 군사정전위

수석데표를 임명하도록 위임을 받았음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해석이

점차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 l8) 한국국방부내에 군축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1989. 1.

23일자 FThe Wall Street JournalJ의하여 보도되었다. r조선일보J 1989.

l. 24일자를 참조할 것출

주 l9) 최근에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른과 그 향방에 대한 분석

을 위해서는 김창수, "미국의 대아 .태 군사전략과 한반도", 외교, 제ii호

(1989. 9), pp. 7~13을 참조할 것찰

주 2o) 여기에는 중요군사활동에 대한 사전통보, 군사와 관련된 일정표 상호교환,

국제감시단 운용, 현장사찰, 군사훈련에의 참관인 초청등이 포함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lan J. Vik, 앞의 논문(1989)을 참조할 것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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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핵무기

하 선

(서율에학교 )

l. 머리말

l9 5o 년대 후반이래 우리 할의 일부가 되어온 한반도의 핵무기는 지난

3o여년동안 간헐적인 논의의 대상이 피어왔으나 i99o 년대를 맞이하면서

아래와 같은 국게체제 , 남북한분단체71l, 국내체제의 변화와 함께 보다 본격

적인 괸생의 .출정이 되어가고 .있다.

첫째,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현데국제체제는 l98o 년대 전반기의

신냉전체게를 넘어서서 l98o 년대 중반이래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산데땅뜨

체제를 구축하여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국제체제는 정치, 군사, 경제
9

문화의 전 역애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맞이하고 있다. 국제군사체제의

경우에 l987 년에 이루어진 전역핵무기 폐기협징에 이어 미국과 소련간의

전락텍무기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지역에서의 재래식 무기체제와 전

글핵무기의 감축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해외

주둔군의 재조정의 일환으초 주한미군의 감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燎

이러한 국제체제의 변화속에서 한반도의 핵무기도 불가피하게 새로운 시각

에서의 재평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識

둘때, 남북한분단체제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통일체제 로 전환시키기 .위한

남북한의 긴장완화 및 군비축소의 논의에서 북한은 주한미군과 핵무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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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특히 l97o년대 중반 이래 북한은 전술

핵무기의 철수와 이에 따른 한반도의 비핵평화지대 창설의 주장을 강화시

켜 왔다. 따라서 한반도의 핵무기는 남북한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가장 중

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聲

세째 , 한국의 국내체제의 민주화과정과 함께 반미운동의 일환으로써 새 f .

운 정치 .사회세력들에 의한 반핵운동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한반도의

핵무기 문제는 국제문제 , 남북한문제인 동시에 국내정치문제로서 중요성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핵무기

의 문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한반도의 핵무기

에 대한 국내의 논의나 언구는 제한된 정보와 를은 시각 속에서 이루어지

고 있어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의 핵무기 논의와 연구의 바할직한 방향 정립을

위하여 우선 한반도의 핵무기의 현실을 가능한 한반도내에서 객관적으로 파

악한 다음에 한반도의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 정치적, 윤리적 문재

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바지막으로 이 연구는 한반도 핵무기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燎

린 한반도 핵무기의 현실

L

한반도의 핵무기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

적인 현실에 기반하어야 한다. 그러나 l958년 l월에 미국에 의해 처음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한반도의 핵무기는 지난 諸여년동안 존재자체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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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구체적 내용은 미국 행정부의 긍정도 부정도

하지않는다는 정책방침에 따라 計혀지지 않고 있다
聾

그러나 한반도 핵무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추정은 l97o 년대 중반

o15f 적지않게 이루어져 왔으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의 .. 라섯

가지 추정치를 들 수 있다
출

첫째,미국의 진보적 색채를 띤 군사문제 연구소인 방어정보센터 ( c e n -

출登를 f o r Def雲料濫출 工料for料출출초o料 )는 l976년에 핵무기 운t가능 무기

체제에 운반가능한 탄두수를 곱하는 방식을 써서 표l에서 보는 바와 같

이한반도의 핵무기를 661 - 686 개로 추정하 다.i) .

이러한 계산은 비록 민간 연구소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는 하지만 한반도의 핵무기에 대한 최초의 구체적인 추정이라는 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그리나 방어정보센터의 이러한 추정은 한국에 실제로 배

치되어 있는 핵무기의 수가 아니라 배치될 수 있는 수라는 면에서 한계

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미국의 시사평론가인 잭 앤더슨은 l983년 5월 2일자 r워싱턴

포 스 트 J지에 미국방성의 한 비 보고서에 기반하여 태평양지역에 배치된

비진략패무기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비행기로 투하할 수 있는 폭

탄 l33게 , 8인치 곡사포탄 637H, 155U 곡사포탄 3i게, 핵지뢰 2i게

총합계 248 게이다
출

세때,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인 아킨과 필드하우스는 전세계의 핵무기의

현실을 주적한 결과로 l985 년에 간행한 r핵전장 ( N u c l e a r B a t t l e -

fie초ds ) J에서 한국에는 군산 주한미 7 공군기지에 전투폭격기용 핵

폭탄 60 7R , 8인치포 핵폭탄 407]], 155 m 포 핵포탄 3o게 , 핵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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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l > 한국내의 미즉핵무7r

핵운반가능 체 제 당 무기당폭발력

군 별l 운 반 체 제 핵무기총수

체 제 수 l장 전 수 c최대 k t )

미공군l전폭기 48 | 4 | 192 lo M :

( F - 4 팬 팀 )

화 포

8 인치 (M - 1 1 0 ) 28 | 2 | 56 l k b

1 5 5 w n ( M - 1 0 9 ) 76 | 2 | 152 | l kt

지대공 미사일

나이크 허큐리스 l i44 1 | 144 | 5 kt

지대지 미사일

에네스트 존 l 4 20 | 80 | 100 kb

써전트 2 | 6 | 12 | 100 kt

핵지뢰 2 5-5o 1 | 25-50 5 M :

총합계 3 2 7 - 3 5 2 661 -686

자료 : Center for Def ens e Information, " Kore a an d U .S .

P o l i c y 초汎 As초眞 >' T h e Def惡料료警 Mo料초출or V o l . 5 인o . l >

p . 5 .

* 추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론에 기반하 다 :한국에 있는 핵운반가능체

제수를 밝혀낸 다음에 유럽의 장전경험에 기반한. 추정수를 이용하여

각 체제의 핵무기 총수를 계산하 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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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 게, 총합계 l5l 게가 저장되어 있다고 밝혔다.3) 이러한 아킨과 필드하

우스의 자료는 한국에 핀제로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전술핵무기에 대해

이루어진 가장 최근의 추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네째, 태평양지역의 핵무기 를제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피터. 치이

스 는 그의 상세한 한반도의 핵무기에 란한 언구에서 핵무기의 배치수 자

체는 아친과 필드하우스치 자료를 그데로 받아들여 같은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4) 다만 최근의 변화로시 헤이스는 랜스미사일의 도입에 극른 일부

핵포탄의 증가 가능성과 동시에 핵지뢰의 철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헤이스의 연구는 단순히 한반도 핵무기수의. 추정에 머므르는 것

이 아니고 한반도의 핵무기체제를 포랄적으로 접근하여 실체의 일부를 들

어네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 북한은 l95o 년대 중반부터 한국내의 미국핵무기를 비관하여 왔으

며 l97o 년대 중반부터 미국측 자료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핵무기 현황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이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놀여 왔다
識

북한의 이러한 노력은 l976 년 8원 5일의 정부비망록이래 지속되어 왔

으며 보다 최근에는 l986 년 6월 23일의 한반도의 비핵평화지대 창설제

의. l986년 9월의 l-조선반도의 데치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회의 J , 그리

고 l989년 5월의 외교부 미망록등으로 나타나고 있다.5)

북한의 이러한 공식 입장의 표명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반도의 핵무기에

대한 추징은 주로 찰에서 언급한 네게의 추정과 미의회 증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은 l975년 미 하원 청문회에서 언급된

내용을 근거로 한반도의 핵무기를 l,ooo 게로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구체

적인 표힌글 빌리자면 M 남조선에서는 핵폭탄과 핵포탄, 중성자 무기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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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l,ooo여개의 각종 핵무기들이 투입, 배치되었으며 그의 총 폭발력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l?o關배에 이5 .

고 있다.

남조선은 극동지역 진체에 전피된 미국핵무기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극

동최대의 핵기지로 핵무기 배치 도에서 나토보다 4배나 더 높은 세계제

l의 핵기지로 되었다 雌

이러한 한반도의 핵무기에 대한 다양한 평가중에 현시점에서 대부분의

민간군사전문가들에 의해 현실에 가장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

는 것은 아킨과 필드하우스의 추정이다 출

한반도의 핵무기를 검토함에 있어시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핵심이나 이와

함께 보완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남북한의 독자적 핵무기 보유

가능성의 문제이다.

한국의 핵무기 채발계획은 l97o 년에 닉슨독트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주한미군의 감축과 함께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 다. 한국정부는 월남이 공

산화된 직후인 l975 년 5월에 공식적으로 핵무기치발 가를성을 언급하 다 찰

그러나 한국의 핵확산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압력속에서 한국은 불

란서와 계약한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l977년

에 들어서서 한국 정부는 카터 데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계획과 함께 다시

한번 핵무기의 게발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언급하 다.6)

그러나 한국의 핵무기 게발계획은 l97o 년대말에 미.소관계의 신냉전화

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계획의 후퇴와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과 함께 일단

무산되어 버렸다. 이에 따라 l98o넌대에는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의 면에서는 커다란 진척을 보 으나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의 면에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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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새로운 변화를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 대발 가능성의 문제는 l98o년대 중반이래점차 관

심을 모으고 있다.기 북한은 소련의 도움으로 첫번재 연구용 원자로 ( z-

4 M 料 ) 를 l962 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하여 l965 년에 본격적으로 가동시壽.

N . 북한은 l97o 년대 후반에 평안북도 변의 원자력연구소 시설을 확장

할 것을 결정하고 l98o년에 두번째 원화로 ( 3o M料)를 착공하여 l9 8 7

년 2월부터 가동시키고 있다. 북한의 이 원자로는 i95o 년대의 국형 원

자로를 모방하여 북한 기술진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국은 1984-85 년에 북한의 두번째 원자로가 반란 완성된 것을 발견하

고 핵확산의 위험성을 막기 위하여 이를 소련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

다.

소련은 l985 년 l2월에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

는 과정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고 북한의 원자력

시설을 국제원자력위원회의 감독하에 두는 것을 동의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위험성에 대한 의심을 일단 거두었다 출

그러나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이후 l8계월 이내에 서명하게 되어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면안전조치 협정서의 서명을 지연시킴으로써 새로운 의

혹을 사고 있다.

이에 덧붙여 미국은 l989년에 북한 변의 연구용 원자로 주위에 새

로운 건물들이 건설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핵연료 재처리 시설로

판단된다는 정보를 관련당사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북한의 핵확산을 막

기 위해 소련의 협조를 요청하 다.

미국의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북한은 l989년 9월의 외교부 성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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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미국은 r남침위협 J이요 r북의 군사적 우세 J요 하면서 남조선에

서 물러가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가 핵무기를 생산한다는

황당한 여른마저 내돌리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미 감정을 누르고 미군과

핵무기는 계속 남조선에 남겨두기 위한 어리식은 잔 꾀에 불과하다 8) J 츠

반박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제한된 정보속에서 북한의 핵연료 재처리시설에 대한 평가

는 첫째, 연구용 원자로와 관련된 다른 시설일 가능성 , 둘째, 연구실험을 위

한 소규모 수준의 것일 가능성, 세째, 실제로 플루토늄 핵목탄을 제조할 수

있는 규모의 것일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석야 할 것이다.

만약 현재 공사중에 있는 건물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의 핵

연료처리시설이라면 북한은 다글과 같은 세 가지의 어려움에 봉착하개 될

것이다.

첫때, 소련의 압력이다. 소련은 동맹국들의 핵확산에 대해서 엄격한 통제

를 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 게발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에는

소련은 제공하기로 한 원자력발전설비의 공급지연 , 원자력 기술이전의 중단

군사원조의 유보등을 통하여 강력한 통제를 시도하게 절 것이다 燎

둘째, 북한이 핵무기 게발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한국도 핵무기 게

발능력을 가지려고 할 것은 거의 확실하f. 이러한 경우에 동북아에서 핵

확산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북한에게 반

드시 바람직하지 않다출

세째, 기왕에 북한이 한반도의 핵무기에 대해 취해왔던 기본입장을 변경

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은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에 데한 자위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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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보면 한반도의 핵무기를 검토하는 경우에 한

국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전술용 핵무기가 핵심이며 남북한의 목자

적 핵무기계발 능력 문제는 현 단계로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군사적 문제

한반도의 핵무기에 관한 논의의 첫 출발은 이들 핵무기의 군사적 역할

에 대한 평가에서 부터 시작하석야 할 것이다.

.물론 한반도의 핵무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 4 내용이 불확실한 속

에서 이들 핵무기의 군사적 역할을 평가하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

나 한반도의 한반도에 관한 기왕의 국내외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한반도

의 핵무기에 긍정적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는 북한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

을 억지하지 위한 불가피한 필요악으로서 한반도의 핵무기에 부정적 입장

을 취하는 쪽에서는 한반도 핵무기의 공격용 또는 방어용으로서의 사용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練

한반도의 핵무기가 과연 억지용인가, 방어용인가, 또는 공격용인가 하는

문제를 현재의 제한된 정보속에서 객관적으로 플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가지 면에서의 기초적인 검

토는 가능할 것이다.

첫째, 미국의 매한 군사전략의 전반적인 틀속에서 한반도의 핵무기의 역

할을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휴전에 들어간 이후 재래식 무

기체제보다 핵무기 체제에 기반한 대량보복전략를 채택하고 이를 구체적 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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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게하는 속에서 한반도에도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휴전이후 잔류하게 된 주한미군 2 게 보병사단은 핵

무기로 장비를 갖춘 5게 전투단으로 편성된 펜토믹 ( P e n t o m i c ) 사단

으 로 재편되고 l958년 l월에는 재래식 포탄이나 전술핵탄두를 다 같이

발사할 수 있는 28o料원자포와 지대지 미사일인 어네스트 존을 보유하게

구

되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미국이 한반도

에서 l97o 년대 초반까지 채택하 던 단계적 후퇴전략의 틀 속에서 북한의

전면적인 기습 공격에 대한 억지 또는 방어체제의 핵심적인 일부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 다.

주한미군은 l973 년에 한반도에서의 군사전략을 종전의 단계직 후퇴전략

에서 전진방어전략으로 전환하 다. 이에 따라 한 .미연합전력은 북한의 여

하한 공격을 서울 이북의 휴전선에서 저지하며 따라서 즉각적인 핵공격으로

확전시키거나 예정된 방어선을 철수하7.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전술핵무기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켰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는 휴전

선으로 부터 재배치되어 l97o년대 중반에 군산 공군기지의 무기고에 통

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핵무기가 직접적인 교진지역에 존재하지

않게 되어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는 재래식 억지와 방어의 실페에 대비하

게 되었다.

l98o 년대에 들어서서 레이건 행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공세적 방어전략

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전략방위계획 , 해양전략, 그리고 공지입체전투교리를

추진하 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미국의 대한 군사전략도 기존의 전진방어전

략에 새로운 공세적 방어전략을 가미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 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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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속에서 한반도의 핵무기는 기존의 억지와 방어의 역할. 위에 상대

방의 공격군과 후속대열이 주전투지역으로 오기 전에 적전력을 파괴하거나

병참지원부대를 격멸하는 것과 같은 공세적 방어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게

될 가능성를 보여 주었다.9}

둘째, 한반도의 핵무기가 일차적으로 억지 그리고 다음으로는 방어의 역

구

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는 아킨과 필드하우스가 밝힌 한반도의 핵무기

의 내용과 대체로 합치된다.

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F-l6으로 운반할 수 있는 핵폭탄 6o

는 북한의 선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북한의 비행장등의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고 핵화포들은 북한의 기습 공격을 위한 군사력 집결

을 막기 위한. 것이며 핵지뢰들은 북찰군사력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것

으로 주정된다.

이러한 검토를 종합하여 보띤 한반도의 핵무기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선

제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만약 이러한 역할이 실패로 돌

아가는 경우에는 방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핵무기 가 가지는 군사적 문제로서 두번째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핵전쟁의 확전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북한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M조선반도

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핵전쟁으로 되고 쉽게 조선 경외로 번

져가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확대절 수 있다 燎

남조선에서 핵무기가 제거되어야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화근이 없어지 츠토

조선인민 뿐 .아니라 우리 주변 나라 인민들이 핵위협을 모르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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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및늘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조선의 평화뿐 아니라 아

세아와 세계의 평화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절박한 사업

이다.w lo)

한반도의 전쟁이 곧 핵전쟁으로 되고 다시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확전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한반도의 핵무기의 성격을 생각하

여 를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주한미군 전술핵무기가 북한의 기습적인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억지하고 만약 이것이 실패하면 방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소련의 극동 군사력을 직접적인 군사목표로 삼고 있지 않은 속에서 한국

전쟁을 자동적으로 세계핵전쟁으로 연결시키는 것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

다.

따라서 북한의 선제 공격이 없는 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이나 세계 핵

전쟁으로의 확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위험을 피하

기 위하여 우리가 핀토하여야 할 또 하나의 군사적 문제는 만약 한반도

에 평화체제가 이루이질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억지체제가 필요악으로 불가

피한 것이라면 핵무기가 아닌 방법으로는 불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첫께, 재래식 무기체제의 빠른 발전은 파괴력에 있어서

재래식 무기와 전술리무기의 구분을 어릴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속

에서 핵억지 대신에 재래식 억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聲

둘째, 한반도에서 딴북한 서로 이해의 갈등을 군사적인 수단으로 풀어 보

려는 의지를 억지시치기 위해서는 군사적 억지체제를 넘어선 비군사적 억

지체제에 대한 신중린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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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적 문제

한반도의 핵무기는 단순히 군사적인 중요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

라 한국에게 정치적으로도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핵무기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국제체제 . 남북한분단체제 , 그리고 국내체제

로 나누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識

첫째, 국제체제적인 차원에서 한반도의 핵무기는 한국의 초강대구과의 국

제정치애 커다란 향을 미쳐왔다. 한반도의 전술핵무기는 한국과 미국의

국제정치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온 주한미군의

한반도 진쟁 억지기능의 일부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속에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정치적 향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반의 일부로서 작촌하여 왔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l97o년대의 닉슨행

정부와 카터행정부는 전술텍무기를 포함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정치적 향력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었

다.

다음으로 한국의 대소관계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핵무기가 부정적인 주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련은 한반도의 미국 전술핵무기를 미국

의 대소 무기체제의 일부로서 파악하고 이의 철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

나 조심하여야 할 것은 소련은 명백히 한반도의 핵무기에 대해 강한 비

관을 하고 있으나 진역핵무기 폐기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한반도의 전술핵

무기의 철수 요구를 양보한 것을 보면 이들을 소련의 안보에 결정적인

위협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ll)

둘때, 한반도의 핵무기는 남북한 분단체제의 게선에 중요한 논쟁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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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왔다. 북한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배치된 이래 이를 남북한 관계개

선의 걸림돌로시 비난하여 왔다. 특히 북한은 l97o 년대 중반이래 전술핵

무기의 철수를 강조하고 남북한 군축제안의 핵심으로 주장하여 왔다. 이러

한 주장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l987년 7월의 다국적

군축협상개최 제의에 이어 l988년 ll월의 r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리인 평화방안J에서 이다.BJ 이 포괄적 평화방안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단계적인 주한미군의 칠수

와 남북한사이의 군E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철수의 첫번째 항목으로서 w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 난

을 가져 올 핵무기5을 우선적으로 철수한다. 핵무기의 철수는 l99o 년말

까지 2단계로 나누이 진행한다. i단계 ( i989 년말까지 )에서는 먼저 북위

35도 料분 이북지익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며 2단계 ( l99o 년말까지)

에서는 그 이남지역의 핵무기를 철수한다.w를 들고 있다欄

이러한 한반도의 미군핵무기의 철수의 주장과 함께 북한은 l97o 년대 중

반부터 한반도의 비리평화지대창설을 강조하기 시작하 다.l3) 북한은 l98o

년 lo월의 로동당 제 6 차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재의하면서 한반

도의 비핵평화지대화G lo대 정강중의 하나로 71l시한데 이어 l98l년 3

월에 일본 사회당 데표단의 북한 방틀시에 북한 로동당과 일본 사회당간

의 공동 성명을 통해 r조선 .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비핵평화지데화

를 위해 양 당이 5 기 할 것 J을 밝했다.

북한은 l986 년 6 월 23일에 처음으로 정부성명 형태로 r조선반도의 비

핵평화지대화 J주장을 밝혔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l4)

M첫째로 조선민주t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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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면 외국의 핵무기들이 자기의 토. 공 . 해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

하지 않을 것이다. '

둘째로 미국정부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 평화지대로 만드는데 대한 조선

인민과 인계 평화애호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남조선에 .대한 새로운 핵무

구

기 반입을 중지하며 이미 반입한 모든 무기들을 단계별로 축감하고 나아

가서 그것을 완전히 철수하며 조선반도에서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모든

작전계획들을 취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세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정부와 .남조선 당국이 조선반

도 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드는데 대한 우리의 제의와 관련하여 그 어

떤 협상이 필료하다면 그 협상의 형직에 구애됨이 없이 그에 어느 때나

응할 것이다.n

북한은 i986년 9월에 r조선반도의 비핵 .평화를 위한 평양 국제회의 J

를 게최하고 북한의 입장을 충실히 반 하는 7게사항의 r평양선언 J 을

발표했다.l5} 그 이후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평화지대안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한반도의 핵무기는 남북한의 관계개선을 위한 논의의 핵

심적인 주제로 등장하 다 練

세째, 한반도의 핵무기 문제는 l9關년데 중반에 들어서서 새로운 정치

.사회 세력들에 의해 통일을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의 일환으로서 반전

반핵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함에 따라 더 이상 국제문제나 남북한 문제로서

만 볼 수 없고 동시에 국내정치 문제화되어가고 있다燎

이러한 란전반핵운동은 l986 년을 기점으로 주로 학생운동권> 종교계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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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운동권에 의하석 루도되어 왔다.l6)

첫째, 학생운동권의 반전반핵운동은 l986 년 3월에 자민투를 중심으로 반

전반핵투쟁위원회가 c.성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학생운동권에서의 반전반핵운

동은 그 이후 전대템에 의해 주도되어 왔는데 그 중심 내용을 핀던 U

국통일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반미자주화운동이 필요하며 반미자주화운동의

구

핵심고리는 반전반핵운동이라는 것이다 를

둘째, 종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l984년 도잔소협의회 이래 꾸

준히 이 문제를 논의하여 오다가 l988년 2월에 채택한 r민족의 통일

과 평화에 대한 한한기독교회 선언 J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 있

다. M핵무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남북한 양측은 한

반도에서 사용 가능신 자체를 원칙적으로 막아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에 배

치되었거나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는 철거되어야 한다.w

세때 > 사회운동권에세는 민통련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전국민족민주연합 등인

반전반핵운동의 중심 c 이루어 왔다. 이 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은 학생운동

권과 마찬가지로 반친반핵운동이 조국통일을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識

네째> 정치권에서는 기존의 보수정당들은 한반도의 핵무기에 대해 대단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민주당은 l987 년

대통령선거 대비용으친 내놓은 제 l 차 loo 대 정강정책에 비핵지대화안을

포함시켰으나 제 2 차 loo 대 정강정책에서는 이를 삭제하 다.

반면에 한국사회당t 진보정 치연합, 민중의 당과 같은 혁신정당들은 한반도

의 핵무기 철수와 치핵지대화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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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적 문제

한반도의 핵무기 문제가 일차적으로는 군사 문제이고 정치문제이지 만 .보

다 근본적으로는 윤리 문제이 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에서 한반도 핵무기의 출리적 문제를 초보적인 차원에서 제기하기 시

작하 다. 이러한 속에서 한반도의서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할들이

한반도의 핵무기에 대해 어데한 윤리적 입장을 취하여야 할 것핀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練

이 문제를 플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현대국제정치가 가지는 핵무기의 윤

리적 문게에서 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국가간의 관계에서 자산의 찰을

위해 타자의 죽음을 가져오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출은 것인가 하는

문제 는 윤리학과 정치학의 오랜 숙제의 하나 다. 특히 l9拓년의 핵무기

의 등장으로 폭력수단에 혁명적인 변화가 옴에 따라 이 문제는 종교계 1

칠하계, 그리고 국제정치학계에서 보다 심각한 논의의 데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핵윤리에 관한 논의들을 크게 보면 평화주의, 현실주의, 그리고 정

전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l7o

첫.례 , 핵 천화주의는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데한 목적을 위해서 도

핵무기라는 수단은 정당촤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왜냐 하면 폭력 수단의

혁멍적 변화라고 할 수 및.는 핵무기는 일단 사웅이 되었을 경우에 엄청

나 파괴력으로 인해 전쟁의 이해 갈등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전투원 뿐 만

아니라 무고한 제3자인 비전투원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더나아가

서는 친 지구상의 미래의 때대에까지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

다. 따라서 하나의 국가 또는 정치단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핵무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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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 오기 때

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핵 평화구천는 폭력수단으로서의 핵무기의 사용을 부정할 뿐만아

니라 상데방의 군사적 공격을 막기 위한 억지체제로서의 핵무기의 사용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 하면 핵억지체제가 현실적으로 신뢰성

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잠재적인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핵 현실주의는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시 억지 수단으로서의 핵무기

를 극단의 예외적인 사용 가능성에 따른 위험때문에 부정하는 것에 대해

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 하면 극단의 예외적인 사용의 위

험성 때문에 핵억지체제없이 상대방으로 부터 할의 위협 또는 부정을 당

하는 대신에 억지 수단으로서의 핵무기 .가 상대방의 공격 위험성으로 부터

자신의 찰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면 이는 이는 현실적으로 정당

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 핵 정전주의는 평화주의와 현실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보려는 노력

의 일환으로 한 국가의 방어적 생글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라면 핵 억

지를 인정하되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무차벌성과 무비례성의 위험을 최대

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장단기적으로 핵무기 사웅 결과에 대한 신

중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죠셉 나이( Joseph S.Nye, Jr )는 이

러한 세개의 조건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핵윤리의 5대 원칙을 제씨하

고 있다. 첫째, 자기 방어는 정당하고 제한된 동기이다. 둘제, 핵무기를 결

코 보통무기로 취급계서는 안 된다. 세째, 무고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네때,단기적으로 핵 전정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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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 장기적으로 핵무기에의 의존을 감소시켜야 한다.

현대국제정치의 핵윤리에 대한 세개의 다른 입장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핵무기가 가지는 윤리적 문제도 세게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볼 수 있화.

첫째, 핵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군사력의 사@을 억지할 필

요가 딘더라도 상대방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는데 및을 통한 억지를
구

추구하는 것은 출지 않으며 만약 핵의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무고한

많은 동족의 희생이 생길 가능성이 놀으며 또한 한반도의 핵전쟁이 동북

아 내지는 세계적 차원의 핵전쟁으로 확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핵억지 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

둘째, 핵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한 분단체제의 군사적 긴장은

극히 심화되어 있어 충돌하는 경우에 쌍방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될 것

이므로 핵억지까지를 포함한 여하한 수단을 써서라도 군사적 충돌을 막아

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핵무기는 세계적인 차원의 진략핵무기가 아니5 토

남북한 차원의 전술핵무기의 수준이므로 위험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제한

l 인 성격을 띄고 있다.

세패y 핵 정전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핵억지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동시에

남북한의 군사적 출돌도 바할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핵무기 철수와 함께 남북한의 공격적 군사체제를

방어적 방어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

하면서 한반도의 전술핵무기를 우선적으로 철수하기 위해시는 당기적으로 재

래식 무기에 기반한 억지체제가 작동하여야 하고 동시에 비군사적 억지체

제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속에서 중기적으로 남북한의 공격적 군사체

제를 방어천 방어체제로 전환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 남북한를. 공동안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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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모색하여야 한다.

한반도의 핵무기에 대한 이러한 세개의 다른 윤리적 입장중체 국내에서

는 핵 평화주의와 를 현실주의의 극단적인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속에

서 동기, 수단 및 천과의 윤리성을 포괄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핵 정전

론적 입장에 데해서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 해 결 방 안

한반도의 핵무기는 한반도에서의 전면적인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억지

체제의 일환으로 미7에 의해 배치되어 왔으나 동시에 적지 않은 군사적

정치적, 윤리적 문제&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핵무기 문게는 군사

정치, 윤리의 총체적 시각에서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천다
識

첫째t 한반도의 핵무기가 한반도의 군사적 억지체제의 일부이나 핵무기의

잠재적 위험성 때믄애 이를 철수시키기 위해서는 억지체제의 대상이 되는

북한의 공격용 무기ii11제의 선제사용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매,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동시에 공적용 무

기가 없는 한반도가 모색되어져야 한다. 둘째,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 중족

되지 못한 속에서 린반도의 핵무기를 철수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체

제가 구축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남북한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억지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재래식 무기에 기반한

최소한의 억지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상호간의 군사력 사차을 억지하는 체제의 모색이다.

둘째, 한반도의 핵#기는 미국과 소련이 태평양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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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ooo게 이상의 핵무기의 작은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핵무기들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의 일부로서 작동하고 있

는 동북아 국제체제의 군사적 기반을 이루어 왔다.

동북아국제체제는 유럽국체제에 비하여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sE

는 정치단위체들의 이해의 갈등을 비군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정치적

할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속에서 군사적 기반을 형성하여 왔다.

이러한 속에서 동북아 국제군사체제의 일부인 한반도의 핵무기.를 철수하

기 위해서는 동복아 국제군사체제 나아가서는 동북아국제체제의 조정을 동

A1o11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우천 미국과 소련이 유럽

과 함께 아시아에서 전술핵무기의 폐기를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글으로. 동북아.지역의 미국, 소련, 중국, 일본, 한국, 북한의 핵과 재

래식 무기체제를 충체적으로 통제내.지는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국제체제의 군사적 기반을 조정을 위

해서는 정치적 기반의 강화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국제정치체제의 강화가 동북아시아에서의 이해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플어나

찰 수 있을 때 동북아 국제군사체제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커다란 혼란없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세째, 한반도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국내체제의 .채

혁으로 남북한의 정치 주도세책이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풀어나가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정치지도세력은 한반도의 핵무기

를 단순히 공격출으로서 비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억지용의 한딴도의 핵

무기의 철수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건 성숙을 위해보다 진지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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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의 정치주도세력은 억지용으로서의 한딴도의 핵무기가 가지호 있

는 군사적 , 정치적, 윤리적 문제의 어려움을 출분하게 인식하고 이를 플어

나찰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속에서 한반도의 핵무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기반의 가능성이 료색되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남북한의 합의기반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今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한반도 핵무기 문제의 해결은 군사적

으로는 한반도와 동를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

치적으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적 합의 기반속에서 추구되어야 하

며 윤리적으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모든 사람들로 부터 동

기 , 수단, 결과의 차원에서 윤리적 정당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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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주한미군철수

南 柱 洪

(國防大學院)

I . 한미안보관계의 현주소

지난 4o년간 비교적 큰 변화없이 꾸준히 발전되어온 한미안보관계가 이

제 l99o년대로 접어들면서 커다란 전환점에 다달아 .있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이 유지해온 우호협력관계가 변질된다는 의미에서의 전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동맹 .및 안보동조자 위상은 '그대로 지속시키되 협력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대 전환점

을 맞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발전적 변혁의 동기와 배경은 대략 다

음의 몇가지 문제의 상황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출

첫때T 객관적인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관적인 위협인식의 현화이다 출

사실 한미안보관계는 단순히 양국간의 고유의 이해관계로 출발했다기 보다

는 처음부터 팀지역적 안보를 위한 전략요구 조건으로 한국전쟁을 깃점으

로 충격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전략기조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도의 가변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범전초기에 임의로 강화되었던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이 데탕트 시기인 l97o년대에 와서 닉슨 독트린과 카터의 주

한미군 철수정책에 의해 도전을 받은 것이라든가, 레이건행정부 초기 이

른바 신냉전 기류가 형성되면서 다시 대한공약이 군사적으로 강화되는가

싶더니 작금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정책이 몰고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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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당트의 역풍은 또다시 미국으로 하여금 대한안보관계를 다른 형태로 재

정립하는 방향으로 .시도케하고 있는 것이다 를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의 적에 대한 공동방위라는 동템의 '집단안보개념은

위협인식의 변화에 따라 혹은 강력하게 혹은 는확실하게 표현되어 왔고

한미안보협력관계의 방향을 거의 전적으로 주한미군의 장래와 연결시켜 평

가해야 하는 구조텍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제 l99o년대의

한미안보관계는 더 비상 이러한 상황논리에 종속된 작용 .반작용형식의 발

전을 허용치 않고 있다. 그 이유는 l99o년대의 안보환경이 성격적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소련과 중국의 내부계혁과 대외개방이 서방의 대공산권 위협이미지를 근원

적으로 재수정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t 동구권의 딸소주의와 Ec통합T 동독

정세의 급변에 따른 그리고 일본의 정치 .경제적 향력 증대와 독일 통

일 움직임? 태평양 시대의 도래에 따른 지7간 블록단합 및 통합화 현상

은 새로운 개념의 린단안보 창출을 요구하면서 기존의 동템관계에 위기의

식을 심어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한미안보관계도 과거빠는 다른 형태의 정치적 전제와 전략적 가정으로 공

동의 선을 위한 새만운 전략방법른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둘째> 한미안보관계 전환기에 접어들게 된 것은 한미양국이 서로에 대

해서 갖고 있는 기대감과 우호적인식이 점차 보다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른바 전략적 현실주의 (Strategic realism)로 변모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크게 나누어 한국의 대미인식 변화와 미국의 대한기대감 변

화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의 대미인식의 변화이다. 한국의 대미인

식은 l97o년대 미국<)1 월남에서 페퇴하고서 뒤이어 카터의 주한미군철수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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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려E면서 안보공약의 신뢰성에 대한 불확실감에서 출발하 으나? l 9 8 o

년대에 들어와서는 l2 .l2사태와 5 .l7광주사태를 통하여 점차 정치적 불

신감이 한국민 일부에서 딱트기 시작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통상마찰에 따

른 미국의 고압적자세가 일부 급진세력들의 민중사관에 입각한 민주주의감

정과 반미주의를 불러일으키게 이르렀다. 물른 이것이 부분적인 현상이고

.는

결국 한국민 전체의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한미안보관계 발전방향 측면에서 본다면 다음의 두가지 점은 뚜릿히 지적

할 수 있다 龜

. 우선 지난 l987년 6 .29선언이후 급속히 진척되어t 정치사회적 민주화

의 결과로 지금까지 거의 금기시되어 왔던 미국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자연스럽게 받다들여지는 이른바 건전한 撚美意識의 태동이다. 이것은 미

국을 과거의 냉전사관에서 파악했던 M안보의 절대적 지원자인)로만 더 이

상 보지않고 미국도 자국의 실리와 현실주의에 상응하여 움직일 뿐이라는

"안보의 상대적 협력자기도 간주하려는 일종의 새로운 민족사관을 정립하려

는 시대의 흐름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6 .29선언이후 점차

한국은 그간 쌓아온 경제적 잠재력과 자립기반을 바탕으로 민주화에 관한

정치적 자긍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것이 올럼픽의 성공적 개최를 깃점으로

외교적으로 보다 강력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민족자존의식의 표출을 나타나

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안보관계를 일반적 의존관계가 아닌 J7.

도의 실리 .현실주의에 입각한 상호동반자적 대등관계로 보게 되고 군사

및 비군사부문에서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보다 원칙적

인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게 되었다 찰

이같은 건전한 비미의식은 주로 실무적인 관료조직과 학술적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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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산충 이상의 시민의식구조에 민주화 과정의 자연스런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는 데 비해> 과격하고 좌경성향의 반미주위와 운동은 주로

감정적 차원에서 일우 정치인들과 재야세력 그리고 학생운콘권 및 노동자

농민층에서 대두되고 있으며 이것이 향후 한미안보관계 발전방향에 적지많

은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앞의 건전한 비미의식은 한미관계를

보다 균형잡힌 동반자적 권리와 의무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촉진제 역
차'

활을 할 가눙성을 갖고 있는 데 비해) 과격한 반미감정은 당장 미국내

에서 지금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응한 반한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오

히려 한미안보관계를 악화시킬 불화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점차 확산일로에 임,는 이러한 반미주의와 주장은 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때는 한계가 있다하여도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북한과의 평

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고 선통일후안보를 내세움으로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어및든 이러한 한국의 대미인식 변화는 이와 거의 병행하여 미국의 대

한인식 내지는 기대감의 면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의 핵심 즉f

한미안보협력방향과 방법의 관건이 놓여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한미안

보협력의 근간은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 공약은 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정책의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한미안보관계는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으로 그리고 정치경제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

려 있는 것이다. r.-리는 이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을

현실걱으로 잘 인식하지 않으면 결국 본 논제에 부합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한반3L 긴장완화와 주한미군철수에 관한 우리가 원하던 원

치 않던 간에 현재한반도의 안보체제는 6 .25전쟁이 정치적으로 결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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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 군사적 휴전체제이고 한국은 체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한

은 기술적인 의미에서 국제법적으로 아직까지 전쟁상황에 있다. 미국이

한국을 대신한 휴전협정의 당사자로써 현재의 안보체제를 유지하는 l차적

이고 또한 가장 핵심적인 역활을 자임하게 된 것은 순수히 미국의 릴전

적 정책의지의 표현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현상(Status-quo)을 바꾸거나

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처음부터 대한공약에 담고 있으며 이를 "헌법

적 절차에 의한 지원?'이라는 조항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분a히 밝히

고 있다. 이는 무슨 뜻인가?

미극의 대한공약은 그 성격이 전적으로 냉전의 상찰논리 기 때문에 정

태적인 것이 아니고 동태적이며 따라서 결국 자동적인 것은 아니며? 또

한 조약상 분명히 상호주의를 원책으로 하 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국익

개념의 변화나 위힙인식의 변화 아니면 상호이미지 변화에 의해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 작금 약간 불편해진 한미관계의 배경에는 이러

한 의미에서 미국의 대한인식변화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를은 발

할 나위도 없다. 이것을 앞서 언급한대로 전략적 현실주의라고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다음의 2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력의 성장에 대한 미국의 기대감이고 둘째는 미국력의 상대

적 약화 내지는 기존노선 유지의 한계이다. 이 두가지 요인 모두 l98o

년대의 현상이고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l99o년대의 한미안보관

계가 일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첫째 요인은 이미 설명

했듯이 한국의 경게적 성장과 정치적 자신감의 회복에 따라 군사적 자위

력이 조만간충 분 히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의 대한 기대감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문제를 제기하고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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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요은 두번째 요인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미국이 한국을 경제적 라이벌로 간주하고 견제와 압력의 대상으로 볼 뿐

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한국의 민족주의가 심각한 반미감諒을 표출시킴으

로씨 미국에게 일종의 정치적 배신감을 만겨주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더이상 현상유지에 일매일 수 없다는 미의회나 언른의 강력한 현상타파른

의 주장에 미행정부가 귀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燎

차

우선 경제적으로 미국이 대한공약을 재인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l988만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lT5oo억불 그리고 무역절차

는 l,6oo억불로서 체니 국방장관이 최근 밝했듯이 향후 5년안에 걸쳐 l,8oo

억븐 정도를 국방애산에서 삭감하게 되어 있다. 삭감대상의 첫깨로 해외

주둔 미국경비를 치목하 고 그중에서도 유럽과 한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

게 된 것은 어떠한 형태이건 대한 군사공약의 경제성에 내실을 기하겠다

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불어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최소한

서독과 일본처럼 구둔미군 비용을 40~50%까지 부담하고 있는 선까지 올

려줄 것을 .희망하피 있다. cDIp사업비용의 점차적 증대와 주한미군속 인

건비 지원 그리고 용산기지이전 비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검토하고

있다. 즉t 미행정부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그간 미국이 7o억불에 가까운 對韓軍援提共의 명분에 비추어

일종의 반대금부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출

정치 .군사적으로5L 미국은 대중소관계변화와 중소화해? 그리고 무엇보다

도 북한의 고집를 박고 남북대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북한관계 개선을

지금부터라도 단계리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l차적으로 주한

미군 장래를 중심으로한 현상타파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작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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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의 급격한 변화와 한국정부의 활발한 북방외교는 그렇게 함에 있어서

좋은 계기를 조성해주고 있음을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은 한국의 북방

외교를 한국의 특수한 지정학적 관심사로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한편 피것

이 미국의 대북한관계 개선의 기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왔다.

그러면 이 모든 한미 찰무적인 인식과 국익이미지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태에 어떠한 파급을 가져 올 것인가? 바꾸어 @해서 한

미안보협력에 관한 정책적 변화가 남북한 군사관계에 어떠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향을 미칠 것이며 그것은 현재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북방정책과 어떠한 함수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이 점을 여기서 주

한미군의 장래글 남북한 군사관계의 핵심인 군축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자출

II. 남북한군축과 주한미군 문제

지난 7월 미상원 군사위원회 샘 .년 위원장이 발의하고 존 .외너의원둥

이 동의한 이른바 넌-워너 수정안은 주한미군 장래에 관한 5개년 계획

의 l차보고서를 내년 4월 l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행정는에 요구하 고

이를 9o~9l년도 국방예산 수권법안의 일부로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

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Nsc(국가안보회의)와 국방성에 지시하여 내년 3

월까지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재평가 작업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 고 n

결과에 따라 내년 s c M 과 M c M 에 한국측과 기본방향에 관한 일차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및.워너 수정안을 한빈 보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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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수정안은 한마때로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의회의 인식을 집약한 것

으로써 한괸 거의 법정부의 일반적 기류까지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

장 최근에 나온 가를 핵심적인 한미안보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출

첫째, 미국은 주한미군과 동아시아주둔 미군사력 임무와 병력구조 그리

고 배치상황을 재평가해야 한다.

둘째l 한국은 자신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더욱 늘려 부담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한국방위를 위한 주한미군의 배치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

비용중 더 많은 몫을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넷째T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이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감축이 타당하고

바람직한가에 관해 협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를

이 보고법안의 핵성은 말할나위도 없이 주한미군 감축을 긍정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고 更 시간도 되었다는 데 있다. 단지 감축과정에 있어

서 절차상 한국정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할 것과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둘것) 그리고 방법상 그것이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미국측 의무조

항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 둥을 전제하고 었는 것이 과거의 정책과

차이점이라면 차이점리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방법상의 유연성을 제고

키 위해 과연 한국沙보에 아직도 필수적인가 외부를 평가하여 만약 그렇

치만은 않다고 판단.되며 현재의 전도배치를 통한 주도적 억제역활에서재배

치로 보조역활로 바꾸고 cFc구조 재조정을 통해 한국에게 작전통제권을

이양함차 동시에 한국측 방위부담을 대폭늘인 것을 제시하고 있다출

이같은 문제의 제.기가 과연 앞으로 한반도 긴장환화를 위한 남북한 군

축문재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를 가늠하기는 결코 간단치는 않다를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문제의 성격이 단순한 주한미군의 법적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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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대로 한반도 긴장구조 즉) 휴전체제

의 현상변화 내지는 타파의 시발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구체

적으로 들어서 지난 6월에 나온 범퍼스법안이나 칼 레번의원의 보고서에

이어 미의회의 주한미군 인식을 거의 대표집약한 넌-워너의원은 주한미군

이 M아직도"한국방어에 과연 필수적이냐고 행정부에 재평가하도록 요구함으

로써 앞으로 한미안보관계가 주한미군 없이도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요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미소관계와 중소관계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도 한국의 북방정책의 활성화에 따른 남북한관계의 변화 가눙성에 비추어

미국이 어떠한 형태이건 변화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찰으면 안된다는 명제

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에 나타난 미국조야의 분위기는

한국전쟁이후 인국이 주도적으로 .유지해온 한반도의 휴전체제를 자위력이

회복된 한국에게 주한미군철수를 통하여 맡기고 무엇이 장기적인 미국익과

지역안보에 여건변화상 보다 현실적이고 또 비용.효과상 찰리적인 것인지

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

루이스 메네트리 주한미군사령관도 8월 l3일 뉴욕타임지와의 회견에서

이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그근 만약 현재의 추세대로 한국군의 현

대화계획이 추진되고 한국경제 발전이 지속되며, 또 중국과 소련의 대북

한 견제가 지속된다면 9o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켜야

할 군사적 필요성은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월리암

a f . 미합참의장도 국방예산의 제약때문에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이 붇가피

함을 강조했고 리처드 체니 국방장관도 유럽주둔미군 3만명 감축조치는

결국 주한미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시사한바 있다를

이러한 틀련의 주한미군 장래에 관한 미국측의 문제제기는 향후 한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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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계의 발전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은 물른 기

활에 남북한간에 거른되고 있는 군축른에도 직접적인 향을 미친다는 점

에서 우리는 차제에 이러한 상관관계를 면 히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대응

책을 수립하지 많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면 논리의 전개상

우선 이 상관관계를 먼저 분석하고 전반적인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정

책대안은 다음 장에서 상는토록 하겠다.

한미극로 말해서 주한미군의 향배는 북한의 대남정잭 및 통일정책과 를

가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군축문제와는 선행조건이건 결과론적 유도이건

분명한 인과관계에 있다. 북한은 한국전 휴전이래 주한미군과 핵무기 철

수를 줄기차게 주차해 왔고 근본적으로는 주한미군으로 표출되는 외세의

축출에 그들의 국장정책의 일차적 목표를 두고 오직 이 외세의 축출만이

민족해방과 자주통인의 첩경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래서 북한은 주한미군

의 철수가 남북한沙의 모든 정치, 군사문제의 선결요건이라고 간주하고

이 전제의 범위내피..서 한국과는 군축문제와 불가침협정 체결문제를 거른하

고 미국에게는 평화협정을 제기하여 왔던 것이다. 최근에 와서 북한의

태도가 주한미군 인수문제에 관해서 약간의 융통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기

본적으로 주한미군플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들의 전략개

념은 크게 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燎

북한은 l987년 7를 이른바 주한미군의 3단계 철수안을 제시함으로씨 증

래의 일시적 철수주장을 철회한 것같은 태도를 보 다. 종래에는 남북한

간의 모든 군축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일시적 내지는 동시적 철

수를 주장하 는데 비해서T 이제는 남북한 군사력의 3단계 감축기간(l988

-1991)을 두고 l992년 이후에는 남북한의 군사력을 lo만으로 줄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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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하되> 동시에 1992-93년까지 주한미군도 3단계로 나누어 철수

하고 미군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를 철폐하고 휴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3단계란 :제l단계에서 미군사령부차

미지상군의 한수이남이전? 제2단계는 동 사령부와 지상군철수? 그리고 마지

막 3단계에 가서 해공군과 핵무기의 철수이다. 아직 철수시작과 종결의

시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러한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는 남북한 군축문제 해결에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채냐하면 간단극 말해서 북한

은 종래에는 주漆미군 철수를 남북한 군축협상의 절대적 전제조건으로 네

세됐는데 비해 이제는 그것을 남북한 군축과정의 논리적 결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과거에도 . 주한미군이 남북한간의 상호불신과

전쟁 그리고 분단고착의 원인이기 때문에 M선철수 후정치 .군사협상M원칙을

고집했었으나, 이제와서 이를 분리하여 우선 남북한 당사자간의 군축부터

시도하고 이를 종국에는 주한미군 완전철수로 귀결시키자는 것이다. 그러

므 로 이같은 북한의 현실적 태도변화는 일단 단순히 평화공세로 위장된

한 .미 이간책동으로 간주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군축정책과 전

략상 상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군축론 관점에서 분석해 보자 燎

첫째? 북한은 앞으로 한미안보관계가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질적인 변

화를 려을 것으로 보고 북한의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태도가 그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촉진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생각은 결코 무

리가 아니라는 것이 다음의 두가지 추세에서 그들은 판단하고 있다. 무

엇보다도 딘저 한미쌓무관계가 각기 내부여건에 의해 질적인 변모를 려고

- 2 o 9 -



있음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지금 민주화의 과도기에서 극심한 사회분열

상과 노골적인 반미감정마저 표출시키고 있어서 김일성 자신이 금년초 신

년사에』도 지적한 .것처럼 실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래서 한

국내에 어느정도의 때명적 상찰이 지속되는 한 북한은 최대한 심리전으로

임하되 이 추세를 역류시킬 그 어떠한 극적인 조치나 종래의 배타적인

태도도 굳이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즉 한국이 좌경세력의

확대와 ' 반미감정의 표출도 정치적 소용돌이를 려고 있는한 시간은 북한측

에 있다고 보는 것이며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유연

한 단계적이고 선협상 후철수 정책을 표방함으로써 한국정부의 국내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출

이러한 북한의 생각은 한편 상당한 정도가 작금의 미국의 대한태도 변

화에 근거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미국의 조야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현상타파를 지향하고 있고 방위비 분담과 통상마찰 문제 그리고

반미감정에 상응한 반한의식의 태동에 의해 이제 여건만 주어지면 한국과

새로운 권리와 의무관계를 모색하여 안보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 고

있다. 북한은 바로 이점을 노려 여건조성을 위한 일종의 기회를 제공하

고 있는 셈이다. @할나위도 없이 그들의 선남북한군축협상 후주한미군철

수식의 군축제의는 미국내 여른을 긍정적으로 자극할 것이다. 년.워너

입법안이 "아직도 f한미군이 한국방어에 필수적인가"라고 의문한 것이나

레번의원의 제안이 리북한이 군축에서 신뢰구축을 한다면M하는 조건 모두를

북한은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충족시키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기왕의 한

미관계 변화추세에 ti1추어 북한이 새롭게 군축안을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

한 뿐만 아니라 실려적으로도 결코 북한측이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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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둘해, 선남북한군축협상 후주한미군철수 방식의 군축제의는 적게는 북한

내부의 사정 그리고 크게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북한지

도충의 새로운 인식을 함축하고 있카. 내부적으로 북한이 심각한 焉제란

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그것이 뚜렷한 대남정책상의 변

화를 초래하지 않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북한이 경제구조의 방산중심적

운용에 따른 성산성 한계를 느끼고 또 동원체제의 상시화에 출른 인력

및 물질 그리고 운송과 에너지분야에서 심각한 결절을 겪고 있어서 최근

2~3면동안 병력를 약 lo만정도 감축하 다는 정황적 보고는 있으나 그것

이 현실적인 대남 군축안으로 발전되지는 못하고 있다출

그래서 북한? 이번에 새롭게 제사한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른은 그 들

나름의 정치적 를파구 조성임과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경제적 감군의 계

기를 가져다 준다고 북한지도층은 생각할지 모른다. 더우기 안보환경의

유동성은 북한이 이제 중국과 소련의 개방과 재혁정책의 직.간접적인

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활발한 북방정

책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장기적으로 어떠한 형태이건 7들의 대남 및 대미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

다면 미리 그 변화의 방향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끌 주도권 행사의

필요성플 느졌을 것이고 이의 한 방편으로써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정책태도를 선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지

도층은 중장기적으로 한국과의 준비경쟁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무익하다는 것을 인식한듯 하며 따라서 주한미군

문재를 남북한의 개별적 군축안건이나 기타 정치? 군사문제와 직접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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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출

이상과 같이 미라의 주한미군에 관한 정책변화 가눙성과 북한의 이에

대한 태도변화를 남북한 군축문제와 결부시켜 보았으나 그小면 정작 당사

자인 한국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어떻게 정책대응을 해야 하는가 ?

즉? 한국정부의 기를입장은 무엇이고 주한미군과 남북한군축문제를 어떻게

연계 흑은 분리시켜 전반적인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한 대북한정책과 대미

정책을 중장기로 균형? 유지하여야 하는가 ? 다음 장에서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분석적으로 제시해 보겠다.(참고로 여기서 재삼 강조

할 점은 현재 미국내에서 거른되고 있고 또 한미간에 검토되고 있는 것

은 단지 주한미군의 부분적 감축(reduction)이지 결코 전면적 철수

(withdrawal)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미지상군의 규모축소만을 논하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도 주로 전자를 중심으로 문제를 분석하

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후자는 현재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미행정부의 입장도 확고하다.

III. 주한미군철수(많축)와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

(l)대 미관계

지난 2월말 방한했던 부시 미국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행한 연설과 7

월중순에 있었던 재2l차 한미안보연계협의회 결론에서 체니 미국방장관이

언급한 주한미군의 장래에 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은 M양국민과 정부가

원하는 한" 현상태치서 아무런 면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

디까지나 현재의 상태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른 앞으로 얼마든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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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될 수 있다.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문제의 핵심은 이 가변성이 남북

한군사관계에 어떻게 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여 어떠한 정책대응을

할 것인가를 찰단하는 데 있다雌

무엇보다도 한국정부는 미국이 남북한관계의 변화추이에 관계없이 .한미찰

무관계의 변화에 의해 주한미군 철수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즉 작금 미의회나 조야의 일반적 분위기에서 보듯이 무엇보다도

한국이 반미감정을 표출할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켰는 데 비對 미국은

해외주둔병력을 감축해야 할 만큼 국방예산 절감이 심각하다는 점이 대한

.정책. 변화 가눙성의 지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골국정부는 단기적으로

는(향후5년이내) 어떠한 형태이건 주한미군감축이나 철수를 반대하는 기본

입장을 확고히 .천명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3가지 정책대응방향으로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f 주한미군을 한반도의 긴장환화와 남북한

군사관계안정과 군축을 통한 협상카드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은 적어도 서기 2ooo년까지 향후 lo년간만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확고히 천명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소극적인

현상유지 정책이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시간별기 작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즉? 남북한 관계에 긴장상태를 환화하고 군축협상으로 돌

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왕의 주한미군이라는 거의 절대적 전략적 가치

를 지닌 협상카드를 대북한 설득용으로 활용하도록 미국이 적어도 향후

lo년간만은 한국정부를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는 결국 바

꾸어 말해서 lo년 이후부터는 남북한관계의 변화에 관계없이 미국이 주한

미군을 전면철수해도 감수하겠다는 뜻이된다. 이러한 확고한 태도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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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로 삼아 한국정부는 다음의 및가지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한국민의 대다수가 현상황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

수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l989년 lc를 현재 한국

성인인구의 8o濯이상이 주한미군 계속주준을 찬성하고 있고 대학생과 젊은

지식충 중에서도 57 8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미국측에게 주지시

켜야 한다. 이는 구시대통령이 앞서 표명한바와 같은 M한국민들이 원하는

한간미군은 계속 남나있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활과 임무가 미국익

에도 사활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

다. 즉 주한미군은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라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이

익을 위해 공동방위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고 나아가 한국은 주한미군을

통하여 미국에게 대소 전진기지를 제공하고 있울 뿐만 아니라 작전통제권

위임으로 한국군 6ci만이 사실상 미국의 아i 아 안보전략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당당히 밝혀야 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결코 시혜적 존재

가 아니며 한미양국의 공동선에 근거한 것임을 특히 미의회와 국민 여른

에 피력해야 할 것이다 찰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남북한관계에 관한 아무

런 조건없이 감축하거나 철수한다면 오히려 남북한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긴장이 고조될 가G성이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이 비록

한국측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한다해도 대북한관계에 관한 아무런 조건없는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은 북한지도층으로 하여금 결국 시간이 그들 편에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염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남북한 군축협상

이 처음부터 북한측의 시간끌기작전에 말려 합보상태에 빠질 것이 자명하

므 로 남북한관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의 감축은 반드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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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인 북한의 군축의 신뢰구축방안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해차

한다. 이 점을 곧 대북한관계측면에서 다시 상술하도록 하겠다 출

둘째t 주한미군의 당분간 현상유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미국측 사정에 의해 우선 부분적인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한국은 감축

을 일단 기존의 전쟁억제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상군에 국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원천을 분명히 밝히고 다음의 및가지 선행조건

을 충족내지는 긴장완화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출

a)잔류 미지상군과 공군의 화력과 기동력은 증강시킨다. 특히 조기경

.보 및 전략정보 그리고 위기관리눙력을 보강하고 방.공호시설을 강화한다출

b)감축의 과정은 최대한 장기간으로 하고 적어도 다음의 3단계 절차

를 밟아 남북한 군축협상 및 긴장완화 과정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諒

i단계 :감축의 제의 및 협의단계 (1990-93)로서 남북한 당사자와 미

국의 합의로 주한미군감축에 상응한 북한군전력의 감축요구

2단계 :감축의 시작단계 (1994-95)로서 북한군의 신뢰구축방안 실현

여부 확인

3단계 :감축의 완료단계로서 남북한 군사관계의 안정과 군사력 균형

의 국제적 검증 네지는 보장

c)주한미군 감축은 cFc지휘체제구조 재조정과 전진방어전략을 더 강화

시켜야 한다. 즉 cFc지휘체제 내에서 한국군 장성의 보임을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시키며? 작전통제권은 지상군의 경우는 한국군이 맡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현재 핀행되고 있는 한국군의 통합군

계획의 방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니 만큼 한국군의 통합작전능력을 발

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작전수령의 전략 수렴과 수행에 cFc를 한국군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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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으로 운 해야 한다.

비단 이러한 지휘체제의 재조정 작업 뿐만 아니라 cFA(한미야전군사령

부)는 비록 미2사단의 병력이 감축된다하여도 전략은 전진글어를 지향하고

자동개입 태세를 갖추기 위해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

즉 주한미군은 감축되어도 잔류미군의 유사시 인계철책선 역활(trip-wire

role)은 그대로 유치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강화시켜 전반적으로 감축

으 로 인한 전쟁억제력 약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감축이 진정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 조성의 계

기를 마련하려면 전력은 감축부분을 오히려 전략의 보강으로서 메꾸어 줌

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막고 한국정부와 직접대화를 통해 긴장완화를 구체

적으로 모색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반도의 긴장완

화는 남북한간의 군사관계가 안정될 때 비로서 적극적인 타개발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다시 오직 힘(전력)과 의지(전략)가 균형(balance

of Power + balance of Will)이 극루어 질 때 구체화되는 것이다 譽

이를 한라터로 위헙의 균형(balance of threat)이라고 부른다 출

셋째? 대미관계에 있어서 마지박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진정으로 위

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감축과 거의 동시에 아니면 그것이 선행조건으

로 중국과 소련의 대북한 군사지원을 감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중소

의 경쟁적인 대북간 군사원조를 삭감 네지는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를

이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 포기를 위한 중소의

압력행사와 나아가 보장까지도 포함한다. 만약 이러한 보장이 이루어지거

나 최소한 약속된디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한 휴전협정

의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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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3단계로 나누어 검토가 가눙한 데 i단계는 남북한 당사자끼리 합

의하고 2단계는 미국과 북한이 그리고 3단계에서는 3자 모두가 회동하여

합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갈등을 최대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대북한 관계

주한미군의 존재이유와 목적이 북한이 다시는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지

못하게 일종의 위협적인 억제력을 행사하는데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향배는

반드시 이러한 목적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고 또한 당연하다.

한마디로 한반도의 전쟁재발을 박기 위해서 주한미군은 대북한 위협수단임

.과. 는시에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설득수단이기도 하다. 따라

서 주한미군의 전진배치가 전쟁억제력의 직접적인 상징이라면T 그것의 향

배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하는 대북한 설득용으로서 주한미군의

위상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한미군의 감축문제를 한반도 긴

장완화를 위한 군축에 있어서 북한의 신뢰구축방안(cBM)을 유도하는 데

이용하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점을 보다 구

f 적인 정책방안으로 제시해 보자? 결른부터 내리자면? 주한미군의 감축은

다음의 몇가지 북한측의 cBM을 제시하거나 선행시키면서 추진하여야 남

북한 군축과 긴장완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첫째, 무엇보다도 북한은 향후 모든 형태의 대남 군사적 도발행위

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것을 국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 포함되어

야 할 것은

a)6 .25남침에 대한 공식 및 비공식 사과표명과 앞으로도 남침 않겠

다는 의도의 국제적 선언

b)모든 대남 테러행위 및 위기에 준하는 도발책동 중지와 완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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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

c)DMz부근에서의 군사훈련 자제와 공습훈련 및 연습금지

라모든 훈련계리의 사전통보와 교환참관 허용 및 팀스피리트 훈련과

북한 소련 군사훈련의 상호 축소 조정

e)대남 침투용 땅굴 공개 및 완전파괴

f)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원칙 합의

g)불가침과 DMz 평화지대 준수를 위한 국제감시위원회나 uN감시위원

회 (소련과 중국대표 포함)활동 허용

h)상호 군인사의 교류 및 교환찰문의 허용 둥이다 출

@ 둘째?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시작은 남북한간의

군축과정을 진행시치기 위한 북한의 남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진

배치 병력의 부분직 감축 내지는 후방으로 재배치를 수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a)평양 이남과 서울 이북에. 현재 전진 배치된 양측의 상비병력을

상호비례적으로 감구할 것을 제의하되 전병력의 65%를 공격위주로 배치한

북한측이 던저 단재적으로 시행하여 신뢰감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한다 출

.단계적 감간의 총소요기간은 lo년 미만으로 하고

-단계설정은 3단계로 나누어 시행토록 한다聲

각 단계별 상비전력 유지 수준은 상호합의하에 정한다 찰

. 각 단계의 시행은 남북한 양측의 공동군사위원회(가칭)와 앞서 N 1

의한 uN평화감시단이 입회하고 검증하여야 한다辱

b)만약 앞의 .a)항이 여의치 않거나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면 최소한

주한미군의 감축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도 서울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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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진 배치된 병력을 부분적으로 후방배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보다 구체화 시켜 보자면

-우선 남북한 양측의 고위 군사대표까지 각각 동수로 공동위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사시 위기통제를 위한 대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이는 한국측이 제안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중에도 부

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북한은 현재 사리원 이남에 집중 배치한 선제공격용 종심타격 무

기 인 F R o G 및 s c u D 미사일을 평양권 내지는 그 이북으로

재배치 시켜야 하고

-무려 lo만명이나 되는 순수히 침투용 게릴라 부대인 특수 8군단

을 감축하고 재편해야 하며

.한국군과 공수응 무기체계 및 군편제의 동수유지에 원칙적인 합의

를 해야 한다 .

@ 셋때? 만약 @항과 @항같은 군사적인 신뢰구축방안으로 실질적 군

축으로 발전시키는 데 정치적 여건의 조성과 성숙이 필요하다면 다음의

2가지 할법으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북한의 정치적 신뢰구축방안을

촉구할 수 있다 찰

a)우선 북한은 주한미군 감축에 앞서 현재 일고 있는 핵무기 개발

에 관한 미확인 정보와 오해를 해소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準

.북한은 주한미군 감축과 동시에 u N핵 감시위원단이나 국제원자력

위원회 (IAEA)의 안정감시단의 북한 입국 허용 및 IAEA의 안정

협정에 가입해야 한다 를

.남북한 핵무기개발 금지협정을 불가침립정 체결의 전단계로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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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다 출

b)주한미군의 부분적 감축은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과 그것의 4대강

국의 국제적 보장을 유도하여야 한다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상대적인 지리전략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북한은 남한이 제

시한 불가칟의 요건과 조건에 우선적으로 응해야 한다. 북한이

양보한다면* 남한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

환을 위한 3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불가침협정 .과 평화협정은 4대강국의 l차적 보장과 uN의 2차적

보장으로 구제화시키되 그것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주한미군 완

전철수는 유예시킨다. 동 효력의 발생과 동시에 4대강국의 남북한

교차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u N에 동시가입한다 출

-남북한은 이러한 결과로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무기의 대외 수출입

을 제한한다 를

(3) 국내정치 문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문제는 비단 대미관계와 대북한관계에만 국한되

지 않는다. 이는 한국내의 정치상황쉐도 접한 관련이 있으떠 국민적

사기와 안보심리에5l 박대한 향력을 미치는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營

즉) 주한미군의 현찰변화가 전술한 대로 마무리 남북한관계 개선으로 활

응하고 국제정세에 눙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만약 한국민

여른이 이를 이해차지 못하거나 오해를 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불안감을

가중시켜 결국 한반도 긴장완화에 역행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만들수 있다출

따라서 한국정부는 주한히군 감축이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하고 또 증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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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로 환전철수까지 대비해야 한다면f 이를 일단 긍정적으로 대국민 여른

에 투 시키고 정부의 대미 및 대북한 정책을 적극 지지 하도록 유도하

는 것이 정부의 대외적 입장을 강화시켜 보다 실리적인 긴장환화책을 로

색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정치와 군사측면에서 나누어 다음과 같

이 국민여른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치적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는 남북대화에 있어서 한국측

입장을 강화시킨다. 북한이 지금까지 한국을 미제의 식민지로 '매도하며

한국정부와 당사자 대화를 거부하고 오직 미국과 직접협상을 고집하 던

것은 . 7 주된 이유가 주한미군의 존재에 있었다. 7들은 주한미군을 남

한의 점령자이자 북한의 침략자로 간주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주한미 군이 점차 감축되어가면 북한은- 이러한 정치적 명분을 잃게 되인

앞으로 한국과 직접담판을 거부할 구실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남북대화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 한국측이 지금껏 내놓은 점진적이고 기눙주의적인 긴장완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정부는 주

한미군의 감축을 대북한 설득을 위한 대국민 통일의지 결집 방안으로 활

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고위당직자 회

담의 실무접촉도 실질적인 군축을 위한 정치군사회담으로 발전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대미관계에 있어서도 주한미군의 감축은 일부 그릇된 반미감정의 가시적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력의 성장과 국민적 정치

적 자신감 회복에 걸맞는 보다 대둥한 상호동반자적 안보협력관계를 유지

하게 하는 것임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즉 주한미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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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군사지원의 징표가 없어도 건전하고 상부상조하는 동맹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 그리하여 안으로

는 성숙한 한미안보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4미감정을 무마

하며 남북한관계 개선과 긴장환화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밖으로는

한국의 방위개념을 미국의 아시아정책 규범속에서 및어나 보다 자국익 에

충실한 이른바 전략때 현실주의(strategic realism)로 발전시켜야 한다.

군사f으로도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는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인 연합사

사령관(cFc)의 보유하고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당연히 이양받게

됨으로써 군통사권의 대내외적 정통성 강화는 물른> 자주국방의 대의명분

을 표방할 수 있게 해줌을 과시해야 한다. 이는 비단 군의 사기와 국

민적 자존심에 관한 명분에 관한 것을 뿐만 아니라 대북한 전력강화와

대미 전략협력에 내천을 기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군사적 실리에도 관 련

이 있는 것임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초다. 즉) 군사적으로도 주한비

군의 감축이라는 기정사실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감축을 E1

기로 한국군은 차제에 군구조를 통합전력 극대화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

고(8 .i9계적) 유사J.1 단독방어까지 상정한 작전수령의 전략과 교리를 개

발하여 전쟁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를

한바디로 요약해시 한국정부는 주한미군리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이

결코 최악의 안보여건만을 초래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화위복의 정기, 군

사적으로 창조적인 자기발전의 계기를 부여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는 것<)1다. 이것이 곧 대북한 관계발전에 있어서 자신감의

과시와 대미안보협력에 있어서 주도적인 방법른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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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종할 결른

지금까지 본문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남북한 군축문제틀 중심으로 긴장

환화를 위하 석러가지 정책대안과 문제점들을 살피보았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강조 했듯이 주한 미군의 장래는 비단 한미찰무간의 안보문제일 뿐

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고도로 민감한 군축문제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자

연히 정치, 군사인으로 이중적일 수 밖에 없다. 이 점은 특히' 주한미군

으 로 상징되는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에 상당한 정도로 까지 안보의 관건을

.걸고. 있는 한는의 특수한 지정학적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

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정책 선택 범주(policy options)은 비교적 분명한

한계가 있는 셈이다. 즉? 한국은 남북한관계 안정이나 발전이 획기적으로

있을 때 까지는 가급적 주한미군을 최대한 붙잡아 두고 싶어하나 작금의

추세처럼 어떠한 형태이건 주한 미군의 부분적 감축이 를가.리하고 또 그것

이 장기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철수까지 예상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이 문

제틀 차제에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관계에 돌과구를 마련하기 위한 대

북한 설득용 카드로 역으로 활용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2

개의 극단논리만이 존재하는 셈이다.

어떠한 쪽을 택하느냐는 현재로 봐서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으나 만약 북한이 작금의 동구권사태의 향으로 어떠한 극적인

태도의 변화를 보인다면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갈둥해소(conflict resolut-

ion)의 긴장완화 방안으로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

로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봐서는 주한미군의 장래문제를 가지고 워싱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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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을 상대로 다분히 이중적인 를치 .군사협정을 동시에 수행하여 어느

한쪽의 보다 유리한 협상결과나 전망에 다른 한쪽의 협상전략을 조정해

나가는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출

즉 원칙은 한한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한 군사관계의 안정에 확고히

두되 방법른은 "신협상 후철수"와. "협상과 감축의 동시진행M을 상황에 따

라 유연하게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북한측의 신뢰구축방안이 국

제적E로 검증이 沙된다면 한국측은 하시라고 협상과정은 유예시킬 수 있

기 때문에 이같은 정책적 유연성은 반드시 일방적 양보만을 의미하지 않

는다. 사실은 한국은 이러한 협상초기의 유연성 과시로 협상과정에 있어

서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되게晋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개방이 안되고서야 어차피 국제검증은 불가눙하기 때문이

ch.

결른적으로 말해서) 한미간이건 남북한간이건 이제 안으로는 민주화 rz.

리고 밖으로는 개방화를 추구하츠 있는 한국의 안보정책에 일종의 "새로

운 전략사고"가 천극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작금의 베를린 장벽 개방과

소련권의 분열, 그.리고 새로운 전후체제 형성을 위한 급격한 미소신데탕

트 기류는 어며한 형태이건 남북한간의 적대적 냉전구조에도 변화를 불가

피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주한미군의 위상에 관한 현상타파의 문제제기

는 하나의 심각한 도전임과 동시에 위대한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

기 2ooo년대를 향를 한국의 안보는 바로 이 도전과 기회를 어零게 조정

하고 대처해 나가7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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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軍의 作戰統制權

.溫 暢 -

c육군사관학교)

l. 軍指揮權과 作戰統制權

국가군의 생성소멸과 이합집산을 기록해온 국가사회의 역사와 장에서 한

국가의 생존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 보장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것같

다. 약육강식의 냉혹한 현실논리의 타당성이 증명되어지는 국가간의 관계상

황속에서 한때나마 국가로서 존재마저 거부당한 경험을 가진 우리는 이

점을 체험적으로 익혀 알고 있는 터이다. 더구나> 냉전적 국제질서의 태동

기에. 겪어야했던 민족적 자손행위의 상흔은 아직도 아틀지 않고 있으며 燎

또 다른 민족내 손괴행위의 발발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떨쳐 버리

지 못한채,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는 첨小한 대치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

정이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주도하에 치루어야했던 이러한 민족적 파손행위

를 치루고? 이의 재찰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한국은 군지휘권의

일부인 작전통제권을 우방인 미국과 공동행사하고 있으며 t 그리하여 미국이

가진 전쟁억제력의 일부를 한반도의 전략적균형유지를 위해서 동원하여 전

쟁억제의 신빙도를 높이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요즈음에 이르러 t 우리는

시대상황적인 요구에 따라 이극한 배열관계의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한국은 어터한 배열이 우리의 생

존 역을 가장 안전하게 보장해줄 것이며 , 민족의 번 을 약속해주는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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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민족을 보존해즐 것인가하는 점을 머리에 새겨두지 않을 수 없다.

민족의 보존이나 번템은 우리의 노력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물른, 민족이나 국가의 보존과 번 은 군사력만에 의해서 보장되는 깃은

아니다. 그러나 이의 생존자체가 위협을 받을때 군사력의 됫받침이 없이

생존을 보장받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군사력의 효용성이란 위협의 유형

과 크기에 따라서 그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t

국력의 요소별 규모가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한 측이 정책적 이른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폭력을 구사할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군사력의 효용성은 대단히 크며t 요소벌로는 필수적인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때 군사력은 평시의 억재력이요, 위기시의

안정력이며 , 억제의 핀패시 전장에서는 전후질서의 상태를 결정지어주는 데

결정적인 역활을 수제하는 승리를 약속해야 하는 전투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투력으로서 , 또 억제력으로서 어느 일국이 가진 군사력의 규모가

흡족하지 못할때 , 동친국과 연합전력을 형성하여 작전통제권을 공동행사하는

경우가 있다燎

작전통제권은 군지리권과는 행사되는 범위와 권능면에서 엄격히 다른 게

념이다. 지휘권이란 차가주체가 행사하는 주권의 일부로서 자국군대에 대한

모든 분야에서의 통구권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주권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동맹국이라하더라도 " 타국에 위임하거나 포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l) w

작전통제권 (흑은 작천권 3 은 군에 부여된 작전임무에 관해서 통제 .조정하

는 권한으로 지휘권의 하위 .부분게념으로 사용된다. 이는 전시의 효율적인

작전임무수행을 위해서 평시의 전략t 전술, 지원t 훈련에 관해서 계획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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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며,전장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것를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2)

이러한 작전통제권은 어느 한 국가가 감당해야할 위협의 크기가 정도이상

으로 크거 나 공동의 위협에 공동으로 여러 국가가 대치해야할 필요가 있

을 경우에 형성되는 연합핀럭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사되어지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다.3)

2 . 한국군의 작전통제권과 6.25 전쟁

한국의 방위와 한국군의 작전권문제는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미국과 국제

연합의 결정과 애초부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망과 동시에 한반도의 두 점령국이 된 미국과 소릴은 미 . 소 공

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통

일정부는 소련에 M충성스런 w정부이어야 되겠다는 소련측의 입장과, 이것만

은 막아야 되겠다는 미국의 정책적인 태도는 결국 합의점을 발견하지 못

하고 말았다.4j 미국은 한국문제를 국제화시켜 uN의 문제로 딴들었다.

결국, 한국문제는 l947 년 9월 23일 공식적으로 uN의 것이 되없다.5j

이로써 미국과 국제연합이 한반도의 존재방식에 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국제연합의 축복속에 탄생한 대한민국은 린料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소

련의 권위에 의해서 반도의 북쪽에 둥장한 또 하나의 실체로부터 오는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있다. l949년 5 월 6 월 철수하는 미군의

후발대를 보면서 한국민과 한국정부는 M 認선이북에서 공산침략이 있을

경우 미국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에 대하여 대답해달라 M고 하소

했던 것이다.6J 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대답은 여러 경로와 데화, 그리J L

정책보고서등에서 찾아볼 수 있識다. 한마디로 말하여 , 한국문제는 인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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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니 , 그러할 피우에 uN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7)

이러한 미국정부의 정책적입장은 l95o년 l월 l2일 미국의 언른인협회

( t h e 駱a출초onal Press C초ub )에서 행한 미 국무장凉의 연설에 의

해서 세상에 랄려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쪽으로부터의 위협애 대한 한

국민의 불안은 점생 더해만 갔다.

미국무장관 .r애채슨 J C D e a n G . A c h e s o n 1893 ~ 1971 )은 그가 행한 小

연설에서 한국의 방위는 미국의 단독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극동방위선근 알루샨열도-일본-쥬구열도를 걸쳐 필립편으로 이어지

는 선인라는 점을 밝히면서, r애치슨J장관은 그 외의 지역에 데한 일차

적 방위책임은 공치을 당한 당사자이며 > 다음에는 유엔헌장에 입각한 모든

문명세계의 책임( t h e C'omm 초1men출雪 o f 출he e n t i r e ci vi工i?e d

w o r l d u n d e r t h e C h a r를 e r o f 출he 린n초출ed Na출초ons . J 이라고 말

했다.8) 이제 한국의 방위가 이를 공식적으로 탄생시키고 인정한 국제연

합의 책임이라는 빠실이 공개적으로 밝혀진 셈이 되있다.

이러할 즈음에, 를한공산집단에 의한 대규모공격으로 시작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미국과 국때연합의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했다 출

전쟁소식이 전해지차 국제연맹 ( Le a g u e o f Na t i o ns )의 정화유지노력이

r힛틀러 J c Ado초.E H초출工er, 1989 ~ 1945 :)와 r무쓸리니 J ( Ben초를o

Musso초초ni, 1883~1945 ; ,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앞에서 석지없이 무산되어

버린 역사적 경험을 기억하고 있던 미국정책결정자들, 특히 r트루만J CH a r r y

S.Truman, 1884~1792) 대통령은 미국과 u N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9} uN안보이사회에 이 문제

를 상정하겠다는 미국무성의 연락을 받고 M그것은 uN헌장의 위반이야/ ( " T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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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s a violation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라고 외친 u N

사무총장 (Trygve Lie, 1986~1968)의 태도 역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었 .

다.lo) 그리고 이들 정책결정자들은 장막뒤의 조증자로서 소련을 노려보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이들 정책적의지의 구현으로 나타난 미국정부

와 국제연합의 실천적인 조치는 매우 신속할 수 있었다.諒

현지시간으로 l95o년 6월 25일 일요일 오후에 소집된 uN안보이사회

는 소련대표의 불참속에 M북한의 공격이 평화에 대한 파괴행위 w라고 규

정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또한 모든 uN회원국들에게 한반

.도에서의 평화.를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M모든 원조" ( e v e r y a s s i s -

t a n c e ) 를 제공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북한에게는 전쟁행위를 즉각

중지해줄 것을 요구하 다.llJ 그러나 .북한이 공격을 멈추지 않고 사태가

계속 악화되자 r맥아더J ( Douglas MacArthur, 1880 ~ 1964 ) 장군이

한국전선을 시찰하기에 이르렸다. 미지상군의 투입이 없피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고 판단한 r맥아더 J장군의 긴급요청에 따라 r트루만J 대통령은

l95o 년 6월 3o 일 새벽 c워싱턴시간」 미지상군 파병을 결정하 다.l2)

실로 한반로로부터 미군을 철수한지 만 일년만에 다시 미군을 한국에 보

내기로 결정한 셈이 되있다. 이러한 사태진전에 따라 uN안보이사회는 f

l95o년 7월 7 일, 미국이 모든 uN회원국들의 평화회복노력을 결집하여

침략에 대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諒다.l3J 이에 근거하여 r트

루만J 미국대통령은 미국합참본부 ( U S J C S ) 를 한국에서의 린料군작전을

지휘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 r맥아더 J장군을 uN군사령관에 임명하 다. 이

로씨 한반도에서의 작전수행을 위하여 uN군사령부가 탄생하 으며 t 현지사

령관이 임템되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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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침략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uN회원국들피 노력이 미국의

주도하게 결집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보장이 구체화되었으나, u駱회원

국이 .아닌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자위노력과의 통합적 운용을 위해서는 별

도의 조치가 필요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린料군사령관인 r맥아

더 J 장군에게 공한를 보내어 통합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조치하게 되었

다. l95o년 7 월 M 일 부산에서 이대통령이 작성하여 7 월 l5일 미국

대사관에 보내어진 이 공한에서 이대통령은 r맥아더 J 장군에게 후자가 u N

회원국군대를 작전지휘 ( -"under y o u r o p e r a t i o n a l c o m m a n d , --- )

하게된 점을 감안하여 a ...현재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 육 .해 출

공군피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게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C - I a m

h a p p y 출o ass초g理 출o y o u comm천理d a린출hor초출y o v e r a l l land,

s e a 眞料d air fo rc e s o f t h e Re p u b l i c o f Ko re a d狀r초料g

출he per초od o f 출he co理출초汎린출출초o料 o f 출he pr출雪출理출 S t a t e o f

hos출i초초출ies, .") 고 밝혀서 전쟁기간동안 한국군의 작전수행에 관한

전권을 수행하도록 했다.l4) 그리하여 이때부터 uN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을 지휘> 통제하기에 이르렸다.

이와같은 절차를 거쳐 uN군사령관에게 이양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 작

전권> 작전지춰권, 혹은 작전지휘 .통제권 3은 6.25전쟁중 치열한 전투를

치루는 동안 u N의 권위하에 효과적2로 통합행사되어 졌다. 그러나, 전선

이 전전의 상태에서 약간 변형된채 교착되고, 미국이 전쟁을 승리가 아닌

휴전으로 마감하려하자, 작전권을 이양한 이승만대통령은 무언가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군 단독작전권행사를 통해서라도 M 북진통일 w 을 하겠다고 나섰

다. 다시말하여, 이대통령은 한국군을 uN군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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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지 않겠다고 했다.l5) 이에 를란 당시 uN군사령관 r클라크J (M a r k

W . d a r k , 1896~ 19料 )장군은 이대통령을 방문하여 마지막 수단으로서

가 아니면 한국군을 린料군에서 철수시키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았으나t 그대신 .이

대통령이 a미국과의 단독 안보조약체결, 보다 많은 경제.군사원조 w 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l6j 미국은 휴전후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공

산침략을 막기 위해서 참전 l6개국에 의한 M 대제재선언 " Cgreater sancti-

on s dec그출ra출초on) 을 발표하여 한국방위책임을 전전과 같이 uN의 것으로 두

려 했다. 그러나 uN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이대통령은 미국의 단독안보개

'입t 원했고t 그리하여 M단독북진론 w을 주장하면서 찰 눈은 미국정부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l7} 이유야 어됐던 미국은 결국 한국과의 상호방

위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군의 작전권문제가 한때나

마 한국측에 의해서 거론된 적이 있었다.

한국과 미국간에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한국의 방위가 다만 u N의

책임만이 아니고, 미국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되자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uN군사령부와의 문제만에서 한미군간 실질적인 관계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諒

한 . 미상호방위조약이 실제 효력을 갖게된후, l954년 ll월 l4일 서명 f

발효된 M 한국에 대한 군사 및 통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의사측 " ( A g r e e d Minu-tes a n d A m e n d m e n t There-to b e t w e e n

출he Gover理流출理출 o료 출he R e p린 bl i e o f Kor출출 巖理d 출h출 u理초출惡d

S t a t e s o f A m e r i c a rela출초理g to co理출초理년警d coopera출초on

초汎 Eco理o理초c 출理d Mil초출眞ry M출출출출rs 출料d Am출料d流惡理출 출o 출he

A g r e e d M i n u t e o f N o v e m b e r 1,7, 19撚 ) 에서 한국글 작전통제권문

제가 비교적 명쾌하게 다루어 졌다. 한 .미간 합의사항중에서 * 한국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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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어떠한 변화가 양국.의 게별적 , 그리고 공동이익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합의와 협의를 거친후가 아닌한, uN군사령부가 한국의 방위를 책임맡고

있는 .동안, 한국군은 uN군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둔다" ( 2 . Retain

Republic of Korea forces 린料der the oper출출초o理출l co料출rol

o f 출he u汎초출警d 料設출초ons C o m m a n d whil출 출hat C o m m a料d h a s

respo理濫초b초i초출초출誇 for the def출汎se o료출he Republic o f

Korea, 년理les s af출출r co理濫린l출출출초o理 초출 초濫 a g r e e d 출ha출 o u r

m u t u a l a n d i n d i v i d u a l i n t e r e s t w o u l d b e s t b e s e r v e d ty

a change .)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미국정부는 M한국에 대해서 부당공격

이 있을 경우, 자국피 헌법절차에 따라, 침략자에 대하여 군사력을 사용한

다w c 4 . 工ri the event o f an unprovoked a출출ack upon t h e

Rep린bi초c of Korea, to employ, in accordance with i t s

cons출초출u출초onal jarocesses, 초출s m초l초출ary power aga초ns출

the aggressor .)고 밝했다.l8J 이와같은 합의의사록의 내용은 u N 군

사령부를 통해서 미국이 한국피 방위를 맡으며,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한

국은 한국군을 uN군사령부피 작전통제하에 둔다는 점을 명쾌하게 해주고

있다.

이로써 6.25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루기 위하석 한국정부의 조치에 의하

여 uN군사령관에게 이양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문제가 uN군사령부라는 기

근기구를 통하여 상o방위조약관계에 돌입한 한국과 미국간의 정착이 되어

진 것이다 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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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연합 작전통제체계의 발전

한미간에 정착된 작전통제체계는, r합의의사U- J ( 1954 3에 명시된대로

H개별 및 공동이익을 잘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협의w를 거쳐 한미간 역

학관계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발전적 적응을 해 왔다. 최초에 합의된 바에

의하면 ,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는 미군 장성이 임명되는' uN군사령관에 의

해서 거의 한국내외 위협의 다양화t 한국군의 자위력 증강과 미국정 부의

한국방위에 대한 게념적 변화에 따른 한국군및. 역할수행상 위상변화로 미

군사령관에 린.한 작전통제권 행사범위가 점차 축소조정되어지는 과정을 거

쳐,. 현재에는 이를 한미양국군이 t 최소한 체제와 체계상> 공동행사하기에 이

르렀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시대.상황적인 여건은 이러한 작전통제체제

의 더욱 발전된 모습을 원하고 있는지 모른다.

한국군친 정규부대가 동원되어 일어난 5.l6 군사혁명은 한미간의 작전통

제권문제친 새로운 정착을 요구하게 되었다. l96l 년 5 월 26 일 발표된

국가재건최고회피와 린料군사령부간의 공동성명에 의하면, M uN군사령관은

의 작전통제권을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하는데만 행사한다 n c ...,

w h o w i l l u s e h i s oper眞출초o理출l co理출rol o料ly 출o def출理d

K o r e a f r o m C o m m u n i s t a g g r e s s i o n ) 고 밝히고 있다.l9) 그리츠토

uN군사령관은 혁명에 가담한 부대인 제 l 해병여단? 6군단 포병대를 원위

치로 복귀시키고, U1 30 , 33예비사단, 제 l공수특전단, 그리고 5게의 헌병중

대를 그의 작전통제로부터 해제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통제권을 이양했다

고 計했다.2o)

한국군피 작전통제권에 대한 이와같은 조치는 최소한 두가지 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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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착화를 가천왔다. 하나는 uN군사령관이 행사하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는 공산침략 2로부터 한국을 방위하는데에 국한된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한국군부대의 전부가 린料군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들리갈 필요가 없

다는 점이다. 다시 발하여> 한국군에 대한외부의 침공이 있는 경우에만 u N

군사령관은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하겠다는 점을 명쾌히 밝했으며 ?이와같은

작전에 불요불응하지 않은 한국군부대에 대한 작전통제는 상호 합피하에

한국의 통치기구에 환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燎 이와같은 공

식적인 입장의 표명은 uN군사령관의 작전통제의 범위와 성격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구체화시킨 셈이 되었다. 그러나 태평양지역피 하나인 한

반도에서 외부의 무력침공을 대치하기 위하여 uN군사령부하에서 한 . 미간

공동보조피 중요성은 i96i년 ii월 i4일 워싱턴에서 발표된 r박.케네

N J공동성명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던 것이다.2l)

북한으로부터의 전면무력침공이 아닌 형태로서 무장공비에 의한 습격이나

테러행위등에 대한 효과적인 작전는행을 위해서 한미간에 정착된 작전통제

권문제에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다. i968년 l월 2l일 발생한 무장공비

청와대습격사건으로 한국은 독자적인 대간첩작전계획과 지휘체제를 할전시켰

JL, 향토예비군을 자체적으로 창설하기에 이르렸다. 이러한 한국 단독조치는

작전통제에 관한 한미간친 새로운 조정을 요구하게 되있다燎 l968년 2 월

i5일과 같은해 4i i8일에 발표된 두차피 한.ol 공동성 명서가 이를

됫받침 해주있다. 미 대통령 특사로 파견된 r사이러스. R '밴스J ( cy-

r u s R . V a n c e )와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공동성명 c 1968.2.15 서울)

에서 한.미양주은 M...대통령관저에 대한 습격미수사건 그리고 공해상에서

의 미국선박 r푸&.1블로 J호의 불법 나포등... w 이러한 침략적인 행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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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 대한 안보를 매우 위태롭게 하며 그것이 지속된다면 다시 전

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M고 말하고? 이러한 사태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22) 이에 잇따라, r호놀루주J에서 열린 한 .미정

상회담후 발표된 한 . 미 정상간의 공동성명서는 ( 1968.4 18. 호놀루루) 미

국이 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한국군의 대간첩작전계획과 노력을 강화

시키는 방안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양국 국방장관회피를 정례화하기로 합의

했다는 점을 밝했다.23J 피러한 양정상의 합의에 따라 제 l차 연례 한 譽

미국방각료회담이 l968년 5Il 27 , 28일간에 r워싱턴 J에서 게최되어 대

.간첩작전에 관한 기구 및 편성이 논의되었다.24) 이러한 사건과 이에데한

한 .미간의 후속조치로 대침투작전시 한국군c 예비군포함」 에 대한 작전통제

는 한국군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M자국방위의 일차적 책임은 자국민이 질 수 밖에 없다w고 선언한 미

r닉슨 J대통령의 " G u a m D o c t r i n e "과 이에 따른 주한 미지상군의 부분

적 철수로 구체화된 신고립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대한안보채입정책의 변화

는 l977년 r카터 J행정부의 주한 미지상군 철수계획에 의해시 절정을 이

루었다.25J 이와같은 철군계획친 보완책중 하나로 한.미 양국은 제 l진

철수완료 ( l97y 년말, 6,000명 )전에 한국방위의 작전효율화를 기하기 위하

여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기로 제 lo차 한.미 년례 안보협의회의에서

( 1977.7.26, 서울 3 합의하 다.26) 이러한 합피에 따라 l9補 년 ll월 7

일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창설이 되있으며 t 이 사령부에 의해서 작전통제

가 실시되며 휴전협정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없는 한 uN군사령부는 존

속시켜 휴전과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도즉 하 다.27) 또한 제 ll차 한.미

년례 안보템의회 C 1978.7.27, 미국 센디에고 3에서는 양국의 합참의장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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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구성된 한. til 군사위원회가 한 .미연합군사령부를 통제하도록 양측

이 합의하 다.28) 이와같은 과정과 협의를 거쳐 현 한.미 연합 작전통

제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한.미연합 작전통제기구인 한.미 군사위원회와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은 한국의 방위면에치 두가지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로는, 한국방

위의 책임이 명목상피 uN군사령부로부터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작전통제하

는 연합군사령부로 c)l관되어 현실화되었다는 점이다. 두번째로는, u N 군사령

관이 거피 독점적으초 행사해오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 . 미군공동

으 로 행사되어지게 4뀌어 졌다는 사실이다. 이로씨 한.미연합지춰체제는

휴전업무수행을 위한 uN군사령부와 외침에 대해서 한국을 방위하기 위한

연합작전수행을 위한 한 .미연합군사를부체제로 이원화되기에 이르른 셈이

되었다.29)

한.미연합작전통제 z 위해서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하는

작전지춰체제는 두가치 특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f u N 군사령관

은 통수 및 지춰계통면에서 l95o년 7월 7일 uN의 결의에 따라 미

국피 통수계통의 통때하에서 권한을 행사함에 비추어 ,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의 군사c수 및 지휘를 받는 한.미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여 , uN이 한국에서의 작전통제권을 미국정부에

위임하여 미국의 주도하에 전쟁을 치룬 틀제기구가 uN군사령부이기 때문

에 이러한 지휘체제는 미국의 통수 .지휘계통의 부분으로 유지되어

온 것이 당연하 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령부체제는 한.미공동 통수.지휘

체계하패 있는 조직비다. 따라서 , 미군사령관과 한국군 부사령관을 두고 있

으며t 참모편성도 한.미군장교에 의해서 통합참모진을 이주고 있다.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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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작전통제으. 범위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uN군사령관은 한국군을 포

함한 전 uN군을 통제하도를 되어 있는데 비해서 ,한.미 연합사령관은

한 ' 미 양국군중에서 양측이 합의한 일부 전투부대만을 작전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예하 지상군, 해군 및 4 군 구

성군사령 관을 통하여 작전통제를 하고 있으며 c지상군사령관은 연 합

군사령관이 겸임,해군은 한국군 장성, 공군은 미군 장성이 사령관직

을 맡 고 있음) , 구성군에 예속되는 전투부대는 한.미 군사위원회어i

서 결정하며 t 이는 전.평시의 상황적 요구에 따라 달라지도즉 되어

있다. 평시에 연합사령부로. 작전통제하에 있는 한국군은 2군t 특전

사, 수도권지7부대를 제외한 긴급.통제가 필요한 육군 전 방부대 와

해 ' 공군츠. 주요전투부대에 국한되어 있으며 , l게 야전군만이 직접적

인 작전통제하에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군에 대한 군

지휘권은 각각 자국의 통수.지휘계통에 있다. 이와같이 한국의 외

침에대한 방위는 한.미공동작전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도즉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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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연합사령부 지춰체제

< 한 국 > <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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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한국방위와 작전통제권

한반도의 안전베 부정적인 령향을 끼쳤던 위협의 근원과 종류가 매.우

다양했었다는 사실은 반도가 겪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신라가 반도의

통일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끌어들 던 외세인 당나라의 반도개입과 같은

형태도 있었고 또 대부분의 경우 리륙세력관도의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중

이거나 정착된 후에 외세 , 특히 신흥세력에 의한 반도의 침공도 았으며 參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합점으로서의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한 불유쾌한

춰말림도 있었다. 특히 냉전적 국제질서속에서 민족적 자각과 지도역량의

부족으로 반도내 소용돌이도 있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비교적 근래에 겪었

던 청.별전쟁 ( 1894 ~ 9 5 )과 노.일찰쟁 c l9撚 ~ 5 )에서 전할을 제공하기

도 하여 전쟁, 왜란, 호란, 양요, 그리고 심지어 ''동란 '>이라는 용어에 이

르기까지 실증적인 사료들과 더불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형편이다.

각종 전란과 외침으로부터 이롯되는 전화를 막지 못하고 "자위역량''부

족싱태에서 살아온 우리는 민족적 분쟁이라는 자해행위까지 겪어야만 되었

다. 따라서 자기보존이라는 절대적 명제차원에서 .본 한국방위의 전제로서 한

반도내외의 위협을 분류 .분석할 필요를 절감한다. 첫째의 위협요소는 반도

외적 '위협이다. 한반도에 통일왕조가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을 때 이의 존

림싱때에 향을 주었던 주변국은 물른 중국, 일본, r 러시아J 다. 이 중

특히 일본은 반도내 주권적 존립상태마저 박탈했던 가장 위해스런 위협요

소가 되어 왔었다. 이러한 주변국들에 의한 국제권력정치의 본질적 위협요

소는 특히 분단상태의 해소과정에서나t 그 후의, 통일정부 수림후에도 긍정

적 혹은 부정적인 향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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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적인 성격을 떤타고 볼 수 있다. 두번째 뷔릴은 한반도내의 위험요소

이다. 이는 민족내 비민족적인 요소의 릴투로 인하여 비롯된 형태의 위정

으로서 언젠가는 극복되어져야 한 민족의 숙제이다.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는 이러한 민즉내 위협의 위험강도가 더욱 높으며 , 더욱 직접적인 성질의

것이다. 사실상, 한재 한국군의 작전권 을 한국군과 미국군이 공유訃고 있는

이유도 이 민족내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한국자체긴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이71도 하다. 이와같은 한반도내외의 위릴을 볼때, 반도내의

위협이 리 직접적이며 절박한 것은 사실이나t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반도외

의 위협 역시 한반도의 안정유지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위험성을 내포

하고 있다
를

근원적 차원에서 나누어본 위협의 분류와 더불어 폭력구사의 수준과 유

형년체서 다루어본 위협의 내용적 분류는 이의 실천적 대응책과 수단을

모색하는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여, 위릴의 근인과 더불어

어떠한 폭력수단에 의한 어떤 증류의 위협이냐가 군사적 때비a의 하나피

어떠한 군사작전을 누구와 같이. 혹은 단독으.z, 어떻게 수행하느냐를 릴정

하는데 매우 중요한 실천적인 지침을 준다는 말이다. 7린째 위협은 주변

국이 핵무기로 한국G 공격하는 형태의 것이다. 물론, 어느 -주변국이 .때

핵무기를 사움하여 치 하필 한국을 공격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틀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및던 가는한 양상의 한 위협형태로서 주빈국에 의한

한국의 핵공격이 한 유형의 위협이다. 두번째는 주변국에 의한 한국의 재

래식 공격이다. 어느 한 주변국이 한국에 대해서 재래식공격을 감행할 경

우의 위협이 다. .례번치는 반도내적 위협으로서 북한의 전년무력행 사를 통한

한국의 침공행위이다. 이러한 형태는 이미 6.25전쟁시 북한이 보여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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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것이나, 북한이 가친 무기체계중에 핵이 포함될 가능성 이 있으며 燎

세계 제 3뒤의 화학.생물학전무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한재의 사실이 전과

다른 점이다. 북한의 전력중 화생무기가 있으며 ,핵무기도, 세계적차원의 '적

절한 규제가 談는 한,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3l) 네번째 령태의

위 협은 북한으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저차도의 다양한 폭력을 구사하는 위

기 , 테러 ) 습격, 암살, 기타 교란행위등이다. 다섯번째는 북한이나 주변국으로

부터 올 수 있는 가장 은 한 형태의 위협으로서 K악어의 미소 .)를 지

으며 가하는 덜 가시적구 다원화된 압력이다. 이러한 형태는 단지 가상적

.국? 나 천존적국으로부터의 위험만은 아니나, 남한배서.의 통일전선형성을 위

한 71도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H화해의 몸짓lT은

"한반도의 적화를 통한 통일''이라는' 북한기본전략의 변화가 실증적 으로

가시화될때까.지 매우 조심스럽게 대처해야할 가장 고약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이 폭력행사의 근원과 수준에 따른 위협의 분류는 이에 대한

대응책마련에 실질적인 기준을 부여해 주는 것 같다.

다원적으로 분회된 이와같은 다양한 위협을 누구차 같이 어 떻게 때처 하

여 漆국를 방위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술한 바 띤는 다섯면째의 위협, 즉 "악어의 미소H를 머글고 ..와해의

몸짓.M 을 하며 달겨드는 북한과 그의 이웃을 근원으로 가지고 있는 미묘

한 양상피 위협에 치처해야하는 책임은 물른 우리에게 있으며 , o1N1 대한

치응책은 댐체제천인 총체성을 띠고 있다. 석기애서의 대응방법으로서는 군

작전이 끼어들 틈이 哉기 때문에 작전통제권이 를지.가 될 필요가 없다
.

다만 한국의 총체적 지혜와 절요한 개혁을 통한 체제수호노력 으로 북한이

나 다른 루변국이 군사적 수단를 동원해야 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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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정을 유지시킬 치임이 한국자.치에 있다. 네번째 위협으펄서 북한이 구

사해오고 있으며 , 앞으로도 얼마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헝태의 위협인

위기조성 , 습격. 테리,' 요인암살, 그리고 기타교란행위에 대처하는 책임 역시

한국자체에 있다. 여기에 대응하는 효과적9) 조직과 노력은 자때직으로 갖

추어야 할 성질의 릿이다 .

한국의 보존과 방리를 위해서 우래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해야될 상황

은 바로 세번째로 게적된 북한단독 혹은 그의 우방으로부터 비교적 덜 가

시적인 지원을 받는 가운레 감행되어질 수 있는 전년적 무력행사이다. 천

쟁지속잠재능력천 w서는 한국이 북한에 뒤질 수가 없으나* 즉시 가찰할 를

쟁수행능력년에서는 구한이 한국에 비해시 월등히 앞서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있다.32) 특히 일반국민동원의 규모나 신속성 면에서는 아마 북한을

능가할만한 국가가 치구상에 談을 것이파고 단를해도 를방할 정도이다. o l

러한 북한의 6.25 와 할은 무력침공을 억제하고, 억제실패시 이를 격퇴시

키기 위해서 한국의 독자적 군사력 만으로는 부즉하다고 활단하여 즉응적인

패처를 목적으로 한 .미간 작전통제권을 공동행사하고 있다. 때구나 북한의

화 .생무기보유가 확식하고, 어떠한 제재가 漆는한 책무기 고유가 예상되는

핀시점에서 한 .미핀라 연합전력촌 효과적으로 찰心도애서 전쟁를 억.제 하및

있다천 볼 수 있다 燎

다응 형태의 위릴으로 주변국들이 핵근기나 재린식루기를 등원言때 찰극

를 공격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한재 한국은 주변국의 책공적을 억

제하거나, 자제를 유도할 수 % 는 견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주변국의 재때식공격도 효과적으로 이를 격퇴시키기 뷔해서는 상할한 수준

의 고도로 발달된 무기체계의 자체 보유를 요구하고 있다. 굴른 왜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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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이 한국을 핵무기나 재래식무기로 공격하겠느냐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월남올 벙합한 월맹을 공격했던 중국과 월맹간의 전쟁에서 보

듯이.장차 통별한국에 리한 주변국의 태도는 반드시 호의적이라고만 볼수

濫기 때문에 주변국들로부터 비롯되는 위협을 상정하는 것이 결코 비힌실

적이 i피고 푸시해 버릴 수 만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출협이 편재화될 경

우, 우리의 단독군사력의 효용성은 어느 정도까지 타당성이 있을지 t 이럴

청우, 어떠한 형태의 연합전력이 필요할지 하는 모든 문제가 작전통제체제

와 관친차리 심각히 고려되어야 반다고 본다.

트늘날t 국가군이 하나의 독특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국제정 치의 장

에서 어느 한 국가가, 그것도 민족내근의 갈등조차 극복 못하고 있

는 상태의 국가가 내외에 상존하는 모든 양태의 위협에 자력만 으 로

치처하여 자존을 스스로 보장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諒

아마 거의 블가능한 일피지도 모른다. 국가간의 관계상황애서 사안를

해길하는 방식이 대화나 타협을 통한 비폭력적인 방법만이 유일하

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치 때문이다. 그러나 어리한 경우이든지 간에

한 국가가 다른 국가, 혹은 국가군과 개별 혹은 집단안보협漆1 제를

구축하고 띤를에 , 이긴 가시적인 지휘 .통제제계는 국가주권과 연루된

주권적 자긍의식과 상충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착되어지는 것이 바람

직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체계가 어떻게 상호성을 충족시

키느냐 하는 것 이 다
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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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한국군의 작전E제권 :이원적 정착

할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그 국가 스스로 행사

해야 된다는 이론에 이의를 제기하기찬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당위적

차원에시 , 한국글의 작전통제권은 당연히 한국군의 틀수계통을 통하여 행사

되어져야 하는 한국 고유권한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찬 당위

직 논리가 힌실에서 구체화될 때, 당위적 이유와 고려만이 실결적인 배얼

을 좌지우지하는 f일한 기준이 될 수 만은 없다. 한 국가가 자신의 자

존을 위협하는 주인적 위험요인에 자력만으로 전부 대처할 수 있다는 것

은 거의 블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적인 특성은 모든 힌.재 국가에

공통으로 향을 미치고 있으며 , 평상시 중림을 표방하고 있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결코 항E 예외로 남t 호을 수 만은 없다는 사실은 인류의 역

사가 증멍하고 있다출

6.25 전쟁시 북한공산군의 침공을 격퇴시키기 뒤하여 uN군사령관에게 이

양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l978년 ll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에 의 해

서 한미양국군이 골동행사될때까.지는 거의 미군에 의해서 독점적으초 행사

되어져 왔다. 그러나, 그후에도 몇차레의 정치적인 변력과정을 거치년서 블

필요한 기대와 오해를 불러 일으켜 , 급기야는 한미간의 국민감정문제까지

불러 일으키는 덜 바람직한 핀상이 나타나기도 해 왔다. 한국측에시 이문

제에 대한 견해는 주한미군의 존재자체까지도 거부하는 북한의 주장과 맥

을 같이하는 것도 있고, 단순히 국가적인 자존심과 관련하여 작전권이 환

원되어야겠다는 .-주찰이 있는가 하년, 글더 구체화된 건해로시 한국군이 군

본연의 모습을 갖는게 하는데 필요한 조건중의 하나가 한국군 스스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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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틀 행사하여 군본인의 임무에 출실하게 만드는데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料) 그러나 한국정부나 군의 공식적 견해는 한국이 대북한 찰독억재

및 방위력확보와 더블어 ,북한의 대남직화전략의 가시적 포기징후가 나타小

기 않는란 화생우기로 무차된 북한을 억제하여 전쟁을 막는데 란미연할전

력과 출동의 작전권행사가 당분간 절수적이라고 보는 것이다.34)

미국내 에서 도 작전통제권행사체계에 데란 要가지 유의 논의가 있어 왔다.

6.25전정를 치루고 난 후 미국은 또다른 전쟁을 치루는 것보다 미 국의

대란딴보개입을 가시화하z 이를 실증적으로 됫받침하기 치하여 란국방위를

위 란 작핀통제를 미국이 찰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

었다. 그리고 그렇게 訃E 것이 대공산억제는 물른 혹시 있을지도 모 르 는

남를.린 치복란 군사행동7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 다. 차 그러나 란국의

자리o위력증패와 "Tnpwire "개넘에 의란 란국방위개입이 미국의 정책

상 "힝동의 자유" ( freedom of Ac출초on )를 속박할 수 있다는 판단

은 린국상위에 대란 미국의 개입형태를 재고하도록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準

특히 7o년애초에 가시회인. 미국의 신고립주의경향은 주할 미7사단의 철

수 로 이어천으때 ,특G] r카터 J행정부의 주란 미지상군 릴수정책으로 연결

되었다. 이러발 즈를에 주란미군의 역할문제와 미지싱군철수문제 , 그리J츠 o 1

에 따른 란국군의 작전통제에 관란 문제가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것이다
識

특히 란국체서 정치권력구조의 교환기에 있어서 란국군이 수행한 억할과

이에 따를 미군의 책임군제등으로 인친 비것산적인 논란도 悲었다
출

주란 미지상군의 .철수여주문제를 둘러를 논쟁에서 란국애서의 작전지취에

관련된 사항이 는의되있으며 , 특히 란국내청친과 간련하여 미군의 란국내

작전권행사애 다분히 부정적인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지싱군의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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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장했던 견해는 미군을 또다른 "이설 수 없는 아시아 전쟁" cAn-

o t n e r u n w i n a b l e A s i a n w a r )의 위험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방치둔

다는 것이 미국의 외교정책수행상 바람직 하지 않다는 점를 지적하년서, 공

군을 제외란 미군을 전부 철수시켜 란국의 방위를 위한 미군의 개입여부

는 순수하게 미군의 헌법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피고 있다출

여기에서는 란국방위의 책임과 작전수행은 란국의 고유란 역에 속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36) 이에 대하여 미지싱군의 한국주둔이 동북아의

안정유지에 중요하며, 미군과 미군의 란국방위에 대란 확고란 게입이 lt

의 이익에 합치하며, 작전수행에 대린 힌배열은 그대로 존속되어야 란다는

견해 역시 강도있게 나타나 있다.37) 이러란 양단의 는리와 더블어 비교적

절충적인 입할도 개진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미지상군이 란국

에서 철수해야 된다는 전제를 받아 들이년서 철수로 할란 충걱효과를 최

소란으로 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철수를 제시하년시 , l2사단의 재배치와

란국군에 의란 전방방어전담, 미지상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에서도 미 공군의 주둔은 절요하다고 보년시, 작전통제계틀에 미군이

포함되어 誠는 것은 군사작전상 협조를 위해씨는 바람직할지 모르나, 대단

한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점을 지피計고 있다.諸) 한국리 사점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한 미국학자는 한국군의 인사, 구조에 대한 c제력이 없는

가운데 외형상 미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작전통제권은, 특히 한국군이

정치에 관여할 청우, 많은 오해를 블러 별으켜 한국네의 반미감정을 부채

질해 왔다는 o장은 펴년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촌원하

J L , 한국방위에 관한한 북아시아의 해군, 音군력에 의한 방패를 제공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9) 이차같이 미국측에서의 견해들은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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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익과 결부하여 동북아의 편상유지의 중요성과 미국외교정책 수행상의

문제점등을 들어 작전통제체계의 교환여부를 논하고 類다.

한국군이 작전통제권변화에 대한 한국측의 견해도 꼭 편존체계의 고수에

집착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한 노대통령이 한 정당의 총재로서 미국을

방문하여 작전권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때 , "주권국가가 자신의 군대에

대 해 작전지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인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함으로써

이 문제는 상황에 따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밝히

고 있다.4o) 그러나 한국측의 가장 큰 관린과 전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찰할지를 위한 제도적 , 실질적 보장의 중요성에 두.어지고 있다. 따라서

리리찰 헌실적인 충족이 없는 린화의 위험성이 다분히 지적되고 있다.4l)

6 .25 전쟁의 참화글 및인히 :71치하번서, 북한측의 적화전략상 변화를 아직도

읽지 못한 한국으로시 당연한 입장개친이 아닐 수 없다.
燎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찰제체 대한 이와같은 한미간의 전향적인 태도와 변

화를 요구하는 조야의 목소리는 어써년 작전지획체계의 조정을 블가피하게

만들고 천는지 모른다. 한극이나 미국 모두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

어야 되겠다는 강력한 정책을 표명하고 있는 점f, 특히 미국은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한국군의 천치적 역할에 따른 불필요한 구설수에 오 르

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핀실문제를 해

결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년 즉각적인 대응으로 북한의 무력공

려을 막는데는 싱를연합지휘체계에 의한 작전통제권의 공유가 바람직 구나
漆

한국내 정치적인 문제와 더불어 평상시에 미국에 대한 기대와 오해를 불

러 일으킬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는 연합사체제가 덜 바람직하기 때

문이다. 특히 전쟁지속능력의 확보와 조기경보를 위한 상호협력은 평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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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의 구별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전쟁익께상 중요

한 요소로 남아있71 때문에 변화를 위한 선택의 폭이 넓은 것반은 아니

다. .

한국군의 작전통제권과 연관된 한미연합진력운용개념 에 데한 변화즐 모색

함에 있어서 iuATo와 서독, 미국과 일본이 어零게 인합전럭 s 림성하떠

위기와 전쟁상황에 대처하려 하는가를 살펴보는 깃은 싱방히 바람직 하다고

볼 수 %다. 시독군은 평싱시에는 연방군참모총할이 지치.는리하고 있으며 f

연방군참모총장은 각군 참모총할의 보조를 받아 방어채념 , 교욱, 讓린를 音

괄한다. 다시 말하여 , 연합군참모총할은 작전 , 교육, 훈련에 대6l1서 인및.국

방차관에게 책임을 친다. 각군참모총장른 국방장4q. 게 전적를비, 구성애 대

한 책임을 친다. 따라서 작전통제는 연방군참모총많애 의해서 천시에는 힝

해친다. 그러나 전시체는 모든 서독 전투부대와 .리역방취육글의 일부가

NA T o사령관의 작전.통제 하에 들어간다. 그리나 서글 c..군은 편 .천시는 박

른하고 N스To군사零관의 작전통제하에 있다. 이는 즉각적인. 料응를 위간

조치의 하나이다.42) 이에 비하치 .사년이 바다로 들리찰인 익근은 미국과

연합전력을 형성함에 u어서 천시에는 독자적인 작피.지친 .틀제체제 g 유치

하년서 합동훈련과 전보교찰등으로 협조체71.를 갖추고 u다가, 順本에 rl1를

공격위협이 있을 경우, 미 .일군간에 편의기구 ( a coorctina t i o n c e 料 l

출{ir)를 반를어 @등작전을 수행하도록 하천 있다. 그리하여 전시라 하더

라도 미 . 일은 각국의 지친 . 는제계통 c 출친eir r e s p e c t i v e c o m m a n d

a n d c o n t r o l c h a n n e l s ) 에 따라 긴 한 협조하에 작전을 수힝하도5

규천라천 있다.43) 서독과 일본의 이러한 두가지 형태의 인할전력형성 방식

은 시사하는 바 리지 않다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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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저 한국군의 작전통제와 더불어 작전수행에 관한 지춰.통제체제의 변

화에 있어서 한국이 처한 몇가지 상황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

다. 첫째> 우리의 위협요출는 매우 라양한 수준차 양태를 가지고 있小는

점이다. 국제권력정치상 주변국으로부터 올 수 있는 고유형태의 각종폭력수

준의 위협에다가, 체제와 이념,그리고 사회구조가 다른 북한으로부터 오 고

誠는 직.각접전략개념에 입각한 전복적형태의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

다양한 위헙요소가 우리의 내.외에 도사리고 있다. 둘째, 우리는 작전지형

상 시간과 공간의 종심을 부석받고 있지 못하다. 북한이나 기타 주변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 시간과 공간의 석유가 없다는 애기다. 따라서 조기경 보

의 중요성과 즉시 가용한 상비대처수단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셋해 *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은 지형상 아시아 대를과 육지로 연

결되어 있는 반년, 한국은 우방인 미국과 태평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이다. 다시말하여 북한과 육지로 접하고 있는 중국이나 소련은 그들 국토

내에 과히 바람직하지 않은 망명정부를 갖지 않기 위해서라도 궁극적으로

는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반해서, 미국은 그와같은 절

박성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적인 특성이 한국이 방위를 위한

작전통제체계변화를 모색함에 일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분단된 상태이거나 통일된 상태이거나 호에, 한국의

방위를 위하여 한 .미간 연합전력을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것은 북한의위 협 에 대처하는 데에도 그러하거니와,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

가 들어널. 경우에도> 주변국으로부터 중림을 보장받고 우리가 스스로 이를

지키기 어려울 바에야, 미국과의 연합전력형성은 다른 선택보다 덜 위해하

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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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적이 이를 요구하고 있을지 모르며 ,않으로 기대되는 이들 주변국들 미

래의 행태가 이를 .요구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연합전력 형성은

순수하게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군사적인 협조관계에 국랄되어 평시에는

.덜 가시적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안보협 조체제가 약화될 절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하여 ,위협의 수준

과 글류> 그리고 위협의 원천에 따라 이원적인 배열과 이의 정착화가 요

구되는 바 크다.

인저 중국이나 소련, 그리고 군사화된 일본으로부터의 제한적인 혹은 전

년적인 무력침공을 우리의 자력만으로 막는다는 것은 많은 희린을 강요당

하년서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개입보장이 절요하다. 다음에

한반도내 의 북한 린글무력침공은 우리의 자위력이 충분히 강화될 경우, 독

자적인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졸국이나 소련의 직접 , 간접원

조하에 행해지는 북한의 무력침공이 일어날 경우에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단독무력침공과 그 이상 수준의 무력침공을 막

기 위한 2원적인 한.미연합전력의 형성을 도모해야 한다. 북한의 침공도

전년무력침공인가 아니년 저강도의 무력행사인가에 따라 방분간 이원적인

대응이 요구된 다.

이와같이 위협의 수준과 종류. 그리고 위협의 원천에 따른 힌실적인 대

응책으로.서는 전시차 평시의 작전지휘 .통제를 구분하석 실시訃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만다. 이러한 발상은 주변국의 무력침공과 북한의 전 년적

인 무력행사가 발핀할 경우t 이것을 모두 전시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

기 때 문이다. 그리피 북한 단독의 저강도 무력행사나 간접전략개념에 의한

위기의 조성 혹은 침투행위는 평시체제에 의해서 대처할 수 있다. 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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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전적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개념에 의하여 분리, 연합 통제체제

를 갖추떤 군사외적인 요구에 의한 작전통제체제의 혼란을 피하면서 , 한반

도에서 전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동북아 세력균형유지상 혼란을 막을수

있다고 본다識

이상과 같은 상황적 특징과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고 몇가지 한국방위를

위한 작전통제체제를 제시하고 이를 분의하고자 한다. 첫째 방안은 한 .미

싱童방위조약상 나타난 미국의 대한안보개입개념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한실

화하는 안이다. 한 .미차호방위조약에 의하년 한국에 대한 외부의 공격에

.대?함에 있어서 미국은 미국의 헌법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전시와 평시에 완전히 독자적인 지획 출

통小.체제를 유지하만시> 상호 합동훈련과 긴 한 전 . 평시의 협조를 통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체제를 정착시키는 방란이다. 이것은 미 .별간의 연합무력

형성방법으로서 국가푸권과 민족적 자존심등과 관련된 정치 .심리적 , 혹은

국민감정적피 마찰을 체계상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간접전략개념상 미국에 대한 한국의 위치차 연관된 이난을 봉쇄할

수 있다. 그러나t 즉응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한반도의 편실에서 전쟁에 효

과적인 평시억f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 체계상 흠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전지리 .통제체제는 특히 조기경보와 즉

각적인 대응수단과 방법모색을 위한 긴일한 협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전쟁이 발생했을때 , 양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합의된 단일지휘관에

의해서 작전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출통성을 가질 수도

있다. 두번째 방안은 조기경보체제와 공군 및 방공군사력은 한 .미연합사템

부를 유지訃석 사령관이 작전틀제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부대는 한 .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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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지춰 .통제계통에 두었다가 상황이 a쟁상황으로 판단되없을 경우t

한.미연합시굉관에 의계서 작전통제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배열이 다. 이것은

서독군과 NATo군사령간사이의 등제체계와 비슷하나, 여기서는 한국군의 .방

공군사력도 공군과 더불어 전 .평시 공히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틀제하도

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열일 경우, 확한과 가신적의 공중공격에 즉각

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년서> 지상군과 연관이 되어질 수도 있는 군사외적

인 문제가 군작전에 미치는 향을 최소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한국이 미국의 " 속국"이라는 북한측의 대남심리전의 자료를 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세번게 방안은 전.평시c 막론하고 한국방위를 위한 한

반도내와 근해에서의 모든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지휘때통이 행사라는 안이

다. 여기에서는 미군은 한국군이 작전통제라에 들어와서 차전을 수행하도록

협조한다. 이 방안은 한국이 딴위를 한국군이 주도하여 모틀 작전을 통제

하기 때문에 주권과 민족적 자긍심과 연관된 대내외적딘 문제가 전혀 야

기될 소지조라 없으나t 과연 미군이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한국근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서 작전을 수행하겠느냐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핀하.

이러한 세가지 방안은 상호 배타적피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한.미상호방

위조약체제를 유지하더 라도t 한국방위를 위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가지고 燎

미군과리 관계는 협조관계를 류피하는 세린째 방안이 바람직하다년, 첫천매

방안은 이를 위한 전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두번째 방안은 칫번째 방안

으 로 가기 위한 잠정적인 배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군과

방공군만 한.인일합사령관이 작전통제 하는 단계이전에도 한.미연합사생부내

지상구설군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과도적인 배열도 가능하다.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는 한국의 방위를 위라여 한.미연합전력을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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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있어서 DlU-o] 얼마나 적극적이며 ,얼마나 친지하게 임하느냐하는 것

o1라고 보는데 큰 무리가 없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자체적인 화해조성 과

북방정 책에 따른 핀실적 외교노력과 결실의 중요성이 군사적 전쟁억제 는

지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諒다. 북한이나 주변국이 한국을 침공할 이유가

없어지 는 것이 한국방위를 위한 제일의 상책이며 ,이러한. 상황의 진전은 군

사적인 억제위에 정치.외교적인 노력으로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

4의 문제는 한국이 언제 북한단독무력침공을 억제할 능력을 갖추느냐하는

것이다. 군사적인 수단의 됫받침이 없는 정치.외교적인 협상이 통상 이의

.됫는침을 받는 쪽의 희롱물이 되어온 국제정치 .외교사의 생생한 기록이

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적대국과의 관계에서 뿐만아

니라,때로는 우방국간의 간계에시도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할수

없다. 도움을 받을 만한 국가냐 아니냐하는 것이 때로는 우방을 우방답게

유지차는데 중요한 척도가 되어온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한다.

6 . 한미군사협조관계의 탄력적운용

한국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 L

러나 이러한 당연한 논리에 입각하여 한국이 감당해야만 하는 모든 한반

도내외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는 실증적인 체험을 우

리는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당위적 논리"와 '구체적 핀실TT을

조화있게 접합시키년서 수출과 양상이 다양한 채로 분화된 대내외적 위협

에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책을 강구하지 않으년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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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 권문제 뿐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체제에 근거한 한.미군사

협조관계 를 신축성있개 탄력적 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민피 해결

해야될 .요건은 한반도내적 위협에 대한 자위력의 확보에 있다. 6.25 전쟁

시 북한의 무력침공-틀 우리 단독의 군사력만으로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u N 의 기치하에 한.미연합전력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의해서 정착되어 있7는 사실이 대북한 단독억제전력의 필수성을 더욱 절

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체야만이 한반도네적 전쟁을 방지할 수 있음을 물

른t 우리의 대외정책상 불필요한 정치적 부밭이 없는 한.미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를이다 를

단독 대북한전쟁억.제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간과 자된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책임있를 정책입안자도 현재의 경제발전과 국방비투자를 지속

적으로 유지하년 2>ooo 년대 초칸에는 우리가 독자적인 국방력을 갖추어

주한미군 철수문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도 시간과

자원의 필요성 을 지적한 셈이다.44) 이러한 의미에서 독자적인. 작淺통제를

위해서 점진적인 단계를 할는 방법> 즉, 9o년대 초반에는 천시 전지상군

작전통제권 보유, 9)년대 중반이나 후반에 전한국군 작전통제 >그리고 2ooo

년치 초반이후에 우리의 대북한.단독억제력 확보와 북방외교의 결 과로 비

롯되는 대 중.소화해차 더불어 핀한국군의 전.평시 작전통제를 우리 스

스로 수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 이후, 전.평시피 작전틀제에 관

하여는 한 .미상호함위조약에 법각하여 상호 요청에 의해서 연합전력을 형

성하도록 하고, 평시에는 합동군사훈련이 나,전략.전술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서 협조체제는 유지하는 완전히 이원적인 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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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와 평시, 모두 이원적인 지획 .통제체제를 유지하년서 전시의 위협정

도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 상호 연합전력과 통제체제를 구축하는 미 .일의

군사협력관계와 같은 한 .미군사협조체제는 실로 국가주권과 민족의 감정적

인 차원의 문제 야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양

국 공히 외교정책수행상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는데 바람직한 협력관계의

호

제도화라고 보아친다. 이러한 구조적 배열을 갖추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한 .미양국이 상호간에 상대방을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만한 가치가

있는 상대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한국과 미

7 t 서 로 부담을 그렇게 주지 않는> 그러년서 많은. 분야에서 상호 도움

을 주는 동맹국이라는데 이의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다. 그러할 경우> 서f .

가 서로를 필딘로 하는 건전한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 한국피 방위를 위해서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한국군과 미군은 전 .평시 공히 한국과 미국의 고유 지휘 .통수체제에 의

해서 지획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야만이 군사외적인 요인으로 인

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번거로움으로부터 벗어난 견실한 군사협조관계를 양

국간에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전 .평시를 불문하고 이원적인 지춰 .통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양국의 국가이익에 찰치펼 것으로 본

다. 그러년서 위협의 강도와 형린에 따라서 전 .평시를 구분한다년t 협조형

태도 평시와 전시로 구분하여 이원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전시

의 긴요한 협조를 위해서는 평시에 군사협의체를 두어 위협과 위기의 분

석, 그리고 전략 .전술개념과 방책 연구 .개발등의 비교적 덜 가시적인 협

조관계를 유지하다가, 전시에는 이를 활성화시켜 양국군의 효과적인 작전수

행을 보할하도록 하며, 필요찰 때에는 단별지휘관하에서 작전통제도 받을수

- 2 5 5 -



있는 대안도 배제하지 않는 응통성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대통령의 문

서 하나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團撚군사령관에게 이양할 수 있었던 과

거의 선례는 위기시나 전시에 있어서 작전통제체계의 조정이 그렇게 어려

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하같이 지획.통제체계상, U L

리고 전 .평시로 루분한 이원적인 작전통제 및 법조체제는 앞으로 한 .미

간에 궁극적 으로는 정착되어야 할 군사협조관계의 근간이 되어야 함을 내
피

다볼 수 있다. 장차 이렇게 건전한 .한.미군사협조관계를 실제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최소한 대북한 전쟁억제력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점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의 절대적인 절수요건이 됨은 재언을 절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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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을 통과시천다.

12) Message, The JCS to MacArthur, June 30, 1950, FRUS. 1950. VI .

pp. 250 - 3 ;War in Peace출초me, pp. 22-3 ;Truman, Memo초rs > It .

p p . 3 4 2 - 3 .

13) The New York Times, Jury 8, 1950 :Department of State, A H 초-

storical Summary o료출he US- Korean Rel眞출초ons, P. 81.

i4) 공찬의 원문은 다음과 갈다.

T h e K o r e a n President Syngman Rhee to t h e American Embassy

(July 15. 1950)

J u l y 14, 1950

P u s a n K o r e a .

了 D e a r G e n e r a l M a c A r t h u r :

I n v i e w o f t h e c o m m o n 燎초l초출巖ry effo를출 o壹출he u理초출출d Na출초o流s

o n behalf o를출he Republic o f Korea, 초理which all 출h e u理초출출d

N출출초o料s 를초gh출초料g 초理 or 汎출를r Korea have been placed u n d e r

your oper출출초onal command, and 초料which you have b출謄理 d惡濫초g-

n a t e d s린pr출料출 coiim출料der un초출출d N출출초ons forces, 工출理d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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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o ass초g理 출o y諒린 con출服d 출狼출hor초출y over 設ll l識理d? s e a a n d

流초r f o r c e s o f 및he Rep린blie of Korea dur초理g 출he period of the

co理출초流狼출출초o流 o]E 출he presen출 濫출眞출출 of hos출초l초출초를s, such comm-

a n d t o b e excerc초sed 출초출her by you personally or by such m초-

i초출출ry commander or commanders to whom yo娘 理출y deleg출출출 t h e

exerc초se o f 출hi를 출린출hor초출y 린h초출h초理 Korea or 초流출djac戀汎출 s e a s .

T h e K o r e a n 7\rmy will be pro니d to serv출 니理d출r your comm識理d,

출理d t h e K o r출출理 people and Governmen출will be equally proud

a理d encouraged 출o hav登 출he over a工l d초rec출초on of our co燎b초汎출d

c o m b a t effor출s 초流 출he h출料ds o f so famous 출料d dis출초理g린초shed a

s o l d i e r w h o a l s o 초理 h초s person possesses the delega출출d m초l초 -

t a r y 출니출hor초출y of all 출he u汎i출출d N출출초o料崙 린ho have jo초料惡通 to-

g출출her 출o r출를초濫출 출h초s 초理famo린濫 coii燎i니料초s출 친ss출狼l출 o 간 출h출 초理d-

ependence and integrity of our beloved land,

w초를h co理출초汎린출d h초ghes출 眞汎d 諒5r料鷺를출 를e출l초汎gs of personal r e -

gard.

S i n c e r e l y y o u r s .

Syngman Rhee.

여기에서 이 대통피은 작전지휘권 C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과

지휘권 ( Command Authority) 을 혼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를방부 전사편찬위

원회, 국방조약집, 제iU , Vol. 1, 1945-1980 C국방부, 1981), P. 630 참조

; UN Document S/1927, quoted in FRUS. 1950. VI. p .388. 그러나 l95o 년

7월 3o일 작성되고 7월 i8일 접수된 c백아더 3장군의 회신을 담은 c무

D 미대사의 서한체서는 料작전지휘권 " ( Opera를iona工 C o m m a n d a u t h o -

ri출y) 끼 위임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음. 국방조약집, P . 631 참조 출

15) Mark w. d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N. Y. : Harper &

Brothers, 1954), P. 261 ; Walter G. Hermes, The Truce Tent a n 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 G. P.0. 1966), pp. 4 4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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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essage, d a r k to JCS (CX 62406), May 13, 1953, Record Group 218,

CCS 383, 21 Korea(3 -19 -45), sec. 128, National Archives, Washington,

D .C. , U. S.A.

17) Message, Clark to JCS (CX 62406), M a y 13, 1953, Ibid. ; M e m o for

Record, b y M a j o r Ge ne r al C . D. Eddleman, "C o n fe r e n ce on t h e

c린rr惡汎늘 D초조壹초c泌l출초登s 린초를h - b h e R O K G o v e r n m e n 출 D니登 출o T h 怨 초 r

Diss眞를초濫fac출초o理 w초출h Arm초s출초ce Terms, " RG 218, CCS 383, 2 1 K o -

仁

rea( 3-19 -45), sec. 130, N. A .

l8) 국방조약집 , pp. 164-169

i9) 국방조약집 , PP. 705

20) Ibid.

2i.) 박정희 국가재건최 고회의 의장과 c 캐네디 3 미대통령간의 공총성명서 , 1962,

ll, 린 Ibid., pp. 706 - 7 .

22) 를o초料를 co諒照린기초q니딘 工ss니登d b y 要를출濫초d雲理출 P a r k Ch니理g H출출 眞料d M r .

C y r u s R . Van ce, Spec츠al E n v o y o f t h e Pres초d출料출 o f 출he u料초七출d

St at e s o f America, F e b r u a r y 15, 1968, Seoul, Korea, Ibid., pp.

7 1 4 - 7 1 5 .

23) ibid., pp. 716 - 718.

24) ibid., pp. 719 - 720,

25) c괌3도에서 미국의 c닉슨 D 대통령은 미국우방과의 관계상황을 정의하면서

씨가지 점을 밝했다. .첫째 :미국의 조약상 의무 준수, 둘째 :미국의 핵보호

제공. 셋째 :핵공격의 침공에 대한 자국민 자위책임강조 등이다. 이것은 후에

"N i x o n Do c t r i n e " 으로 명명되었다 Un i t e d S t a t e s F o r e i g n Policy,

1969 - 1970 : A R e p o r t o f t h e S e c r e t a r y o f St a t e( Washington, D .

C . : G . P. 0 . 1971), pp. 35-37참조 . c카터 3 대통령의 쳔군결정에 따른

인 분석은 , H o u s e Commi출를e o n A r m e d Services, Rev초ew o f 출he po초초 -

c y Dec초s초o料 를o w초출hdrawal U理초를출d s출출를es Gro년理d f o r c e s fro料

K o r e a : Repo를출 o글출he 工nve濫출초g沒출초ons Subcoimn초를출德 (Washing출o하

D . C . : G . P . 0., 1978), P . 8. 보다 심도간는 분석은, Chae - Jin L e e

and Hideo Sato, U . S . Pol icy toward Japa n and Kore a (N. 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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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a e g e r , 1982), PP. 102 -127 참조聲

26) U110차 한미연례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 (1977. 7.26. 서울) ? 국방조약집 ,

pp. 765 - 770.

27) Ibid..

28) 제ii차 한미연례 안?협의회의 공동성명린 C 1978. 7 . 27. 샌디에고), Ibid.,

pp . 772 - 777.

29) 김선규, 料한미 漆합지피체계의 현실과 전망, w pp . 25 - 26. 기

30) Ibid., Jhon H .Cushman, <<com출汎d ?irr출理g登料暇i理출濫 초汎 Korea : I s -

sues and Options ," Paper Presented for the KIDA / CSIS Confe

r e n c e , Seoul, Korea, Sep. 11-13, 1988, P. 7 ;국방부? 국방백서

0989), PP. 147 - 161.

3i)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The s e a r c h f o r A P o 초son .

Antidote " Time (January 16. 1989), P. 22 :"북한의 화생전 능력, 세계

제3위,B 한국일漆, 1989,1, 13 : "빈국의 핵 :북한 등 세계22개국 화

생전능력 보유,B 한국일보, 1989, 1,11 :북한의 핵개발과 능력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9
i989년 lo월 25일 자 Tne New York Times 는 미국 정부친

자료를 인용 i!_도하면서 ? 북한이 현재 년 l개의 c플로토늄3 핵탄을 제조

할 수 있을 천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아일보, 1989, 10, 26 : 조선일보, 1989,

10, 27 ;U-회 국정감사반에 제출한 정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c히로시

마D에 떨어뜨핀 것과 같은 형태의 원자찰 l3-33개를 생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The Korea Times, Oct. 7, l 9 8 9 .

32) l989 년도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의 병력은 98만, 한국

65만으로 한국이 열세하며 ? .공격무기면에서는 북한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국방부, 국방백시 C 1989) PP. 175- 18& : 전우신문, 1989, 10, 27, C 89.

국방백서 3 c요지 ) 참조. 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nss )가 i989 년 lo

T

월 5 일 펴낸 Military Balance, 89-90( IISS )에서는 북한의 총 병력

은 lo4 만, 한국은 65만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 특히 북한은 34대의 M I G

29를 보휴하피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동아일보, 1989, 10, 5 참조.

33) 김달중? a작전통제권 확립r 김을권 c3S) , 2000찰의 한국의 국방체제, 일해

연구소, 보고서 시리즈. 87 - 04, PP. 193 - 2 4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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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방백서 C '88), PP. 117 -135 :국방백시 C'89), PP. 145 - 17 2 .

35) Statement by Secretary of State John Poster Dulles, T h e N e w

York Times, August 8, 1953 ; "The Joint Communique," Department

of s출a를德, Bulletin, X X K ,PP. 204 - 4 ; S출출출출 of Dulles, T h e

N e w Y o r k T초mes, Oct. 1, 1533 ;Pres초dent's Message 출o the U . S.

Senate, January 11, 1954, Speeches Ser초출s Ann Wh초출理眞流 F초les,

E초s출汎ho린출r papers, E초s출理hower Library, U S A , ; T h e N e w Y o r k

Times, January 13, 1954.

36) George McGovern "The U S Risk in Kore친w A E I D출를출理ce Re v초-

ew No. 2 (1977), PP. 2 - 13.

37) Richard G. Stilwell, " The Need for U S Ground F o r c e s i n

K o r e a " ibid., pp. 14 -28.

38) Ralph N . Clough, Deterrence and Defence in Korea ( 料출sh초汎g -

ton D . C .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7 ), p p . 55 - 6 1 .

39) 88 올림픽을 보호하기 위한 대북한 공격, 테러방지책을 협의학기 위해서 한

국을 방를한 c리차으 나미티지 3 미국방차관보도 한미연합지휘체계의 조정을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1987 9 11 ;Gregory Henderson 의 기고문,

F a r E a s t e r n Economic RUview, Sep. 24, 1987 ; 조선일보, 1987, 9.

2 7 .

4o) 한국일보, 1987, 9, 15

4i) 料주한미군의 문제iw 동아일보 1987, 9. 14 ; "주한미군의 지위,w 한국일

보, 1987, 9 , 16.

42) The Federal Minister of Defence, West Gemany, White p a p e r

1985 ; The S초출ii眞출초o汎 출理d the Develop피출理를 of 및h e F e d e r a工 A r -

m e d I ' o r c e s , pp. 165 -171.

43) Defence Agency, Japan, Defence of Japan, 1977, pp. 118 - l2 2 ;

Defence of Japan, 1985, pp. 157 - 161.

44) 국방부 국외정책 차장 박출옥씨의 언급, 는아일보, 1989,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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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반전 반핵 평화 운동

조 현 석 (서울산업대학)

김 명 (한림대학교)

는 I . 서 른

l98o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의 정치 사회에는 엄청난 현화가 일어나고

있를 민주화의 물결과 더불어 기존의 고정관념들과. 기본질서들에 대한

일종의 혁명적인 도전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분단체제의 수립 이래? 특히

박정권 이래 공고히 유지되어 온 반출체제와 이를 됫받침하는 M안보 이

데을로기計에 대한 강력한 도전도 그 중 하나이다. 일부 <<재야 운동권"에

서 이른바 M반전반핵 평화운동計이라고 이름지어진 이러한 도전은 한국 사

회의 성격과 한미관계> 그리고 남북한 관계와 통일 문제에 걸쳐 지금까

지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기존의 관념들에 대해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의

문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 운동은 l96o대 초 장면 정권하에서 단기간

부침했던 진보적 통일 운동의 맥을 이으면서 이보다 결씬 체계적이고 급

진적인 모습으로 l98o년대 후반에 부활했다. 이 운동은 l98o년대 중반

전사회적인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태어나 노태우 정부의 출범 이후 반

미 자주화 운동) 반제혁명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국통일운동의 핵심

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운동이 아직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

위에 서지 못하고> 학생과 일부 증교단체? 전위적인 사회 운동 세력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한국의 정치사회에 미친 충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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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추진세력의 크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심대하다.

이 운동은 그들이 인식한 바대로의 조국 통일을 남북한 모두가 당면한

지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위배되는 모든 행동과 태도?. 정책들을 반

통일적인 것으로 공격한다. 반전반핵 평화운동은 동시에 전쟁과 핵무기에

의한 민족의 절멸을 방지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도덕

적 명분을 내세워 운동의 추진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들이 설정 구

하는 평화체제의 정착은 그 자체가 목&라기보다는 그들이 추구하는 민중

민주주의적 연방제 통일을 이룩하는 선행조건으로 간주된다. 동시에 이

운동은 통일과 불가를의 관계에 있는 민중민주주의적 사회변혁 (즉 민주화)

과 동시에 추구되어t 하는 하나의 통합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반전반핵 정화운동은> 서구의 반핵운동에 의해

고무된 측면도 있지만? 분단체제의 지속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반 하여 독특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대외적

으로는 반미자주화 운동으로, 대내직으로는 민주화? 혹은 사회변혁운동으로?

그리고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조국통일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l)

이 글은 한국의 반전반핵평화운동에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

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과 통일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평가해 볼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l)반전반핵평화운동의 탄생 배경> 2)반전반

핵운동의 유형과 小본시각> 3)운동의 현황과 주요 내용> 4)증합적 평가와

결른의 순서로 논의틀 진행하고자 한다.

II. 반전반핵평화臺동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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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반핵평화운동의 태동은 반미자주화 운동 및 조국통일운동의 태동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이 세 운동은 사실 하나의 통합된 실체를 이투고

있으면서 , 실제 운동의 양상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추진단체에 따라 피

강조점이 변하고 있다.2)

반미자주화 운동의 본격적인 태동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진압

에서 미국이 차지한 역할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l98o년대 중반까지 일부
T

급진세력에 잠재해 있던 반미 감정은 그후 전두환 정권의 철권 통치가

거센 민주화 운동으로 허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명시화 되기 사작하 다. l9 8 6

딘 이후 반미감정은 일련의 미 문화원 점거 사건과 학생분신 사건을 거

치면서 "반미운동?f 으로 이념화, 체계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야인사들

과 학생들은 미국을 한민족 통일과 출국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구조적 장

애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변혁 운동에서 반미운동이 차지하

는 비중이 매우 강조되게 되었다.3)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반미 운동은

주한미군철수? 핵무기 철거t 한미상호방위조약 페기 둥으로 나타나> 반전반

핵운동이 반미자주화 운동의 뗄 수 없는 부분으로 둥장하 다.

조국통일 운동 역시 l98o년대 후반> 특히 노태우 정부의 출범이후 민

주화 운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면서 대두되었는데? 반전반핵평화운동은

이의 주요 요소로 둥장하 다. 통일 운동에서 반전반핵평화운동이 핵심으

로 자리잡게 된 것은 그간 한국정부의 통일 정책들이 통일을 위해 불가

결한 정치 .군사 문제의 해결을 외편하고 리.讓던 사실기 한 천면이

천 것 같다. 를.치체 이는 한국전쟁 이후 줄곧 주창해 온 핵무기

철거* 주한미군 철수? 상호감군 둥의 군사 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

로 간주된다. 이들 운동세력은 조국 통일을 위해서는 위의 군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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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ij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반전반핵평화운동> 반미자주화운동> 조국통일 운동의 분출은 그러나 l98o

년대 중반이후 우리 사회를 격동에 몰아넣었던 정치적 민주화 운동과 민

주화의 부분적 성리 없이는 탄생하기 어려됐을 것이다. l985년 총선 이

후 본격화하기 시작한 민주화 운동은 l987년 6월 항쟁과 6 .29선언? 대
구

통령 선거와 이듬해의 총선으로 우석곡절을 겪으면서 l988띤 노태우 정부

의 취임으로 한 만계를 마무리 지었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그간 잠

재하거나 억압되었친 각계각충의 사회적 요구들이 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

다. 물른 사회운등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민주화는 너무나 제한

된 것이어서 진정찰 민주화와는 더구나 일부 급진세력이 주장하는 민중민

주주의적 사회변혁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한

된 민주화일 망정 그것이 사회의 각증 급진적 욕구들이 분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반전반핵정화운동은 민

주화 운동과 접히 연관된 동시에> 노정권의 출범과 함께 "개량 국면t .

에 접어든 현 정세하에서 사회변혁 -민주화 공세의 효율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운동권 세긴의 하나의 전술적 변화로 대두된 측면도 크다. M개량

국면?l에서 급진적인 민주화 운동이 일반 국민의 큰 호웅을 받지 못하게

되자 운동의 목표가 일단 반전반핵> 반미라주화? 조국통일 둥으로 수정되

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전술의 변화는 운동권 내부의 세력 변화와 이념 투쟁의 추이와

도 접한 관계차 있다. l98o년대 전반기 학생 운동권을 양분하던 M반제

반파쇼 민족민주투리위원회(민민투)M와 K반미민주화반파쇼자주화 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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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투)"의 경쟁이 i98o년대 후반 들어 자민투 계열의 득세로 정리되면

서 반미-반전반핵 -통일 운동이 국내적 사회변혁보다 우선 강조되는 결과

를 가져왔다. 국내 반파쇼 투쟁보다는 반미> 반제국주의 투쟁을 우선한

자민투의 민족해방른(NL른)이 이념투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반전반핵운동

도 강조되게 되었던 것이다.4)

한편 최근 국제적 상찰의 전개도 국내 반전반핵 평화운동에 간접적이나

마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제의한 일방적 군축안과 미.소간의 군축협상(INF조약)의 체결둥 이에 따

른 새로운 데탕트의 분위기가 한반도에서의 군축과 평화를 갈망하는 사회

세력들의 평화 운동을 고무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의

적극적인 군축.및 평화 제의와 이에-대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대비

됨으로써 반미적인 반전반핵 운동을 자극한 것으로도 보인다.5) 또한 l979

년 나토의 미국 중거리 미사일 때치 계획을 들러빠고 크게 고양되기 시

작한 서구의 반핵 운동도 한국의 교회 및 사회 운동 세력들의 반핵 인

식을 크게 고무한 것으로 보인다.6)

III . 반전반핵평화운동의 유형과 기본 시각

반전반핵평화운동은 하나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노선에 의해 지배받거나

단일한 구호와 정책대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다양한 단체들에

의해 추진되고 이에 따라 기본시각과 구체적 내용들도 상당한 차이를 보

여주고 있다. 이들을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다. 그것은 각 단체들의 입장이 반드시 뚜렷한 이념에 입각하여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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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관계 없이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운동의 이널적 정향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급진 시각과 온건 시각의

둘로 나눌 수 있간 것 같다. 단체별로 보자면? 급진 시루은 전대협> 서

총련 둥 급진 운各세력으로 대변된다. 그리고 온건 시각은 다양한 시민

단체와 증교단체들이 포함되지만, 비교적 그 입장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

로 밝히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 공해 구

추방협의회둥 전민편t 진보정치연합 등의 정치세력들은 대체로 급진적인

학생들의 주장에 틀조하고 있으나> 사안별로(예를 들어 미군철수 문제 둥

에 있어)비교적 현천적이고 온건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정치 단체들은 반핀반핵 문제에 있어 구체적인 입장을 피피한 채 애매?

호한 태도른 보이기 때문에 이 글의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聲

급진파와 온건파피 기본 시각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차이

는 한반도의 분단차 통일) 미국과 주한미군출 역할t 한국 사회의 성격에

걸쳐 나타나고 있가. 또한 핵 문제에 국한해서 보자면? 핵문제의 독자적

역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계급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느냐에 관한

문제* 즉 핵문제의 독자적 성격 여부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급진적 반전반핵리화운동 세력은 미국을 한반도 분단의 원흥으로 규정한

다. 미 제국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지배집단의 독점적 이익을 확보

하기 위하여 군국주의화된다. 한반도의 분단도 미국의 이러한 제국주의적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란생>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대소 전진기

지화하여 핵무기를 배치했으며> 이를 효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미군을

주둔시키고 한국군w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 비핵 국가인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핵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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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l98o년대 들어 레이건 정부가 공세적 핵전략과 동시 다발보복 전

략을 채택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7) 급진적

시각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신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며? 제국주의의 이해를 대변하는 파쇼적 대리정권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8) 제국주의와 파쇼? 대판세력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내

y 적으로는 민중 수탈 구조가 강화l 유지되어 왔으며t 민중의 진정한 통일

의 욕구가 좌절되어 왔다. 한반도에 배치된 핵무기와 미군은 이리@ 수

탈 구조를 유지하고 민족해방운동을 억압하는 동시에 대소 공격을 위해

.존재한다. 북한은 남한을 공격한 눙력이 없을 뿐 인니라 그 의도도 없

다. 남북한의 군사력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핵무기와 미 지상군

을 고려하면 찰한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9) 제국주의와 파쇼 대리정권은

그들의 독점적 이해를 유지하고 민중을 억압하기 위해 "남침 위협M이라는

안보논리를 조작해 왔다. 이렇게 볼 때 한국에서의 반전반핵평화운동은

미국의 한국 민중에 대한 지배? 착취를 증식시키기 위해 미제를 몰아내

야 하는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떨 수 밖에 없다.lo) 동시에 제국주의

지배의 본질c 이해하지 못하는 서구의 반핵운동과는 달리 한국 및 제3

세계의 반핵운동은 그 계급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만 한다.ll) 이상과 같

은 기본 시각을 지니는 급진적인 반전반핵평화운동은 그 이념과 주장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며 체계적이다. 동시에 민주화-반미자주화-통일

.< 운동 둥 사회변혁 운동의 여러 측면들의 유기적 상관관계를 강조하고 있

f.l2 )

온건한 시각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시각에 의하면, 한반도의 분

단은 미 제국주의의 일방적 분할이 아니라 M현대 세계의 정치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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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체제가 낳은 죄.리 열매州이다l3) 분단은 미 .소의 냉전 대립이 빛은

구조적 죄악의 결과이터 남북한 사회 내부의 구조악의 원인이 되어 왔다.

l 4 ) 한국 전쟁이후 各서 냉전 체제가 강화되고 남북한의 ' 군비 경쟁이

가속화됨으로써 전쟁의 위기가 상존하고 통일의 길은 별어져 왔다. 남북

한 양체제 모두에서 안보와 에데출로기의 이름 아래 인권이 유린되고 민

주주의와 민중의 권리가 억압 받아 왔다. 이렇게 온건 입장은 한반도의
구

분단과 .그에 따른 사회정치적 모순을 미 제국주의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매도하지는 않고t 오히려 미 .소의 패권주의적 경쟁에서 그 원인을 찾는

다. 한국사회와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한국은 매판적 군부, 권위주의

정권이 지때하는 증속때 사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정권은 분단현

실을 이용하여 지배력 확장에 부심하여 왔고 국민의 상당한 부분도 안보

이데출로기에 함몰되어 왔음을 비판한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펑화 구조

정착과 통일 여건의 竣성을 위해서는 안보 는리에의 집착과 반공 이데올

로기의 맹목적 수용을 버리고> 군사 대립을 중지시키며 분단의 결과 조

장된 각종 사회악을 일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건한 반전반핵평화운동

은 이상과 같이 어느 정도 균형 찰힌 견해를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지

금까지 한국 사회를 치배해 온 반공적 판단기준에 맹공격을 가한다. 특

히 지금 한반도에 쟁인한 군사적 긴장의 원인을 l98o년대 전반기 신냉전

을 초래한 미국의 제한 핵전략과 동시다발보복전략에서 찾고 있다.l5) 남

북한 군사력은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위협

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l6)> 따라서 민족의 절멸을 초래할 수

있는 핵무기의 를각 힐거와 주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출

체계적이고 단순화된 이념을 앞세우는 급진 시각에 비해? 온건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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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체계적인 정피 이념에 입각해 있다기 보다는 정화체제의 구축과 통일

의 달성? 혹은 핵 공해의 제거 등의 도덕적인 책무를 더 강조하고

있는 를하다. 또한 급진 시각에 비해 반미자주화> 조국통일> 민주화> 반전

반핵운동들의 통합적 일체화의 추구도 별 공고하며> 추진 단체에 . 따라

사안별로 그 강조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독교계는 평화

와 통일 등의 큰 목적을 강조하며> 이들보다는 다소 급진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공해단체들은 통일보다는 반핵 운동에 더 치중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진 시각과 온건 시각은 반전반핵평

.화운동으로서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모두. 미국을 제국주의적이

건 패권주의적이건 한국에 부당한 간섭을 가하고 분단을 조장하는 세력으

로 간주하며 찰국 정권을 독재 정권딘로 간주한다. 또한 한반도의 군사

상황을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투고 있거나 남한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주한 미군과 핵무기는 대북한 억지용이라기 보다는 대소 전략용>

그리고 한국 국내정치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t 그 방법상 차이는

있지만 핵무기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당사자간 협

상을 통한 군사력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출

면. 반전반핵평화운동의 현황과 내용

1. 현찰

l98o년대 중반까지의 반핵 움직임은 한국교회 여성 연합회 인권위원회

등 몇몇 종교-시민단체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주로 원폭피해자 보상 운

- 2 7 3 -



등의 수준에 머물렸고 사회적 관심도 환기하지 못하 다.l7) 또한 l 9 8 o

년 이후 해직 언른인> 재야 지식인t 학생들에 의해 서구 반핵 이른이

소개되고 심포지엄 개w둥의 간헐적인 움직임도 있었다.l8) .그러나 본격적

인 반전반핵명화운동은 l986년을 기점으로 급진적 학생운동 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l986년 4월 lo일 자민투가 결성되고 산하에 <<반전반핵투쟁위

원회M가 설치됩으로써 반미> 반전반핵운동이 본격화 되었다. 급진 학생들은

그해 l학기 양키용병 전방입소 거부 투쟁을 필두로f M반전반핵 양키 S L

흠M> "반미자주화 반파必 민주화M 투쟁의 기치 아래 팀스피리트 훈련 반

대 투쟁과 조국 통일. 측진 투쟁을 전개하 다. 이 투쟁을 결정적으로

강화시킨 것은 전방 입소 거부 투쟁 중 서울대학교의 이재호? 김세진

군둥이 반미 구호를 .외치며 분신 자살한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반전

반핵운동은 반미 운동때 주요한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l9)

l987년 들어서는 반미 투쟁이 저조하게 출었다. 이는 당시 운동세력들

에게 가장 큰 관심사 던 개헌 '투쟁과 대통령 선거 투쟁 둥 민주화 투

쟁에 주력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대신 시민 단체들의 보다 온건

한 반전반핵평화운동이 일어났다. 8월 6일 한국여성교회연합회, Y M C A , 청

년과학기술자협의회 > 공해추방운동 청년협의회? 감리교청년회 과학기술위원회

등의 단체들이 공동으로 M한반도의 반핵평화운동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공청회틀 개최하고 핵문제에 관한 .공개 된의서를 정부에 제시하 다.2o)

l988년에는 조국통일 운동의 급격한 분출이 학생-재야 단체의 가장 I E

거운 이슈로 등장하 다. 이와 더불어 반전반핵평화운동도 활발해 전개되

었다. 5월 l5알의 조.:8만 군 분신자살 사건은 통일 운동을 전면에 나서

게 한 계기가 되었다, 6월 lo일> 8월 l5일 두차례에 걸친 학생들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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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점 행 시도로 절정에 달했던 이해의 통일운동은 또한 그 일환으로 반

전반핵운동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해는 또한 기독교 단체들이 반핵 평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해이기도 했다. 2월 29일 이 문제에 대한 진

보적 개신교회의 입장을 정리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l이 선포되었고> 4월에는 인천에서 M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

Y 교 세계대회計가 개최되었다. 8월 하순 석러 재야 단체들이 결집하여 M한

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 대회 및 범민족 대회y'가 개최되어 상당

히 급진적 내용을 담은 M한반도 평화 선언"이 선포되었다.

l989년 들어서는 조국통일운동과 반전반핵평화운동이 좌절을 맛보게 된다聲

그것은 문익환 목사, 임수경 양, 문규현 신부, 서경원 의원 둥의 잇단

방북으로 이 운동들이 정부 뿐 아녀라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질책 받고

상대적인 위축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국내 보수

세력의 입지를 강화시켜 M체제연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던 정부의 통일

방안이 일보 후퇴하여 단일국가안으로 귀착되는 데 한 몫을 담당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의 딸성을 한 발 더 별어지게 하는 전

술적 우를 범했다고 말할 수 있다.2l)

그러나 을해에도 반핵 운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핵 발전소 반대

투쟁과 미군 기지 반대 투쟁의 형태로 반전반핵 운동은 일반 주민의 차

원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점도 없지 많다.22) 현재의 반핵 운동은 한

국기독교협의회와 기독청년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운동) 과학 기술

자 운동) 의료 운동) 학생 운동? 언른인과 지식인들의 활동? 그리고 연구

소의 설림 둥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23) 그러나 이들은 서구 이

론의 소개 둥 극히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났고 심포지엄? 대중 강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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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둥으로 이론적> 실천적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는 있지만) 서구와 같

은 조직적인 대중 운동의 수준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조직화와 대중화틀 천명하고 서구 및 제3세계의 반핵 운

동과의 국제적 연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24)

2. 내용 了

반전반핵평화운동은 정화체제의 달성 방안으로 평화협정 체결t 핵무기

철거> 주한 미군 철수t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과 남북한 상호 감군을 주

장하고 있다. 급진적 시각은 이러한 조치들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실

시틀 주장하는 반嘆? 온건 시각은 이를 위한 선행조건과 과정을 중시하

는 차이를 보인다.

휴전협정을 경화협정으로

급진적 운동과 은건 운동 모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전쟁

이후 잠정적으로 체결된 정전협정을 페기하고 이를 보다 항구적인 평화협

정으로 대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남북한간에는 상호불가침조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 중 급진적인 입장에서는 군사적 대치 상태

의 해소와 전쟁 위험의 제거를 위해 M정전혀정을 체결한 당사국으로서

북한과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남북한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德해야 한다M고 주장한다.25) 온건 입장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선언을 보면? "한반도의 전쟁 방지와 긴장 완

화를 위해서는 '하구 속히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평화립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남북한 당국과 미국? 중공 둥 참전국들이 휴전협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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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고 불가침조약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협상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6) 이 둘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급진적

시각이 한국 정부를 평화협정의 당사자쉐서 제외하고 군사 문제의 해결

주체를 북한과 미국으로 보는 반면 온건 시각은 한국 정부를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한 군사 문제해결의 적극적인 당사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는 한미관계와 한국 정부의 성격에 대한 두 시각의 차이를 그대

로 반 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 미군 철수

급진적 주장은 미군의 무조건f 즉각적 철수를 주장한다. K침략자 미국을

이 땅에서 내를을 때만이 민중이 갈구하는 사회인 자주화) 민주화와 자

주적 평화통일은 실현 가눙"27)하기 라문에 <<미국과의 정치t 경제? 군사적

모 든 협정을 페기하여 미국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자주적 민주정

부를 수립하자"28)고 외친다. 이러한 입장은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제의하

고 나온 북한의 입장보다 더 과격한 것이다.29) 지난 여름 입북한 임수

경 양과 북한의 김창용군이 l989년 7월 7일 공동 발표한 전대협과 조선

학생위원회의 M남북 청년 학생 공동 선언문"도 糾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철수와 남북불가침선언을 채택하며 평화통일

을 이투기 위하여 투쟁한다M고 하여 보다 실제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

다. 급진 시각의 무조건 철수 주장은 주한 미군이 제국주의 지배의

了 속과 민족해방투쟁의 억압을 위한 도구하는 인식의 자연스러운 귀결인 것

으로 보인다.

반면 보다 온건한 입장에서는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되 이를 위한 환경

의 조성과 단계적인 철수를 옹호한다. M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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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신뢰회복이 확인때며 한반도 전역에 걸친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주한 때군은 철수해야 하며 주한 유엔군 사령부도 해체되

어야 한다.M3o) 여기서는 주한 미군 철수 이전에 있어야 할 선행조건으로

정화협정의 체결과 상호신뢰 회복 및 정화의 정착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한 이때 미군의 실제적 철수는 "한민족 전체의 총화된 의지의 결집 과

정을 통해" M합당한 절차를 거쳐M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다.3l) 급진 입장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 미군철수의 순서 및 단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온건 입장도 주한 미군의 불필요성과 더 나아가 평화와 통일에

의 저해성을 강조하고 그 철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급

진적 시각과 마찬가지이다. 이에 의하면 주한 미군은 북한의 남침저지보

다는 소련의 남하 거지가 더 큰 목적이므로 주둔명분이 없으나> 북한

남침 저지의 목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

다고 한다. 따라서 간북한 불가D 조약이 체결되고 강대국들이나 유엔에

의한 평화보장이 이루어졌을 때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32 ) 이들은 북한의 남침 위협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고 한국군의 방위

력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눙하며?33) 주한미군의 대북한 억지력도 주요한

요소가 아니거나 억지의 효과가 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가 너무 비싸다

는 점을 지적한다.4) 더 나아가 그들은 이미 주한 미군은 한반도 억지

력의 차원을 넘어 한반도 지배의 군사적 도구로 전락하고 그 존재 자체 >

가 분단과 긴장의 주요인으로 바커었다고 주장한다.35) 따라서 미군의 철

수는 남북한의 관계 개선과 긴장환화> 더 나아가서는 통일에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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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스피 리트 훈련
*

반전반핵평화운동은 l976년부터 한미간에 전개되고 있는 팀스피리트 훈련

을 중지할 것을 주장한다. 이들은 팀스피리트 훈련이 공격을 전제로 한

훈련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주장한다. 특히 l 9 8 o

년대 들어 이 훈련은 동시다발전략의 대표적인 실험장9로 되고y 재래전

를 뿐 아니라 핵전쟁을 가상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억지보다는 긴장의 격화

를 초래하고 한반도틀 핵전쟁으로 몰어넣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36)

팀스피리트 훈련 반대 투쟁은 l986년 반미자주화 투쟁의 핵심으로 급

.진 학생들에 의해 격렬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그t은 M팀스피리트 훈련

은 방어훈련이 아닌 이북 선제 타격을 위한 북침 핵 공격훈편으로 야만

적인 전쟁 준9 책동M37)이니만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둥의 과격한 구

호를 외쳤다.

온건한 입장의 반전반핵평화운동은 팀스피리트 훈련의 즉각 중지를 명백

하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 또한 북한이 이 훈련

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의 중지를 옹호한다.33) 문제는 훈련 당사

자의 의도보다는 북한이 이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데? 북한은 이를 공

격적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39)

핵무기 철거

급진 시각과 온건 시각 모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고 민족의

절멸을 초래할 수 있는 핵무기의 즉각적인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 주장에 따르면> 남북한의 군사력이 비슷하거나> M북한의 군사력이 남한

의 65濯밖에 미치지 않는M4o>현실t 그리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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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실에서 핵무기는 대북한 억지력으로 불필요하다.4l) 그것은 아무린

군사적 효용도 없이 비생산적인 목적에 쓰일 따름이라는 것이다.4z) 따라

서 핵무기는 대소 공격용으로 배치된 것이며> 이는 즉각 철수되고 한반

도가 비핵지대화 되비야 한다는 논지를 편다를

그러나 앞에서 이비 언급한 바와 같이 급진 입장과 온건 입장은 한반

도 핵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급진 구

입장에 따르면) 한반도의 핵위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핵독점정책에 의해

조장되었고 이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쟁창 정책을 구사하는 데 결정적 역

할을 담당한다.43) 애는 구체적으로 미국이 자신의 세계 핵 전략에 따라

대량보복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설치천 것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44) 따라

서 그들은 남한의 핵무기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온건 입장은> 갚에서 살핀 대로, 한반도의 핵위기를 미 . 소

강대국의 대립의 결짜로 파악하고> 따라서 주한의 핵무기 뿐 아니라 "한

반도에 배치되었거나 한반도를 겨.방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는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5) 이는 한반도를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는 소련 내

의 핵무기 철거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급진 입장과 출건 입장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전자가 핵무기의 배치와

근한 미군의 존재 및 그 철수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는 반면> 후자는

이 둘의 폐기t 철수를 다소 분리하여 보를 융통성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양차의 즉각적인 철수틀 주장하는 급진 주장과는 달리

온건한 시각은 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무기 철거가 선결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것.직 주한 미군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으므로 미군의 철수

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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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감군

여기에 대해서 급진 입장> 온건 입장 모두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

하고 선언이나 원최의 제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단지 과도한 군사력

경쟁을 줄이기 위하여 M남북한은 상호간의 협상에 따라 군사력을 감축해

야 하며M46) M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 노력의 .반 으로서 감군

를 과 군축을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여야 한다."47)는 선언을 필 뿐이다.

이중 글진 세력은 북한의 글축안 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상호 .lo만 이

하로의 병력감축을 주장하나 이것도 구체적인 방안이라기 보다는 선언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48)

이상과 같이 살펴본 한국의 반전반핵평화운동의 내용을 보면 급진-온건

주장 모두 평확협정의 체결을 가장 종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를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급진적인 운동은 극히 선언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축이 목표와 과정이라는 두 측면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

하고t 이는 목표만 강릴하게 주장할 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

나 이를 무시하고 있다. 급진적 주장들은 북한의 군축 제의와 홉사하면

서도 그 구체성이나 현실적 여건의 고려에 있어서는 이보다 절씬 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온건한 주장들은 반핵과 군축의 과정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

를 을 보인다. 먼저 남북한 신뢰 조성을 위한 방편으로 상호이해의 증진과

불신t 적대감의 해소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비정치적 교류를 통

해 남북동질성을 회복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해서

남북한과 미국t 중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이를 바탕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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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침조약 체결을 위를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상호신뢰와 국제

적 정화 보장이 어느 정도 실현될 때? 미군철수틀 포함한 군축 논의틀

통해 군비 경쟁을 를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순

서는 상찰에 따라 류동적일 수 있다고 한다.49) 그러나t 이렇게 보다 세

심한 온건 주장 역시 아직 초보적이고 규법적인 논의 수준을 및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

v . 종합 평가 및 결른

한국의 반전반핵 평화운동은 그것이 일으킨 풍파만큼이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때나 동시에 그것은 지글까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온 한국 정부의 빈핵y 군축정책과 더 나아가 통일 정책에 중요한 반성

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우선 그 문제점을 살펴 보자출

첫째t 그것은 한끓 사회와 한미관계 둥 핵심적인 정치 관계에 대한

지극히 피상적이고 편파적인 시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군사 상

황을 객관적으로 정가할 눙력을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직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급진적 반전반핵 운동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한국이 미국천 식민지이고 북한이 자주적인 정통 민족 국가이니

미군이 철수하고 인북한 침략의 야욕을 버리기만 한다면 반핵> 군축은

물른이고 통일도 템게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은 그 이념적 편항성의 문제 외에도 한반도에 실질적인 양체제가 존재하

고 이 두 체제의 동등한 입장에서의 타협이 없이는 아무 문제도 풀릴

수 없는 현실을 도외시함으로써> 지극히 비현실적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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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있다. 이러한 급진 주장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주장

과 흡사하면서도 그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어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실질적 정책 대안으로 간주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인다. '

둘째* 이에 비해 보다 온건하면서 구체적인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온건 시각은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 경우에도 U L

T 제안들이 도덕적 호소나 선언의 수준을 넘지 못하여 구체적 정책 대안으

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그렇더라고 이들이 주장하는 핵무기를 주한

미군의 철수t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 평화협정 체결> 핵발전소 반대 등

은 한반도의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 언젠가를 반드시 실행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들로 대치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

군사 문제 비전.문가들로서의 그들의 지치로 볼 때 오히려 당연한 일 인

지도 모른다. 그들이 제기한 도덕적 이상을 행정 당국과 학자 .지식인들

의 전문성으로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聾

온건한 반전반핵평화운동의 도덕적 가치는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현실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남북한 동포가 하나의 민족이고

따라서 통일은 지극히 당연한 지고의 목표라는 사실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정치 .군사적 상황에 대한 고려틀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있다. 북한이 적이 아니라 우리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도덕적 명제이나? 한편 남북한 양

를
정권의 군사적 대치와 긴장 상태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목표들을 다 받아들이더라도(필자들의 경우처럼)?

그 목표들을 시행하는 과정은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정권은 도덕적으로 감싸안을 존재라기 보다는(또 군사적으로 박멸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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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라기 보다는)정치적으로 협상하며 공동의 이익을 끌어내야 할 경쟁적

존재이다. 그것은 동시에 고도로 정치적이어서 그들이 내놓는 모든 정치 출

군사적 제의들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따라서> 한국의 온

건 평화운동과 북한이 같은 안을 제안한다고 하더라고 그 밑에 깔려 있

는 정치적 의도는 다틀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핵무기-주한 미군의

철수 둥이 꼭 이측어져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 없으나> 그것이 북한의 피

정치적> 더 나아가 군사적 공작에 휘말리지 않을 조치가 선행하거나 병

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한반도 군를 문제의 거른에서 항상 제기되는 과정의 중요성이다.

군축의 단계는 보통 바람직한 환경의 조성t 신뢰 구축 방안 모색T 본격

적 군축협상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남북한의 경우 양자간의

극심한 불신과 대립 관계 때문에 신뢰 구축방안의 모색에 앞서 "신뢰

구축을 위한 신뢰 구축 방안M의 단계가 따로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

지때적이다.5o) 이는 구체적으로 주 정부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접촉과 인

적 및 물적 교류의 증대로 이루어진다. 현재의 남북한 관계가 지금 이

단계를 막 시작하여 발전시키려 애쓰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반전반핵평화운동은 신뢰구축 단계와 본격적 협상 단계에만 치중하여> M신

뢰 구축을 위한 간뢰구축M단계는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있다.(물른 온건

입장에서는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또한 첫단계로 제시된 바람직

한 환경 조성의 단계에서도 남한의 민주화만 거른할 뿐 필수적으로 따라

야 할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편향성을 보인다. 현실적

조건의 경시와 이념천 편향성이라는 이중적 취약성이 여기서도 발견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반전반핵평화운동은 우리 국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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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방안에 대해 기존의 경직된 안보 논리

틀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데 기여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보

여온> M신뢰 구축을 위한 신뢰 구축방안卵만 되풀이 강조하고 군축? 정호

에 대한 아무런 진지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지 많는 소극적인 태z로

써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정착되기 어렵다고 환단된다. .오히려 지금까지

역인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조장하고 즐겨 온 측면도 없

지 않다. 이러한 소극적이고 비평화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으

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에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나

마, 노 정부의 출팀과 함께 온 것으로 보인다. 언계까지 M교류?t만 강조

하고 핵심적인 정치.군사 문제를 회피할 수는 없다. 그것은 평화와 통

일의 명분을 북한에 때앗겨온 지금까치의 결험을 되를이할 뿐이다. 현실

적으로도 이제 그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고 판단된다. 주한 미군의 철수는> 다른 이유에서이지만t 미국 내에서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5l) 그것은 언젠가는 와야 할 필연이다. 이에 소극

적으로 대처하다 실제와 명분을 모두 잃는 우를 범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 대처함으로써 이 둘을 모두 얻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평화협정

의 체결t 남북한 불가침 선언 둥 북한의 제의들도 회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 대처하여, 힘을 가진 입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한반도의

명화구조와 통일 구조의 모색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군사

문제가 가능한 한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어

야 한다. 그리고군부 인사보다는 민간 정치인 .관료의 주도하에 북한과의

정치 .군사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말한 것

도 없고y 정치.군사적으로도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약자가 아니다.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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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내세운 반피.군축 문제의 회피는 이제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

ss5 - 2 2

리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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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l) 물른 여기에도 어느 것을 투쟁의 우선 순위에 놓느냐에 따라 노선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가 대학 운동권의 주도권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민족해방론(NL론)과 민중민주주의른(pD론)의 싸움인

데, 일련의 방북 사태로 인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현재 NL른이 여전히

운동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l98o년대 운동권의 동향에 대해서는,

강신철 외, r8o년대 학생 운동사 :사상 이른과 조직 노선을 중심으로(8o~

87)J(서울 :형성사, 1988) ;편집부 엮음> r학생운동 논쟁사J(서울 :일송정 f

1988) ;오근석, r8o년대 민족민주 운동J(서울 :논장, 1988)등 참조를

주 2) 이 세운동의 통합성은 조국통일을 반미자주화 운동, 반파쇼민주화 운동,

민족과 국토가 하나 되기 운동, 반전반핵평화운동과 동일시한 필자 미상,

"조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함운경 외> r현단계 통일 운동른 IJ

(서울 :친구, 1988), 특히 PP.184-192에 잘 나타나 있다. 뒤에서도 언급되

겠지만, 이러한 통합성은 온건 시각에서 보다 급진 시각에서 더 강조되고

있다.

주 3) 이와 같은 관점에서의 반미 운동의 흐름에 대한 좋은 정리는, 김성보,

"8o년대 반미 운동사", r사회와 사상J(1989. 5), pp.134~73.

주 4) 주l참조 찰

주 5) 재야 세럭이 가진 이러한 인식의 대표적인 예는 허광, "평화협정의 걸림

돌 :미국 군확 노선", 1-U.1(1989. 7), pp.55~61.

주 6) 고승우 외, r핵과 한반도 :반핵 운둥의 논리J(서울 :아침, 1985) ;한국기독

교사회문제연구원, r핵과 평화:일지, 자료 목록 해제, 자료J(서울 :1985)둥

참조.

주 7) 서울대 자민투, "미국은 핵기지를 철수하라 ! 휴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 ''

(유인물)(1986년 4월) :서울대 과학기술동아리, "심포지엄, 한반도의 반전반

핵평화운동"(1989. 5) ;이정혁 인음, r팀스피리트와 미국의 군사전력J(서울
子

동및, 1989), pp. 117-26등 참조찰

주 8) 사설, "한국 사회의 올바른 변혁을 위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M,r해방선언J

제2호 (1989. 4.17); "주체의 관점에서 바라 본 한국 사회의 성격",r자주

언른J혁신 l호 둥 참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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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 남북한의 군사 균형에 대해서는 북한 우위설, 남북한 균형설t 남한 우위

설의 세 주장이 존재한다. 북한 위위설은 한국 정부와 일반 국민의 전통

적인 견해이며, 남북한 균형설은 남한과 서방의 진보적이거나 온건한 지식

인, 사회운동 세력의 견해이다. 남한 우위설은 국내 급진 운동 세력의

견해이며, 또한 북한의 공식입장이기도 하다. 국내 반전반핵평화운동 세력

은 대체로 스f판구스, "한반도의 군사 상황", 존 설리번, 로버타 포 스

공편, 최봉대 치, r두개의 한국, 하나의 미래?J(서울 :청계, 1987)에 의존

.하면서, 보다 誇진적으로 남한 우위설을 내세우기도 한다. T h e N a t i o n a 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KNCC), "Background Paper : T h e Mil-

itary and Nuclear Weapons Situation in Korea", (Feb. 1988)은 구스

에 크게 의존하면서 남북한 균형설을 지지한다. 남한 우위른으로 기운 재

야측의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이 회, "남북한 전쟁 능력 연구rT, r사회와

사상J(1988. 9)이 있다.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교는 대체

적인 균형을 주장하는 하 선, r한반도의 전쟁과 평화J(서울 :청계연구소,

1989), 제l장을 들 수 있다. 북한 우위른은 국방부, r국방백서J(1989)외에

도 이석호, "북를의 군비 통제정책", r국제정치논총J제29집 l.51(1989), pp.173

"4에서도 나타난다. "논쟁 :남북한 군사력 비교",(이 회, 오관치, 하 선)

r월간 조선JC1989. 4)도 참조..

주 lo) 정기열, 라한반도에 있어서의 핵전쟁의 위기와 미국의 제3세계 침략:군산

복합체를 중심으로", (미간행)(1988. 8) ;서울대 과학 기술 동아리, ‥한반도

반전 반핵 평화 운동"(미간행)(1989. 5), pp. 2 2 ~ 3 .

주 ll) 서울대 과학기출동아리, 위의글, pp.27~9 ;이재호, "제3세계 반전반핵 평화

운동", r사회와 사상J(1989. 3), pp. 312~334둥 참조찰

주 l2) 주 2 참조 출

주 l3)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

언", (1988. 2. 29).

주 l4) 위의 글營

주 l5) 감리교 청년회 평화위원회,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한반도 반핵운동의

객관적 조건과 방향", 과학과 인간 편집위원회 편, r과학기술자들의 평화

운동J(서울 :온누리, 1988), pp. 1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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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 KNCC, "Background Paper", pp. 1~5.

주 l7) 김성보, 위의 글, P. 165.

주 l8) 고승우 외, 앞의 책;서울대 공대 학생회 주관, 卵자연대, 공대, 사범대

연합 심포지엄 :핵과 한반도의 위기", (1984) ;이 회, r분단을 넘어서J(서

울 :한길사, 1980) ;한국기독 청년연합회t "기독 청년 평화 선언:부활절을

맞6.1하석(1985. 4. 3)", 과학과 인간 편집위원회 편, 위의 책 등 참조출

주 l9) 김성보, 위의 글, P. 157; 이동관, "주한 미군", 동아일보(1989. 8. 30)도

참조

주 2o) 과학과 인간 편집위원회 편t 위의 책, pp.272~3에 이 공개 질의서가 실

려 있다.

주 2l) 김 명, "국내정세와 통일 여건의 변화", r국제정치논총J제29집 i-5-(1989)

p.2o9참조 출

주 22) 서울대 과학기술 동아리, 위의 글, p. 2i참조 찰

주23) 과학과 인간 편집위원회 편? 위의.% pp. 187-409의 "과학기술 관련 사

회 운동 단체 편람"참조 출

주 24) 평화연구소, "END(European Nuclear Disarmament)총회(1988.6.29-7.2)에

보낸 메시지", (1988. 6. 29) ;조성우, "강대국의 지배를 거부한다 :필리핀

아 .태지역 민중회의 참관기", FU-J(1989. 3), pp.81~5.

주 25) 김중기 (전대협 전 의장), "민족해방 자주화와 연방 공화국의 창설'', 이

정석 외, r반전반핵평화통일른J(서울 :형성사, 1989), P.311.

주 26)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

주 27) r구국의 광장J제6S(1989. 2), 북한연구소, r국내 반미 운동의 실체J(서울

1989), p. 13에서 재인용 찰

주 28) 6 - 10 노동자 투쟁위원회* "민중의 손으로 c주 사회 이룩하자", (1987. 7),

북한 연구소, 위의 책, p. l3에서 재인용 출

주 29) 북한에 의한 가장 최근의 체계적인 제의는 l988년 ll월 l6일 남북 고위

급 정치 군사 회담을 제의하면서 내놓은 군축안이다. 이는 "공고한 평화

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미군 무력의 철수와 북남사이의 군축방안ll과

"북과 남 사이에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TT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겨레 신문, 1988.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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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축 정책 및 제의에 관한 주요 문건은 r북한의 통일 정책 변

천사: 1948-85년 주요 문건 상 .하J(서울:온누리, 1989) 및 r사회와 사상J

(1989. 1)의 "자료, 북한이 내놓은 통일 방안"참조. 북한9 군축 제안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평가는 하 선, 위의 책, pp.切~93 및 김남식, M북

한이 내놓은 남북 군사 문제 해결안M, r사회와 사상J(1989. 2), pp.161~74

참조.

주 3o) "민족의 평화斗 통일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

주 3l)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 대회 및 팀민족 대회 추진 본부, "한

반도 평화 선.(a"(1989. 8. 28)

주 32) 문익환, "민족 통일에 관한 구체적 제안", (1988. 4. 16, 연세대 토른회),

이정식 외, 반의 책, P.236-7.

주 33) 주 9 참조.

주 34) 구스, 앞의 간, pp. 130~1.

주 35) "한반도의 평화 선언".

주 36) 이정혁 됐읍, 위의 책, 제2장 ;청년과학기술자협의회, r핵, 핵, 핵, 제5회

평화 바당 자료집 J(1987), p.21.

주 37) r구국의 광장_.제6-S(1989. 2), 북한연구소, 를의 책, p.l8에서 재인용 출

주 38) 예를 들어t 가장 온건한 입장의 해외동포위원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해외 o 포 보고서", 함운경 외, 위의 책, pp.113~4도 이를 주장한

다.

주 39) 피터 혜이즈, "팀스피리트 과연 방어 훈련인가"(여의도 여성 백인회관 강

연, 1989. 2. 24), 한겨레 신문, 1989. 2. 26. 온건한 입장도 이 훈련을

반드시 방어 훈련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다. 인사실상 현재 남한군과 미

군은 팀스피리트 훈련에서 북침출 연습하고 있다.", 피터 헤이즈, 류바 자

르스키, 월든 벨로 외 지음,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 엮음, r핵무

기는 가라 !터서울 :민중사, 1988).

주 4o) "한반도 평화 선언".

주 4l) 혜이즈 외, 인의 책, p. 92외 ;임춘웅, "주한 미군 언제 철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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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전력과 국방비와 안보논리

이 장

(국민대학교)

남북한은 한 민족? 한 언어t 한 문화속에서 천년을 한 국가내에서 살

아오다가 왜 해방이래 지난 44년동안 두 국가로 철저히 분단되어 왔는가?

이러한 궁금증 속에서 이 논문은 전력과 국방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죄

를?레마게임이라는 이른틀 위에서 대한민국정부의 .안보논리를 분석하고t

남북한 사이의 분단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하다.

대한민국의 안보논리의 요점은 아래극 같다. 북한의 의도는 침략적으로

북한은 대한민국?다 월둥 우세한 전력을 유지한다.

이 북한의 우세는 전쟁의 확률을 증가시킨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군사력의 균릴(parity)이 필요하다.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사비를 사용해야 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안보논리가 현시점

에 비추어 보아 얼마나 객관적이며 국민이익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를 검토하고자 한다.

오늘발 남북한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인과유추(causal inference)는 남

북한 자체에서만 찾기보다는 이념을 둘러싼 미소의 관계에서 찾는것이 의 .

미가 깊다. 왜냐하면 양관계에는 많은 구조적 평행성이 존재한다고 보이

기 때문이다. 이n'. 죄수릴레마게임을 남북한 군비경쟁에 적용되어 왔다.

이 논를에서는 죄수별레마게임을 남북한군비경쟁에 체계적으로 적용해보고자

시도한다. 남북한관계를 설명하려면 여기에 미치는 두 초강대국의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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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문제의 발단인 남북

한의 분단이 우리 민족이 만든 국경선이 아니s 미소가 l945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를정적 선이었다. 또한 남북한 분단을 . 구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이념은 우리 민족이 만

들어낸 것이 아니고 미소가 세계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국민은 적으로 서로 대치해 있고 또한 이 두 이념을

자기 것인양 분단을 정당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I . 전력비교

대한민국은 북한을 소련을 중심으로한 공산주의국가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의 무력적 정복을 노린다고 보아왔다. 국할부의 관단으로는 이러한 침략

적 의도하에서 북한은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하여 왔다. 국방부의 정보에

따른다면 l989년 곡한은 표l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군사력의 석러 중요

지표상에서 대한민국에 비해 우세하다.l)

표l. 남북한 군사력 비교

병 력 전 차 장갑차 야 포 전술기 전투함

남 한 650,000 1,500 1,550 4,000 480 170

북 한 980,000 3,500 1,960 9,000 830 484

비출(북/남) l.5 2.3 1.3 2.3 1.7 2.8

표l은 거의 모든 지표상 거의 두배로 북한이 우세한 바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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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우세는 단적으로 나타나는 총체적 지표가 국방부가 만들어낸 소

위 전력지수이다. 전력지수 비교방법은 각무기체계가 지닌 고유의 전투잠

재눙력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통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단일척도

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국방부는 l988년에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을 북한

군의 전력의 弱濯로 평가하고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연하군전력을 북한전

력의 7os로 보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수준의 국방비를

확보할 경우 2ooo년대 초에 가서야 대등한 수준이 .될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한다.2)

. . 국방부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 군사력이 .열세한 까밝은 첫째

북한은 l962년에 4대군사노선을 채텍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전력증강을

실시해 온 데 .비하여 대한민국은 l974년부터 전력증강을 추진해서 대한민

국이 l2년이나 출발시기가 늦었다. 둘째 북한은 GNp의 24濯수준을 국방

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GNp의 5~6齋수준을 국방비로 사용하

고 있다. 세페 북한은 국방비의 48?K정도를 전력증강에 투자하는데 대한

민국은 2o에서 4o濯를 투자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논리의 요점은 아래와

같다. 북한의 의도는 침략적으로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월둥 우세한 전력

을 유지한다. 이 북한의 우세는 전쟁의 하률을 증가시킨다. 평화틀 유지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균형(parity)이 필요하다.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사비를 사용해서 군비증강을 해야만 대한민국의 이득

이다. 이러한 정부의 안보논리는 죄수별레마게임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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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죄수딜레마게일

해방이래로 남북한은 군비경쟁 비협조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군비

경쟁의 논리를 2인 죄수별레바게임으로 설명해 보자출

표2 죄수릴레마게임으로서의 군비경쟁

대한민국(A)

군비감소(침묵) 국비증강(고백 )

군비감소(침묵) (3 :3) (-10 : 5)
북한(B)

군비증가(고백 ) (5 :-10) (-3 : -3)

여기서 남북한은 각각 군비를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는 두가지 선택을

가졌다. 원래의 죄구릴레마게임에는 남북한대? 용의자 A 와 B 두사람이

있고 군비증가대신 검사에게 고백> 군비감소대신 침묵하는 두 선택을 가

진다. 활호안의 된록 출자는 북한의 이해득실 (payoff)이고 오른쪽 출자는

대한민국의 이해득실이다. 원래의 죄수릴레바게임에는 두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즉 이 게임은 연속게임이 아닌 한판게임이고f 두 응의자는 대화를

못하도록 각각 다른 감방에 갇혀 있다는 전제이다.

이 죄수별레마게임에서는 용의라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은 자기 죄를 검

사에게 고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어떠한 선택(전략)을 하

든 고백하는 것은 지배전략이 된다. 우선 표2의 A 의 입장에서 보자. B

가 침묵할 경우. 린z 고백함으로서 3보다는 5라는 더 큰 이득을 보아서

A 는 석방될 것이다. B가 고백할 경우 린는 고백함으로서 -io보다는 -3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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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 큰 이득을 보아서 A는 더 큰 중형을 면할 것이다. B의 입장도

A와 똑같은 상대방이 어떠한 선택(전략)을 하든 고백하는 것이 지배전략

(dominant strategy)이 된다. 침묵은 상대방이 여하한 선택을 하든 개인

적으로 더 낮은 이득을 가져오는 피지배선택(dominated strategy)이다.

합리적인 기준을 달리해서 고백하는 선택이 최대손실을 최소화하는 m i n -

imax(minimize maximum loss) strategy이다. 표2의 A의 입장에서 보면

침묵을 지킴으로서 받는 최대손실은 -lo이고 고백함으로서 오는 .최대손실

은 -3으로> -lo과 -3을 비교해보면 고백하는 선택이 최대손실을 최소화하

는 m i n i m a x strategy이다. 죄수릴레마게임에서는. 지인전략과 minimax전략

이 동일한 고백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합리적 선택의 결.과는 (-3 :-3)으

로 개인적으로 .비합리적인 피지배선택의 결과인 (3 :3)보다 .집단적으로 이

득이 불리하다. 이 죄수별레마게임의 재미난 면모는 개인적 합리성의 추

구가 집단적 합리성의 추구와 모순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 상황은

바로 아담 스미스가 전제한 개인의 이익의 최대화가 사회복지의 최대화를

가져온다는 명제에 위배되는 경우이다.

이제 왜 죄수릴레마게임이 남북한의 관계에 관련된 안보논리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우선 원래의 죄수릴레마게임과 남북한관계와 똑같

은 요소는 양측의 대화가 차단되어 있다는 점이다. 죄수딜레마게임에서는

검사가 고백을 유도하기 위해 두 용의자를 따로따로 가두어 두었다는 것

을 전제했다. 만약 이들이 한방에 있어서 대화를 나눌수 있었다면 (3 :3)

이라는 보다 남은 경벌을 택하 을 것이다. 남북한간에는 l55마일 휴전선

에는 완전히 차단되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이 통과할 수 없다. 정보

에 있어서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남북한의 대화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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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했다. 북한과의 대화나 협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공주의자로

몰아 이들의 음성만 죽이고 세력권에서 몰아냈다. 이렇게 대화를 차단시

킨 것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의 역활이 켰다고 본다.

원래의 죄수일레마게임의 전제와 남북한관계의 다른 면은 후자가 한판게

임이 아니고 연속때임이라는 명백한 사실이다. 원래의 죄수별레마게임에서

도 연속게임이 된다면 지배전략인 고백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4험을 통해 알게된다. 깡패차회에서 의리를 때반하고 당국에 협조

를 하는 동료에게 잔인하게 보복을 행하는 것은 실제의 관행으로t 이는

두목이 강패집단의 전체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 행동이다. 그렇다면

왜 남북한은 지난 44년간 줄곧(연속게임으로)서로가 다소 손해인줄 알면서

도 군비경쟁을 해핀는가? 여기에 대화의 차단과 정부차원의 교조적인 이

념논리가 작용을 해왔다고 본다.

미소를 위시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했극만 남북한에서는 각별히 자

유민주주의와 공산간의는 독선적 호조로 무장해서 두개의 배타적 증교와

같이 를직 다. 두 이념은 온 세상의 미덕을 독점하 고 객관적 진실보

.다는 도덕화에 더 치중하 고 상대 이념을 매도해 왔다. 지난 4o년간의

안보논리는 도덕적인 반공으로 특색지위질 수 있으며 이 논리는 몇번의

찰은 이찰을 때 고 2 줄기차게 적웅되어 왔다.

우선 자유민주주좌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및장을 도덕화했는가를 살펴보자.

대한민국정부의 의&는 당연히 평화적이나 문제는 사악한 북한의 공산주의

자 때문이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는 .소련공산당의 추종자들로서 이들의 의

도는 침략적이며'- 신뢰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기회만 있으면 대한민국을

침략하려고 호시랄料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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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군비감축을 서로 해서 표 l U (3: 3)에 도찰하려고 시도할 필요

조차 없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와의 모든 협상노력은 필연적으로 실패하

기 마련이다. 이들이 이성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보이려는 까밝은 단지

궁극적 세계 지배를 위한 전술적 행동에 지나지 안는다. 오늘날 대학생

들은 공산주의를 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진짜 .정체를 모른다.

구 이 우익안보논리는 공산주의에 단호하게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l95o년 6 .

25전쟁이 3년 동안 별어져서 표l의 좌하의 (5 :-10)칸을 의미한다. 북한

은 우수한 장비와 우세한 병력으로 대한민국을 기습공격을 해서 만약 미

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남한을 점령해서 5라는 이 5을 거두었을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국방에 예산을 쓰지 않았든 까닭으로 번약하게 무장된

소수의 병력으른 기습을 당해서 거의 .망할편 했는데 이것이 -lo에 해당

한다. 대한민국이 일방적 군비감축을 한다면 북한이 이를 이용해서 침략

을 해오거나? 또 찰방이 감축한다고 약속하드라도 북한은 기만을 할 것

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lo이라는 침공을 당하는 최악의 경

. 우보다는 -3이라는 다소의 손해가 있지만 처선지책인 무장평화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출

북한의 안보논리는 대한민국의 논리와 독선적 자기도덕화와 상대방을 부

정하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 북한은 대한민국정부가 노동자와 농민으

로 구성된 인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고 미일다국적기업의 압잡이와 국내

小 애판자본가에 의해서 통제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서는 외국군이 없는 데

반하여 대한민국군은 핵무기를 보유한 막강한 미군과 합세하여 북한의 안

보를 위협함으로 조금도 국방을 소흘히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눈으로는 T e a m Spirit훈련이 핵무기를 가상한 대규모의 북한침공연습으로

. 證간간-



간주한다.

III. 비판

이러한 안보논리의 결과는 무엇인가 ? 과연 대한민국국민은 이러한 안보

논리로 안전함을 느이는가 ? 이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안보논리 구

의 합f성에 대하여 토른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안보논리의 타당성은

다음 세가지 면에서 검토된다. : (A) 군사적 오류? (B) 이별t (c) 정치적

해결.

(A) 군사적 오류

이러한 대한민국의 안보논리의 결과는 해방이래 44년동안 남북한이 정치

적 해결을 보지 않고 끊임없이 군비경쟁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안보논리

의 검토에서 제일 먼저 군사면에서 제기하s 싶은 질문은 두가지이다. :

(l) 표l과 전력지표가 말한대로 대한민국측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7o %

정도의 열세인가 ? (.2) 오늘날 죄수릴레마게임이 전제한대로 전쟁의 승리

와 패배가 의미가 있는가?

첫번깨 질문이 제기한 대한민국측의 군사적 열세른은 반드시 객관적 진

리라고만 볼 수 없차. 남북한 전력에 대한 객관적 결른은 고도의 기술

적 전문성과 객관적 자료의 결여로 상당히 어렵다. 표l의 자료와 전력지

수는 l989년 대한민하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국국제전 할

략연구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n London)

의 군사력지표 .비교f 별 차이가 없고 그 정보의 근원은 미국정부라고

여겨진다. 역사적으로 군부는 국방비의 증강을 위해 적대국의 군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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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평가하고 자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 국방

부와 미국 정부는 남북한 군사력평가에 있어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이 경

향의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객관적 평가를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이

유는 북한이 군사력 .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논문은를 국

방부의 열세른에 대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차는 한 비판이다.

남한측 군사력열세론에 대해 제일 면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주한미군의

존재이다. 우선 표l은 주한미군의 군사무기를 포함하지 않았다. 또 주한미

군의 전력을 북한의 5恣로 평가한 것은 지나친 과소평가이다. 주한미군은

.남북한 군사력비교에 결정적인 역활을 한다. 만약 튜한이 남한을 침공한

다면 휴전선 이남의 핵심적 지역의 일부를 담당하며 연계철선(trip wire)

노릇을 하는 기8군을 자동적으로 상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역으로 만약

남한이 북한을 침공한다면 휴전선 이북에 즉각적으로 교전할 소련군이나

중공군이 없다는 사실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다 출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한미군의 존재가 군사적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1

유는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극다. 만약 북

한군이 우세한 지상군으로 남한을 침공한다면 미군은 유럽에서와 마찬가지

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識다고 선언하는 것을 거부했다. 환언하면 61

경우 핵무기 사용이 예정된 씨나리오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주한미군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측의 군사력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북한보다 월등

우세한 것은 명백하다. 주한미군이 가졌다는 핵무기는 약 6oo 내지 7 o o

개의 전술핵으로서? 합쳐서 대략 l2데가톤의 TNT의 파괴력에 해당한다.5)

이 l2메가톤의 의미를 음미해보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 i945년 히로시

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l2.5키로톤 짜리이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보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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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핵의 파괴력은 간단히 말해서 히로시마폭찰의 약 looo배인 셈이다.

히로시마폭란은 폭발직후 삼개월까지 l3만명을 죽 다.6) 한반도는 조그만

땅에 육천만의 인구가 오 조 모여사는 생태계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보유했다는 핵은 히로시마의 인구 도가 한반도와 동일하다고 전제한다면

한반도 인구의 두배이상인 일억삼천만명을 죽일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

물른 이 사망자수는 사망자수 이상으로 예상되는 폭발직후에서 오랜 세월

에 결천 생길 부상자와 병자의 수는 포함하지 많는다. 핵무기의 폭발은

인명상실외에도 산업에> 많은 동식물에 또 자연환경에 가공스러운 대규모

의 피해를 준다고 漆리져 었다출

핵무기를 제외하고도 4만명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

한 품질의 백여대의 전차> 핵과 재래식 포찰을 겸용한다는 Lance지대지

미사일 일개포대> l68대의 전투기를 가졌다. 주한미군은 우수한 재래식무기

이외에도 고도의 정보획득눙력을 가졌고 태평替은 물론 세계 곳곳에 산재

한 미육해공군과 연계될 수 있는. 우수한 통신 및 기동눙력을 갖추고 9

다는 점이다. 주한매군의 임무는 북한군의 침공을 억제하는 데도 있겠지

만 주일본미군과 7함대와 같이 전력을 북한의 5 % 로 본다는 것은 아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하는 본보기라고 판단된다 출

이 과소평가했다는 근거로서 다른 택락에서 한 예를 찾는다면) 국방부

장관은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군사력 균형유지를 위한 대체전력확보책으

로 국방비를 G N p 의 5%에서 8濯로 늘려야 하고> 현역복무기간도 3o개월 근

에서 5o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 이 주장은 국방예산을 현재보

다 6o?K를 증가.해서 예를 들어 l989년에 6조2천억원에서 lo조원으로 증가

시켜야 한다는 얘기이며T 군병력을 67濯 증가시켜서 l988년도 65만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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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8만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다.

주한미군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군사력만 따지더라도 북한에 비해. 표l과

같이 열세하지 않다는 명제에도 근거가 있어 보인다. 대부분의 종류의

무기에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무기의 품질이 북한무기보다 우수하게 보인다.

그중에 비행기와 함정을 비교해보자. 대부분의 북한비행기 l95o년대와 l 9 6 o

년대에 만들어진 구형으로서f 비행기의 4o%U=: MIG-154 MIG-17이며? 61

두형은 모두 를속이하의 속도를 가졌으며 전천후용이 아니다. o1에 반해

대한민국은 막강한 36대의 F.l6과 68대의 F.4를 가지고 있다.8) 또 대한

.민국공군 조종사 운항시간은 북한조증자의 세배로서) 전자의 기술수준이

후자보다 찰다고 사려된다. 해군력을 비교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2

위의 조선산업를 가졌다. 비록 표l에사 보다시피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해

보유한 함정의 수는 적으나t l985년 잠수함을 포함한 함정의 총톤수는 9

만9천톤으로 북한의 6만8천톤보다 45Q가 더 많았다고 한다.9)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대한민국의 GNp는 북한의 서너배는 되며 대한민국의 전반

적인 기술수준은 북한보다 앞섰다는 것이 정평이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북한의 두배이다. 대한민국의 군사비는 보수적인 IIss자료를 쓴다면 북한

보다 l987년에 4o%를 더 쓰고f 진보적인 sipRi자료를 인용한다면 l 9 8 6

년 북한의 2.7를 쓰고 있다.lo)

두번째로 대한민국의 안보논리가 비관될 수 있는 점은 오늘날 남북한의

전력우열른이 의미가 있는가이다. 과연 국방부가 주장한대로 대한민국이

국방비를 동결시키거나 다소 감소시킨다면 북한의 침공을 유도해서 5라는

큰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그러나 준비경쟁의 결과는 충분히 전쟁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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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나t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군비경쟁은 또한 만약 전쟁이

일어 났을 경우 그 피해의 정도를 대량으로 증가시켰다는 점이다 聲

남북한의 군사적 우열을 따지는 것은 오늘날 찰방이 가호 박대한 군사

력 즉 전쟁파과력을 고려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다. 현재의 남북

한의 군비수준은 전.쟁이 일어 난다면 어느 측이 상대적으로 더 이기고

지든 간에 쌍방의 거의 모든 인구의 몰살과 시설의 파괴를 보장한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6 .25이래로 군사기술의 . 발달로 남북한의 전쟁파괴력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핵무기가 사용된 또 하나고 6.

25전쟁의 발발은 대부분의 북한국민은 말할 것도 없이 지구상에서 배달민

족을 구히 없앨 수 있는 충분한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세계적으로

미국과 소련은 전술핵무기를 주축으로한 쌓방의 군사파괴력이 전쟁억지 (d-

eterrence)의 임계량(critical mass)을 훨씬 넘어서 미소의 전쟁은 두나라

의 말살은 물를 인류의 공동파멸을 인식하게 되었다 聾

핵무기를 사응하지 않는다고 치를라도 남북한군의 재래식 무기의 파괴력

도 막대하다. 국방부에 따른다면 북한은 l962년에서 l987년까지 병력을 2 .

i배? 전차 5.4배, 야포 3.7배? 함정 3.4배t 항공기를 l.7배로 증가시켰다.ll)

물른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속도로 군비증강을 했으리라고 추정하

는 것은 당연하다. 남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한 평가는 6.25때 보다

화력이 2o배 정도가 늘었다고 본다. 예를 든다면 6 .25때 국군의 초기

괘배에 큰 기여를 했다는 북한의 T設 전차를 料2대로 보고 대한민국은 U -

그 당시 전차가 한 대도 없었다고 보고, 현재 남북한이 가진 전차를 4t

5oo대로 본다면;. 이는 6 .25때보다 i9배의 전차수의 증가이다.l2) 물른 현

재의 남북한의 전차는 T34형보다 성눙이 우수할 것은 당연하다. 6 .25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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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래로 모든 범주의 무기의 질이 향상되었고* 또 헤리를터와 미사일

같은 새로운 강력한 무기가 추가되었다. 화력이 2o배 증가되었다는 얘기

는 6 .25때와 모든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인명이 2o매로 더 살상되고 시

설이 2o배로 더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6 .25전쟁은 피해자가 대부분 우리 민족인 이백만 이상의 사람을

죽었고t 동수의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었고 온 강산을 초토화시켰다. 현재

만약 재래식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의 한 평가는 천만의 인구가 죽

고 천만이 다치고 거의 모든 템과 공장이 파괴 되고> 템의 파괴는 홍

윤를 일으키고 농토가 황폐화 될 것이며? 남북한의 십여개의 원자력 발

전소에서는 방사눙이 유출되어 살기가 어려운 폐허지로 될 것이라고 예상

한다. 6 .25때에도 어느 누가 이겼다교 볼 수 없다. 괴해자가 대부분이

한민족인 이백만의 사람이 죽었고 비슷한 사람이 장애자가 되었다. 모든

템과 시설은 파괴되었고 전국토는 초토화되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

에도 북한은 전쟁에서 표2에서 보는 5라는 큰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사

실이다.

앞에서 제기된 바를 요약한다면 일방이 군비감축을 단행했을 때 5와 -

lo을 비교하는 죄수릴레마게임의 논리는 오늘날 남북한의 군비경쟁에 적용

되지 않는다. 더욱 현실적인 .7(전쟁도발국의 이득)과 -lo(침략피해국의 이

득)을 비교해서 승자와 패자가 입는 처절한 피해를 고려한다면 강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를 공격할 유인요소는 되지 못한다. 이러한 전쟁의

절박한 파괴성은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파괴의 정도는 미소의

두 초강대국사이의 전쟁을 가상한다면 굉장히 증대할 것이다. 이러한 상

황하에서 한 초강대국의 일방적 군비감축의 결과는 죄수딜레마게임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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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대로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소를의 고르바초프가 일방적

군축을 시행한 정치적 도박의 의미를 엿볼 수 있다출

대한민국이 우세한 북한군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z이라고 주장하

는 근래의 군비증f은 북한의 눈으로는 도발로 보일 가눙성이 크다. 7 .

렇다면 북한은 또 하나의 값비싼 군비증강으로 대응하여서 북한의 입장에

서 균형을 이루려를 노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난 44년의

군비경쟁은 앞으로도 줄기차게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미소의 경

험을 통해서 또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현행 군비경쟁의 순환과정을

분석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분석 시정의 과정에는 북한과의

군사적 문제의 대화는 남북한측이 가진 박대한 전력으로 우리 민족의 생

사가 달린 중요하고 다른 문제에도 향력이 많은 시급한 의제이다 출

T e a m Spirit훈련.의 중단과 미군이 가졌다고 믿어지는 핵무기의 완전철

수와 주한미군의 인진적인 철수는 국방부의 정보가 맞다면 우세한 북한군

의 군사력을 줄이;'1 위한 협상카드로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

은 주한미군을 철근함으로써 과대한 국방예산을 줄이고 또한 대학생들의

민족주의의 저항을 감소시킬 것이다. 미군의 철수와 동시에 미군의 대한

민국 국군의 작전직 통제는 점진적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철

수는 대한민국의 글비증강으로 보완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똑같은 군비경

쟁의 연속이고 이 군비경쟁의 순환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주한미출.의 철수를 남북한의 정치적 협상의 진전과 남북한군의

군축으로 보환한다인 남북한의 안보를 모두가 훨씬 강화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사후적으로 관찰할 때 주한미군의 존재는 6 .25이후 36년간의 긴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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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군사적 정치적 긴장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발생을 방지시

키는 데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은 반드

시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왜냐 하면 미국이 .세

계의 딴 지역에서 전쟁에 참가한다면 동맹국으로 한국도 전쟁에 끼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중소와 핵전쟁의 경우 핵윤기를 보유한 것

으로 알려진 주한미군도 핵공격의 대상이 되리라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장기적으로 남북한은 스위스같이 개방체제로서 세계 모든 나라小 교류를

하되 군사적으로는 어느 외국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일이 지혜롭다고 본다. 이러한 중립적 해결책은 배찰민족의 보존을 위해

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세계에서 전쟁발생의 확률이 높은 지역의

하나를 없앰으로서 대한민국이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군사문제에 대해서 바지막으로 한 마디를 추가한다면 군축이나 국방비

삭감에 대한 노력은 서서히 신중하게 관련세력과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l96o년 민주당시절 군축에 대한

정치인 사이의 소리만 큰 토른이 군사쿠데타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나라

보수세력의 핵심인 군부는 지난 3o년 동안 정치권을 장악해온 까밝에 61

들의 기득권에 대한 본질적 도전은 허용치 않으리라고 본다.

(B) 이념

앞에서 .원래의 죄수릴레마게임과 남북한관계의 공통요소는 서로 대화의

차단이라는 것과 또 대화차단의 원인으로 이념(ideolgy)을 지적했다출 대한

민국에서 대화차단이 강화된 이유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보다는 반

공이라는 도덕화(moralization)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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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역활논 대한민국을 반공의 보루로 만들기 위해 당국이 찰

단해서 필요하다면 를종 비민주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보안기관은 공산

주의 용의자들에게 핀위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진짜 정체를 를백시키기 위

해서 종종 고문을 꾸준히 사용해 왔다. 좌익의 언른과 찰동의 자유는

자주 박탈되었다. 대한민국내에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은 젊은이의 눈에

서 체제의 정통성을 고양시킬 것이고 남북한 사이의 자유로운 정보의 흐

름은 출북의 불신을 감소시키며 분한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협상의 바탕

이 된다. 남북한 국민간의 자유로운 대화의 보장은 남북한의 상호군축으

로 더 높은 사회이특(3 :3)을 달성하리라고 예상된다.

군사적으로 주한미글의 핵무기 보유여부와, 또 보유했다면 어느 정도인

지를 정부가 밝힐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전민족의 생사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또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라

면? 국민이 당장 알아야 할 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내의 핵

무기에 관한 현행의 무확인 무부정 (NCND :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은 국민의 눈에 북한에 y 해 대한민국측의 군사력이 열세하게 보이고

또 군사비증가의 필요성에 대해 비공개와 조작은 군비경쟁의 중요 원인이

되어 왔다. 남북한 당국은 양국국민의 안보를 대승적으로 강화시키려면

자신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되도록 많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聾

현재 NATOUl- Warsaw국가가 실행하드시 상대방 군훈련참관과 군축과정의

상대국 현장검증은 서로의 불신을 줄이고 객관적 정보를 얻음으로써 서로

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 남북한도 이런 관행을 본받을만 하다고 보인다 를

대한민국은 위성시설을 갖춘 주한미군에 의존해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

보를 얻어서 남북한간의 불신의 벽을 극복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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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이 정보의 도움을 얻어서 군축의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남북한의 불신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44년간 긴 세월동안 이념교육으로 남북한국민의 대부분이 양이념의 .추종

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 정부는 오랫동안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 이넘을 이용해 왔고 민족의 공동이익을 펄지하게 고려함이

없이 자기 이념을 설교하고 자신의 조건을 상대방에게 강요해 왔고 릴상

의 실꽤를 늘 상대방에게 돌려왔다. 대한민국국민은 이제 북한극 이천만

주민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었고 일반적으로 김일성을 지지하며 또한 서구적

릴활수준에 비하면 미급하지만 자체 수준으로 보아인 만족스러운 생활을

한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갖추어야 한다. 이점 대한민국z 마찬

가지로 국민의 .대부분은 자유민주주의를 받4들 고 평균적 생활수준은 북

한보다 낳다는 것이 객관적 의견이다. 이런 마당에서는 상대방에게 찰아

빠진 자기체제 이념의 미덕을 설교하는 정책은 아무런 이득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 단계에서는 과감하게 어느 일방

의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쌍방의 또 어느 일방의 이득을 앙양하는 모

든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결국 자유민주주의나' 큰산주의나 어느 이념도

모 든 장점이나 미덕을 독점할 수 없다. 이념이란 한 국민이 최대 다수

의 국민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 수단일뿐이지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가 결코 될 수 없다.

(c) 정치적 해결

남북한문제의 기본적 해결은 군사적 대결로서는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남북한의 기존의 안보정책은 남북한이 꾸준히 진지하

게 협상하는 것보다는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며 끝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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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경쟁을 해왔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사후적으로 볼때 기존의 남북한의

군비경쟁의 하나의 긍정적 결과로서 군사적 정치적 긴장도가 지속적으로

높린음에도 불구하고 6 .25이후 36년동안 전쟁이 없게된 결과를 가져오는

데 일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무장평화의 내면에는 전쟁

의 경우 우리 민족을 지구상에서 거의 발살시킬 수 있는 군사적 눙력을

남북한 공히 증강해온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무장평화의 국제

정치적 의미는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이 주축이 된 자유세계의 일환으로

남북한의 구분단을 의미한다. 이 무장평화의 국내정치적 의미는 첫째

한정된 예산에서 국방에 대한 높은 배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경제개발,

교육) 연구개발(R&D), 환경> 교통? 주택과 같은 소위 국민 생활의 질(The

Quality of Life)을 높일 수 있는 부문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재원

을 박발해 왔다. 1989년도 대한민국의 방위비는 6조2247억원으로 국가 전

예산의 가장 큰 차목인 32.4濯이며13) GNP의 5.o濯로 예상된다. 상기한

타 부문의 필요성과 비교하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고려해서 국

민의 복지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의 84濯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실

생찰하는 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 .나머지 l6濯인 4o만의 가난한

사람들은 근로눙력이 없는 노인 장애자 미성년자 임산부로서 이들이 총

받는 국가예산은 친백억원으로 국방예산의 l.85B만을 쓰면서 어떻게 복지

국가가 될 수 있는가?l4) 국방예산의 제일 큰 부분은 값비찰 고도의

미국무기를 구입 조립하는 데 쓰이며 이 비용은 현행 남북한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중z요인의 하나로 사려된다.

국내정치적 두린째 의미는 첫린째 의미와 연관되어서 자유민주주의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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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보다는 남북한대결을 위한 반공에 지나친 집착을 해왔다. 반공에의 지

나친 집착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격을 민주복지국가보다는 군부와 관료에

입각한 권위주의적 국가를 만들었다.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일차적 위협은 북한군의 침공에서 보다는 대한민국 정치사회구조 내.부에

있다고 본다.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이질적 계층과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들 사이에는 갈등이 심각하다. 이 중 가장 첨예화된 갈등요소가

6공화국의 정치적 정통성과 경제적 기득권층에 가장 돋보이게 도전하는

대학생과 임금노동자충에 의해서 표출되었다. 이 두 집단을 여하히 설득

하? 국가적으로 총화시키는(integrate)것이 우리나라 . 정치의 가장 어려운

과제라 하겠다.

남북한 문제해결을 위한 최근의 국N 적 환경은 밝다. 왜냐하면 남북한

을 둘러 싼 사대강국(미소일중) 모두가 한반도에서 정치군사적 긴장완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소련의 고르바초프서기는 극동을 포함한 세계 전면적인

과감한 군축을 제안하고 미국을 위시한 NA T o국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최근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하게 된 미소의 군축협

상의 성과를 한반도에 좋은 귀찰이 되리라고 보인다. 우리는 미소가 과

거에 오랜 세월을 거쳐 각고의 노력으로 군축협상을 헤옴으로써 간헐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l95o년대초 미소냉

전의 와중에서도 오스트리아는 뛰어난 국민적 주체역량으로 통일을 이룩했

小 고> 또 동서독은 강대국의 반대로 법적인 통일은 어렵됐지만 자유로운

경제적 인적 교류로서 사실상의 통일에 접근해온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

rl.

미소나 동서독의 협상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협상의 당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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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자신의 올바름이나 우월성을 상대방에게 설교해서는 성공을 거둘 수

가 없고 자신의 이익뿐만 인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노력함으로

써 협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남북한은 료랫동안 이념대

결을 해왔고 자체의 이념을 종교와 같이 정당화 해와서 양자사이의 골은

깊고도 넓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어느 4방의 이익에 손해를 끼침이 없

이 양자나 일방의 이익을 도모하는l5)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상호간의 신

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간에 어느 측도 손해를 끼침이

없이 쌓방이나 일방천 이익을 증진할 정책변화는 아주 많다고 보인다.

이러한 공동이익을 .구구할 수 있는 정책변화의 좋은 예로서 기존의 휴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시키고 이 평화협정에는 찰방의 불가침의도를 명

시하는 것이다. 이리한 불가침선언은 남북한 어느 측의 안보를 손상은

커념 오히려 모두의 안보를 강화시킨다. 또 하나의 쌍방의 안보를 강화

시킬 수 있는 제안으로써 현재 N A T O U WARSAW동맹국이 하듯이 서로

의 군사훈련을 참관시키고 상대방의 군축과정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는

쉽게 말하면 서로의 군사간첩활동을 합법화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객관

적 정보를 얻으므로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남북한의 군축문제는 남북한이 현시점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차대한 리치적 의미가 있는 문제로서 대한민국은 남북한 문제

의 본질적 해결을 리해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당면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진정으로 7 .7선언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서로를 더 이상 적으로 보지 않고 동반자로 본다면> 찰방이 모두 어떻

게 국가자원의 가장 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효을적인 대량적 동족살상

의 준비를 위해서 초겠는가 ? 남북한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첫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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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대한민국은 민족을 위.한 대승적 자세로써 상징적으로 부분적인 '주한미.

군출수와 소규모의 남북한군의 군축이라는 출단을 내린다면 이는 충분히

가치있는 모험이라고 판단한다. 미군철수와 군축은 남북한의 정치적 찬계

에 큰 향을 줄 원인변수라고 판단된다. 군비증간이 안보의 훌륭찬 전

략이 아닌 것을 원칙른에서 제기해보자.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위의 아랍국가를 제압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 나라

의 안보상황이 좋다고 볼 수 없다. 이스라엘과는 대조적으로 미국과 카

나다는 국경에 군대를 즐비하게 놓지 않드라도 양국민은 평화롭게 살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높은 담을 쌓고 지내는 이웃의 반드시 및은 담을

쌓고 사이좋게 지내는 이웃보다 거주의 안정성이 높다고 얘기하지 못한다.

이솝우화에서 템인의 옷을 벗긴 것은' 모진 바람이 아니고 따뜻한 태양이

었다는 얘기는 남북한 관계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하다.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일차적 위협은

북한군의 침공에서 보다는 대한민국 내부 세력의 정치권에 대한 도전에

있다고 본다. 대학생과 노동자와 농민은 적극적 남북의 협상노력과 자유

민주주의 원칙의 준수와 사희경제적 평등을 원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은 이 불만세력의 눈에서 이 체제의 4통성을

고양하고 결국 이들을 체제내로 포용함으로써만 그 근본적 해결이 가눙하

다. 불만세력에 대해서 정부의 정통성을 고양하는 세가지 방향은 (l) 민

족주의f (2) 자유민주주의? (3) 평둥이다.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자유민

주주의 방안으로서는 소위 운동권이나 공산주의자까지도 그들이 합법적으로

선거된 정부를 폭력적 수단으로 전복시키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들

의 조직이나 정치활동을 합법화하는 일이다. 남북한의 자유로운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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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은 자유민주주의의 한 원칙으로서 남북의 불신을 감소시키며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협상의 t바탕이 된다. 문익환목사나 임수경양 또 서

경원의원의 석방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별지장 없이 소위 반체제세력의 불

만을 무마할 것이며 경색된 남북한의 분위기를 쉽사리 부드럽게 만들 것

이다.

국내적으로는 기업가와 정치가 고위 관료 장성을 위시한 소위 기득권층

은 노동자? 농민> 세민의 불만을 경청하고 북한과의 괴리를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극복할 슬기를 찾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는 자를 위해

서 평둥과 형평을 도모하는 것은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예방할 것이다.

본 저자는 연 약일조원을 .사용해서 이 나라의 빈곤을 없애고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방안으로써 모든 국민쉐게 호율적으로 최소한의 출분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역소득세틀 주장한 바 있다.l6)

결른적으로 우리는 이솝우화에서 피로 협조해서 일하는 가족은 .잘되고

형제끼지 서로 자기 욕심만 채주려고 싸우는 집안은 망한다는 얘기을 인

웅하자. 남북한 국민들은 지난 사십년간 특히 6 .25를 통해 충분히 동족

상쟁을 해왔다. 우리가 더이상 외국에서 들여온 시대착오적 범전이념의

교조를 사대적으로 공경하는 일은 민즉이익을 추구하는 데 비생산적이다.

대신 우리민족은 자기존중을 하고 자기발전을 위한 큰 마음의 민족주의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要 마음이라함은 남북한국민 공히

다른 이념에 관용해야 하고 우리 사회에서 적합한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 >

회주의적 요소가 핀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로 가는

데에는 자기독호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보다는 무한한 인내력으로 상대

방과의 토른을 거쳐 서로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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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별레마게임의 집단적 합리성과 개인적 합리성의 의미를 국가적 맥락

에서 음미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표2의 집단적 합리성의 추구는

한민족 민족주의의 표방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적 합리성의 추구는 남북

한 정치인이 본 별개의 남한 북한국민만의 이익도모로 볼 수 있다: J 로

착화된 오늘발의 남북한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이념은 민족주의라고 본

다. 및날 선진국에서 보인 타민족의 침범을 통한 자기민족의 이익증진이

아니고 자기화합 자기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존적 민족주의가 .오늘날 요

망된다.

현금의 대한민국 대학생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뿐찰 아니라 전한반도의

민족적 이익에 더 관심을 둔다고 보인다. 대한민국정부의 통제 바깥에

있는 핵무기의 . 존재와 주한미군의 한국군의 작전통제는 젊은 대학생의 민

족주의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또한 한국군대는 독자적 정보

획득 평가눙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체냐하면 미국정보에의 일방적 의

존은 대한민국 군사정책의 재량권을 좁히고 특히 민족적 이익의 도모를

등한시 할 수가 있다.

린. 결른

독립이래 지난 4o여년간의 대한민국정부의 .안보논리는 죄수릴레마게임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정부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북한은 공산주

의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이들은 대한민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한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우세한

전력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비가 필요하다. 북한의 논리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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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출

이 논문은 이러한 안보논리가 과연 얼바나 객관적 현실을 반 했는가와

또 이러한 안보논리으.l 선택이 과연 어느 정도의 민족의 이해득실을 거져

왔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정부의 안보논리는 지난 4o여년동안

복잡하고 변하는 현친에 현명히 적응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교조화 되었

다. 이러한 찰방의 논리의 결과는 지난 4o여년동안 남북한 정부의 진지

한 정치적 협상의 Li력이 없는 군비경쟁의 연속이었다.

구체적으로 우선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의 전력이 북한의 7o%정도로 열세

하다는 평가는 의문리 여지가 많다. 핵무기를 가졌다고 믿어지는 주한미

군과 대한민국군을 포함한다면 전력은 대한민국측이 월둥 우세하다. 대한

민국 자체의 재래식무기만 따지더라도 반드시 열세가 아니라는 증거도 보

인다.

현시점에서 남북한등 어느 측이 군사적으로 더 우세하느냐는 질문 자체

가 별의미가 없다. 활방이 사십여년 동안에 거쳐 박대한 군자비를 써서

준비해온 막강한 파괴력은 전쟁의 경우 승자의 의미를 상실케 만들었다 를

더구나 북한이 우세한 지상군으로 침공했을때 사용되리라고 예상되는 핵무

기가 쓰여진다면 남툴한의 전배달민족을 말살할 수 있는 전쟁파괴력을 대

한민국측은 보유하고 있다고 믿어진다.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는 전쟁을

가상하더라도 남북한의 재래식무기의 파괴력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

백만의 목숨을 앗아가고 전국토를 초토화시킨 6 .25전쟁때보다 화력은 이 는

십배가 늘었다. 이 .리점에서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남북한의 군사력

은 이미 과다示다고 사려된다. 남북한 공히 군비확장을 위한 군사비증가

의 한계효응은 지극히 낮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진실로 강화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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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끝없는 군비경쟁을 가져오는 현재의 군사비 증대정책은 더 이상 생산

적이 이니고 이제는 근본적인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전쟁의 경우 승자와 패자가 . 모두 파멸함으로> 죄수별레마게임의 '군

비증강과 군비감소선택이 가져오는 이득의 큰 차이의 논리는 더 이상 남

북한의 군비경쟁 현실에 타당하게 적용할 수 없다.

남북한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환경은 밝다. 왜냐하면 남북한을 둘러

찰 사대강국(미소일중) 모두가 한반도에서 정치군사적 긴장환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미소의 군축협상의 성과는 한반도에 좋은 귀감이

.되리라고 보인다. 남북한의 불가침공동선언은 그 어7 측의 국가적 이익

에 조금도 손상을 주지 않고 양 국가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정치적

협상의 좋은 Q이다. 주한미군의 핵무기 보유여부와? 또 보유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정부가 밝히는 것은> 이 문제가 전민족의 생사에 관련된 중

요한 문제인 까밝으로 또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라면 f

국민이 당장 알아야 할 기본권에 속한다. 만약 미군이 핵무기를 가졌다

면 이 핵무기의 완전 철수와 주한민군의 점진적인 철수는 국방부의 정보

가 맞다면 우세한 북한군의 군사력을 줄이기 위한 협상카드로써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함으로써 과대한 국방예산을 줄

이는 것은 미국의 권리이다. 미군의 철수와 동시에 미군의 대한민국 국

군의 작전적 통제는 점진적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물른 주한미군의 철수

는 남북한의 불신의 벽은 너무나 크고 전쟁의 피해는 너무나 막중하므로

신중히 인내심을 갖고 점진적인 접근이 유용하다고 본다.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일차적 위협은

북한군의 침공에서 보다는 대한민국 내부 세력의 정치권에 대한 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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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본다. 대하생과 노동자와 농민은 적극적 남북의 협상노력과 민주

주의 원칙의 준수와 사회경제적 평둥을 원한다.. 현체제의 안보의 강화는

이 불만세력의 체제내로의 수용으로서만 그 근본적 해결이 가눙하다. 안

보를 강화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실현할 수 있는 예로서 소위 운동권이나

공산주의자까지도 그들이 합법적으로 선거된 정부를 폭력적 수단으로 전복

시키는 것을 주찰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조직이나 정치활동을 합법화하는

일이라. 남북한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은 자유민주주의의 한 원칙으로서

남북의 불신을 감소시키면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협상의 바탕이 된

다. 문익환목사나 임수경양 또 서경원의원의 석방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별지장없이 소위 반체제세력의 불만을 주마할 것이며 경색된 남북한의 분

위기를 쉽사리 부드럽게 만들 것이다.

이때까지 줄곧 군사비가 국가예산의 제일 큰 몫을 차지해온 사실은 나

라자원의 제일 큰 부분이 동즉상쟁을 위해서 써졌다는 비도덕적 면뿐만

아니라 더욱 절실한 것은 세민의 복지나t 교육이나> 연구개발(R&D)이나>

경제개발t 환경t 주백) 교통에 더 적은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권위주의적 군사관료국가를 탈피해서 인도주의와 자유

에 바탕을 둔 발전적 민주복지국가노선을 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안보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결른적으로 우리는 이솝우화에서 서로 협조해서 일하는 가족은 잘되고

형제끼리 서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싸우는 집안은 망한다는 얘기를 인

용하자. 남북한 국민들은 지난 사십년간 특히 6 .25를 통해 충분히 동족

상쟁을 해왔다; 우리가 더이상 외국에서 들여온 시대착오적 냉전이념의

교조를 사대적으로 공경하는 일은 민족이익을 추구하는 데 비생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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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우리민족은 자기존중을 하고 자기발전을 위한 큰 마음의 민족주의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큰 마음이라함은 남북한국민 공히

다른 이념에 관용해야 하고 우리 사회에서 적합한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

회주의적 요소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로 .가는

데에는 차기독선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 보다는 무한한 인내력으로 상

대방과의 토른을 거쳐 서로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

다. 국내적으로는 기업가와 정치가 고위 관료 장성을 위시한 .소위 기득

권층은 노동자t 농민t 세민의 불만을 경청하고 북한과의 괴리를 민족주

. 의적 차원에서 극복할 슬기를 찾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외적으로 통

일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은 한반도가 스위스같이 개방체제로서 세계 모든

나라와 교류를 하되 군사적으로는 어느 외국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일이다. 이러한 중립적 해결책은 세계에서 전쟁발생의 확

률이 높은 지역의 하나를 없앰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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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구도 규정 *

지역적 변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망

존 w . 루이스

아시아의 냉전은 M예기치 못한 사건들과 임시방편적 반웅들? 그리고 의

도하지 않은 결과들의 상호연관된 연속M의 결과로 시작하 는데t. 그 증결

도 같은 방식으로 될지도 모른다.l) 그러나? 아시아 .태명양지역의 국가들

은 .이를 릴어서 그들의 증가하고 있는 힘의 위치를 발찰으로 그 전환을

관리하고자 하고 있다. 그들은 전략적 구도틀 그들의 이익에 유리한 방

향으로 조정하기 시작함으로써 평화적.인 환경으로의 아시아의 역사적인 전

환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l세기가 념게 외부세력에 의해 분열과 지매를

받았던 아시아국가들은 아시아자체내에서 그들을 더욱 상호의존케 하는 다

양한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외부의 강대국들에 의해 구축된 양자관계만이 이 지역

국가들의 주요한 외교정책의 를을 결정하 다. .이제 아시아각국의 정부들

은 국내적 압력들과 그들간의 더욱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관계에 의해 주

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아시아의 독립과 상호의존은 이처럼 상호보

환적이고 상호연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련에서 발표된 이전의

논문에 근거하고 있는 본 논문2은 이와 같은 광범위한 발전들? 발전들의

현실적 동기들) 그리고 이들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미래의

노력에 미칠 향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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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저> 우리는 서장에서 동아시아를 언급할 때 별리 쓰이고 있는 공통

의 전제와 수사에 予목하고자 한다출

현재 서방의 정치인들> 학자들> 그리고 대중매체들은 다가오는 태평양의

세대를 논하고> 의례적으로 유럽과 북미의 현존하는 강대국들의 쇠락을

예측하고 있다.3)

이와 같은 견해는 미국방성의 한 보고서에서도 똑 같이 반복되고 있다聾

그 보고서는 다가오는 몇 십년안에 국가들의 지위 및 그들의 대외 동맹

관계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고 결른짓고 있다. M중국? 그리고

아마도 일본과 다른 국가들이 주요한 군사대국이 될 것이다....양극체제보

다 다극체제는 미국천 전략 입안가들을 절씬 복잡하게 할 것이다.M4)

그 보고서는 M어 7 정도 군사력이 경제력을 반 하고 있다M고 지적하며 f

그리고 대부분의 전략가들이 동의하를이? 동아시아에는 전후의 지배에 대

한 세계질서에 큰 도전이 있다. 대체로 아 지역에서는 경제력과 군사력

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군사적으로 약한 일본이 이 지역의 비상한

경제성장율t 상품무역t 국제자본의 유통? 그리고 외국직접투자 둥에서 선구

적 사례가 된 사실로 잘 알려져 있다.5) 위에서 인용한 미국정부보고서는

M앞으로의 2o년간에> 중국경제는 미국? 유럽? 혹은 소련의 경제보다 당연

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2olo년 경에는> 중국은 아마 세계에서 두 린

째 내지 세번째로 要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6)라고 선언한다. 여타의 소

규모의 아시아 국가경제들? 특히 한국과 대만의 경제는 이 전지역의 눈

부신 성장의 일부로서 빠르게 성장해 갈 것이다.

현재 추세의 유지한을 주구하는> 아시아의 비사회주의국가의 대부분은 미국과

서유럽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를 도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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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오끼모도 교수는 이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일본자본주의의 형태는

M다른 아시아국가들처럼 활력이 넘치고t 찰력적이떠? 성장지향적인 자본주의

이다." 어떤 면에서는> 소위 유교적 자본주의가 후기산업주의 환경의 를합

적인 도전들에 대처하는데 보다 더 적합하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일

본은 아시아에서 부상한 새로운 자본주고적 국가들의 새T운 물결의 선두

주자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적 중심이 대서양으로부터 태평양으로

이동됨을 예고하는 것이다.7)

아시아의 일부 사회주의국가들은 그들 자신의 발전노선을 고려하는 가운

데).이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광범위한 연계

를 형성하 고> 자신의 대안적인 경제개혁모델을 고안하기 위하여f 몇몇

일본의 사례들에 주목하석 왔다. 경? 체계개편을 위한 국가위원회와 같은

중국국가기구들의 전문가들은> 시범공장과 시범경제지구에서 경 T 가격결정 1

자? 은행법? .그리고 국가기업 관계의 일본제도들을 공개적으로 실험해 왔

다. 북한 경제학자들은 그들의 경제를 개할하는데 있어 일본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t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본의 기업 경 방식에 관한 강연을 하

도록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초청되었다. 아시아의 이들 사회국가들은 모

두 경제적 진보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노력에 반웅하여 왔고> 보다 큰

개방성> 합작사업> 시장경제원리t 외국투자t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구조의 재

편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분명히? 고르바초프의 개혁을 고려할 때r

소련과 동구는 아시아사회주의국가의 지도자들에 가눙성 있는 모델을 제공

하 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시아사회주의국가에서의 변화의 방향에 압

도적인 향은 아시아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M태평양찰동체"에 관한 모를 논의들은 어떤 구체적인 제안에 관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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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 보다는 더욱 커진 아시아인의 자각과 자기발견의 일부이다. 국경을

넘어서서? 이 지역내의 국가들간의 관계가 증가하고 개선되어 가고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스포츠와 교육 .문화적인 접측이 무역과 다른 경제관

계로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한때는 적대적이었던 국가들이 이제는 공개

적으로 또한 비 리에 더욱 깊은 연계와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대

표단과 중요한 위치의 인사들을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최근에 만난

한 고위급 외교관은 아시아국가간 관계의 결정요인으로서 > M아시아각국의

새로운 관계틀 모식하는 기초"로서 이데올로기의 쇠퇴와 국가이익의 부상

을 예견하 다. .

각국들은 약간은 기회주의적으로 그것을 오색하고 있다.

예를 들면> l983린의 항공기남치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이후에 중국

대표단은 대담하게 서울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비공식적 무역과 U .

포츠교류 이상으로 한국 .중국관계를 확장하 다. 한국기업들은 중국공사들

과의 합작사업을 끝마쳤으며 소련과 베트남과 비슷한 사업의 개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까지 하 다.8) 일본과 북한의 기업들은 북한을 발전시키는

데 관한 중요한 料의를 보았고f 접촉의 내용은 앞으로 몇 년 동안 3 .

게 확대필 것이다.

이와 같은 협력적 연계는 이 지역에서의 갈둥의 증식과 안정적이고 평

화적인 환경의 강화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발

전을 예상하고 있디-. 한반도를 예외로 하면 아시아인들(그리고 소련지도자

들)은 그들의 안보<f1 대한 군사적 위협의 급박성을 즐여가고 있으며> U L

들의 미래의 안전과 번 에 있어서 대규모의 군사력유지의 중요성을 재평

가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소련에서 국방예산은 제한되거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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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이 세 정부들은 그들의 군병력을 줄이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들을 취해 왔다.9) 중단거리미사일폐기조약(l987년 l2월 8일에 서명된)

에 아시아배치미사일을 포함시켜? 미국과 소련은 이 지역에서의 그와 .같

은 유형의 무기체계의 상료금지 및 검증록적을 위한 현장감시에 합의하

었다. 앞으로의 몇 십년에 걸쳐 아시아에서의 전쟁가눙성이 없어 보임에

고

따라,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자신들이 그들의 민간경제를 발전

시키고 장기간에 걸친 갈등의 위협을 제거하거나 줄일 시간을 갖게 되었

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릴 호전적이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아시아로의 .현실적 전환은 역사적

인 것이다. (아편전쟁이후)l5o년만에 처음으로? 일본) 중국? 한반도의 남쪽f

미국, 그리고 다른 아시아국가들은 고들간의 경쟁을 제약하고? 이를 평화

적인 역에 국한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의 적의와 불신의

기억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블구하고 협력을 추구한다. 둥소평은 3o년내지

5o년간의 전세계적 데땅트에 대한 중국의 발전적 정책을 예측하 다. 비

록 아직은 히비하지만 인도차이나와 아프가니스할에서의 평화운동은 그러한

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유산은 폭려

과 날카로운 불신의 기억이다. 어떤 이들은 아시아에서의 전쟁은 "또다른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예언한다.lo)

이 지역에서의 평화적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명제에 따른 하나의 추론은 아시아국가들이 강대국의 향을 줄여나가고있

다는 것이다. 미국과 소련의 힘은? 분명히 아직도 아시아의 안보와 정치

적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

초강대국들의 상대적인 향력은 아시아국가들 자신에게 갈수록 릴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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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여겨지고 띤다. 한 중국관리는 약간은 분개하여 이 문제를 다음

과 같이 쓰고 있디-.

M내 생각에 미국.의 정치인과 언른인 중 어떤 이들은 매우 강력한 국

가적 국수주의 의식을 갖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힘이 이미 상당히 약

화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t 그들의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고>

마음대로 다른 국가들을 조정할 수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다.Mll)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상대적인 변화를 고려하는 또다른

방법은 재래식 군사력의 균형과 최근의 갈둥의 결과들에 관한 시각이다.

모 든 국가들이 (그 힘에 있어서) 똑같을 수 없는 이상t 공격자를 억지

하기 위하여 각국은 충분한 힘을 과시하거나? 혹은 충분한 잠재적 외부

지원을 획득해 왔다. 군사력은 확산되고? 그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생각희어져 왔다. 이와 같은? 군차력의 M탈집중화)?와 기존의

세력배치로부터 벗어나려는 운동의 많은 부분은 당분간 이 지역내의 현재

의 평화적인 환경의 유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강대국의 군사적 향은 다시 불균형적으로 확대될 지 모른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군사적 시각이나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절 필요는 없

다. 강대국의 향를 그 정화적 환경에 더욱 더 적합한 것으로? 더욱

더 지원적인 것으로 만들이야 하는 시간이 도래하 다.

미국인과 소련인5은t 다수의 아시아 지도자들이 모스크바와 워싱턴의

경쟁으로 인하여 세계 긴장의 대부분이 생겨났고? 빈곤과 빈약에서 및어

발 개발도상국들의 당연한 눙력이 거부당했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숙고해야

만 한다. 몇 차례의 아시아 방문으로 나는 비록 모두는 아니지만 아시

아관리들의 다수가 강대국들의 전쟁수행눙력을 아시아인들의 관심사와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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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결과들에 더욱 더 릴 적합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확신하

게 되었다. 아시아인들은 미소양국의 지도력과 새로운 시대에 대웅하는>

미소의 정치적 지혜와 능력에 대해f 심각한 회의를 지니고 있다. 아시아

인들은 점점> 미국과 소련의 경제가 앞으로 쇠퇴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 두 국가가 태평양에서 위험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군비경

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가 평양이나 서울> 하노이 혹은 도 쿄

에 있든지 간에) 지도자들은 모스크바 혹은 워싱턴에 있는 5들의 서툰

동맹에 관해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오직 전쟁을 피할 수 있을 때에만 미래피 전망이 있다고 인식

한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t 모두는 끝까지t 그리고 남의 땅에서도 싸

워야 한다는 .소련과 미국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다. 만약 아시아의 환경

이 더욱 갈등이 지배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면? 이들 국가들은 그들의

힘을 -그리고> 갈둥의 진원지를- 다른 곳으로 확장시켜> 그들을 보호하

는>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할 가눙성이 대단히 높다. 예를 들면) 이

것이 일본본토로부터 수천 바일내의 해상로 방위에 관해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전략을 일본이 그처럼 불안하게 인식하는 이유들 중의 하나이다.

일본본토 자체를 전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위전략은 일본의 취약한 인구

를 황폐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고려에서 도쿄의 어떤 진지한 지

도자도 지연전쟁의 개념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에 관

한 광범위하게 퍼져 ' 있는 관심의 중요성을 환전히 이해하려고 한다면 f

일본의 군사적 별레마를 이해해야 한다. 일본의 역사에서가 아니라t 현존

하는 실제상황 때문에 방위의 필요성에 관한 그들의 인식이 발생한 것이다.

M다가오는 미국과 일본의 위기"라는 분석력있는 글에서 죠오지 책커드는

- 壽29 -



일본과 미국관계에서의 M불안정성과 감정적 요소M에 관해 이야기 한다.i2)

그는 더 나아가 M가장 큰 위험...해외로부터의 일본에 대한 공격에 의해

자극된> 민족주의의 새로는 부상은 건전한 발전의 힘들4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 그는 경제적 정치적 마찰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미국과 일본관계의 변화의 성격이 더욱 민족주의적이고 군사적이

기 까지한 일본의 신택대안들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

다.

약간의 수정을 가하변t 책커드의 핵심적 주장은 미국.중국관계f 그리고

미국.한국관계에도 익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부시행정부는

아시아에 대한 미래의 미국의 전략에 있어 그러한 주장의 함의를 심각하

게 고려해야만 한다. 압도적인 군사대국들-소련과 히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상하고 있는 협력적 체계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건

설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와 같은 체계는 두 강대

국의 위치에 현실적친 도전을 제기하는 것이고> 미.소 어느 국가도 보

다 복합적이고f 다극차 된 세계에서의 상대적인 쇠퇴의 개념을 유패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미국과 소련간의 경쟁이 보다 고도의 기술무기에

집중될 때에 미국과 소련은 아시아국가들의 선진기술산업분야에서의 발전을

그들의 안보쉐 대한 위험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l3) 이와 같은 그리고

여타의 잠재적 문제핀들이 평가되어야만 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손익계산

에서도 갈둥보다는 인력의 이익(흑은 정상적인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경

쟁이익)이 더 크다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아시아의 새로운 란경이 지니는 전략적 의미들 출

현재 진행 중인 변화에 대해서 혹은 그에 대한 이 분석에 대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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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각하든지 간에> 전환기의 특징은 불확실성과 혼란이라는 점을 유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전문가들은 역사적 연속성과 역사적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른 이들은 자원이 부족한 아시아경제의 본래적 를

약성과 과거의 갈둥에서 연유하는 불신의 유산을 강조한다. 나는 정치지

도력의 중앙집중성 및 각국의t 그리고 전체로서의 이 지역의 미래의 가

눙성들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강조하고 싶다.

분명히> 그 변화들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경로들로 다

가오고 있는 ,중이다. 그 과정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며t 예를 들

어). .한 신홍공업국가가 정확히 언제 현대적 산업국카가 될 것인가나 혹

은 그러한 경제적 발전이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 그리고 정치적 변화에

의해 어떤 향을 받을 것인가를 아주도 예측할 수 없다. 새로운 아시

아를 향하는 길을 표시하는 어떤 분명한 분기점도 없으며> 이는 심지어

아시아 .태평양각국의 진로를 계획해야하는 이 지역 국가들의 관리들도 마

찬가지 이다 를

그러나, 대부분의 아시아인들 -그리고 세계전역의 사람들도. 미래는

과거와는 같지 않을 것이란 점에 있어서는 확고하다. 아시아인들은 증속

과 취약성을 혐오한다. 그들은 그것이 무역체계이든 군비통제기제들이든

혹은 안전보장기제이든지간에 다른 이들에 의해 규정된 틀을 거부한다.

이런 의미에서? 아시아인들은 다른이들에 의해 규정된 틀내에서 보다 평

둥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빈번히? 외국의

군사지휘자 흑은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치적 인물들과 협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들은f 비록 중간목표이긴 하지만t 오래전에 외글 정치인에 의해

설치된 포5에서의 보다 큰 발언권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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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그들은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새로운 틀y 새로운 포름?

그리고 새로운 안핀보장장치들을 원하고 있다. 그들에게 향을 미치는

모든 국제관계들의 근본적인 조건들? 정책결정과정의 성격? 그리고 정책의

시행 및 평가에 있어 동둥한 발언권을 요구하는 대담한 요구도 나오고

있다.

변화는 겨우 이치 시작되었음과 시험되지 많은 길을 예상한다는 것이

항상 쉽지도 정치적으로 가눙하지도 않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과거의 몇몇 장치들 -안보조약y 무역특혜? 공동전략? 그리고 지도력과 우

호정신-은 아시아의 진보에 중요하고도 가치있는f 대단히 소중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아시아나 다른 지역 지도자들은t 특히 다음 조치

들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해로울 경우에> 급작스런 혼란이나

관계의 단절을 환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와 마찬

가지로 아시아의 지도자들과 민족들은 두 세계 가운데 최상의 것을 갖기

를 원할 것이고> 만약 조심스럽게 가꾸어진다면 과거와 미래사이의 연계

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은 믿는다.

그와 같은 연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문제점은 아시아내에서의 )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아시아국가들간의 경험의 대부분이 양자관계에 기초

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확실히? 아세안내에서와 같은 다자간회의도 었었고?

다수의 아시아국가들이 다자간 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거의 모든 중요한 연계와 결정들은 양자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왔다.

미 .소 관계가 주比한 양자관계의 핵심적 내용을 결정하 고t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러한 피계의 지위로부터 나오는 그들의 역할을 받아들여야만

해왔다. 그러나)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국가와 국가간 관계를 기초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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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강대국의 흡정에 의해 그렇게 형성된 문제와 기회들을 고려하는 것

이 더 이상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어떤 상황의 발생의 개연성이 자동적으로 새로운 현실적인 전략적 .를

들에 관한 즉시 사용가눙한 개념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든지 간에? 그리고 그것이 전지역 혹은 일부지역에

관한 것이든지 간에t 이들 전략적 틀들은 여전히 개념화되기 어렵고> 매

일 매일의 결정과정에서 고려되기 어렵다. 유행하고 있는 개넘들의 대부

분은 경제성장과 명화적 환경의 유지에 관한 공동의 관심사들에 적용되는

것를이다. 상호의존 개념은 모든 포름에서 논의되지만> 아시아 전체의 흑

은 아시아의 어떤 한 부분의 연계가 특별히 상호의존으로 규정될 수 있

는이유나? 혹은 중요한 연계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협력에 대해 얘기만 하는 것은 민족주의와 자급경제를 향한

모순적 경향의 망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어면 이들은 다가오는 평화

의 시기를 받아들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독자성과 직장의 상실이 가져

올 경제적? 정치적 향들에 저항하고 있다. 수십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의 지금과 같은 이행기에 있어서? 아시아 .태평

양전지역이나 혹은 다양한 부분들에 기초하여 수립되는> .지속적이고 효과

적인 전략체계의 실제적인 규정은 계속 불분명할 것 같고 현실적인 T 력

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보이지 않

는 실체들은 여전히 굳건한 추진력을 구성할 것이다. 무엇인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은 여러 지역에서 위기예방과 갈둥의 해

결을 위한 새로운 기제들의 실험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현실인식은 여러 기제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를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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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해주지는 않으며* 적응과 변화를 향한 모순적 압력을 감소시키지도

않는다. 분명히 할 5 있는 바는 전쟁에의 호소와 같은t 체계적인 변화

들에 대한 전통적인 대웅은 자멸적이라는 것이다. 폴 케네디가 기술하는

바와 같이 M그러나 전쟁을 하거나? 혹은 그 국가의 <생산눙력?의 많은

부분을 '비생산적인' 군비의 비용에 할애함으로써? 어떤 국가는> 특히 = L

들 수입의 많은 부분을 장기적 성장을 위한 생산적인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국가들쉐 비하여t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소진시키는 모험을 감수한다"l4)

그와 같은 불확실섬의 시기에는? M당시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행동의 진행에 관한 어떠한 일반적인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Ml5) 그러나T 한 가지 예외는 있다. 그것은 정치적 예지와 건전한

정치적 지도력의 법치이다. 아시아인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예지와 지

도력은 패배와 파괴의 시절로부터 놀라운 경제성장과 활력을 그들에게 가

져다 주었고> 석유파쥬 및 외부의 정치적 협박을 극복할 수 있는 탄력

성을 제공하 다. 다수의 아시아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지도력은 그들이

현재를 안전하게 헤치나가고t 아마도 미래의 알 수 없는 변화로 나가는

것을 안내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피치적 진단이 무엇이든지 간에t 군사력은 전환기 동

안에도 중요한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이며? 전환의 문제는 평화와 협력을

축진시킬 군사력과 전략이 어떠한 증류인가에 관한 것이다. 작년에 이

문제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스델포드에서 회합한 소련과 미국의 전문가

들은 신뢰구축협상과 위험감소 방안들이 아마 첫 단계일 것이라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l6) 이 회의의 결과로 나온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조치들이 "아시아 .태생양지역에서의 전쟁위험을 줄이는 효출적인 수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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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고, 아시아인들이 그와 같은 조치들을 협상하는 데 있어 주요한

주도권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 다. 마지막으로? 그 프로그램은

그러한 조치들은 M만약 그 지역의 모든 국가들 간의 안정적이고 협띤적

인 관계의 발전에 있어서의 진전 및 군비의 제한과 감축을 이끌어 내는

합의가 동반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M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아시아의 정치적 .안보적 구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그 강대국들의 주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것을.전제한다.

더 나아가? 그 프로그램은 양국이 모두 변화에 기여하는 정당한 역할

.뿐 '아니라> 이 지역에 향을 미치는 전세계적 구도를 형성하는 데 a

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t 또한 해야만 한다고 전제한다. 요약

하변? 7 프른3램은 모든 국가들 =아극아? 온럽? 서방? 그리고 제3세 계

의 모든 국가들- 이 공통의 관심사를 향하여 그리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서로 협력하ft

그들은 각국의 이익에서뿐 아니라 상호간에 유익한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들의 목적은 2차대전후 유럽의 재건과 팀전의 수행을 위해

수립된 상호연관된 전략들의 목적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실제로? 아시

아에서 새로운 전략적 구도의 형성에 필요한 조건들을 개념화하는 데 도

움이 되는 적용가눙한 역사적 선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61

제부터 합의에 이르는 방법| 보호받거나 고양되어야 할 구체적인 권리들>

그리고 새로운 장치들을 이끌어 가는 현실적인 규칙들올 정해나가야만 한

다. 이같은 선례와 모델의 부족 때문에 명확한 목표와 방향의 모색 노

력이 복잡해지고> 창조성) 유연성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정치가들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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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 크게 요구된다.

그와 같은 모색에서>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상호작용의 증가가 반드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시각의 획일성이나 통합의 증대로 이a질 필요는 없

다. 다양성과 독자성의 향력은 계속 강력할 것이다. 어떠한 경제적 공

동체나 혹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국가간 흐름은 아시아의 가까운 혹은

아주 편 미래에 있때서도 실현될 것 같지 않다. 더 나아가 과거에 우

리가 '알고 있던 동템들은 다가오는 십년안에 상당한 재해석과정을 겪을

것 같다. 부리깊은 이념적 균열이 중.소 동맹을 깨뜨렸고) 때트남전쟁 에

대한 대응방법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동남아시아조약기구는

분열되었다. 전통적 구조와 상징들의 일부가 계속 존재할 것이지만> 과거

에 기반한 원칙의 ;l수는 상황에 따라 그리고 그 범위에 있어 더욱 더

제한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 지역내의 그리고 외부지역의 국가와의 71

존의 연계들은 변화1 운명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유지되고 효

과적이기 위해서는 T1래의 전략적 구도가 단순히 과거의 연속이거나 재포

장이어서는 안된다.l7)

가장 근본적으로 천치지도자들은 강대국들에 의해 규정된 안보가 이전과

같이 통합적 개념이 아니란 점을 인식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에

서 단일한 안보관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리 심각하더 라도>

이 지역내의 한 부분의 안보상황이 지역전체의 연관으로 발전하지 많는다.

안보는 개별국가 혹은 심지어 개별국가의 일부분에만 적용되며> 각국내의

어떤 이들에게 위험으로 인식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회로 비춰지

고 있다. 무엇보다5E> 안보는 협의의 군사적인 의미로만 해석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성장과 번의 과제들? 국내의 정치.사회적 안정성? 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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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의 접근? 그리고 국경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이 안보노력의 주종을

이를 것이다. 전반적인 안보의 개념이 정착될 것이다.

거의 모든 아시아인들에게) 전쟁은 다른 수단을 통한 정치로 생각되기

않으떠> 전쟁은 반드시 예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만족스런

국가전략의 모색은 최선의 전쟁수행원칙의 발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략은. 보다 평화로운 관계를 향한 필연적인 경쟁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소릴지도자 고르바츠프가 피적했듯이? 필요한 것은 w외교정

책에 대한 전통적 접근의 많은 부분과의 급격한 단절> 전쟁과 평화? 방

위* .특정국가의 안보> 그리고 국제적 안보에 대한 정치적 사고의 전통과

의 단절"이 다.l8)

협력적인 지역체계의 모색 : M새로출 사고M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측구를

현실화할수 있는 관계국들의 눙력을 시험하는 장소가 바로 한반도이다. l988

년 7월 7일> 노태우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새로운 6개항의 정책을 제안하

고? 이 정책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l9) 노대통령의 정책적 주

도는 평양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T 서울과 워싱턴의 앞으로의 행동

에 하나의 틀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필자의 판단에는 학계에서 그러한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견해를 개발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러한 견

해들은 신뢰구축과 위험감축을 위한 첫단계 조치들을 강조해야 하고) r L

리고 그런 조치들을> 한반도에서의 안보를 강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장

기적인 과정으로 연계시키는 방안들을 제시하여야만 한다. 새로이 부상하

고 있는 아시아의 전략적 구도를 고려할 때> 이 지역의 주요국가들과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그와 같은 견해들의 시행은 고려할 만한 것이 되

었다. 만악에 성공한다면? 그것들의 시행은 다시 보다 더 협력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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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설명된 바와 같이 비록 북한의 궁극적인 야욕이 미국과 한국에 분명히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세 번의 평양방문 이후에 필자는 '한반도에서 안

정성을 진전시키려는 조심스럽고 단계적인 접근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인상

을 받아 왔다.2o) 북한은 아시아에서의 변화하는 전략적 구도에 대한 이

해를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으며T 한반도에서 긴장을 환화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의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하는 여러 이유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이유들은 아래와 같다.

- -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전환이 남한에서는 진행중이며f 북한에서는 7

전망이 커가고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에의 권력이양은 남한에서 민

주주의로의 변화보다 눈에 별 떨지는 몰라도 그에 못지 많게 실재

적이ch.

- -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남한의 인상적인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힘은 남한내에서 유래없이 강력한 독자성의 분위기를 고무

하고 있다.

- - 두개의 한국과 중국? 소련, 동구간 관계에서의 빠르게 진행되고 있

는 변화들은 점점 남한에 유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들에 대한 초기의 검토에서는 누구든지 북한의 잘 알려진 경

제 문제를 생각할 수 있었었다. l988년 lo월 중순의 북한방문 이후? 필

자는 이제 북한이 남한에 대한 대외적 전략을 수정하는 데에 있어 북한

의 경제적 어려움의 역할은 릴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평양은 국제경제

체계와의 관계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에게는 이러한 방향의 변화들이

북한의 기본적 이념의 포기나t 아직까지는> 서울의 정부를 동둥한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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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받아들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핵심적 정책의 변화M틀 시

행한 국가는 거의 없다. 그러나> 단계적 . 접근을 채택함고로써> 반드시 어

느 일방의 장기적 목표를 포괄하지 않으면서도 한반도에서 안보를 강화하

고 평화를 보장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발견절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에 발견된다면, 그와 같은 해결방안은 안정성을 위한 구도를 재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계적인 접근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필자는 다음의 요소들이

가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출

- . - 첫째> 비무장지대 전역의 완전한 비문장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

양과 서울에서 모두 충분히 논의하 고> 필자는 북한이 l987년 7월

23일 ?표한 제안 중 비무장지대에 관한 부분의 상당한? 그리고

남한에게 필요한> 수정을 할 의사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와 같

은 수정은 진정한 검중을 보장하며> 현재의 중립국감시위원회를 3 .

게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북한의 전문가들은 비무장지

대의 비무장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들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

를 갖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찰

. - 둘째t l986년 스톡홀름협정 정신과 유사한 위험감축방안에 관한 제

도를 위한 교섭. 위에서 인용된 소련 .미국간 프로그램외에t 우리연

구소는 스톡흘름유형의 신뢰구축과 위험감축조치들을 한반도에 적용하

는데 관한 소련과 미국의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2l) 이 제안들은

소련과 미국의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졌고t 동북아시아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들 제안들에 관한 lo월의 북한의 반응

을 고려할 때> 만약 북한이 다음의 조치들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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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및 군사피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 확

신을 갖도록 설득된다면) 참관단을 포함하여 군사훈련의 감축과 사

전통보에 관한 협정을 교섭하는 것이 가눙하리라고 필자는 믿는다.

연례적인 "Team Spirit" 훈련의 규모와 要수를 줄이고? 훈련지역을

옮기는 것이 그와 같은 교섭을 시작하는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

한다.

- - 짓해> 그와 같은 장기적 계획에 미국은 북한과 남한 모두에 배치

된 군사력을 줄이는 가능성을 포함시켜야만 한다. 한반도의 재래군

사력을 양측모두가 비례적으로 감축하고> 교섭에 의해 합의된 사항

은 적정한 검중 및 위반시의 의미있는 제재조치틀 포함하여야 하는

점이) 내 판린으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평양의 전문가

들은 찰방간의 균형적인 군사력 감축의 기록과 재래식 무기 감축에

관해 적절한 헬싱키 -스톡흘름-비엔나 교섭에 대해, 이들 교섭의

경험과 교훈을 한반도에 7려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학문적이고 구

체적인 대화를 갖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군사력

평가(기초자료의 설정)> 병력의 배치와 이동의 검중) 그리고 부대와

장비의 감축문제들을 지피했다.

- - 네린째로) 미국과 한국은 장기적인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평양의 천명된 목표는 두

개의 한국을 재통일시키기 위한 연방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에

게 -혹은 더욱 중요하게는 남한에- 현재의 남한정부가 이 문제를

보는 견해를 적절히 담고 있는 그와 비슷한 목표를 역시 고리하여

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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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단계에 관하여? 지글과 같은 전환기에 현실적인 정치적 목표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분명한 바를 말하면? 그 자체로써 실현

가눙성을 중명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는 존재하지 많으며? 그리고 '필

자는 거의 모든 제안이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질 수 있으며> 서로 연계

되지 않는 실폐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f 신

중하지만 큰 가능성을 지닌 상호연관된 일련의 목표들의 윤곽을 대략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안정성의 확보. 미국은 한반도에서 보다 안정적인 데땅뜨의 목표를

' 추구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접촉증대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련

의 행동들(문화적인 그리고 기업적인 연계들? 대사급의 그리고 여타

의 정기.적인 외교적 대화들t .고위급 인사의 방문? 연락사무소설치

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책을 고립적으로 고려하거나 추

진해서는 안된다. 주요한 4대강국 -미국t 소련> 일본> 그리고 중국 -

에 의한 교차승인이 두개의 항구적으로 적대적인 한국을 만들려는

강대국들의 조작으로 해석되었기 인문에> 과거 평양에 의하며 강력

히 거부되었었다. 다른 한편t 평양은 미국 및 한국과의 접촉을 추

구하고 있으며t 두 개의 한국을 만들려는 숨겨진 의도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모스크바와 때이징의 서울을 향한 움직임을 딱으

려고 시도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 - 운용적 군비축소를 위한 협상과 불신을 줄이기 위한 기반의 형성출

보다 적극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압력을 가하는 한편> 미국은 평양

에 대해 미극과 북한간 관계의 진정한 진전은 앞서 언급된 신뢰구

축> 위험감축> 그리고 무기감축조치와 같은 분야 협상을 시작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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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가눙하리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은 또한 비록 남북

국회회담에 제출된 북한의 초안과는 중요한 측면들에서 다르겠지만>

남북불가침선언의 조속한 체결을 지원해야 한다.22)

- - 추후 협상의 일반적 원칙헤 대한 합의. 동시에 미국은 이른바 민

즉통일 3원칙친 고수를 담고 있는 l972년 7월 4일의 남북공동성명

에 구현된 원칙들을 확인하여>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정을

지원한다는 친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원칙들은 서울과 평양의

국회에서 추및.되었으며) K자주적 노력"? M평화적 수단"> 그리고? M민

족적 단결M을 강조하 다. 비록 양측의 ? 이후의 선동에 의해 .2.

염되기는 했지만> 이 원칙들은 수식없이 재확인될 수 있는 단순한

개념으로 유지되고 있다 聲

한반도에서 보다 글 안정성을 구축하고 불신을 줄일 시기는 바로 지금

이다. 필자의 찰단으로는> 노태우대통령의 l988년 lo월 l8일 유엔연설과 l 9 8 8

년 ll월 7일의 북한의 공보(Commumque)는? 함께 고려해 볼 때 그와

같은 원칙을 향한 첫 진전을 이루는 시기가 도래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정말 암시하는 것이다.23)

그러나t 현재상찰애는 기회뿐 아니라 위험들도 존재한다. 지난 35년동안>

한반도의 일방 혹은 다른 일방은 자신이 외부의 압력으로 시달렸다고

껴왔다, 이러한 상찰은 종종 안정을 파괴하고> 짧은 시간동안 지속되고>

그리고 비생산적임이 증명되었다. 본 논문의 이번 절 초반부에서 논의된

이유들로 인하여 복한은 현재 그러한 곤경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평양의 곤절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성에 미치는 향에 대해 확

신할 수 없다. 매우 불확실한 환경이 되는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측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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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찰조되고 보호피고 강화되어야만 출라. 그것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널 것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f 4o여년만에 처출으로 히국인과 한

국인은 과거의 부담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방향들을 모색할 .수

있다.

한반도에 적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따라 노력하면치t 소련과 미국의

정부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국키의 정부들은 동시에 아시아전체의 보다 안

정적이고 안전한 상황애 맞는 전략과 기제를을 실힘해 보고 현실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하여 한반도는 위기의 끝없는 연속을 관리하는 장소가

아니라> 비슷한 전략들과 통합의 상호 만족할 수 .틀을 고안하고 시험하

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새로이 둥장하고 있는 진략적 구도는 정책의

출점을 경제발전과 비군사적 해결방안들에 돌려 놓음으로씨 그러한 기회들

을 창출해냈다. 그 구도에 일치하는 행등들은 다시 협력을 향한 새로운

기회와 길을 창조할 것이다 聲

필자의 판단에 의하면f 아시아에서 둥장하고 있는 전략적 구도는 처음

에는 매우 낮선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하나의 들맹T 하나의 공동시장?

혹은 새로운 지억라구가 절 것 같지 않다. 더 나아가T 아시아 발전의

광범위한 향은 아시아의 지역화가 그 지역적 경계를 훨씬 넘어서는 범

위의 국제적 협력체계를 창조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해 준

다. 줄여 말하자면? 아시아는 단지 아시아에 기반한 안보제도가 아닌? 매

우 다른 국제체계를 창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이 과정을 알리고 지원하는 징책들은 아시아국가들 자체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 철인 많은 부분의 이해가 견려 있는 것이다 를

아시아의 광팀위한 변모는 통합과 비적대적인 경쟁의 과정을 람구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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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제공하 다. 장기간에 걸친 그 과정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하여? 관

심있는 학자들은 주요한 문제들에 대한 그들 공동의 이해를 늘려나가야

하며 안전이 보장되는 틀내에서 갈등의 위험을 줄여나갈 ' 의지와 생각을

지면 각 국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을 밝혀내야 .한다. 전쟁과 불신의 시절

들을 고려할 때 여타의 분쟁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의 그 과정

은 논쟁적이고 어려울 것이다. 평화를 건4하는 도전는 그런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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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와 협력 :분석의 틀

제임스 E. 要.비

c서 른.)

정부적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의 목적을 '위해서 수

많은 제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외의 다른 제안들은 학자나 전문가에

.의해서 비공식고으로 만들어져 왔다. 비록 이러한 공식? 비공식적인 제안

들 안에는 주요한 견해의 차이가 반 되어 있지만? 창조적인 국정눙력이

적용되고 미래의 환경이 유리하기만 .하면> 이러한 차이는 조화될 수 있

을 지도 모른다. 이 글의 목적은 비교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아래에 서

술필 제안들에 의해 드러난 견해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

구를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 가운데 어떤 것이 상호

용납가눙한 것인지를 결정하거나 타협을 시사하려는 노력은 없을 것이다.

분명히 지금 나타난 바로는 이 글에서 논의되는 아이디어들 가운데 다수

는 서로 응납가능한 것이 아니다.

여러 아이디어들은* M정치적" 혹은 M군비감축計 같은? 그 성격상의 실체

적 내용에 따라서 범주화 될 것이다. 협상에 향을 끼칠 만한 절차상

의 제안들이 논의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누가 누구에게 이야기 하는가?

어떤 수준에서 천행되는가t 어떤 질적 수준에서 논의되는가t 어디서? 어떠

한 방식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논의되는가 등의) 절차상의 질문들이 외교

라는 장기판에서는 중요한 말의 역을 한다. 어퍼한 방식으로 협상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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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다양한 제안들을 통해 조정해 나가는가 하는 점에서는 절차의 문제

가 가장 중요하다. 각 제안들은 각기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한

민족 통일이라는 친다란 목표를 위한 노력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한다.

통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통일외의 다른 정치,. 경제, 안보상의 문제들이

반드시 협의되고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한반도의 평화통일문제 r L

자체가 남북한 접측에 있어서 최우선권을 가져야 한다. 물른 통일은 마

땅히 .아주 조심스릴고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법적 형태의 통일이

그래야만 하는 것치럼? 통일을 가져오기 위한 절차아 관해서도 한민족의

두 부분의 정부 대표자들 간에 논의되어야만 한다. 한국인들 자신이 남

북 대화틀 통해서 한단계 한단계씩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는 점과, 민족 자천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들 자신이 통일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을취 해 차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자주 이야기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다른 국가들이 .남북대화의 진행을 격려해 주

고? 이에 우호적인 조건들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이 점은 "히

합중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한국문제의 국제적인 측면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사하며; 조정된 행동을 취할 위치에 있는지로 모른다기라

는 소비에트 과학 아케데미와 스린포드 대학간의 l988년 6월 29일 합동

논문에 지적된 대로이다 零

c분석의 틀]

이 글에서 이용천> 아이디어들의 분류방법은 유럽의 안보 멎 협력에

관한 회의(CSCE)에서 쓰 던 과정으로부터 대강 끌어냈다. 유럽과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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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협력에 관한 회의의 경우에서)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바스켓f'이

라고 불리는 3개의 팀주 .안보? 경제 협력t 인권 및 인적접촉- 를 J L

안해 내었다. 이들은 당사자 모두(35명의 참가자)에 의해 제출로 제안들

을 이 바스켓의 하나 혹은 또 다른 하나에 할당시켰다. 바스켓의 어느

하나에 어떠한 제안을 포함시킴으로써 어떠한 승인의 정도나 특별한 지위

.는 의 정도.가 시사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는 .절차가 거의 언제

나 내용에 향을 미치는가 하면? 종종 내용 그 자체이기도 한다. 따라

서 모든 기존의 제안들이 적당하게 맞아들어 가는 M바스켓"이 결정되면 )

궁극적인 합의에 대한 틀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주

제의 범주가 또한 해결책의 주요 방향이 될 수 a 다. 그러나 보다 직

접적으로는 특별한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바스켓에 할당하는 것은 유사한

개넘들을 비교하거나, 그 차이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편리한 방법을 제

공한다. 이 글의 목적상) 모든 제안들은 아래의 범주에 따라서 분류될

것이다.

I . 정치적인 방안들

A . 신뢰 구축

B . 관계 개선

II. 군비 통제 방안들

린 A . 운용상의 단계

B . 구조적 단계

이러한 두 개의 범주는 본질의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둥장한 모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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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와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 경제는? 제안들의 역 내에서 아직은

주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으며 초기의 경제적 단계들의 성격은 경제적인

변화보다는 정치적인 변화의 신호가 될 것이기 때문에t 이 글에서는 경

제적 단계들은 정치적인 조치들과 결합되었다.

c제안들에 대한 논의)
곡.

아래에 서술되는 계안들 중 몇가지는 정부가 후원한 것이며 따라서 공

식적인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제한 받지 않는 개념 구성을 위하여

모든 제안이나 아이디어들은 제목에 의해서 정체가 확인될 것이지만, 7

러나 그 외의 방법으로 민족적 기원이나 혹은 그들의 입장이 공식적인

것인가 아니면 단지 사적이고 비공식적인가에 따라서 그 정체가 결정되지

는 않을 것이다. 게안들에 대한 간단한 는의는 각각의 제목에 뒤따를

것이다. 모든 제안을 보여주는 요약 도표는 부록I 에 있다.

I . 정치적인 방안들

A . 신뢰 구축

l. 공개적이터 정기적인 남북한 내각 회담

예비적인 토대 위에서 이미 고려된바 대로? 이 제안은 남과 북이 의

미있고 생산적인 대.화를 수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천

있다. 지금까지의 를.과는 실망스럽게도 별 결론이 없지만, 이것이 두 정

부 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필요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아

이디어는 더 시험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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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두 명의 정상간의 회담과 총리 회담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남과 북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행위는 피

의 없다.

3. 대한민국 또는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비방하는 정치선전

의 중지

번번히 논의되고는 있지만 결코 이루어진 적이 없는 이러한 재안은 남

과 북이 견해차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능력에 대한 신뢰의 요소

를 궤공할 것이다 識

4. 서울과 평양간의 장거리 의사소통 체계의 격상

서울과 평양간에는 핫 라인이 존재찰다. 남과 북의 고위 군사 지위부

간이나 주요 전진 배치 군사 단위의 본부간에 설치된 핫 라인과 같은,

기술적으로 그 질이 높아진 통신 채널이 위기시에 유용할 지도 모른다 .

5. 이산가족 둥의 인적 교류

이산 가족을 재결합시키고 업무용 여행과 관광 여행을 허용하는 자유화

조치는 남북간의 적대감을 종식시키겠다는 자발적 의사의 표시가 될 것이

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군사 분계선의 주기적인 개방 및 비무장 지대내

의 "평화시"에서의 가족 재결합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안의 교환에도 불

구하고 거의 진전이 없다. 호혜성과 남북간 인적 접촉을 정치적으로 이

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신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훈련의 성

공에 필수적 이다 출

6. 인도주의적? 문화적? 스포츠 교류에 있어서의 장애물 제거

이러한 역에 있어서의 남북간의 교환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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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며t 곧 성취될 수 있다. 여기에는 적십자회담이 포함될 것이다.

7. 경제 관계의 발전

남북 간의 교역의 주요한 증가는 관계개선을 향한 더 .이상의 진전이

보장될 때까지는 일.어날 것 같지 많다. 그러나 교역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신뢰구축방안이 될 것이다. 경제

관계에 관한 남과 북간의 공식적인 논의는 있었지만t 어떠한 합의로 달

성된 .바 없으며? 회담은 중지상태에 있다.

8. 군사 정린 위원회 내의 협력

군사정권위원회내에 쟁배한 적대적 논조의 감소와T 보다 협조적인 자세

에로의 시도는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한국전 당시의 북

한 잔류 미국인의 송환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출

9. 상대방 군사 훈련의 참관

비록 군사혼련의 참관을 위한 공식적이료 구속력있는 조정은 운용상의

군비 통제(이 글의 다음 section을 볼 것)에 대한 협정의 부분을 구성

할지 모르지만T M상대방 측M이 초청이나 자발적 의사에 토대해서 군사훈

련을 참관하는 것은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출

I . 정치적 방인들

B . 관계 개선

l . 불가침 천언 및 무력 사용이나 위협의 포기에 관한 선언

국제 연합 헌장은 회원국가들이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포기한다는 규

정을 담고 있다. 류사한 글귀들이 유럽의 안보 및 협력에 관한 회의의

헬싱키 최종 결의서와 유럽에서의 .신뢰 및' 안전보장 구축 방안 및 군축

- 3 5 4 -



에 관한 스특홀름 문서에서 채택되었다. 남찬과 북한에 의해서 공동으로

채택된 불가침 선언은 남한과 북한간의 화해를 향한 가장 중요한 첫 단

계가 될 것이다 출

2 . 남한과 복한 그리고 그 주요 동맹국간의 외교 및 기타 접촉

의 확대

한반도 지역에서의 주요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한 미국? 그리고 이 지역의 기타 국가들은 그들의 외교,. 교육 및

관광t 그리고 기타 양자간 유대관계를 확정시킬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이해. 당사자들이 이들 앞에 놓여 있는 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보다 정상적인 이해의 통로를 개설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3. 평화조약 체결

이러한 평화 조약의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중요한 문제의 해결과? 61

지역과 관계된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인 토대

를 제공할 것이다. 평화조약은T 당연히 미국을 포함하는 군사 정전 위원

회를 대치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남한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 지역과 관계된 몇개 나라들의 법적인 관리와 의무는 고려되어야 하며

남북한간의 화해에 그러한 조약의 기여에 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4. 국제적 보장

현재 한반도에서 효력을 발생 중인 법적 정치적 조절들은 한반도의 남

한과 북한의 상이한 지위 및 아마도 상이한 관계에 따라서 변화할 것이

다. 이런 경우에, 국제 연합t나? 혹은 예컨대 군사 정전 위원회의 비

한반도인 회원국이 변화된 상황에 주목하고* 새로운 조절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서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를

- 設55 -



II. 군비 축소 방안들

A . 운용상의 만계

l. 군사 행동의 사전 통보

한반도내에서 통고 가능한 군사행위 이전 특정한 며칠 내에? 그 행위

에 대한 어떤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 사전 통보 기간과 바찬가지로 통

보 가눙한 행위가 협상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주둔지 외에서의 사단

훈련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 훈련은 45일 이전에 발표될 것이다. 동

원 활동이 통보행위에 포함될 것이다 營

2 . 통보 가능한 군사 행동에 참관자의 초청

초청은 의무적인 천이며 참관자의 권리는 협상을 통해서 규정될 것이다 출

참관자 팀은? "상대방 측計팀이며 (예컨대 남한이 북한의 군사 훈련을 참관

한다) 혹은f 당사자들이 상호용납남할 수 있으면) 그 구성에 있어서 국제

적일 수도 있다.

3. 차기년도 군사행동의 예고

대년 어떤 측정한 때에, 그 다음해 l2개월간에 계획되어 있는 모 든

통보 가눙한 군사 작전에 관해서 일반적인 정보가 제공 될 것이다 를

4. 요구에 따른 의무적인 현장 조사

어떤 군사적 행위.의 사전통보를 위한 협정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7

협정 당인자들이 상대방에서? 협상에 따라 결정된 조건에 준하여 군사

당사자가 선택한 현장에서 조사를 이행할 권리를 부여할 것이다.

5 . 연례적인 예고에서 통보되지 많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군사행

동의 금지

이것을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에 .대한 일년 혹은 2년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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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를 요구한다. 이런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협정의 조건에 의거하여

훈련은 수행될 수 없다.

6. 데이타의 교환

군사력의 수준과 명칭 및 그 장비와 위치에 대해서t 최초의 데이타

베이스가 수립되어야만 한다. 한반도내에서의 군사작전의 통보 및 참관을

小 제공하는 협정은> 그러한 정보 교환에 의해서 선행되거나 수반되어야 한

다. 교환이 될 데이타의 정확한 범주는 협상을 통해 결정이 . 되겠지만?

이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지상군의 위치f 출자? 구성? 명칭> 전투 준비

수준. 그리고 장비 보유에 관한 데이타리 교환을 요구한다.

군 부대의 위치 및 유형과 주요 장비 품목에 있어서의 데이타 교환이

또한 공개될 것이다.

7. 군사 훈릴의 규모 및 유형에 대한 제한

군사 훈련의 위협적인 성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내에서 수행되는 군사 작전의 규모에 대해서 상한선의 설정의 합의필 것

이다. "T e a m Spirit" 연례 군사 작전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빈번히

인용되었다. 시사된 하나의 예는 어떤 작전에 수반된 병력의 수효에 20,000

의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다 출

8. 비무장 지대의 현실적 비무장화

한반도 내에서의 비무장 지대의 배치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개의 제

안들이 마련되었다. 그 하나는 비무장지대를 "정화 지역"으로 전환시키고

중립국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산 가

족 재결합이 가능하고 남한과 북한 간의 교역 및 문화 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 M평화시"를 비무장지대내에 건설하는 것이다. 이들의 공통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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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비무장지대에서 상호 대치 상태에 있는 글사력을 더욱 분리시켜 놓

는 것이 안정과 평차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를

9. 위협적 군사 행동의 금지

분쟁으로 비약될 f 있는 군사 분계선상의 군사행위는 종식되어야 한다

는 것이 제안되었다. 병력이 상호간에 '근를하여 작전활동을 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K위험한 군사행위의 금지計에 관한 구

최초의 '미소간의 협인은 모델이 될만한 조항을 제공한다

"당사자들은t 위험한 군사 행위의 결과로 일어날 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 폭력의 위협이나 사용에 의지하지 않고 평화적인 수준에 의해서

신속한 종결과 해 결 G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한다.M

lo. 부대주둔, 무기고) 통신 연락망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남한과 북한 간의 군사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감지 장치의 사용은 통보

및 참관 체제에 추가적인 검증의 도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ll. 주요 지때부에 연락 장교의 때치

전투준비 수준과 배치에 관한 판단 및 정보는 한반도 양측에 있는 주

요 군사 지휘부에 차구적으로 배치된 "상대할 측"의 연락 장교소에 의해

참고될 수도 있다 疇

II. 군비 축소 沿안

B . 구조적 단계
긴

l. 최초 단게 :현재 남한수준이하로의 남북한 지상군의 균둥한 감

축

지상군 수준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간의 템력이 같아지도록 감소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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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기습공격이 불가눙해질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군사적 상황을 창

출할 것이다. 병력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수준이나 이것이 측정될 수 있

는 수단은 협상과정에서 결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첫린째 단계들 중의

하나는 남한과 북한간의 군사력의 실제 규모에 관한 데이타를 교환하고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례를 들면? 남한 군대의 규

모가 병력슷자에 있어서 542,000(IISS, The Military Balance 1987-1988)
G

정도라고 하면> 지상군에 있어서 병력 균형은 처음에는 500,000이니 400,000

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병력 배치 위치? 장비수준, 비교론적인 부

대구를 둥의 다른 요소들은 균형을 달성하는데 또한 고려되어야만 할 것

oich.

2 . 포괄적인 감축 단계 :3단계에 걸친? 남북한의 모든 병력의 loo,

ooo명 수준으로의 감소

이 제안은 지상군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모든 무장 병력에 대해서

향을 미칠 것이다. 병력 감축은 단계에 따라서 양측에 각각 400,000, 200,

ooo? 그리고 100,000의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 장비 수준은 인원의 감

축과 병행하여 감축될 것이며> 일단 감축이 시작되면 한반도내에 어떠한

장비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동원해제된 모든 장비는 파괴되어

야 한다.

3. 주한 미지상군의 감축

남북한최 지상군 병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감축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

미국 지상군은 감축되어야만 한다. 세 가지 감축 계획을 상술하는 시간

표가 협의되어야 할 것이다 출

4 . 포괄적인 감축 계획의 일부분으로서의 주한미군철수

남북한의 3단계 병력 감축과 함께 미국 지상군이 일차적으로 철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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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미국 공군 및 해군부대가 잇달아 칠수하여 남한과 북한간의 균형이

이루어질때까지 모든 미국 무장 병력은 점진적으로 감축하며 최증적으로는

완전히 철수한다. 트든 미국 병력은t 남북한이 각각 그들희 병력인원 숫

자에서 100,000의 수준으로 균형을 이를때 철수한다. 감축이 시작된 후에

는 어떠한 새로운 군사정비도 한반도에 '인도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장비

도 절대로 남한에 양도되지 않을 것이다 출 구

. 5. 한반도내의 핵무기 배치의 금지

모든 미국 병력리 철수를 제시하는 군비 감축 계획에는 감축계획내에

합의된 사항이 있은 후에는 한반도내에 어떠한 핵무기의 배치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장차좌 핵무기 배치와 관련한 조약 규정 의무사항에 한반

도의 토가 적용되는가의 문제는 유럽에서의 단거리 핵무기 문제와 관련

될 것이다.

6. 고위 당국자에 대한 군사적 위합의 감소

한반도내에서 안정의 조건을 재강화시키는데 있어서는 위기시에 있어서나

정상적인 시기에나 간에, 남북한의 최고위 정치t 군사 지휘 당국자들이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명령 중심부에 대한 임박한 점령을 걱정하지 않고

그들의 업무를 수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서로 적대적인 군사력은

평양이나 서울에 데해서 그러한 위협을 윤지 않도록 배피되어야만 한다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주요 재배치는, 비무장지대부근의 전진

배치로부터 북한의 무장화되고 자동차로 보병 사단의 철수이다. 이와 관

련된 아이디어는 전반적인 감축 계획내에서 전진 지역내에 배치된 무장병

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찰

7. 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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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감축 계획들은 어떤 검증과정을 상정하고 있다. 하나의 방안은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권위를 신장시키고 그 회원국수를 늘려서? 미국

군사력에 대해서나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출축과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적대자> 혹은 K상대방 측"의 조사도 이용될 것이다 辱

c절차상의 문제)
는

위에서 인용된 주제들을 논의하는 몇개의 다양한 방법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며t 다양한 선호들의 이미 표출되었다. 필연적으로 정치적

인.지위나 혹은 정치적인 이익 -때때로 감추어진 안건- 이라는 문제에

의해서 향을 받아왔으며> 합의를 토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들이

무엇일 것인가에 관한 판단에 의해서만 단지 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를

절차상의 조절에 관한 결정은 복잡할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이후에 있

을 실질적인 결정들만큼이나 민감할 것이다. 절차상의 대안에 관한 고려

들은 아래에 서술될 것이다.

A . 남북 대화

위에 서술된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통로에 대한 선택은 서

울과 평양의 대표간의 논의가 될 것이다. 이는 최초의 정치적 신뢰 구

축 단계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할 것이며t 이러한 정치적 신뢰 구축 단

계의 주요 목적은 양측이 모두 건설적인 논의를 수행할 의지와 눙력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른 정치적 조치들은 또한 남북간의 논의에서

다루어질 수 었을 것이며T 예컨대 이것들은 폭력의 사용금지 선언이나

통일의 유형이 될 것이다. 군축 방안들 가운데 다수는t 그것들이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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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로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에 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서울과 평양

간에 직접적으로 협의되어야 한다. 남한의 미국 군사력의 감축도 다자간

토른장에서 논의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감축에 관한 조정도 미국

과 남한 정부간에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적대적인 체계와 상반되는)

.국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라? 혹은 한국 문제 해결에 관한

어떤 형태의 국제적인 보장이 요망된다면? 다자간 협상이 필요해 질 것
차

이다. 한국 문제 해결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어떤 형태의 미국의 개입

은T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필요할 것 같은 전망이다. 본질

적으로 그 외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간의 협상으로 충분할 것이다 출

남한은 이러한 견해를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다.

B . 남한? 북한f 미국간의 3자회담

남북한과 미국간의 3자회랄과 같은 외교적 협상 방법이 북한에 의해서

지지되어 왔다. 이는 감축 협정에 의해서. 향을 받게되는 병력인원은

남북한과 미국이기 때문에? 협딘에 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서울과 평양,

그리고 워싱톤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

면f 이러한 틀내에서 양자간의 회담이 남북한 간에,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에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은 3자회담의 가눙성을 수락했다 그 최고의 조건은 북한이 먼저

서울과 동등한 입장에서 의미있는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고 눙력이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평양이 그러한 일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데 대한 증거가 거의 없다.

3자회담의 테두리내에서 많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은

가눙성 있는 일일 것이다. 예를 들면, 군사력 감축t 조사에 대한 조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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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내에서 군사훈련 중인 병력들에 대해서 운용상의 통제 방안의 적용

둥은 3자회담의 방식에 의해 효과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 주제일 것

이다.

c . 기존 기관의 활용

군사 정전 위원회(MAc)는) 여러가지 다양한 질적 수준에서? 주로 한국

근

과 관련된 당사자 대부분> 즉 남북한) 중화 인민 공화국t 미국> 국제연합

의 대표를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할 수 있는 기존의 토른장이다. 군사

정전 위원회에는 소련이 포함되지 않으며, 비록 남한의 장교가 회의에

참석.하고는 있지만 남한이 이 위원회의 회원국가는 아니다. 군사 정전

위@회는 아마 위에서 인용된 운용상의 군축 방안들을 오히려 잘 다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군사 정전 위원회는

또한 군축 회담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을 지 모른다. 이 토른장은 r L

구성에 있어 군사적이며, 정전 협정을 다루도록 고안되었다. 군사 정전

위원회는 외교적인 협상 토른장으로써는 별다른 경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러한 토른장의 잇점은 이러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잠재적인 응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n -

리고 이것이 아마도 한국 문제에 관한 업무를 매우 효을적으로 다를 수

있으리 라는 점이다.

이러한 기관이 가진 불이익은? 군사 정전 위원회의 역사가 양측간의

거의 전적인 대결의 역사이떠t 여기에서 및어나기는 대단히 힘들다는 것)

그리고 그 회원국 자격과 위치가 어떤 특정한 증류의 협상에는 전혀 적

당하지 못하다라는 점 들이다.

비록 북한은 그 회원국들이 3자 회담에 참관인으로 참석할 것을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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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T 중림국 감독 위원회는 협상의 토른장의 후보가 될 수 없다. 검

증중 체계의 핵심으고서 일할 수 었을 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목적에

따라 일하기 위해서는 확장되고 강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D. 4자5 협의회의

동북아시아의 상황과 관련된 국가들이 .이 지역에서의 평화 및 번 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 제안되었다. 이 회의에

는 미국? 소련t 중국t 일본? 남북한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한 회의는 한

반도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시작하거나 결른지을 것이다.

이 회의는 아마도 위에서 인용된 제안들 가운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요

구되는 자세한 협상G 관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零

E. 아시아의 안보 및 협력에 관한 회의

이것은 유럽의 안.a. 및 협력에 관한 회의와 유사한, 이 지역 전체에

걸친 회의가 될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수딘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로서 제시되었다 출

기존 환경하에서의 이러한 회의는, 유럽의 그러한 회의가 원래 기대되었

던 것처럼, 동북아시아에서의 현상 유지를 구화 시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아마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 회의는 특정한 하위지역의 문

제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F . 외교 통로리 이용

위에서 언급된 수詰은 아이디어들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외교적인 통로

를 통하여 논의하고 협상하는 것이 가눙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통로들은 적당한 당국자가 대화를 수행할 관리들을 임명하고 합의된 안건

을 설정함으르써 열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토른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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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더 쉽지만은 않지만t 보다 덜 가시적이기 때문에f 이익이 될 가

눙성이 있다 차

c내용과 절차의 결합)

는 협상 과정은 궁극적으로는 위에서 인용된 개별적인 제안들을 상호연계시

키고* 또한 협상 당사자 상호간의 흑은 협상 당사들 외에서좌 특별한

의사 소통 방법에 연계시킬 것이다. 이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아를 것인가하는 점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눙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

제때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는 몇 가지 지침이

제시필 수 있다 를

A . 합의의 틀

아래의 도표는 협상의 가눙한 결과를 나타내 준다. 이들의 다양한 면

피 아래에서 논의 될 것이다 출

l단계 2단계 . 3단계 4단계 5단계

.남북한간에 합.남북한 및 다.진일보한 관계.남한과 북한의 . 통일

1 1

의된 신뢰 회 .른 나라들간의 .정상화? 경제를 통합시

복 방안 .관계피선방안과.인 추가적.
운용상의 1키기 위한 방

1 1
운용상의 군축.군축방안, 구조. 안, 남북한 내

방안 . 적인 군축방안 .의 정치기관들

1
의연계? 진일보.

1
1

한 구조적 군축

- 3 6 5 -



B . 우선 순위 결정 문제

협상과정의 시작은 당사자 사이에 최소한의 신뢰를 개발하는 것이어야

하며t 이러한 과정의 증결이 어떤 형태로 .한반도의 통일아 전개될 것인

지를 시사하는 것은> 전제 조건을 설정한다든지 지연책을 쓰는 것이 아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위결정문제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하

나는 상호 관심사가 되는 문제가 채택되는 순서이고T 다른 하나는 한반

도에서 . 실질적인 면차가 실제로 발생하는 순서이다. 최소한의 정치적 신

뢰를 구축하는데 관련된 문제들이 우선 순위상 먼저 채택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t 신뢰 구축은 이 두가지 의미에 모두 들어 맞는 과정상의 유

일한 부분이다. 이 분야에 있어서 성공적 대화는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

최초의 작은 변화를 반 할 것이다. 통일은 아마 한반도 내에서 최후의

주요한 면화이겠지만, 당사자간에 최소한의 신뢰의 조건이 형성되자마자부

터 가눙할 수도 있5이 아주 일찍부터 논의를 수 있을 것이다 雌

신뢰란 이 경우 를째? 당사자들이 상대방을 진정한 대화상대자로서 인

정할 준비가 되어 :誤으며? 둘째t 당사자들이 그들의 차이를 논의할 준비

가 되어 있으며) 세째? 대화당사자들이 이러한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유

익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발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의 I. A.에서

M신뢰 구축約이라는 7l1목 밑쉐 서술된 제안들은 이러한 해우 제한된 의미

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다 출

통일은 우선 순위치 문제로서 그 중요성이 요구하는 모든 신중성을 기

해서 처리되어야만 하는 문제이다. 통일이 협상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성취

되어야 할 단계임을 시사하는 것이 그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를

또한 이것은 신중하고 건설적인 논의의 주제로써 연기되어야 함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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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일단 당사자간의 대화가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토대를 설정했으면f 통일이라는 주제는 원칙상 그것이 늘 그래를던 것처

럼? 협상테이블 위에 놓여 있어야 한다. 통일에 대한 몇개의 통로를 린

척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 안보? 경제 분야에 있어서

다른 단계들은 거의 확실히 통얼이 달성되기 위해 제 자리에 가 었어야

할 것이다. 통일 그 자체는 개념상으로는 상징으로부터 단일한 국가로의

통합에 이르는 많은 다양한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통일의 탐색 및 ;Z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계와 그것이 취할 형태는 다른 주제의 논의를

위한. 유용한 맥락을 제공해 줄 것이며, 정를로 이러한 다른 문제들이

해호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c . 동시 대화

통일이라는 한쪽 끝과 신뢰 구축이라는 다른 한쪽 끝 사이에는? 적어

도 당사자간이나 당사자 사이에서의 논의라는 견지에서 볼때) 어떤 특정

한 우선순위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논의의 주제들이 놓석 있다聲

당사자 간에 관계 정상화의 과정은 예민한 군축 문제의 논섞가 시작되기

전에 일정한 거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될 수 있다. 정말로 아

마도 위에서 I. B."관계 개린M이라는 제목 하에 거른된 주제를 .중 몇

가지는 신뢰 구축 관계에 더욱 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것

은 폭력의 위협이나 사응을 포기한다는 방안과 남한과 북한 및 그 주요

동템국간에 외교적 접촉 및 기타 접촉을 발전시킨다는 방안의 경우에도

이야기될 수 있다. 아마도 비슷하게 군비 축소 방안들 가운데 몇가지는?

특히 운용상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t 신뢰 구축의 견지에서 우선적인 지

위를 부여찰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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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관계 개선M과 운용상 구조적 군축의 두개의

범주내에서의 방안은,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사자중 몇몇이

어떠한 형식으로 함께 연계시키고자 하는 .상대국.으로 인해 .복잡해진 협상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분명치 않은

이러한 제안을 수힝하기 위한 몇가지 선호된 순서가 나타발 것 같다.

이는 시간 순서에 따른 논의보다는 위에서 인용된 모든 제안들 대부분의

동시 는의를 요구한다 를

D . 복수적 통로

하나의 의사 소통 방법만이 모든 제안에 들어 맞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들은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각각의 제안의

경우에 있어서 그를의 요구에 가장 적당한 것인지를 고려해야만 한다찰

그들은 모든 제안에 대해서 단일한 방법만을 채택할 필요는 없다. 이

제안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최소한 시작 단계에서는 남북간의 대화를 통

해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몇몇 제안들은 남북간의 양

자간 통로를.. 통해서 처리되어야 한다. 남북간 폭릭 불사용 협정은 .한

예이다. 정치적인 신뢰 구축 방안은 다른 예이다. 그러나 이 방안들 대

부분에 있어서 당차자들은(군사분계선을 해체시키는 것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글사 정전 위원회t (예컨대 다양한 운용상의 군축 조

정에 대한 검증 요구사항에 관해서는) 미국? 남한? 북한의 3자간 대화?

(예컨를 보장책이나 평화조약 둥을 처리하는데에는) 새로 수립된 토론장f

(거의 이러한 제안들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시작단계의 개척에 있어서는)

혹은 외교적 통로둥을 결합함으로씨 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목적에 적당를 한가지 모델은 남북고로 하여금 신뢰구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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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감지할 수 었는 진전을 기록하게 할 것이다. 이때 남북한은 공동

으 로 후속 논의를 위한 안전 설정 회의에 참가하도록 미국을 초래할 것

이다. 이러한 3자간 조정 위원회는 다양한 양상의 논의를 위하여 위에서

제시된대로 주.제를 할t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조정 위원회는 경과

.L 를 검토하고> 발전된 내용이 보장해 주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조정하

기 위해서 때때로 다시 모일 수 있을 것이다.

c분석의 지속을 천한 안건]

전문가들에 의해서 분석을 위한 다섯천의 광범위한 분야가 사전 논의

과정에서 제시되 었다.

l . 정치적인 신뢰 구축에 있어서 장애요인과 해결책

2 . 운용상의 군축 계획에 있어 명료성과 제한 요인의 혼합(위험감소

방안)

3 . 한반도내에서의 군비 감축을 통해 달성되어야 할 목표와) 대안적인

감축 계획

4 . 한반도 지역에서의 정치적 관계의 개선과 안정화를 위한 방법른

5 . 당사국 정부간에 협상 수행 방법에 관련된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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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z 근 사태가 보여주는 안보상의 의미

고든 H . 창t 존 w . 루이스

L

중극의 수 해월 간의 틀요로부터 터져 나본 징치적 낙진이 여전히 해

결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애서의 최근의 사건이 지니는 안보상의 의미에

대해서 생라해 .초기 시작하여 그 논의를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c 것은 유

용할 것이다. 아시아 . 태천양 지역은 이미 중국 6월 사태의 급격한 변

화에 의해서 깊이 잉찰을 받았으띠, 앞으를 다가을 수 개될 동안의 중

국 지도부의 헹태에 파라서, 우리는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간보상의 구

조의 등장을 보게 될 지도 모른다.

불과 얼마 린에, 린문가들은 등북아시아 지억에서 새로운 지력채제가 등

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차와 깅제적 힙력의 체제가 과거의 냉편 및 적

대적 관계를 대체하z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나, 북깅 사태는 이 지역 상

황을 보다 어둡게 하고 있다 .

이 글의 곡직싱, 우리는 "강생파M가 자신글의 입지를 音고차했으며, 직

어도 당근간은 글산방 네의 "배혁파 M를 치퇴시識다고 가정하됐다.l)

< 개 관 >

기타의 베부갈 아시아 - 대천앙 국가5에 대해서와 바찬차치초, 치근의

군사적 진압이 있기 편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징책은 적어도 두 가지 가

징에 근거해 있었다. 그 하나는 중국이 간정적이 긴, 펑차4이때, 인칙적 .고.i.

- ''.'1 -



국내의 경제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지정학적

인 것이다.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북경은c중국의 근대화 계획에

대해서 서방의 지원이 확실하기만 하면 ) 전략적 관계에 있어시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H기울 M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다. 개혁의 파멸적인 결과, 학생

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군사적 진압, 그리고 공산당 고위 지도층으로부터

조자양과 기타 개혁주의자들을 명백히 제거한 점등은 대체로 이러한 가정
기

을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강경파들이 지금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

려는 엄격한 조치를 부과하여, 정상 상태로의 옥귀라는 외면적 모습을 만

들어 내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해외의 기업가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격

려하고 있지만, 당분간의 미래에 있어서의 중국의 정치와 사회 발편은 예

측불가능하고 긴장을 담고 있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것 사

회 내에 만연한 부르죠아 - 자유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분쇄하려는 지도층

의 욕구때문에, 과거 lo 년간의 개혁시기보다초 더욱 이데올로기가 중국의

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군사 및 안보 체계가 최근 수

년보다 더욱 사회내때시 우인권을 갖게 되고, 국가적으로 큰 력할을 할것

o1cl.

외교 정책 분야에 있어서, 중국은 수많은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 첨예한

갈등 상태에 諒혀 상다. 북경은 미국이 천안문의 학생 시위에 개입하여 지

속적으로 중국의 내띤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십여년 만에 미

중 관계는 급속도로 최악의 상태로 전락했으며, 더욱 악화천 가능성이

크다. 한편 중국의 씨도자들은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는 중소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칠년 간의 노력의 대미를 장식

하는 것이었다. 중국인들은 소련이 북경 시위와 그 이후의 9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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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중립적이며, 때로는 지지적인 보도를 하는 것을 보았다. 국가 및

당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상호적이며 공동적인 이해관계의 분야가 넓어짐에

따라서, 중소관계는 지속적으로 개린되어 중국은 과거보다는 덜 서방에 키

울어질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정책 및 행위에 대해서 지니는 의.미와, 중국의

위기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반응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광범위

한 중요성을 지닌다.

<중국의 시할과 안보상의 입장>

외양상, 중앙 정부와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은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과

인민해방군의 운동 탄압에 대한 반동체 의해 나타난 분열의 결과로 심하

게 손상받았다. 북경 학살 수 주간 후, 북경과 기타 도시의 민간 통치는

이편의 정상상태로 돌아 오지 않았다. 정부로부터의 소외 및 광범위한 적

대감, 정부와 당 내의 분얼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당국을 괴롭힐 것 같다.

공산당 지도층에 대한 존경은 중국내에서 편례없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

다.

중국의 위기는 또한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특

히 화교로부터의 ) 해외 투자는 극적으로 감소했다. c가장 생동적인 수출분

야를 포함해서) 해외 무역과 관람은 위축되었으며, 아마 장기간 고통을 겪

을 것이다. 이는 중국에 대한 사업상의 신용감소, 정부에 대한 신뢰성의

쇠퇴, 탄압에 대한 반감, 국가 일반에 대한 심각한 환멸에 기인하는 것이

f .2)

따라서, 경제 약화는 특히 실업자와 농민글이라는 대규모의 "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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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더큰 사회적 불만을 야기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지금 암울한

경제 편망, 광범위한 그리고 심각한 정치적 를만 및 정통성의 위기에 직

면해 있다.

광범위한 도시 시위에 대한 진압과정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군부

는 중국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인으며, 민족적 통일성

과 안정을 강요하기 위해서 사회내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것 란다.

군부내의 몇몇 요소들은 이러한 역할을 환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경제

개혁기간 동안 군부는 지속적으로 권력, 위신 및 자금지원을 상실했기 때

문이다. 더 나아가 군부는 현재 강경파 지도층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치의 전통력인 보루 으며, 군비 산업의 지도자들은 그플이 다수의

현대 경제 분야와 심지어 교육 분야까지를 지도하는데 가장 적절한 경험

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군부의 보다 큰 참여를 포함하는 중국 정

치 체제의 사실상의 개혁이 현실적으로 편망되고 있다. 데록 중국 정부가

서방에 대한 개방템책을 포함한, .경제 개혁에 대한 그들의 기본적 音약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그 경제 정책이 어떠한 방식으초 수행것 것인가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 예견친다. 중국의 지도자c.은 서방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훤인 더 신중해질 것이며, 사업를동을 포함하리 중국내의 외

국인들의 찰동에 데해서 보다 강화된 통제를 시도하는 것은 당인하다. 더

구나 경제 개혁 자체가 그 자리에서 통결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

트를 시험해보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중단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금년

초기에 시작된 경재의 중앙계획에로의 후퇴도 지속될 것 같다.

중국 지도출은, 피제 개혁 정책이 지금 이틀이 억압하고자하는 바로 ..

경향을 자극했다는 사실을 받아글이 J L 있으4, 아리도 미래의 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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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순의 완전한 의미를 알아야만 한다. 이러한 미해결의 불일치는

계속해서 중국 지도자들의 주요한 문제거리의 원천이 될 것이며 ,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 결

과, 우리는 지난 lo년간의 경제 개혁에 대한. 철저한 내부적 재평가7 있

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초 이러한 모든. 사항은 미국에 대해서 심각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중국

의 지도자들은 이미 서방, 특히 미국이 중국내부의 혼란의 야기에. 대한 책

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비난은 학생 시위의 와중에서 시작되

.있으며 3) 이제.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 군사 진압을 비난한

점, 군사 거래 및 고위급 접촉의 중지, 중국에 대한 해외원조 반대, 반정

부인사 방석지와 그의 아내가 북경 주재 미국대사관에 피신하게 해줌으로

써 중국의 내정에 간섭한 점들은 비난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부분적으

로 이는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비난에는 또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민주화

를 주장하는 학생들간의 연계는 명백하다 :학생들은 그들이 사용한 깃발로

부터 "민주주의 여신 w에 이르는 것까지, 독특한 미국적인 견지에서 그들

의 감정을 표출했다.; 그들은 미국인들로부터 자금과 격려를 받았다.; 미국

의 텔데비젼은 천안문 드라마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무대를 제공했다. (몇및

유럽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도 북경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데 지

는 도적인 역말을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4월 이편의 서방과의 관계로 복귀하

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의 서방과의 깅제적 유대는 중국이 워싱턴과

의 단절로 치닫기를 원한다는 가정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 3 7 5 -



그러나 중국과 미국이 심각한 관계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템증하는 r L

들의 견해차이를 완차할 수 있을 지, 그리고 중국이 경재 개혁을 지속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중국의 지도자들이 국내의 블만이 네부의 안보에 대

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자신들의 감각을 상당히 높 다는 점이다. 민주

적 반항은 경제 개리과 개방정책의 부산물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최근의 긴

시위는 중국의 사십반 역사상, 공산당 지배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편이며 t

기타의 주요한 위기c 은 고위층에서 처리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서방인들과 중국의 피년층과의 유대를 포합하는, 중국에 대한 서방의 향

력에 대해서 극도로 염려할 것이다. 지난 lo년 동안 간릴적으로 표를되

었던 "정신적 오염 " 과 "부르죠아 자유주의 '?에 대 한 우려는 현저하다
囑

서방과의 관계는 정서적이며,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이다. 개혁파와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지속리인 중국의 탄압 행위는 미국의 반응을 른러 일으킬

것이며, 이는 다시 차국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 양

국은 그들의 린략적 관계에 대 한 압도적인 상호 이해관계 때문에, 인권문

제, 티베트 상황, 민주개혁이나 중국 국내 생활의 문제에 관한 그들의 친

해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멓백히 이 관계는 이제 면화하고

있다.

한미간의 공동연구치의에 의해 이제 논의되어야만 할 문제는 다응파 같

다.: 우리는 최근의 중국 사태와 그 결과에 대해서 공통적인 천가글 하 支

고 있는가? 얼마나 심각하게 국내의 불만은 중국의 지도자들을 위힙하고

있으며, 얼마나 긴 차게 이들은 이러한 내부의 안보문제를 외교 정책 및

외국 정부와의 관계애 연계시킬 것인가? 극래의 경제 개혁 및 개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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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편망은 무엇인가? 위기는 중국의 지도자들로 하여금린보상의 협

력을 포함하는) 미국과의 관계 및 c이제 무리가 고려할) 소련과의 관계

를 재고하게 할 것인가 ?

중국의 편략적 입장은 중소간의 국가 및 당 관계의 정상화의 결과로

또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시위 기간 중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기

U 간 동안에 확인되었다. 전통적인 안보의 견지에서, 고르바초프는 양측이 모

두 그들의 국경에서 군사적 긴장을 감소시켰으며 소련은 극동에씨 그들의

병력을 더 감소시킬 것이라고 計했다. 그는 " l989년에서 l99o년 간에

c소련의 동부 지역에 배치된3 소련군이 소련 극동의 120,000 을 포함하

여 200,000 정도 감축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상군은 l2개 사단

이 감축되고, ii개 공군 연대가 해체린며, l6개 전함이 태평양 함대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計혔다. 그는 또한 중국의 국경인 몽

고내의 소련군의 주요한 감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는 M중소 국경

을 비군사화하여 이를 평화와 우호의 경계로 편환시키는'y 목적에 대한 관

심을 표명했다.4) 곤경에 처한 시기에, 이 모든 소식은 중국인들에 대해

서 좋은 소식이었응이 분명하다.

캄푸체아 전쟁의 해결에 관한 견해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것 또

한 해철산상에 있다. 충소관계는 l95o 년대 후반이래 최상의 상태에 있으

며, 이는 계속적으로 개인될 전망이다. 중국이 적어도 l96o 년대 후반부터

소련을 가장 심각한 안보상의 위협으로 보아찰지만, 이러한 상황은 변하고

있다. 서방의 민주주의적 이념과 중국 천년과의 유대가 중국의 북쪽 국경

에 배치된 군대보다도 더욱 중국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커다란 도전을 제

기하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팽창주의보다 그들의 국내문제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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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관심이 있음을 알고 있다. 더구나 중국과 소련은 어려운 개혁과정에

있으며 , 이는 경제 및 정치 개혁의 경험 교환이나 협력에 대한 광범위한

가능성t 제공해 줄 것이다. 비록 소련이 서방보다 제공해 .글 내용은 적

지만, 실질적인 중소 경제 협력은 여편히 가능하다. 중소 무역은 이제 랴

6 o 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무역은 지난 .lo년간 ll배 증가했다.

5 월 중순 고르바3프가 중국을 방문하기 편날, 미국의 관리들은 미국이 U

아닌 소련이 중국의 중요한 안보상의 위협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중소찰계

의 완화에 대하여 격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5) 그 천가에

대한 재검토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중국권력층이 l9 5o 년대의 동

맹관계로 복귀할 것이란 뜻은 아니다. 그런 상황은 가능성도 없으며 어느

측의 이익에도 부합피지 않는다. 베이징은 중.소간의 긴 한 글사적 길속

이 아시아의 인접국가들 및 중국의 서방과의 중요한 관계를 혼란시킬 것

임을 이해차고 있다. 그러나 경제, 문화, 교육,' 그리고 사회적 된야에서의

중 .소간 협력의 증가는 반드시 예상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는 보다 큰 협

의와 협력의 가능성이 예상되는데, 라띤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의

지 역 갈등이나 군비는제와 같은 문제에 관해 양국은 상호부찰하는 핀해를

갖고 있다. 게다가, 당관계의 정상화는 오해를 블러일으키기 쉬윤 배후접촉

의 신뢰를 크게 고차시킬 것이다.

요컨데, 중국의 점즐하는 반서방 정책과 감정, 서방의 기업 및 문화활동

에 대한 더 큰 제한, 그리고 중.소관계의 지속적인 개천이 나타날 것 같 支

다.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소관계는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천될 수 있는가? 만약 중국과 미국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중국이 군현대화에 대한 지원을 얻기 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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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전망은 무엇인가? 위기는 중국의 지도자들로 하여금린보상의 협

력을 포함하는) 미국과의 관계 및 c이제 우리가 고려할) 소련과의 관계

를 재고하게 할 것인가 ?

중국의 전략적 입장은 중소간의 국가 및 당 관계의 정상화의 결과로

또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시위 기간 중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기

U 간 동안에 왁인되었다. 전통적인 안보의 견지에서, 고르바초프는 양측이 3 .

두 그들의 국경에서 군사적 긴장을 감소시켰으며 소련은 극동에서 그들의

병력을 더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했다. 그는 " l989년에서 l99o년 간에

c소련의 동부 지역에 배치된3 소련군이 소련 극동의 120,000 을 포함하

여 200,000 정도 감축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상군은 l2개 사단

이 감축되고, il개 공군 연대가 해체.되며, l6개 전함이 태평양 함대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y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의 국경인 몽

고내의 소련군의 주요한 감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 국경

을 비군사화하여 이를 평화와 우호의 경계로 편환시키는w 목적에 대한 관

심을 표명했다.4) 곤경에 처한 시기에, 이 모든 소식은 중국인글에 대해

서 출은 소식이었음이 분명하다.

찰푸체아 편쟁의 해결에 관한 견해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것 또

한 해결인상에 있다. 중소관계는 l95o 년대 후반이래 최상의 상태에 있으

며, 이는 계속적으로 개핀철 전망이다. 중국이 적어도 l96o 년대 후반부터

U 소련을 가장 심각한 안보상의 위협으로 보아찰지만, 이러한 상황은 변하고

있다. 서방의 민주주의적 이넘과 중국 피년과의 유대가 중국의 북쪽 국경

에 배치친 군대보다도 더욱 중국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커다란 도전을 제

기하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팽창주의보다 그들의 국내문제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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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관심이 있음을 알고 있다. 더구나 중국과 소련은 어려운 개혁과정에

있으며, 이는 경제 및 정치 개혁의 겅험 교환이나 협력에 대한 장범위한

가능성9 제공해 줄 것이다. 비록 소린이 서방보다 제공해 .줄 내용은 적

지만, 실질적인 중소 경제 협력은 여편히 가능하다. 중소 무역은 이제 약

6 o 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무역은 지난 .lo년간 ll배 증가했다.

5월 중순 고르바초프가 중국을 방문하기 편날, 미국의 관리들은 미국이 \

아닌 소련이 중국의 중요한 안보상의 위협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중소관계

의 완화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5) 그 천가에

대한 재검토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중국권력층이 l95o년대의 동

맹관계로 복귀할 것이란 뜻은 아니다. 그런 상황은 가능성도 없으떠 어

측의 이익에도 부합피지 않는다. 베이징은 중.소간의 긴 한 글사적 결속

이 아시아의 인접국가들 및 중국의 서방과의 중요한 관계를 혼란시킬 것

임을 이해차고 있다. 그러나 경제, 문화, 교육,. 그리고 사회적 분야에서의

중 '소간 협력의 증가는 반드시 예상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는 보다 큰 협

의와 협력의 가능성이 예상되는데, 라린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의

지역 갈등이나 군비G제와 같은 문제에 관해 양국은 상호부합하는 편해를

갖고 있다. 게다가, 간관계의 정상화는 오해를 블러일으키기 쉬운 배후정촉

의 신뢰를 크게 고차시킬 것이다.

요컨데, 중국의 점증하는 반서방 정책과 감정, 서방의 기업 및 문화찰등

에 대한 더 큰 제한, 그리고 중.소관계의 지속적인 개인이 나타날 것 같 支

다.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 .소관계는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린될 수 있는가? 만약 중국과 미국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중국이 군현대화에 대한 지원을 얻기 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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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에 접근할 가능성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부블적인 해답은 미국 및 중국에 중요한 의미를 지

닌 핵심적인 아시아국가들의 태도 및 아시아지역에서의 그들의 역할의 인

화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한 변화들에 관한 간략한 설명으로 이 논

문을 마칠까 한다.

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인식 > .

학생운동에 대한 중국당국의 탄압이 있기 이편에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는 변화가 '진행 중이었다. 大衆紙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학생운

통의 초기단계에 말행된 뉴리퍼블력紙의 사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

하 다.

' ' 중국의 사태에 대해 미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소련이나 헝가리 혹은 동독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중국

을 자본주의 뿐 아니라 민주주의로 나아가도록 유도해야만 한다. 그러나,

과거의 미국정책은 그런 형태가 아니었다. 적어도 l972 년 닉슨의 중국

방문 이후로 사실상 두개의 기준이 적용되어 찰다. 중국은 냉전에 있어

서 지정학적인 동맹으로 간주되어 찰고, 우리는 인핀을 기분에 따라 핀

택하는 장식블로 여기는 중국의 천향에 대해 쉽게 넘어 가는 경향을 지

녀 칸다.......

는 일례로 미국이 티베트에서 중국군의 과도한 무력사용을 비난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그러한 정책은 계속하여 변화되어 찰지만, 그 변화가 만족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소련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정

부가 중국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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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중국카드가 예전처럼 가치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M 6)

위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은 소련에 대한 전략리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

이 되는 세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이 미 .소관계의 개선과 중국 자체의 멍

박한 힘의 열세란 두 가지 원인 모두로 인해 감소되어랐다는 인식을 지

적하는 것이다.

미의회 역시 티베트사태와 같은 중국의 인권문제에 관해 목소려글 높이 차

게 되었다.

미국의 중국에 대리 편략적 관계는 덜 중요하며 또한 중국이 다시 소

련에 접근하는 것을 미국이 우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만편한 것으로 및.

식되있다. 중 .소정상회담 편야에 헨리 키신저가 언급했듯이, 미국은 고르바

초프의 때이징 방문에 대해 "지나치게 놀라서는w딴친다. 키신저는 "어떤

반전이 현실화되기에 는 국내문제에 소련은 지나치게 플여 있고, 중국은 소

련의 의도를 지나치게 경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중국과 미국간

의 지정학적 기초는 확고한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7)

부시행정부는 미국의 간반적인 핀략적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배

려에서 중국내부의 혼란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온건하게 대응하려고 노적해

찰다. 그러나 부시는 강력한 국내정치적 압력 즉, 중국에 데해 유례없이

강경한 제재조치를 모색하라는 의회의 초당적 압력을 받아틀떠야 했었다 린

앞으로는 부시행정부가 예편처럼 인권문제를 뒤로 미루고, 그에 따라, 중 출

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측의 보다 심각한 분열의 잠재적 가능성을 초래할 수 를

있을 것 갇지 않다. c6월 2o일 부시대통령이 발표한 제재조치가 미국의

새로운 태도의 표명일 것이다. 경제란계와 정치관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새로운 제재조치의 목적은 강경파들이 국내적' 숙천을 중지하도록 압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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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학살 이후 즉각적으로 채택된 제재조치는 대

부분 상징적인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미관계에 손상이 있줬다. 중국과 미국 양국은 그러

한 손상이 치명적이지 않기를 .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내의 사

태가 해결되지 않았고 중국내의 인권에 대한 출심이 고조되어. 양국관계의

. . 증요한 변화의 가능성이 생겨났다. 그 결과의 하나로 특히. 안보문제와 관

련 있는 미국과 중국간의 학문적 연계가 당분간 심각하게 제약될. 가능성

이 있다.

< 라시아 .태평양의 기타지역들>

미국처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여타 국가들 역시 중국이 안정적이JL 평

화적이며 발전지는적이고 전략적 관계에서 서방에 경도될 것이라고 가정했

었다. 중국의 새로운 강깅한 입장으로 인해 이지역 편체국가들은 중국에 대

한 재평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한 재평가들에 있어 이들 국가와 17 '

은 당연히 이견을 보일 것이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주요한 지역문제에

대 한 합의가 이룩될 핀망이 크게 제약될 수도 있다.8)

역사적으로 중국이 불안정하며, 군사적이고 또한 이념적일 때마다 여타

아시아국가들은 불안감을 느껴찰다. 중국내의 사태로 인해 아시아에서의 전

반적인 긴장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의 안정성에 대한

전망은 걸코 낙관적이지 않다. 서방의 정치적 사상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계속하여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다. 중국문제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향

받기 쉬운 지역들은 다음과 같다.

-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대만: 수년동안 중국의 실지회복문제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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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은 홍찰에 관한 국과 중국의 협정과 대만지역의 호의적인 분위기때

문에 완화되었었다. 중국내의 새로운 상황은 홍플에서의 대규모시위에서 나

타나듯이 이 세지역치 상황을 혼란에 빠뜨렸다. 대처정부가 신속하게 홍찰

의 중국반환공약을 재왁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찰내의 우려는 사라지지 않

을 것 같다. 국과 중국간의 험정 지기를 파기시키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f

홍를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보장 및 기타의 보증을 제도화하라는 요구는 좌

더욱 커질 것 같다. 다수의 홍c주민들은 본토 자체에 대한 그들 향곡

의 증가에 그들의 희망이 달려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록경당국은 기

존의 협정을 변경하려는, 그리고 홍출으로부터의 향력의 증가를 수용하려

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할 것 같다. 홍찰의 장래문제는 이7)) 다

시 미해결인 것이다.

대만에 대해 살펴보면, 중국은 경제적 통합의 진편을 포함하여 틀일을 향

한 를치들에 대한 희망을, 비록 완전히는 아니지만 9o년데에는 포기한

가능성도 있다. 베이징사태로 인하여 국민당의 매우 보수적인 인사들은 자

신의 입장을 강화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재통일을 위하여 근죠와의 긴

한 연계를 지지하는 대만내의 공감은 좌결되었다. 또한 에이징사때는 대

만독립을 주창하는 세력에게 커다란 호기를 제공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주

장에 대한 유례없이 큰 외국의 지원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z렇게

되면, 베이징은 이러한 발편을 도발적인 것으로, 아마도 미국에 의해 치곡

된 도발로 받아들일 것이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베이징당국이 종레의 온 긴

건한 재통일정책을 무력행동을 위한 를비와 통일에 대해 강력한 압책을 가

하는 정책으로 편환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聲

- 한반도 :안정성을 위해 희망적인 전망으로 보 던 것들이 이제는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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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되었다. 적어도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경제적 관계의 발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만 할 상황인지 모른다. 보도에 따르면> 그 지위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 양상군은 양국의 경제관계에 대해 매우 유보적인 입장을 보 다를

한다.

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베이징의 진압결정으로 인해 베.이징의 개혁에 비

U 판적이었던 북한권력층이 경제적 개혁과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의 확대가 지

니는 위험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남북한 5계의 회

복을 위한 평양의 노력은 개방의 확대에 따른 및가에 보다 민감하게

.향받을 것이며, 따라서 보다 더 조심스러워질 것이다, 남한에서의 미군감축

과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에 대한 고려조차도 중국사태로 인해 그 가능성

이 매우 희박해질 것 같다,

- 일본과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중국과 국경분쟁 혹은 소군도문제로 갈등을 빛고 있는 이들 국가들은 중

국과의 갈등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이편보다 커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현

재 고려하고 있응에 틀림없다. 중국지도자들이 베트남을 예외로 하면 특별

히 공격적인 징후를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과 여타 외국세력에 대한

그들의 강력한 반서淸적 비난 및 국제적인 여른의 무시는 혼란스러운 요

인이다. 베이징당국이 아시아 인접국가를과의 판계에 있어서 최근보다 덜

형력적일 가능성은 어떤 것인가를 지역적 차원 및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군

/ ' 비통제에 대한 중국의 점증하고 있는 간심에 어떤 향이 있을 것이며 1

또한 내부통제의 부담으로 인해 편략적 원칙을 재검토하게 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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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른 >

베이징의 현 권력t은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기존의 공약을 되

풀이해 찰다. 그와 동시에 정치적 개혁을 위한 노력을 야만적 방법으로 제

어하 다. 중국지도층은 간계정상화와 이편를 같은 기업활동의 재개로의 복

귀를 원한다고 計히고 있다. 베이징의 지도자들이 진정 그들이 가혹한 탄
A

압 이편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립

다. 그들은 억압적 조치의 전반적인 결과들을 그토록 과소평가했었는가를

경제개혁의 확대를 진정한 정치적 개혁과 연결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그들은 깨달은 바가 없다는 말인가?

제기되는 질문과 해답에 상간없이, 중국이 불안정성과 불왁실성의 시기에

진입하고 있음은 분리해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강경파지도부가 승리하 다.

그러나, 심각한 분열조 인해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권럭층이 몸살는 찰고

있다는 점 또한 분템하다. 현재 인민의 소외와 원망과 분노는 중국인민공

화국의 역사상 가장 고조되어 있다. 더구나, 근본적인 경제적 긴장의 문제

는 중국인민해방군의 무력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경제는 여전히 불안한 상

태이며 미래의 개혁의 방향은 불확실하다.9)

이 모든 것이 아시아의 안보에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편의 공동언

구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협력의 확인와 지역적 평화 및 안정성을 이끌어내

기 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lo)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 이러한 시각들이 중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석전히 적용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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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l) 분명히 이런 용어들은 모는하며, 상이하게 해석되기 쉽다. 여기서는 단순히

강경파들은 공산당지배와 정치질서에 데한 틀소평의 " 4개원척 M에 보다더

집착하며, 개헉파들은 철데화로 인한 정치체7lj의 변화와 틀안정성의 초래에

대해 절씬 터 용인할 의사를 있음을 지직하는 것일 뿐이다.

2) San Francisco Chronicle, June 1, 1989, pp.A-21, A - 2 5 ; Asian W a l l

트treet Journal, May 29, 1989, p.2.

3 ) 배이싱에서 군데의 공적이 있기 이전에도 중국지도부는 미국이 중국내부의

분제에 관여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방시하 다. " Li Peng H i n t s a t U . S .

H a n d in Unres t" South C호5L브할z친-편빈, May 29, 1989, in For-

Chi-89-102, May 30, 1989,

p .l.을 보라찰

pp.12-13.

5 ) 브르그9츠르5es., May 17, 1989, P.4.

6 ) " T h e C h i n a Syndrome," 프_4L르로blic, May 15, 1989, pp.7-9.

7 ) H e n r y A . Kissinger, "Seeking a New Balance in Asia," 로로E9,

May 22, 1989, pp.51-56.

8 ) 그외. 같은 천가애서의 이견의 징후는 트린J9L프5발친 June 22, 1989.

에 보도되었다. 타임지는 중국사태에 대한 워싱턴과 도理치 접근간의 중요

한 차이에 주목하 다 찰

9) Wall Street Journal, June 16, 1989, P.l. 경7ll적 위기에 대한 치근의

중국의 평가에 대해서는, Qxiu Xiaohua, "Characteris of th e C u r r en t

St at e o f the N a t i o n a l Econony," Liaowang, overseas ed., May 29,

1989, pp.10-11 ; Xiao Yu, "The Central Financial Situation in G r i m

and Worrisome," 그쓰cixue Zhoubao, May 7, 1989, P.3. 을 보라.

Conference Report of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 n d A r m s

Control CStanford University,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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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관계 :l99o년대의 변화의 수용

노 경 수

서 른

전후시기에 미국은 아시아에서 독특한 지위를 누려 왔다. 이 기간동안

o글의 전략적 힘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자국의 극익을 추구하며 또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안정성과 진보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왔

다. 최근까지도 . 미국외교정책의 과제는 팀전의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 분

명하게 규정되었다. 소련(그리고 중국)의 도전에 대한 적절하고 실제적인

처방은 그들 주변에 봉쇄선을 설정하고 반공 친서방 정권들의 군사적 Z L

리고 경제적 힘을 됫받침하며 러시아인을 중국인으로부터 분열시키려는 2n

력이었다. 사활적인 동북아시아지역에서t 이는 미국의 전략적 눙력이 이

.지역안보의 궁극적 보장수단으로서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

시키면서> 일본의 산업적 능력을 재생시키고? 북한으로부터의 인식된 위협

에 대처할 수 있는 남한의 군사적 눙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 다.

이 전략의 성공은 대단한 것이었다. 일본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

대국으로 등장하 고) 한편 남한 역시 안보가 보존된 자신의 권리에 기

초하여 활발한 경제국가가 되었다. 베이징과 워싱턴간의 상호의존적인 관

계는 이제 아시아의 현재의 지역적 질서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성공은 소련과의 갈둥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T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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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 8o년대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는 범전의 종말을 목도하고

있는지 모른다. 소련과 미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으며> l97o년

대 초반의 최고수준에 성취된 것 이상의 긍정적인 동서관d의 진행을 낳

고 있다. 그 당시의 데땅뜨가 미소간의 보다 . 정상적인 관계의 기대를

높 다면) 지금의 <.:두번째 데땅뜨M는 모스크바와 워싱린이 .진정한 화해의

진지한 과정을 발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편다. 양극체제의 대결의 완화는 이미 유럽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 피근의 INF혀정은 NATo국가와 동구간의 긴장을 보다

더 감축시키는 상징적 조치를 이루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는 유럽에서와 같이 주요한 전략적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

았지만> 동서해팅의 향은 아시아에서도 역시 나타나고 있다. 마하일 츠르

르바초프가 주도하는 소련은 인접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을 시작하 다. 고초바초프의 l986년 7월 블라디보스톡연설과 l988년 9월

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은 인접국차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심으려는 모 스

코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혀준다. 물른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제의에 따

른 소련정책의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많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의들은 모스조바에 귀중한 추진력이 되었고? 브레즈네프시대의 군

사력 증강장책이 이룩하지 못했던t 소련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

었다. 모스크바의 아시아정책의 중요한 변화는 소련의 유럽변방에 안정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란 점은 대단한 가눙성을 지닌? 설득력

있는 전망이다. 그러나>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와 같은 지역에서의 현재의

요구들이 해결되.차만 하면f 모스크바는 모든 관심을 현화하는 아시아 태

평양지역으로 전환할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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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미국의 아시아동맹국들은 따라서 그들의 현재의 안보전략을 재평

가?고 이 지역에서 다가오는 변화를 준비할 귀중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다. 일본과 남한에 대한 안보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미국의

지역정책의 틀은 양극정치에 의해 제기되는 도전들에 대처하는데에는 효과

적이었지만r 이제는 소련정책의 변화 및 워싱턴과 이 지역동맹국간의 관

계에서 발생한 의미심장한 면화들을 고려할 때 재조정되어야만 한다찰 l 9 9 o

년대에 기존정책의 재평가와 재조정의 필요성은 한반도에서 가장.크게 나

타날 것이다. 변화하는 전략적 상황에 적응한다는 것은 복합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긴정일 것이다. 양자간 안보정책의 .조정 역시 단순하고

단기적인 방편을 넘어서서T 그러한 조정이 대처하려고 하는 전략적 목표

.들을 명확히 규정하는 문제들을 다루여야 한다. 장기적인 목적은 (아직까

지는) 표면상으로는 확고한 상대방의 도전들을 유연하게 포찰할 수 있기

에 충분한? 효과적인 미국과 그 동맹국의 전략을 정식화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두가지인데? 첫째는 현재의 미국과 한국의 안보협력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고T 둘때는 이 동템의 외부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

라 내부적 관계에서의 변화를 모두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관

계에서 가눙한 몇몇 조정쉐 대해 살피는 것이다. 최근의 논문에서 한

저명한 한반도상황의 촌찰자는 "한반도는 후기냉전의 바다에 있는 냉전의

는 孤島이다TT라고 논평하 다.l) 그렇다면> 한미동템의 과제는 더욱 더 절실한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환화하기 위한 분명하고 또한 통합된 전략

을 수립하지 못하면 미국과 한국 모두는 현재의 과제들에 더 이상 적응

될 수 없는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에 의해 발생되는 한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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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될 것이다.

아래의 논의는 한반도로부터 미국의 "이탈M 상황을 지지하거나 반박하기

위한 미리 결정된 목표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2) 오히려y .그것은 기존의

장치를 변경하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T 그 완전한 분화가 고려되어야만

하는* 종종 상반되기도 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눙한한 최대로 환기시키

려는 목적에서 쓰떠진 것이다. 이 논문에 어떤 중심적 주제가 있다면t

그것은 미국과 한국은 지금 양국관계의 상황에 대한 솔직하고 철저한 재

정가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미래를 예견하는 자세로 동맹의 지

속을 위한 확실한 이해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 관계에 대한

명료한 근거없이는 서울과 워싱턴 모두 오해와 불신 그리고 상호간의 책

임전가에 의해 초래리는 결과들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I . 한미 동맹관계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지탱하는 초석은 l954년의 상호방위조약이다.3) 한

국전쟁(1950-53)의 향으로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에 대한 미국정 책

의 극적인 반전을 상징한다. 미것은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l949

년 이전의 미국의 모호한 태도를 뒤집은 것이며? 전쟁기간 중 맺어진

결속을 공식화한 것이었다. 상호방위조약은 .취약한 서울정부을 다시 확고

히 하고 장래의 어간 공격에 대해서도 한국을 방위하겠다는 미국의 분명 4

한 결의를 전달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聾

그러나) 7 샹호밤위조약에서 두드러졌듯이 워싱턴과 서울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보장한 갓은 역시 미국과 소련간의 양극체제적 냉전 경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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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7o년에 이르기까지 비록 비대칭적인 협력관계지만t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두 동맹국을 긴 히 결속시켰다. 미국은 비공산권아

시아를? 따라서 한국을 소련과 역시 중국의 향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씨

득권을 갖고 있었漆 한국도 미국의 보호와 내정에의 간여를 흥분하지

않고 받아들 다. 만약 이 두 동맹국이 협력의 다른 구체적인 기반을

? - 규정하지 않았다면? 공통의 위협인식만이 협력적 안보장치의 근거가 된다.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미전투병력의

한국주둔이었다. 한국전의 말미에 미국은 한국에 350,000이상의 병력을 주

둔시키고 있었다. l957년 경에 이 출자는 서울에 본부를 둔 8군의 총지

휘하에 있는f 두 개의 보병사단(2사단과 7사단) 7리고 공군과 해군의

지원부대로 구성된 6만으로 축소되었다. l97l년 닉슨행정부는 7사단을 철

수시키고? 한국에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는 약4만의 병력을 남겨 놓았다.

l977년 카터행정부는 한국주둔병력의 수준을 더4 감축하려고 시도하 다.

l982년가지 모든 지상군을 철수한다는 계획에 따라t l978년 카터행정부는

2사단의 i개보병대대의 철수를 시작으로 점진적 철수를 시작하 다.4) 그러

나 서울에서의 및발치는 항의 및 그 철수를 자신의 장기적 안보에 위험

한 것으로 보는 일본으로부터의 비난t 그리고 바지막으로 의회의 반대의

압력에 굴복하여 l979년 7월 카터행정부는 더 이상의 추후 철군을 연기

한다는 의도를 발표하 다. 그 이후로 계속하여 더 이상의 병력철수문제

는 양자간 안보논의의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다. 한국전 이후로 유례없
小

는 워싱턴과 서울간의 안보관의 일치는 사실 8o년대에 레이건행정부가 미

국방위눙력증강에 출점을 맞춘 때문이었다 準

그러나, 한국의 안보는 단지 군사력에만 의존해온 것은 아니다. 서울의

- 3 9 l -



국제무대에서의 총력적인 외교적 노력과 워싱턴으로부터 지속적인 정치적

지원이 한국의 안초와 안정성을 받쳐준 때놓을 수 없는 요인들이었다.

안보의 정치적 측면에 대한 한국의 이해는 l97o년대 초4에 성숙해지기

시작했다. l973년부리 시작하여 한국은 엄격한 반공산주의 외교정책을 포

기하고) 그 대신 우방 및 적대국들과의 보다 개선된 관계를 발전시킬

목적을 가진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제도화했다. 이 재조정된 정책의

수확은 최근 폐막된 서울에서의 하계올림픽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중국과

소련> 그리고 동구친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서울올림픽경기에 참가하 다 聾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국가 중의 다수가 한국과의 실질적인 연계를 조

용히 확대해 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한국과 중국간의 비공식적 무역

이 알려진 바에 따5면 l987년에 2oo억불을 넘어섰다고 한다. 한국의 소

련과의 무역은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같은 해에 5억붇에 달했다. l 9 8 8

년 lo월에 헝가리는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동구권의 첫번째 국가가 되

었다. 이 변화를 진행시키는데 호어 워싱턴은 베이징과 모스크바 모두에

채널을 개설하려는 씨울의 노력을 안정적으로 됫받침함으로써 정직한 중개

자역할를 하여 왔다. 미국과 한국간의 긴 한 외교적 협력은 한국의 대

외 안보환경이 크게 진전된 배경의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출

지난 십년간에 미국과 한국의 양자관계에는 여타의 다른 중요한 질적

변화들이 발생하 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시절의 관계의 특징이었

던 능력과 이해관계씨 현격한 불균형이 최근들어 보다 균형적이 되었다 를

.및

절대적인 조건에서 한국은 히국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약소국이지만? 상호

의존에 관한 편식의 진전이 이제는 양국대화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미국피 군사적 원조와 차관은 물른 경제원조에서도 벗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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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신에 한국은 현재 GNp의 거의 6 %를 자신의 방위 및 한국내 미

군의 지원에 쓰고 있다. 서울은 또한 l99o년도경에는 6억5천만불의 해외

원조예산계획을 가지고T 보다 더 가난한 국가들에게 해외경제원조를 차공

하는 국가가 되었다 를

작년에 한국은 국내정치분야에서 유례없는 변화를 체험했다. 최근의 치

열한 경합을 보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가 상징하듯이 다원적 민주주의는

마침내 한국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노태우대통령의 행정부의 치도력, 야

당의 입법부주도의 형태를 띤 .정치권력의 분산은 권위주의적 과거로의 복

귀를 방지하는 중요한 보장수단이 되고 있라. 권력? 공유와 정치적 타

협에 관하여 한국은 아직도 많은 것을 배워야지만 하지만? 최근의 연속

된 야당들의 유화적 신호들은 안정적인 국내 정치의 희망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적 개혁은 양국간 동템관계에 두 가지 중요

한 함의를 갖고 있다. 첫째는 현재와 미래의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대화

에 있어서 더욱 자신을 가질 것이고) 따라서 보다 강력히 자신의 의사

를 주장할 것이란 점이다. 둘째는 내부적으로 더욱 탈중앙화되고 국내의

요구에 순응적이 된 한국정부는 정책방안의 시행에 있어 그 힘이 약해질

것이란 점이다 출

국내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진보는 경제적 발전에 의해 도움을 받아왔

다. l98o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은 평균적으로 거의 lo%를 기록하 으며t l986

d " 년과 l987년에는 l2%의 성장을 이룩하 다. 작년에 한국의 G N p 는 l조2

천억불에 달하었고 i인당소득은 3천불에 근접하 다.5) 한국의 경제성장은

95%의 문자해득을을 낳은 의무교육의 실시, 도시화, 산업화) 해외여행기회

의 증대? 정보의 급속한 유통t 그리고 사회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이루어

- 3 9 3 -



졌으며f 이 모든 인화는 각기 그 분야에서 전반적인 정치적 그리고 사

회적인 각성을 고양하는 데 기여하 다 출

한국의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대외무역이다. l987년

서울은 77o억불의 무역수지혹자와 찰무교역을 기록하 다. 당좌계좌혹자는

98o억불을 넘어서기따지 했다.6) 산업제품이 수출의 948이상을 차지하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 중 5o%이상이 전자? 전기 제품? 자동차와 콤포년

츠L? 기계류, 선박? 린철 그리고 기타 금톨과 .화학제품과 같은 상대적으로

정 한 상품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미국과의 .쌍무 교역을 보면, 전후시기

의 대부분에 있어 적자를 경험하다가 한국은 8o년대 들어 의미있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보면 l986년에 미국은 한국의 수출

중 l27o억불을 차지하는 한편 한국의 미국제품수입은 65o억불로 서울은 6 2 o

억불의 흑자를 나타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두번째로 중요한 무역상대

국이며> 한국은 미국의 일곱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 되었다7) 무역과 함께?

미국은 한국의 를외를자의 중요한 목표가 또한 되있다. 예를 들면 삼성?

럭키금성과 현대와 같은 한국의 반도체 다국적기업들은 이미 미국의 다

양한 지역에서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착수하類다. 이와 같은 발전들이 부

분적으로 밝혀주듯이, 경제적 상호의존은 이제 양국관계의 사활적 요인이

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한국의 방위능력의 강화이다. 자신의 방위비를

부담할 수 있는 한국의 눙력은 이미 알려졌다. 군현대화를 위한 서울의
~-t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한국의 군사력은 오늘날 북한의 군사력에 육박해

가고 있다. 한국은 이제 그 군장비부품의 ..많은 부분을 공급할 수 있다.

예를 출면 대우중공없은 자동소총t 박격포? 수류탄발사기에서 2omm 발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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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방위체계(해군전함은 물른 항공기에도 부수작으로 장착할 수 있다)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류의 보병무기들을 생찰하다. 거대한 유조선과 해상시

추대로 더욱 잘 알려진 현대중공업 역시 한국형 M48A5와 xMl탱크 는

아니라 자체에서 생산하는 빠른 속도의 프리기트함정도 또한 생산한다 聲

삼성과 한진그룹은 허가를 받아 F-5E 전투기와 휴즈 5ooMD 헬기를 생

딘 산한다. 한국화약그룹과 풍산금속은 이들 무기의 탄약의 대부분을 생산해

낸다. 이에 장통한 한 관계자는 서울이 "무기와 장비 필요분의 .7o濯까지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눙력이 있다고 평가하 다.8)

한국군의 훈련과 조직에서도 역시 개선이 있었다. 육군, 공군? 해군은

각기 잘 훈련된 장교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관학교를 갖고 있다.

각군은 또한 ? 년 의무복무로 군에 입대하는 훨씬 많은 수의 젊은이 들을

위한 포괄적인 훈련시설을 갖추고 있다. 효과적인 지휘눙력은 베트남에서

얻어진 전투경험을 지닌 광범위한 분야의 고위장교들에 의해 확보되고 있

다. 이 눙력은 연례적인 군사훈련에 의해 주기적으로 시험되고, 더 나아

가 국내와 외국의 민간대학과 연구소에서의 고급교육을 위해 많은 수의

유눙한 장교들을 파견하여 증진된다 출

기타의 요인들 역시 8o년대에 양자간 관계에 향을 미쳤다. 극히 최

근까지도 민족감정은 서울이나 워싱턴 모두에서) 정책은 물른 태도의 형

성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l98o년대 중반이후로 그것은

> - 양자간 관계에 한 요인이 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특히 급진적 학생들과 젊은 세대에서 그와 같은 감정들이 f

민주주의의 원칙과 사회정의를 표방하면서도 서울의 비자유적 정부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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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했다고 비난받는 미국정책결정자들에 의해 행해졌다고 인식된 부정

의 때문에 자라났다. 경제분야에서는 거의 모두 -정부관리, 기업인> 언론

매체> 학생과 여른딘 - 가 워싱턴의 무역압력과 한국시장을 미국상품에

개방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다.

미국에서는? 한국이 M불공정M무역으로 취하고 었는 이익 및 방위에서의

小

"무임승차"에 대한 비난이 최근 몇 년동안 목소리를 높여 왔다. 때로는?

그와 같은 비난은 과장된 비출로 흥분하기도 한다營

예를 들면 최근의 대통령선거유세의 전단계동안에 하원의원 리차드 게파

트의 M4만8천불의 현대"에 관한 논평은 언른매체를 홍분하게 만들었다 출

주한미군에 관해 언급하는 다른 이들은 한국으로부터 미군의 철수는 서울

로 하여금 자신의 방위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 더 군사적인 한국의 망령을 불러일으켜 ,...일본이 자신의 최소한의

방위입장을 수정하도록 강요할 것M이라고 제안하는데 까지 나가고 있다.9)

기존의 지역 안보틀에 대한 미국의 비난자들은 진정으로 그러한 결과를

바랄 수 있을까?

그러나?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의 민족주의적 감정들은 .(구체적인 무역

혹은 안보정책에 대한) 단순한 반감 이상의 필씬 더 복잡한 배경에서

형성된 것이다. 미국에서의 민족주의적 감정은 부분적으로 전세계적인 지

도국의 책임이 미국인의 심리나 재정눙력에 그와 같이 심각해 보이는 부

담을 요구하지 않았던 지금보다 단순한 시절로 돌아가려는 희망을 반 한 -및

다. 부분적으로 그천은 또한 미국을 자신의 대외적 문제 및 그와 연관

된 국내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복잡해지고 있는 해외공약에

및한, 약간은 남만직이라 할 수도 있는 대중적 반대이기도 한다.lo)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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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현재의 민족주의적 감정의 분출은t l9세기 중엽과 말엽에 외국의

침략에 대항하여 한국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실패한 좌절된 민중주의적 개

혁운동의 그것과 유사한 심리적 정서적 반웅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l) 고

것의 현재적 형태로서, 민족감정은 부분적으로 한반도 분단의 정치에 대

한 반동이며?l2 세대를 뛰어넘는 한반도 재통일의 뿌리찰은 _소망의 표출

출 이다. 이것과 뒤린여 있는 것이 난관을 극복한 성취에서 새로이 형성된

한국의 긍지이며 또한 계속 난관을 극복할 수 었다는 낙관적인 .생각이다 출

그러나? 급진적 학생들에 의해 주창되는 이와 같은 종류의 무절제한 민

족주의는 순진한 사람중 제한된 호응자만을 갖고 찰다.n) 한국인의 대다

수는 무절제한 민족주의는 지난 세기의 불행을 초래할 뿐이며) 현재의

대내외적 목표5 국제적 협력과 상호의존에 의해 철씬 더 효과적으로 대

처할 수 있를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II. 대외안보환경의 변화

동맹의 내부적 측면에서의 현화와 함께 전세계적 그리고 지역적인 안보

환경의 발전은 한반도에서의 안보에 중요한 함의들을 던져 주고 있다. 8o

년대의 강대국 정치의 특기할만한 측면은 8o년대초의 범담한 특성이 템전

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고t 역설적이게도 미국과 소련간의 데땅뜨의 재둥

/ . 장을 이끌어識다는 점이다. 유럽에서, 중거리핵무기를 감축하려는 INF협정

은 등서관계의 진전으로 향하는 긍정적인 수단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중동

에서 이란과 이라크의 휴전은 대단히 불안한 그 지역에서 보다 안정적인

상황으로의 복귀의 가눙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아프가니스밭에서 소련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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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lo년간의 .전투 끝에 철수하고 있다. 모스크바는 또한 베트남에게

캄프치아에서의 칸비싼 모험을 종결하라는 압력을 찰어 오고 있다. 중국

과 소련의 냉각된 관계 역시 l98o년대 중반이후 점진적인 '해빙을 경험하

고 있고 그 과정은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營

소련의 최근 경치개혁노력에 더하여 중국에서의 십년간의 경제개혁은 분

명히 강대국간의 친다 큰 협력의 새로운 가눙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 피

국의 개방경제정책은 그의 실용적인 대외 전략과 함께> 지속적인 지역적

안정의 전망을 크게 높여 놓았다.l4) 마찬가지로, .총서기 고르바초프의 l 9 8 6

년 7월 블라보스톡연설과 보다 최근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의 9월 i6일

선언은 그것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국가들과 보다 생산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모스크바의 의도를 나타내는 신호로 간주될 수 있다# 사실? 소

련의 페레스츠로이카노력은 소련의 극동의 성공적인 정제발전에 크게 좌우

되는 것이고> 이는 지역적인 경제협력 없이는 수행되기 어려운 야심적인

과제이다.l6)

8o년대에 미국은, 례이건행정부의 방위에의 집중과 군사력증강에 대한

투자의 의욕으로 소련에 대한 그의 자신감을 회복하 다. INF협상의 승

리가 가져온 박관주의가 부분적으로 아시아에 파급되고T 미국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 비슷한 신뢰구축과 위험감축방안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하

도록 허웅했다는 사실은 의미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직은 아시아에서

소련의 의도를 경피의 눈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은 아시아의 수안
.7

보와 안정성에 대한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는 그의 수사의 어조를 상당히

낮추었다. 전반적으초 보면) 난폭한 경쟁의 완화 및 세 강대국 모두에

의한 개방적 자세의 정립이 8o띤대 아시아의 대체로 평화로운 환경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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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다.

이러한 고무적인 배경에 반하는t 북한의 돌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과 더불어 일본의 미래의 전세계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위치에 관한

불확실성이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안정성과 평화에 대한 걱정거리로 .남아

있다. 미래의 일본의 진로는 의문에 덮여 있다. l945년 이후의 시기에

일본은 대단한 성장을 하여 세계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고t 평화적인 국가

로 변모하 다. 일본의 전후 헌법은 그 정통성이 더글라스 택아더의 허

가와 소화천황에 상당부분 근거하고 있으며 일본의 선린대외정책노선을 확

고히 하고 있다. 소화천찰사후에 일본의 <<정화f'헌법근 재해석될 가눙성 이

매우 높다.

아바 더욱 근본적인 수준에서t 일본은 이미 상당기간 일본의 역사적

기록을 수정하는 과정에 관여해 왔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수정에 대한

대단히 격렬했던 논쟁은 서울과 때이징의 우려를 높 고 일본에 c대한 비

판자들의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 다.l7) 물른 일본의 수정주의는 과거의

.군국주의적 기록을 극복하려는 일본인의 소망의 자연스런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전후 자신의 성취에 대한 일본의 정당화될 수

있는 긍지의 예상된 결과이다. 그러나y 다른 한편으로 2o세기 전반에 일

본의 공격에 저항했던 한국과 중국? 그리고 싱가폴 같은 국가들에서는

그 경험의 아직도 쓰라린 기억이| 과장한다면T 뉘우치지 않고 다시 군사

/ " 화된 일본에 대한 공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일본의 미래의 진로를 둘러싼 의문들은 북한의 필씬 더 불.확실한 미래

와 비교할 때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다. 외국인 혐오적 행위와 김일성

정권의 압제적 전체주의적 셩격을 제외하찬는 한반도의 북반부 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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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체적인 조건들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r 8o년대에 북한은 더

욱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같은 나라가 되었다. 증국의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과. 대조적으로> 그리고 역시 소련에서 글라스노스트 출책과도 대조적

으로t 북한은 아시아의 새로운 긴장활화 분위기에 의해 생겨난 기회를

이용할 눙력이 없거나 혹은 그럴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의하면> 평양은 경제의 정체문제에서부터 아직 ? '

해결되T 않은 권력를계에서 발생한 내부의 정치적 긴장에 이르기까지 여

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의 지명된 후

계자의 지위는 지금 당장은 안전해 보이지만?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과거

경험은 그의 장기적인 정치적 존립의 전망이 특별히 밝은 것은 아님을

암시한다.l9) 국제적으로 평양은 국제적 위신과 향럭에서 서울에 한참

뒤져 있다. 평양이 스스로 강요하고 있는 고립은 점점 불리한 조건이

되어 가를 있다. 서울은 외교적 경쟁에서 는서 있으며? 평양의 l犯개국에

대해 ll8개국의 승인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향력의 실제적 차이

는 공식적인 정부 대 정부간 채널을 벗어난 서울의 광범위한 접출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서울의 광범위한 전세계적 기업망과 국

제적 공동체와의 광범위한 스포츠) 문화? 그리고 과학적 연계에서 그 격

차는 충분히 드러난따.

그러나? 최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천양은 박강한 군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 왔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북한의 병력 ''<

출자를 l천9백만 인구 중 8o만 이상으로 추산하 다.2o) 이 병력을 유지

하는 비용은 출한경제에 대단한 부담이 되어 왔다. 게다가? 이 부담은

앞으로 필씬 크고 때전히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서울의 경제적 눙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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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하는데 있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평양은 어리면 서울

이 단지 그 G N p의 6 8 를 방위에 사용하는데 맞추기 위해 자신의 G N p

의 3분의 l 흑은 그 이상을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평양의 비현실적인

주체이념의 결과인 북한의 자급자족적 경제는 서방과 동구권 채권자f에게

진 상당한. 외채로 인해 더욱 곤란해 질 것이다. l984년에* 북한이 서방

> _ 의 재정기관에 진 외채는 이코노미스트지에 의하면> 소련의 소식통이 소

련의 북한에 대한 차관이 35년간으로 재조정 되었다고 최근 지적했지만?

23o억불로 추산된다fl)이와 같이 자신의 이념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장애에

.갇혀서> 북한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t 그 보호국인 중국과 소련을 따

라가지도 못한 채 머물고 있다. 오늘발의 평양은 자신의 동템국들로부터

포기될 공포? 서울과의 전략적 경쟁에서의 패배의 공포> 그리고 근본적인

좌절의 원망에 사로 잡혀 있다. 그러나> 평양에 대한 압력은 이 지역의

안정성을 바라는 이들에게 작은 리안밖에 되지 않는다.

점증하는 고립과 포위되어 있다는 의식? 그리고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

에 의해 재난적인 행동을 극던적인 처방으로 선택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譽

III. 한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을 위하여

증대되는 평양의 열둥감은 휴전선의 다른 쪽에서 미묘한 파워게임에 연

관된 두 주요한 행위주체인 남한과 미국에게 각별히 염려스러운 것임에

./" 틀림없다. l99o년대틀 맞이하면서 서울과 워싱턴은 과거정책의 성공여부를

돌아보고t 이것에서 북한에 대한 양보조치들을 시행할 자신감을 발견해야

한다. 그와 같은 양보가 북한의 압력이나 그 릿가로 평양이 내놓을 것

에 대한 카장된 기대에서 나올 필요는 없다. 그것들은 비록 지연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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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북한을 아시아에서 등장하고 있는 협력적인 지역적 장치에 보다 긴

하게 톨어 놓을 파정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이해에 기초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다 외부세계와 상호의존적인 북한은 훨씬

벌 불안정하고 더욱 많은 구속을 받은 행위주체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은

미국과 한국 혹은 그들의 동맹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의 유지에 기득권을

거의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서울과 워싱턴 모두는 평양의 협력적 _o

행동을 고무하는 새로운 동기유발요인과 보상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정된 개입전략을 향한 첫 조치들은 남한에서 나와야만 한다. 이 점

에 있어서f 김일성주석과의 무조건적인 대화요청을 포함하고 있는 노태우

대통령의 최근 일련의 대북제의들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중요한 출발을 이

루고 있다 營

l987년 ll월의 북@요원애 의한 남한항공기폭파사건 이후 실시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역과 여행제한조치를 워싱턴이 적절히 환화한 것이 또다른

출발점이 되고 있다. 북한은 아직 남한의 유화적 자세에 긍정적으로 반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의사전달채널을 열어 놓

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다. 평양은 중국과 소

련의 개혁경릴과 북@에서의 비슷한 개혁의 잠재적 함의 때문에 깊이 J l

민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북한은 내부적 개혁과 고립의 완화에

있어 두 보호국보다도 더욱 조심스러울 것이다. 남한이나 미국은 모두
-\.

이러한 공포를 조장하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되며, 평양의 현재의

대내외적 어려출들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출

평양의 극단적인 意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더불어? 서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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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현은 지난 십년간에 발생한 변화들에 비추어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

의 현실적 수준을 재평가해야 할 때이다. 그 위협을 억제하는 기존의

구조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울과 워싱턴은 북한의

요구들을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오래동안 주장된 북

한의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전제조건은 한반도에서 인군의 철수 다 聾

를. 과거에 이 주장은 북한의 우세한 군사력과 또한 북한의 호전적 태도에

근거하여 당연히 거부되었다. l976년의 판문점도끼살해사건을 포는한 수많

은 북한의 국경도발사건들은 평양의 평화적 의도에 대한 주장에 신뢰를

거의 제공하지 못했다. 더구나 그때는 북한과 남한피의 전반적인 군사적

경제적 눙력의 균형이 여전히 북한에 유리하 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균형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남한쪽으로 기울

고 있다고 주장할 정도가 되었다.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의 경제력을 압

도하며 군비면에서는 여전히 북한이 수적인 우세를 점하고는 있지만?. 남

한의 군사력은 이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 주한미군은 안

보의 추가적인 M여분"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억제에 대한 주한미군의

기여는 그 실제적 전투력(결국) 보병l개사단과 공군 및 병참지원으로 축

소되었다)에서 보다는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취하는 확고한 정치

적 공약에서 더욱 크게 유래하는 것이다.a)

지금이나 혹은 가까운 장래가 북한을 시험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小- 다시 한번 남한은 주한미군의 수와 역할을 축소하는 계획을 진행시킬 태

세를 보이는데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남한은 현상태에 대한 변화가 일

어나는 것을 언많게 인식하는 입장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 현상태는 무

장된 평화를 지켜왔지만) 이것은 결코 북한과의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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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런 대체물은 되지 못해 왔다. 그와 같은 만족스런 상태는 현실적

인 조건을 뛰어 ii3는 예견력을 지닌 정치적 수환과 남북간 경쟁의 구도

에서 .남한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부담할 때에만 실현가는하다. 과거에는

외부적 압력과 국네적 취약성 때문에 남한이 그러한 위험부담을 시기상조

라고 느했다면> 남한은 오늘발 북한에 대한 약간의 대결 완화조치를 숙

고할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 만약 그런 행동을 선택한다면t 한편으로 -?

는 베이징이나 모스크바 어느 쪽도 북한이 과거의 공격적 형태로 복귀하

는 것을 특별히 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조치가 중국차 소련에 대한 서울의 외교에 유동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에 의해 고무천 것이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t 워싱턴이 방위

부당문제에 관해 단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자제한다면> 남한의 군사분

석가.들은 자유롭게 더욱 중요한 과제인 미5철수에 관한t 그리고 그 절

차에 관한 문제에 집중할 수 었을 것이다. 현명하게 시행되면 그와 같

은 감축 자체로 미국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23)

이에 더하여? 미국글 단순한 철수계획에 협력하기 보다는 군사력감축계획

에 협력함으로써 인한입안자들에게 귀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t 소련과의 린뢰구축과 긴장완화 노력에 미국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동북아시아지역을 포함시키도록 그를 확대시켜야 한다. 만약 미국의 지도

력이 동유럽과 서방을 나누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는 진전을 이
" y

를 수 있다면? 비5한 지도력이 아시아에서 똑같은 진전을 성취하지 못

할 이유가 없라. 관국문제에 관한 미국과 소련의 협력은 서울과 평양이

그들간의 차이를 만이려고 느력하는데 긍정적인 배경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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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로> 미국은 안보문제와 무역문제의 연계를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현재의) 미국에 대한 남한의 흑자가 양국간의 감정적인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t 어떤 및가를 치루더라도 '안

보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되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 우리는 이미 .카터행

정부시대에 비록 타당한 목적을 지닌 것이었지만 인권문제가 어떻게 초기

y
의 철수계획을 정치문제화시키고t 좋지 않은 안보결정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선례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외부적 공격에 맞서 남한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정치적 공약을 일정하게 . 유지한다면> 이는 남한이 북

.한.과의 광범위한 평화협상과정에 착수하는데 부수적인 자신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남한과 미국의 함께 다가오는 9o년f를 맞는데 있어> 두 동맹국은 상

호간에 그들의 공약을 재확인해야하며T 그들의 정치적t 경제적> 그리고 안

보상의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한다. 안보의 핵심적 역에서

양측은 모두 공격에 대한 준비태세를 강화시킴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역에서 외부의 위협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 서울과 워싱턴은 지금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정치적 협력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구조에

평양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끌어드리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방위비부담

문제 및 한국내에서의 군사기지의 재배치 그리고 대안적인 지휘권 협정에

小~ 관한 논쟁은 나름대로 유응한 것이지만t 분명한 목표없이는 이들 변화는

잘해야 부분적인 해결책에 불과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것이 되고

만다. 9o년대의 한미동템의 목표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에 대한 또 다

른 구도를 설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남북한 갈둥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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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분명한 노력과 남북한이 재통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평화적인 지

역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어야 한다.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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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재결합 *

한국에의 시사점

다니벨 l. 오키모토

5U 1U I 행정부 하에서t 미국과 일본의 상대적인 힘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동이 일어났다. i98o년 이래> 일본은 M일본 제일주의f'학파의 .지자들에

의해서 예견된 수준을 필씬 넘어서 그 경제력을 확장시킨 반면에> 미국

은 3 경제력극 놀라우리 만치 위축되는 것을 보아왔다. 상대적 힘에

있어서 극적인 이동의 한 지표로서 상품 무역의 대차대조표틀 보자 : l98o

년에 미국은 25o억딸러의 다자간 무역. 적자를 린는데> l987년에는 l>5oo억

이라는 전례에 없는 액수로까지 뛰어 을랐다. 반면에 l98o년에 6o억불의

무역 흑자를 識던 일본은 i987년에 이르러서는 l>ooo억 이상으로 무역

흑자틀 중가시理다. 이러한 다자간 경향.은 미국과 일본 간의 양자간 무

역 수치에도 반되어 있다:i98o년에 별로 대단스럽지 많은 6o억불의 무

역 불균형으로 시작했던 것이 8년도 못되어 6oo억불로 증가했다.

이러한 무역 통계 수치가 그도록 주목올 피는 이유는 이 수치가 국가

의 경쟁력 및 장기적인 경제적 활력의 근저애 었는 근본적인 사항들 -

저축 및 투자출> 생산성 증가 수준l 자본 유동의 양태- 내의 주요한

차이에서 나온 발생를을 반해 주기 때문이다. 미국이 쇠퇴한 것은 바

j-

로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에서인 것이다. 미국의 저축출은 가처분 소득

의 7.3 ?K 수준에서 4濯이하로 떨어졌는데> 이 수치는 일본의 저축출(l6濯)

보다 네배나 적은 셈이다. 낮은 저축을때문에t 미국은 엄청난 예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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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88년에는 l>ooo려에서 lf5oo억달러로 추산되었고> 지난 수년간 걸쳐 누

적된 것은 2조5천리딸러로 추정된다. 이는 l98o년의 누계인 9?i4o억달러의

두배이 다- 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엄청나게 돈.을 빌어야만 했

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의 높은 저축출은(l986년의 68o억딸러에 달했고

누계 l조 달러에 달한)엄청난 회계. 적자를 충당할 수 있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애 대해서 매년 6oo억에서 7oo억에 이르는 많은 액수

의 금액을 벌려 줄 수 있게 해 주었다. 미국의 방만한 지출과 많은

외국으로부터의 부치는 미국을 하를방 사이에 역사상 세계 제l의 채권국

가에서 세계 제l의 채무 국가로 바꾸어 터렸다. i982년에 미국은 i>5oo억

찰러에 이르는 순f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l987년에 이르러서는

외국 부채의 수렁에 깊이 빠져서 갚아야 할 순수 해외 자산이 4f2oo억

달러에 이른다. 그 동안 일본은 loo억딸러 정도의 매우 적은 순수 해외

자산에서 l988년에는 3>ooo억을 '필씬 넘어서서 미국의 최고 기록인 l>5oo

억달러의 거의 두 배가 되었다. 다른 어떤 지표보다도) 이러한 갑작스러

운 위치의 전도는 그 동안에 나타난 힘의 이동의 크기와 역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보통 시민들에게zt 미국의 힘의 급격한 쇠퇴가 분명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미국 경제 문제의 심각성은 높은 차용출과 소비율에 의한 번

의 거품들에 의해서 포장될 지도 모른다. l98o년 이래 미국은 매년 3齋 를

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이는(특히 규모의 차이에 대해서 대수적

인 조절을 할 경우에) oEcD 국가들 가운데 활력을 보여주는 쟁창력인

것이다. 미국 경제는 그 눙력의 8o濯 정도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l98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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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상향 추세이며> 실업은 l98o년에 근로인구의 8濯 수준에서 l988년

에 6濯 정도로 떨어졌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들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미국 경제가 현재 8년 전보다 필씬 나은 상태에 있다는 환상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미국 경제는 절씬 나쁜 상황에 처해 있다. 번

) 의 물거품은 미국의 신용거래를 위험한 한계에까지 놀이는 및가로 나타

난 것이었다. 정부의 적자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했다. 이러한 '전망은 주

식인수를 통한 기업합병이나 혹은 단순한 적대적 인수의 위협이 jink-bond

.의 .확대나 법인대차의 쇄도로 이끌고 있는 사적 t문에 있어서도 마찬가

지로 밝지만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신용거래에 의한 가계 지출의 증가

는 염려스러을 수준으로까지 확장되어> 부채는 미국의 미래에 검은 그림

자를 드리우고 있다. 조만간 지출의> 즐거웠던 한때는 끝이 찰 것이다.

단 한가지 문제는 M부드러운 착지M가 있을 지의 문제이다. 어떠한 것이

있었든지t 미국인들은 그들의 눙력범위 밖의 근 lo년간의 삶이 가져올

결과를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 결국 오고야 말 결산의 발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실제 생활수준의 상당한 감소를 받아들이게플 강요할 것이다.

미국 경제 쇠퇴의 한 표현은 달러를 엔화의 현실 가치나 를더 맞추어

보려고 시도되어야만 했던 일련의 달러화 평가절하에서 분명해 진다. 레

이건 행정부하에서) 미국 정부는 엔화가 달러화와의 관계에 있어서 강화

t-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일본이 수락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l985년 이래

딸러화는 l딸러당 24o엔의 활율에서 상시 저가인 l4o엔의 환을로 떨어졌

는데 이는 5o濯의 급격한 평가절하이다. 엔화와 달러화간의 찰율 변동은

양자간 무역 불균형을 수정하는 장기적인 경로를 달릴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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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행하게도T 이러한 목적은 성취되지 않은 채로 있다. 미국의

대일본 무역 적자는 떨어지기는 커념 일곱 혹은 여릴 배로 뛰었다. 이

러한 경험이 드러내 보여 주는 것은 환율의 조정만으로는 .대규모이며 지

속적인 무역불균형이 제거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존의 조정에서 매우

달라진 환출의 재조피이 필요한 반면에> 이는 예산 적자의 감소t 저축율

증가> 생산 수준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보다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일부 피

분이 되어야만 한다. 단지 환을에만 의존함으로써 레이건 행정부는 부시

내각에 대해 자신들이 8년 전에 계승한 것 보다 필씬 더 글 무역문제

를 떠넘겨 주었다.

사실 평가 절하 정책은 미국의 누적된 적자를 심화시켰으며> 미국의

경제적 지위를 하락씨켰고) 일본의 재정적 힘을 매우 강화시켰다. 엔화의

급격한 5o濯 평가 절상은 미국내의 유형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서 보다

저렴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 결과? 딘본의 해외 직접

투자는 증가했다. 누계 총액으로는, 1,500억 달러에 근접하며? 이는 l98o년

의 총액의 2배 이상인 것이다. 총액 lf5oo억달러의 약 3분의 l이 미국내

의 부동산? 건물> 공장 설비? 그리고 기타 유형자산에 투자되었다. l986년

이래? 일본은 또한 씨국 회사의 획득에 매우 적극적이 되었다. 일본은 2 5 o

개의 외국 기업을 장악하는데 l5o억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이들 기업가

운데는(파이어스토운 이나 고울드)같이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것들도 있다.

비록 미국외의 일본의 누계 자산이 국의 그것에는 필씬 못 미치지만

( 국은 해외 직접 투자에 월씬 오랫동안 적극적이었다) 일본이 국을

제치고 미국내의 최대 해외 투자가가 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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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레이건 헝정부의 를화정책의 다른 한 바리인? 미국의 높은 이

자출은 일본 자본이 미국 국고 증권) 주식t 기타 증권 같은 재정도구

내로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흘러 오게 하는 효과를 가졌다. 매면 일를은

미국 정부가 그 부채틀 상쇄하기 위해 발행하는 장기 국고 증권의 약

3 o 5 B 정도를 사들이고 있다. 작년에 일본은 미국 채권 약 6oo내지 7oo

仁
억달러를 사들 다. 일본은 또한 l9o억딸러 가량의 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래 물량으로 보면? 일본인들은t l98l면의 불과 犯o억달러에 비

교하여 볼 때? l986년에는 2&6,000억달러에 달하는 외국 유가중권 교역에

참기했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 은행들은 미국의 소.매 은행 업무의 모든

자산 가운데 약 lo齋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매우 현실적인 의미에서

보면 미국은 .그들의 회계 부채에 쟈금을 조달하고T 환을을 @왜하며) 미

국 번 의 물거품이 터져 버리지 않게 하는데 일본 자본의 지속적인 유

입에 크게 의존적이 되었다.

II. 재정 수단

상대적 힘에 있어서의 이동과, 일본 자본의 대규모 유입에 대한 미국

의 의존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구조를 변화시켰으며? 일본에 대한 미국의

통제 수단을 약화시켰다. 미국과 일본의 동템은 이제는 더 이상 명백한

r 힘의 불균형에 근거한 "상급자.하급자"의 관계가 아니다. 이 관계는 이

제 보다 균둥한 힘의 국민 경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상호 의존의 동맹이

다. 미국은 더 이상 일본에 대해서 압도적인 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사실 일본은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재정상의 지렛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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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새로운 자본 수단은 잠재적으로 매우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는 미국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서술펀 수 있다.

이른상 일본은 다淸한? 부드럽거나 혹은? 과격한 방식에 의해> 미국정부

에 엄청난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은 미국 국고 증권의 지

속적인 구입을 거부f거나 소량 구입을 결정함으로써 이자율이 치솟게 할

수 있다. 혹은 일綠은 그들의 대량의 은행 잔고를 거두어 들임으로써

미국의 은행을 고통속에 몰아 넣을 수도 있다. 일본은 또한 대량의 미

국 주식을 월 스트리트에 풀어 놓음으로써 보호 구역 입법에 대해 보복

할 수도 있다. 일를은 엔-달러의 환율을 재조정하자는 미국의 압력에

협력할 것인지 흑은 저항 할 것인지를 선백할 수도 있다. 일본은 아마

미국내의 투표자들이 투표장에 가기 6개월 혹은 7개월전에 미국 경제에

유입되는 자본의 양을 변화시킴으로씨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향을

히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출

일본이 미일간 반도체 협정을 준수하지 못한데 대한 별칙으로 공식적으

로 선언된t 3억달러 상당의 소비재 전자제품에 대해 레이건 행정부가 loo

濯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서? 일본은 미국정부의 국고 증권의 l987년 5

월 경매를 보이코트 하자고 떠들석했다. 이러한 보이코트의 위협은 저당

에 대한 미국 이자을을 2포인트 상승시천으켜 연방 준비 은행장인 폴

볼커는 일본 자본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단기 이자출의 인상을 위한 지

원책올 동원해야 했다. 일본의 관방 장관인 미야자와 키이치에 의한 촉

구에 의해서 일본인들은 마음을 바꾸고 뒤늦게 경매에 들어갔으나f 그들

이 일상적으로 하던 것보다 적은 양을 사들 다. 이는 장기 채권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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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이익 배당을 8 포인트 상승시켰으며 블과 3개월 전에 실시된 경매보다

l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때일에 가려진 보이코트 위협을 하고> 경매에 들

어 가지 않는 동안 ll개월을 기다리고t 그리고 그 후에 정상치보다 씨

게 사들임으로씨t 일본인들은f 부당한 일본 타격이 발생할 경우 z들이

미국에 대해 상당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점을 납득시줬

L 다.

물른) 대량의 자본 유동을 통한 수단이 양날의 검이라는 점피 이해되

어야만 한다. 일본은 이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만약 일본이

이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자신들의 재정적 이익에 대

한 희생이 미국에 입힌 피해와 같거나 절씬 더 를 수도 있는 것이다.

양국 경제가 9어별 수 없을 정도로- 고여 있기 때문에> 재정위기의 여

파는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경제가 불황을 겪는다면

일본과 전 세계가 그 파장 효과를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일본

이 그들의 돈을 거두어 들인다 할지라도? 일본은(미국 이외에서는)돈을

가져갈 곳이 없다고 미국의 지도자들은 또한 믿고 있다. 어떠한 다른

금융 시장도 과도한 일본의 저축된 자금을 흄수할 만큼 넓지 않다. 비

록 이러한 믿음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과장

일 수 있다. 채냐하면) 일본의 자본이 다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대규

모 자본 시장이 런던과 홍콩에 있으며f 일본과 기타 아시아 지역에 광

범위한 투자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붙구하고 미국이 .단일 시
小

장으로는 가장 큰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별 매

력적이라면 일본이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일본의 가장 큰 이익이 되

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일본국내에 투자하는 것은 부동산? 유가 증권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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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타 자산 등에 있이서> 인플레를 유발하고> 사회적으로 .파괴적이

며t 위험한 투기의 상승 곡선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의 유동을 조작하는 것은 또한 관찰상이나 일본 은4이 금응 부문

을 철저하게 장악하고 있으며 사적 부문의 대투자가들이 수도꼭지를 열었

다 할았다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사

실에 있어서> 대규친기관 투자가들은 정부의 지시로부터가 아니라 은행의

신호로부터 단서틀 얻는다. 명백한 시장력에 거슬러 움직이도록 이들을

동원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의심스러운 가정이기는 하지만> 관방상이

그러한 명령을 별 용의가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금응부문은 너무나 많은

자을성과 힘을 획득했기 때문에 정부지시에 기꺼이 동의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금융상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바

에 대해서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금융력

은 최소한 미국의 독자적인 행위에 대해서 효과적인 심리적 억지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금웅상의 행동을 암시하는 것만도 미국

의 결정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한 것인지 모른다. 자제력과 기술만 가지고

이용된다면> 이것은 결정적이고 국가적인 중요성을 갖는 선택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결과에 생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다. 새로인 획득한 잠재적 향력의 연원으로써 일본의 금융상의 힘은

양자간 세력 균형이 지난 8년간에 걸쳐.서 일본의 방향을 얼바나 멀리

움직여 놓았는지를 천명해 준다.
호

<원조? 무역? 기술적 수단>

자본이 일본이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연원인 것은 아니다.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또한 원조> 무역 및 기술에서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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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987년에 일본은 거의 8o억달러를 해외 원조에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3o

억 가량이 아시아 지역에 투자되었는데> 이에 의해서 일본은 이 지역에

서 최대의 자금기부자가 되었다. 예산상의 제약때문에 미국의 해외 원를

가 떨어져 감에 따라? 미극 정부는 이러한 불황을 때꾸기 위해서 점점

더 일본에 의지하게 되었다. 자신들이 강력한 경제적 이익을 지니고 있

는 지역에 대해서만 원조해 주고? 이러한 원조틀 일본 상품의 구업에

연계시키던 옛 관행과 대조적으로> 이제 諒본은 이집트나 필리편 같이

서방에 대해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이러한 연계성이 없는 공공 개발 원조(oDA)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국제 연합과 같은 파국적 기관을 통해서 아프가니스찰이나

이라크 같이 전쟁에 의해서 황폐화된 나라에 대해서도 자금을 분산하고

있다. 군사비 지출올 확장시키지 않고 있다고 격렬히 비난받고 있는 일

본에서는t 이러한 해외 원조 계획의 쟁창은 가람해야 할 당연한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M무임 승차자"라는 비찬을 피하게 해주고? 골치거

리인 경제 문제의 환화에 도움을 줌으로써t 정치적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본은 자신의 국가 안보를 높이는 것이

rt.

일본이 그러한 엄청난 금융 눙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도자들은

미국과 일본의 원조 노력을 조정하려는 방식을 찾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

다. 이러한 조정에 의해서 최고의 우선권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양 동

템국이 그들의 자원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은 의미가 있다. 이

렇게 찰성화 규모의 경제는 이 양대 동맹국으로 하여금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준다. 점점 더 금융 눙력이 가속화 되면서t 일본은 제3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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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국들에 대해서 활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미국에 대해서도 그

향력을 넓혀 가고 있는 것이다. 비록 미일간의 무역불균형의 규모가 깊

은 갈둥을 유발하 치만? 양자간 무역의 분량(작년에 l?2oo억을 초과하 다)

은 경제적 상호 의존이라는 견고한 구조틀 야기했다. 이는 또다시 논쟁

의 여지는 있으나t 미국의 가장 중요한 단일 동맹국으로서의 일본의 지

위를 공고화시됐다. 지난 수년간 그러한 많은 양의 무역관계를 수립하면

서 미국은 DR A M (法은 집적도의 반도체 기억장치의 일증)과 같은 고품

질> 가격 경쟁적인 중간재의 공급을 일본에 의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

급이 없으면 를퓨터 생산회사와 같은 end user 산업을 위한 생산은 상

당히 느려질 것아떠t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에 원가가 너무 오를 것이다.

미국 국무성은 군사용 하드웨어의 주요 소전자부품에 대한 군사적 의존

에 대해 특히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성의 염려는 공급 중단 가눙

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연관된 전통적인 손비틀기는 아니다. 오히려

염려는 일본에 대해 첨단 기술 수준에 있어서 경쟁적 우위를 상실하리라

는 필씬 고통스러운 악몽에 관한 것이다. 기술적> 무역적 지도력의 상실

은 서방 동템의 지도자들에게 가공할 만한 것이다. 특히 미국은 화력에

.1
있어서 소련의 우위를 상쇄시키기 위해 기술적인 우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혁신자와 무역상의 경쟁자로서의 일본의 둥장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해서 잠재적으로는 중요한 시사점을 가져오고 있다. 기술적인

우위에 있기 위해서 미국은 공정상의 노우 하우> 신소재 및 초전도물질 린

같은 분야에서 일본으로부터 이중 목적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발견해야만 한다. 인본이 광범위한 seminal technology 에 걸쳐서 개척

해 나가고 있기 매문에? 국방성은 최신 무기체계에 장치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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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데카니즘을 찾고 있다. 기술분야에서 소

련에 대해서 몇년을 앞서 있어야 한를는 절박한 요구가 최고의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기술에 대해서 점점 더 의존하게 .된

다는 것은 반도체? 수퍼 콤퓨터> 광전자학? 텔레코뮤니케이션> 기계장비 V

G 레이져) .그리고 생명기술과 같은 다양한 고도 기술 분.야에 대한 일본의

L
무역상의 침략의 속도 및 역에 반 되어 있다.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f

일본은 미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고도기술 분야의 각 역에서 무역 상의

경쟁에 돌입한 유일한 국가이다. 일본의 놀랄만한 무역상의 성공이나? 보

다 '깊숙한 침략의 가눙성은 무역 및 기술상의 지트자로서 미국의 지위에

대해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만약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은

아마 합작투자.나t 직접투자? 상호특허사용 .계약 둥을 통하여 보다 큰 양

자간 협력올 촉진시키거나> 정부 원조? 보조t 혹은 직접적인 보호를 제공

하도록 강요할 지도 모른다. 아마 이 두가지 조치를 다 취해야 할 지

도 모른다. 어떤 경우가 되었던지t 고도기술 분야에 있어서 일본의 진전

은 국가 안보상의 고려가 순전히 무역상의 거래와 점점 더 일혀 들어

가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복합적 상화 의존 시대에 군사나 무역상의 행위간의 경계는 분리시키기
<

어려워졌다. 여기에서 다시f 일본이 일둥 경제 강국으로 부상함으로써 야

기된> 미일관계의 점중하는 복합성을 보게 된다. 국제적인 자본 유동 분

.小 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조 교역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일본의 성장은

미일간의 유대를 복잡하게 만든다. 한편에서는 힘의 이동이 보다 큰 갈

둥의 위험을 제기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는 보다 제고된 협력

의 기치를 제공한디 이 모든 가눙성의 분야에 있어서 미일관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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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다 많은 갈둥과 협력의 정도를 보게 될 것이다. 회망적인 것은

경제적 상호 의존의 증가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상승함으로써

양국은 모두 그들의 국가적 차이를 풀어 보려는 결의를 출화시킬 것이다.

유일한 문제는 이 두개의 정치 체계가 반드시 미래에 놓여 있을 일련의

위기와 충격 및 긴장출 헤쳐나갈 할력49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피

명백히 미일관계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 들었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가

한국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 이제 이 글이 다루어갈 주

제이다.

III. 한국에 대한 시사점

미일경제 관계의 를국에 대한 점중하는 중요성은 한국에 대해 광범위한

시사를 가져온다.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것은 동북아시아가 미국의

미래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의미한다.

라틴 아패리카를 포함하는 태정양 지역 개념은 미국내에서 많은 논의의

주제인 반면에? 태템양 지역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은 일본? 한국? 대만,

흥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이다. 이

는 또한 중요하며 성장하고 있는 경제체들인 아시아국가연합(이하 ASEAN)

소속 국가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미국이나 일본

에 대해서 경제적인 상초보찰성의 논리는 A s E A N 집단을 보다 더 큰 U

경제적 상호의존을 형성할 특별히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만약

현재의 장애물이 해체된다. 보다 생명력 있는 AsEAN국가들을 두 개의

지도적 산업 경제체와 연계시키는 자연스러운. 노동 분화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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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로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일은 기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

떠한 사건보다도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보다 큰 의미를 지별 것이다.

수십년 동안 일본의 지도자들은 태평양 지역 공동체 구상에 관해서 .논

의해 왔다. 이러한 논의에서 나온 결른은 거의 없지만? 어떤 증류의 경

U 제 공동.체를 만들어 낸다는 구상은 7속되고 있다. 를럽경제 .공동체와

f. 같은 접한 지역적 통합을 개발해내.는 가눙성은 먼 장래의 경로이다.

그러나 아시아의 자본주의 경제체들이 상호의존의 보다 접한 漆계 속에

모인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한 관계내에서 일본은(그 이하의

.정도에서는 미국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위치에 .있을 것이다. 사실상>

그 역할은 아시아 국가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보다 지때적인

성격을 떨 것9로 판명이 된지도 모른다.

그 궁극적이 모양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본은 이 지역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눈에 띄이는 존재로 부각된다. l988년 3월경에 일본의 회

사들은 거의 14,000건의 투자를 했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266억 58oo만딸

러에 이른다. 인도네시아t 홍중> 싱가포르? 한국 등이 수혜자 명단의 첫머

리에 오르고 있다. 26o억달러는 52o억달러에 이르는 북아메리카 해외투자

숫자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수치는 유립에 투자되는 2lo억 딸러

보다 큰 것이다. 그리고 제조품 설비 분야투자만 따로 떼어서 보면) 아

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수치는 북아데리카의 l4o억 달러t 라틴 아데리카

U 의 49억 달러> 유럽의 33억 달러에 비교해 볼 때t ioo억 달러이다. 일

본은 아시아를 바라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생산시설의 점점 더 많

은 부문을 이 지역에 집중시키고 있다. 점점 더 아시아는 일본의 하도

급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모른다. 일본으로부터의 자본) 기술)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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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관리상의 느하우t 그리고 상품의 흐름은f 일본을 지역적 노동분과에

근거한 보다 광범위한 관계 속에 연계시킬 것이다.

보다 발전된 산업 및 기술상의 내부구조와 국내시장의 규모에 근거해

보면? 한국은 일본의 자본 투자에 대한 가장 큰 잠재적 대상을 제시한

다. 그러나 다양화된 산업 근간덕분에> 한국은 일본의 아시아 하청업자의 f

J
망속에 떨어질 것 찰지는 않다. 또한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일일본의 자본) 기술t 관리상의 노우 하우에 의존할 것 같지도 않다. 왜

냐하면? 한국은 7 자신의 것을 만들어 별 보다 큰 눙력이 있기 긴문

이다. 자본과 기술을 결합시키는 것을 요청하는 정도에 따라 한국은 일

본? 미국 유럽이 제찰하는 것 가운데에서 선택하기에 보다 좋은 위치에

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약화시키에 충분히 다양화된

자원을 보유할 수 親다.

그러나 이러한 내상이 한국과 일보간의 경제적인 유대가 기타 아시아

.국가와 일본간의 경제적 유대보다 릴 광팀위하고 급속하게 쟁창하지 않으

리라는 것을 의미하 2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않된다. 그 반대로> 아시아

의 가장 역동적인 경제집단으로써 일본과 한국은t 다른 아시아 국가와

일본의 거래보다> 아마도 결씬 더 빠른 속도로 자본> 무역 및 기술의

양자간 유동을 증가시켜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상호의존

은 다른 것 같다. .때냐하면 한국의 경제는 예컨대 인도네시아보다는 일

본과 더 비슷하기 매문이다. 지글 현재로는 한국은 그 산업발전의 단계 U

의 견지에서 일본과 보다 더 접하게 되어 있다.

이는 결국 한국이 별 종속적이며* 하청계약이나 하부적 관계에 별 묶

일 것이며? 일련의 산업에 걸쳐서 동둥한 관계에서 일본과 보다 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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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약간은 잘못일 수 있는 유추의 위험을

감수한다면> 이제 다가오는 한일관계는 일본 .대만 관계보다도 더욱 미국 출

일본의 관계를 할고 있다. 즉? 이것은 한편에서는 상호보완성> 협력 찰방

적 이익과 다른 한편에서는 경쟁과 갈둥과 제로설적 희생의 복합적 흔합

t. 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 관계는 확실히 다른 어떤 아시아 국가와 일본의

관계보다도 미일간의 축에 따라 발생하는 내용에 의해서 상당를 정도로

향을 받을 것이다. 만약 비난) .압력> 상호 타격의 악순환과 .선택적인

.보호조치가 미일간 상호관계에 있어사 지속적인 양인가 .된다면> 한일관계

의 앞날에는 긴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쿄와 와싱현의 지도자들은

상호악순환으로근터 나올 수 있는 방및들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무역

분야에서 갈둥해결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에 불만을 느편 일본의 관리

들은 악순환을 깨어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제안들로

서 일본 관리들은 어떤 종류의 자유무역협정 교섭이나 양자간 관계를 위

치시킬 수 있는 아시아에 중점을 둔T 다자간 백락을 창조하려는 가눙성

을 탐색하고 있다. 물른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을 주요한 참가국으로

하지 않고는 아시아나 기타 경제 지역에서도 어떠한 자유무역기대도 상상

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견지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미일관계는 그 국가적 이익과 부

합된다. 양국의 시장에서 수요가 떨어지거나t 무역장벽이 수림되거나? 혹은

갈둥이 불타오르면> 기타 아시아 경제체와 바찬가지로> 한국도 채찍을 맞

기 쉽다. 미국과 일본 양국 내에서의 번 과 개방은? 한국이 비교 우위

를 점하고 있는 산업부문에서 수출을 쟁창시키기에 유리한 조건들을 창조

할 것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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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미일관계가 모든 국가의 이익이 되는 반면에> 일본의 급격한

부상이 한국에 대해씨 미치는 충격은 복합적이며> 전적으로 서명한 것은

아니다. 한편에서 인본의 부가가치의 사다리를 하고 오르는 것은 한국

및 아시아의 NIcs(신홍공업국)에게 일본에 의해 비워진 공간을 점유하는

기회를 열어준다. 심지어 일본의 도전을 감당할 수 없는 미국이? 일본으 ,.4
로 하여금 자발적 수출제한을 견디라고 강요할 경우> 일본에 대한 보호

무역 장벽의 부과는 한국에게 섬유t 소형차> 반도체 같은 특정상품 시장

에서t 일본에 의해 남겨진 공간을 채울 기회를 부여해 주었다.

더구나 일본의 국내시장에 대한 장벽을 거두어 들이라는 미국의 압력은

또한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일본은 거대한 시장이며> 다른

어떤 요소보다는 한국의 근접성은 필씬 먼 거리에서 일본에 수출하려는

국가들에 대해서 한국에의 잇점을 주는 것이다 聾

반면에 미일간의 우역분쟁의 발생은 한국에까지 넘쳐 흘러 한국에 해를

줄 수 있다. 만약 일반적인 수출장벽이 설정되거나? 혹은 한국이 일본타

격의 여파에 의해 대해를 입는다면t 그 피해는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불공적 무역 관행과 사례에 대한 미국의 분노는 쉽사리 한국으로

방향을 돌릴 수도 料다. "일본 주식회사"의 전형이 첩게 M한국 주식회사"

로 확장될 수 있다. 미국인들은 증증 아시아 국가들간의 미료한 차이를

구분해 별 수 없다. 더구나 세계 2대 경제 강국을 포함한 양자간의 갈

둥이 "네 이웃에게 구걸하라"는 보호주의적 반웅의 타도틀 촉발시켜서 세

계시장의 페쇄나 혹은 자유주의적? 개방적 세계 무역 체계의 점진적 침

식에 이르게 된다면> 그 간접적인 피해는 어느 갓에 못지 않게 심할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 희생 및 위험은 .전체적으로 미일무열 분쟁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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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야기된 우연적인 이익을 필씬 초과할 것이다.

일본이 보복할 수단이 있고>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이 신장하고 있

기 때문에> 그 및가 및 위험은 증가했을런지도 모른다. 북아데리카에 .대

한 일본 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일본은 미국내부에서 생산하고 시

?. 장활동을 벌임으로써 수입 장벽이라는 증식하는 수풀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불공정 관행에 관한t 흔히 들리는 불평은 일본을 비제나 한국으

로 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미국시장에 대해서 그 주출을 신장

시킴에 따라서 한국은 보다 커다란 분노와 보다 골치아픈 체재조치에 직

면하게 되는데 이 조치들은 일본이 주도적인 수출국가로서 개입하 던 과

거에는 한국이 당면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다.

미국의 회사들이 얼라나 성공적으로 고도의 기술분야에서 일본의 도전에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한국은 또한 고도의 기술 분야의 첨단으로 한국이

부상하게 된 것의 국가안보적 결과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똑같은 별템마에 봉착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D R A M

역에) 예컨대, 1-, 4-, 16 메카비트 D R A M 둥에 접근해 감에 따라

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맞붙어 싸워야만 했던 것과 똑같은 괴로운

질문과 문제들에 정싸이게 될지도 모른다. 제2의 아시아의 도전이 국가안

보의 릴템마의 해결을 순조롭게 할 것인가 혹은 복잡하게 할 것인가?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새로운 선택이나 제안적인 공급의 원천을 제공할

것인가?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제안적인 생산 및 기술의 원천의 증강은

매우 긍정적인 할전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다양한 새로운 경로를 추

구하려는 데에 기회를 개방해 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그 구조가 거의 그도록 명패한 것은 아니다. 다른 국가가 고도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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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침식해 들어오게 하는 것은 무역 및 기술분야의 지도력과 이중목

적 기술의 이전에 대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COCOM) 통제권의 상실

과 같은 관심사들을 복잡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다피> 한국에 대한

가눔성있는 결과는> 한편에서는 더 심화된 갈둥과 제로섬적인 경쟁과 다

른 한편에서는 경쟁 및 찰방이익의 혼합체이다.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회
1

생을 눙가해야만 한다.

결초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힘에 있어서 역사적 이동은) 아직은

보이지 많지만? 그러나 주요한 세계 경제 .체제의 재편성에 이르게 할지

도 모른다. 힘의 경제적인 이동은 아직은 예측하기 힘든 복합적인 방식

으 로 힘의 군사적 정치적인 차원을 바꾸에 되어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아마도 확실생이 존재하는 단하나의 사항은t 지속적이며> 정말 증

가일로에 있는 미국-일본 동맹의 중심적 위치이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

가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 재결音은 서방 동맹에 대해서 긍정

적인 효과틀 가질 우 있다. 세계의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경제체의 의

사조정된 행동이 산출해 별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상승효과의 전망을

고려해 보라. 여기에 더하여 엄청만 한국의 인적자원과 아시아의 기타

활력에 넘치는 경제례들이 또한 이용될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

겠는지를 상상해 보차.

소련과 중국이 그c 자신의 경제 체제를 재구성하도록 촉발한 것이 o1

러한 자본주의 경제체들의 역동성인 것이다.

그러나 힘의 이전의 기간은 역사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세계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일본이 순조로운 이전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조정을 해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보장이 없다. 미국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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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사이에 발생하는 것은 모두 한국에 대한 심각한 충격을 가할 수

있다. 또다시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시아는 를를이교 미국과 t

본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P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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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강화와

전쟁위험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스탠포드대학국제전략연구소

소련과학아카데미극동연구소

U
프로그램의 구체적 목적

카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신뢰구축방안에 관한 논의의 실제적 정착.

프로그램의 일반적 목적들

문제해결의 공동기반을 모색하는 아시아 .태평양국가들간의 대화촉진

아시아 .태평양지역국가들간의 평둥한 관계에 기초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의 고양출

아시아 .태명양지역에서의 신뢰와 안보강화 零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적 대결위험의 축소雌

아시아 .태평양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전세계적 중요성을 갖는 합의의

수준에 관한 핵대결위험의 축소와 국제적 안보와 안정성 강화에의 기여準

L
신뢰구축방안들

1
신뢰구축할안들은 무력갈둥의 가눙성을 줄이고 특히 첨예한 군사적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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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에서 공격적인 군사력을 균형있게 감축하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

다. 신뢰구축방안들에 관한 프로그램은 원칙면에서 포활적일 수 있다. 즉>

그것은 군사적 행동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의 광범위

한 정치적> 그리고 刊적인 맥락을 포함박 수 있다.

그러나? 신뢰구축방안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몇및 구체적인 문제들만에 1
출점을 맞춘다고 할지라고 그 방안들은 유용할 수 있다. 요컨대 신뢰구

축방안의 프로그램은 그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심각한 안보목적에서 뿐

아니라 경직된 대결적 자세로부터 협력적이고 개방된 관계로 나가려는 구

체적인 정치적 목적의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대화와 수웅의 과

정> 즉 양자관계에 더 많은 역동성을 가져오고t 폭넓은 기반에서 안보관

계뿐 아니라 정치 諒 경제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정성강화와 전쟁위협감축의 프로그램에 적합할 신

뢰구축방안들에는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상의 결과로 전세계적으로 유효하

거나> 흑은 양자간 ? 은 다자간의 지역적 협상의 결과로 지역적으로 유

효한 그런 유형의 방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 전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선례는 예를 들면 汚ALT와 여타 미소협상의 맥락에서 소련과 미국간에

합의된 방안들이다. 準자의 범주에는 l986년 .9월의 스특홀름문건에서와 같

은 유럽의 안보와 인력회의 참가국들에 를해 채택된 방안들이 있다.
i

미국과 소련은 모5크바와 위싱턴에 핵위험감축센터를 설립하는 합의를

도출하 다. 이 합의는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채택하는데

대한 양국의 상호 el1익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발전이다. 이러한 상호 이

익에서 출발하여 양차은 전략적 핵 조치에 적합한 신뢰구축방안의 채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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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하는 보다 진전된 제안들을 갖게 되었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적

용가눙하고 양국간의 전략핵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신뢰구축방안들을 고려하

고 채택하는 것이 앞으로의 미소 양국간 협상에서 가눙할 것이다. 그출

같은 방안들은 물론 기타지역 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도 적용가

1 눙할 것이며?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안보의 전망을 개선하

는데 중요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구체적인 군사적 대결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신뢰

구축방안의 유형에 관하여? 스톡흘름문서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문인에서는 아래의 방안들이 지적되고 있다.

자국 토내에서 특정 군사행동을 치획하고 있는 참가국은> 이 방안이

적용되는 지역내에서의 군사행동의 개시에 대해 42일 흑은 그 보다 빠른

시기에 상대참여국가에 외교적 통로를 통해 서류상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

보내응에는 지상군f 상륙부대? 공수지상부대와 공수부대? 그리고 특정유형의

장비들이 포함된다. 2oo대 혹은 그 이상의 항공기의 출격이 예상되는 공

군의 참여는 통보내용에 포함된다. 해군함정의 연안지원에 관한 정보 역

시 제공되어야 한다. 특정의 주목할만한 군사행동에는 모든 참가국의 참

관인들이 외교적 경로를 통한 서류상의 초청을 받아야 하며? 초청은 U L

군사행동이 토내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가에 의해 확대될 수 있다.

1 다음 해의 통보해야 할 군사행동에 관한 예보는 매년 ll월 l5일 이전

에 외교적 경로를 통해 서류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2년 후에 실시될 예정인 4만이상의 병력이 관련되는 주목할만한 군사행

동에 관한 정보도 매년 ll월 l5일까지는 전달되어야 한다. 이 같은 방

식으로 그와 같은 군사행동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참가국들은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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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병력이 관련피는 주목할만한 군사행동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매년 ll월 l5일 이전에 제출되는 연중계획에 그 정보가 들어 있지 않

으면) .참가국들은 4만 이상의 병력이 관련되는 주목할만한 '군사행동을 실

시할 수 없다.

각 참가국들은 이 방안의 적용지역내에서 다른 참가국의 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권한綠 갖는다. 1

많은 국가들이 이미 양자간 혹은 다자간에 려상된 것들 외의 추가적인

신뢰구축방안들을 제안하 다. 위에서 열거된 것들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추가적으로 제안된 방안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시아 .태정양지

역에서의 신뢰구축방안의 프로그램은 그와 같은 방안들의 적용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범주에는

핵무기확산을 막고 해전쟁위험을 줄이는데 z움이 될 방안들이 포함된다.

협상의 개범

현재 존재하는 모c 신뢰구축방안의 시행은 우선 협상된 문서에 규정된

방식으로 행동할 의근가 있는 개별국가들의 책임이라는 점이 인식되어야만

하며? 아시아 .태명양지역에서 이를 인식하는 지혜가 생겨나고 있다. c s c

E의 경우에 조차? 산뢰구축방안의 시행에 번번.히 필요한 정보의 전달 같

은 것의 중개자 역할을 하거나 그 시행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항구적인

다자간 기구나 조직미 존재하지 않았다. .신뢰구축방안의 양자관계에의 적

용 혹은 아마도 일부지역에의 적용은 가눙할 뿐 아니라 과거에 그와 같

은 방안들이 적용된 유일한 방법이다. 아시아 .태정양지역에서 양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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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부지역적 관계는 다자간? 전지역적 관계에 비해 절씬 발전되어

있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의 신뢰구축방안의 협상과 적용은 활용가눙한

양자간 혹은 일부지역적 경로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신뢰구축방안.의

시행경험은 이러한 경로의 이용이 정상적일 뿐 아니라 효과적이기도 함을

보여준다. 그련 경로의 이용은 신뢰구축방안의 적용을 .위한 및몇 구체적

인 장치들이> 그것의 가눙성과 바람직함을 증명해야 하는? 보다 광범위하

고 더욱 포찰적인 구체적 안보체계와 연결되는 것을 박지 많을.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신뢰구축방안프로그램의 협상이 유립의 방식을

따라 전지역적> 다자간 회의의 개최에 의존할 이유5 없다. 사실은 so1

한 방식이 적절한* 이유들이 존재하다. 이 지역의 분쟁과 불화의 어떤

부분은 신뢰구r방안의 초기에 적용힘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거나> 혹

은 최소한 제한될 수는 있었다.

그러나t 현 시점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내에서 신뢰구축방안이 긴급히

요구되는 세부적인 지리적 지역들이 널리 분리되어 있으며 상이한 잠재적

참가국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지역의 특수한 필요에 대응되는 방안들을

요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와 같은 지역들의 예에는 동북아시아? 한반

도 > 동남아시아f 남부아시아? 그리고 다른 지역들이 포함된다.

신뢰구축방안의 논의를 실제적으로 정착시키는데 뒤따라야 하는 절차들은

이전의 분석에서 거의 자명해겼다. 신뢰구축방안의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관심이 있는 국가들은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한 지역의 국가들- 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예상되는 협상상대국들과 접촉하여t 스톡흘름에서 채

택된 것과 같은 유형의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t 신중하게

결정된 지역에 적용될 신뢰구축방안의 프로그램의 협상가눙성을 타진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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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추후의 대화의 시기와 참여여부> 그리고 장소가 당사국들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일 것이다. 협상의 내용 역시 전적으로 관련

당사국들의 손에 밭린 문제이다.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은' 자신들이 직접

협상의 결과들을 할표해야 하고t 그들의 합의에서 나오는 어떠한 의무도

오직 그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합

의가 제삼국의 그에 대한 자발적 귀속없이 제삼국을 구속해서는 안된다.

단치 두 국가들만이 받아들이고 합의했음에도 전세계적 차원에 적용되는

것을 기대하는> 신치구축방안의 또다른 유형의 장치가 존재한다. 그와 같

은 장치들 역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그 결과의 이익이 거의 확실히

인식된 이후에 환템될 것이다. 진행중인 협상에서 이미 다루어진 방안들

외에도 스톡흘름문서에 포함된 것과 개념적으로 비슷한 방안들도 양자간

관계에서 유용하게 고려될 것이다. 그같은 방안에 관한 합의는 실질적으

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신뢰구축방안에 .관한 유사한 하부지역적 프 로

그램을 재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액에서 전쟁위협을 감축하기 위한 료을적인 수단으로써 f

신뢰구축방안을 폭料게 적용할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필요성이 있다. 신뢰

구축방안의 협상에서 잠재적 상대국들의 이해를 자극하거나 강화할 정치적

자극이 여전히 필요하다. 물른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같은 특히 종주권에

대한 의혹과 우려가 매우 깊이 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에서 한두 국

가만이 그와 같은 협상을 장려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신뢰구축찰안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정치

적인 자극은 유엔장회의 제l위원회, 유엔의 군축위원회, 혹은 유엔총회의

군축에 대한 특별회의와 같은 적당한 유엔의 기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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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안보틀 강화하는 방법에 관한 특별 토의를 통해 얻어질 수 있을 것

o1rl.

미국과 소련t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의 학계 전문가들의 공등

노력도 역시 아시아 .태평양지역애서 신뢰구축방안에 관한 립상의 자극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노력은 이 지역의

이미 상당히 높은 긴장수준을 낮추는 실제적 수단을 취해야 하는 급박한

필요성을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과제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제

안된 신뢰구축방안의 프로그램은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간에 안정적인 협

력관계발전의 진전 및 군비의 제한과 감축에 관한 합의가 함께 이루어진

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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