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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머리말

l97l년 8월 2o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북 쌓방의 적십자파견원 접촉으로 시작된 남북대화는

이제 2o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

회고컨대, 남북대화 2o년사는 문자 그대로 迂餘曲折의

과정이었다. 기대와 실망, 긍정과 부정의 명암이 교차되는

가운데 그명맥을이어찰다. 서로r열매 맺는대화J .r민족

적차원의 대화J'를 표방하면서도 일방적인 주장이나 지리

한 논쟁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

통일대화의 꽃을피우고 열매를 맺게하자고 굳게약속을

하면서도 한즉이 꽃가지를 긴어버리는 表裏不同한 경우도

여러차례 있었다. 이는 마치 잎사귀는 무성하나 열매를

맺지못한무화과 나무와 같은모습을 연상케 한다. 실천이

수반되 지못한합의이기때문에 또는계산된 전술적 입장에

l ) 간북대화 2o年進÷. 살치보면. 우리측은 「인족적 양및에 임긱찬 생산적인
대화」를 강조하며 북한측의 션전차원 .정치공작차원의 대차자세를 「비생
산곡인 대화J외 근존원인으로. 지절해 왔으며. 한편즉한측은 우리측이
종래에 견지해 온기능주의적 .단계적를 통일때화외 접근..4식을 통일을
지인시키며 분일치등에매달리는「반틀일대화J.「가파대화」.「빈말공구.J
라는 등 핀곡f인 비난을 가해 왔출을 綠知케 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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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의한 일과성 조치라는 이유때문에, r7 .4남북공동성

명J을 비롯하여 r일천만이산가족의 상봉과 재결합을 위한

적십자회담 의제 5게항J의 합의라든지 r남북직통전화의

가설운영 J,r수재물자인도인수J와 r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단및예술공연단 교찰방문J의 실현이라는 결실자체도 제대

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設는 현실이

다.

국내일각에서는 成果設는 지리한 남북대화의 진행과

일방적인 대화중단선언을 및대어 r재떨이 회담J이라고

까지힐난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r탁구공처럼 오가는 주장

이어지러울뿐J"o 라는실망의 반응도 있었다. 기실대화란

이야기의 雙方通行인데, 상대방의 입장과 주장을 경청하기

보다는 자기의 입장과 주장을 앞세움으로써 결국 一方通行

의 독백으로 끝나버린 사례들이 있었다. 더욱이 북한측은

비합리적인 구실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대화를 파탄시키 고

대화중단의 책임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수법을

거의상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실망과 분노를 자아 낸 사례

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종의 不料症 내지

2 ) @ 金출河. "계를이 회담". (시집「결은산하얀방너머J(1986년도 출간> )
「한국일보_,(1987딘 8일 3o일 자)

@ 「힌겨차신된J (1990년 3일 lo일자 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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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産증세에 대한찰멸은 때로는 우리사회일각에 대공협상

블가른에로의 回請現象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

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편으로는 남북대화진행과정에 있어서

迂餘漆折에 一喜.悲하기 보다는 洞寮力과 인내력을 가다

듬어장기적시각의대화를 주도해 나가면서 북한측의 대화

전술과 자세를 변화시켜나가야 한다는 待久戰的 대화전략

전개의 필요성과, 또남북대화의 險路에 대한국민적 이해

라는共感帶가 형성되어 왔다고 할수있다
.

물른, 이와같은인식은 그속에 우리자신이 항상민족의

양심이라는 거울앞에서서자신의 모습을 보다반듯하게

가다듬는 자세를 견지한다는 대전제와, 또한무엇보다도

북한측이 시대상황의 변화추이와 민족적차원의 남북관계개

선의道程에 필경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없다는

신중한 樂觀論이 내재되어 있다
.

남북대 화는숙명적으로 남북한 모두에 게강요되고 있는

통일의 수단이 라고할수있다. 통일을 위하여 또다시 민족

내부의 혈전을 허웅해서는 안된다는 명제는남과북이겸허

하게받아들석야 할민족사적 명령인 것이다. r평화적통

일J을 전제로 하는한,誇든좋든, 남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할수밖에없다. 분명남북대화는 필요아닌 당위의 명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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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미를 갖는다 .

또한 남북대화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및음은 "상황과

시대는 변화한다計는 自燕.法 思想과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시는 夫賦的 資産인 대화를찰아나가는 과정에시어터

한분쟁도 해결힐수있다"는 신념과도연계되 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 출때,민족친화력을 소생시키고 상대방

의변화를 촉진시 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급성에

서탈피하여 인내를 키워나가는 것이중요하다. 또한장기

적안목의 통일구도를 설정하여 보다넓은포용성, 신축성

및성실성을 발휘해 나감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위한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도록 揮身의 힘을다해야 할것이다. 환언

하면, 피를보고만형제간의화해를 단숨에 이루려고 하지

말고마치처마끝의 물방울이 계속한곳으로 별어져 마침내

들바닥에 구멍을 내고말듯이 品苦의 화합노력을 계속쓴아

야 한다는 말이다 .

남북대 화2o년사는 비록큰열매를맺거나엄청난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낙관른과 비관른이 읽힌

가운데 변화의 과정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不可觸 .不可視 .不可能의 문제였던 것이오늘에 와서는

可觸 .可視 .可能의 영역으로 인입될 수 있는 개연성을

확대시 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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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최근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동구라파와 東獨의 민주화 개혁과 개방의 r도미노

현상J은 그 강도와 형태가 차이가 있을 것이나 결국은 한반

도의북녘에 까지 파급되리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이는

장기적차원에서 블때 필연적으로 장차 남북대화의 전도에

순기능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적으로는 북한의 대낟협상전략노

선에 어떤 큰 변화가 급작스럽게 일어나리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건이나 증거들을 발견할 수 없다
.

현재로서는 장차 올 변화에 대비하면서 기존의 북한의

협상전략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고 대화

를 계속 주도함으로써 변화촉진을 시도해 나가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글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범주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

첫째, 남북대화 2o년사에 북한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블세비키 적혁명전략전술의 발상과 대화협상전략의 기본입

장이다.

둘째, 실제 남북대화과정에서 투영되고 있는북한의 대화

협상전술의 유형과 특징 및 경계요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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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南北對話와 북한의 戰略的 立場

가.南北對話의 槪念 認識

무를대화(Dialog)란 독백(Monolog)의 대칭어로서 r서

로 마주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J料을 뜻한다. 즉대화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서로 듣고 말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하는

이야기의 쌍방통행을 말한다. 그리고 특히 r상호이해와

조화를 찾는데 허심탄회하게 주고 받는 생각의 교찰과 토

른J'q 의미로 정의되고있다. 대화는 마음의 표현이 라고도

할 수 있다 .

말과 행동이 같으면 참된 대화, 생산적인 대화라 할 수

있으나, 겉과속이다르면 거짓대화,비생산적 대화로지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

이와 같이대화의 참 뜻은 일방통행 이아니라 쌓방통행 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남북대 화는 곧 r남북한 상호간의

意漆硫通 方法J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6), P.866.

4 )Webster's N e w Twentieth Century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World Publishing Co. inc., 1983). P.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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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단의 현실, 특히 체제와 이념의 차이와 동족상

잔으로 인한 민족내부의 심각한 대결과 반목현상을 감안할

때,남북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접측이나 회담의

진행이 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남북한간에

상호이해 .타협 .조정 및 합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교섭

내지 협상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

어야한다. 따라서 남북대화는 南北接觸, 南北會談, 南北協

商,南北交漆과 同義語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협상(Negotiation)이란 r개인과

집단또는 정부가 명시적으로 자기들의 어떤공통적 이해관

계를조정 .타헙해 나가는 상호작용의 한형태J')또는 상거

래에서손익계산만을 따지는 흥정(bargaining)이 아닌r이

해관계가 桐衡되는 당사자들이 타협을 이주는 과정J")을

말한다.

이와 같은 대화와 협상의 개념은 적대 .반목보다는 타협

과 화합을, 그리고 일빙주의보다는 상호주의와 타협주의를

5 ) Fred Charles Ikle, "Negotiat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n (The Macmillan Co mp a ny & T h e Free Press,

1974). P.117.

6 ) Otomar J. Bartos, "Simple Model of Negotiation". T h 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1, No.4(December 1977), PP.57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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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긍정적 개넘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

그렇다면, 남북대화란 필경 일방적인 승리도 일방적인

패배도 아린 공동우승의 대화이어야 한다는 당위른적 의미

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

남북대화는 인위적인 국토분단으로 인하여 상호 장기간

의 斷絶狀愁를 지속해 온 남북한의 동족 사이에 대화를

주고 받음으로써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고 민족적 인

화합을 도모해 나가며,궁극적으로는 7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숙원인 평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트려고 하는 노력

이다.

남북대 화야 말로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의 當事者가 주체

가 되어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을

터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 무력이나폭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남북간의 분단과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남북대화의 개념을 어떻게정의하

고 있는가?

북한은 r대화J라는 단순한 비정치적 어취해석에서부터

이미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r마주 대하여

7)綠출淳. "南北對話와 북한의 補.商流術', 統. 商리친s. 「民主流一詰 ~ 統-

間韻」. (서울 :농원글화사. 1988). PP.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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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하는것J이라는 일차적 정의에덧붙여, r대치상태에

있는 쌍방이 사회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마주 찰아 논의하

는것J郎으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걸음 더나아

가 통일과 관련, "북과 남 사이에 대화를 하고 합작을 실현

하는 것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 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고 를이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대 화의 개념을

r남조선혁명J을 위한 r평화적 방도J로서의 合作統一의

기본수단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

또한r협상J의 정의에 관해서는, r회담J과 r회의J의 同義

語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법학용어로 규정하여

"국가들사이의 분쟁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외교적 방법 또는 회담"")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의 r정치용어사전J을 보면, 남북협상의 정의는"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과업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조선 대표와 남조선 대표가 한자리 에 모여 앉아서 의논하

는 것을 말한다.xlo)라고 풀이하고 있다
.

8) 과힉백파사전를찰사. 「헌대조선말사전」제l2판. (평양 .증합인치공장 .

1981), P.755.

9 ) 위외 책.P.2342.

io)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구월서 방 번각발행, 1971),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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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r조국통일J의 명제는 r남조선 혁명J

을 전제로 하는 적화통일임을 주목찰 절요가 있다
.

왜냐하면, 북한이 표방하는 r조국통일J은 양단된 국토와

민족의 재결합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제도

의수림을 지향하며 r조선혁 명J의종국적 승리를위한鬪爭課

業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 다.琴命이 상위개념이고 統 . 은

그 하위개념으로서 종속될 뿐이다
.

r조국통일J의 과업은 r남조선혁명J과업이 완수되고 r전조선

혁명J과업 이 실현되는 중간과정 에서 제기되는 것으로서 북한

의 r조선로동당J주도하에 남한의 r聯共政權J과 '합작통일
.

의 절차를 諒는 외형상의 평화적 통일협상이라고 할 것이다
.

북한지배집단 스스로가 주장하는 바 "조국통일은 남조선혁명

을 전제로 하는조국통일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漆織下

의 통일"'l@뿐이다. 결국 북한이 보는 남북대화 .남북협상은

r남조선혁명J투쟁의 연장선상에서 합작통일의 수단으로 동원

된 혁명투쟁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할에 없다. 혁명투쟁의

속성을 탈피하지 많는한, 본질적으로 그것은r적대적 협상(

Adversary Negotiation)_i"','"적대 적대화J의 영역을벗어나기

ii) 조선로등당 . 「남조선혁넘과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침J(릴양

.조국통일사, 1969), P.36.

i2)韓培浩. "共産主義者와의 協商". 束亞日報社 안보통일문제 연구소. 「분단

3s' 대화.공산주외자와의 협상전략」. (서출 :동아를찰사. 197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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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이상에서 살피본 바와 같이, 남북대화에 관한 개념에서

부터 남북한은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남북

한의 개념인식상의 차이는 민족화합을 통한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나.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戰略的 호場

한반도 공산화 또는 r전조선 혁명J의 완수라는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合作統一의 명분을 표방하면서

남북대화 .협상에 임하고 있는북한은 오늘날까지 명시적

이든묵시적이든 혁명투쟁의 旗織를 결코내린적이設다
.

黨과首領과 人民의 이름으로 혁명투쟁의 과업을 내세우

며,통일과 혁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절대로 혁명성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분단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r조국통일J과 r남조신혁명J을 위한투쟁을 포기하

는 것은사실상鱗治의 名출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

당과정핀은 출발부터 혁명을 위한前衛組織이며 무기임

을 공공연히 표방하였다.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바로

이러한革命關爭.邊倒的 思考로 무장되 어있는 공산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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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화를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잊어서는 안된다 .

r조선로동당J은 r수령에 의해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밝스.레닌주의당J이며, r노동계급과 전체근로대중의 선봉

적부대이터 최고형태의 헉명조직J으로서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헉명사상에 의해지도되고...밝스 .레년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는 내출이 당규

약에명문화되 고있다.l") 또한"우리 당은혁명하는당,투쟁

하는당이다.통일을 하고헉명을찰수하기 전에는 절대로

혁명성을 늦를 수 없다"'43 强料하고 있는 것이냉엄한

현실이다
.

또한북한의 r社會主義憲法J을 보면, 제4조에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은 밝스.레인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응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팀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

의적기초위에서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

i3)r조선료동당차차-,(1980. 10. 13 '16차 대회改正)의 論文部分. 謬 土 漆 .

14) ''5--U-ae-J(87'd 2(j 23를?)t:--a :"'a.i s-를는6책은력명파 ,..인 외

승리를 위한 정차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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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독립을 위하여 투쟁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l')

요컨대, 북한은 모든 것을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분까지

견결히 투쟁하는 혁명성으로 일관된 사상적 관점에서r남조

선혁명J른과 r조국통일J른을 제기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된 r혁명성으로 일관된 사상적 관점J이란

두말할 절요도 없이r김일성주체사상J을 말한다. 혁명사상

으로서 의 r주체사상J은 당과정권의모든정책노선, 전략틀

전술체 계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r현시 대의창조

적 G 스 .레닌주의이며 위대한 혁명사상Jl")으로 料飾하고

있는 r주체사상J의 관점에서 r남조선혁명J과 조국통일의

과업을 제기하고 그 혁명과업을 수행하기위한전략 .전술

을 정립e 것은 明誇觀火하다. 남북대 화.협상은 r조국통

일J을 위한r비평화적 방도J의 한부분으로서 전술적 투쟁

의 일환으로 전기된다고 할 수 있다
.

r남조선혁명J을"외래제국주의의침략세력의예속밑에

있는 우리나라 영토의 절반과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기

i5) 「를션인주주의인.g근화극 사희주의 헌a-,(1972.12.27). 國土流.院 .

「fR料要 .」.p.料i.

l6) s션근화어사 4 W V . . A 尙 과 ? o 언어하연주i, 1973). P.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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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민족해방혁명 이며, 인민민주주의혁명 "'n으로 규정하고

있는것도革命性의 사상적 관념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된다

고 할 것이다 .

북한의 입장에서 블때,남북대 화.협상에 임하는 전략적

관점은 명백하다. 그것은 크게두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하나는 혁명성으로 일관된 r주체사상J의 관점을 견지한다

는 것이요, 또 하나는 조국통일의 전제조건인 r남조선 혁

명J노선을 관철한다는 것이라 할수 있다.

이른바 r주체사상J에 입각한 김일성집단의 가치관이나

정세관은일종의 r혁명 적却想主義의 發作現象Jl")과 r적대

적이분법J'"를 노출현상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주관적 편향

성에 길들어져 있다. 그들이 북한 땅을 r사회주의지상낙

원J으로, 남한땅을r거지가 득실거리 는인간생지옥J으로

서슴치 않고 묘사해 온 사실은 我圖引水的이고 낙관적인

정세관과 선전논리를 하나의 기정사실처럼 광신해 버릴

정도로 r남조선혁명J에 執着하고 있다는 평가를 가능케

i7)r정치용어사전」<평 '.4 :사희파학를간사, 1971). PP.117~118.
i8) 副英債 :「北諒支配集團의 商諒觀에 간찬硏識」. 國漆政 7 7 - 1 - 1 1 2 2

(서울 :國土統一院, 1977). P.40.

l9) 李泰健 :"業.産主義戰術의 上昇的 轉換硏究". r北韓-i(1984년 i원호).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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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준다.w'

북한은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있는시기에있어서 까지도

서슴치 않고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한인민들

이"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한다f고 주장함으로써

통일문제도 주체사상으로 해결할 것을강변하고 있다
.

지난 89년 5월3일북한은 당기관지 r로동신문J논설에

서,통일이 안되고 있는가장근본적인 이유는 남한사회내
에 아직도 r사대주의적인 요소J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따라억세게 싸워나가

겠다는 높은각오를 가지는 것이다H.l)라고 주장했다
.

최근 우리사회 내부에 특히일부대학가에 r주체사상J

이공공연히 급진파좌경 학생조직의 지도이념으로까지
등장하고 있는현실과 이른바 r主思派J의 조직적 투쟁활동
상황 등을감안할 때,북한의 정세관을 단순히 r혁명적

찰상주의의발작현상J으로만 단정하는것은결코합리적인
관단일 수없다고 사료된다. 동시에 r주제사상J의 관점을

견지한 북한측의 남북대화 전략의 기본입장을 과소평가함

2o)

를r. ;票s漂7 r言.S9. 請". 歐流-R,: '-BE-論叢」
2l)「로동신문-](1989년 5절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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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로 인하여 북한의 변화를 성급하게 기대하는것도지혜로

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

공산세 계 전역에 휘몰아치고 있는거센개칙의 r도미

노J風波에도 한사코 거역하고 있는r역사상 가장철저한

統制社會J"o 며r전체주의적 성격이 농후한 突熊裂異的

政治濃制Jo)인 동시에 r超스탈린주의적 지배체제J때가 바로

남북대화의 대상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r남조선혁명 J노선을 견지한다는 것은r反崙民族解放

反찰쇼人民民主主義革命J")을 완수하기 위한결정적시기를

조성하는 데모든투쟁역량을동원한다는 뜻이다.이른바

r3대혁명역량강화J라는 전략적 방침을 비롯하여 r反美自主

化反찰쇼民主化 a爭J이라든지 r反美救國民族大統.料線

形成J .r통일세력대반통일세력의투쟁J 등의투쟁구호들

Qsqj 찬힌국제학술회의J<주제발표논근 할프인)(Arbngton, June 20,
1986). P.i

23) 副英役 .앞의 책.p.5.

25) ''ys.a'i'a-isi ats, a-t:e??. w m 方計등에 간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할 것.

母및AU ,15,1. Dis) ?'().U(i(] miW,'.3.-.('"s.g.-as.J, i
97o년 ii원 3일자) 참고.

@ 사희파학출관사 ;「정치사전J. P.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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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r남조선혁명J노선의 관철을 위한결정적 시기조성을

겨냥한 것이다 .

북한이 r남조선혁명J노선의 관철을 위하여 결정적 시기

를조성한다는 것은남한땅에서 미국세력을몰아내고 국내

反共.反北勢力 즉r반혁명세 력J을 타도함으로써 親北聯共

政權을 세운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

북한의 입장에서 블 때,남북대화 2o년사는 r남조선혁

명J노선의 관철을 위하여 평화적 方途를 동원한 혁명투쟁사

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북한은 미국세 력의존재와 강력한친미반공세 력의통치

로r남조선 헉명J과 r조국통일J의 투쟁은 매우r熙善한

조건J에서 진행되며 많은우여곡절을 겪지않을수 없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그와같은 판단아래한쪽으로는 미군철수

를촉진하기 위한여건조성을, 또한쪽으로는 남한의 반공정

핀과 국민의 반공사상 약화를 겨방, 가용한 수단빙법을

총동원하여 合法 .半合法 .諒合法 투쟁을 전개해 온 것으

로평가된다. 앞으로의 남북대화 전망은 일탄변화가능성을

상정할수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현재까지보여온북한

의전략적 입장은 r남조선혁명J의 여건조성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춰 온 것으로 단정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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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현재우리가 남북대화를 인식하는 시각과는 달

리,남한내의 反美風潮와 민주화투쟁의전개를 보면서, 과거

에비해보다유리한 혁명여건이 조성되어 가는 짓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지나간 남북대화 2o년사를 고찰해 블때,북한이 견지해

온남북대화의 전략적 관점을 다음과 같이설명할 수있을

것이다.z")

우선북한은 북한사회를 가능한 한폐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정치를 일종의 종교적 神政政淸 차원까지 끌어

을려 r불패의요새J로 지키면서, 남한내부에서계급투쟁을

격화시켜親共産政權을 수립, r남조선혁명J을성공시킬수

있는 결정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적화통일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r주체사상J과 r남조선혁명 J노선의 관철을 계속

주장하고 고수해 오고있는것이이를됫받침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임하는 목적은 간단하고도 분명하

다. 즉 남쪽에서의 계급혁명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l

목적이다. 일차적으로 북한의 r통일지향적 .평화지향적 J

인상을 남쪽주민들에 게강하게 심어줌으로써 反北姿勢를

26) 글.掃禹. H南간會談의 展望차 對K'. 국토틀일원. 「남북대차천략 개말
;초자료 <힝후린 초간찰북간게 친"i)-,. (간복대화사부극字 1989. 8). PP.

ll . l 4 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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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시키며 남쪽 지식인 .근로대중들 속에서 지지세력을

확보하려는 평화공세적 목적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

또한남한당국자와의 r상층통일전선J을 형성하고 계급

투쟁을 억제하는 제도를 완화하여 즘 더 자유롭게 혁명투쟁

을 전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앞으로도 북한은 남한의 혁명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담만을 하려 할 것이며, 주로 o 북 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회담 @ 남한내의 친북조직 .단체

의 정치적 位相을 높일 수 있는 회담 @ 남한사회에서의

i則t團體의 활동을 더욱 자유롭게 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회담 등에 관심과 중요성을 들 것이다
.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한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

적 움직임과 反美氣運을 면밀히 관찰하고 상황에 따라 합작

과 반미운동 고무를 전제로 한 황무적 .다무적 . 개별적

대화라는 세개의 카드를 병행 또는 분리하여 적용할 가능성

이 농후하다.z')

27) 南廷戈. "繫년대초반 남븍찰계 전방-. 극토통일친 알의 치,P.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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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北韓의 對話 .協商戰術의 特徵 分析

과거 북한공산주의 자는과 여러차례 회담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내외국인을 막른하고 異디同聲으로 대공협

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

예컨대, 남북대화시대가 개막되 기 필씬 이전인 l95o년대

초 한국전쟁 기에 휴전회 담에 임했던 죠이 제독은 대공협상

을 전투에 비유하고 있다. 그는 "戰流場은 길고 좁은 초록

색 카바를 리운 卓子이고, 武器는 혀이며 그리고 接戰은

피를 흘리는 전쟁은 아니었으나 韓國休戰會談이 라는 特殊

作戰 바로 그것이 었다"刻고 술회하고 있다
.

또한, 7o년대와 8o년대 에 남북대 화에 임했던 한국측 대표

들은북한공산집단과의 대화를 r귀머거리와의대화 .녹음

기와의 대화 .꼭두각시와의 대화J")였다고 비유할 정도로

답답하고 지리하며 非生産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쓰고 있다
.

이와같은 경험사례들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공산

28) c .터너 죠이 제독. "한국휴전회할징 : 천막속에서의 나의 투쟁. l952

.8.16", 국토등일친 「공산측의 협상태도」 (국토통일원, 1972.9). p.4.

29 ) 任출淸. 앞의 책,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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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들의 협상태도가 r유달리 전투적이고 철두철미하게

블세비키적인行動綱領을 준수하는 定向J理을 지니고 있다

는평가와 맥을 같이한다. 심지어 r협상없이 협상하려는

외교패턴J"o 라고규정할정도로 북한측의 협상지도이넘 과

방법은 대화마당을 심리전의戰場으로 이움하는데 집중되

었다고도 할 수 있다.

확실히 남북대 화는험난하다. 짜증이 나고분통이 터지는

경우가 흔하다. 왜그런사람들과 꼭대화를해야만 하느냐

고힐난하는 사람들의 비분강개를 이해할만도 하다.

그럼에도 블구하고, 남북대화는 계속이어져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패냐하면, 평화적통일을 지상과제로 받아들

이는한,남북대화는 필수불가결이며 회피할 수없는민족

사적명령이라는 점을 재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긴장완화와 전쟁재발방지, 신뢰조성과 교류협 력을

통한관계개선 및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이라는 남북대화의

주요목표를 감안한다면, 인내와 성실을 가지고 계속북한측

을 대화의 장에서 설득해 나갈지언정 그냥 주저 앉을 수

없는 노릇이다
.

3o ) 論玲浩. 앞의 책,P.36.

3i) 구粒詳. "북한협상요왼의 행태분석". 「諒半島의 流淪차 軍宰:理論과
素誇.」(서 을 .諒.南社, 1984).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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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우리가남북대화를 계속하느냐 하지말아야 하느냐

의문제는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측의 협상전

략과전술을 면밀히 때를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장기적 안목

에서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 주도해 나가기 위한 지혜와

노력을 결집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남북대화 2o년사에 점철되고 있는북한의 협상전술 양태

를事例別 .類型別로 분석한전문가들의 논문이나 경험담

을종합해 볼때,대체로다음과 같은세가지 範疇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첫째, 남북대화 運營의 측면이다
.

둘째, 남북대화 內寄의 측면이다
.

세패, 남북대화 姿勢의 측면이다 .

위의세가지 범주를 놓고, 主要特徵을 유형화하여 살피보

기로 한다
.

가.南北對話 運營面

()) 南北對話 運營體系의 .元化

북한이 남북대화 업무를 어느특정기구에 전담토록 명시

적으로 공표하거나 또는 회담운영체계를 언급한 적은 없

다.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對西方 協商過程에서 보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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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 특징과 북한체제 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북한의 회담운

영체계는 일원화되고 있음을 쉽게 간파하게 된다. 당이

모든 정책노선과 방침을 결정한다는 공산국가의 특징과

이른바 김일성r주체사상J에 의하여 노동당이 모든정책과

전략전술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은 김일성을 정점으로한

당조직 이 혁명 투쟁의 일찰으로 남북대 화 방침을 결정하고

그 前衛組織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r민족사업J .r통일사업J .

r대남사업J,r북남대화 .회담.협상J등의 어휘들은 모두가

다 당이 제기한 혁명투쟁과업의 대명사들이며, 이를 위한

투쟁방침으로 부터 세부 전술적 행동에 이르기 까지 철저하

게 黨의 指導와 統制 .調整을 받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

다.

남북대화의 경우, 모든회담의 전략전술적 방침결정, 대표

단 선정 및 진행과정 전부를 黨組織이 직접 管掌하고 있다

고 본다. 또한 비록 적십자회담의 경우라 하더라츠 당의
.

핵심인물들이 직접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

북한적 십자회 중앙위 원회 위원장인 孫成脚부터가 최고인민

회의 부의장으로서 당의 인물인 것이다. 또 당의 인물이

아니더라도 순수 적십자인의 입장에서 赤+字人道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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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神에 따라 우리의 주장을 순수하게 받아들이 리라고 기대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

「?÷示5rF1

1

대남사업 담당비서

(허담 . 김중린 )

연 . .대조 . . 작

을 . . 락

부" . . 부 . .보부 . . 부

조국평 화통일위원회

싱무위 원회

위원장(허담) H 당위원회

부위원장 .i全今레 서기국

선 . . 회

전 . . 담 연 . . 종
구 . . 합

부 . . 부 . . 부 부 . . 실 . . 부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의 대남 통일문제담당기구와 인물

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의 전적으로 당이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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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남전략의 총괄은 대남사업

담당비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최종적 책임은 김정일이라고

할수있다. 당의대남관계 업무부서는 통일전선부 .연락부

등의 부서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의 외곽전위단체로

나뉜다. 남북대화의 전문분야 업무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맡고 있는 것으로 관단된다
.

r조국평 화통일위원회J(약칭 r祖平統J)柳는 가장중요한

對南工作의 前衛組織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북한노동당의 대남사업담당비서는 허담과 김중린

으로 알려져 있다 .

북한의 이른바 대남사업은 크게보아남북대화라는 공개

적 방식과 간칩침투 또는 지하당 공작 .국내외 친북세력

구축등 비밀공작 방식으로 나뉜다. 당의 유관조직은 이

두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며 구체적 전술의 개발.수행 .

관리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32) 「類鮮BKJ(1989년 io월 8일자). 절선은 절자가 한것으로 남북대화에
관한사힝은 4:정일을 거쳐 김일성에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출父子가 치증적으로결정할을뜻하며 이는父子세습체제의단면이 그대
로 남북대 화에도 투영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33) s D간북대화 기구외 성격파 기능"중 특히r祖平統」부분 참고. r내외통
신_](1989년 3를. 3인자).

@ '북의 대남정책 기구.인를' 「찬국일보J (1989년 lo및 3o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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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許談은 공개적 방식의 대남사업을, 김중린은 지하당

공작 및 테러 등의 비공개적 공작사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통일전선부는 許談이 부장을 겸하고 있으며, 연락부장은

r남로당J계열의 鄭硝姬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

최근들어 자주 등장하고 있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노동당 및 북한당국의 남북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대변하는 전위적 외곽단체로 기능하고 있다
.

r조평통J은 i96i년 5월i3일 김일성의 발기에의해조직

된것으로 그 전해에 남한의 r4 .i9학생헉명J이 발생하였

고 같은해 8 .l5경축연설(8.i4연설)을 통한김일성의 r남북

연방제J 통일방안제의가 있었음을 상기할 때,그 창설의

배경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쉽게 간파할 수 있다
.

r祖平統J은 모두77명 의위원으로 구성되 어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중 23~25명으로 구성된 상무위원회가

월례회의를 가져 운영문제를 토의한다
.

현재위원장은 허담이며, 부위원장은 楊亨燮(최고인민회

의의장), 金永南條諒劍流 부총리 겸외교부장), 全今哲(남북

국회회담 예비접촉 북측단장) 등lo명으로 되어있다.(월북

한崔德鱗도 사망하기 전까지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다.)

r祖平統J의 조직구성이 북한의 주장처 럼정당및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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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되어있다고 하지만 r祖國戰線J과는 그성격이다르며

어디까지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전룬공작기구로서 그 임무

와 역할의 비중이 매우 크다. r조평통J은 7o년대 초부터

남북대화의 실질적 기구로서 부상되기 시작하였으며 허담

이r위원장J직을 맡고부터 더욱그핀한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허담은政務院 外交部長을 기친외교관출신으로서 섬세

하고발카로운 성격의소유자이며 전문가적 인특성을 지닌

비교적 부드러 운인상을 주는인물로서 지난84년을 전후하

여 대남업루에 본격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당 서열 lo위로서 김정일 다음가는 대남정책의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또한 그가 김일성의 고종사촌동생 찰貞淑의 남편이란

사실은 이미알려진이야기다.그는과거의 대남사업 책임자

들과는 달리카신이 직접외부에 모습을 나타내며 대화업무

를 수행함으로써 관심을 끌고 있다. 즉 허담은 지난 89년

6될金泳三 前민주당 총재의 소련방문 때김총재와 대좌한

바있으며, 이에앞서鄭周永 현대그름명예회장의 북한방문

을 초청하었고 支益煥목사의 밀입북시에는 그와 먼담한

후 를제의 공동성명을 말표하기도 했다. 또한허담은 내외

신보도를 통해說往說來되 었던남북한 고위급비 릴접촉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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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측 장본인이며 남북한의 非公式對話通路의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또 한사람의 대화관련 인물은 i989년도에 r조평통J의

부위원장으로 승진한 全今哲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제l기

남북대화시대인 l97o년대 초부터 남북대화 전면에 나타난

자로서 협상논리 와회담경험을 골고루 체득한 북한의 손꼽

히는회담전문가라고 할수 있다. 허담. 전금철 組가사실

상남북대 화전략수립 과전개에 가장깊게관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한편, 또한사람의 대남담당비서 인金伸麟은 허담과 비교

하여 평할때 대남 강경파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l975

년의남침웅 방굴사건과 l984년 아웅산묘소암살폭발테 러

사건등대남공작의 실패로 두차례 나정치위원직에서 밀려

났으나 최근다시대남공작 담당비서로 복귀한것으로 판단

되고 있다
.

이렇게 를 때,허담과 김중린이라는 비교적 상반된 성향

의두 인물이 대남사업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북한의 대남전략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한단면이 라고

34) 북한은 지간 1989. 2.8.''祝平撚대변인성명」을 할표. 남북정상희반을
위한 막루접 측과 간를.찬 내외신보도를 .....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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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할 수 있다
.

이상을 종합할 때,북한를의 남북대 화運營體系는 金日成

.7金正 B .T黨.Tr祖平統J.7r會談代表團J으로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下向式 命令系統으로 특징지워지며 핵심계층의

협상요원을 선발, 회담전술을 익혀남북회담장에 내보내는

것으로 평가된다.3')

김일성은 남북대화에 관한 한 대체로 사소한 사항들에

대해서까지 직접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아 왔다고 한다
.

김정일은 l974년 그의권력세습작업을 내적으로 본격화하

면서부터 남북대화에 관여해왔고 l976년부터는 직접총지

휘를 하면서 이를 김일성에게 보고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o년대에 들어서부터는 CCTV, VTR까지 동원하여

회담현장을 중앙에서 직접지켜보며 세세한 사항에 이르기

까지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의 남북대화에서 대화의 마당에 나온현장의 대표들

에게 틀에 박힌 발언문을 낭득하는 이상의 어떤 재량을

기대한다는 것은 처를부터 무리인 것이다
.

35) 북찬의 對南政策流定구조와 過s에 간해서는 다음을 寧우한 것
.

支六理. "南」t諒流.對a政誰의 理論的 指返.政流學的 指進을 위한

4淪". 라토틀일원. 「民族流.외 摸索」(극등기89-12-109) (서라결

?!*I, 1989). PP.39-45.

36 ) (t淸沖. 많의 치.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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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統-戰線戰術에 및각한정치헙상회의 방식의 會談. 겨냥

북한이 전개해온 남북대화전략에서 나라나고 있는특징

적양상은 북한의 전통적 인政淸.導.事間題의 怪先的 解決

選好態度가 더욱분명해지면서 대화방식도 쌓무적 .다무적

접촉.회담즉r일종의 통일핀선전술적 방식의 대화전략J

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3')

남북대화의발전과정을 살펴보면 i972년의 r7 .4공동성

명J으로 대변되는 제i기 남북대화시대를 거쳐料84년 9월

북한이 제공하기로 제의한수재물자에 대한우리의접수가

계기가 되어제2기 남북대화시대를 맞으면서 적십자회담 .

경제회담,국회회담을 위한예비회담등다방면적인대화창

구가 마련되 었다.

그후북한이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대화를 일방적으

로중단함으로써 수년간 대화단절기를 기록하였다 .

제3기 남북대화시대는l988년의 국회회담을위한예비접

촉으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남북대화전개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21 -3 4) .

대차친차 특징". 「내외틀신J. 자로간 제凉諒호(1989'd 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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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우리측의 전통적 인대화방식 인機能主義的절근태도를

분단고착화를 노린분열주의적책동으로 배격하고, 정치 .

군사적 문제의 일활타결주의를 고수하면서 북한이 이러한

입장을더욱확고히 하고있다는 것이다
.

나아가 북한이 當局者間 會該보다는 집단이나 개인간의

연대에 의한일종의 雙務的 .多務的懲商方式의 대화를
통해 정치.글사적를제의선결과 남한내부의 혁명여건조성

에주력하고 있는것이대화전략상 나타나는 가장특징적
양상이 다

.

북한은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가진각정당.사회단체 .

각계계층, 그리고개별인사들간에 연대투쟁 전션을 형성하

기위한각종대화나 회의를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

한국정부측이 당국논리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견지해

왔고, 대화의 주체와형태면에서도 당국논리를 고수해 왔다

면,북한측은 최초의 남북대화제의 (1948.3.25)에서부터

김일성의 l99o년 신년사에 이르기까지 r政淸協商會議J,

r誇政黨 .社會團體連席會謙J 등群衆集會式 對話方式을

되플이 주장하고 있는것이대조적이라 할수있다
.

統.戰線차원의 r연석회의J방식의 대화전략구상은 l9

48 년 3월25일 북한의 노동당 및8개단체가 제의한r全朝鮮

政黨 .社會團體連席會議J제의로 부터l99o년 l될l일金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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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新年料의 r낟북최고위급당국및정당수뇌 협상회의J와

r민족통일협상회의J제의에이르기 까지북한측이 집요하게

주장.시도해 온회담방식 이다.

북한측은 5o년대와 4.i9직후는 r연석회의J, 6o널대와

7o년대 초에는 r정치협상J, 7o년대 중반이후에는r대민족회

의J와 r전민족대회J그리고8o년대에들어와7는 r정치협
상J과 r연석회의J의 명칭으로 집요하게 주장해 오고 있는

데,그개념을 정리.분석해 보면다음과 같다."'

o 북한측의 定義:r連席會議J는 사여러단체나 정당의

대표들이 한자리에모여서 서로관심사로 되는어떠한문제

를토의하는 회의..이다(r현대조선말사전J(U), P.807)/政

治協商J은 "대립되는찰방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를제나

상정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로토의하고협상하는

린-이다 (r현대조선말사전J(sb), P.1794).''大民族會議J는

H북과 남의각계각층 인사들과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위한기구와 회의"로서

大民族會議는 "북과 남의각계각층 인사들과 사회단체대표

들로구성되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제조사인구소. 「政策fy索」. 틀인卵호 (1989. 4천호), PP.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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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와 회의"라고 규정해 놓고다시 "대민족회의는 조국통

일을 위한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북과 남의 당국자들의

범위에만 그치지 않고 각정당 .사회단체대표들 그리J 7

개별적 인사들과도 광범히 헙의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기구이다."(r현대조선말사전J

( W , P.741) 그리고 r大民族會議J와 同義語로 사용되고

있는 r全民族大會J는 r대민족회의 J보다는 규모가 3 z L

群衆性이 큰 모임으로 이해된다
.

r大民族會議J나 r全民族六會J는 "당국자들의 범위에만

그치지 않고...광범히"열리는 회의 또는 집회라는 점에서

방대한인원이 참가하지만 정부당국이 배제되는 것은아니

다.이를통해서 블 때규모면에서는 r全民族大會J가 가장

크 고 r大民族會議J, r進席會議J순으로 규모가 적어지면서

r政淸協商J은 가장적은수의참가자로도 열수있는회의

로 보아도 될 것이다
.

대체로 북한에서 의입장에서 블때,혁명의r干潮期J라고

판단되 는경우에 는당국간 대화에 응해왔고, r滿潮期J라고

관단되는 경우에는 군중집회성 대화방식 인r連席會議J형 태

를제의,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다. r연석회의J형 태의하나이

지만 정부 당국자가 포함되는 r정치협상J은 대체로 r干潔

期J를 r滿潮期J로 전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제의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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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된다. r정치협 상J을 제의할때는正式國號와

當局代表의 正式직함을사용하면서 동시에 비정부차원의

접촉과 대화를즉각병행.활성화하자는 제의도빠트리 지

않았던 것이사실이다. 예컨대 4.l9 직후와 lo.26 직후가

그러했다 .

남한내에 일시적 힘의공백상태가 나타났을 때는거의

조건이 없는r정치협상J을 제의하다가 힘의방향이 결정되

고對北戰列이 정비되면, 북한은 남한당국이 받아들일수

없는조건을 붙여r정치협상J을 제의함으로써 r정치협상J

거부의 책임을 남한측에 전가시키면서정부를 제외한r連席

會議J로 옮겨갈 준비를 했던 것이다 .

그 런 절에서 r정치협상J제의는 r간조기J에서 r만조기J

에로의 r轉換期』術이라고 할수있을것이다.3")

요컨대, 북한측은 남북대화 .협상을 多務的 .雙務的

接觸의 방식으로 이끌어나가려고한다는 것은r협상대상의

확대Jdo)를 통하여 한국내 合法.半合法 .非合法的인 審共

組織이 남북정치협상과정에서 남한측의 협상대표에 끼어

발언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39) 러와 간은 치.PP.150-151

P.391.

'북한의 協商苾本戰術". 「北辨.政策論J. (서출 :및를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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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남북대화시대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북한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
.

l99o년 l월 l일 金日成 新年辭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南北찰高位織(頂上)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首腦들

의 협상회의 제의는 지난해 金日成新年辨에서 제의한 남북

정치협상회의와 비교할 때,형식면에서 최고위 급을 상위에

올려남북정상회담을 受容한 를한 인상을 주는 한편, 在野

人士를 제외시 킴으로써 정당대표들의 吟廳.名分을 제공하고

있으나 남북정 상회담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

로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북한이 r통일을 위한救國對

策J으로 軍事分界線 남쪽에 쌓아놓은 콘크리트 장벽의 제

거,각계각층 인민들의 自由往來실현 및를치 .경제 .문화

등 남북사회의 全面開放'을 주장하면서 이를협의하기 위해

南北最高位撚 (頂上)이 참가하는 當局과 各政黨 首腦들의

協商會議를 제의하고 있다
.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측의 북한사회 개방촉구와 소련 .

束詰cs國의 改革 .開放의 波及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4l)국토틀일원조사인구실. "치근북한정 세동향 보고" . 릴일성신년사를 중심

으로" (업무참고자로), (1990. 1).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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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다
.

북한측이 r콘크리트장벽J제거를 전제조건화 한 것은

自由往來 및開放이 실현되 지못한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

려는저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대남및통일.대화

와관련해서는 대화와 대결의이중구조를 견지하면서 실질

적인대화보다는 선전차원에서의 대화공세와 함께下層

統.戰線 構築을 위한勞 .學連帶강화 및반미 .반정부투

쟁을 적극 선동할 것으로 전방된다 .

(3) 二律背反的 兩面戰情의 驅便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및을 가리지 말라." 이말은

널리알려진 공산주의자들의 혁명투쟁의 識則가운데 하나

이다.

북한의 대화헙상운영에 있어서도 예외없이 이 철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으로는 남한당국을 r혁명의타도대상J이며, r反統 -

찰쇼세 력J으로 몰아부치면서도, 또한편으로는 r대한민국

국무총리J .r대한민국 국회의 장J이 라는공식국호와 정부

당국과 국회의 호칭을 사용하면서 남북한 고위당국자회담

을위한예비접촉과 남북국회회담을 위한예비접촉에 응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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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공개회담식상에서는 不可妥協 .不可讓漆의 문제인

양 强硬一淺倒 .非妥協.漆倒의 입장을고수하다가도 비공

개 .비밀접촉에 응하여서 는 비교적실질적인대화협상자세

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뿐만아니라 를곧r정치 .군사문제 신결른J을 주장하면

서도 제2기 남북대화시대에는 남북적 십자회담에 다시 응하

여 역사적인 이산가족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찰방문

을 성사시 킴으로써 최초의 이산가족 장본인들의 고향방문이

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

그러나 또한편으로는 r7 .4남북공동성명J과 r남북적십 자

회담 의제 5개항J등 주요합의를 산출했음에도 북한측은

막상 실천단계에 이르러서는 합의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씨

사실상 약속을 파기하는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다
.

또한 북한측이 먼저 단일팀구성을 협의하자고 회담을

제의하여 성립한 남북체육회담의 경우, 여러차례 접촉과

협상을 진행하다가 일방적으로 회담을 중단해 버리는 부당

한 경우를 여러차례 우리는 보아왔다
.

이와 같이, 북한측은 남북회 담의운영에 있어서 伸縮性과

敎條性, 肯定과 否定, 約束과 破棄의 兩極을 오고 가는 二律

背反的 兩面戰術을 구사하고 있다. 어제는 흑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서틀치 않고 백이라고 말하며, 어제의 합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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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에 와서는 자의로 파기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

이와같은 북한측의 이중적 대화운영전술이 계속시도되는

한,사실상 생산적 이고 책임있는 남북대화의 운영을 기대하

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

북한측이 보여온 이중적 회담운영 방식은 겉과속이 다른

僞裝 .欺晴戰術이요 聲東擊西式 協商戰術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회담의 경우에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소산이

라기 보다는 대화운영과정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계산된

전술구사라는데 유의해야 한다 .

그렇다면, 북한은 무엇 때문에 떤히 알면서도 상호 모순

되는 이중전술을 공공연하게 구사하고 있는 것인가?

북한의 저의는 대체로 다음 몇가지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측이 구사하는 이중전술적 형태는 공산주의

특유의 革命主義的 價値觀과 情勢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二分法의 시각을 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상대

로서의 남한은 反革命 .反統.勢力이며 타도대상일 뿐이

다.적을 약화 .전복시키 기 위하여 북한이 선택하는 수단과

방템이라면 모두가 다r正義의 혁명투쟁J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합리화시킬 뿐이다. 남북대화의 전략

적 목표가 반혁명세력의 약화 .타도에 있는 한,이 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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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전술방식은 필요에 따라 欺晴이든 압력이든
.

폭력이든 모두다 동원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毛澤東

式 邊打邊該 戰術과 같은 수법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은 r남조선 혁명J의 여건을조성할수있다고 정세를

판단하피나, 또는 객관적 정세가 대화압력 의가중으로 나타

날 경우에는 예상치 않은 대화 .협상을 시도해 왔다. 예컨

대,l97o년대 초의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고위 당국자비밀접

촉 및 남북조절위원회회 의,그리고 i98o년대초 ''10 -26사

태J직후의 남북총리회담제의와 i98o년대 후반r6 .io민주

항쟁J .''6.29민주화 선언J을 전후한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 그리고 l98o년대말 현재 진행되어 오다가 다시 북한

측긴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을구실로 대화중단선언

을 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한당국고위 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등 4邊會談 등을 열거할수 있다
.

들째, 자타가 공인하는 바,명분이 큰 평화지향적 .통일

지향적 이미지를投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북한측이 과감히

남북대화에 응한다는 점이다. 내심으로는 결코 간전합의나

실행을 하지 않고 지연전술을 구사하는 것이지 만 겉으로는

회담의 기신을 장악, 선제제의를 하여 적극적으로 임하는

이중전술을 구사힌다는 사실이다
.

예를 들면, 올림픽 경기에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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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체육회담의 경우가 이에해당한다. 북한측은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하여 이회담을 선제 제의한 것이 아니었다 .

그들은 분명 단일팀 구성를 회담의 목표로 삼지 않았다 .

i964년 東京올림픽 단일팀구성참가를 위한 Ioc중재하의

로잔느 회담과 홍콩회담, l984년의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단일팀구성을 위한 관분점 회담 및 l988년 서울 올림픽

북한참가를 위한Ioc중재하의 로잔느회 담등일련의 남북

체육회담릿를 경과를 분석해 보면, 북한측은 單一팀 構成이

나共同關催에 뜻을두기보다는 별개팀 의참가, 또는북한

팀의블참명 분확보또는한국측의 참가나 개최를저지하거

나방해공작을 전개하는데 일차적으로 전략적 목표를 두었

음이 명백하다 .

l979년의 평양세계박구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를 위한

회담'"9 경冷에도 북한측은 한국팀의 평양대회 참가를

.4i) s 극토통일일 남북대화사무극. 「商北諒流一對話 찰議J:bR(1945-19
86)(1986)J,pp.69-76.

@ 극토통일인 남북대 화사무극. 「남북대 화」(제35호 )(서찰 .동아인치 할

업. 1984.8). PP.27-62 .

@ 서출를림적대회조직리원회.대한을림 적리왼희. 「로간느할북체육회
할白할J(서를 .천인인치사. 1989). 득히제4장(최간이 小간敎7)침
고. PP.344-380 .

42) "찰북한탁구협 희최의".국토출일원. 「淸北對詰商찰」 (서을 :전찰산업사 .

1988), PP.305-326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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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할 목적으로 회담을 제의했던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

셋째, 북한측은 혁명정세 조성에 유리한 회담은 과감히

受容하나,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逆機能的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지연전술을 구사하면서

북한측이 정하는 시기에특정의구실을 내세워 회담을 일방

적으로 중단또는 연기시 킨다는 점이다. 찰언하면, 상대방의

약점이노출되는 경우, 예컨대 ''10.26사태J이후의 南韓政局

의 濕亂과 정부당국의 圖境狀況을 놓고 북한은, r대한민

국J의 정식국호를 사용하는 가운데 남북총리 회담을 제의하

였다. 북한은 이른바 r남북정 치인ioo인 연합회의J를 제의

하고 남한측의 대상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명하여 이들에

게편지공세 등을 통해 파상적인 평화공세를 전개, 남한정

국의불안을 加重시키 려고 획책했다. 그러나 남북총리 회담

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국내정국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자, 북한측은 ll차 실무접촉을 이를

앞둔 1980. 9.24 방송을 통해 r국무총리서리J의 자격시비

등을 구실로 삼아 일방적인 대화중단을 선언하고 말았다.a")

넷째, 북한측은 공개회 담과비공개 회담을 병행하되, 공개

151 8.J1. 피a을위한 실무대 표 접촉". 국토통일원. 앞의책.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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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서 보다는 비공개 .비밀접촉에서 실질적인 협상을

진전시 킨다는 점이다. 북한측은 공개회 담의 경우, 결코 우리

측의 논리와 주장에 동조하여 원칙적 입장이나 주요사항의

양보를 하지 많는다. 우리측이 주요사항을 양보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를 당연한 것으로 旣定事實化하는 일방, 북측

입장의 정당성을 선전하는데 주력한다. 문자 그대로 주고

받는 식의 실질적 인 협상은 공개회담보다는 비공개 접촉에

서 이주어 진 사례들이 남북대화 2o년사에서 나타나고 있

다.예를 들면, 남북공동성명의 합의 발표라든지, l985년의

제l차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교환방문

합의 .실현 사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물른, 이 경우에도 남북한의 합의와 실행의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측의 전략적 방침의 블변, 합의사항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실천태도 등의 문제점이 많았다. 또한우리

측주장에 대한북한측의 호응가능성의 기대치를의도적으

로 높이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보다 큰 양보를 요구하려는

전술적 태도를 보이는 교찰성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서일단짚고넘어갈사항은 非公開 幕後接觸의 필요

성이다. 제i기 남북대화시대의 비밀접촉을 비롯하여 제6

44) S2) U .PP.56-62 ?S pp.203-263 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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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和國政府의 r비공식대화 통로J에 이르기차지 남북한

비공식접촉의 통로가 斷續的으로 이어져 옴으로써 상호

意思疏通과 실질적 인協商을 추진하여 왔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료傳 .偏動의 效果 極大化

북한은 남북대화를 對內外 및對南心理戰의 주요수단으

로이용하고 있다. 남북대화는 이른바 r남조선 혁명의 수행

을위한免許狀J")으로서 뿐만아니라 r宣傳漏動의 好材J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

선전선동에 관한 한,북한공산주의자들은 악천후에도

표직을 향해 발진하는 全天候戰鬪機와 같다고 할수 있다
.

남북대화에 관련된 북한의 心理戰術은 時空을 초월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회담이 중단되어도 책임전가와

再協商제의준비를 위한심리전은계속된다. 또때로는 회담

대표나 특정계층.집단또는각게각층의 남한주민을 대상

으 로 신전선동을 전기힌다. 그리고때로는 북한주민을 대상

으로, 또는 제3국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을 가열화한다
.

45)남북힌간의 비공치대화통로의 유지문제는별도의 분석과대치이절요힌
것으로서 본 주제할의 파제이므z. 詳論을 유보한다

.

46) 밝북조절 위윈회. 「y북대 화백서」(서를:대한찰른사. 1978).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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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대표의 業調發言''o 나記者會見, 聲明발표를 비롯하여

신문 .방송매체의 동원 및 선전물 제작배포 등을 통하여

선전을 계속 반복한다. 북한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 .부

정하거나 료.LL漆大함으로써 심리전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어떤측면에서는 북한은 회담의 성과 보다

도 회담으로부터 나타나는 심리전차원의 附隨效果 개발에

보다큰 관심을 보여왔다고도 할수 있다. 즉r적의약점과

모순을 확대시키고 적을 고립화시킬 수 있는 통일전선형

성J의 촉진을 위하여, 또 외구로부터 의대화압력 과종응에

대한 전술적 對應과 더불어 평화이미지 投射를 위하여 .

그리고 대내정치목적의 상징조작을 위하여 남북대화를

정치심 리전의 도구로 轉落시키 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심리전 부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남북대화

를 이용해 온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

첫째, 북한은 대화상대인 남한정부당국의 正統性이나

위신을 높일 수 있는 발언과 논리는 회피하고 대신 공공연

47) 카증y북치할에서 린해진 북한측 수식대표의 기조할언근은 틀상그 7 성

자체가 바로 션인를이라 라 정도료 북한체례외 선천.선동논리를 찰시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측 입징에 대힌 我剛引水的 料定 .歪撚 .非誰을
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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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남한당국을 r分裂主義 찰쇼집단J으로 中傷謀略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남은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세 력으로
.

북은 자주 .민주 .통일세력으로 二分化시켜 선전하는

이른바 모략심 리전술을 구사하고 있는것이다.어떠한 회담

의경우에도 북한측의 主導的 發起에 따라진행되는 것으로

션전하며,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측의 정당한 주장에

낟한측이 호응또는굴복할 수9 에없었던 것으로 부각시

킨다.또 회담이 진전이 없고결렬될 경우에는 필연코 남한

측이대화의前遙에 걸림돌을 놓고대화를파탄시키 려한다

고강변하기 일주이다. 대화재개시에도 일단대화중단책 임

을 남한측에 전가하는 가운데 남북한의 r전쟁일보직전의

대길상태J와 한.미양측의 r대결노선과 분열주의노선J을

차탄한 연후에 구국적 차원에서 대화협상에 임할것을촉구

하는 형식을 취한다
.

이미지적한바와 같이, 북한은 主 .害觀的 정세를 관단

하여필요한 경우에 r남조선당국J, 또는r대한민국J이 라는

공식국호를 사용하면서도 상이한r체제 의존재J인정 이라

는표현은 쓸지언정, 결코 한반도상의 두개의 합법적 국가

를인정하는공식발언을 한예는없는것이다. 오히려남북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도 한쪽으로는 방송 .언른매체를

동원하여 우리정부를 겨냥, r찰쇼세력 .남조선괴뢰도당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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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로 계속중상비방을 해왔으며 ,대화중단의 경우에 는긍공

연하게 공식 발표를 통해 회담대표와 당국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것을 서슴치 않았다 .

제l기 남북대화 시대의 경우, 그 웅변적인 예를 우리는

이른바 평양측의 r8.28 대화중단선언J""4 서 찾아블 수

있다. 북한측은 한국의 r6.23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J을

r2개조선노선의 공기적 선포J라고 단정하고 낟한측이 "남

북대화의 간판으로 인민을 기만하고 민족분열을 고정화하

여 2개조선을 조작하려 한다"고 비난하는 일방, 이른바

r金大中남치사긴J을 빌미로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적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있기때문에 ...李厚洛을 비롯한 남조

선 중앙정보부 깡폐들과는 마주 앉아 國家大事를 논의할

수없다"고 함으로써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을

r깡패J로 매도했던 것이다. 또한r체포 .투옥된 모든애국자

들을 석방하고, 남북조절위원회는 응당 전민족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당국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남북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 각계각층인민들의

대표들이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972년 5월평양에서

李부장이 김일성을 처음 만났을 때 대央情報部長이라는

犯) '남북조결위원회 령양측 공동위원장성명 "(1973.8.28). 南린調諦要員

會. r南北對:saa-,. pp.i36-i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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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r中情J의 주임무가 r공산주의자들을 단속하는 일J

임을분명히했으며 이에대해김일성이"바로 그러한사람

이 직접 정양에 왔기 때문에 당신을 신임한다Lq9)고 말한

사실을 감안할 때,또남북조절원회회담을 당국자간 회담으

로인정해온북한측의 입장과 확대개편론의 주장을 고려할

때,북한측의 대화중단선언은 단순한 회담대표교체 및정치

협상에로의 확대전술이 아니였다. 이는남북대화의 계속으

로얻을것은없다는 관단에서 나온회담의 무기연기선언일

뿐만 아니라, 남한당국을 r찰쇼통치J .r공작정치J의 典理

인양매도함으로써 필경r남한당국의 정권안보용 대화공

작J에 휘말려 기만당했다는 인상을 부각하기 위해고안된

高度의 心BQ流術의 適用이었다고 할 것이다
.

제2기 남북대화 시대에도 l985년 4월 남북한국회회담제

의와관련, 위와 같은유형의 심리전의 전개사례를 발견하

게 된다.

북한측은 한편으로는 국회회 담제의문건을 통해r대한민

국국회J, r대통령J등의 호칭을 異例的으로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心理戰媒體를 통해 r낟조선괴뢰도

당J .r찰쇼 經刑吏J등 계속특정인에 대한인신공격을

49) 찰외 책.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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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없이강화함으로써 겉다르고 속다른 二重戰術을 구사

했던것이다.") 당시북한의 李惡.玉 부총리 는평양을방문중

인탄자니아 정부대표단 찰영연설(85. 4.11 단장무니이

부통령 )에서 북측제안내용을 선전하는 가운데, r美帝와

남조선 괴뢰의 팀스피리트 '85 군사훈련으로 조성된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획기적인구국방안J이라고언급함으로써

그들의 대남제의가 북한의 평화 이미지 개선등을노린

것이지 한국정부와 국회의 정통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데 있치 아니함을 보여주었다 .

둘째, 북한측은 남북대화과정을 남북한체제의 실상을

확인하는 기회인양 부각시켜 흑색심리전의 부수효과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한체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中傷 .諒略.歪曲.날조등의방법으로 마치r생지옥J과

같은 곳으로, 반면에 북한체제에 대해서는 r지상낙원J인양

선전해 온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와같은黑白論理式의 정치심리전은주로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대내용으펄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남한내의

일부극빈층 근로자계층이나 또는北輸偏向症에 사로잡힌

사실상의 北言症 感傷主義者들을 부차적 대상으로 겨냥하

4) .

이루대간되작선핀 깅화"「내외틀신」(i9料년 4를. l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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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

일례를 들면, 남북경제회담 관련동향을 들수있다.5l)

북한은 지난85년 9월판문점에서 열린제4차 남북경제회

담이실질적인 합의내용 없이끝나자 이에대한치임전가

수인을 재연하는 일방, 한국의 경제실정을 헐를는 모략선전
을 하고 나싫다. r평양방송J의 경우, 동년9될9일논평을

통해 제4차 남북경제회담내출 및결과를 비교적 상세히

보도하면서, 힌국측이 제의한r무연탄 3o만톤 구입과京義

線鐵道連結 사업의 연내착수토의주장J을 "문제토의에

혼란을 조성하고 껄렁껄렁 시간이나 끌면서 기본문제의

해결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매도하였다. 동시에 이방송은

남북경제교류의 전망에 언급, 북한은 r인민들이 먹을 걱

정,배출 려정등모든 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생찰하는

낙원J이 라고선전하는 한편, 남북경제교류는 "美帝의 식민

통치 밑에서 生活善에 시달리는 남조선인민들의 생찰을

개선하는 데크게기여할 것이다"라고 하는등남한실정의

왜곡선전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

또한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i

985. 5.28-29.씨을)의 경우, r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 및

간)"제4차 간복정제회딴동향". 「내외틀신-](1985년 출찰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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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공연단 고환방문J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이방문단의

규모, 체류일정과황래절차등구체적인문제를 실무대표

접촉에서 협의키로 함으로써 誇은전망을 주고있었는데 .

북한측은 故鄕訪開團교환의 의미보다? 남한실정의왜곡
선전에 주력했다. 北赤대표찰 일행이 평양으로 귀찰후

나타난 북한방송매체를통해보도된 龍仁r民俗村찰관J과

r三星電子 방문인상담J" q 내용을 보면, 그들의 料視限的

南韓視과 歪幽宣傳의 실상을 직감케 된다.

민속촌을 r남조선당국이 그무슨문화전통을 전수하고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꾸인능은마을J이라고 운을뗀후.

H봉건농촌과는 달리그곳에는 큰규모의 야외유흥장, 오락

실,술놀이 식당등의 시설물들이 있어이런시설들을 이움

해기생관광이 성행하고 있다"느니 r민속촌이란 민족외피

로위장된봉건판 유흥관광촌J으로 歪幽하고 있다. 더나가

서는 -인민들을 착취억압하여 무위도식 하는봉건양반들의

퇴폐한 생할을 민족전통성이라고 내세우니 우리에게는

이해가 가지않았다. 우리는이곳에서 민족자주의식을 마비

시키고 무지몽매로 권력과외세앞에순종하는 그런무력한

@ 「청양방찰_](1985년 들릴3o일자)
@ 「중'.#방송J(1985년 5친3o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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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겠다고 생각되 었다"는 등의 비방

을 늘어 놓았다
.

5K原의 三星電子 방문 인상담을 보면, 이 회사의 실림자

에대한비열한인식공격을 늘어놓고는 이회사를 r국제하

청업에 지나지 많는 기형아J라는 식으로 매도하였다 .

이와같이 북한측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의

소재로 남북대화관련동향까지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

셋제, 북한측은 남북대 화를 金 B成의 우상화와 金父子世

襲體制강화를 위한 선전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이 경우도 일차적 인 목적은 북한주민용이요, 부차적 인

목적은 남한내부의 해바라기성 對北偏向主義者를 겨냥한

선전용이라고 할 수 있다
.

가장 웅변적 인 예는 l972년 9될 l6일 서을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남북적 십자 제2차 본회담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간

金泰@北赤側團長의 기자회견내용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서을에시 행한 연설에서도 노골적으로 김일성을 찬양간

김태희 단장은 "서울시민을 비롯하여 우리와 만난 모든

남조선인민들은 한결같이 수령에 대한 敬慕의 정을 표시하

면서 우리들을 한날 적십자대표로서가 아니라 수령께서

친히 보내주신 통일의 사절로 따뜻이 마지하여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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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3)고 함으로써 마치 남한주민 전체가 김일성을 흠모

하는 양 날조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해마다 김일성신년사를 발표하고 이를 북한주민들

에게 학습시키는 가운데 대남관계분야에서 제시되는 낟북

통일방안 .대화제의 등을 김일성 유일체제의 유지강화

및 우상화와 연계시켜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또한가지 주목할 점은 제2기 남북대화시대 에 들어와서는

金正日의 지도력과 남북대화운영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일이 남북대화를 직접 지휘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북측대화요원들은

전리없이 부드러운 태도와 미소작전을 보이는가 하면, 어휘

구사에 있어서도 r통크게J .r재까닥해결합시 다J라는 등의

이른바 r김정일 지도자동지式J의 협상방식을 상징하는

어휘들을 사웅하는 등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

넷째, 북한측은 대외 .대남용 僞裝平流]k勢目的으로

남북대화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한반도

주변으로 부터 연유되는 대화압력을 유효적절하게 대응하

고 북한의 평화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선제적으로 대화를

53) 남북조절위원회. 많의 책.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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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하거나 또한 어느 겋우에 있어서든 주한미 군과 한 .미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내세워 남한측은 戰爭指向的이고

북한측은 平和指兩的인양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

남북국회회담의 경우, 북한은 먼저국회회 담이r國難타개

를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화방식J으로서 "온

겨레와 더블어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

을 받고 있다"고 그들이 先制提議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어

시 남한측을 반평화세력으료 규탄하고 있다. "전체조선인민

과 세게의 광범위한 여른이 우리의 제안에 대한 남측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는 때에 남측에서는 상서림지 못한 소리

들이 들려오고 있다. 남조선측은 우리의 평화제 안에 심사숙

고하여 응해 나올 대신 낟침위협을 구실로 우리를 걸고

<멸공85>요, <박쥐85>요 하는 도발적 인 전쟁연습을 연이어

벌여놓고 대결과 전쟁의식만 고취하고 있다.. ..우리가 나라

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데 대하여 토의

하자고 하는 이때에 우리를 반대하여 칼을 벼르며 대화일방

을 박별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전이 아닐 수 없다"")는 친이

다.이같은 선전은 참으로 城反荷枝梅이요 엄살에 가까운

왜곡선전이다.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북은전쟁보다는 평화

피)「고등신근-i(1985년 5i.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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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애호하며 진짜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남은 전쟁을 위하

여 찰을 갈고 대화상대를 쳐 없애겠다고 한다는 식의 선전

을 국제사회를 향하여 하는 것이다 .

요컨대, 남북대화 운영면에서만 본다면, 분명 북한측은

거의 아무런 제한이나 부담없이 恣行自在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측은 일원화된 대화 .협상체제 의유지, 대내여

'른으로 부터의 압력요인발생의 원천적 배제를 바탕으로

심리전차원의 대화전술을 전개하는f. 주력하고있는것으

로 평가된다
.

나.南北對話 內容面

(i) 原則論 .名分論의 反凌 主張

흔히 "공산주의자들은 야누스와 같다"는 비유의 말을

많이 듣는다. 남북대화에서도 예외設이 적응되는 것 같다
.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다. 내세우는 명분적

구호나 용어의 선택은 진실인 것처럼 표방하나 그 해석이나

실천 문제에 있어서는 왜곡과 부정으로 點繼되고 있다
.

"조국의 통일은 자주 .평화 . 민족대 단결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외세를 물리치고 당국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카층 인민대표들이 모두 참가하는 대민족회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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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를대회와 같이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자주통일

을 앞당겨야 한다. 구국을 위한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

자.무조건 자유찰래를 실현하여 이산가족의 고통을 당장

끝장내자. 전민족이 힘을 합쳐 합작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

反外勢自主化 .反찰쇼民主化 鬪爭에 앞장서고 있는 남한내

부의 민족세력 .민주세력 .통일세력을탄압하지 말라.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하여 통일을 실현하자
.

통일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당장 통일하자. 통일의

전도에 가로 놓인 인위적인 장애와 걸림돌을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등등 통일지향적이고 거창한 구호?i 신전을

북한은 계속 반복하고 있다
.

그러나 남북대화 2o년사를 회고해 블 때,솔직히 북한이

민족적 양심에 입각하여 남북한현안문제에 합의하고 실행

에 옮긴 경우가 있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통일대 헌장이라고도 할수 있는 r7.4 남북공동성 명J

은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死支化된 상태에 있다. 북한측이

합의한동기와 통일3대 원척에 대한.方的이고 我圖引水的

해석(x 용어혼란전술사례 에 속하는 것으로서 별도설명을

참고)으로 인하여 진실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실상

오늘날 그 합의성명은 휴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남북대화 2o년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열매로 평가되 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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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이산가족고향방문단 및예술공연단교환방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북한측의 水災物漆提供提議를 한국측이 과감히 받아들임

으로써 성사된 최초인 남북협력의 사례도 필경 북한측의

의도적 회피작전으로 인하여 l회성 心理戰用으로 轉漆시키

고 말았다. 우리측이 제의한 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은

이산가족문제와는 주관한 북한측의 예술공연단교찰방문공

연요구를 허용함으로써 이루어 졌던 것인데, 모란봉 경기장

사건 등과 같은 고의성 도발로 인하여 결국 시위응 또는

l회용의 고향방문단 교찰으로 끝닐 수 는에 있었다 .

"당장 통일해 야한다. 평화공존은 영구분열 .분단고정 화

방안이다. 통일만 하면다풀린다. 남한당국은 수구세 력이며

반통일세럭이다. 왜 통일을 위하여 외세를 내몰고 북과

합작통일에 나서지 않느냐"는 등의 북한측 주장과 선전은

남북대화 2o년사에만 국한되 지 않는다. 정권수립 직전 부터

계속주장해온 터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은 당장통일

하자고 하면서 통일을 위한 합의사항 실천마저도 외면하는

이을배반성을 보여 왔다
.

분단 45년이 되는데도 당장 통일하자고 외쳐온 북한은

과연진실된 자세로 통일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라고비판

받을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分斷解消方案과 統.推進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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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합의 .실천하려 는 데 뜻을 두기 보다는 북한체제 의 공고

화와 r先남조선혁명 後조국통일J노선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필경 북한은 남북대화 2o년사를 정치

찰작또는 정치심리전차원의 시각에서 운영해왔다는 평가

를 낳게 한다
.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은 "...해야 한다"는 명분른

과 "어떤 윈칙으고 해야 하는가"라는 원칙론에 입각하여

상찰에 따라 전술적으로 제의와 주장을 신축성 있게명칭변

경 등 섬세한 표현수템으로 조정해 왔다고 할 수 있다
.

북한측의 原則合意誘導戰術과 명분른의 반복주장은 결국

겉으로는 분명 통일지 향성과 일관성을 부각시 키는 부수효

과를 거두는 한편, 본질문제에 깊게들어가는 것을 피하면서

시간을 소모시 켜버리는 지연전술의 효과도 겨냥하는 것이

다.만약 원칙론과 명분른에 상대방이동의해 올경우, 최종

단계에 가서는 해석의 문제를 제기하여 실행직전에 파탄시

켜버리는 사례를 우리는남북한체육회담에서 실감하고있다.5')

55) 른럼리경기를 비쥬찬 극제겅기를 앞두고 남북한단일팀구성된제를 협의

하기위한간북한체 육회計블 북한측이 션제제 의를 할으로써 내외외호의

적 찬심을 유할하여 회할을 성사시킨 후.원력른 합의문제로 시간을 끌

고.간성빙간 및 운영방안을 놓고 적른를 릴임으로써 마치 남한측이 단일

팀구성에 부정적인양 차곡선 전하다가 급기야는 희담결 럴의 책임을 상대

방에 핀가하여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힌 사레를 지적찰 수 있다
.

어느 경우이든 이 회할에서 드러난 것은 북한측이 결코 단일팀 을 원하

는 것이 아니라는 사일이 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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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북한측이 원칙른 .명분른의 반복주장과 선전

으료 기시직이고 통일지향적이며 적극적인 인상을 주는

반면, 우리측은 구체적 실천방안 위주의 제의와 주장을

함으로써 비교른적 시각에서 미시적이고 평화공존적 (이는

북한측의 선전공세로 分裂主義 .分斷圖着인양 채곡되어

온 측면을 배제할수 없음)이며 소극적 인 인상을 줄 가능성

이 큰 것이었다
.

따라서 우리는 남북회담장의 안쥬에서 전개되고 있는

북한측의 주장이나 선전논리를 접할 때에 결과 속, 말과

행동의 부합여부를 때를어 블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한쪽

얼굴만 보고 오판하는 우를 및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대공협상의 경릴에 의하면, 공산주의 자들은 두가지 수법

으로 진실을 다루는데 그 하나는 진실을 부정하는 것이J7.

다른 하나는 진실을 왜곡시켜 찰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자

들은 진실이 란浮上하는 성질이있어서 비록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도 당혹한 순간에는 표면으로 불즉 솟아오르는 성질

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知惡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단호

하게 기부하는 전술을 아주 빈번히 사용하지는 않는다 .

그 보다는 공산주의자들은 진실을 歪幽하는 전술을 빈번히

56) "諒實과 婦精". 극토통일원(편). * 制 q 偏商및긴(1972.9).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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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

또한북한측 회담대표들이 윈칙른과 명분른을 연게시 켜

이른바 통일을 위한r선결조건J을 반복주장하는 것은일종

의持친.戰術에 속한다 .

비록 강탈적 요구라 할지라도 계속 반복하여 주장하다

보면,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상대방의 요구조건도

받아줘야 할 것이 아니냐? 어적면 당연한 요구인지 모 른

다.상대방이 게속하여 주장하는 것을 보면, 결국 그것을

받아 주지 않으면, 또는 출족시켜 주지 않으면 생산적인

대화는 기대할 수 誌다"는 식의 심리적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또는그요구를 충족시키는 조편을 고려 .강구하는

방향으로 촉매작용을 할수도 있다는 아전인수적 정세판단

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

한국전쟁 기간중휴전회 담에참가한바 있는 미국측 협상

요원의 경험담을 보면, r화를 치밀어 오르게 할 정도로

어리석은 요구사항J이라고 지적하고있으며 공산주의 협상

전술의 집요찰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5')

"공산주의자들이 단순히 그들의 要求條件을 繼績 反復함으

로써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례는 흔히있는일이다. 공산

57) '持久戰法". 국토통일원. 앞의 책,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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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들이 그들의 요구조건을 수없이 되플이 하는데, 사용하

는 발언의 내응들은 화가치밀 정도로 우둔한 내용이다. 그들은

날이면 발마다 전에도 誇임없이사용해온 똑같은 발언, 쪽찰은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이들의 하는 행동이란 마치 l달

러 짜리 지폐를 가진 한 아이가 이것을 은행에서 동전으로

바꾸고 이동전을 다시다른은행에서 지폐로 바운다음 또다른

은행에 가서 다시 동전으로 바꾸는 일를 수없이 되풀이 하는

짓이나 다름없다. 이 아이는 무슨 이유로 그린를데없는 것을

되플이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차 하다보면 누군가

한번은 실수를 하지 많있어요? 그때 計算錯誤로 생기는 공짜

돈은 내것이 될수 있으니까요"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이다 .

韓國休戰會談때에 공산측이 休戰綠을 38도선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공산측 주장의 핵심은 전쟁이 38도선에서 발발했기

때문에 휴전선도 38도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만약에 이러

한 정책을 미 .일전쟁에도 적용해 본다면 태평양전쟁이 眞珠

漂에서 발생했기때문에 美國은 眞珠漆으로부터 태평양지역에

이르는 거의 모든 지역을 일본에 양보해야만 했었을 것이다 .

그러나 공산측은 그들의 주장이 어리석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4게월반이라는 기간동안 끝까지 고집하고 되풀이 했던것이다 .

(2) 先決條件論의 반복주장

남북대화 2o년사에 매 회담 마다 빠지지 않고북한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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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론한 주장이 이른 바 r先決條件論J이다. 선결조건른이

강조되 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남북회담의 장래가 어둡다는

적신호를 뜻한다. 모든 회담이 교착되거나 연기 또는 중

단 .파탄되는 경우, 북한측이 선결조건른을 연계시키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북한이 남북회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해 온典型的 手法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은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내놓고 회담의 진행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종국에는 이를 구실로 대화를 중단시킨다
.

이같은 전제조건들은 시기적 상찰에 따라 주장의 순서나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

다.

북한이 주장하는 선결조건들의 주요내용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5")

@ 주한미군의 칠수 및 북한 .미국간 평화협정 체결

@ 반 공 법 .국가보안및 등 기존 대한민국의 반공 .자유

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법체제의 철페

燎이른바 r民主人士J 또는r愛國的 人士J의 석방과 모든

정당 .단체(공산당포함)의 합법화와 정치적 찰동의 자유보

58) s 국토통일원 남북대 화사무국. 「통일대 화-,(1982), P.77 ("전제조건「선

결조건」문제" )

@ 「로동신문」(指8o년 lo일 lo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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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등을 내용으로 하는 r남조선사회의 민주화J 실현

騷현존대한민국정권을 r民主政權J .r聯共政權J .r人民

政權J .r民衆政理J으로 교체

@ 대화상대로서 대한민국의 특정인사 排除(또는 特定人

士의 일방적 지명)

북한은 제l기 남북대화시대의 경우,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는 r法律的 .社會的 .條件環境 改善論J을, 남북조절위원

회에서는 r군사문제선결른J을 남북대화진전을 위한선행조

건으로 내세워 결국 대화의 진전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5")

북한은 남북조절위원회회의에서 통일원칙의 하나인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구실을 내세워 대한민국이
.

북한으로부터의 아무런 상응조치도 없이, 무조건 @ 반공

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 이들 법에 의하여 유죄선고

를 받고 복역중인 자들을 석방하며 @ 대한민국내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합법화하도록 반공정 책을포기하고

r聯共政策J으로 전환할 것을요구했다. 또한북한은 남북간

의군사력균형문제와 불가침합의문제는 도외시한채, 무조건

주한미군의 일방적 철수와 한국군의 전력증강게획을 저지

59) s 남북조결위 원희. 앞의친,P.172.

@ 任命燎. 앞의 책,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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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목적을 둔@ 무력증강중지 @ 상호io만이 하감군

@ 주한미 군할수등을내용으로 한이른바 5개항목군사제

안의 수락을 r대화진전의 선행조긴J으로 요구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이5개항의 군사제안을 수락하지

많는 힌 "대화의 진핀도, 남북관계의 개선도, 통일문제의

해절도블가능하다"고 공언했다. 뿐만아니라북한은 대한

민극의 6.23선인이 r2개의 료선을 고정시키는 民族分刻政

策J이라고 執辯하면서 이의철회를 요구하였다
.

제2기 많북대화시대에 있어서도 북한측은 선결조건른을

게록주장하였다. 이시기에는 l976년 부터시작된 팀스피

리트排.業.合同간漆訓漆을 빌미로 삼아해마다 한반도긴

장책임를 우리측에 전가시키기나 남북대화를 중단시키는

호재의 구실로 이용해 왔다
.

제3기 많북대화시대 특히i989년에는 문익관 목사, 서경

원의원, 임수경 양,문규현 신부등의및발은 및입북사긴에

편승, 대화진행의 선길조긴으로 이들의 무조긴 석방,국가보

안할의 무조?! 철페, 팀스피리트훈련의 즉각중지 및미군

의필수를 주장하면서 한국정구와 주한미군을 통일의 장애

요소인양 매도하였다
.

89년의 경우, 3월4일한국국방구가 팀.스피리트89훈련

일정을 공식발표찰 직후북한의 r중앙방송J은 漆lb高位當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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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會該이 끝난지 24시간도 못돼서 발표되었다고 신경질적

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는 동족의 가틀에 총구를 겨누는

도발적인 전쟁연습이며 미제침략글의 하수인노릇을 하는

것"이 라는 등으로 비난했다 .

이와함께 평양방송 및 당기관지 r로동신문J등 북한의

주요宣傳媒禮들은 일제히 팀.스피 리트'89훈련을 규탄하는

논조들을 내보띤다. 한결같이 팀.스피리트훈련을 r북침 전

쟁준비를 위한침략전쟁, 핵시험전쟁J이라고 非難함으로써

연례적인방어목적을 떤훈련의 성격을공격훈련인양 왜곡

린전하는데 주럭했다.")

그러나 한편, 북한측은 3월9일 단일팀구성을 위한체육

회담에는 응하는 이울배반적 인태도를 보있다 .

팀.스피리트훈련은 한 .미간에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전쟁억제를 위한방어목적 의군사훈련일뿐 아니라더욱이

이같은취지를 확인시키 기위해매년북한측의 참관을 요청

하고사전에 훈련일정 등을 공표하고 있다. 이같은 성걱의

훈련은 세계어느나라에 서도 상존하는 훈련이 고북한에서

도내부적으로 정례적인군사훈련을 실시하고있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

i )w민.스피리트.89 판간동힝~비난선전에 로.든 수단출동인"「내외통신」
(i989년 3s lo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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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88년의 경우東海上에서 사상최대규모의 북한 .소련간

해상합동훈련이 실시된 것도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팀 .스피리트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이를

對韓 .美 모략선전의 好材로 이출함과 동시에 대내정치적

차원의 심리전전기를 위한 기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예컨대, 대내적으로는 팀 .스피리트훈련에 대응한 대남

선전 . 선동분위 기를 고조시킴으로써 북한주민들의 긴장된

동원태세분위기를 강화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하여 적개심

과 호전성을 고취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한

노력투쟁분위 기를 고조시키 려는 것이다
.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긴장책임을 한 .미측에

전가하고 또 남한에 대해서는 반정부 .반미감정을 촉발시

켜 정치 .사회적혼란을 조성해 보려는데도 그속셈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북한의 책략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에서도 여실

히 입증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들어 한국내에 남북대화

및 통일열기가 확산되고 문익찰목사, 서경원의원, 임수경양

및 문규현신는 등의 밀입북사건 등에 편승해 한국의 국가보

안법를 '파쇼악법 '이니, '통일의 장애플'운운의 일방적인

모략선전을 통해 내정간섭적인 대남선동을 강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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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조치된

것으로서 그동안 논란되어 온 적용상의 를제점을 감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국회에서 검토심의하여 개정해나가

는 방향으로 입법조치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북한측이

이래라저래라內政干涉的이요 강탈적 인요구를 할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

북한은 그들 내부적으로 제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사범 에

대해刑法65조 등에 최고의 극형조항까지 규정해놓고 있으

면서"" 남북대 화마당에서는 한국내 의곡가보반법 칠체운운

하는 것은 한마디로 賊反荷撚이라 아니할 수 設다.

사실상 ?.제조건으로 말하자면 북한측의 6.25전쟁 도발로

인힌띤족살상행위 사과, 북한주민의 기본권박탈에 기초한

r김일성족및체 제J페 지,남침땅굴 .간칩침투사실 사과등

오히려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r선결조건J을 강하게 제시

할 입장이라 할 것이다
.

그러나 이같은 前提條件의 優先撚決만을 고집한다면

남북한 관계는 보다악화되 고오해와 불신만 심화되 어정화

6i)「내외 틀신」. 간은 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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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길은더일어지기만할것이다. 뿐만아니라평화적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남북한 쌍방이 대화를하는자리에서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제조건 이행을강요하는 것은통일도, 대화도

하지않겠다는 것과다를 바 없다
.

북한측이 제l기 남북대화시대에 특히인도주의정신에

바탕을 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일방적인 정치적 요구로

제기한이른바 r조건 .찰경개선른J6')도 위에서 분석한先決

條件論의 部類에 속한다
.

(3) 軍事開題 先決論의 圖출

군사문제선결른은 주한미군철수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한간이든, 미북한간이든 군사문제해결이란 U L

중핵문제가 곧 미군철수로 된다
.

남북대화 2o년사에 있어서 북한이 군사문제선결른을

회담석상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l973년

3월 평양에서 열린남북조절위원회른회담 제2차 회의였다.
이회의에서 행한朴成哲의 발언은 이른바 r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통일문제에 대한원칙적인 입장과 태도J를

62 ) " (S ft 會綠料(? 주화)間理". 할곡.대화사무극. 간은책.PP.79-81 람고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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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힌 것으로서 3개월후인 6월 23일 김일성의 r조국통일

5대강령J발표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회의에서 북한측의 박성철은 "남북간의 현 군사작 대치상

태를먼저해소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신웨있는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션해 나갈 수도 없으며

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5개항목의 軍事提案을 모든 문제에 우선

해서토의할 것을 요구했다.6")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군사제안은

@ 남북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 두구 @ 남북은 군대

를 카기 lo만 또는 그 이하로 줄이고 군비를 대폭 축소하며 .

@ 외국으로부터 일체의 무기와 작전장비 및글수물자의 반입

을중지하구 燎미군을 포함한 일체즉국군대를 철거시키며 .

@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남북간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해서로r擔保J(保障 )하는 릴화협정(제2기 남북대 화

시대에 들어와서 는대미평화협정체길주장으로 전환됨 )을 체결

하자는 것이다. 박성철은 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남북조절위

원회를 개편,쌓방의 군간부들을 여기에 참가시키든가 아니면

군사분과위원회를 우선적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

주한미군의 철수를 핵심으로 하는 군사문제선결른은

북한의 통일방안, 남북대화 현안과제로 계속 강조되어온

63) 南간調節委員會. r南간對a商淸J. 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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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중요한 문제로 취급되 어찰다. 북과남사이의 r군사적

인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J라는 말로표방되

고있는북한측의 주장은 특히l973년 6월23일 김일성의

이른바 r祖國漆一 5大綱領J"q 제i항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이른바 r조국통일5대강령J의 제i항으로 제시하고있는

내용을 보면, r무엇보다도 먼저J라는 副詞旬를 삽입하여

군사문제선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제l항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오늘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셔야

한다."

그리고 準.漆問題先決論의 주장이유와 해릴방안에 관해서

는군사문제해 결이야말로 최우선의 관건적 .근본적 문제로

撚)e t일성. 'g족의 분및를 방지하고 조극을 통일하자r(체스꼬슬로벤스
핀사회주의4:화극 당a 정무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찰중대회에
서 힌인인. 料73년 6절 23일). 「및일성 리작집28J(1973.1-1973.
l2). (조션료동딩출간사. 1984). PP.382-395.

@ t.일성. '조곡淸.일 5대방침에 대하여"(조션로등당중앙위원피 정치위

6 - 4 0 4 8._Tl.

한를.-a. 1973년 6를. 25일). 위와 같은 책,PP.39

燎"조라틀일5대 깅령'사치카할를간사. 「정치사인J. PP .7 7 2 -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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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다음과 같이말하고 있다.

. "북과 남사이의 군사꼭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시는 것른현시기남북사이 의오해와 블신을 를고호상이해

와 신임을 두터이하떠 민족적 대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남북관게를 개선하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긴별하고도 관건적 인문제이다."

. "북과 남이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있는것은그자체가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큰요인으

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해와 글신을 낳는근원으로 되고

있다."

. "이근본적인 문계가 플려야만 북과남사이의 긴장상태

와블신임을 없애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호상

신뢰의 기초위에서 모든 문계를 성과력으로 해결해 나길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록하기

위한첫걸를으로서 무력증강과 군비겅쟁의중지, 모든외국군

대의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7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5개 항목의 제안을

여러차례에 걸치 남조선당국에 제기하였다."

북한측의 군사문제 선결른에 호응하지 않고機能主義的 .

段階論的 문제해결입장을 취해 온 남한당국에 대해씨는

이른바 r민족적 대단결J반대세력 또는 r분열 유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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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J세력으로 규정, 다음과 같이매도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이긴절한 문제를

뒤로미루고 부차적문제들이나 이러저러한단계를 거쳐점차

적으로 해결하자고 하고 있다. 이것은 진실로 호상 신임을

두터이하고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자는것이 아니며 '민족분

렬9 쓰라린 상처를 그대로 두고 나라의 분렬을 유지하며

고정화하자는 것이다."

. "남조선당국자들이 참말로 평화통일을 바라고 통일문제

를실질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러한입장을 버리고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김일성의 ''6.23 5대강령J발표 이후 북한측은 여러가지

형태와 내용으로 주한미군철수와 남북한 軍縮間題에 관한

제의 및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협상의 형태를 보면, 남북간 고위정치군사당국자회 담을

비롯한 남북당사자회담, 연석회의, 미 .북한2자회담, 남 .

북한.미국의 3자회담, 다국적 군축협상등 매우다양하다
.

또한내용을 보면, 주한미군의 무조건 즉각 철수를 비롯하

여,주한미 군과 핵무기의 l992년 시한부 철수, 핵무기 철거

및 주한미군기지철폐, 남북한 병력의 단계적 축소 및 lo만

이하감군, 핵무기 등무기반입 중지, 休戰協定의 平和協定

에로의 전환, 美 .北韓平和協定締結, 南北不可侵共同宣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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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非核平和地帶化,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및

중립국감시군주둔, 軍事同盟條約 폐기, 팀스피리트 훈련

및대규모 군사연습 중지등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al

북한이 이처럼 정치.군사문제 우선의 일괄적 타결방식

을견지하고 이를남북대화과정에서 주장하는 것은미군철

수와한국의 국방태세약화를 통해혁명전략수행을 유리하

게하기위한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이는비정

치적 분야에서의 남북교류와 사회개방에 따른 濃制衝擊

憂慮, 새로운 데탕트시 대의도래와 美.蘇合意 또는일방적
.

감군추세에 따른한반도군사문제에 국제적 관심증대, 그리

고 한국내 반미기운증대 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

북한은 휴전이후 무려 2oo회 이상의 대남군축제의를

해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른, 본질적인 의미에서 블

때,북한은 대남군사력 의절대우위 의입장을.고수하는 가운

데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赤化시나리오의 일찰으로

대남공세를 전개해 온것이라철이?. 그러나 일면외국군

철를주장 자체가 지니는 정치적명분과 군축주장이 풍기는

65) 남복힌의 軍縮論에 관해서는 다음자료를 참고.

@ 李旻宰(綠). 韓半崙 軍縮論(서 울.법문사, 1989)
@ 국토를일윈. r근비통제 연구문힌.자료집J(서을:휘근인리 l989)

@ 김성호. "한반도 군축은 가능힌가 :남북한 당국의 군축제의를 해부한
다.' 월간「통일힌국_](1990년 l월호). PP.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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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和指向的 燎訴力을 북한은 십분이응했다고도 할 수 있

다.북한이 주한미군 칠수른과 군축른을 제기할 때마다

한국측은 거의반사적으로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임으로씨

북은 적극적이고 할 의사가 있는데 남은 소극적이며 할

의사가 없는 양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부인할 수없는

사실이다.주한미군철수른과 휴전협 정의변경이나 대체른자

체를금기시 해온한국정부의 종래의입장에서는 북한측의

군사문제선결른의 공세에 사실상 소극적이며 곤혹스러운

대응을 할수밖에없었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한국정부

는筆.縮誇이 제기될 때마다 주한미군철수문제는 한.미간

에 협의할 문제로서 결코 북한측과 협상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과북한측의 요구는 내정간심이며 강탈적요구

라는 논리로 단호히 배격해 왔다
.

그러나 제6공화국정부에 들어와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국

정부가 남북한 불가침문제를 비롯,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군비통제 및군비축소 등을포함한 모든문제를 토의하자고

북한측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종래 한국정부가 군사문제선결른에 대하여 소극적이 J l

守勢.邊倒의 입장에서 부터탈피, 적극적인 협의.해결의

입장으로 과감히 전환함으로써 북한의 일방적이고 강탈적

요구로 일관되어온 심리전차원의 군축주장에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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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기를 박는다는 의미를 띤다 .

특히l988년 lo월 l8일 盧泰愚 대통령 의유엔총회 연설과

i989년 9원 ii일 r한민족공통체 통일방안J을 통해 밝혀진

군축문제에 대한 구체적 입장 표명과 대북제의는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북한측이 군사문제선

결른을 더이상 심리전의 선전차원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본격적이고 실질적 인 軍備統制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을 제의하

면서 구체적인 정책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 남북한간에 기본적인 상호 신뢰와 안전?장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웅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선언할 것

@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와 통일 실현방

안 .군사축소 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

@ 서울과 평양이 한반도 평화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국들과 합리적 .정상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하

며,이를 위해 미 .소 .중 .일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동북

아평화협의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 내 s화시'건설을 제의함 .

66) 김성호. 위의 자료,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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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J乃에서는 통일의 중간과정에

남북연합기구를 설치하여 "군사분야애서는 과도한 군비경

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갈수있을것이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뀌나가는 것도가능

할 것"이 라고 밝히고 있다
.

그동안 人道主義的 .非政治的 接觸과 交流에서 부터

정치적 .군사적 문제의 해결로 나간다는 이른바 機能主義

的段階論꼭 접근방법은 이제탈바꿈되 없다고 하겠다. 평화

정착과 교류협력의 순서를 구태여 r선교류협력 후정화정

착J이라는 공식으로 정형화하기보다는 가능한 것부터또 는

동시에 병행추진한다는 伸縮的인 竝行接近方法이 한국의

통일추진전략이 된 셈이다
.

더욱이 l989년도 l2월 8일 연말주요지휘관회의에서

한寧相蒸 국방장관의 공언은 장차남북대화.특히남북고위

당국자회담에서의 군사문제 논의의 입장과 방향을 진단하

는데중요한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

oo출대는 지금까지 해온것과같은군사대결 일변도의

사고방식 만으로는 국방을 할수없을것이므로 완벽한군사

67)'대통령특별 연선(전문)'.국토통일원. r찰민족공틀체통일방안」 <기본해
설자료X1989.9). PP.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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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를 유지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움통성 있게부응할 수있는새로운 시각의 대응책 이강구되

어야한다"고 말하고 "남북 찰방이 국가체제 및안보현실을

상호존중하면서 찰방합의를 전제로 하는현실적 인군비통

제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의현직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로 군축의 절요성을 공식으

로 제기한 것이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측의 군사문제 선결른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한국측의 平和定着論은 군사적 신뢰구

축에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l99o년 l원29일 미국방장관의 주한미 공군의 일부병 력감

군계획과 3개공군기지 閉經措置 발표를 시발로 장차단계

적부분적 철군이 한.미양국의 협의에따라현실화 된다고

블 때,실질적 차원의 남북한 군축회담의 가능성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물른, 북한은 대미직접협상을통해미군철수와 流戰協定

의平和協定에로의 대체를 시도할 것이다.그러나 남북당사

자대화를 통한현안문제의 해결원칙을 한.미양국이 고수

하는한,북한의 한.미이간전술은 무산될 것이다 .

현재진행되 고 있는 남북고위 당국자회 담을 위한豫備會

68) 동아일보(1989'd 12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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談이상호신뢰의 결절과 정치적 이유로 인해진전은 없는

상태이나 방방의 군사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우리측은 軍事的 信賴構築方案으로 @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군사훈련의 相互適報와 參觀@ 군인사

상호방문 @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非武裝化 및平和地帶

化를 제의해 놓고 있다
.

이에대해북한측은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방안으로서

o 직통전화 설치@ 대규모 훈련(팀스퍼리트 훈련을 의

미)의 중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등을제의해 놓고

있다.6")

l99o년대의 제3기 남북대화시대의 본격화단계에 있어서

는북한이 종래에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던강탈적 이고심리

전차원의 군사문제선결른은 한국측의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조치 및군비통제른의 전개로 말미암아 쌍방통행의

軍縮會談論으로 선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라) 我田引水的. 用語解譯과 강탈적 要求

남북대화 2o년사가 보여주고있는특징가운데 하나는

69) '남북근축회담 가능성'. 「조선일보-,(1990딘 2월i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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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측이 어떤형태의 회담이든 우선적으로 原則合意를

주도하려고한다는 점이다. 누가보더라도 당연한 기본원칙

이요명분이 큰용어를 선제적으로 내세워 합의를 유도한

다.

그러나 일단합의를 보고난다음에는 그해석과 적용에

있어일방적이고 아전인수적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거나 會談濯着 .中斷의 責任을 轉漆하는

경우가 많다 .

명분의 先占을 중시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원칙합의 전술

이나또공산주의 특유의 혁명적사고와 정세관의교조성을

감안한다면, 협상과정에서원칙합의시의 용어선택과명확한

개념정립은매우중요하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전술.기교를 꿰를어 보지않은채,남북한 쌓방중 원칙합

의를 주도한 쪽이누구며, 원칙에 관한해석문제를 놓고

시비를 걸거나 부정적으로 대응한쪽이누구냐를 판단하려

들면, 자칫誤謬를 범할가능성을 배제할 수없기때문이

다.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말은표현과 형식은

같지만, 그것이 정치적 용어인 경우에는 뜻과개념이 우리

와다른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공산주의

자들은 정치적목적을 위해의도적으로 언어를 교란전술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이를언어의 二重戰術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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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통일원칙의 개념과有效

性 間題를 비롯하여 적지않은 용어의해석문제를 놓고상호

논쟁으로 귀중한 시간을허비하고 만것은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추상l인 용어로 표현될 수있는, 즉의미와 다르게 해

석.인식될 수있는용어가 사응되는 원칙문제에 대해서는

일단합의를 하지만, 어떻든 기본적으로 해석상의 유보권을

쥐든가 처음부터 원칙에 대한정의를확실히 해두어 야한다

는 교훈을 얻게 된다.7o)

r7.4남북공동성명J에 대한남북한의 논쟁은 그 發端과

경위가 어떠하든 한민족의 위신에 먹칠을한길과를 가져왔

다고블 때 이교훈은 銘心해야 할 것이다
.

회고천대, l972년 7월 4일오전 lo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r7.4남북공동성명J은 발표그자체가충격적

이었고내용도 매우놀라운 것이었다. 특히"허심 탄회하게

의견을 교찰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든지, "다음과 같은문제들에 완전한 견해

의일치를 보았다"고 명문화하면서 r조국통일원칙J을 비롯

한7개항의 합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을 본다. 또"이합의

70) BWBI, 앞의책,P.397.C- 북한의 합의전술w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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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온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料

고명기한 내용들을 상기할 때") 남북공동성명은 민족의

통일대 헌장 바로 그것이 었다.

그러나공동성명 이발표된 바로그날부터평양측과 서을

측은합의된 내응특히통일3원칙에 대하여 전혀상반되는

해석과주장을내세움으로써불긷한前兆를 예고하고있었다 .

과연우리측이 제시한통일원칙은 무엇이었으며,그개념

은 어및게 정립,주장했는가? 또북한측이 제시한통일원칙

은무엇이며 그들의 개념은 어떠했는가? 최소한 r허심탄회

하게 의견을교찬J했다면, 통일원칙 에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상반된 견해를 조정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r남북공동성명J이 동시발표되던 그시각에 이미남북간

에는기이하게도 성명문안에 대한해석상의큰의견차이가

노출되 고었었고 남북대 화의장래에어두운 그림자를던져

주었다. 평양에서 공동성명발표후 가진朴成哲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남북공동성명의통일원칙은 "김일성수령이

내놓은 제안에 남조선측이 찬동한 것"이라고 강변하는가

71) ''7 .4남북공동성명」(전문 ).찰북대화사무극. 많의리.PP.89-91 출고.

72)南北調飾要員會. 「南北對誇淸崙J, P.95 찰고.

73) i아일 t사딴보등일존제인간소. 「간펄틀일른계기딘자로집」((a 's.vi
練)/(서 출 :동아일보사, 1974), PP.29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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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남북공동성 명이발표된 이상"미제국주의자들은 더이

상우리나라내정에간섭하지말아야 하며자기의침략군대

를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고 주장하있다
.

이는공동성명 합의과정에 있었던 남북간의 토의내용은

일체외면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노선의 공공연한 주장

과통일방안선전강화의 계기로 공공연히 이움하려는 저의

를 노를시 켰다
.

바로 같은 날서을에서 열린辛厚淸부장의 기자회견7qT

에서는 "공동성 명의통일3원칙 이유엔감시하의 남북한토착

인구비례에 따른출선거라고 하는대한민국의 기본통일방

안에변화를 초래하는 것은아니다"라고 w했다
.

북한은 이에대하여 r공동성명 위반J이라고 시비하는가

하면, 9월 29일 극회에서 金短..泌총리가 "합의는 합의된

내용이 지켜질때라야의미가생기는것이며지켜지지않을

때에는 하나의 휴지조각에 틀과한 것이니 만큼우리는북한

측의앞으로의 태도를 지켜를것이다."75)라고 언급한 것을

가지고 이를r남북공동성명을 파기하는것J으로 패곡. H)

난함을 서슴치 아니했다
.

지금까지도 r7.4 남북공동성명J을 위요한 남북한의 입장

7사 동아일린(l973년 7를. 4일자).

75 ) 조션일-','-(1973'd 7를. 3o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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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서로다르다. 특히@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조국통일원칙에 대한해석의차이는계속대림의주요쟁 점

으로 남아 있다 .

남북한간에 주요합의내용이 나용어해석문제를 놓고논쟁

을벌인사례들은 많으나 본논문에서는 r7.4남북공동성

명J의 통일원칙문제와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논란된 r인도주

의J두가지문제를 대표적인사례로 선정, 일별코자 한다.

(i) r자주J .r평화J .r민족적 대단결J의 祖 國 統 - 原刻

問題 :

남북조절위원회 제i회 공동위원장회의 (l972년 lo월l2

일판문점 <자유의 집>과 제2차 회의(l972년 ll월 2.3일

평양)는 특히통일원칙의 해석과 합의사항의 具現方法에

관하여 찰방간에 치열한 논쟁으로 진행되었다 .

서울측은 공동성명 제l항의 자주.평화통일의 발성과

이를위한민촉적 단결의 도모를 위해서는 이를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의 창출이 절요함을 강조하고 남북간의

오해와 불신의 제기, 이해와 신뢰의 증진, 사회적 이질화의

극복과 민족적 동질성 의회복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

자고 주장했다 .

서울측은 이같은일련의 남북관계 개선과정을 성공적으

로추진할 수있게하기위해서는 남북쌓방이 일단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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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체제를 보호하면서 서로 상대방의體制內的 秩序에

대해서는 간섭함이 없이 교류와 협력, 그리고 나가서 상호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평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쌍방이 통일 3원척에

합의한 이상 서울측은 @ 대외적으로도 반공정 책을 포기
.

공산주의를 용납해야 하고, @ 통일과 관련하여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지 말아야 하며, @ r유엔J도

r외세J이 기때문에 r유엔J은 어데한형태로도 한반도 통일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라 @ 주한미군은 즉시 칠수해

야 하며, @ 국군의 전력증강은 물른 군사훈련도 중지되어

야 한다고 강변했다.7")

심지어 朴成哲은 제2차 회의에서 "공동성명에 입각한

대화와 남조선의 반공정 책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

하면서, "반공법 .국가보안법 을 위반하여 형사처 벌을 받고

있는 공산주의 자들을 석방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처벌하는

자들을 오히려처벌하라"는 부당한 강탈적요구를 들고나오

기까지 했다.7')

남북회담 또는 대남제의, 북한의 선전물 .선전매체를

블문하고 북한측은 r7 .4남북공동성명J의 통일원칙은 김일

76) 「차북대 화백서J. PP.104-105.

77) 위와 란은 리,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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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제시한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r7.4

남북공동성명 J은 r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J로 되떠, 통일문제 해결에서 커다란 돌파구를 열어놓

은 중대한 事變으로서 r외세를 배격하고 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초보적 기초의 마련J으로 분식하고 있다.7")

먼저 r자주J의 원칙을 보자
.

북한은 남북공동성명의 r自主原則J에 대해 "털어놓고

말하면 자주적 통일은 미군이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96 라고 강변함으로써 자주의 원칙을 내세운

그들의 입장이 어디에 있는가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i949년 6월 28일 이른바 r조국통일민

주주의전선J(약칭 r祖統J)결성대회에서 채택한 8개항의

평화통일방안의 제l항과 제2항의 내용을 줄곧북한이 고수

해 왔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즉 "통일은 조선인민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달성한다"(제l항)는

것과 "통일을 위한 l차적 조치로 주한미 군과 유엔한국위원

회는 즉각 철퇴해야 한다" (제2항)는 것이다."'

78) 「정치사천J(1973). pp.202-203.

79)「간조션력및과조극틀일리론J(1975), P.203.
8o ) 燎仁德(편 ).「A鈴全集」. (하핀 )(서찰.극동근제인TA, 1974).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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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에 서게 되면, 주한미군도 외세요, 유엔도

외세이며 ,이들과 손잡는 남한정부는 외세에 의존하는 반자

주 .반민족세력이며 분열주의옹호세력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r미제국주의 세력J의 보호아래 있는 정권이라면

당연히 r남조선 혁명J의 타도데상일 수 淸에 없는 것이다
.

결국 외세배격으로 미군을 내될고 밖으로 부터의 한국문

제기입을 원천봉쇄하며, 혁명투쟁으로 남한내의 분열주의세

력을타도한다는 전략적 관점이r자주J의 원칙속에 뿌리박

고 있다고 할 것이다
.

북한에 있어서 남북대화는 북한판 자주통일의 실현을

위한 전술적 방편일 뿐인 것이다
.

같은 맥락에서 김일성은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 것을 결코 r L

어떤 <내정 간섭>이 아니라 민족의 내부문제를 자체로 해결

하자는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는 것이다.B') 한마디로 이는

북한의 자주적 평화통일른의 二重性과 欺晴性을 입증하는

증거라 할 것이다
.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r6.23평 화통일외

교정책 선언J을 비롯하여, 교차승인른, 유엔 동시가입른
.

간)經束間路諒究所. 「A産團淸計J " M . 제3S-, (1974년 30).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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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동맹 체제, 유엔감시하의 南北韓 總選擧統.論

도 모두가 r2개 조선로선의 공개적 선포J요 r2개조선의

조작책동J이며 r남북대화의 간관으로 인민을 기만하고

민족분열을 고정화J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남한측이

"r남북공동성명J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는 식으로 매도

하고 있는 것이다
.

아울러 북한은 r남북공동성명J의 원칙을 존중하여 r2

개조선로선을 취소J하고 r6.23선언J도 취소할 뿐만아니라

심지어는 r反共政策J을 r聯共政策J으로 바피북한과 민족

적 대단합을 이룩함으로써 자주적인 통일을 실현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8")

우리가 말하는 한미우방의 협력관계란 북한의 입장에서

는 한국의 외세의존으로 단정함으로써 r隸屬의 길,亡國의

길J로 매도하고 있다.8')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平和의 원칙에 대한 해석의 시각도

우리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기본적으로 북한은 "평화적 방법에의한통일은 r정의의

혁명전쟁J을 수행힐데대한혁명적방침이 관통되 인 있으며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주장은 사회제도의 r平和共存理

82) 등아일보사 안보틀일준제연구소(핀). 앞의 리,P.424.

83) 「헌대조선'는사전J(1981년판), P.29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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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J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脚는 입장에 서고 있다.

평화의 성격을 전쟁과 마찬가지로 특정계급의 정책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보고있다. 환언하면, "제국주의자들과

착취계급의 평화는 侵略政策의 연장이며 자기나라 근로자

들과 식민지 인민들을 노예화하기 위한 정화이다. 이러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교란자들을

반대하여투쟁하며 ,억압자들의 통치를 뒤집어엎을때에만

달성될 수 있다. 평화를 린?t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원칙적입장을 견지하고 견결한 반대투쟁을 전개

해야 한다.... 반미투쟁은 평화를 위한 투쟁이 기본이다."

B')라는 북한공산주의 특유의 戰關的 平和觀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r평화적 공존J이라는 용어자체의 를이에 있어서

도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한 형

태""料로 못박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와같은 전투적 r평화J개념인식은 사실상 r L

發想情이 여타 공산주의자들의 고식적인 개념과 동일선상

84 ) t.일 설.「간조션력 념차 조라등일리 른J. P.210.

85) <할일성저 카인집. 3인. 간를체지>.

@ 「정치사전J. P.1163 찰고.

86)「친대조선만사인J, P.2225. '-릴 화적 찰를」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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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음은 재른의 여지가 없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r평화J란 글자그대로 서로가

화목하며 평온한 상태를 뜻하는, 즉전쟁과 소란에 반대되

는 諦的 개주이다燎

그러나 북한공산집단이 말하는 평화의 개념은 전세계에

서,또는한국가사회내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일체의

요소가 소멸된 상태를 뜻하는 동적이며 투쟁적인 개념인

짓이다.

공산혁명을 반대하는 평화는 곧 반동을 뜻하는 것이며
.

공산력명을 위한인민전쟁을 평화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다.그들이 평화를 강조할 때는물리적인 힘이부즉할 때로

양성적 이고노골적 인전쟁을 하지않는다는 것이지,적대와

비방, 파괴와 내주교란 등 음성적 전쟁을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양성적이건음성적 이긴전쟁은 부단히 지속된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평화관이므로 그들에게는 평화가

곧전쟁의 한 형태에 불과한 것이다.9')

아무리 r革命的 樂觀主義J로 무장한다고 하지만, o1s)

같이교조적이고 독단적인 평화의 개념인식을 철저히 고집

87 )

f'S 7)1 4E7U". tli-WBR, U-HSJ(U-S. :iEmt, 1990),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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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장본인이 곧우리의 대화상대인 북한임을 새삼 확인

할필요가 있다. 비록동구개혁의 도미노현상과 베를린장벽

의붕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로써 실질적 관계개선

과분단문제해결을 시도해 나가는 일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予見케 해준다 .

r자주J의 원칙과 r평화J의 원칙은 상호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들다r미제국주의세 력의퇴진J즉 주한미 군철

수를 강요하기 위한r反美自主化J鬪爭과 연결되고 있으며

동시에 외세에 아부굴종하는 r찰쇼매판세력J을 타도하기

위한r반찰쇼 民主化J 流爭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서 적극

표방되 고 있다 .

이러한관점에서보면, 세번째 조국통일의 원칙인r민족

적대단결J의 원칙도 마찬가지이다 .

우선r민족(적 )대단결J의 북한측 정의를보면, r김일성

이내놓은 조국통일3대 원칙의 하나J라고 전제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극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사상과 이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

의 기치릴에 단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이 名分的이고 抽象的인 정의가 남북대화와 관

88 )「를.대 조편발 사전J. P.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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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음되고 있는가는 김일성 자신이

직접 언급한 내웅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명료하다고 할

것이다.

l978년 9될9일북한정 권수림 3o주년 경축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가운데 r민족 대단결J의 원칙에 관한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주요부분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8")

"...만일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와 진심으로 대화를 하고

진심으로 합작을 하려고 한다면 민족분열정책을 통일정 책으로

바꾸고 r반공정책J을 r연긍정책J으로 바리야 한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기븐담보는 민족의 대단결에 있다. . .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서는남조선사회의 r민주화J를 실현해야 한다.. .남조선사회를

r민주화J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단합을 이룩할 수 없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방도를 모색할 수없다. 남조선사

회를r민주화J하기 위해서는...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r찰쇼J악법을 폐기해야 한다. ..r통일혁명 당J을 비롯하여 지하

에 있는 정당들도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해외에서 남조선사회의 r민주화J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89) 「남북대화백서J, P.177C-평앙loUJ. 1978년 9월9일오전r j55분보도
재인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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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 단체들과 애국인사들도 자기의 의사

대로남조선에 들어와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할수있게하여야

한다... 남조션인민들은 사상과 신앙,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불문하고 해내외의 민주주의 역량의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단합되고 조직된 힘으로 r찰쇼J독재세력과 투쟁함으

로써반드시 남조선사회를 r민주화J하고 조국.리 자주적 평화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料

위에인용한 김일성의 언급내숑을 보면, r민족대단결J의

웅어가 가지는 의미는순수한 민족자결주의 정신에 입각하

여반외세자주통일을 위하여힘을합치고 뭉친다는 전통적

인저항민족주의 개념과는 거리가 별다
.

북한이 말하는 r민족적 대단결J의 뜻은다음세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

친째,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r자주적J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담보로서 앞서분석한 r자주J .r평화J 원칙의 혁명투

쟁성을 함축하고 있다
.

둘째, 민족의 단합과 同義語로 사용되고 있는민족대 단결

은남한사회의 r민주화J를 전제로 하고있다. 특히反共自

由民主主義體制 守護法 體系의 철페와 지하당 즉공산당의

합법화를허용해 야r민주화J가 된다는 주장이다
.

셋째, 민족대 단결의 원칙은 결국r찰쇼독재세 력J의 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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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r民族大統一戰線J의 형성에 전략적 관점을 두고

있다. r사상과 신앙, 당파와 정견의차이J를 블문한다든지 .

r이념과 제도의 차이J를 초월한다든지 또는 r민주주의

역량J 운운하는 것은 선전효과를 겨냥한 欺滿的 名分의

動員으로서 용어자체에 현흑되거나 오판해서는 안될 부분

이다.

이경우, 물른북한이 사용하는 r민주주의J용어 의개념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自由 .平等.博愛思想을 내출

으 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민주주의도 계급적 성격을 띤다고 보고있다. 자유민주주의

는부르주아민주주의로서 착취계급의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있으며 ,"참다운 민주주의는 오직하나이며, 그것은 근로인

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 곧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이다."".

라고못박고 있다. 북한이 r인민민주주의 혁명J9u을 표방할

때의개념도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9o) e 「린대조신할사핀J. P.1051.

@ 틀일연수윈. 앞의 치.P.112 참고.

9 l ) 북찰외 「인인민주주의 력명J론은 「할조선치명J론과 동의어로서 사용하
고 있다. 이에 대한분석내웅은 다음을 찰고할 것.

o拙한 「북한의 대는친략론」(틀일인수친 1980), 특히PP.ll-lSt"할조
신혁명의 성격차 임무 분식").

@ 康仁流 r t緯政沿論J (서출.삼성인리 1976). PP.547-560("1970인
대의 인민민주주의 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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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북한은 r민족적 대단결J원칙을 그들의 統 - 戰 線

戰料7I입각한대남적화통일을 위한전술적 용어로 사용하

고있다. 이같은 북한의 저의는r민족적 대단결J을 위해

한편으로는 "남조선에 사회주의 제도를 강요할 의사가 없

다"고 주장(l972년 5월28일 김일성, r뉴욕타임즈J지 회

견)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 "남조선이 찰쇼악법을 없애

고,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지 말아야 하며,反共政策을 聯共

政策으로 전찰해 야한다"고 주장(l975년 io될 9일조선로

동당 창건3o주년 김일성 보고)하는데서도 잘나타나고

있다. 이는북한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체제 .사상을 포기

하고공산주의체제 .사상으로 전환하며 공산주의자들의

합및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

그들이 남한에 사회주의제도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주장과

서로모순.상충되는 주장을 피고있는것이다
.

현재북한은 남북회담에서 북한은 南北共同聲明의 제l

항인r조국통일3원칙J은 김일성이발기하여 남북이 합의한

것이떠, 유일한 조국통일원칙이라고 내세우고 있을뿐나머

지남북한 긴장완화 및r남북한 교류.협력J을 위한제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전혀거론을 회피하는 태도를 나타내

고있다. 뿐만아니라 북한은 남북공동성명의 제반합의사
힝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남북공동성명 제6항에 의해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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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南北調諒委員會마저 그존속의 의가상실되 었다고 주장

하면서 그존재를 일체부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r7.4 남북

공동성명J은 인체의 머리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통일의

원칙만 남고실질적인 인체의 몸통과 지체라고 할수있는

6개항의 합의사항은 사문화됨으로써 하반신불구의 가분수

머리를 가진 기형아로 전락되 고만 셈이다.

(2) 南北赤+字會談에서의 r人進主義J 問題

누구든지 적십자정신이 라고하면, 으례인도주의적 정신

을 생각하게 된다. 또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린다고, 하면

l천만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문자그대로 인도

적또는인도주의적 차원의 非政治會談이라고 생각한다 .

그러나 남북적 십자회담 과정에서 r인도주의J문제를 위요

하여남북간에 벌인용어해석 의논쟁과북한측에 의한정치

선전강화 시도의 사례들을 접하게되면, 吸然失출하지 않을

수 없다.

r인도주의J문제에 대한 쌓방간의 개념인식의 차이와

대립은북한측의 r法津的 .社會的 條件環境改善論J의 선결

조건주장과 더불어 필경제l기 남북대화시대 의남북적 십자

회담을 교착으로 몰고간가장주요한 쟁점의 하나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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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분단 4반세기만에처음으로 이주어진 남북대화라는

벅찰감격과 기대속에서 진행된 남북적십자본회담은예비

회담에서 합의한대로 l972년 8월부터 i973년 7월까지 서울

과평양에서 번갈아가며 모두일곱차례에걸쳐 개최되었다
.

제l차 본회담(평양)과 제2차 본회담(서울)은 최초의

남북적십자회담대표들의 왕래실현이라는 역사적 의의등으

로視祭雰圍氣속에서 진행되 었다
.

제2차 평양회담은 양측수석대표의 개회사와 북한측

r정당 .사회단체J대표들의 축사그리고 본회담의제의 공식

채택등의례적인 행사로 기록되고 있다
.

이회담에서 양측수석대표가 서명한본회담의 진행원칙
에관한 합의문서는예비회담에서 기합의된5기항의의제를차

를본회담의 의제로 채택힐것을재확인한 것이며, 남북한

쌓방이 r적십자 인도주의 원칙J에 입각하여 이산가족들의

"..4i.,44..i...43....:...7.;.s?;.:二(.z.÷......::
母를를t7言는는는t들4친척들사이의자유로운 訪問파 차유로운

郵sf기料3 가족들긱 친척들사이외 자유로운 출悟去來를 설시

@ 7]E). 'JsalUa fSSts). B,M 料.q 의한 再結合 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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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풀어줄 것을재다짐하는 것이었다.

제i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합의서는 특히제2장에서 "찰

방은라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이 천명된

남북공동성명과 그리고 적십자 인도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의제로 설정된모든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토의.해결함으로써 남북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하루속히 플어주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의 디딤돌이 되도록

모 든 노력을 경주한다""料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南北共

同聲明의 3대원칙과 r인도주의 원칙J에 관한내용을 부각

시키고 있는 것이다 .

또한 제2차 남북적십자본회담합의서에서도 r적십자인

도주의 정신J의 철저한 구현을 강조되고 있다. 합의서 저1l

장을보련, f방방은 온겨레의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의 의제로 설정된 모든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자유로운 원칙, 南北共同聲明의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적십자인도주의 정신을철저히구현

한다"卿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같이합의서의 내용만을 놓고보면, 남북한이 전혀

r적십자 인도주의 원칙J이나 r적십자 인도주의정신J의

93) 위와 간은 책. I 은 면.

94) 위와 란은 책.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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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문제를 들러싸고 견해차이가 있는것으로 보이지 찰는

다.오히려 2차회딤의 합의서의 경우, 제2항에서는 인찰빙은

제l차 및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을통하여 더욱다져진방방
긴의 이해와신뢰의분위기를바탕으로 하여제3차 남북직

싫자회담#터는 의제에 대한토의를 진행L하는 것으로 합

의.말표글으로써 상딩수준까지 이해와신뢰분위 기가조성

된감을줌으로써 기대감을 가지게 할수있는것이었다
.

그러나 남북한 쌓빙의 수석대표들이 개회연설과 북한측

정당.사회단체대표들의 축사내용을 보면,政淸凉說 .色이

었다. 따라서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쌍방의 시카차도 심카

하며, 비정치직이고 인도주의적 적십자회담의 전망이 불투

명하게 되리라는 판단을 하게된다
.

당시 韓赤側의 李範錫 수석대표는 북적측의 r선결조긴J

문제해결요구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는 일이라

고지적하면서, "적십자정신과적십자원칙에입각한인도적

문제란 및률이전, 정치이전, 체제이전의 숭고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십자가 추진하는 사업은 여하한 기존의 법률적

조건에도 저해를 받음이 없이추진한다는 것이大韓赤4 字
社 의 전통이고 國際赤小字의 전통이며 또한순수한 인도적

견지에서 이러한사업을 적극지원하는 것이대한민국 정부

의명백한입장"이 라고 誇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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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北赤側은 한국의 반공관계 법를의 릴폐를 계속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인도주의를 구현하는 길은바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 있다.", "인도주의사업이라고해서

조국통일문제와 분리하여다를수없으며 오로지 통일문제

의일부로추진해야한다.", "따라서 남한의 반공관계 법률이

선행적으로 철페되 어야한다"고 주장, 이산가족 .친척문제

를정치문제 와결부짓고 순수한 적십자인도주의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올 거부하였다.")

또 한 제2차 본회담의 경우金用雨 諒赤총재는 축사에서

#양측이 서로차이점을 찻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하고."금년(i972년) 적십자의세계표어가 <인도

주의의架橋>이므로 동포애와민족적 사명감으로 이가교에

서광을 비춰주기 위해모든를신과 쓰라린 과거를 모두

묻어버 리자"고 호소했다 .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적측 金泰@團長을 비롯한 尹 基

福,金炳料 두자문위원은제l차회담때와 같은정치선전으

로일관된 연설을 하여우리국민들을 실망시켰으며 내외여

른을 놀라게 했다 .

金泰禪. 團長은 개회연설에 서"조국통일이 야말로 최고의

駱)위와 於은 치.PP.118-119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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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이며 분열로 인한 겨레의 고통을 가장 철저하게

풀어주는 것"이라는 등이산가족찾기 사업을 위한적십자회

담은아예제쳐놓고 당장통일문제로 뛰어들자고 강조하는

발언으로 시종했다.")

북적측은 r통일은 곧최고의 인도주의J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r외세의 간섭을 배제하자J는 둥정치적 발언을 반복

해마치남북적십 자회담이 인도주의회 담이아니라r통일회

담J, r정치회담J인양 착각케 하는撚線的인 입장을 취했

다.

북한측이 정의하고 있는r인도주의J내용을 보면, r사람들

의자유와 권리를 귀중히 여기고 옹호하는 사상J으로 표현

되고있다. 그러나 r인도주의J는 또다시 r부르주아 인도주

의J와r社會主義的 人道主義J로 양분하여 "부르주아 인도

주의는 근로인민에 대한착취와 압박을 가리우려는위선적

인것이다. 참다운 인도주의는 오직착취와 압박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사회주의적 인도주의 이다."9「)라는 식의黑白論理로 해석하

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해석은 r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인도주의J

96) 위와 란은 치.PP.122-123.

卯)「헌대조선할사전J, P.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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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r特殊的 槪念으로서의 인도주의J로도 구분할 수있다."l

普遍的 槪念으로서의 인도주의는 인간본연의 博愛精神

과道德淸神을 바탕으로 하는순수한 의미에서의 인도주의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수적 개를으로서의 인도주의는

한반도라는 특수적 상황여건하에서 민족분열의 고통과

전쟁재발의 위험이사라진 상태즉조국통일을 至高의 인도

주의로 간주하는 것이다 .

북한측의 인도주의에 대한이러한입장은다음의 주장에

서 잘 나타나고 있다."'

. u우리가 다루고 있는인도주의 문제는 어느나라에서나

또어느때나그리고 누구나 말할수있는가장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인도주의가 아니다.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

해야할인족l 를제와떼어놓고 생각할수없는우리나라의

고유힌 人道主義 문제이다." (-i1l21차 실무회의 회의록)

. u사실 우리가논하고 있는인도주의 문제는 민족의 분열

로서발생되었고 나라의 통일로서 금극적으로 해결되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인도주의의 문제로서 시종 민족문제와 함께

제기되며 민족문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제23차 실무회담 회의록)

98) 극토틀인원 .「南北對話출議料 諒析J. PP.81-82.

99) 위와 같은 치,PP.82-83.

lo 4



이상살펴본 북한의 주장에서 를 때,견국 남북적 십자회

담의 목적은 人道主義의 실현이고 人道主義의 실현은 곧

祖國統. 달성에 있다는 공식이 성립된다
.

그렇다고 해서 북한측이 인도주의와 조국통일을 항상

직결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가끔 名分論에 집착해서

적십자회담을 선전목적 에이용코자 할때에는 普遍的 개념

으로서의 인도주의를 표방하는 일방, 그 석세를 몰아對南

訪誘宣傳을 가열화하기도 하는 것이다
.

그러나 회담진행 과정에서본의와는 역행되게실질토의에

들어가도록 有形無彩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 북한은

r보편적 개념J으로부터 r특수적 개념J으로 변찰하여 사용

하는 것이다
.

다시말해북한은 적십자인도주의 의보편적 개념과 특수

적개념 즉 명분과 실질을 번갈아 가면서 會談戰術上 필요

한때에적절히驅使하는 用語解釋의 二重性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南北對話 姿勢面

냉전시대에 공산주의 자들이 한결같이 보여온 협상자세는

r融對的 協商J, r협상없는협상J이 라고할정도로 완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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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융통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이와

같은 기존의 시각에서 보면, 최근 고르바초프의 關放 .改革

政恭의 본적적추진과정에서 소련이 취하고 있는 대미근축

협상에서의 윰통성과 타협적태도는 엄청난 변화이 다.사실

상종래의비타협 적이고, 교조적 인공산주의 특유의 협상행

태를과감하게 찰피한것이라고 평가할 수있으며, r협상다

운 협상J을 위한 r페레스트로이카J라 할수 있다. 소련에

연이어 여타의 공산국가들도 공산핀전역에 휘될아치고

있는 개칙과 기방의 물결에 시련을 긴는 가운데 냉전의

와중으로 부터 및어나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에 적응하기

위하여 변화의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

서방국가들에 대하여 종래와는 다른 유화적 접근과 화해

협력의 자세를 가다듬고 손을 내별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정책에서 연유된 것이다. 이제 적대로 t 터 화합에

로 전찰하고 있는 역사의 큰 물결은 동서협상에 있어서도

일방적 승리, 일방적 패배, 完全勝利 完全敗北를 겨냥하기

보다는 공동승리의 순수한 헙상의 원리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협상자세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필경 북한은 협상전술면에서

세계어느나라 보다도 r매우 교활하고, 민칩하며, 릴면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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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양식jl"l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 협상대상으로는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존재라고 할 것이다
.

남북대화 2o년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북한측협상요

원의 행태가운데 전형적인 유형을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i) 會談의 主導權 掌握 試圖

북한의 협상자세를 보면, 거의생리적이라할만큼 명분의

확보와 선전의 耐隨效果 개발에 집착해 온 것으로 보인다
.

공개회닫의 경우, 어떤 형태의 회담이건 간에 최초의

제의단게에서 부터 시작하여 회담장에서의 찰담과 협상진

행과정을 거쳐회담종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 까지북한

측은機先制壓 .主導權장악을 시도함으로씨 회담의 전반적

흐름을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려 고 한다. 애당초

실질적 인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명분과 선전의 싸움을 겨냥

하는 경우 이와 갇은 북한측의 테도는 더욱 노골화된다
.

이러한 연고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북대화 2o년사는

솔직담백하고 차분한 회담,상호존중하는 회담보다는 二重

100) W W L , as ] a), p.39l.

#은직에서 천사는 북한이 림찰에 임하는 자치에 찬하여 윤리 .도덕찬

에 ='애'.#지 않는 이출배만적 행동. 허위사및의 반복주장. 합의사항의
자의a 위반. 션천핀과 지인작친 구사. 일방적 해석고집 등 7가지 유형

을 제시하고 있다.(PP.396-39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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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이고 빈수레 처럼요란한 一方的 주장으로 점철된 비생산

적 회담, 또는 합의에 까지 도달했으나 책임있는 실행이

수반되지 못한 채 桔死하고만 未完成 會談들의 기록들을

많이 남길 수 밖에 없었다
.

회담제 의단계를 보면, 主 .客觀的 情勢를 판단할 때대남

혁명전략수행에 도움을 주고對內外政治心理戰목적 에 이용

할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북한은 언제든지 과감하

게 선제제 의를 한다. 10.26사태직후의 남북총리 회담제 의와

l984년의 수재물자 인도인수관련 남북적십자실무대표접

촉,l985년의 남북국회회담제의 등을 그 예로 들 수있다 .

한국측이 먼저제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북한측은 이를

단순히 수락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오래

전 부터 북한측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주장해 오던 것을

남힌측이 받아들여 뒤늦게나마 대화의 마당에 나오는 것으

로 粉飾한다. 뿐만 아니라, 남한측 제의와 비교할 때 보다

더 통일지 향적인양 그들 특유의 통일접근의 논리를 반복주

장하고 보다 더 구체적인 회담제의내용을 담아 역제의 한

다.이는 마치 북한측이 남한측이 제의한 현안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온 것처럼 부각시 키자는

것이다. l97l년 8월 南北赤구字會談提議가 그 단적인 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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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7l년 8월 l2일 대한적십자사측은 총재의 특별성명을

통해 r남북간의 가족찾기 운동J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r남북적십 자사대표회담J을 제의하고 io월안으로 제네

바에서 r예비회담J을 개최하자고 제의했었다 .

이에 대하여 북한적십자회측은 孫流彈위원장 명의로

大諒赤小를社 總裁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통해 북한적십자

회가r이미오래핀부터 주장해 온문제중의 하나J라고 강조

함은 물른, "가즉찾기 운동간으로는 부족하다"고 전제하면

서 @ 가 족 . 친척 . 친우출의 자유왕래 .상호방문실현문제

@ 가족 . 친척 . 친우들간의 자유로운 서신거래 실시문제

@ 가족들을 찾아주고 상봉을 마련해 주는 문제등을 토의의

제로 추가하고 있다. 또 남한측이 제의한 rio월안 제네바

예비회담 개최J에 대하여 북한측은 r9월안 관문점 예비회

담개최J를 수정제의하고 r8월 2o일 i2시 화견원 접촉을

통해 판문점에서 서신수교할 것J을 언급함으로써 상당히

적극성을 떤 내음을 담아 통보하고 있다.lol)

또한북한측은 南北體育會談의 경우, 올림픽 참가를 위한

ioi) s 극토틀일기 「南고諒流. .對請襤議 친鈴(1945-1986L, (서울 .

극토틀일원. 간북대 화사무극. 1976) P.115.

@ 간북조절 리윈희. 「간북대 화백서J, pp. 69-7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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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팀구성을 先制提議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제의검토단계

에서 이미 단일팀구성은 끝내 성사시키 지 않는다는 전략목

표를 세워 놓고 있었던 것으로 관단되고 있다. 이는 회담주

도권을 장악하여 일정단계까지는 적극성을 시현함으로써

명분과 선전의 효과를 얻는 한편, 지연전술과 기만전술등을

동원 회담진행의 속도를 조절하다가 끝내는 회담을 수렁으

로 를고 가려고한 것이었다
.

이와같은 북한측의 전술적 파행은 l99o년 북경아시아경

기대회 만일팀참가를 위한 流育會談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고 있다. 북한측제 의로 l989년 3월 9일 성립한 남북체육회

담은 단가 .단기 .단일팀명칭 등 상당부분 합의를 보다가

결국 l99o년 2월 7일 제9차 본회담에서 북한측이 또다시

先決條伴을 내세움으로써 사실상의 길렬위기에 출착했다
.

회담진행단계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도 북한측이 주도

권을 장악하려는 데는 변함이 없다. 우리측은 대체로 회담

의 실질적인 성과를 중요시함으로써 형식과 절차문제는

상당수준까지는 거의 양보하는 자세를 취해 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회담의 공개여부, 수석대표의 기조발

언 순서 및 의제토의 순서와 시간배정, 차기회담 개최일정

에 이르기 까지 자기측의 회담전술방침을 관철하려고 시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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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南北赤小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 會談의

경우, 회담의 공개여부문제는 북한측의 대화의도와 직결시

켜합의생산이 가능하다는 찰단이 서면비공개,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공개에 의한宣傳戰을 꼭책했음을 보게된다
.

회담초기 에는주로비공개를, 회담후기에는 공개주의 윈칙

을 북한측이 고집했다.loz)

수석대표의 발언순서문제의 겋우 일반적인 국제관례를

무시하고일방적으로 선제발언을 시도한 사례까지발견된

다.즉버마아웅산暗殺爆破事件을 자행한 북한측이 돌연

l984년 3월 3o일 동년7월로스엔절레스에서 개최될 제2

3회올림적경기대회와 그후에 계속있게될아시아 및세계

선수핀대회에 단일팀을 구성.출전하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한 남북한체육회담의 경우이 다
.

그당시의상황은 북한당국이 버마사건에 대한是認 . 談t

過조차 하지많고있는 때였다. 이회담을 통하여 북한측은

버마 사건을 남한측에 의한r造作劇J으로 몰고가며, 올림

픽단일팀구성참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 평화공세를

취합으로써 세계의 여른을 돌리려는 戰料的 燎意를 깔고

있었다. 북한측은 예상대로 철면피하게 버마사건을 남한의

lo2 ) 국토통일인. 「남확대화치의륵 분식J. pp. 86-87 침고(-곡찰외 주요
협상전술't...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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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극으로 모략했으며, 우리측의 시인.사과요구를 체육문

제토의장소에서 정치문제를 기른 한다고 비난하고 나찰

다.오히려 우리내부문제 (r光州事態J등을 집중기른)에

대한 中傷.비방으로 맞부딪쳤을 뿐아니라 일방적 퇴장.

성방갑 던지기, 기자들까지도 합세하여 책상을 두드리며

욕및을 피를는등의고의적도발행위를 서를치 않를으로써

회담자체 의분위기를상대정핀에대한비방 .설전장화내 지

일종의 난장판으로 전락시 켰다. 이는남이나 북이나 피장파

장이다라는 부정적 인식을 내외에 부각시킴으로써 그만큼

아웅산事件에 대한논쟁에 食傷感을 주고사실상의 論爭漆

結宣言을 앞당기려 는북한측 저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

된다.lo3)

결국, 시기적으로나 상황면으로 출 때,사실상 단일팀

구성.출전은 이미 어립다는 결른에 도발하고 있었다 .

그러나 우리측은 어떠한 회담이든 끝까지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임한다는 기본입 장을 일관되 게 견지한다는 차원에

서 북한측이 일방적 중단조치를 강행한 제3차회담(l98

4.5.誇)까지 임하였다
.

lo3) 회간에서 보인 북찬측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을 할핀간 깃.

'복한의 LA를친적찰침차 피딴의 중간'(주s. '찰생실한 회간라세".

9 찰간전기피띤간간조성"-"-e-). 서출를린 s4 회조직위핀회. 「A.撚=

를북체 육회간백서」(서을 : 천인인채사, 1989).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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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차회담의 경우, 수석대표의 기조발언 순서의

엇갈림으로 세계에유례없는치졸하고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있다
.

우리측 수석대표가 발언을 시작하려 고하자거의동시에

북한측 수식대표가 선제발언을 시도함으로써 남북한 수석

대표가 동시에 기조발언을 강행하는 寸劇이 벌어진 것이

다.어데한회담이든지 l차회 방은제의한측이먼저기조발

언을하고2차회 담은수락한측이 함으로씨 윤번제로 실시하

는것이통례이다. 남북대화 2o년사에 있어서 공개회담석상

에서마이크를 통해두사람이 동시에 기조발언을 한사례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북한측대표의 무례함과 상식이하의

치졸함에 대한 기센 비판이 내외로부터 잇달았다. 이는

한민족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한 행위였다
.

이 경우, 북한측은 의도적으로 先制奇襲發言을 강행한

것이 분명하다. 그발의 회담운영전술은 문자그대로 적대

적 .도발적자세를 견지하되, 상대방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자극하기 위한데초점이있었다고 할수있다. 즉,선제발언

을통해북한측의 논리를부각시키고 북한측이 의도한대로

회담분위 기를격화시 키며동시에 우리측대표들의 발언진행

중북한측에 대한비판성발언, 예컨대아웅산사건의 사과요

子,긴부자세습체제 비판내용이 나올때에는 가차없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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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으로 대응, 회담결렬의 구실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힌측이 시도해온 남북회담의 주도권 장악전술은 누가

더민족이 익을앞세우며 진실한 회담을 주도하려 고하느냐

의선의의 경쟁과는 7.j리 가 먼 것이었음을 남북대 화 회담기

록은 보여주고 있다.

(2) 徹頭徹尾 指令에 의한야누스的 言行驅使

北韓共産誇制의 特性가운데 하나는 金日成과黨을중심

으 로 한일원주의 적유일체제 라할수 있다. 또한김일성의

교시와 당의방침과 정책은 철두철미 수직적인 명령체계에

의하여지령되고집행되며일간결정된방침과정책은담당

기관의 전문가들에 의해세부추진계획으로 발전된 후 일사

블란하게 추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남북대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살피본 바와 같

이,김일성 .김정일을정점으로 하여당기관을통해 대화전

략방침이 절정되고, 일단 이방침이 명령계통에 따라지령

되면, 사실상의 남북회 담전담기 관인r祖平統J이 세부회담

운영방안을 작성한다. 또한r祖平統J은 회담별 전술계 획을

마련, 회담대표단의 사전훈련과 발언시 나리오 작성은 를론

사전회담요원훈련과 모의연습, 회담장에서의 행동요령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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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사후선전계획에 이르기 까지전반적인사항을 준비하는
것으로 찰단된다

.

한편, 북한측 협상대표들의 경우, 북한사회내에서 엄격한

성분조사와 자격기준에 따라신발되는것이확실하며, 그 런

점에서그누구보다도 사상이 투철하고 명령계통에 철저히

복종하며,r층직한혁명전사J로서 핵심공산딩원의 역할을

감당 할 것이라는 前提意識을 가지고 틀필요가 있다誇

북한대표들의 얼굴과 용모가 깨끗하고 말출씨가 부드러

운용어를 구사한다고 온건파다 또는말이통한다는 식의

표피적판단을 내리는것은지혜롭지 못하다. 남북회담장의

북한측대표들은 철저하게준비된 각본에 따라그리고회담

수행원이 건네주는 메모쪽지의 지령내용에 따라조작되 는

r인간녹음기J .r인간기계J와 흡사한 존재들이 다燎

따라서 북한측 協商要員들은 공개회담의 경우개인의견

을말하는 적이없다. 지령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짜여진

會談運營脚本에서 이탈하는 법이없다. 마치각본에 따라

그대로 읽고행동하는 연극배우와도 같다. 우리측의 경우

처럼가글개인적 의견을 릴들이거나자그마한 실수를 범하

는 우를 결코히웅치 않는다. 그들은 조직생활속에서 사상
교육을 통해길들여진 共産主義 革命人問으로서 지령을

수행하는데 전력을 쏟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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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의 전과정을 놓고볼때,북한측 협상요원들의

일사블란한조직적 행동과철두철미 자기측 논리의 정당성

을강변하는 선전행위를 매회담마다 확인할 수있다.

북한측 요원들은 極과極을대수롭지 않게오고간다.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나 체면때문에 엉거주춤하는 법이

없다.앞서지적한 로스앤젤레스올림적 단일팀 참가분제를

협의하던 판문점 남북체육회담의경우가그웅변적인예라

할수었다. 북한측 대표들은 성방갑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

으며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는 순간이었는데, 이때판문각으

로부터 급히메모가 들어오자, 이를받아확인한 북측수석

대표의 신호로 모든대표들이 아무런 일도없었다는 듯이

회담탁자에 되돌아 와앉아서슴치 않고"회담을 성과적으

로진행하자f는 식으로 태도를 표변한 예를우리는기억하

고 있다.l")

會談別 事案에 따라북힌측은 强硬과柔和, 實質討議濯延

과旱期妥結, 일촉즉발의 成脅雰圍氣와 流祭雰圍氣 조성.

강발적 요구와 선결조긴의 유보, 一括妥結論과 事案別 合

|is?liliIiJ??÷;:5i?;454.4#;?;.li.4
있음을 웅년적 으료 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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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便宜主義와 相互主義, 위장.기만과 묵시적인정, 회담

상대방대표에 대한資格是非 .s 誇과認定, 회담규모의

확대와 축소등兩極을 오가는 야누스적 회담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이와같은북한회담대표들의 행태는 회담현장에서 그저

임기응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아니라, 쳔두철미 계획된

카를과 지령에의해그방향이 결정되고 의도적으로 보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이는한마디로 남북한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국가이익에
손궤를 주지많고, 또회담별 기본전략방침을 이탈하지

않는및위내에서는 회담대표들은 각자의 양심과 양식에

따라상당히 신축성 있게발언하고 행동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뿐만아니라 민족통일을 위한민족대

표로서의 양심카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사실을 銘心하

고 있는 것이다
.

(3) 責任轉燎의 常習化

낟북대화 2o년사에 있어서 責fs轉撚戰術은 북한의 專賣

特許나 다름이 인다. 북한은 회담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할
뿐 만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시기에 남북대화를 성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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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시키거나 延期.決裂.中斷.破緩시킨다. 이럴 경우

동원하는 수법이 이른바 책임전가전술이다. 왜 "북한만이

임의의 시기에 대화를 중단시켜왔다고 평가할 수있느냐
를

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

한국측은 어떤회담이던 먼저물러서지 않고r인내와 성

실J로 같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기본입 장을고수해

왔기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측의 입장에서는 필경한국측이

대화를 선제중단할 것으로 블 수 없으며, 또 기다리지도

않는것이다.대화를지속하는 것이延期 .中斷 .破綜시키

는 것만 못하다고 판단되면 북한측은 서슴치 않고 이를

중단시 킨다 .

그러나 무작정 일방적인 대화중단선언을 함으로씨 초래

될 내외의 비닌을 의식, 責任轉據手法을 구사하게 되는

것이다. 필경 북한측은 도리없이 이러한 수및에 매달릴

수찰에없는셈이다. 꼬집리 말하자면, 북한측은 r責任轉據

의拓虜J가 될 숙명을 안고 있다고 할수 있다.

책임전가수및은 구실을 필요로 한다. 북한측이 상투적으

로 써온 구실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이른바 r先決條件J

(r前提條件J)주장임은 주지의사실이다 .

북한측의 r선결조건른J은 학鱗鈴鼻感鈴 같은내응이 어서

常備葉처 럼 동원되 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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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남북대화시 대이후에는 팀스피리트 漆.美合同軍事

연습의 무조건 중지등군사훈련문제를 대화재개의 전제조

건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r民主

人士 釋放J r찰쇼惡法撚廢J .r反共政策의 聯共政策에로의

轉換J .r反統一對決 .分裂主義路線 등 인위적 장애造成

금지J 등 한국내정문제를 연계시키 고 있다
.

북한측이 최근에 구사하고 있는 대화중단의 책임전가

사례를 살피보면 다음과 같다
.

@ 南北會談北側代表團聯合聲明 (1990. 1.23)""

' "말로는 통일을 외우는 남측회담대표들이 앞에 나서서

엉뚱하게도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는 콘크리트장벽이 없다느

니 우리의 구국방안(90. 1. 1김일성 신년사제의 내웅임 )이

정치선전이니하면서 ..인위 적인난관까지 조성하고 있다."

'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온민족의 통일의지와 찰께

박를수없는세계자주화의 흐를을 똑바로 보고제손으로 자기

가쌓은 장벽을 허를고 자유내왕과 전면개방을 촉진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 "문제는 남측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 우리는 남조선당

국자들의 태도를 온민족과 함께 지켜틀 것이다."

io5 )「로동신근J(1990년 i일2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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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祖國平和統一委員會 聲明(1990. 1.23)""

. "미제가7o년대 에시작하여 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북남

대화앞에 차단봉을 가로질러온팀스피리트전릴연출을 를해에

도계속얼여놓으려는 것은미제야말로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본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 D또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과의 대화도, 겨레의 통일열

망도 외면하고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릴여

놓으려 는남조선군사파漆도당의 범죄행위에대하여엄중시 하

지 않을 수 없다."

. "전쟁연습은 대화와 어울리지 않는다. ...화약내 중기는

속에서 신의있는 회담을 생각할 수없으며, 설사대화를 한다

고하여도 그것은 대결에 이용될 뿐응당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남조선당국자들은 진실로 남북대화를 소중히 여기고

통일할 의사가 있다면, 외래침략군 무력을 끌어들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할여놓는 대화부정 .완화부정 .통일부

정의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감행할 것이 아니라 팀스피리트

l9o합동군사연습을 거둬치우고 민족적 입장, 평화와 통일의

입장에로 돌아서야 한다.

. "남조선당국은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lo라 위와 같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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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될 것이다."

@ 外交部 聲明(1990. 1.22)""

. "...북남대화들에서 결실을 가져올 전망이 내다보이고

있는 때에 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핵공격 연습을 릴리기

로한것은북남대화에제동을 걸고. ..고의력인군사적 대결소

동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 사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북남대화 추진에 장애가

되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계획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 "전쟁연습소동을 끝내 감행한다면...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 r로동신문J 論評(1989. 12. 28)

. "를해에 정치군사회 담을위한 예비회담,북남국회 합동회

의를 위한극회의원들의 상봉, 체육회담,적십자단체들 사이의

실무대표집촉 등 대화와 집촉이 진행되 었다.. ..그러 나 대화도

많이.했고 정력도 들였으나 어느 하나도 열매를 및은 것은

없다."

. "왜 o.핀 걸과가 및어졌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

극자들의 대화와 통일에 대한 그를된 입징과 블성실한 자세

때문이다....대결과 분열을 추구하면서 대화에 장애를 조성하

고 문제토의의 진전을 가로 막았다."

l x\"VW. 절23일자)논청.'f조션당극자출은웅딩한
피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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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인사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애국적 인 를일민주세

력에대한전면적인즉압i..세를 별리는힌편,. ..반역려입장으

로부터그들은 회담전과정 에시종일관극히분성실한자세를

보였다."

. "남조선당국자들은 를해의 대화들이 아무런 결실도 보지

블하게 한데 대하여 겨레앞에 응딩한 책임를 져야 한다."

@ 南北體育會該9次本會談 북측 김형진단장의 기조연설

(1990.2.7 판분점 정화의 집)
.o"T

. "남조선측은 당초부터 단일팀구성의지가 없었던 것 같

다"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3대 전제조건을 제시.

(Q 북경대회에 별개의 팀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고 합의

하고 이를 내외에 선포할 것 e 합의사항 보장 이행장치로

제시한부칙을 철회할것@ 북경대 회에 개별팀으로 가겠다는

남측 Kocr대한를림적위원회J관계자의 발언을 취소할 것

등 )

(4) 金鷗成唯.體制의 宣傳機會로 利用

북한은 남북회담장의 안류에서 또한 회담의 진행과 중단

여부를 블문하고 諦및을 초월하여 公B 成唯一獨裁德制의

통치명분을 강화할 목적으로 정치선전을 시도한다 .

io8 ) 「조신일린J(1990년 2를. 8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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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및보다도 북한은 남북대 화의성립과r7 .4남북공동성

명J의 통일원칙 합의자체를 r김일성의 통일방침의 위대한

결실J이며 r김일성 수령이 내놓은 것을 남한측이 찬동한

것J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l")

북힌은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김일성이 제시한조국통일방침과 그 위대한 생명력을

다시한번 뚜린이 보여주는 것이며 조선사람 자신의 힘으로

민족내부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확고한 주체꼭 입장

과 민족적 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것"이라고 의이를 부여하

고 있다. 또한서출과 평양에서 번갈아 회의를 갖게된 것은

"김일성이 제시한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방침과 남북사이

의 폭諒은 접촉과 협상방침의 위대한 결실이며, 남과 북

사이에 이와 같은 폭넓은 접촉과 교류의 결실은 오직 김일

성이 조국통일위업을 주동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가장

힙리적인 방안을 내놓고 그 실현으로 우리인민을 확고히

영도해 찰기 때를이다"라고 함으로써 金日成의 統淸力를

부각시 키고 있다
.

l M ) e 漆i..i龍 .찰商천. r찰산측외 情.商매 고리분식-,(1973.6. 상반기용역보

고시),PP.57-58. 재인@

@ 간북조일위 원최. 「간북대 차백서J.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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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가서 북한은 r7 .4남북공동성명J은 김일성이 제시

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이 반영된 것으로서 r남조선측이

찬동한 것J이며 南北調節委員會構成 및운영에 관한합의

서도외세를 배제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해야한다는 r김일

성주체사상의 승리J이며 ,r당과 공화국의 노력의 결과J라

고 선전하고 있다
.

남북력십자회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제i차 본회방(1972.8.29-9.2 평양)차 제2차 찰회출

(1972.9.12-16)에서 공공연하게 r김일성 주체사상J을 선전

하였다.

제l차 본회담의 경우, 북한의 勞動黨, 社會民主黨, 諒日朝

總聯, 天道敎靑友黨, 職業總同盟, 農業勤勞者同盟, 社會主義

勞動靑年同盟, 民主女性同盟 등8개정당.사회단체 대표글

의축하연설과 축전낭득으로 대부분의 회담시간을 소비하

였는데 북한측의 이른바 r축하연설J은 남북이산가족 문제

의해결을 깅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r主體惡想J선전과

r정당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회담사업 참여J등과 같은

政淸演說一色이 었다.n"7

제2차 본회담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문위원 尹基福과

iio ) 「할북대 화백서J.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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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炳種을 각각내세운 r枕貿演說J을 통해 r金B成 唯一思

想J을 적극 선전하였다. 특히尹基福은 시종일관 r영광스런

민족의 수도평양...J/우리 민족의 경애하는수령이신김일

성...J운운으로 노골적으로 金日成의선전을 늘어놓았다;")

최근의 사례를또한가지 들어보자. i99o년 i월 23일 r남

북회담북측대표단 연합성명J""f용을 보면, 김일성신년사

의대남제의와관련, 김일성을 찬양하는 일방, 한국의 대화

자세를 비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남조션의 진보적 인사들과 각? 각층인민들은 우리의

구국방안을 l99o년대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 민족의 찰로를

9히는 둥대라고 하면서 이 방인에 지체없이 응해 나올 것을

남조선당국과 각정당들에 게 거듭촉구하고 있다."

' "참으로 위대한수령님께서신년사에서천명하신새로운

구국방안과 북넘대화방침은 l99o년대에 조국의 통일위업를

실현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는 휘황한등대이며 고무적

기치이다."

' "남측회담대표들은 내외여른이 두려워 겉으로는 우리와

자유내왕과 간면개방회의를 하는척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그 실현을 회피하고 인위곡 난관까지 조성하고 있다."

lll) 위차 r 은 리,P.123.

ii2)「로동신근」( i9駱년 i원 2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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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열거된 선전내용들을 보면, 내외의不特定多數를

대상으로 한 선전이라고 할 수 있으나 특히 북한주빈들을

의식한 대내정치선전을 겨냥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

다.

이와같이 북한은 남북대화를 附隨效果關發流元에 서 金 日

成唯一獨就體.制의 유지 .강화를 위한대내정치심리전소재

로 이용하고 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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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崙北對話 2o年史를 등해본북한의 대화협상전술은 이른

바r남조선헉림J과 북한漆減下의 r合作流.J이라는戰略
路流에 따라그전개방향과유형이定型(b되고 있다고 평가

된다. 야누스적 行態, 상호로순되는 二律背反的 주장과 행동

을취함으로써 신축성이 있고행동반경이 있은것같이 보이

지민, 사실은 그렇치가 못하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특유

의가치관과 혁명투쟁의 시각에서 확인되는 바와같이,

전술은 철저히전략에 븍무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심리전적 .工作的 次元의 변화를 허용하고

있기때문이다. 북한의 정책결정 .조정.집행과정에 있어서

도전략노선의 변화없이전술적 행동이 전략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恣行自漆하는 것을결코허용하지 않는다. 전술적
변형은, 마치시계추가 일정한 공간의 좌우양쪽을 찰다

란다 하는 것처럼,제한된및위내에서 특정상황조건을 감안

한二童的 協商戰s을 구사하는 것일뿐이다
.

l9 9o년초 현재의 상항을 놓고평가할 때,북한은 信賴造

成,平和定着, 交流協力, 關係正常化, 民族和合을 통한평화
적통일을 위하여 대화협상에 임해왔다고 볼 수는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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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오히려 전술적 차원에서 대화협상의 부수효과 개발

확산에 주력해 온것으로 봐야할것이다 .

남북대화 성림으로 부터오늘날 까지북한정권은 대남혁

명전략노선을 계속고수해 왔으며,최근에는 객관적정세의

변화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r恣意的으로JH") 변화를 拒否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정권은 2o세기 마지막

io년에 접어들어 r객관적 정세J가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음에도 블구하고 이를거역하고 있으며,r최후의 공산국

가114) F"변함없는 社會主義 東方哈所Jl's를서 끝까지 버릴

태세인양 여전히 호언하고 있다. 과연"베를린 장벽은 앞으

로 5o년,아니loo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버터고 서있을

것이다f라고 호언하던 호네커 前東獨共産黨書記長의 末路

가한반도의 북녘할을 반세기동안지배해온金日成集團에

게어떻게 비쳐지고 있는지 매우궁금할 뿐이다 .

여하간, 북한은 南北對話 2o年史에 관한限,다음과 같은

114) 4 E 7).(!;o1. "U한은 최후의 공산극. (a별기고).「중,.#일보_,(1990년

it. l5일 자)

ll5) 김일상신변사(i99o년 i필l일> 참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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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가지 특징을 계속시현린다고 평가된다
.

첫째, 어느 경우이든 기본적인 전략목표를 달성키 위한

보조수단으로써 대화협상을 시도해 랐다는 .料이다
.

둘째, 대화의 시종과 진행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북한

주도하에 두려는 주도핀 장악에 執着해 찰다는 점이다
.

이는찰방통행적이라기 보다는 일방통행적 또는 강탈적

비타협 行態로 연걸되고 있음을 말해주는것이기도 하다
.

셋째, 대화협상의 형태.時空을 불문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선전의 부수효과를 극대화해 왔다는 점이다
.

이경우남북대 화협상의 진행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체제강

화,남한의 체제약화라는 二分法的 .양자택 일적 等式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r적대적 헙상J의 입장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

넷째, 션결조건의 반복 주장, 政治.軍事間題 先決論

執着및淸任轉綠의 常習化는 북한이 대화협상의 진행進度

와현안문제 의生産的 協議가능성 의향방을 가늠하는 尺度

가 되어 찰다는 점이다
.

또간북찬은 낟북대화 .협상으로 말미암아 북한체제가

동요되기나 또그럴우려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는 한,

회담의 진전을 봉채하며 전술적 행동반경이 小幅을 결코

벗어나지 않고있다. 이는체제자체가 개혁카 개방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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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를완충할 수 있는 자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

여회의적 찰단을 內心으로 내리고 있는 것이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
.

바로이점에서 현단계에서의 남북대화와 협상은 그한계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북한이 변화하는 상황과 역사의

큰물결을 언제까지 거역하면서 개혁거부의 논리와 정책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또한 남북대화 협상에

있어서 북한측이 언제까지 羊頭狗肉의 전술리전개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

앞으로도 당분간 북한은 대남혁명 전략의 고미는 늦추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전략적 변화의

시기가 l.2년내에 도래하리라고 단정하여 전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것은남북한의 극력의격차확대, 실질

적體料競爭에서 의優劣의 판가름 둥으로 북한체제 의구조

적변화에 대한내외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블가피

한開放과 體制存立을 위한統制사이 에북한의 갈둥과 불안

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국제관계면에서도 多元的 秩序가 형성되고 있으며 ,한반

도주변국가들의 對南北韓관계 再調整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유리한 찰경을 조성해 나갈수 있는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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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화되 고 있다
.

남북대 화 .협상에있어서도 r知彼知己百戰不殆J의 料惡

는 그대로 적용된다 .

북한의 협상전술을 때를어 보고 있는우리의입장에 서는

대화의 진전과 중단 또는 교착에 .喜一悲하는 早惡性과

撚淸感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화합의 大道를 앞내다보면서, 忍耐와 誠

實,至용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의연하게 남북대 화 .협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

남북대화라고 단순히 남북힌대표들의 會同이라고만 보지

말자. 이 회동을 가까이서 또는 먼 발치에서 응시하고 있는

한민족공동체구성원들과 이출나라들 그리고 세계의 평화애

호인들을 의식하자. 왜냐하면, 바로그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r참다운 남북대화J를 하라고 종용할 수있는중재자들이 기

때문이다
.

북한을 향하여 "남북대 화의 광장으로 나오라, 변화하라
料

고 촉구만 하기 보다는 남북대화의 광장으로 나올 수 밖에

없으며, 변화할 수 는에 없는 상황여건을 촉진하는데 더욱

心血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큰 물고기를 많이 얻으려면 가까운 곳,얕은 데에만 집착

하여 그물을 던지기 보다는 먼바다 깊은 바다속으로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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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을 던지는 智蒙를 터득하자는 말이다
.

지금은 그어느때 보다도 참다운 남북대화외에는 별도리

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회담장 밖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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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의 協商戰術
7t = 票 票 票 票 7 7 7 등 言 7 票 票 z 7 7 등 7

語喆료 를漂7雲출및
發行處 :國土統.院 統.硝修院

서울特別市 中p 異忠洞2街 山s. l9
= 3 7 5 = 를 誌 誌 를 주 = 를 를 를 誇 료 를 를 를 를 를 誌 를

(국롱인 料-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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