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冊을내면서

。 이 寶料는 當院의 “統→關聯 政治·軍事冊究 事業”의 」環으

로 推進한 特珠課題 冊究 用投 報告書 입니다.

O 本 報告書에는 蘇聯을 버롯한 共塵園의 大變黃과 美·蘇中心

의 冷戰體制가 新데땅트的인 多極的 協力體制로 轉換되고있

는 現 狀況에서 韓￥島 周邊彈國의 對南北韓政策 再調整 問

題와 南北韓 關係改善， 그리고 軍縮問題둥을 多角的으로 冊

究한 이 分野의 專門家 8 펀의 論文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O 本 寶料가 關聯冊究 및 政策樹立時 參考寶料로 活用되어 지

기를 바라며， 여기에 編輯된 內容은 반드시 當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밝협니다.

1990. 9 .

調훌冊究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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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美 · 蘇關係의 變化와 韓國의 對北韓政策

金 훌k 輪

(서울大學校)

1. 序 論

冷戰과 和解라는 두 점을 美蘇關係의 鍾가 往復하고 있는 戰後뺏序에

서 昨今의 狀態는 다시 ￥D解라는 位置에 있다고 말해진다. 이러한 美蘇

關係의 變化는 유럽 서쪽 境界線과 美國의 동쪽 境界線 사이에 있는 것

이다. 반면에 동북 아시아는 美國의 極西地域과 蘇聯의 極東地域 사이에

있는 美蘇의 뒷마당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큰 양을 차지했었다.

이러한 뒷마당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韓半島에서 美蘇關係는 어

떠한 變化를 가져올 것인가는 韓國의 對北韓 政策 決定에 중요하지 않

을 수 없다.

그런데 수많은 冊究들이 美蘇關係의 變化와 南北韓關係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l ) 分析틀을 提示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일반적으로 政策 또는 戰略이란 그 行寫主體의 選好度와 그리고

그것이 相對方의 選好度와 갖는 關係에 따라 決定된다고 볼 수 있다. 韓

國의 對北韓 政策에 관한 많存의 論議는 南北韓의 意圖를 固定된 것으

로 보는 碩向이 있어 왔다. 그런데 北韓의 意圖 또는 選好度라는 變數는

對北韓 政策에서 가장 중요한 變數일 것이다. 本精는 北韓의 國家選好度

를 可變的인 것으로 보고， 새로운 美蘇關係와 南北韓 相互의 國家選好度

또는 效用構造에 따른 對北韓政策 方向을 위한 하나의 分析틀을 提示하

고자 한다. 먼저 편의상 南北韓 效用構造가 冷戰이냐 아니냐， 그리고 非

冷戰이면 協調的이냐 아니냐로 區分하고 각 段階에서의 對北韓政策 方

向을 살펴보기로 한다.

註 1) 미소 화해가 한만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근의 글로시는 정종욱， “미국의 신

화해정책과 한반도 ..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논문집 , 제 13 호， 1990; 하용출，
“국제정치의 변화와 한반도의 통일 .. 아시아 문화， 제 5 호， 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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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冷戰의 南北韓關係

韓國戰爭 이후 南北韓關係는 冷뼈의 持續이라고 1단헬 수 있다 2) 이니

冷戰이라기보다 끌자 그대로 샤l떠멸지 도 lL콘다. iLX治댐샘앗[的으펀 이

冷戰의 懶7앙:은 마키아벨리의 캄主論피 흡스의 리 u)이이둔까지 거슬라

올라간다. 고르바초프의 新思考도 冷戰낸考플 代참해 과자는 것인데， 이

러힌 冷삐IJUIk態는 흔히 l혜 I際政펴뺑 x없~애샤 지l 토 선 게임 ( zero - sum

game)으문 표현되기도 힌디 3) 햄I패이 랜n히 거 나 또는 받이플이는 것은

다 ~It함’‘익 ;flj益애 否定的일 것이[이， 北짜이 바Ij l없하고 :E張하는 것은 디

4핸國애 게 뻐害가 펀다는 것이 관 冷剛.'&l考이다.

冷戰의 南 ~It樞 關係애서의 뺨j‘ ~t圖l많策의 Jj피]을 알기 위해서 펴γIt輪

게임을 l깐플아 5L자 이릎 위해서는 폐北댄이 디 잠~IU'9이 라는 fix필이 펠

요히디. 파연 ·It韓이 ft-티1'1깨인인 1';'1，폐者인까? 많은 시댐뜰이 이애 대히1

否定f애인 J'[I， W(를 깃고 있을 것이다. 그렌데 그 대부분이 따戰1'19인 (Bel

licose) 것 과 탑 II했主義" 19 인 ( ri sk - acceptant) 것을 ~I:삼랜센J인 ( i rrational )

것과 l곽分하지 않는 것 같다. 싼J:.lJ!까은 行채者가 주아진 ~때J홀:피 6야i씬

익 !lktJL애 서 자선의 !Ul付되 는 써1川흘 따·太化시키는 選擇을 힌다는 것을

의미힌다. n) 피 이-외 젠은 폈力해向마J 集 I때의 거의 모든 行動1뜰이 싼Jllis0

計算에서 나온다는 것은 자주 인감되아 왔다. 때팎~I해始의 決定도 대부분

이 뼈X뀐-뜰 하지 않는 것애서 오는 政策i)(%:者의 !til待效) 디 이 써IJU'f애 서

오는 WJ待效J1j보다- 작기 때문이었디→는 것은 많은 lifH1:뜰이 보여주고 있

디 4 ) 패北꽤 게임에서의 行체者민 陣l폐 고l ~It~밟은 政써‘內의 야느 ~젠치~ iLX
策決:5£者기 이-니파， 침’價띠， 組減過젠「이， 1앉Hi: 윗IZJJEI9 ， 퍼會精‘많的 결정동

애 영 향을 ]])치 는 모든 폈素릎 考I험한 후의 꽤象벨h인 ~~lJ횟를 기-전 보

이지 않는 行원者라고 fl핏定펀다.

갇I: 2) 힌빈도애서의 냉전의 기원이1 핀헤샤는 허 영선， “냉전과 힌7ij- " 서울대희 iiL 치 AI] 분

제연구소 논 문 11 제 10 호， 1986 취조.

3) 임 \q허가11 1낀 히 지 민 ， 개인이판이l 서 늠 :11 정 ~l 게임 ( constant -sum game) _6_j;~ 지칭

씬다， All j，~ 섞 세엮은 끄정힘 거] '( 1 의 허 종뉴인디]， 이 긍애서는 퍼지1 정 치 희 문힌

의 관이l 뜸 띠리 AI] j'~_ 섭 끼1 임 이 피 고 칭l 디 . il 싱 준) ~l-~λII 생 지 이 판 [ , 심영시，
1977 진조.

4) Bruce Bueno de Mesquita, The War Trap ,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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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明의 편의상 南北韓 政策을 協助와 背反이라는 抽象的인 二分論으

로 나타내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北 韓

협 조 배 반

韓 國 !
협 조 CC,CC PνD.DC

배이 반 DC,CD DD,DD

여기서 CC와 DD는 각각 雙方이 다 함께 協助하는 것과 雙方이 다 背

反하는 것을 말하며， CD와 DC는 相對方만 背信하는 것과 딩 身만 背信

하는 것을 각기 指稱한다. 이 간단한 2인 게임도 南北韓 각각의 選好度

에 따라서 게임 結果도 다르다 5) 만일 背反당하는 것보다 背反하는 것을

選好하고 (DC>CD), 背反당하는 것보다 相互協助를 選好하고 (CC>

CD) , 相互背反하는 것보다 자신만 背反하기를 選好한다면 (DC> DD),

다음 다섯 가지 의 게 임 이 가능하다 6)

DC>DD>CC>CD

DC>CC>DD>CD

DC>CC>CD>DD

CC>DC>DD>CD

CC>DC>CD>DD

교착상태 게임

죄수의 딜레마 게임

치킨 게임

사슴 사냥 게임

교환 게임

물론 以上의 다섯 가지 게임은 제로 섬 게임이 아니다. 만일 韓國이

背反당하는 것보다 雙方이 背反하는 것을 選好하고 (DD> CD), 雙方이

背反하는 것보다 雙方이 協調하는 것을 選好하고 (CC>DD), 背反당하

註 5) 무차별적인 선호도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4!x4’ (=576) 가지의 선호도 조합이

가능하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남북한관계가 남북한 만의 二A 게임이라기 보다는

미소중일을 포함한 多A 게임이며， 또 전략의 선택도 반드시 兩者擇)일 펼요도

없다. 다만 多者選擇的 多A 게임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논의의 편

의상 兩者擇一的 二A 게임으로 남북한관계를 설명한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서

는 철저한 가정과 게산으로 보다 정확히고 분명한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

6) 남북한 관계를 죄수 딜레마 게임으로 설명한 것으로는 이장， “남북한의 전력과

국방비와 안보논리，” 한반도의 군축과 평화， 국토통일원 보고서，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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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꾀다 자신만 ?￥&하는 것을 J!i.l깨f히 I다 (DC>CD) , 南北練關係가 지l

호 선이 4만 南i ~l t \i:rf; 關 fi~는 이페 세 기자의 경우 가운데 서나면 것이

다.

;It 뱀

힘 조 tln 반

빠 |꽤
협 조

un I시-

十 1 ， -]

十 2 . --2

•• 2, +2

-1, 十 l

I:~힘 l폐

때It I패

협 조

배 lJf

한l 조

un I,l!-

北 웹

::Jι→- 배…” l、“i'E

+2, • 2 • 2, 十 2

+] +-1 , --1

~It 핸

조
- 비川” 멘-

• +2, • 2 -2 十 2’/
11, 1. + 1

::L 런 (;n 세포 선 게임애서는 |찌꾀J외 '~T Jj 익 구분이 의미기- 없다. 예니

히띤 |까씨던1 멧Ji o ] 다 함께 나이-짙 수 있감 un 띤 必、핏허가 때문이다.

이 冷l般 (세호 섞 ) i lk況애서는 對' ii'li랴는 것이 아무반 도움이 인- 뭔다. 對

폐는 사갚 |까지히고 싼젠히시 때문이니. 1980년데 증반까지 l↓ιIt폐 ’펴

局者기- 진정힌 I'}IT ~ t ￥J 8판 의 必’찢111:윤 느끼지 핏힌 갓도 가l 임 의 狀況이

제로 선이리고 인식힌 이유에서이다. 1980년 대 증빈에 ;It해!의 원E ifi↑ l끼

{버}웹가 씨外애서 안납띈 띠}도 北꽤은 인식적인 지원에서는 l밀 궁핍힘원

느끼지 핏-한 것이있다. 따|폐으호부테의 젠E i찌l’이 5tf'Ji:은 곰 Ht '# ~!r~ ，혈: 9j- I'H

~tij摩 !시냄 1\에서 l폐l패의 }빼f닙 윈- 높이 ;Iti파 l앉싸애 가l 는 손히l 라고 야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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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최근 北韓은 金剛山開發햇約의 無效를 宣言하면서， “그동안 우리

와 정주영의 經濟合作햇約을 承認하지 않고 극력 防害해 오던 南朝離當

局이 지금에 와서야 建設裝備를 허가한 데에는 불순한 政治的 팀的이

깔려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아직도 政策決定者

와 國民이 제로 성적인 認識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제로 섬 게임에서는 對話의 無用性外에도 어느 한 戰略의 포

기가 그 行鳥者에게 손해가 되면 되었지 결코 利得이 되는 行寫가 펼

수 없다. 먼저 戰略 또는 政策을 결정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위의 두번째 게임에서는 먼저 戰略을 선택하는 쪽이 不利하다. 韓國이

먼저 정한다면 結果는 (-1 , +1)과 (• 2, 十 2 ) 둘 중에 하나일 것이고

北韓이 먼저 政策 또는 戰略을 결정한다면 결과는 (十 1 ， ← 1 ) 과 ( +2 ,

2)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므로 철저한 冷戰狀況에서는 對內的

또는 對外的 展示덤的 말고는 先導的인 對南 對北 政策을 추구할 理由

는 없다.

그런데 脫 冷戰의 狀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제로 섬 게임에도 對話와

이니셔티브의 無用性은 適用되는가?7) 비제로 섬 게임도 種類가 많아 協

助課引的인 것과 아닌 것으로 區分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비제로 섬

게임에서 對話라는 것은 非協助를 協助로 바꿀 수가 있다. 對話에서 얻

을 것이 없는 測은 對話 以後에 다시 對話 以前의 狀態로 돌아갈 수 있

기 때문에 그인 非제로 섬 게임에서는 일단 對話에 임하는 것이 常識이

다.

더구나 非제로 섬 게임은 유명한 치킨 게임에서 보듯이 먼저 戰略을

選擇하는 行馬者에게 유리한 경우가 종종 있다. 만일 南北韓 關係가 완

註 7) 非제로 섬 게임 (nonzero - sum game)은 협조 게임 (cooperative game) 과 혼용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른 차원의 구분이다. 게임이론에서의

협조 게임은 부차적 보상 (side -payment) 이 있는 게임을 말한다. 예컨대， 비제로

섬 비협조 게임 (nonzero - sum noncooperative game)은 행위자들이 선택한 전략에

따라 각 행위자들에게 돌아가는 효용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임인 반면， 제로

섬 협조 게임 ( zero - sum cooperative game)은 일 달러 분배 ( one -dollar - divide)
게임처럼 효용이 한 행위자에게 다른 행위자로 이전이 가능한 게임이다. 이 글에

서는 협조(cooperation) 의 개념을 게임이론적인 정의가 아닌 일상적인 의미로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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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한 제로 섭게임이라띤 戰스규뻐棄의 확실힌 保l障 政策도 그것윤 시행하

는 측에는 이·무런 ￥IJ益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최근 北韓의 當’局者니 學

者들이 주정해 온 것처댐 北韓이 진정으로 戰띔·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모 戰爭빼棄의 확실한 保l함의 매 커-니 즘윤 冷l햄M況에 서 스스료 光i훨 [10

으로 灌行힐- 이유는 없다. 또 한국의 Jt휩 [10 인 對;lt ~W ~y:策 S=' I뾰 冷戰이

光行되지 않는 경우에는 合j웬I~인 ~Y: 1강 이 펠 수가 없다. 그랴므보 한국

의 對 北빼.政策의 휩'1향先 댐{생행는 폐-半EE에 서 의 冷뼈!X，낸je-로부터 빗이나

는 것이다.

과연 제로 선 의 效m 橫造콜 ~r제 로 섬 의 效m ¥랩，造토 어 떻 게 11}팔

수 있는지? I행家 j뿔~}따라는 것은 1매 우 情센 1'10 인 IIfJ짧리- 政策써:~者기·

Ah7!di0으로 돼해11해에 히해縣 il] 는 것은 쉬운 띤이 아니다. 韓때Ii냈I써‘도 IX:，I1、

이 라 는 이 더l 올또기 기 깅 히 지 만， ;ILf~#:은 너 유 더 !x i폐방jM，파 }짜핏라는

이 데 올로기 위 애 存立히고 있는 政權이 라， 스스로 |핵家選HI멧릎 調經훤

찮志도 없는 펜이다. 紙~ 論議 등의 이·폐 5~부터의 러III經도 그리 쉬운 일

은 아니 다. 이 쩌 띤 統←~ 論禮의 }쐐散만담 폐즈j'. !굽 )]tv삼비X애 效果的인 것

도 없을 지 Iι브나， 이직 이는 적지 않은 |써' 1짧띠 깝셰을 요구한다. I시쁨|‘

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對外 政策t애인 ihe에서는 i팎北爛. 간의 했():다 階

i뀔의 變댔은 아마 템l행 l?*~Mi 판기l 외 ~U핸 3차l행| 렌 지l 리-는 交5Z. EJ~ 關係

와， 그라고 韓|패-美l패 관지l 외- 北l파-~짜ll~f; 핀계라는 從1짧 [IZ) 또는 까UI1iX

存 [1인 關係보씨 가능힐 것 이 다.

Bueno de Mesquita와 싼븐 JUJ쉐效!l1 fij\폐 댈者뜰은 텔1家맑j의 效川윤

雄필l퍼 l!빔 으i~써 삐5E하고 있다 8) 즉 두 I파|家는 他l뼈과의 l펴샘. 關係가 類

似히떤 類似힐수록 더 큰 셋j바올 느낀다는 것이다. 다시 빌해서， 共週펀

外핏關係는 共|피의 利益의 검:까-룹 의미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經濟關係、

는 i야 JH iX JG의 ~Y:策고l R'; rftj A I火 JG의 이히l 뜰 함깨 고려하기 때분애 |폐

民의 利害關係와 직챔 관련있다. 붉판 이리힌 il!Z定은 제로 섬 핀-제에서

非제로 섬 關係로 되는 過程.애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만 相Ji앉爛이

있으띤 있을수콕 利害가 얽혀 첼저한 제로 섬에서는 빗어널 수 있다는

딸이다.

itt 8) Bruce Bueno de Mesquita, op., cit. ; Bruce Berkowitz , “Realignment in Inte l' •

national Treaty Organiza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 vol. 27,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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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服絡에서 美蘇關係의 變化가 가져온 美蘇의 南北韓 政策 變化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美國과 北韓 關係와， 蘇聯과 韓國의 關係이다.

蘇聯은 現在까지는 東北亞에서 軍事的인 面에서만 比重을 가지고 있

다. 그런데 軍事的 重要性이 減少하고 寶易과 같은 政治經濟的 重要性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韓國이 시베리아에 資本과 技術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蘇聯 商品의 市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의 크라스

노야르스크 演說에서 언급되었듯이 韓蘇經濟協力은 韓半島 緊張緣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韓蘇間의 交易量은 1989년 이미 6억 달러

에 이르렀으나 蘇聯폐은 보다 더 적극적인 經濟協力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韓半島에 독립된 2개 의 政府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蘇聯政

府는 韓國과 國交를 수립하기로 결정했으나 對北韓 關係 등을 고려하여

修交時期를 늦추고 있다는 인상이 다. 蘇聯은 韓蘇{I찢交를 염 두에 두면서

다른 社會主義 國家들도 韓國과 關係를 맺도록 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1990년 3월 현재 韓國은 東歐 6個國과 이 미 修交關係를 맺고 있다.

한편 美國政府도 1988년 10월 31 일 北韓 사람들의 美國해問 往來， 對

北韓 輸出許容， 美 外交官의 北韓{則 接觸 許容 등의 對北韓 關係 改善

조치를 취했으며， 1988년 12월 이래 1990년 5월 30일까지 北京에서 北

韓과 열 차례의 參事官級 外交接觸을 가져왔으며， 베이커 美 國務長官은

1990년 2월 上院 外交위에서 “美 北韓 關係의 改善을 향한 확고하고

互惠的인 推移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인철 北韓 外交部 副部長도 5월

15일 스칸디나비아 젠굶 중 記者會見에서 韓國戰 당시 失院된 美軍遺嚴

引受를 위한 美國 議會代表團의 굶韓이 美-北韓 間의 關係改善의 계기

가 되기를 希望한다고 明示的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美國과의 直接對

話로 韓國을 고립시키겠다는 意圖도 있지만， 美國이 關係改善 前提條件

으로 南北對話進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可能性은 많지 않다.

이제까지 北韓은 敵으로 간주해온 美國과 關係改善을 하는 경우 對內的

立地가 곤란해질 수 있고 交又承認、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對

南戰略 'Ik元 외의 對美 關係改善을 주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의 北韓은

經濟的 理由와 國際政治의 零圍氣 둥으로 交又承認을 가져오지 않는 範

圍內에서 對美接近을 강화하고 있다. 北韓의 부동항이 軍事的으로 극히

중요한 蘇聯은 平壞測이 民主化 改華惜置로 제 2 의 東獨이 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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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기 때문에 北韓의 ￥f美接lli:애 불안윤 :::-.7，김 수-도 있다. 美蘇 對' :(I:

關係에서는 美l패의 資객s:괴 技’I~을 北韓이 얻는다는 것이 따Jlijf， 에 게 유-고'11

한 일이 이니었을 것이나， 美蘇flJ때 평:[훤氣에서는 :L랴 한 인식이 상대적

으로 면 신킥할 것이다. 1990년 4월 워싱텐애서 엘린 美蘇 外務 j효’Er 햄

談애서 i!* Jlijf， 의 뿔J韓 |혜交 1£'i펀’化 )jff;• 611 美I폐은 환영의 뜻윤 전달했을

뿐R’1 아니라， 蘇剛의 세바프뜨니‘제 外궤도 ##蘇關係L'1c善고1- 너괄야 *
北韓 關係도 LtX善되 아 이: 한다는 요청을 했디. 美짜 패l폐은 지나치게 급

히지 않고 균형펀 @맘때-짜l佛， ;It파一 꽃|폐 關係 LtX휩을 인정히고 있는

입장이다.

;lt헬고1， 빼聯|돼의 M섬係도 서따히l섰디‘는 微{많기 니티나고 있다. 1990년

5월 워 싱 딘 애 서 열 렌 짧1J1~會짧에서 값l佛 :J!j-핵·아카 rn ]]1 산히 -jM:，#젠젠f[폐

l際關係ftfHtJ'iJl' (lMEMO) 1J!js:訓長-인 쿠나제는 짜l佛의 對 ~t웹. 協1係는 平

j誠iIllJ 이 제 3 자로부터 攻摩윌 만을- 정우 이에 대한 핫{싸支j젖을 않셋히는

최소헨-의 條싸J關{경룹 의미한다고 공언했다. J핸倫I해 h會談애 대해 ;It~밟을

‘두개의 조선’i앉策윤 책동히는 쐐 l際떠인 犯3떤行않퍼 l다 f짜Jfijf，을- 간점적으

로 비난히고 있으따， 蘇~ijf，뜸論의 잇단 ;[t폐體IIll J Ht껴j 애 대하，1 ;It~밟은 平l짧

주지l 타스뼈↑넙記者딸 i딘1b.히 기 도 했다. 北險몬 韓댐}짜l佛 關係의 ~J많

민-픔 ;lt輝 - fI따聊‘ IS셈係가 악화되는 것으포 인식하고 있다. 蘇剛이 이 冷

戰}iSl考뜰 없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 1시， 北端의 對韓 冷戰Al，l생， 7}운

데 짜Jfijf，의 利뽑關係로부터 띤유권 부분-은 줍어쉴 것이다.

이에 더히1 美國의 행、f韓 )ill따j뼈，uJ 둠은 ;Itl隊애 대한 1샘l폐의 冷lj야퍼!~ ~f&

을 減少시킨다. 樞|폐은 美l꽤이 직면하고 있는 두 기지 亦字 즉 원J써亦字

외 띠，[:it:亦앙」와 직점 관련되어 있다. 美|파|은 輝l꽤애 전변적 r1i냈|해放피

I싸衛깝分擔윤 요구하면서 도， 關秘의 일 l상적 인상 똥 기-트 規定끼 지 위 반

하면서 지나친 뿔j 韓 빼人1;]1111\ 풍 不公正웠J易을 연수]고 있다. 한 與쩌 해J

f홀에 띠닫면， 美國民의 24% 만이 ~t폐의 l펴첼 II꽁 美國軍隊 ¥J~週블 괜~}

하고 64%는 ]싸對·하고 있다고 히 지 반，”) 꽃|폐國民의 對禮 G씬닙없 變化보다

i障|때꽤많의 ￥t美 닙센識 變化71' 더 크다. 때|際關係애서 새 친구를 얻기 위

해 옛 친구탈 n1 련 필요는 없지만， 敵윤 츰이는 것은 友 또한 쓸이는 것

Ii:!: 9) Chicago Council on J<'oreign Relations, A땐만3FILlf맨딴쁘i센맨 i뺀I U.S.!이'rei을n

Policy, Chicago: Chicago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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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깊은 相關關係를 가진다.

美國一北韓 關係가 公式 外交關係로 되는 것은 時間을 요한다. 그러나

交又關係의 했果는 南北韓關係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國際關係에서의 交又關係의 했果는 한 마디로 結論내리기는 힘들지만，m)

間接的인 接觸을 동해 南北韓 關係를 철저한 제로 섬 했用構造에서 非

제로 섬 構造로 바꾸는 것에 분명 기여할 것이다.

3. 딜레마의 南北韓關係

脫冷戰(非제로 섬)은 協助의 可能性을 提示하지만， 協助는 脫冷戰만으

로는 充分하지 않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보듯이 南北韓 關係가 冷

戰 狀態가 아닌 非제로 섬으로 되어도 協調的 關係는 보장되지 않는다.

만일 南北韓關係가 非協助的 非제로 섬 게임으로 되어 있다면， 相互協助

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제일 근본적인 考慮、事項은 南北韓關係가 非제로 섬일지라도 보다 더

큰 共同利益을 創出하여 南北韓關係를 더욱 더 協助課發的으로 만들어

야 한다는 점이다.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행한 고르바초프

의 演說에서 제시된 7個 平和案 가운데， 蘇聯， 中國， 日本， 北韓， 韓國의

多者間 會議는 脫冷戰을 념어 좀 더 協助的인 했用構造를 창출할 수도

있다(예컨대， 교착상태에서 사슴사냥게임으로) , 盧泰愚 大統領도 1988년

9월 유엔 總會演說에서 南北韓， 美國， 日本， 中國， 蘇聯 등 6개국이 참여

註 10) 이 교차관계 ( cross - cutting) 라는 개념은 비교정치학 문헌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

이다. Lipset은 민주주의의 안정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교차적 정치관계 ( cross

cutting , politically relevant affiliations)를 갖는 정 도에 비 례 한다고 주장한다. 국

제관계에서는 Bueno de Mesquita는 교차적 관계가 전쟁의 감소를 가져오는 반

면， Wallace는 오히려 전쟁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묻론 非交又 정도를

측정하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같은 동맹권에 소속된 국가들간의 동맹형

성 유사성으로， 후자는 외교관계와 군사동맹관계의 유사성으로 측정했다. Se
ymour Martin Lipset,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 Garden City:
Doubleday, 1960; Arend Lijphart, Democracy in Plural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1977 ; Bruce Bueno de Mesquita, “Systemic Polar
ization and the Occurrence and Duration of War ,"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2, no. 2, 1978 ; Michael Wallace, “ Alliance Polarizaion, Cross - Cutting , and
International War 1815 •1964 ,"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 vol. 17, no.4,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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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東:It 꾀i 平ttJ會演 創設을 제인힌 바- 있다. 美國을 "3l ..힘후1- 일종의 ;핑;

:It.r:ti 國뺨 페 이 점 (regional international regime)의 設rr.은 南北i해; 게 인

에서 뱀뿔J方을 背反하는 利益의 j씨待順 (DC ) 룹 줍이고 자|對거에게 U]j

반딩하는 비용 ( -CD) 또한 줍인다. 품판 그 지익적 ~~.제 페이진은 반

드시 國|際機構나 #il]J풍애 국힌-띈 펀요는 없디. 에l 컨 대 ， 삼강산 엔대 I:m發

이나 :JF[~뿔· 地帶의 ι[5·tllrli‘ 짧設애 (내부의 민족주의적 lJf벨 윤 무미-시

견 수 있으면) J레邊 l꽤들을 포후l 시 켜 !I재11 띄 d:j가 이-니라 l꽤際跳光원셨I

의 적극적 -M11 1 !J 룹 빠設히는 것도 그i.c]힌 7-1 익 적 e]j 이 줘 으로 룹 수 있는

것이다. 그야한 춰Il l l j않設에 투자힌 tl] 정 과 ::1 깃 으s판1 터 오는 利益을 생

각한다면 :It端이 l피:It韓;關係딜 :J I " I써WJ fl0으 iι j훤 JG시 키 는 깃을 주λ1 할

갓이가 떼렌이다.

다 윤의 꺼앙l휩흉￡져1은 j펠Hi표 또눈 치~ I힘| 에 ιn -9:1 많、해의 뒷지1 이 다. 제 1차

III:샘 太戰븐 싱-대 1잉애 디l 힌. :£빼1:10 핍熾이 쉰 그 ;til對JJ의 휴빠fl0 까‘찮

이 펠 수 있다는 시신을 꾀여주었다 1 1 ) ::L?l 브로 t-J ' ;l t ij때\ II잣策윤 If:深:히

는 시 림 늘의 ;Itij짜애 대 한 정 펙 띤 꽉값이 줍요혀 다 • 더 f나 W!'今의 14;] ~t
個 爛係치넨 不信의 랜이 두E-1 운 정우는 사로 때판1' Ji 의 의도뜰 의선케

하는 행위는 I~I HJI] 해 이: 힌다. 에컨내 따l폐이 진정한 각짜LI떠 당、 I폐‘닫 기섰

지민 :Itij파의 의도플 의심하여 파도힌 행.↑iWιt값·괴 짖은 λ;빼댄 ffUJ~. f)J 1 1練

올- 시행한디만 ~t~꾀L 싸l폐의 익도뒷 의심떤 갓이다. 딴일 :It韓의 실제

J쉰넓l ν]. !H-때 l끼이 라-띤 ::'l (:1 힌 한 ~ I~ 의 f.J' :It펴 1&策은 벨 4R- 지l 주l 윌 내포

히지 않으니， 만일 :It i파의 진정힌 의도가 71내11 1:10 이 바멘 4폐l파l 의 강경젠

￥j- :l t i앉짧은 썽 1상이 111 머지 않는 잔피괄 초1.'11 현 수도 있디. 그 \."1 브갚 따

|꾀의 對· 北!넓 jlj(策 기운네 JlL 엇 이 든 간애 그것을 숨기는 것이 l만드시

유리힌 것은 이니다. 댄|폐의 뿔j- ~U펜llj(策 튜-0] Ii폐 |까政策 등은 첼저한 對

外秘호 분듀되어 왔는데 반드시 =.l 펠 펜요는 없다. ;tI l對 가애 관해 131폐

l치애 소기l 하는 자료를 싸I II:交뺏하여 상대떤 l폐民애 게 보여주는 것도 감

~~I; 11) Bruce Bueno de Mesquita, “The War Trap l{evisited : A Revised Expected Utility
Modol," American Political Scienco Review , vol. 79, 1985 ; Stephen Van Evera,
“Why Cooperation Failod in 1914," World Politics , vol. 38, 1985 ; 쉰완전 힌 정 J;L
수준이 MAD위 시 의 웬수조깐이파는 낀헤또는 Robert Powell, “Crisis Bargaining,
I싫oa lation ， and MAD," Amo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1, no.3, 1987 ;
싸，ι이 진쟁핑회이1 판렌이 없디는 건헤파는 Bruce Bueno de Mesquita and David
Lalman," Arms \laces and the Opportunity for Poace," Synthese , vol. 79,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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賴構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 考慮、事項은 協助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手段의 문제이다.

Axelrod 둥은 非 제로 섬 게임에서 行鳥者들의 협조를 가져오는 했果的

인 수단으로 未來의 考慮(shadow of future) 를 들고 있는데，l2) 이는 罪띠

의 딜레마 게임에서 서로 背反이라는 均衝ι먹이 未來에 대한 고려가 커

짐에 따라 相互協助라는 점으로 移動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했用잃數에

서 未來에 대한 比重이 크면 클수록， 오늘 배반할 動機는 줄어든다는 말

이다. 즉 내일 相對方이 背反할까봐 오늘 자신이 背反하지 못한다는 것

이다. 그래서 Axelrod는 協助를 위한 최고의 戰略은 티포태 (Tit - for 

Tat) 라고 했는데， 이는 “눈에는 눈， 귀에는 귀”라는 報慣 또는 報復的인

戰略이다. 韓國의 對 北韓 政策도 옮IJ載의 意味를 함축하지 않으면， 썼果

的인 相互協助는 기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脫冷戰 以後의 對北韓政策

方向도 해Ij載의 ↑則面을 考慮、해 야 한다. 이 러 한 점 에 서 脫冷戰 以後의 對

北韓政策 方向은 다음 여섯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먼저 相互接觸을 해야 한다. 南北韓 接觸이 戰爭을 제외한 밟Ij我

또는 報慣의 先行條件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무조건적인 援助도 주다가

안 줄 4 있으니 하나의 채Ij載 手段이 될 수 있다. 韓國에 남아도는 쌀의

對北 供與가 현실적으로 절차적 문제가 많아 不可能하다고 하지만， 어떻

게 보면 農盧物 價格安定의 아주 홀륭한 수단이 對北 援助일 수도 있다.

물론 制載라고 하여 南北韓 關係에서 下向的으로 한다는 것은 착오이며，

水平的 制我 또는 報慣만이 北韓의 感情을 건드림없이 그 했果를 볼 것

이다. 최근 北韓은 金剛山 共同開發을 거부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이 반

출을 허가했다는 건설장비에는 무슨 무상공여라는 흉칙스려운 말이 들

어가 있다”며 現代建設이 기증한 裝備引受를 거부했다. 이는 물품의 도

착 이전에 無慣供與 事實이 事前公開된 데에 따른 딩尊心 問題라는 것

이 支配的인 分析이다. 韓國{則이 宣傳資料로 쓰지 않을까 하는 疑아、이

事前報道로 인해 確信을 가지게 된 것이다. 제로 섬으로 還元시켜서 서

로를 認識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慣重할 필요가 있다.

註 12) Robert Axelrod and Robert Ke야lane， “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World Politics, Vol. 38, 1985; Robert Axelrod ,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
New York: Basic Books, 1984; Thomas Schelling, Strategy of Conflict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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둡씨l는 光펠80이 어 야 한다. 이 n] 앞애서 지11 i~_ 섞 싱티l애서는 光導(10

l~Xlll용이 ‘발려하지만， ;jp채 로 삼인 싱태에사는 오히펴 유러한 겸우기 많다

는 것은 엔급되있다. 그2;1 !L보 f암래jti\j\ 態룹 빗이난 후익 |싸It !파 게임이l서

는 :It: i홉 |끼 ~3t:策이 ;fT iflJ 하다. 따때의 ￥~' ;I t폐 l많策은 北}닮의 ￥l' J}파 l쐐政策

애 대한 ~J)t힘策으i~서 기- 아니라 0] 끌어 가 는 i앉策이 되이이 힌다. 다시

딴해서 l깎 ;I t파 1%해係 7} 지i1 3~ 선언 앉|팬애서는 :it!훨따인 ￥J~t ’Wit n3t:策은

이보울 것이 없으나， ;j l '제 쿄 선 단지l이l사는 :i\:;1훨的언 정책윤 하는 것이

유리히다.

셋째， 쨌빼 따後부터 11]-토 “티표이]" 1뼈II아블 쓰는 것이 바닦직히지 않

다. “다포데” 때IIII:r은 |씨씨，) il:l\ 1t힘델 유지히는 데애는 도움이 펜 A] Sf_브지

lJ!, 시보 꽉1싸하고 있는 싱테애서는 시l 속 ;fIl ii 꽉 )x狀態릎 유지힌 수도

있다 ( echo -effect).1펴北파 I~헤係치 렌 不침은 :f 1d윌→ 낳기 때문이디. 재보

선 싱- 1011는 아니지만 씨 I n:不 {l i 얀 l핏 I ;쁨애 서 는 낀낀한 交‘流關係애 이뜨기

위해서 條{II: I얘 떠언 폐~ :!t.기- 必’껏-.5]니. 싱대맹이 낸손으、띄 때마단 뺀Fr 그

것이 치\~적이지 않으멘 디관 쪽 빡도 니l 넨 지세기 信때댐찢段剛애시는

핀요헤다. 이느 정도 {둡빼剛찢이 넨 후에는 “티포티]" j앉策이 1:7] 되어

이 한디는 것은 넨한 나위기- 없다. 1폐 ;I t폐 I~셈係에서 !랜 l패l 의 형념김유 인

\~적 혀‘~ Jj;-닫 주징히는: .f~W(o !ι 있는1'11. ---)패션 폈 JJj-는 {닙찌J~ ~'\I\'찢 j!]→ 갇은

됐剛:씨l‘↑liij 段 I)퓨애서 유-용-힌 갓이지， 전저힌 冷1i1x. 狀況이니 띤딸한 ;fU N: ，!씻

剛 단게에서는 그땅깨 비띤식힌 li때IIIi- 이 이-니디.

1;]]맨째로 지적펜 수 있는 對' ;l t ~3t:策의 HI미은 第 者 즉 시J 邊l쐐애 의

힌 짜~ J.ljJ싸 1웬 주j갖도 고펴해야 한디는 갓이디. )뾰冷때 |따後의 ¥itl쐐애 서 는

l펴꽃 폐' flifj 、릎 풍힌 :i\:;1황띠 Q1 ;il 泌JjN10 '?1 fll WJH해m j앉策 J1} 너 판야 , 集d판| (4:

{씬111] )표 등의 ff~I'10 이 고 Ihi!訓째 11\ (10 언 IIiIjJ;U3t:策을 아울러 i\fI.行 81] 이: 한

다. 지1심자애 의힌 |“J.lJJf싸|웬 f'段은 현재외- 감은 핏fRifll fiJ!(o 훤 Iljtl氣애 시 는

너좌 효과직이디. 현지l 파半}굽애서익 분쟁이 1]1’‘팎‘「싸 術Ri양 )문 1:)]회되는 갓

은 꽂짜기 다 바라지 않는다. 고프Il}초프의 !폐까l 씬i뺨 熾:it Jl3t:Ul‘은 따 " I~

J하 애 서 는 펴주¥\-1:10 렛넨l이 }{폐 "I샤굽갚부터 의 씬\~ i뺨80 利益에 정애기 되지 않

고 오히려 !떻폈援*"의 從制을 하기닫 원할 갓이디 꽃따의 j:H~t따l政策의

쥔IS分 1' 10 • →致‘ 또는 삼;단는 i폐、↑Wiι비↓IT -시i -샤;1北|

j껴非1-' 1쩌쩨n페V;;·者홉륜 가려 낸낸l 수 있고 ;j l;; !씨 .Ill)者애 대 힌 ￥|서양을 힐 수도 있는 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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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集團安全保障옮Ij度를 가능하게 한다 1 3) 美蘇가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낼 때에는 南北韓 間에 非協助{則에 대한 報復은 커녕 누가 非協助的이

냐는 것조차 가리기 힘들다. 예컨대， 1988년 서울올림픽 때 北韓의 극단

적 非協助가 억지된 것도 美蘇關係로서 일부 설명된다. 對北接觸의 초기

단계에서는 戰爭柳止를 위해서 南北韓 間의 不可慢 協定이 주변국들에

의해 보장되는 集團安全保障밟IJ度가 어느 정도는 有益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集團安全保障制度는 주도권 분산을 우려하는 美國이 미

온적이나， 美蘇關係가 계속 和解인 한 멀지않은 將來에 실현될 可能性도

있다. 즉， 美蘇和解의 零圍氣는 美國의 國防費 則減을 가져오는데， 그 삭

감의 우선 대상이 睡韓美軍이 되기가 싶다. 기왕의 海外離띤美軍의 費用

은 美國內 藍띤 費用보다 적게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러화의 弱勢로

결코 經濟的인 選擇이 아니라 최근의 藍韓美軍초軍基地 세 곳 폐쇄 결

정도 주로 國防據算減縮不振에 대한 美國內 非雜 奉mlJ 이 며 ， $字 打開를

위한 것이라는 見解가 支配的이다.

한편 蘇聯은 點韓美軍의 對蘇封銷的 投制을 警뻐하는데， 짧韓美軍澈收

로 인해 日本이 軍事化가 되어 對蘇 封銷를 한다면 굳이 廳韓美軍澈收

를 主張할 이유는 없다.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演說은 中日과의 關

係改善을 통해 또 다른 對蘇 封銷를 수반하지 않는 顧韓美軍激收를 실

현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지난 4월 초에 있었던 美蘇 外務會談에서 셰바

르다나제 蘇聯 外相이 韓半島를 주목할 만한 紹爭地域 리스트에서 제외

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도 離韓美軍激收를 통한 蘇聯의 太平

洋 進出이 그 B 的이 었다. 하지만 蘇聯은 展韓美軍의 戰爭t!lJ止力을 認定

하고 있다. 美國과의 協商에서는 睡韓美軍澈1&로 인한 柳止力을 蘇聯이

직접 北韓에게 行使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각기 다른 立地에서

戰略的 計算이야 어떻든 行使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각기 다른

立地에서 戰略的 計算이야 어떻든 美蘇가 韓半島에 信賴構葉과 平和를

위해 協助한다는 原則에는 이미 대체적 합의가 되어 있다. 戰爭柳止를

위한 對北韓 政策은 外交的인 手段도 강구해야 한다.

다섯번째의 對北政策의 方向은 相互交流가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에

註 13) 소련이 아시아 집단안보를 제기한 것으로는 1933년 외무 인민위원 리뜨비노프

의 미 • 소 • 중 · 일에 의힌 대평양 불가침조약 제안으로까지 거슬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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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써助維持를 위한 해11滅 또는 報↑휩 手~x으보 H'J댐A 按f빼을 포함힌 여

러 차원의 합:ltJj떠이고 定째的이고 피드l피적 ↑*때폐블 헤l 야 힌다는 갓이다.

←一 JG化된 ·\HI 的됐柳D _f': 효파삭인 ltil] 載 手段윤 지l 공하지 봇히여 마J ~l t韓

1찌助써H~:에 도움이 안 펀다. 현재의 1뀌 ~I t韓의 對 ~I t， 對 l됩 i많策늘은 패7']

지 제안 ( package proposal) 이 다. 너구나 띤쩨치렌 큰 콰j갖S뜰은 힌끼 l건 이l

。l 떻 게 히자는 짧案븐 전-&] 寶꽤↑it이 없디. 판 事茶괄은 쪼게고 쪼개서

짧짜:을 하1지， 바록 솔선허0:] lj(tHr히 는 장우애도 ~It파의 떼싸+)짧行애 따

쉰- 危|險덩}웹은 적을 것이디. 폐l꽤의 쁜J ~It):낸 1lj(~이 11] 속 파1 커 지 式인

한， 北l파의 Jf:1써助 U、1 의 펴l핑| 의 뽀J~l t WI]겠는 }폐펜 띈고는 가능힌 게 벨파

없으띠， f.J ~l t HJIJ값의 不끼:는 ~Iti페의 |써 WJ둡 보상하지 않는다. 란판 이 1,,1
한 fti lJ J& 또는 yfH뤘은 1，1 l 드시 Jf:f[)꾀: iXjl;61] }펴|따되는 것은 이나디. 1지 |쉬1A

ixj C; 의 α1 래 전촉도 적극 강} jE되 이 이- 젠다. 더 :JL니 ~lt i\iW;은 폼j南;없폐j꺼(送

등에서 써꺼에잔 강펙8"1 비난해 왔는 G11 ， MI뻐 외이i] --' )i\t A의 샤(뼈 또한 고

래히l 이: 한디.

마지 1←!}으꾀， 떤K.-lri 의 IHJI뭔도 i!i" I J Jlx 의 께 rill 애 사 ↑섰討퍼 01 야 힌다. 北폐이

파써il을 지l 인 히 는 것도 If아깐j· jil ] 1 1 ’ 보나 싼i젠띠밴 IE 예분이라고 펀- 수 있다.

만띤 ~[~tl쐐븐 1~.1Jlij ·ft~팎한 (j~ )J 이 있 jL ~대따온 그땅;;<.] 끗하는 경 우애 도，

t떠liij麗웹이 라 는 갓보디 펙11i11J쩨i小기 더 효 il]직인 밴&':j1 jnJ IL =}~x인 갓이

다. 예냐히씬 ~I띠폐은 돼’쩨이 l간아윌이 지 않는다맨 더 늦기 전에 도딴힌

수도 있윌 젓이기 때문이디. J파 l폐 1lj( !써‘노 北!파파의 돼i쩌ii 1까때을 진지히게

전도하고 있는 깃 ~_ i~_ 일l!;]져 있다. 戰팎에J II:. 찰 위해사는 일반적으보 벤

;\-1 攻;擊川 ji~싸 1!'- £·1 우선적으눈 헤이- 한다는 주정보다는 염벨히게 1닫~1

자띤 해·購.L5(뿔:J J이 해: R~~의 11象이 도1 아 이- 힌다 1 4 ) 피거 꽃蘇軍縮|찌때애

서 효괴적 익지룹 위해 A됐이 편요하다 히0:1， I끼뺑바 ji~짧라고 판 수

있는 對‘파 ]]]시인만 II찌쩨i히 고， 짜뺑m ]]]시일이라고 힐 수 있는 對地 ]]]

시-언은 전혀 減縮윤 안 했던 시도 있다. 빡l패보다 싱-대적으로 더 M-ljtlW0

이고 템 l險::1:義 60인 ·It i\i후음- 악지히는 것은 l끼劉力보다 二 'Ix攻擊:JJ 이 다.

판관 정호]반- 쾌:펄:JJ 윌- 서 j료 파익힌 수 있고 균형된 鼠쩨을 시행할 수

있다벤 일맨식 )5(擊 )J도 짧純對象이 되어이 하나， 지담 패北樞치힘 그

iit 14) 낀지|힌， “힌 l시노 선생익지의 III 인 이 판시 인j젠 " 힌치균시운영분석희회지 , vol.
16, flo.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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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力評價가 누구의 主張이 정확한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강력한

防響力보다 어느 정도의 二Ix.攻擊能力이 효과적 옮IJ載 手段으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南北韓 軍縮協商도 일반적 攻擊力보다 奇題攻擊力에 중

점을 두어야 한다.

4. 結 論

結論지어 말해서， 韓國의 對北韓 政策은 南北韓 利害 關係가 철저하게

冷戰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서 대처해야 한다. 철저한 冷戰思考가 韓半島

에 支配的일 때에는， 北韓과의 협조를 위한 短期的인 對 北韓政策의 方

向이란 없으며， 오로지 脫冷戰을 위해 北方外交를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

다. 戰爭防止와 軍縮 등의 共同利益이 인식 되 기 시 작하면， 직 접 對話를

통한 主導的이고 讓步的인 信賴構葉 政策과， 集團安全保障밟 IJ 등의 jf꽤

的이고 協助創出的인 밟IJ我 政策을 추구해야 한다. 相互 交流가 어느 정

도 定看된 이후에는 協助維持的 밟Ij我 또는 報慣 手段으로서 民間A 接

觸을 포함한 여러 차원의 長期的이고 定期的이고 피드백적인 接觸을 해

야 한다. 軍縮도 制載의 機能을 考慮하여， 그 對象을 一般的 攻擊力보다

奇題攻擊力에 局限해서， 適正水準의 二次攻擊力을 維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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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美 · 蘇關係의 變化와 ;It~따와 對!靜l빼政策

金 格 南

(樞꽤太댐과校)

1. 序 쉽

1990댄 l 원 7 입 ， 싸 Ilqfi J~ fit; 행 이 l 씨:갖 수:Jt¥0l샘i遊는 애정 .1;} 디- 1 일 연장한

끝에 J~[[패의 ↑tlu]쐐 Iii 윤 빙 시 한 띈it 지] 6조 、룹 폐 기 힘 으문서 :1]균 11].초

프의 페레스프파이가· tl&策은 냉션~상히 tl&d,[10 多 JL化외 함께 젠i1~1 1’10 ';1

III化가 기 능혀 가l 꾀 았다. 따Ilqf; 의 이 ι1 한 뺑j‘|[을 젠-4 二 Ii띠JUt界는 6]탈

두고 ~lL 브 11]·초프의 tl&if:l(l0 구미1 ιl 파고 만-정히고，rttJ後애 전 711 ￥] j떼ft狀

況-건 ]ll 너 불안힌 세 i l !) 고1 깨iU] !u1J'j1· 의 외증-애서 1t¥:/J 、tl&훤의 춘한윤 불가

퍼 하게 깐다. 짜Ir~f; J ~짜패.으l “지 도시 (Leading) , 행:도적 (Guiding) 익 힌”이

너 이싱 퍼'; 11.=으보 ltl. 싱 s:1 지 않는 때I!9f; 의 tl&if，쩨 )] j싸illt l에서 고프111 초

프가 추、난하는 깅럭 ';>1 - 太써ti씨WI]가 이떠한 •tv ]~쐐댄~S 형성힌 깃인가는

또 젠 IiI] 의 11& ifi[j/0 구더l 터 꽉 에싱히게 권디 I )

tittI佛윤 11] 풋 젠 w:l:J~ )id:샘 t파↑til 익 이오1·간븐 變 lF -닫 지켜보는 IJLj )j'jtI:W
의 JxJJft( 은 섣 .CiL 넉판 1시 븐 이니디. 인 1낀 이쉰1J]- "1 Ilir~J:J:義의 “ l빼”인

共파 J:遊 tl&뻐 0] 싱- ill 펴 는elll: 싸1'10 인 j빼~， ‘꽉 )1rI낀서 핏|폐、융 비핏한 서 19

은 資Jj‘:£삶의 “승퍼 ”관 만ν] 0] 맨 시 도 이 01] 띠 리 향후에 디 가올 꺼”이”펴’

젠 狀況이] rl1 01 여 식지않은 바에L ι’'l 부둬으쿄 뭔밴마이l 빠저있어 보인다.

폐iij 을 딘버히-에 따IWf; 에 샤 인이나고 있는 고프 1i ]-초프의 JfL 1fiJ.복 11_는

정우， lit씬 [ 10 太황달 씌우 할 l낀수는 3if펀 ;G꽤 이 다. 지] 2차 III:싸 太!11x의

종식과 후}끼1 )샌꽤*폐으 5:;~ 샤싱한;j 강 1씌은 지년 45여 댄간 Jt댄1-:꿇와 맞

서 /Jtj JiW:W감 1~lltIJ:: 誠 政펴쁨Hil] .i~_ 무상하고 If]: 품\:(10 으보 〕과호히 l 이 經

i젠 (110 ~Jj、: ~t義!2.. 풍요흡기1 하는 인이 핏|꿰의 l폐삶파 인치하는 것이었다.

ijl: ]) 혀 행 소\"1힌씨 ( 1 977년 10원 7인 세폐 띤 1 ~ “ 11페즈내 씬 힌 1시 " ) :<11] 정 6조 °Il 시

상 • l닝 으1 γ1 년1 쥐 11-H- r:}--H뇌l 낀 이 \I] 히 고 있다 • “The leading and guiding force
of Soviot society and the nucleus of its political system , of all state organizations
and public organizations, is tho Communist Partyof the Soviet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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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 蘇聯을 비롯한 대부분의 社會主義團이 “敵”이 아니라 아이

러닉하게도 보호하고 지원하며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 ( Partners ) " 내지

“동지 (Friends ) "가 된 것이다 2) 문제는 소련을 비롯한 東歐社會主義의

굴복이 정치적 이유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파탄에서 기언했기 때문이라

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共塵黨 -黨 獨我政府를 불신하고 政治的 改

章을 요구한 蘇聯 • 東歐의 인민은 지난 73년간(소련의 경우) 혹은 지난

40여 년간(동구의 경우) 國家經濟를 파탄으로 몰고간 共塵黨 政權의 책

임을 물어 共塵黨의 退陣을 외친 것이다.

蘇聯 · 東歐의 經濟改童이 成功할 수 있는 秘說은 현재 두가지 가능성

이 있을 뿐이다. 어느 경우도 實現可能性이 희박하다고 본다. 첫째， 美國

과 기타 先進 西方國이 1950년대 에 있었던 마살 플랜 (Marshall Plan)과

같은 대규모의 經濟援助를 蘇聯에게 주는 일이다. 그러나 두번째의 선택

은 이미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70여 년간 專制的 獨我體

制下에서 억눌려 被動的으로 살아온 蘇聯A民은 더 이상 담制하거나 忍

耐할 수 없으며 많c華의 열매를 즉시 그리고 한꺼번에 요구하고 있다.

두번째 가능성도 이미 不透明해지고 었다. 美國은 고르바초프의 페레

스트로이카政策을 지지하고 환영하지만 蘇聯에게 政治的 聲援을 보낼

뿐이지 막상 소련에게 經濟援助나 企業投資는 어렵다는 것이다 3) 미국

스스로의 經i齊事情이 여의치 못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할 政治 · 經濟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美國의 마살 플랜은 1950년대 에 蘇聯의 對西歐

共塵主義 팽창을 막아야 하는 政治 · 外交 · 軍事的 大前提가 있었다. 또

한 美國은 西歐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經濟的 j智在力 (서 구의 4억 인구

와 기술 및 자원)을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美넓은 그 당시 달러가치

로 20년간 300억 불을 西歐에 투입한 것이다.

註 2) 레이건 미국대통령이 최초로 소련인을 “Friends" 라고 지칭한 것은 아마도 1988년

5윌 31 일 이 라고 생각된다. 그가 모스크바 정상회담으로 방소했윤 때， 고르바초프

가 베푼 환영만찬 석상에서 레이건은 “Mr. General Secretary, Mrs. Gorbachev ,
Distinguished Guests , Friends"라고 말문을 열었다 USSR- USA Summit:
Documents and Materials(Moscow:Novosti Press Agency Publishing House, 1988) ,
p.68.

3) 이 부분에 관해서는 Zbigniew Brzezinski , “Toward a Common European Home,"

Problems of Communism , November- December 1989, p. 1 참고 바람. 그는 “공동유

럽가”를 언급하는 기운데 미국이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정제적으로 크

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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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괴- 麻聯關係기 1989년 12월 의 꼴타]폈上會談을 겨l 기 로 원칙적인

「동빈자」관제로 돌변했다. 이미 혐의한 rl~ -長距離核武짧 l發棄 |짜定

(INF)을 바탕으로 기타 戰삐용f~武쐐의 50%減縮 |세따j애 접 i;F힘은 원촌，

나토 (NATO ) 와 11] 프샤바기 구 (WTO ) 軍의 lhf행 또는 ;j l :펀팎化(Demil itar

ize)1꺼댐으로까지 이르고 있다. 이바한 새보운 갖싸狀싸 l、이l 서 핏|팽l은

한un 蘇l佛의 庫’事디o 1파外;IJ~ :t샌였던 束 Iw.:듭 WON시 껴 야 할 太前않기- 없다.

經팎l꺼으둔도 ;핑歐 8기l 국의 1 억 4천 만 인구외- 이갈-의 낙후한 산엠 • 기

숨수준으토는 파一|폐家보서 ]익 3천 만 AI! 둡 기→진 光逃 13 本애 111 헤1

빠지이 없다. 어떤 정우또 따빠의 쩌]쇄‘l폐으로부터 fy￥ fff.펀 束l歐 8개 국이

政펴 • 經洲!끼으로 美l쐐 애 의존히밴 꽂l맺| 의 flj益이 파기 보다 이세는 또바

0] 꽃|뼈의 ftl1i샘 이 된다는 깃이다.

값lWf. 의 페페스트로이 i}iLJ策이 :Jl )~: 댐1 의 |폐|서iLJ治의 h:1:化외· 그펴고

對外關係의 |펴放政策‘으보 급띤히띤서 f삼댄싸ff￥& irr lJ 의 유산인 束 . I'm獨의 l깨

統←- 01 예상외의 11l1}븐 속도갚 liJ 祝化펀 1011 맨해， 이c:1한 세기적 다& :~I\과

IJPJJN政策의 앙생:은 4파半펌J 이1 너니 오il 있다. 일반식인 간헤l 는 유폐에사

와 같은 “밴주회"가 東씨~: oll 서 는 너디 올- 수 ll·J에 없다고 힌다. 그외 김

은 이유는 짜洋애는 일씩이 유-띤이 정갇l힌 I~ 다1::1:義의 文化(J~ 뿌리인

르네상스문화가 없있가 때문이라:II 힌다. i:!J~ 1쐐의 t( ::J:::化기. JrrlJJ표매 i~ε

피·+j£(f~뼈1의 결이5i!.. 젠 fix!¥: 외 1J，1때L을 거듭하는 동→인 ~Itj짧의 }답환MI는

|샌d (J~ R: =I:::化 추세관 외띤히고 안끼힘윤 쓰고 있다.

束I꾀獨이 k~E-애 이 j뜨는 싣짐작인 ~Plk늪 놓고 하루기- 다르게 J11l파을

거듭히고 있는데 맨해，l'fJ ~l t ):파은 이·식 1ι 뻗JHli다운 對폐노 히지 못하고

있다. 北렘은 1990년 1 월 낌일성의 선년시뜰 팡해 태J ~1t~i힘이 分斷-의 |함

팬을- 제거히고， 1쇠 ii i往來담 션현히 1이， ll&1감 • 센펌 • 文化 능 꼬는 分뱅f달

7全따i ~mJff.하는 3승 써6 斗해샀던f까?X ·을 위 한 l파It “최 고워 굽이 침-기하 는 당

국피 각 징딩-수뇌들익 혐싱회의 소집”을 제의하았다. 그는 그라기 위해

南~It輪t I~II꾀往來의 |피}쏘條{tl:으토 퍼l폐↑J1IJ :tI!JJ파의 “판크리트 장벽 의 철

거”룹 주장했다 4 ) 이외 같은 낀일성의 總닙은 외만싱 南北韓I펌의 자유쟁

래외- 숨따i fol꾀 Jb.을 제의한 갓처렌 보인다. 그이니 기존히는 각종- 다J ~lt會談

i1t 4) 11 일성 의 신년시 니l 용-의 인용센은 | 농이얀보.1 ， 1990년 l원 4얀지 애 인용렌 부분

윤 지l 인용 후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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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임하는 北韓의 態度로 보아 이는 世界的 改童과 開放의 趣勢를 의식

한 나머지 北韓의 폐쇄적 스탈린주의를 은폐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남은 問題는 南北韓關係의 發展과 統一에로의 진전이 김일성 말

기에 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의 죽음이 야기시킬 北韓內部

의 激動變數에 기대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北韓의 對韓國

政策은 순리에 의한 合理的인 것이기엔 이미 南北韓關係가 돌이켜 놓을

수 없는 不信의 關係로 굳어져 있다. 왜 北韓에서는 부카레스트에서 일

어난 事態와 같은 民主的 抗指로 “인민혁명”이 發生하지 않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루마니아의 政治文化와 歷史를

모르고 하는 말일 것이다. 루아니아는 4세 기 부터 基督敎文化를 가지고

있고 18세 기 부터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經驗과 西歐로부터 받은 량豪思

想은 19세 기 중엽에 담由主義 童命을 일으킨 歷史를 가지고 있다. 그런

변에서 金日成은 차우체스쿠(Nicolae Ceausescu) 의 運命을 되풀이 하지

않을 可能性이 높다.

유럽과 다른 政治文化의 이유도 있겠으나 脫冷戰時代에로의 전개과정

에서 美 • 蘇를 주축으로 하는 東北亞의 安保環境은 中國과 北韓으로 하

여금 긴각한 改章과 開放政策을 추진해야 하는 암력을 받지 않고 있다 5)

蘇聯과 美國은 갑작스려운 冷戰體밟IJ의 붕괴로 超論大國으로서 대안이

없는 國際社會의 무칠서를 경험하고 있다.

蘇聯 스스로는 담國의 심각한 經濟問題와 民族問題를 안은 채 東歐의

빠른 개혁에 대해 束手無策이다. 西歐는 西歐대로 1992년의 유럽통합을

앞두고 東歐의 民主化보다 파괴되는 유럽의 질서를 救濟해야 하는 엄청

난 부담감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혼란한 國際뺏序

빼壞現狀속에서 美 • 蘇는 內心으로 아시 아에서 만이 라도 많存뺏序를 파

괴하는 急進的 民主化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률 바란다.

獨進의 統-이 가져올 유럽의 새로운 國際뺏序는 美國파 蘇聯에게 적

지않은 고민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韓半島의 統-이

갑자기 오는 경우， 美 • 蘇는 모두가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觀得權을

註 5) Yu-Nam Kim,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Reform:Relations with the Two Ko
reas ," a conference paper presented at an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Soviet Re
forms and Relations with the Pacific," Australia - Japan Center,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 February 5-6, 1990, pp.5-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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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심하고 따라서 地政學EI~ 짱Jrl1신쩌윤 |냐파立페이 치는- j쉰얘 l’I~ 戰l얘 IH]

/웹애 봉직하게 뇌는 것이다. 그땅기 때분애 1989년 6원 의 진인분사테

이후 1+'1꽤 이 취한 Iii] 버化政策 路쐐피 이에 힘-류히는 」비해t il l - un 갚 'd 익

선택은 美 · 짜기 ]낀듀 內 I L、으i~ 빠ill!하는 시-테 일 수 있다. 이 평가l 관 때

北樞은 J비한 꽃I폐페 蘇剛91 心'/ 1윈( 읽있다고 보아도 판 잔봇은 아닐 갓이디、

2. 美 · 蘇協力과 새로운 間趙의 識生

1985 년 3원 欣剛애 고프lJI초프기 1[~차히 아 對.~關係는 3Ff판 〈안 III: 꺼니I~

인 냉핫 ilk *'앓 ;fn 9-j - 께 I Wfo뭔 지l 의 하 고 |싸 )J히이 「팽화시대의 기1 υh 、윤 'hi’ 는? 힌

이례 지규애 이브기까지 꽂|폐 Jl]- 따剛은 지난 5년간 5차례 에 낀1 친 JJ'i L
會~~이 있었다. 1985년 11원 최초파 페이깐파 고르 11]초프가 치1 나] u]. 이l 샤

만만 이후 그탑은 1986년 10원 페이커: 1:1]노[애사 다시 만났고， 1987년 12

원애는 워싱문에시 띠·會했다 . :L바 고 퍼l 이 건 ← 고표비 초판 ]꾀 I'샘 j-i씻이

]988 년 5원 꼬스크 1 1 ]- 61] 서 또 다시 이푸이섰으펴， 페이깐윤 이어맨은 11l

시기 1989 년 12월 꽉타애샤 고프 11]초프와- ~l] 5치 핏 · 蘇11'1 1 '.쉽淡윤 ;]-졌

다 0) 엮직 6] 만히띤 끄뜨1:1}초프가. 1988년 12월 유엔 (UN ) 총회 61] 찬식

하기 위히여 뉴욕윤 iI)] 111] 했월 때 레이전λMc fiTI괴 당시 (j씨統페이 았 던 ] !1

시가 함끼] iL프 11 ] 초프틀 민시지 잠시 만\-) 갓을- 포휘 하빈 :1농안 고프

11}초프는 5년시-이 애 61만 에 낀 친 꽃 . m싸 Jl'i 1 ，. tJt i1iR윤 힌 섹 이 디 .

이 고l 정 이1 사 美 · 짜는 아프기-니스텐으jE부 E-1 짜I佛軍윤 }따 11k시 치 는티l

협의했고 ( Al] ),]]11} 힘정)， IIIRMI~ 뼈f~核武싸 j發棄 1씨삶 (INF ) 애 이，~냈으1냐，

剛/I1~ iE~싸 iKiXk:해 1까 !써i ( START ) ， 化벨h싸 디i쩌(i th))패 ( CBW ) ， 't:수1까 l패

(STABILITY TALK) , 그라 고 il:來과 \'itlUJ iJ'& k.1ii뺨談 (CFE ) 둠에 싱 딩 히

점감히고 있는 것으보 추측텐다. 지난 히1 (1 9 89년 ) 3원 애 있었딘 111 qll 나

CFE회 담이l 서 는 :1농안 기J1쉰적으-.~~ ~~1 퍼 고 중틴을 거듭해온 :<1 좀 1'1:來

j:\; 111: 絲il써l샘j윤 힌1:n 팎이 총판적으꾀 짜 . JJLj 기 유띤애서 11f fiIli IZ)) I{‘vj윤 성

공시키겠다는 l쉽: J￡〈달 표l잉 힌 갓이다. 그버끄 꼴타 ]뒀 h會談의 후속조치

itt 6) Mikhail Gorbuchev, “On Guidlines for the Home and Foreign Policy of the USSR," a
report to the Peoples’ Deputy of the Soviet Union, May 31, 1989(TASS Report) , pp.
32--42 침: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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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근(1990년 2월 초) 모스크바에서 開健된 美 • 蘇外相會談에서 쌍방

은 여러가지 軍縮問題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힘으로서 美 •

蘇는 예컨대 START협상과 CFE회 의 동에 매우 근사한 접근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추측이 간다.

고르바초프時代에 와서 전개되는 美·蘇關係는 外形上 據想을 뒤엎는

各種 軍備協商에 합의함으로서 특히 유럽에서의 군사관계는 NATO軍과

바르샤바조약(WTO)군 사이에 東 • 西가 集團安保體밟Ij를 와해시킬 수

있는 단계로까지 가지않는가 하는 疑問이 제기된다. 蘇聯의 基本 立場은

더 이상 텀國의 經濟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軍事力을 維持할 수 없어 蘇

聯 全體 軍事力의 2/3가 집결하고 있는 중부유럽과 東歐에서 對美軍縮

協商을 하지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蘇聯의 立場은 우선 유럽에서 軍備縮小로 얻어지는 財源을 經濟開發

에 投入하고자 하나， 그렇게 하려면 美國의 상대적인 減軍이 유럽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은 유럽에서의 美國의 軍事的 投좀0

을 줄이는 한편， 유럽에서 NATO會員國의 安保的 딩主路線을 선동하고

가급적 美國으로부터 NATO會員國을 격리시키는 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바초프는 그의 출범과 함께 〈하나의 유럽 (One Europe) > 혹은 〈공동

유럽가(Common European Home) >를 들고 나선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

지없이 1992년에 이루어질 유럽통합을 의식한 나머지， 蘇聯도 유럽세력

이므로 蘇聯을 포함한 전 유럽이 하나로 統合된 平和的 生活團을 이루

어야 한다는 것이다.

改章과 開放政策을 표방하는 고르바초프는 1987년 12월 워싱톤 美 •

蘇頂上會談을 통하여 INF협 정을 체결한 후， 그 다음 해(1988 ) 12월 UN

總會 演說에서 유럽에서의 50만 감군을 일방적으로 제의한 바 있다. 이

와 같은 고르바초프의 제의에 대한 美國의 反應은 부시大統領의 유럽減

軍頂則에 합의한다는 발언으로 이어졌고， 최근(1 9 90년 2월 ) 모스크바

美 • 蘇外相會談에서 減軍 후 유럽殘餘 兵力水準을 19만 5천으로 할 것

인가 아니면 22만 5천 일 것인가를 놓고 協商中에 았다 7)

註 7) 이 부분에 대해서는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OM
EMO) , USSR Academy of Sciences, Disarηlament and Security, 1988• 1989
Yearbook (Moscow:Novosti Press Agency Publishing House, 1989) , 특히 제 1펀 3
-4장을 참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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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派絡에서 필 띠II 1:1來式 戰力減縮會識가 지니는 의미는 蘇

Il~에 게 적지않은 따機‘룹 제공하고 있다. 어떻게 보민 유럽 !ld땅會議

(CSCE) 의 會쉽國|뜰(유럽국기· 줍 면 11] 니 이·탈 제외힌 모는 국가외 11] 유

립 놔으로는 미균괴 케니다)의 다수기 i짜I佛의 각i和指I띠 09 共죄:政策피 고

프바초프의 퍼l 페 스토호이 카 政策윤 ll] 람직 히 게 수용히겠다는 반응을 보

이고 있기 때문이디. 두말힐 αl 지 도 없이 縣l佛은 ili inti쩌小iE 엮아지는

財)J 읍 l치 |버經濟 하 IS分으띄 돌-펴이- 히고， ~I파[I겠좌에서 엮아지는 |찌 )J 븐

蘇l佛으파 하}이납 따j)j‘ 의 5t進↓H싸피 資4‘;윤 손쉬가l 앤윤 수 있게히기

때문이다. 따Ir~~의 까來과 람i쐐기 1:tt뽑 l꽤 |끼핍의 75% 이상을 지지히고

있는 상황이l서 유띤 1:1: ’|섭t 般力減써fi會f鎬 ;; ]- J$(; .rjJi5]-는 장우 이는 고므 ll]

초프에게 식지않은 jill 거 가 이닌 수 없다.

헨펜， 유 넨애서의 꾀i↑l퍼 il~il小 쌀淡은- 반드시 따떠f의 주l듀오]- 페이스만으

보 이루아진다고 굉- 수 없다. 핏l폐 의 낀해는 그야한 짜Ir~~의 푸·i' II JX썽가

美꽤의 뿔J 찌k 9퍼l뺏il& 1fi 의 ;섣괴 . i~~ 유도씬 싱·힘으호 、단기 때갚아디. 1979

년 12월 때ll~f，짧의 0]프카니 스탠 ~J 공 이 후 짜l꽤의 페 이 :{-l.:fJ: l앉 IH는 심 ·:d
8년을 동 -0] 여 꾸준한 훤↑l채 J웹!it으 s~ 씬11낀 1~ 19 1x쐐애 빠진 蘇l佛을 1jJ.↑폐麗

뽑으포 유도후j-으보서 짜Jr~f， 의 원5 i젠늪 {波統으-5~_ 볼고 갔던 갓이다 공지에

빠진 따l佛 ~온 1:1 레 즈네 프 끼kWJ 애 갓 l쐐 애 디}히에 INFI까폐을 보힘-후:l

START, MBFR둥 -"1 좀 꽃 • li，* 'QI쉐1 I찌l홉i윤 An 의 했으나， 꽂l꽤은 도라 야

때lu;t l꺼劉|쇄신( ( sm-일 l성 “Star War") 을 ;1]획하는 둠 對r.i，*따紙i lth i써이l

f다 XE 또는 {싸뼈)IJ9 인 ;0셨으토 jj회 전하맨서 따l佛의 態}표變化딜 주시해

왔다.

美l폐은 ~ll프 ~l] 초프의 이펀 llj· “선사고 ( Novoye Myshlenie)" 國|꺼l뻐策

첸 1딩 에 도 불구하고 祚II~fi이 주-징하는 “밍어충분성 (Defence Sufficiency)"

흑은 “순 l잉어 (Purely Defensive)" 빼念을 받지 않고 딴보다는 行폐j으보

蘇Jr~ 의 I에·쩔띠 |행|껴械念고1· 'J;ι保 r~X I때을 보이줄 것을 요구해 왔다 8) 이 eol

힌 美國의 뿔j' !i*會議쿄 인하여 ::L농안 START會談피 그러고 기티 각종

在來J;~ 軍↑패會5싸이 지떤퍼어 왔다. 그퍼나 따l佛軍이 이-프카니스틴으토부

r1t 8) “ New Thinking"피 “ Defence Sufficiency"애 판 해 서 Alexei Arbatov, “ Military
Doctrines," Disarmament and Security, 1987 Yearbook(Moscow:Novosti Press Pub
lishing House, 1988) , pp.20l - 223 침 :1L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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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완전히 澈收하고， 최근에는 헝가리로부터 소련이 탱크師團을 일방적

으로 敵收시키는 등 行動으로 誠意、를 보이자， 美國의 부시行政府는 對蘇

軍縮會議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政策을 軍

事面에서 協力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美國은 유럽에

있어서의 在來式 武器는 NATO測보다 WTO剛이 6대4의 비율로 우세하

다고 보며， 蘇聯의 일방적인 軍縮이 상당기간 선행되어야 의미있는 유럽

軍縮協商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9)

NATO軍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美國은 유럽에서 짖;勢를 면치 못하는

在來式 軍備와 軍事力을 補完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戰術核武器 (예컨대，

서독에 배치한 랜스미사일)를 保有하고 있다. 蘇聯은 이미 戰術船초機와

海軍力까지를 在來式 軍備會談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으로서 美 • 蘇間

유럽의 在來式 戰力協商은 보다 넓은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美國

이 蘇聯으로 하여금 軍備協商에 보다 적극적이고 양보적인 태도로 변하

도록 하는 戰略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우세한 美國의 經濟力과 軍事技術

을 바탕으로 NATO군의 在來式武器를 新世代 武器體1#1]로 交替하는 움

직임을 보이는 일이다. 따라서 經濟的 그라고 軍事技術面에서 열세에 있

는 소련:로 하여금 軍備減縮과 軍備增彈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美國도 더 이상 蘇聯을 軍備鏡爭으로 몰아 놓을 수 없는 經濟的

그라고 國際與論上의 問題를 안고 있다. 國際與論은 蘇聯이 對美歸爭에

서 이미 經濟的으로 그리고 軍事的으로 “항복”한 상태에 있다고 보는

見解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國際與論은 일면 核戰爭의

恐'I布에 시달려 온 인류의 순진한 바램도 있겠으나， 다른 일면에는 고르

바초프의 平和攻勢가 어느 정도 肯定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다. 또 하나의 要因은 지난 20세 기가 「미국의 세기 J (Pax Americana)로1 0 )

장식되어 온 결과， 세계의 耳팀은 美國의 오랜 獨步的 氣勢에 식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註 9) 이 부분에 관해서 Gerrit W. Gong, “US Global Strategy in the New Detente Era ,"
한국국방연구원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1989년 12윌 4-5일 ， pp.11- 21 참고 함.

10) 이와 관련하여 흥미있는 일본의 시각을 소개하면 “ Pax Americana"와 “Pax
Niponica"를 비교한 다음의 논문이 었다. Takashi Inoguch, “Four Japanese Scen
arias for the Future,’'International Affairs, Vol. 65, No.1(Winter 1988/89),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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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행|의 經i젠팎’|팎윤 써*~~으1 Rf~i젠4값經애 비유-젠- 수 없으나 :1폐 도 1980

떤대에 살아와서 떠l당〔亦字와 첩$j LIS<: 5Z 1띠 이l 서 의 시，VY:는 강 |폐의 씬i찍)파G겸

을 낙관할 수 없게 하고 있다. 'R I패도 J땅↑iffJ縮小보부터 엔이지는 Hl' JJ 갚

깎j펙發}굉애 투입헤이: 히는 段II관에 외-있디고 한다. 지난 80년대 에 美I폐 Fr

페 이 깐hux씨;에 의 해 「위 대 한 미 국의 부훤 (Revival of the Great ArneI'

ica) J 또는 「미국정선의 재생 (Renewal of the American Spirit) J 을 니}깐

고 縣榮괴 !T싸II뒷 누댔으나， ::l 뇌 힌 쟁왔榮Pr 外패資~、;으l 流人애 의 힌 엠

적이었다 1시 민 이 기끼에 핏|폐은 UtW J파太의 {함↑짜|폐애서 최대의 {뒀條

|떼으 3~~ 맨헨 갓이다. 그이하여 핏|폐씨 펌의 찢徵플이 속속 R4: 또는 ;1
더- 外|쐐 資/↑;家의 소유파 념 이 갔고， 두자피 숫자의 연품페 외- 깜利는 핏

|패의 쇄짜後 ill탈 위후l하고 있다. 및지폐의 金利 L'X 펜븐 “휩益’펌 -- - 11'값贊”

을 너욱 j펀化시 갔고 그 섣 311는 시대한 l짜外階}협올 -늄LfF 힘 으갚서 MVI~藥뻐

川파 휴Il dj犯 lJP지- 늪이니 젠상시 갓|벼|의 자냉-인 「미놔작 꼼 ( American

Dream) J 이 위혐만고 있디 I I )

부시 大Mt1JW은 지 난 2월 l괜 {1 ，llWi파챔-1'f Yi'，(State of Union Address) 애

서 |핑I I끼웬는 까JK파애 |띤|忘시치고 ， i체外W!:I t!， 美 111을 부분적으5;;_ iM~쩌ti -01

1이 ， 이월1.'1 씨;來j\; IJu<' JJ i!l i~쩨fl씨 ItH블 )~Jf';시 치 겠다는 익속을 l패，If~애 가l 했

다‘ 정획히게 이 lτ t띠l야 피 °12二 M:117JAI 서 그바고 일 1J} 만큼의 兵)J 윤 어

떤 일정으피 꽃l폐 의 l삐外찌l:rlL윤 김팍한 것인가는 아직도 띄씬치 않다.

1990년 1 월 29일 減倫애 지l 펀펀 부시 行uxJrJ의 |떼|끼j級算茶은 전년에 비

해 2% 에 해닝-하는 i)，~~純뚜1 1μ↑핏보 니타나고 있디. 이에 따라 減쩨되는

127]] 의 j싸外 ;h~ J샌 II ' 011 는 유띤 )1~ Jm기 多數ν쉰 이루고 있다. 따政亦↑:판 뜰

에보자는 →갖때의 減i띔|→制이 공사작으、파는 이것이 服4;따으보 판n~戰lUI'\

의 變化、단 의미하는 갓이 이니버지만， 이는 레이끼行l많JU - I、애서의 기1 속

적인 盧↑inJ뺑펴고l는 디l 조적 인 언빈짚- 보이고 있다.

美|폐은 뭔다 WiL샘;씻 。11서 1990년만까지 유강}의 1:E來펴 바JUJ減*'lri IZJJ I패

(CFE)을 동히l 유템주푼 빼|폐젠으1 iJ써쩨if싸꽃플 정히자고 힘-의힌 11} 있다 1 2)

그후 납속도보 조성펀 慮純깜|받|氣때문애 괜;門家뜰은 떼l佛 이 東|폐많t ilL

i1t 11) I꽁이 인 h니 . 1990\'1 1 원 6인지 . p. 17 ,

12) 시 세 힌 니1 -9 은 Soviet Capabilities in the Pacific, (Pacific Threat Digest, 1989) , pp.
16 • 24;Disarmameηt and Security, 1988--1989 Yearbook, 위 의 젝. '111 22싱 .“ Mili
tary Confrontation in the Western Pacific," pp. 443 - 450전 고 II]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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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力 60만중 30만명 정도를 澈收시키는 조건으로 協商이 練結될 가능성

을 내다보고 있다. 한편 東歐睡면 蘇聯軍의 수적인 우세와 地理的 條件

을 들어 10대1의 비율로 減縮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최초의 美國立場도

점차 합의하는 쪽으로 변하여 담國兵力 減縮規模에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趣勢가 아시아에도 적용된다면 소련이 公言한대로 아시아地域

에서도 봉고와 베트남 동으로부터 담國의 軍隊를 모두 澈收할 경우 美

國도 이에 상응하는 澈軍惜置를 단행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

나 在來式 戰力軍縮協商의 速度 및 그 범위와 軍需塵業 및 그 麗t庸員의

處理問題가 있고， 유럽에서는 搬軍 후에 야기될 독일의 統一問題가 있으

며， 아시아에서는 이 지역에서의 美軍의 安保投힘 減少로 증가되는 日本

의 軍事大國化가 새로운 문제로 둥장하는 雜題가 있다.

獨適의 統一은 그것이 유럽통합勢力의 奉制勢力으로 당분간은 蘇聯에

유익할런지는 몰라도 長期的으로는 統-獨速이 美 • 蘇 모두에게 적지않

은 威齊으로 등장할 것으로 본다. 統一獨速이 軍事彈國으로 변하는 것은

美 • 蘇 뿐 아니라 周邊國들 모두의 威齊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

에 유럽에서의 軍縮協商에 合意하는 美·蘇 쌍방은 統一獨適을 견제하

기 위해서 유럽으로부터 완전한 澈軍은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東北亞를 中心으로 하는 아시아의 軍備縮小問題는 美 • 蘇 兩國 모두

에게 섬각한 問題를 제기하고 있다. 日本은 이미 세계 第 2 의 땀濟大國

이며， 防衛費는 前年度보다 6.1%가 증가한 4조엔을 웃돌고 었다. 현 단

계에서 美國이 自國의 東北亞 軍事的 柳止力을 약화시키고 日本으로 하

여금 그 餘分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 이는 統一獨速의 軍事的 濟在力보

다 훨씬 큰 威齊이 될 것이다. 유럽에는 周邊 憐接國들의 軍事力이 이를

奉制할 수 있으나 東北亞에는 그럴만한 對日 軍事的 均衝勢力이 없기

때문이다.

3. “利益社會”로 가는 統一

筆命的으로 急變하는 世界史에서 北韓의 對韓國政策을 考察하는 問題

는 결국 南北韓關係의 發展과 그 發展過程의 終看韓인 南北統一問題로

이어지는 잇슈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北韓의 對韓國 쫓勢變遭過程을 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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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ll 하기 전애 괴-연 分斷·괴- 統-에 관한 輪l뼈 의 認識은 어떠힌 것인기룹

한번쯤 되룹이팝 필요기 있다고 본다.

1988년 未 二l 해가 다 가기 i따前 마ij ~t해L關{몫 이1 새료운 進展이 있아

보이는 新閒報道가 기l 속되 었다. 北렛 Iii 딴펀 조게살이 빼入되어 서녁싱

에 오브 711 되었다는 이이-기바， I障l파| 의 財w.總 I) I~뜰의 ~t~핸값i lJfj說 동은 W~‘

~jt~i힘關係이1 적지않은 變化블 의 0]했다. 띠l 블 ;샅이히여 i훤北l꽤會會d씻 ， I젠

{立紙f챙↑1채뺨談， ↑뿜함웹談 풍 심 지 어 는 i휘 ~t디i 쩌ii會談의 l규能' I~ :까지 언급되

는 싱횡으i~L I꽤l치의 與詢}l]- JUH암기 납진전 한 11]- 있었디.

그뇌나 :-:L 디→음 해인 1989 년은 l¥j~lt빼.關係가- 急冷되는 여뇌기-지 펄1!J:

듭이 빔r생 했고， 에바가지 우야팍전이 있기는 하나， 세세적인 찌]뺀외- 각\

til 그러고 새로운 希헬을 안겨주는 「코페프니구스의 4댐피IJ기 있어!，=- 11
놔 南;It폐關係는 이보부터 써外바는 것;븐핑을 안겨 주고 받았다. I!쉐|따폐關

係애 영윈한 훤쐐기- 있는가? A文jj\1:會빼11;/\ 에 는 영원힌 힐쐐기- 없다고

한다. 심지아 타然싸象에도 과다 웬잔한 힐낀I!륜 추구하는 피정에서 훤밸

룹 새됨게 깨우치는 파命 l'IZJ 핏械기 있시 \1]펜이다 코페르니쿠스의 1;"1

농섣」은 ]뇌힌 의 11]애서 파命 1'10 훤J!J!의 ;]] 7] 듭 의미힌다. 한 띠I] I천동

섣」이 훤.밴로 풍히던 시대가 지니고 새보운 힐J필플 깨단는 시대기- 올

때， 이플 두;il 「jill J프니쿠스의 잔회」애 비유한다. 1"\ιIt韓關係와 핀련하

여 分없If }11→ 統一이l 괜한 인식의 大 Ifl l i뺨이 없는 힌 分斷펀 ~族을 써jf}하

는 위대히 힌-띤쪽으보서 l뺨껏[ 애 가록좋l 수 없을 것이다，

지금 *'1t 1폐 의 11;/\況은 짜 . I펴쩨의 Ifj써1: - -움직 임 ‘윤 벨라 바라보떤서 分

斷 45년을 맞이하고 있다. 한 이다보 셈-해서 分斷애 판한 認iii없괴- 그라고

統←→로 7]'는 l관fiJl(가 짜증스뇌울 정도5~ 多樣하고 꼭잡히게 변해 왔나.

모든 것이 뜻대토 되지 않룹 띠l 시-렌-달븐 판히 근본적인 문제보 구l 착하

는 짐문-을 하게된다. 分剛은 한실이 이년기? 制一은 왜 헤이: 하는가? 分

廠피- R~t-시 이 애 어떤 過j효 J~] fI0 統合過댄이 펼 JL한기? 이라힌 집-문은

유치 히 라 만큼 }짜論[10 01 나， 이 러 힌 칠문으로부터 分斷괴- 統-애 판한 새

호운 척도 (Measurement ) 륜 생각힌 수 있올 것이다.

문제는 分斷파 써i←→애 펜-한 5씬짧이l 있다. 韓l폐A은 分斷파 紙一애 관

한 |며}행;혐펴없을 새룹거l 할 펼요기- 있다. 다시 말해서 分뼈R괴- 統←→애 관한

이히l기 어떤 基準애 의해 인식되는기- 히-는 것이다. 分斷애 관한 認~~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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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R度는 “여러가지 불행과 불편” 그리고 “한” 등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와 같은 認識論的 根據를 「인식근거」 혹은 「인식이유」라고 한다 1 3) 즉

認識根據는 病을 앓고 있는 愚者에 비유하면 그 愚者가 보여주는 발열

에 해당한다. 따라서 열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근본적인 病名이 감기，

배탈， 이질， 장질부사 또는 암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認識根據의 問題

‘략이다. 우리는 단순히 分斷의 아픔과 苦痛을 인식근거에 의하여 알 뿐

이지 分斷의 本質을 모르고 있다.

分斷의 아픔은 經驗에 따라 다르고 世代에 따라 다르며， 階層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認識根據에 기준하는 統-의 인식도

달라질 것 이 다. 하나의 예로 1950년 北韓의 南↑쫓을 經驗한 世代와 6.25

이후 世代는 각각 판이한 分斷觀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統一

觀도 각각 다르다. 여기서 具體的인 實例를 모두 提示할 수는 없어도 이

들의 共通的인 特徵은 分斷의 認識根據에 따라 統-에 관한 名分도 다

르다.

그렇다면 分斷과 統-→에 관한 새로운 認識은 어떤 것 이어야 하나?

지금 韓國은 分斷과 統一에 관한 本質을 새롭게 생각해야 하는 國內外

與件과 떻境에 와있다. 成功的 서울올림픽 以後의 跳짧， 韓國의 政治的

民主化， 國際的 實用主義 趙勢， 世界的 民主化의 時代， 脫理念과 脫冷戰

時代， 2000년대 를 향한 太平洋時代의 到來， 그리 고 社會主義의 滅亡과

새로운 政治理念의 :f確實性 둥은 모두가 韓國에게 주어진 選擇의 課題

들이다. 이들은 모두가 韓半島의 分斷과 統一問題에 관한 本質을 새롭게

認識해야 하는 時代的 要請이기도 하다.

뽕、者에게 있어서 「인식근거」가 發熱이라면， 그 환자의 病名은 「사실근

거」에 해당한다. 事實根據는 認識論的으로 實在理由를 밝히기 때문이다.

愚者에게 있어서 정확한 病名이 「사실근거」이듯이， 分斷의 病名이 무엇

이라고 하는 分斷의 實在理由를 찾아야 한다. 다만 그 病名이 분명해졌

을 때 비로서 治應가 가능하듯이， 分斷의 本質을 정확히 該斷할 때 비로

서 統一方案을 構想할 수 있을 것이다.

註 13) “인식근거”와 “사실근거”에 관해서는 김유남， “분단한국의 현실과 통일방안-이

익사회로 가는 통일관" I사회과학논문집 J ， 제5집(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7) , pp. 99-116에 서 재인용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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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斷의 本質·은 처음부터 「두개의 국가」를 의미했다. 이는 事寶根據에

의한 認識論이다. 제아무리 이들 강定하려해도 둘로 갈라져 존재하는 두

개의 1£體는 客願따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애 分斷의 本質·은

정치생불핵.(Biopolitics) 적 으로 1 4 ) 分斷과 빡關하게 獨立的으로 꺼i存해 왔

다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의 本質‘도 두개의 政治生.物l學的 存在흘 統잡하

여 새로운 형태의 lE體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즉 認識服據애 의하면 統

-은 막떤히 期待!편에 흥분힌 “民族統"이란 {I짧￥學的 現狀애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체→의 實김뺑住l룹 인식히는 事實根據애 의히면 이는 實

存하는 “두 정체의 풍힘"이다. 나머지 問題는 南北韓 睡方이 현실적으로

협의힐 수 있고 또한 때I뿐랬햄이 이를 히팍하는 統合形態를 찾아내는

일이리는 것이다.

이렇게 불 때， 分斷의 홉願파 “두개의 현싣”에 대치하는 束 • 때獨의

경우외 南北韓의 경우기- 매우 fJ p.n的이 다. 西獨의 경우， 束獨의 不誠實

한 態展에도 불구하고 담답하고 도도허리 만큼 냉철한 現寶主義的 獨遊

民族主義의 반로는 20여 년을 꾸춘히 統~의 基盤을 닦아왔다. 오늘날 배

를린|할뿔이 무너지기까지 때獨은 獨進의 分斷피- 統}에 대한 認識을 事

實根據애 의해 觀察하고 對處해 온 것이다 1 5) 급변히는 國際政治環境이

베를린|짧빨이 무너질 수 있는 랫機를 낀1-뜰었지만 막상 그 障펀한을 헐어

버린 사람은 獨通l폐民이다. 지금 이 순끼이라도 만약 韓國의 休戰線이

철거될 수 있는 國|際環햄이 주어진다고 해도 i팎北韓의 指導者오1· 국민들

이 이 를 積趣89이 고 主펄的으로 I풍참할 수 있을지 공급하다.

統~애 판한 認誠論89 I~、想、 (Image ) 을 세기지호 구분할 수 있다고 본

다. 첫째는 統-된 하나의 民族이기애 政治的 • 領::t.B0 統-이 이루어져

야 힌다는 當짧論이다. 이달 편의상 「통일애서 통일에로」의 이미지라고

하겠다. 둘째는 그토록 엠원히-는 統一이기 때문에 分斷의 꽤實윤 悲觀하

고 非維하는 分斷論이다. 이를 편의상 「통일에서 분단 o 딛」의 이미지라

하t: 14) ‘페opol i ti es"에 판해샤는 Thomas C. Wiegele, Biopolitics: Search for a More Human
Political Scieηce (Boulder, Colorado:Westview Press, Ine., 1979) , pp.7-11 참고 휘.

15) Lo야tμh떠ar AIμtmanκlμ’ ‘“치‘' Inne밍r‘ German F꺼"이F이ramewo아r마k‘ for the Exe띠hange 0아f People and
Goods," 연세대학교 농서문제인구원 꽉제희숨회의 (Divided Nations and East
West Relations in the Threshold of the 19908), 변표눈문， 1989년 10월 10-11 ,
pp.3-8을- 침 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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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겠다. 끝으로 分斷은 두개의 正體를 가진 현실인 고로 統-은 둘의

융합이라는 統合論이다. 이를 편의상 「분단에서 통일에로」의 이미지라고

하겠다.

統一에서 統一에로의 IL、想이나 統一에서 分斷으로의 心想이 실질적 인

統-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前者는 爛動的 政治家

의 民族主義的 呼訴이거나 아니면 순진한 理想論者의 主張일 것이다. 後

者는 統一을 빙자하여 分斷된 民族을 더욱 분열시키는 政治候補生의 冒

險主義的 爛動이거나 아니면 虛無主義者의 無責任한 非雜일 것이다.

그러나 分斷에서 統]路의 投影方法은 南北韓의 統合은 언젠가는 合

理的이고 햇約的(Contractual) 이 며 ， 따라서 節Ix.와 手段的인 意味로 이

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心想에서 보면 「분단에서 통일에로」

의 接近方法은 “利益社會(Gesellschaft) "로 가는 統)論이 다. 반면 「통일

에서 통일로」와 「통일에서 분단으로」의 接近方法 등은 분명히 “공동사

회 (Gemeinschaft)"로 가는 統一論일 것이 다 16)

「게마인샤프트」적인 統←→論은 개념적으로 傳統的 民族共同體와 공통

된 過去史를 共感帶로 하며 目的論的으로 결합되는 統一社會를 의미한

다. 반면， 「게젤샤프트」적인 統-論은 위에서 본대로 쫓約的이며 手段的

인 社會統合을 위한 合理的 現實性에 바당을 두고 있다. 이러한 接近方

法은 결국 統-을 하나의 發展過程으로 民族國家가 겪어야 하는 發展的

시련으로 받아들인다. 統一에로의 發展過程을 네 단계로 구분하여 생각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1) 分斷의 段階， (2) 統一에로의 轉

換段階， (3) 統一의 段階， 그리고 (4) 統一 以後의 段階 등으로 하는 하

나의 過程을 시작과 끝으로 연결하여 볼 수 있겠다. 따라서 통일은 政體

의 成熟과 直結되는 것으로 한국 자체의 政治發展은 물론， 北韓의 對韓

國政策도 이러한 단계별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統一文化”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政治文化라는 1般;승:은 이

제 일반에게 그리 생소한 用語가 아니다. 즉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란 國民 個個A의 政治意、識이 集合되어 特定한 政治 社會의 一般的 信

註 16) F. Tonnies의 Gemeinschaft und Geselschaft에 의하면 전자는 전통적， 공감적， 합목

적적 인간결합의 사회를 의미하고， 후자는 계약적， 수단적， 합리적 인간결합의

사회를 의미한다고 한다. 여기서는 그러한 비교적 의미로 통일사회의 인간결합

을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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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로 나티나는 性ltD을 펀한다. 같은 1꾀 팍으로 “統←-文化”흡 생각하게 된

다. 韓國A의 일벤적인 性{피애 나타나는 統 ‘에 판한 닙낌熾이 우잇인71

히는 것이다. 韓i패 政治文化익 *￥↑젠은 일반적으로 뺀1成主義 1:19이 버 는데

큰 이의가 없다고 힌다. 이 만을 쉬게 옮기띤 ;)P K:主띠이 l 다 째fEI:19 Rdc 治

외 支;뱀니 I~헤係의 國 f~ ' 11:이 비~~페A이l 가1 있다는 딴이다. 그평다댄 統←→文化

獨휩Q'l9 械j없主義기 뿌리깊어 보인디.

따때A. S:.두가 f(!;::I: 1:19 jJ.j(하，)(化륜 심-찌우기 위해 새로운 출띤플 생각

히듯이， 김븐 i폐낀F로 11]- 럼- 직 한 “써j →文化”의 ;‘E立이 기대펀다. 1989년은

民::U19 紙 →文化뜰 iE훤시키기 위젠 Hjt練의 헨 해였다고 ~한다. 시 IL버운

紙 -論爭의 쩌'(~담은 극히 자띤스~1운 ~웬젠이있으띠， 이2:1한 쐐원윤 풍해

(렌어진 이펀 11]- “ tt)j~ :Jl~ 1피體 써c --- JT짜”잔 :1 넨대파 “ I강族1'11合 t(;主統 •

)i業”보디 세씬퍼아 보이기 때렌이디.

I~ιIti:많 91 jJ.j( rfJ싸펠괴 한저하게 ι|냐 i' k~I!을 유지히l 온 分斷-의 싸챔이 짜

l행 의 K1: {~외 힘 깨 紙 ·9] 단忘3~ 11~따: 노l 비 l]- 민는디→. ]JX;熟힌- 分斷1빼係

기 “利益~U:會”적 빠유의 펠요생 -윤 느씬 띠l 짙- 11 ]-관 統 文化기- “統←←·애

보의 l맴l뺏段l괜 " 611 샤 형성되피랴 낀는다. 지납 l파꽤A은 ζl 년을 위해

“分斷의 本띤l "윌 새꽉게 히고 있디.

4. 政權維持와 北韓의 對南政策

北i샘의 對‘ I↑~ llj(策은 l파It紙一애 ~*0되 고 있다. 北’端이l 있어서의 WJ~lt

써i←- . 61] 판힌 fHJ)~휠는 그것이 ]:11 단 對마~ jψ淡에만 l쉰 |따되 는 잇슈가 아니라

平j값政뺨 자채기→ 4두 (f ill 는 해i、;폐i l ll 애 히l 딩 힌다. ~I바힘은 勞動黨;채~ *9 뿐

이-니라 뭔、江·에서도 폐半폐의 統 뚜1 j~1:會 =1-::義 첼沈이 北韓TIj(↑짧의 --l~~

적인 f=l 렌토 되아있다. 북한의 이랴젠 “統-斗탐向|씨” 꽃찢는 위에서 언급

힌 「풍일에서 통연애쿄」의 ↑~lli:가필이l 해당하는 것으로 섣짙적인 統 i

에는 이-무넨 도움이 둬고 있지 봇하며， 도바이 統一을 이램게 히-는 끈본

적인 I~함l疑찌보 등장히고 있다. 그러나 ~Itlt젠의 그러한 統一指向的 자세는

“外敵(힌국과 미국)"을 빙자히이 |생內 II페펴달 힘b쉽體11;1]보 -‘絲不‘-뼈L히가1

불고 기는 |찌銷띠 ~↑뽑::t義 體ffjl] 씨H권 룹 위해 없어서는 안펠 統센;手段이다.

그2:1 한 ~It韓의 對‘마j統--찢찢L는 처it ·"1il庫營이 뿔j 決: 1:19 冷戰體IIJI]로 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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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志가 분명할 때 매우 긴요하게 쓰여진 戰略이다. 그러나 이제 中國과

蘇聯의 實用主義 路線이 理念的 限界를 모호하게 하고 더 나아가 소련

을 포함한 모든 東歐社會主義權이 共塵黨 一黨獨我體채IJ를 포기한 상태

에서 北韓의 對南$f~統-路線은 물론 北韓 딩 體의 金 日 成 政權을 유지

하는데 큰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동안 北韓은 中國의 등소평主導下에 전

개된 “4大 近代化”政策과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改章과 開放政策에 부응

하려 名 g 上이 나마 開放政策을 受容하는 듯한 몇가지 조치를 취했다.

1984년에 제정한 합영법과 1990년 1월 홍콩 • 평양간 船철機(專貴機)就

船 등은 이 의 代表的인 例이 다 1 7)

世界的인 開放과 改童政策에 부응하는 北韓의 쫓勢變化는 아직도 不

透明하다. 1989년 1 월 韓國의 代表的 企業(현대그룹) A이 北韓의 招請

으로 平壞과 元山 그라고 금강산 등을 방문하고 南北韓間 經i齊協力을

論議했지만， 같은 해 7월 그의 모스크바 방문때 南北韓 및 蘇聯을 3자로

하는 第3國에 서 의 經濟協力이 무산되고 말았다. 같은 해(1989 ) 6월 蘇

聯에서 南北韓의 重量級 政治A이 만났다. 모스크바에서 당시 한국의 제

2야당 總我가 蘇聯 과학아카데미 산하 國際問題의 政策立案 頭腦投웹을

하는 「새겨l 경 제 및 국제문제연구소J (IMEMO)의 周旅으로 北韓勞動黨

秘書局員이며 祖國平和統- 委員會 委員長 許錄과 藍蘇 北韓大使 권희

경을 만났다. 그러나 公開된 바로는 그렇다할 南北韓 關係變化에 큰 의

미 를 주지 못했다고 한다 1 8)

최근에 와서 北韓 김일성의 1990년 1월 1 일 新年蘇에 비친 南北韓 最

高位細協商會議 提議와 南北韓間 담 由往來 및 全面開放提議는 우선 그

提案內容에 혹점이 없지 않으나 다소의 진전이 보인다. 그는 南北韓이

“분단장벽을 제거， 자유왕래를 실현하며 정치 • 경제 • 문화 등 모든 분야

註 17) 북한은 최근 또 다른 한편의 전세기(중국민항-CAAC)를 평양과 일본의 나고야

사이에 취항시킬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한국의 대한항공 (KAL)이 조

만간 모스크바와 그리고 북정항로를 개설하는 것과 관련히여 북한도 경쟁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었다. 경제적 개방에 앞서 소련의 대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사례를 연구한 논문으로 다음을 소개한다.

G. Ginsburgs, “The Legal Framework of Soviet Investment Credits to North Ko
rea" Osteuropa, Apri11983, pp. 256•277

18) 한 • 소 관계개선에 관한 자료로서 Roy U. T. Kim, “Moscow • Seoul Relations in a
New Era ," The Pacific Review, Vol. 2, No.4, 1989, pp. 339•349 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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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면개빙-하는 등 통일문제 해곁을 위한 ‘겔정적인 구국대책’을 세워

야 한다”고 했다. 여 기 까지는 좋았으나 그가 딘 FE往來의 前提條써:으로

休戰)째의 펀크리트I뿔많의 철 거 를 늘고 니 옴으로써 ~t韓의 對l휘協 i꽤.態l훗

애 저의기 의심스럽게 되었다.

김일생의 新年剛는 그 내용의 과반수 이상이 蘇l佛과 東l폐;의 바cit과

開放애로의 닫변을 의식하여 北韓體#il] 守護애 죄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아떠힌 바-람이 괄어와도 주제핵냉위임을 끝까지 완성”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땀l핵主義를 1ι ￥j 히 고 社會:t義보 나가야 한다는 服本j京

UJJ 에 서 이틸-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1 9) 그며고 그가 딴하는 “콘크리트장

벡의 젠가”란 “상징적인 남북한의 분단장댁의 첼거”가 아니리- 休戰線

남쪽 輪國1I11J애 섣치된 뿔J·~t 탱크때止m이딴 것이 분멍하다떤 이는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세제의 對輪l폐 이미지틀 왜곡히려는 꾀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션은 탱크저지용 판크리드|많핸 때분에 ]!}J;lt往來외- 깎 1!Ii f챔 liZ 이

物꽤.떠으2~ )상해받는 것이 이니나， 그랴한 修辦벨的 表짜은 韓I폐이 1*센여

線 넙쪽애 베를린|끊많과 같은 치-단식 판크래트障뿔을 쌓아놓은 것처핍

들리기 때문이다.

2월 10일에 끝만 모스크바- 美 • 蘇外때쉽談이 델·표한 共|테聲I꺼은 韓半

j붉의 緊帳線fll와 南北對話를 지 지 하고 웹.半圖블 포함한 東北Hf1:地域애

대한 푼지l를 해건히기 위해 !씨따j할 것애 대한 合쉰를 보았다고 했다. 동

시 애 짜}佛外꽤은 記者會김L‘을 통해 輪|퍼마을 “출토 나누는 장벽윤 δl 붙

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묶 노력 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tIl르

드나제 의 이 외 같은 “분단장맨 (Dividing Wall)' ’론은 北樞과 i휩~I\i:을 동시

애 의식힌 빌-언으로서 일띤 꽉한의 “펀크리트장벽” 철거주장을 지지히

면서， 다뜸 일면으로서 동시애 q밟國이 III라는 北韓社會의 “김일성장벽”

철거를 간접적으호 支持한 外交 00 機챔이기도 히다 ZO)

蘇~~은 고르 loll초프時代의 퍼l 페 스트로이 커 l政策의 r&敗與否가 |크|폐의

週命을 좌우하는 決定마J인 段F쁨로 진입히자， 소텐의 經濟L'X 펴5; 고1· 직젤되

여 있논 극동 떤해주쪽의 緊張繼짜|외 씬濟交流에 적지않은 신경을 쓰고

lit 19) 김일성의 선년시 부분은 「농이일 li~ j， 1990년 1월 4일 지 애 제인용함.

20) 고르 111 초프의 힌밴도 “분단상벽”언급에 4’l 히 이 해식이 규L구히 디 . 지새한 내용은

“미 • 소， 한빈도장벅 해삭 잇김0:1 . " r농이 언보j ， 1990댄 2월 13일지 ， 찬고 비림.

32



있다 2 1 ) 이 지역에 障擬物로 남아 있는 스탈린주의적 北韓이 韓半島의

緊張을 高i朝시 키 고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美國과 日本을 자극하기 때문

에 蘇聯은 북한이 페레스트로이카 政策路線을 따라 漸進的인 改童과 開

放으로 변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그동안 蘇聯은 1986년 7월 고르바초프의 「블라디 보스톡 선 언」과 1988

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발언」 이후 北韓에 대해 漸進的인 開放을 종

용해 왔으나 北韓은 그럴 때마다 “나라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사회

주의 건설과정”이 다르다는 理由를 내세워 蘇聯의 勳請를 rEi否해 왔다.

蘇聯도 他國의 內政不千涉의 原則을 對外名分으로 삼고있는 立場이어서

보다 彈力한 壓力을 보류해 왔다. 특히 北韓은 1989년 6월 中國의 “천

안문사태” 이후 궁지를 모면할 수 있는 天惠의 햇機를 얻어 베트남과

함께 中國의 “反民主化”노선으로 合流하면서 蘇聯의 立場을 더욱 난처

하게 만들었다. 蘇聯은 地政學的으로 北韓을 놓고 언제나 中國과 편싸움

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對北韓壓力의 限界를 느끼고 있다. 즉 蘇聯은 어

떤 경우나 長期的으로 北韓을 일방적인 中國의 영향권으로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蘇聯은 對北韓 開放壓力과 北韓의 親中偏向 可能性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택할 수 없는 딜렘마에 빠져 있다 22 )

北韓은 1990년 2월 5일 蘇聯共塵黨 中央委 全體會議를 戰後하여 蘇聯

j社會主義의 페레스트로이카 政策이 성공할 것을 聲援하는 보도를 함으

로써 北韓도 蘇聯과 全 東歐團을 휩쓸고 있는 改童과 開放政策 그리고

팀 由化의 물결을 천혀 外面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민주조

선」과 「로동신문」의 2윌 5일과 6일자 報道에 의하면 “소련인민은 사회

주의 변화를 지향하는 개편(개혁)사엽을 위해 사회경제발전을 추진하

고”있으며， 北韓은 이러한 努力의 成果를 기뻐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와

안전옹호를 위한 소련정부의 이같은 노력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고

헐략2얀

註 21) 최근에 발간된 소련 IMEMO의 한 문헌은 한 • 소 경제교류와 협력에 관하여 비

교적 솔직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Vladimir Ivanov, ed, USSR and the Pacific Re
gion in the 21st Century (Moscow/New Delhi: APN/Allied Publishers , Ltd., 1989)
의 제 2장 : “South Korea As a New Economic Partner"가 눈에 돋보인다.

22) Parris Ching, “The Sino•Soviet Rivalry in Korea ," 한국 국방연구원 국제세미나

발표논문， 1989년 12월 4-5, pp.4-8 참고 요.

23) I 한국일보J ， 1990'견 2월 7일자에서 북한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지지표명을 자
세히 분석하고 있으나， 북한의 저의에 대하여는 아직도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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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It빼의 發言은 i짜Jfijfi 의 페페스프보이 7]-1바策윤 斷 lId報 i펀히- I꾀

社會主義애파의 逃Vir기- 니;;1- III 다 니 j프다는 立場을 맑혀온 고1-거의 例5~

보이- 다소 j뀔많플 보인 갓만은- 시실이다. ~1랴 나 ~t템이 기자고 있는 例

外l끼인 따폐Hl짧때}재페i씨1 :1웹학렌웹J↑v까If

l너'J J成jκt~t갱義앓의 끼~갖 듭으꾀E ?1δl 이 4'.J~~ JlJi:싸이 쉬시피 III]} →i 틀 /Jp.J Jt£ 히 이 III

1£1 主義외 ]뻗f굉~ (10으 5~L 우세젠 資4: l避91 싸‘ i찌 )J 윤 수-영-현 수 없냐. 그땅

게 히는 정우， 이는 쉰 金 II J:Ot Jω싸의 제Jj밟쉰 익fJ1 히 는 갓이기 때문이다.

까£ ~ffK의 I~텀 Jt£ j!]- 비〈이!i~ ， :J피 고 l나III化의 싼險본 지년 1년사이 애 인lJ]-니

이~둡 제외깐 )1[든 싸|따 7↑iii/ I!패 애 서 i때↑'fLJt l댄 〉떤 이 꽁jll 하고 새 5;~운 11[/:험

~t義 }剛 tHOI:; 態가 이니밴 Jill:쉬 t ;fJi; IE쐐! ] Xl 제 가 1\;:-1:썽 )] 에 의"811 .ilL

제도l 있다 2n 괴감힌 퍼1 페 스프 5~~ 이 ])- JlJi:짜윤 추 :1 '하는 따l剛애 서 만 엔안힌

jt려.-主義챔 았넨 고르바초프가 냈파으l 뺑강 ~0~ jA 이직도 깨IUJ 윤 쉐f~ l，\; 하 고

있는 형띤이디 이바젠 I I:I: ~이i'J illi~\ 、단 감안힌다맨 싸1M{(애 111 유힌 수 없

을 정도보 스만렌주의의 펴씨인 ~I t ilijit on l~i1 싸 고1- L')(~11 으l 물낀이 스 l 이 뜰?l

-I띠머니ζ ~루이니아의 r)ij Jl ilik을 파풍이 하지 않윤 수 없기 띠l 센 이 다 .

이 댄게 깐 띠I ~It씨(익 팽}힘은 IJHJt£ -닫 저지 하는 l떠III따10 II 합을 찾이-이:

힌다. 까 ilk況 F에 서 1ii:1I 싸이 l야새션1 체J :lj앓가 확신힌 L')(111 꾀 |체 Jt£은 후l

수 없는 안이다. 1912년생 인 wJ-j J:Ot 은 :.L 익 남은 생 1성이 다할 때까지

정권을 인 l잉시키기 위힌 여 이기지 9:U_ 1I、1핏 |끼인 1-~茶윈r 생각한 것이냐. 이

러한 퓨웬에서 관 때 L')( "Iij!]- I꾀 꺼〔 윤 12] 윤 수 있는 代菜은 비꽉 :L것 이

단기적일 수 있으니 !핍 γI t폐 I~m係쉰 다욱 어떤가l 띤드는 인이냐. JlκIt패 I~헤

係기 이i.~l 위 질수꽉， ;ltl:if~t 븐 씨It l패l 익 }빼件윤 빙지로 히는 지지1 의 I~Hj'‘!'Ifl

이 JEι젠·化펴 기 띠l 센- 이 다 .

~]인성의 \/)갔애서 보l낀， I•J ~I마폐뼈係는 MJ~lt파증 이느 인 19' o l 1\~1* 이l

가끼운 짧Jj;' 없 이 히I fl 펜 수 없늪 써E}떠-~~~- 판 깃이다. 그탬디면 北폐이 |않

1*히 지 않윤 갓 이 jl, 띠 리 서 파l폐기，-:. I않↑k힌 피 없는 ilk況이 기 띠l 분애 |떼

|際與論만 이느 정도 )ili:끼:현 수 있다벤 北폐은 딩분간 벼1 ~l t j파附}떠괄 훤

“I: 24) 소넨의 개빙피 개핵시 Tn 얘 식응히는 nl ~l: 의 연보전략애 판헤이 이직도 괄누맹히

디 . Paul D. Wolfowitz, “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the 19905," a Speech
article for the National Defence University, December 8, 1989, EPF←505(USIS) 틀
취 jL lI]-i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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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開放의 壓力을 억제할 수 있다는 속셈이다. 따라서 北韓의 對南

政策은 外面性 對話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韓半島의 緊張鏡和를 위한 꾸

준한 努力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면서 內面으로는 韓國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여려가지 前提條件을 달아 時間을 벌고자 할 것이다.

北韓의 對南政策의 특징은 원칙적으로 대제에 관해서는 손쉽게 合意

하나 구체적인 잇슈에 가서는 보다 복잡한 條件들을 提示하여 合意하지

못한 이유릅 韓國의 탓으로 돌리는 戰法으로 轉換하고 있다. 이미 각종

南北會談에서 그러한 樣相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 代表的인 例가

南北體育會談， 高位級 據備會談， 그리고 國會會談 準備接觸 등에서 여실

히 들어나고 있다. 離韓美軍의激收， 팀스피리트 軍事팅I I練 聚智， 國家保安

法 廢上， 共塵黨의 合法化， ..睡韓美軍의 戰1JItf核武器 激去， 콘크리트障뿔

除去 등은 이들 가운데 몇가지 예이다 25 )

韓國의 입장에서 보면 위와같은 北韓의 對話 前提條件은 現狀況下에

서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條件들이다. 北韓은 바로 그러한 韓國의 立

場을 예견하고 계산한 끝에 제시한 條件들이기에 南北關係는 北韓의 開

放과 많〔童을 週延시 켜 주는 혹은 北韓政權을 유지 해 주는 가장 쩨果的

인 財援녁 아닐 수 없다.

5. 美 • 蘇關係 變化와 北韓

美 • 蘇의 超彈大國關係가 새로운 協力關係로 발전한다는 시각에서 北

韓의 變化를 예상하는 생각은 매우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다. 蘇聯의 페

레스트로이카政策과 관련한 北韓의 입장과 이에 따른 北韓의 전도는 일

반적으로 밝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 한 맥 락이 있는가 하면 북한의 장래

가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는 뚜렷한 큰거도 없다. 같은 閒趙社會였던 봉

고가 開放과 담由化를 외치는 群累集會가 연일 열리고 있어도 北韓에서

는 아무런 徵候群이 발견되지 않는다. 1990년 2월 5일 그의 上元禮山委

員會에서의 한 聽聞會에서 콜린 파윌 美合參議長은 北韓의 態度가 현저

하게 변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한 2월 1 일 上院外交委

註 25) ，한민족공동체 통일망안J， (국토동일원， 1989년 정책해설 자료)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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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會애 서 의 ;펀言을 동헤 꽃때의 배 이 커 國務長1간’븐 1988년 10월 부터 美

I폐은 때 lL=t:義 l폈써 애 따리 꾸춘히 對 ~It jl맨 關係라〔홉·을 위해 lc랙 히1 왔

다고 님l혔 다. 즉 비꽉 北때t븐 아직 맨히고 있지 않이-도 美I행의 행~- ~I t해t l~헤

IL、유 1매 우 퍼-1C1:10으료 띤하고 있다는 반이 되겠다 26) 한편 북힌 li 인떤

핏 • 짜빼係의 최간- 變化애 선장윤 쓰고 있는 빈민， 동시애 다판 띤떤 o

보는 그러한 變化속애서 ]듀시되는 ]]1 국의 ￥1- ~t ~j파꽃-찢L 變化애도 매우 에

민 한슷하디.

{방써tEI0 인 ;쉰 • n짜의 IIJ:싸u股1I 1X-따 페il] 에 서 보떤， I렘~ !l~烏는 아세아외- 북

데평양지익의 t也~)[옐 1' 10 대j l끼 l미jι서 :'1플의 ￥1-外彩響 :JJ 行↑핏판 위힌 기

_uL (Bridge) 약 한을 히고 있다. 그바한 의 n1애서 冷l1야 U~j:代에는 ”펜 "i'-륜，ν1

파事 t(} ljtx. lUX-}也토 ~'P. i필퍼 이 왔다. 띠 라 서 il)[펴 • 싼폐 • 摩펀따 싸써麻係νl‘

f짜 • ~It파 11\J 피 그라고 麻 • 핏|떠애 이루°1섰다고 히겠다. 이제 冷i때 U;):代기

끝니러쓴 시점애사 짜 • ~It웹關{~、 의 장폐는 불흔 個 • 美關係의 정-래도

이떤 형이l 의 새로운 關係JEST.이 이푸아전 것인가 히-는것이 tUJ 삶딩 의 核心

이 다. 이 i.q힌 變化속에서 새 판111 JI%\t되 고 있는 !파 • 짜 I~힘係는 이 미 :'1

잉:상이 드 tol 니-고 있듯이 lit¥ IJijfi 이 필요보 하 는 l펴 |폐 의 經濟力피 폐til폐이

편요띄 81 는 施 • 때關샤、 iE/tj~’化기- 유괴- 잉-으로 접함되는 J!1 정 애 있다.

그라나 댄 • n짜 댐섬係외- 뿔.J柳 1'10 {ji: t편애 있는 꽃 • ~U펜關係에 는 생 1낀-이 :'1

i.!cl 젠 變化보샤s1 씨|i ;E따으포 주고 1펜 을 수 있는 지l 원 (ResourGes) 이 없

이 보인다.

-*~Itr:rioll 사 美 • 1.1짜 캅i펄￥j-i;JUlk 態가 제거펀다고 해도 長JUJ的 ikj C; 에 샤

~It樞은 따Ir~f. 애 서 매우 숭요힌 l꾀 ll)[學 1' 10 {3L: i원에 있다. 핏I폐 의 ~J펴즈|쓰 등E

G씬麻〕듀 그렇다. 對 rl- I 共 1{;: ni I J J IJ 으토 ~I띠펴온 짜11M;에게 매우 중요한 地政學

1:10 位펴애 있으띠， 또한 北f폐;판 소렌의 h따 -* 、싸폐 州}IH方애 대한 交뼈 • 迎

{다은- 불판 經펌發!if:애 *띤~J I'’애 인 위치애 있다. 그렇기 때분에 j隊l佛의 立

꺼j애 서 는 박1 ~t j:따關係기→ i£꾀化(풍일 또는 우호적인 공존)되지니 흑븐

지담은 짧 l燦 Ii힘係환 지l 속하 더 라도 아느 정우애도 짜l剛은 北韓윤 1~11폐 의

itt: 26) 힌치→전 -i<l 선 111-/ 유 <511-\갚 송환히는 문제 5~_ }-~. >9t ~f→ ]:11~: I~ 히원 우1 호위 원 회 소니 Jir
끄러1 리 의 싱 윈- 초칭 <'>1있다. 띠l 닙 김이히이 111] 이 치 미 -:1: 우정 펜 븐 nl-:l~- 이 (1]과젠

대회촉진블 위히이 게속 :i:' 펙 히 고 있디는 민인윤 했다 r농이 일 li~ J ， 1990 년 2웬

3일지 침고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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影響園內에 두고자 할 것이다 27) 北韓도 이러한 蘇聯의 心中을 이미 파

악하고 있다고 본다면 北韓과 蘇聯關係는 단순히 1950년대 의 스탈린주

의로 接木된 同盟關係만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國境을 접한 地政學的

構造로 善憐關係가 宿命的으로 주어진 것이다.

蘇聯의 立場에서는 北韓과 같은 反美政權을 이 時點에서 더욱 더 필

요로 하고 있다. 蘇聯은 담國의 시베리아極東 治海州地方에 近接한 韓半

島로부터 美軍의 澈收를 바라고 있다. 展韓美軍의 公式的인 戰爭柳止의

目標는 北韓이라고 하나， 蘇聯은 ”睡韓美軍의 軍事的 「작전， 통제， 통신」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의 일부 업무가 NATO- 日 本 - 韓

國으로 묶는 美國의 對蘇奉ilJlj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北韓의 계속적인 藍韓美軍 澈收와 韓半島地域에 대한 非核地帶化

主張은 蘇聯이 하고 싶은 말을 代辯해주기 때문이다.

반면 아이러닉 하게도 美· 蘇는 과연 北韓에서 루마니아와 같은 사태

가 일어나 韓半島가 온통 激動期에 접어드는 것을 바라는지 의문이 간

다. 또는 北韓도 東獨처럼 무난한 社會主義로 突變하여 韓半島의 再統一

問題가 야기되는 것을 바랄 것인지도 의문이다. 美 • 蘇는 그들의 막강한

軍事力을 제거해도 領土와 A口 ， 그리고 經濟的 i쩔在力으로라도 世界的

인 彈大國으로 남아있을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轉換期에

東歐와 東西獨 문제로 해서 이미 그들의 입지가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

기를 맞고있는 이때에 美·蘇는 東北亞에서 마저 무칠서한 激動期를 바

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東北亞에서는 當分間 現狀이

유지되면서 서구의 勢力關係가 再定立될 때까지 미 • 소관계는 “초록이

동색”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최근에 와서 蘇聯 과학아카데미 산하 各種 冊究所의 專門家의 이름으

로 국제세미나를 통하여 北韓도 改章과 開放을 하지않을 수 없을 것이

라는 발언이 잦아지고 있다. 한편 대등한 美國의 學者플은 美 • 北韓關係

의 漸進的인 發展을 예측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마치 한쪽(소

련)이 北韓의 開放에 壓力을 주고， 다른 한쪽(미국)은 北韓을 受容할 것

註 27) 이와 판련한 소련 학자의 논문 한 편을 소개한다. Constantin V. Pleshakov,
“ Soviet Foreign Policy and Its Implication for the Peace oh Northeast Asia ," 경 희
대학교 국제평화문제연구소 국제세미나 발표논문， 1989년 9월 18~20일 .

37



처떤 보이는 l패l際탱↓체을 조성히는 슷허다 28 ) 그비나 이 l1[은 힌싱갈은

전환기애 니티나는 깅대국둡의 “고까'-풍선”얀 수 있다는 시싣을 감안헤

이 힌 것이다. 꽃 • 값의 外삿1&짜써 i싼분 멘 R’! 혀 주시하 l낀 ::1둡븐 lim ~It폐.

의 채t따I) 괄 풍힌 j~ut 꿰의 /<1 약 짐서 가 납 l치 히 는 것요- :~L 니-지 환영현 수

없는 입징이다.

」띠jE에 서 의 한저한 비(여" 괴 U섬 jl£ 이 k • ~따의 JUili 펀 l꽤l쟁체益이 뭔다

빈 :L둡은 ~tj\iJ'l;의 삼、 }~I，、둡 무시히고 지급이i.'-} ~ι [tJ ，I t if#윤 交섯Jf.c\핍한 것

이다. 위한다띤 그듭온 r'lJ~It i:i\\t ]굉 I'.샘 I i씻도 신한1시감 수 있도 ~i~~ 히는 ι1

침 또는 |써랬「끼인 익힌을 한 수 있음 갓이다. 그둡의 간접적인 介人으딛

꽂·떼는 원히는 강우 [.'ιIt ’띠，t 판 ~\~- '~J'~"1→ 多;ffj'倫淡도 성시-시천 수 있‘을

깃이다. :L룹 9] lin냈떠인 介λRjL jti • t짜는 원히는 경우 r~J ;It꽤’ 을 jE ￥1

'9'1 多춰샘 Ii씻 ]1드 성사시낀 수 있윤 깃이다..1.너니 고브비초프으1 I 크리-스

]1二이 프스~1 만엔」이 ~싸 ~l t q F. 9 1 패팎1\'0 씨: ~ [}\l핀핀 w(:m허 가 위 81] 써씨.의 l짧

Jtl폐*긴 多쟁;. 1!t 닙싸윈 재의했지 1시 ， 잇슈의 jt/x、 이 폐 λ 1" 1놔기 이니았고 I'H
~Iti:낸.을 1다만 인시식으 i~L빈 언니힌 깃 OjIL -l|1 족했 니

JihJ써서깎 이 다|꽤의 재팍 13M i값 에 느[시] n1 지 늪 강우， 꽃 • ~짜는 Iii랬 。0 .9→

~~ k0.에}젠 +JS· }쉰 /I \j 의 j찌 l:.샘1淡이 이루이지도꽉 하는 j끼 Rid떼;從 i!;rJ윤 인\I)- ·t

지 떤 수 있다i 그 i 'l 힌 1ft씨가 있 I I- . 이집，Ii .'!] ' 이스바펠간의 단꽉 ι['· 1'1 1

|씨|써이 씨애 〕jL 탓 치 ;;zj- 이관 갖*l!i 허가 위해 3쉰 l폐 븐 太써C짜의 신성애서

“캠프 테이빗 (Camp David)" 써 1폐유 성시시컸틴 깃이다. 29 ) 1978년 9월 5

~12연 ， k l씌의 -;]£1λ:써't fiXi유 ]f]1 덴 만 느州의 끼1] 프 테이빗 人:抗쉬ri~ 산장으

‘lE 이집 T~ 9] 시다프太써C때피 이스 2) 앤 의 111] 끼 trttf윤 :<1- Xl
• 해해히야 혐

싱 헨 :ct파 다유 81] 3원 싼애는 이 fl 뜨 • 이스바엔 /1냐II條約이 치l 섣 7'1] 펀

언이다. 이는 갓l패l太싸까l의 딘-판적인 약힌이있지만， :'1 닝시 녀 l 짜의 21'·

펴‘ 28) 1990년 2 'N 5~6 인 ， 호주 야 애 rJl 펙 , IIust.ra lian --Japan Contor 주최 꾀 힌 치 • 임
까 • 숭치

• JJ]-:I(". 소렌 이지 !I 11 시 δ| 이 “소덴의 세아파 이 • 네
지。1 괴 의 싼게”

이~-:" ~I: 세 희 슛대 회 닙 /11 최 했니 이시애 11 기 센 소렌의 IMEMO 무소상(I van Ko
rolev) 이 이 • 네연"익

L싱 (Vlad im ir Ivanov), :1 리 j 깅제연구소 부소싱 ( Pave l

Minakir) 능은 힌 • 소 핀개정싱회에 jι의 속 _ll ~ ~一 힌 • 소 장 AJI ~1 넥 A <11 1] 직 인 핀

세기 있니 j} 시시힘 g_ 5ι서 섣l → 1 ( - 91 시대젠 rJl 소부지 듭 인시했냐.

29) “Camp David Accord"애 까히 이 Daniol S. Papp, Contemporary International He
lations: A Framework for Uηderstanding (New York, NY : Macmillan Publishing
Co., 1984), pp. 249- 245 진 조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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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가 美 • 蘇 雙方共通의 국가이익이었음으로 소련도 이를 지지하는 事

前協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정 韓半島의 安定과 平和가

美 • 蘇 모두의 利益이 라면 지금은 도리 어 蘇聯의 고르바초프가 南北韓

指導者들을 캠프 데이빗協商과 같은 頂上會談으로 周旅할 수 있는 狀況

이다. 이 경우 물론 美國과 蘇聯의 頂上들이 事前合意에 이르러야 할 것

이다.

오늘의 南北韓關係의 不信은 상상을 초월하는 不信으로 뿌리가 깊다.

韓國戰爭을 격은 세대가 아직도 南北韓의 指導部에 남아 있을뿐 아니라，

南北韓 相當數의 국민들이 이 戰爭으로부터 입은 상처의 責任을 相對測

指導者들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武力統-을 시도했다가 사실상 그

戰爭에서 패배 한 北韓 指導者의 경 우는 좀처 럼 南韓의 指導者와 ]頁上會

談을 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現 狀況은 北韓이 궁지에 몰려는

격이어서 어떤 뚜렷한 名分없는 南北韓 頂上會談에 응하면 指導者로서

의 威{즙을 상실할 우려가 있올 것이다. 특히 北韓에서는 神과 같이 偶像

化 되어 있는 金日成이 南北韓 ]頁上會談에 응하려면 최소한 등소평이나

고르바초프 혹은 부시와 같은 세계적 틴物級의 정캡導를 기대할 것이 틀

림없다.

美·蘇關係의 變化過程에서 주선된 南北韓 頂上會談 이외에 北韓을

움직일 수 있는 變數는 그리 많지 않다. 설사 北韓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睡韓美軍 澈收問題를 美國이 극적으로 蘇聯과 모종의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이는 韓國의 빔體國防力을 키우기 위한 軍備增輝으로 야기되는 南

北韓間의 軍備鏡爭을 加速化시킬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 軍備鏡爭은 韓半島의 緊張을 더욱 고조시키고 나아가

서 美 • 蘇는 각각 南北韓에 軍事援助를 하지 않을 수 없게될 것이다. 이

러한 狀況을 據測하면서 섬지어는 蘇聯學者들 조차 南北韓間 軍備鏡爭

을 방지 할 조치 없는 餘韓美軍澈收를 反對하는 意見을 표명 한 바 있다 30)

결론적으로 美 • 蘇의 世界的 戰略利益과 그들의 東北亞 地域內 利益

이 交又하는 韓半島에는 아직도 그렇다할 變化의 必、要性을 느끼지 못하

註 30) 백종천， 이민용，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주최， “ 90
년대를 향한 주한미군의 재조명”이란 주제의 학술회의 발표논문， 1989년 11월 ，

pp.12-18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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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이다. ~It ili\f; 스스또도 변함으、딛서 힐을 수 있는 利益이 없윤

뿐 아니라 變化는 도라어 ;It따]1)(뺨을 위터1 잠게 할 뿐이다. :-L 랴 나 北端

에게는 이-직도 두 가지의 j웰繹이 았다. 히나는 써emlJ원 탄lJ]-끔으로 이느

정도 {갯JY 콸 씨t持히 면서 서서히 L!)( 랜과 |써放으로 기는 센이디. 이 긴온

김연성이 살아 있는 농안 ] 자선이 주선하는 i팎北파 mJ_會淡에서 웬!

」、‘날 딴:8l~히 는 일이디. 다븐 히니의 )f ij.~븐 金 13 成 化後애 浮 ，-히는 새

꼬운 後繼챔애 의헤 이푸아지는 jll!':~'끼 ~':lc j밝의 김이다. l1 iJ者의 경우는

II II뺏| 까IJ 냈래l얀 il]‘ fm ' I~ I : 이 늪으 l 이 ， 後취의 ;성우는 따ll~~ il:'! ~!)( jll'.: 고'} 췄i f.以후1

웹↓믿을 51플이 한 IIJ能까이 으[다5L 본다.

6. 結 듭·

1989띤 블 마무리하번사 l꽤 |際 (l~으 ~f-~_ :-~L 띠 고 |폐內떠으로 끈이l 애 판 수

없있딘 형행팎을 맛이←6']았디. 꽤I I!쩡 n9으띄는 짜11M，에서 시작된 [，!)(퍼피 l꾀 ;꺼〔

뻐〔策이 헝가비， 제 :s1 ， 폴란드， 농-독， 푸 n}니이 등 f수?體 東 I~歐jfr[짝主義↑↑E으

j료 l\;~t:化의 도 n1 ~l二싸狀을 언으키고， 그 淑폐j의 慣愁는 급기이 litt剛으3~

노l 꼴이-J] 73년의 1:행獨1& fl셈 iIJlJ 닫 째j앓시치는 1치主化의 부매냉→ ( Boomer

ang)써1싸쿄 나타났다. I때써 ，'I(J으 또는 팽생611 의해 |폐많이 텍힌 “여소이:

대”의 Jl)(?하:f짜으 5~~ 수 vl-~~ 1생 횡 펜- 끔애 A채(I~으보 잉패한 뱃 WH↑熱

이 틴생했다. 이쿄씨 l파JiAJ外 I: I~ 、(U;~ 2000덴대 의 ‘문턱에서 1990댄윤 맛븐

l파 |폐은 새토분 挑剛에 URWi 히 고 있디.

힌기지 분1성힌 시실은 따II~~ :il]" 싸|歐팎|폐애서 이: 7] 'fl j뻐하的 괴主化의

불씨는 611 초래 £1 ]1)(펴I: I~ 'Jj~l뱉애 매 젠 헝-시 쿄 시 작되 지 않았다는 갓 이 다.

이둡 fi.]약애서의 Jl)(治不갖괴 」C따i l행~ 1黨째1J\G 의 체j壞는 근본적으 jA 「자

유뜰 단비".I는 [I 跳애서 시작뭔 것이 이-니마 「빵윤 단라」는 외칩에사 시

직되았고， 띠괴사 인띤의 1i食 {J I I IJ J似판 해전히지 붓히논 ;마폐’웰:이 1&쇄;

(I~ 1'Wi펠 :JJ 을 싱·싣히 ;11 펀 갓이다 그닌1 나 핏國을 U] 봇힌 때歐의 \1::잊‘에

서 보맨 ~4~f; • *歐에서 으] 1행쩨滅가 무너 지 고 짧數政黨-애 의 힌 民主(10

社會I義으] lj~~政이 形成뭔디 J 히l 서 柳化狀態이11 11l1]-진 땀i젠가- ←→ jj써 •?

애 j때 fl c괜 다고 보지 못힌나. 띠씌-서 센i찍가 可祝따으로 회꼭되지 봇히고

I'll속 {파紙’局 rill‘으토 치 닫게 되 는 경 우， 做I佛 • 東歐의 E~I化는 도리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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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시기에 가서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Fascism)을 불러 일으킬 可能性

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한편 西歐를 중심으로 보는 美 • 蘇關係는 1992년 에 출범할 유럽통일

과 東 • 西獨의 再統-問題로 미묘한 反應을 일으키고 았다. 이른바 “유

럽공동가(Common European Home)" 611 관한 蘇聯의 입장은 유럽으로부

터 美國勢를 弱化시킨다는 의미에서 브레즈네프時代 末期부터 이를 환

영하는 태도였다. 1985년 3월 크레블린의 大權을 이어받은 고르바초프

도 “공동유럽가 (Common European Home)"를31 ) 주장하면서 蘇聯이 傳統

的인 유럽勢力인데 반해 美國은 유럽國家가 아니라는 뜻을 암시해 왔다.

그러나 이 제 美 • 蘇間의 超彈大國 構造가 와해 되 면서 冷戰體ffilj가 빼壞

되자 統一되는 西歐가 統一西歐를 견제할 새로운 “同盟勢力”을 찾게 되

었다. 그리하여 蘇聯은 東西獨의 再統一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蘇聯

의 속셈은 統一獨速과 友好關係를 유지하면서 統一되는 西歐勢力에 대

처하고자 한다.

그런가 하면 유럽이 脫理念으로 冷戰構造를 脫皮하려 급변하고 있어

도 東北亞는 예외로 舊時代의 홉購構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美·蘇

를 主輔으로 하는 동서유럽에서 冷戰體채Ij가 와해되고， 그 여파가 이들의

衛星國 國際政治의 民主化로 이어지고 있지만 東北亞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에서는 아직 뚜렷한 변화가 없다. 東北亞에 관한 美 • 蘇의 軍事關

係는 물론 이들의 同盟關係에도 아무런 變化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地域內의 社會主義 國家에서 國內的 民主化의 라〔童도 없다. 북한

의 경우는 도리어 冷戰時代가 남긴 地政學的 安保環境을 변칙적으로 이

용하면서 體없Ij維持에 j及 l&할 뿐이 다.

美· 蘇가 東北亞의 急激한 變化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미묘한

상황하에서 中 • B 의 立場도 마찬가지다. 물론 각각 다른 이유로 中國과

日本이 當分間은 현상유지가 國益에 유익하다고 판단한다. 中國은 혼란

을 억제하면서 統밟Ij된 改車과 開放政策을 追求하려 하는 이유도 있지만

改章으로 앞서가는 소련의 末路가 의섬스럽기 때문이기도 하다. 中 • 蘇

註 31) 소련의 “Common European Home"에 관한 인식에 대하여， Mikhail Gorbachev,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Nation and the World (New York , NY : Harper
and Row, Publishers, 1987) ,특히 제6장의 “Europe is Our Home," pp.l94 - 200 참
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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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원힌 상~~者보서 冷댄!J(， IK)'代애단 폐! 7앙~ k61팎으£ :-덩Uj~윤 딘 t끽 했고 ， J~l~

冷땐 II환代에 서 는 L~파피 1~f.J)R 의 illJ!it늪 놓고 서쿄기- 펴;꾀윤 텐리힌디. 1

黨.獨減體l1i"IJ가 |發 L된 후에 J~jfti 黨의 {갚폐에 대해서도 ~II . 짜는 이 r'1 꾀;

Y~의 i닫 j씻꽉 보이고 있디.

II 本은 l뼈에폐으파 시작히 α1 冷l따 1 /;)'代에 서 기-정- 많은 덕을 관 나마다.

이이러닉하게도 진후 45띤 만 이1 HJ(!f!J(， 1맺1 이 있던 IPI‘; 고1- j~UJ잊 이 mt冷 Ift~ IK):代

의 페來외 띤끼1 다시 jE:'돼이l j; 의 Iff.挑 II'싸애 이브고 있다는 것이다. 11 :4‘;
온 지퓨처넨 만족하는 떼가 없나. 띠J {iι애 11 4: 은 까ut i핀의 變化룹 서 J「

、닫지 않는다. x;li‘ iY"r(l~으갚 갓 l폐 t:]음으jι 세 /1 1 A112 워 이 l 이 ， 세기] GNP의

20% 칠 치지히고 있다. I폐 |끼원 싱l μ，=- ~I폐 ， 따l剛 나유으ji~ 세 /11의 λ113

위이l 히1 녕 힌 다 . 이 ~i~잔 것늪븐 지니 45 년;:1 冷fi!Q階Hli lJ의 HJI] J표化5~ 인히1

핏 • u II}j짜j flH~ 익 이l 두바 안애사 ~I쐐이 판→린 :it)ιN:’IL;- 、딛: j‘짜{뻐펴 고 蘇

Jr~ 이 라 는 fig(씬 .<:> 1 “빼”윤 행: 11 挑lf!J(，의 *i1f밍:이 디:12)

fM: l lijf;과 *1냉| 이 각각 Ii씨 떠 冷1~Q.덴‘ I I빠 ~~- ~~;~ 섣속없는 뿔Jj!~윤 )·1 닙 히 고

있는 동얀 U J!‘;은 fJJ J~] 에 는 핏l폐 의 ]늠에서 :L랴 :11 後lUI에 는 k . 11'* 띄

~아II속관 tl1 치 고 자유둡게 젠꺼히 n] 센폐‘)jJ아 外交 )J 의 선정을 거둡했

다. 떠半꾀가 IH;lt으i~~ 分剛꾀이 있는 힌 13 :4、;은 l씨 ;I t파이 때;칩!;힌 |폐기

때삼j모 대낀히고 있는 상데이l 서 jilrFK55j」{ ] ll El 이떠한 1i}Z쩍l1: 빈지않았

디. 띠리서 [1*은 經펌 (I/~으 5i~ ， _~:1 바 j 外交 • 껏싸I:l/~으로 冷l뼈 11'1'代만큼

패센헌 수 없있다.

그리나 冷剛IF，)'代가 기시러는 싸 11;)-'없| i 에 서 II 本은 가급적 4퍼t "Iη둡콸 표

힘 한 까↓: ;l t ITfi 애 시 )~t(암빼 II펀t애 i~~의 빽}뺏JUI가 오래기기관 ll} 넨 뿐이다.

이비 한 ilk況애 사 ;It폐의 外 (I~ J눴 j펴애 는 /1、 j랬政權윤 기-납식 l치主化애

로의 빠픈F 챈1표보 맨모히또꽉 재착-히-는 )딴 )J 씻~ )J 이 없다. ;It파의 rAJ (J~

*I~I 이1 도 1' 1 111主義D~ 낸考애 의한 JLX?[i)(化기 없음으분 히l 서 i7'JR~인 fA
$도 기니l 현 수 없다고 분디. 튜히 ;It폐이 빠 • 以前의 1¥J ;l t떠한關係 .iE펴

化룹 外 n'ri 힌 지I]， 디만- 統-· r바 }뭔 이1만 ]때챈‘하는 한 iF-'!:.政샘Ii의 뺨j 파IT ll잣策은

iU, 32) 이 샤분 에 ~!l-히 이 Peter Drysdale, “Change and Responses in 뻐pan’s Inter

national Economic Policy," a paper presented at the specialist workshop on
“Change in Northeast Asia- Implications for the 1990s," Research School of Pu
cific St.udie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February 7-8, 1990 친 ~i1.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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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韓關係에 性急한 變化를 期待하는 韓國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 것이

다. 이미 韓國의 指導部가 南北韓關係의 急進的 變化를 宣言한 이 시점

에서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때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

다. 北韓은 바로 南韓內로 그러한 國民與論分짧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

다.

다시 한 번 “利益社會”로 가는 統)意識을 생각하게 한다. 統}은 그

것이 어떤 形態일지라도 찢約的인 것이어야 하며 合理的 手段이어야 한

다. 따라서 統-은 하나의 民族國家 成長過程에 나타나는 成熟의 政治生

物學的 “聯合(Association ) "이다 33) 聯合過程에는 分斷의 段階， 統→에로

의 轉換段階， 統一의 段階， 그리고 統- 以後의 段階 등이 있다. 지금 南

北韓은 “分斷의 段階”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실정에서 “統-의 段階”

를 論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시급한 問題는 南北韓이 分斷의 2js:質을 새

롭게 인식 하는 「事實根據」를 찾아야 한다.

註 33) “Association"이 라 함은 “Union", “Confederation", “Federation", 그리 고 “Com•

monwealth" 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형태의 여려 조한융 총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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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韓 · 蘇關係의 떠l善과 南北韓關{系

金 義 坤

(仁체太댈校)

1. 船究의 텀的

판 1if1‘究는 “소렌 i!]- 한τlf의 펜 In 개 선 이 닌북힌 핀셰이1 이떠 힌 앙형:을

n] 치 는가?” ， 다시받해 윌림픽 이후 때JI~ri I~례係의 L'X판이 |뀌 ;I t ~ij~: I~해 {자륜 촉

진시침 것인기? 흑븐 저히l 힐 것엔기?애 대한 담꽉 .:rS] 는 더l 있디. :f!ll fii짜

ll0으로는 i짜JI~r.關{쑤 라는 Dyad(l 원소 2분자) 관제 의 변천괴 짜 . ;It . HIT뻐E

펜 !n 리-는 Triad(l 윈 소 3분사) 판 세 의 낸전l 이 갖는 자|網!빼係흰 分씨f il ;ll,l)

~~l깃 이 l'r~lI0인 Ikl!자關係인끼 아니띤 섬定 ll0인 낀l핑:關係인지， 측은 이

무싼 때굉:關係닫 갓지 않는기룹 도똘해 내는데 있다. 그라고 l과친 듀 l 걸

콘이l 띠바 Triad관세 에 있이 씨\ 1싸.I u&:씨:;;]- 시행헤이.펀 효피-적이고 또 효

융식인 l앉짜代深:늘펀- 제시 힌 것이다 2)

2. 二大 前提

판 f!fr 7t의 .E!ll i1l폐I/~ ，'t!，l갱‘는 두기지 91 패}꼬 f;_ 부 sl 촌민한다. 첫째는， 세

계적 흰장이 핏짜떻9강援씨|애 인유-후} 체데텅-트에 있디는 갓이디. 쇄係는

본짙적으iiL 1많itill0 . 짧핍' l10 퍼l 권을 추구히는 ~f- '，W I뺏I I해 의 對' v:이 l 이 ，3 ) 따

rtt ]) Dyad외 Triad의 빙 I(J판관 윈이 안으즈 q l (Walter Goldstein) 의 "t i!t IjM f，~ 분석 91

늪jι샤 ， 잉시가 네헤성이l 애 있끼히나 :1 윤이 :， L성 히 고 있는 JC파 I~ t ff엠 (새 개 섣서)

단 피괴시커지 않는디는 ~l기 쉰 지년 갓으 iι 수[도미니 ~l (Condominium) 이 잔 이 유

시 ~I .

Walter Goldstein, et. , F'rgh t띠:g Allies: Tensions within the Atlantic Alliance (NY:
Brassey’s Defonse Pub., 1987) , 핀 히 ch.l 진 조. pp. 3---23.

2) uj(쩌빠*의 181” {‘F 끈 녕~상정치I (Public Policy) 에 샤 시용히는 Strategic Planning윤

이 용- 힌 갓 임 . Todd Swinstrom, “Stra t.egic Planning in a White Collar City," Morton
Schoolman and Alvin Magid, eds., Reindustrializing New York State (Albany NY:
SUNY Press, 1986) , ch. 5, pp. 158~176.

3) Adam Ulam, Dangerous Rιlations: the Soviet Unioη 띠 Wodd Politics, 1970 (NY:Ox•

ford Univ., 1983) 침 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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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라서 兩國間의 關係는 ‘第3世界에서의 훌훌爭’， ‘리더쉽 變化’， ‘國盟關係’，

그리고 ‘담國의 經濟問題’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받는다 4) 이려한 맥

락에서 美蘇關係는 데탕트와 상호대립관계가 반복하여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며， 따라서 現在의 新데당트는 언제든 다시 冷戰體制로 탈바꿈할

수 있는 可能性을 지니고 있다 5)

두번째 前提는， 첫 前提의 從屬的인 것으로， 南北韓關係가 반드시 韓

蘇關係에 의해서만 영향받지 않고， 세계적 데탕트氣流에 기인하는 美 •

北韓에 의해서도 肯定的 혹은 否定的으로 影響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蘇關係나 美 • 北韓關係의 발전은 美蘇關係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두가지 前提를 圖表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85년 이전 1985년 이후

「美國j 南韓
니

1ι 、 , .
이、

1ι ‘1 “ ‘’ ·… .
1 “ ’‘

·
、.

t ‘ ·t

j蘇뻐 北韓 혔Z$훌
[= 우호 내지 긴장완화상태)

“ .•. 非우호 내지 대립관계

3. 假 .......
￡

韓蘇關係와 南北關係가 갖는 短期的인 相關關係를 分析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 관계에 있어 理論的으로 가능한 假定을 설정하고， 經驗的으로

그 假定들을 檢證하고자 한다.

#1. 韓蘇關係가 발전할수록 南北韓關係는 改善되는 경향이 있다.

# 2. 蘇聯關係가 발전할수록 南北韓關係는 惡化되는 경향이 있다.

# 3. 蘇聯關係의 발전은 南北韓關係의 변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데탕트로" r국제 정 세 J ，변천:상호대렵에서註 4) 金義坤， “1 980년대 미 • 소관계 의

1989년 12월 ， p. 80.
5) Raymond Garthoff, Detente and Confrontations (Washington D.C.:The Brooking In

stitution, 1985) , Introduc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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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fltl(定들의 檢펌온 네기-지 論꽤[ (10 段|階룰 거친다. 첫째， 韓 · 縣 . ;It
韓관제활 둡러싼 I꽤 |뺑環햄을 分析힌다. 이것은 國際뼈治애 있어 각 행위

자 (actor)는 팽폐的 |꽤益追求 i댔;策 ;ikJE을 힌다는 엘리슨(Allison)의 훼

리 ;c,j ~ι '~l (Rational Model) 피 , I꽤 |際環괜이 zj 行鳥者의 行態애 영 향판

pI 친 다는 ↑뽑系j짧倫 ( System ic Theory)윤 가정힌 것이다. 두 l간째 tituJill li0
段|뿜는 주이진 환경속애샤이때|際， I빽 l서環;댐 포함) 각 行채者-는 아떠한 jlJi:

策뼈j機 ( Po l icy Motives) 룹 분석한다. 그것은 각 付않者뜰이 6씬써l 누1 댐 l際

環혜 ill- I꽤 內l써웹뜰플 체:싼 · 檢딛;j히에 칭-출하는 기징 효율적인 !i )i센블

뜻힌다.

세 l멘째 XI짜J쁘 (J0 ¥xl뿜는 앞단지l 에 서 산참만 合PI!떼 il갖策떼l機뜰피- 실지1

정 책 뜰피 比)1핏分析하는 일이 다. 왜 냐히 면 llJiJfi 폐11幾외 £fL첼l앉策윤 행 싱

인지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냐， n]-지 피 단세로서， 이떠힌 ”섯k이 서)융

올땀픽 이후 짜~~ ~l파 고 마J ;lt關{짜콸 기장 정획하게 섣병힌 수 있는기

틀 섣장힌다. 그렇게 하는것은 마ij l펴jlJi: )써;애 政策↑t泰을 많;示하는 줌요한

‘륜’료써 줍요성을 갓는 갓이기노 하다.

4. 國際環境

l폐 · 北l빠 • 짜리-는 Triad關係릎 分析힘이1 있어 그늘의 關係變뽑예 직

접직인 영향음 주는 랬핸올 ‘能폐)I씨 環l갚’，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치는

것을 ‘꽃폐]的 環;댄’이리 칭한다. 능농적 환갱이l는 핏 • 蘇， 마， • 짜， II .

짜， ;lt~\I~의 對 rl ' . 旅關係， ~L바 고 짜l歐 lid:會~t義 I퍼家늘의 변회 등을 지

적힐 수 있고， 수풍작 환경애는 꽃 · 北l폐， 꽃 • rl~ ， 그러고 13 • ~I~ 關係、룹

둡 수 있디. 여기서 이들 環境뜰윤 좀더 세밀히 分析해 보고자 힌다.

가. 能動的 環境

能폐j fl0 1눴햄 중 첫 l뇌쩨이펴 기-장 풍요힌 것은 핏 • 蘇關係이다-， 2치-대

전후 꽂 · 짜關係의 變E웰은 그픔의 씨|디;關係뿐이니라- 對同盟國 jlJi:策의

변화룹 초례하였으따， 그것은 ←l!t W- i政治의 쩡뺑避을 가져왔다 해도 괴-언은

아니다. 1985년 이후 부터 시작된 美 · 蘇 r1\1의 政治的 緊5끓繹to와 i탑 k.i~

|써댐은 :1늘의 l행l 內問題 9] 심각성윤 단적으르 표현히는 外交的인 *I~I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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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라 할 수 있다. 특히 소련은 國內經濟 問題의 해결을 위한 ‘改章과 開

放’을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도 ‘新思考’를 내세운 平和攻勢를 취하여 세

계적인 緊張援和와 經濟協力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려한 맥락에

서 蘇聯의 對아시아 政策은 決定되었으며， 그것은 韓 · 蘇接近을 f足進시

켰다고 생각된다.

韓 • 蘇關係와 南北關係에 能動的으로 작용하는 두번째 環境은 中 • 蘇

關係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中 • 蘇紹爭

은 ‘이데올로기 대렵’에서 부너 제3세계에 있어서의 ‘힘의 대결’로 변천

하는 양상을 띄었다 6) 그러나 고르바효프의 둥장은 兩國의 긴장을 완화

시키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 5월에는 中 • 蘇 頂上會談을 가질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 中 • 蘇 緊張繹和는 모스크바←서울接近에 肯定的인 零圍

氣를 造成하였다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만약에 中 • 蘇紹爭이 지속된 상

태라면 서울의 시베리아 開發 參與가 낙후된 소련 極東地方의 發展에

기여하게 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北京政府의 安保에 否定的인 要素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그것은 日本의 經驗에서 잘 나타난다. 中 •

蘇紹爭이 深化되던 1970년대 초 日本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가 한창일

무렵， 周思來는 東京政府에 대하여 담밟Ij할 것을 경고하였고， 東京政府는

즉각 蘇聯에 進出하고 있던 日本企業에 대한 政府支援을 중단하였다 8)

이렇게 볼 때 中 · 蘇關係의 緊張援和는 서울政府가 北京政府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對모스크바 接近을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能動的 環境의 세번째는 日 · 蘇關係이다. 이것은 兩國間의 北方領士問

題와 美 · 日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연유하는 日 • 蘇關係의 變選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첫번째 측면에서의 日 · 蘇領土紹爭은

훗카이도오의 북쪽에 위치한 하보마이， 시코탄， 쿠나시리， 그리고 에토로

註 6) Seweryn Bialer, “The Sino-Soviet Conflict:the Soviet Dimension," Donald Zagoria,
ed., Soviet Policy in East Asia (NH:Yale Univ. Press, 1982, pp. 93-120.

7) Euikon Kim, Expl따n!π:g Soviet-Japanese Relations, 1972~85:Domestic Politics vs,

the Global Superpower Rivalry (출판되 지 않은 박사학위 논문 State Univ of New
York at Albany, 1989).

8) Yomiuri Shimbun, 1973년 3월 10일 Asahi Shimbun, 1973년 10월 3일자 ; 그리 고
다른例는

Young C. Kim, Japan-Soviet Relations: Intera~tion of Politics, Economics, and
National Security (Washington nco : Washington Papers 21, 19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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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리-라는 4개 성의 귀속여부모 인힌 꽤폐)쩌땀이다. 蘇聯괴 日本은 이 선

블의 所쥐熾1m짧애 관하여 서로 다른 歷史따， 國|際法 rlJ f!J!f:析을 하고 있

으며， 이 써}띔·이 티 • 蘇쨌近애 있어 칠펌룹이 되어왔다 9) 그러던 중

1970년 대 발 부녁 이 ;It方4뼈l 립 U때는 口 • 따關係의 l바治的 • 象微[19 견핍

불이 되어 왔다. 값Jf，'f.은 對 EI 本 쨌近윤 시도할 때 \]1-다 北 Ji島 |뺏 退納 iiJ

能'Ii]:을 시사히였고， 다 If‘;은 Ix默leX策윤 Ji(ti i'J" '힐 때lJ}디 이 領j.._rw~ Jl덩를 거

판히-아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北으보 부터의 위혐’을 부추기았다 10)

이렇듯 II 本 -蘇Jrij~ 차i土써팎은 El蘇 ;if파II條써 3紹*믿을 위힌 협상이나 일

본의 시메라이 개빌-참여애 f닫 ):[ [1'0 인 핏 It]으iE 작용하여 왔으띠， 특히

1980년 대 이l 와사 그 정도는 더욱 심회되있다.

極 • 짜關係애 영행을 주는 티 • 따關係의 두1켄째 측맨은， 특히 1980년

대애 와서 변첸히는 美 . EI rn셈係애 띤유히6:1 日 · 蘇l網係기- 소원히6:1 졌

다는 사실이다. 戰後 티本은 ‘땀i빡틴A 그리나 軍事난장이’리는 멍칭을

언어왔뚱이， lJ本의 經濟力에 비히여 軍족~力이나 ←만!채政治애 있어서 l앉

治 [19 彩響지은 미흡한 판이었다. 그라나 1980년대 이르러 티 If‘;의 彩響

力은 급속히 신장하여 세계작인 강대국의 변모될 갖추게 되었다. 그것은

EI 本이 세 제 2위 의 GNP生逢國， 세 제 2위 의 ODA (Official Development
Aids) 支出國 ， 세제 3위 의 l때防 I웰 3i: H‘ 規1월， 그라고 111-學技術發많의 수

준에서 문-냉히 니-타난다. 그넨애또 불구하고 더本은 關|際紹爭·에 있아서

f專統「이으로 ‘政經分離’나 ‘::f T-涉!At떼’을 견지하여 왔고， 또 總쉴易;옮;의

30% 내외릎 美域I rh' i，았예 의존히고 있기 때문애 많은 뿔1"外政策 分밍f애

있어서 핏l폐애 從l짧되는 (혹은 미국의 해導)J 을- 잡 따프는) 성향을 보며

왔다. 탄리 표현히 I낀 핏國은 R 本이 ‘미국시장애 의존히고 있음’을 담보

로 H 本[j(헤f에 게 l폐l際政治， 經濟， 軍事HI]애 있어서 jf~ 1페步調흘 요구하고

있는 것이디. 따리서 [3 本의 뿔1"f.?t*關係는 꽃蘇關係의 띤천에， 특히 1980

년대애 있아서， 직접적인 영향음 멘뉴 것깅군 니타나고 있다1\)

,II: 9) 양측의 주장애 괜히이사는 David Rees, 'Iμ Soviet Seizure of the Kuriles (NY:
Praeger, 1985) 와 John Stephan, The Kurile Islands:Uusso-Japanese Frontier in the
Pacific (Oxford:Clarendon Press , 1974) 침 죠-

10) Euikon Kim, 씨 λ} 희 위 논 {i:， op. cit., eh. 3, pp. 67~80 전조.

11) Euikon Kim, “Soviet - J apanese Economic Interaction and tho International En
vironment,"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3, No.3 (FallI989) , pp. 440~4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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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狀況에서 韓 • 蘇關係는 美國과 日本의 反蘇的 뼈向이 두드러

졌던 1980년대 초반부터 발전될 수 있었으며， 그것은 특히 시베리아에

있어서의 日本의 相對的 조白을 한국이 메꾸는데서 부터 出發하였다고

할 수 있다.

南北韓關係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네번째 環境은 北韓의

對中蘇關係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中 • 蘇紹爭을

분기점으로 北韓은 표면상으로 中國 및 蘇聯에 대하여 等距離外交를 표

방하는 엄主外交路線을 추진한다고 하나， 사실은 北韓은 對中 또는 對蘇

偏向의 外交쫓勢를 보여왔다 1 2 ) 특히， 1984년에 있었던 김일성의 蘇聯삶

問 以後 양국간의 政治， 軍事， 經濟關系는 긴밀하여졌다. 그러나 서울올

림픽 이후 韓 • 蘇間의 급속한 政治的 和解와 변모하는 東歐國家들에 대

응하기 위해 北韓은 中國을 다시 택하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

래서 1989년의 김일성의 北京誌問과 1990년 3월에 있었던 江澤民의 平

壞誼問은 갑자기 가속되는 中國-北韓의 關係를 시사해주고 있다. 北韓

의 對中國 偏向쫓勢는 蘇聯의 對南韓 接近을 容易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蘇聯의 對北韓 政治的 影響力은 감소하였다고 유추

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韓蘇 그리고 南北關係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能動的 環

境으로 1985년 이후 소련을 비롯한 東歐 社會主義 國家들의 變華을 들

수 있다. 고르바효프의 改車과 開放으로 인한 ‘軍縮’과 ‘더 많은 담律性

願與’는 蘇聯 同盟國들의 政治 및 經濟 變童의 햇機를 마련해 주었다.

따라서 알바니아를 제외한 모든 東歐團 國家들이 共塵黨 一黨獨載 廢止

동의 政治改章을 斷行하고 市場經濟의 導入을 서두르고 있으며， 그 과정

에 있어 流血薰命의 성격도 보이는 나라도 있었다. 그들 중 특히 헝가

리， 폴란드， 체코는 韓國과의 經濟 交流를 원하여 왔고 그들의 그러한

經濟的 動機는 서울올림픽 이후 現實化되고 있다. 이러한 東歐社會主義

國家들의 改童과 改放물결은 韓 • 蘇 政治的 和解에 肯定的 零圍氣 造成

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나. 受動的 環境

註 12) 柳錫烈 r北韓政策論J (서울:법문사， 1988) , pp. 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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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펴본 네가지의 能劇1的 環;境이외애도 韓-蘇-北韓;關係애 7,}

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준다히너라도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

은， 또는 두 관제중 히나만 영향을 줍 수 있는 수동적 환정이 있다.

受빼배 環j竟들 중 첫째로 꽃 •北따關係플 제시할 수 있다. 前않이1서

밝혔듯이 美꽤피. ~U찮關係는 就 '!.i關係의 發展에 핀-기1 없 이 진전펠 수

있는 요인을 표힘히고 있다. 그리나 l휩햄;과 美國이미는 料싸한 關係(즉

障 • 美 軍事I펴맴.， 經濟1쩌 j] 풍) 때 문에 美 • 北韓關係는 j않美 • 韓蘇， 그

리고 南北關係의 형핑을 깨뜨펴지 않는 l꾀 위 내 에사 진전되리라 생각펀

다. 이-주 희박한 可能性으로써， 위싱턴 평잉관계기 급격히 발전한다1낀，

그것은 反射的으로 따 • 蘇關係뜰 촉진시원지도 꼬콘다. 또 北韓의 對 i훤

政策이 완화필 수도 정직펠 수도 있다. 그펴나 이 시나리오는 美때애게

~t樞과의 납격 힌 網f짜리(善이 주는 잠정 적 제益보다는 현재 南韓과의 關

係써{:持가 빠IJI:IJ的 • 長期的으보도 더 많은 利益을 춘다는 제산애서 현실

성을 잃는다. 그러나 美 • 北輪關係의 점진적인 L~펀한은 ~tij삶의 ~훼放을 유

도힌다는 측맨애서 l휩 ;I t輪關係애 긍정적으보 작용힐 것임에 둡램이 없

다.

두맨째 J풋따b E19 짧폐은 꽃 • If 關係이 다. 美國파 매|폐이 현재의 j準f힘:事·

|司|씨 體바Ij애서 일층 發展히1 나간디-떤， 그것은 장기적으로 떻 • 짜짧振繼

*0애 j띤1'[하는 것이다. 예냐하면 ‘서구의 ~!:시장비쿄 무장되고 경제적으

로 발전펀 증국’은 對蘇關係에서 더욱 깅정히l 젤 可能싼이 높기때문이다 13)

그펠 정우 소렌은 극-동애 있어서의 짧떻:1J t빼행을 도모혈 갓이며 북한

과 l베 트남에 대한 더욱 긴델한 軍事|까쾌體Hil] 를 모색할 것이다. 그것은

韓짜關係와 특히 l폐北韓;關f값 이!] liL정 적 으로 작용할 것이다.

폐 • 짜 · 北빼關係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지막 꽃劇1的 環境은 B'

ψ關係이 다. 시실 1972년 냐나끼의 北京찮問 이후부터 일본의 對 l:p I폐

政策들은 o· 械關係블 상대적으호 희생시낌으로씨 발전되어 왔다 1 4 ) 그

것의 좋은 예는 1978년 中 . 0 21냐11條約 ***fi 당시， 소련측의 수차례 경

~'I: 13) Kenneth Lieberthal, Sino• •Soviet Conflict in the 71αs : It’s Evolution and Implications
for the Strategic Triangle (Rand Corporation , R--2342-NA ), July 1978, p. vi.

14) Robert Bedeski, The Fragile E’ηteηte .- The 1978 Japan -- China Peace 7’'reaty in aGIo
bal Context (Boulder Col. : Westview Press , 1983) , pp.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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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도 불구하고， 日本은 中國이 주장한데로 소련을 ‘露權國家’로 규정하

였다. 이것은 日本이 政治的 • 經濟的 파트너로서 中國파 蘇聯중 中國을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購買力이나 인프라스트럭춰는

後進國의 그것을 념지못해 日 • 中交易은 기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日 · 中關係의 發展은 일본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를 감

소시켰고， 그것은 극동에 있어서 소련을 소외시켜왔다. 이에 蘇聯의 南

韓과의 經濟協力 必要性은 커져왔다 할 수 있다.

5. 行鳥者들의 政策動機

다음은 韓國， 蘇聯， 그리고 北韓이 주어진 國際環境과 國際的 問題들

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화시키고， 또 추구하는 價f直를 極大化시킬 수 있

는 政策들을 分析해 보기로 한다. 그것은 각 行鳥者가 다른 行鳥者에 대

하여 갖는 合理的인 政策動機 (Rational Policy Motives) 들을 뜻한다.

가.韓 國

한국의 對共塵團 接近은 명목상으로는 1973년에 있었던 6·23 宣言부

터 출발하였다 할수 있으나，lS) 그것이 北方政策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

한 것은 6共和國이 출범하는 1980년 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8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盧大統領은 “理念과 體制가 다른 이들 국가들과의

關係改善은 東아시아의 安定과 平和， 共同의 번영은 물론 統一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16)라고 하여 北方政策과 統一이 連緊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한국의 對蘇政策은 이러한 맥락에서 형성되었고， 따라서

몇가지 政治的 • 經濟的 動機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소련과의 關係改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궁극

적인 利點은 아마도 蘇聯으로부터 外交的 承認을 받는 것일 것이다. 蘇

聯의 韓國承認은 그 자체가 갖는 意味보다는， 그 象徵性이 주는 波及했

註 15) 6·23宣言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互惠 • 平等의 原則下에 모든 국가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이며 우리와 理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들도 우리에게 門戶를 開放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되 어 었다.

16) r東亞 B 報J ， 1988년 2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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果가 너 큰 의의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南韓의 유엔가입을 가능

케힐 것이며， 또 많은 國際舞t뿔·에서 發言權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동시에 蘇聯의 承認은 많은 j社會主義國家들이 i휩韓괴-의

關係改;善을 할 수 있는 휩信號의 역할을 할 것이며， 그것은 제3세제 非

페짧 國家들과의 關係냉(善에도 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서울政府는 모스크바애 接近함으로 蘇聯이 平壞에 대한 영헝:력

을 행시-하여， 南北韓 緊張總fO 빚 統一에 긍정적인 결파를 기질 수 있도

콕 期待하고 있다. 그래서 각i壞이 韓半島애 있어 社會主義 單命을 포기

하고 南韓과의 接觸애 좀더 진지해지기를 따라고 있는 것이다.

韓國과 짜聯의 i앉治 89 fOffi￥가 갖는 세번째 {뭘順는 韓國政府가 對美關

係뽕 아니 라 對國內政治j뀌으로 소랜차드(Soviet Card)를 사용할 수 있으

려라 하는 것이다. 韓 • 美閒의 縣案은 '1;:保分爛， 쩔易摩傑， 그리고 民主

化를 포함한 Af짧問뼈이 디 . 南韓이 시-용할 수 있는 소련카드는 對美關係

에 있어서 現實的인 政策 지렛대 ( P이icy Leverage)로서는 期待할 수 없

으나， 象徵的인 것으로 美國의 對韓홉찢썽에 對應할 수 있는 心理的 쩡행

數로 사용되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 國內的으로 ‘對美一邊倒 外

交’라는 비난을 변할 수 있게히-고 담主外交의 기틀을 다지게 하는 장점

이 있다.

마지막으로 韓 • 蘇接近은 소련에 거주하는 43만 韓國A의 f:H상 地位

를 높히고， 특히 시할린에 거주히는 韓A들의 母때해間을 너욱 원활히

힐 수 있게 한다. 더나아가서는 시할린 동포의 自由往來 및 원하는 이에

한하여 Adt歸國도 기-능케 하는 이 점 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소련에 접근히-고자 하는데는 經濟的 動機도 답겨있다. 그것은

러시아의 ‘보물창고’라 불리우는 시베리아애 地域的으로 近接하다는 것

파， 韓國이 시베리아에 매장되어 있는 資源을 개발힐 수 있는 技術괴 資

本을 보유히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시배리아의 資源 중 원유， 석탄，

천연가스， 원목은 가장 채산성이 높은 품목으로서， 한국의 기엠들은 그

것들을 개발함으로써 地下資源 輸入 rh揚의 多邊化 및 값싸고 안정적인

자원공급을 받을 수 있다. 부연하면 지역적으로 번 中東地方이나 캐나

다， 또 政治的으로 不安한 동남이등의 국가늘보다 시베리아는 훨씬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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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수송비가 싼 經濟性을 포함하고 있다 17 ) 다른 한편으로 소련을

비롯한 東歐國家들에게 소비재 품목의 수출을 늘림으로 주로 미국과 일

본에 의존하는 韓國의 輸出市場의 多邊化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도 가

지고 있다.

나.蘇 聯

전통적으로 소련의 對서울 政策은， 소련의 對中國， 日本， 그리고 北韓

政策의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1980년대 에 들어 가중되는 소

련의 經濟難과 남한의 經濟成長으로， 相互補完的인 必、要性이 대두되었

다. 1986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르바죠프는 급성장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활동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으며， 1988년 9

월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는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서의 緊張繹和， 武器減

縮을 시사하고 이 지역의 안보협상을 위한 기구설립을 제안하였다.뼈) 蘇

聯의 對아시아 國家와의 經濟協力의 必要性이 높아지는 시기에 南韓은

北方政策을 추구하게 되고 또 ‘7 · 7선언’과 UN연설을 통하여 韓半島에

있어서 緊張繹和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兩國의 相互補完的인 必쫓

性이 올림픽 직후에 經濟交流로 發展하였다.

소련이 對韓接近에 갖는 첫번째 經濟的 動機는 시베리아 개발 계획에

한국을 참여시키고 싶은 것이다. 시베리아에는 소련 全體水力發電 能力

중 82%가 있고， 석탄 매장량의 75% , 또 전체 81%에 달하는 천연가스

가 묻혀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원유가 東시베리아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다 1 9) 동시에 많은 戰略的 鍵物들， 특히 구리， 납， 아

연， 주석， 석연， 그리고 유황이 매장되어 있으며， 따라서 소련에 있어서

시베리아의 중요성은 커가고 있다. 1987년의 통계에 의하면 시베리아는

註 17) Rodger Swearingen, ηIe Soviet U，πion and Postwar Japan (Stanford Hoover In
stitution Press, 1978) , p. 121.

18) 고르바효프의 블라디 보스토크 연설 ，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FBIS) ,
Daily Report, Soviet Union, 29 July 1986, va!. 3, No. 145.
고르바효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 전문 r新東亞J (1 986년 11월호 ) ， pp. 270
-279.

19) Allen Whiting , “Siberian Development : The Strategic Implications," Robbin Laird
and Erik Hoffmann, eds., Soviet Foreign Policy in a Changing World (NY: Aldine
Pub. Co., 1986) 참고로 소련은 원유저 장량에 대한 정부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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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랜 總l京油生j출量으1 6 1.3% 흘 그라고 57.5% 의 첸연기스를 생산하았다 20)

이에 소렌은 한국기업들의 참여플 유도히야 戰삐%的 資¥)jj(을 기l 넨-하여 ， 이

지땅을 유핍쪽의 소련피 더욱 낀밀히 紹잠시키고자 히는 것이다.

소렌이 한국에 갖는 經濟的 펴b機 rt~ 두 l렌째 는， 한놔의 시 un리이- 개 l관

참띠기- 현재 부진한 日本의 參멧뜰 다시 촉진시쩔 수 있는 촉매의 효파

흘 거둡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애는 麗國이 El 本을 代젠하는 효괴도 거

솥 수 있는 것이니. 蘇麻共찮黨 [j( N， )폐퍼 져Jl: 1패 |際政策 委쉽長 이-코판레프

가 “일본이 영토문제륜 이유‘넌 對蘇 經濟|찌 jJ을 주저할 경우， 소떤은 한

균의 전에뜰 공식으보 요청첼것”이라 한 것도 한국의 ‘ EI本 代替째냈’판

뒷 1 1}침 하는 근거라- 한 수 있디 2 1 )

마지막으로 소련은 한국괴의 *l}‘ i젠 1째 )J 을 풍하여 지난 30년 낀 ff속히

經濟成t증을 이룩힌 일관， 한놔， 디l 만， 홍강등 4개 국의 원l~ i훼發많을 자신의

강제모덴호 삼는 기회블 잡고싶은 것이다 22) 그패서 최균의 싱호무익팽;

확대나 다른분야에서의 iiL듀획 디1. 득히 희자뜰의 싱호빙문 풍이 그듭익

이 ι1 한 욕 : I L달 잘 나타내 주고 있디.

모스크11 ]- - 서 울찌 I柳는 l앉治ll9 평b機도 붙판 포함하고 있다. 무엿보다도

일관윤 비롯힌 한국피의 교뷰증진을 1985년 이 후 고르비-효프기 원'El1-여

왔던 “소렌도 이시이 국기꾀 하나임”을 인정받는 결파룹 가져올 뿐이-니

라， 그럼으로서 센 • :}，;)也域애 있아 彩響力을 깅회-시김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뇌는 것이다 23) 더욱이 80년대 애 와서 反美感情페- 美짧搬lψ|돼평가

비둠힌- 한:냐애 진출함으호 상대적으띄 마균의 공백을 메꾸는 효피도 노

탤 수 있는 것이다. 또 다판 이시이- 국기-둡에게도 ‘꽃軍의 微收’애 따판

‘ H本의 再‘펴;없:’에 대한 공포심을 이느정도 싱-쇄시킬 수 있는 利點도 충

분히 노린 수 있다. 걸콘적으로 소렌은 아시아 국가들애게 ‘펠요한 경제

파트너일 뿐 이-니라 믿을 수 있는 정치적 농뱅국’이라는 이미지둡 심어

주는 一.:fi 그鳥의 써j果룹 노라고 있다.

fot 20) USSR Facts & FiguresAηnUlll (FL : Academic International Press , 1987) , p. 149.
21) r 떼l때( 13 빼 J ， 1989년 5원 9일지 .

22) Far Ellstern Economic Review, June 2,1988 pp. 59~61 : Agust 4,1988, pp. 24~25 ，

December 8, 1988, pp. 20~2 1. 삼쏘.

23) Rajan Menon, “New Thinking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Problems of Commu
nism, vol. 38. No. 2~3 (March •June 1989) , p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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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드러났듯이 소련의 對韓接近은 對北韓關係의 상대적 희

생을 동반한다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과의 관계개선은

韓半島에서의 ‘現實을 認定’하는 結果뿐 아니라， 北韓을 소외시켜 北韓

中國의 密훨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24) 소련의 입장에서 그것에 대응하

는 길은 북한과 軍事協力을 彈化하거나， 미국 • 일본이 北韓과의 關係改

善을 추구하는 길이다.

다.北 韓

北韓은 지금 國內外的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對內的으로 後繼

者問題와 經濟難으로 많은 불만이 누적되어 있고， 對外的으로 검일성

김정일 父子世흉흉flJlj로 인한 正統性 失壓와 쌓이는 外價는 北韓의 信用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 蘇聯 및 東歐에서 불어닥치는 民主化 물결은 ‘희박

한 가능성’이나마 언제 북한을 變化시킬지 모르는 狀況에 처해있다.엉)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첫째， 폐쇄의 장벽을 높히고 思想敎育을 강화하

며， 둘째， 對外的的으로 김정일 世흉흉體밟Ij의 正統性을 확고히 하며， 셋째

로， 經濟發展을 模索하고 있는듯 하다.

단기작으로 북한은 남한과의 緊張援和나 經濟交流에는 得보다는 失이

많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은 남한과의 급격한 政治協商이나 일방적에

가까운 經濟交流는 북한이 신봉하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이나 최근에 강

화하는 思想敎育 멈體의 虛構性을 팀認하는 것이되고， 또 남한과의 政治

·軍事·經濟的 麗爭에서 스스로 패배하였음을 인정하는 모순을 범하기

때문이 다. 특히 북한은 經濟問題의 解決에 있어 남한의 도움이 필요하지

만 그것은 너무도 많은 政治的 指失을 납受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

양측이 딜렘마를 탈피하는 길은， 단기적으로 남한과 政治的 和解 및 軍

縮을 追求하고， 경제적으로는 美國과 日本과의 關係改善에 力點을 두는

길이다 26) 또는 남한과의 經濟交流로써 제3국이나 國際機構를 통한 방법

註 24) 1989년 6윌 13일 소련은 한반도에 2개 국가가 존재함을 인정하였고， 남북한관계

에 있어서 평화적 공존과 다방면적인 대화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r조선

일보J， 1989년 6월 15일자.

25) 梁性喆， “內部의 體flJiJ挑戰 가능성 희박" r東亞 日 報J ， 1990년 1월 11일자.

26) 북한은 이제까지 미국과 북경에서 1988년 12월 6일 의 1차접 촉에 이어 1989년 1
월 24, 2월 28일 ， 5월 15일 ，11월 1 일 ， 1990년 1월 5일 ， 1 월 18일 등 7차례 접촉

을 가졌다. 또 일본도 對北韓 접근을 시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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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는 것이다.

對蘇關係애서 이미 북한은 딴족스라울 정도는 아니나 소련으로부터

김 일성 父子- 世購많Ij를 승인 받았다. 따라서， 소련의 對韓 接近에 커 다란

異意를 제기하지 않고， 대선 軍事援페와 MIG-29기 들을 이전받는 등의

軍事的 |써力을 랬化시키는 것처런 보인다. 다시말해 북힌은 소련의 對i휘

됐近을 3띤flj J 디 하여 많은 盧事H~ 利得을 소련으로부터 얻어내고， 동시에

미국 • 띈본피의 關係냉(善애 휘을 기울이는 듯하다.

6. 韓 •蘇 · 北韓의 實際jI)(策

다음은 위애서 살펴본 걱 ↑d펴者들이 갖는 合맹센J 政策動機들이 l;t實:

l않策·에 어떻게 빈영되었는가될 經驗11인으jE 실-펴보기로 힌다. 다시만해서

주어진 環境애서 가장 合뭔的으보 산출되어진 政策動機들고]- 現實l政策들

애는 어떠힌 파리가 있는기-뜰 分析하는 짓이다.

가. 韓·蘇關係의 發展

서울-모스크바問의 政治的 1'11剛.는 1988년애 있었던 서울올램픽을 분

기점으보 급객한 변화를 보인다. 시실 1988년 이전에는 韓 • 蘇關係기

간헐적인 體얻fA交 i1ft나 짧術l때 의 交換둥으] JI1政治的 分IDf'애 l까 둡다기

소랜의 서울올탬픽 참가 이후 經濟 • 政治交流로 變親허-게 되었다. 韓 ·

蘇兩國은 올림픽을 대비하6:] 잉깎애 설치하였던 연락사무소를 올립픽이

끝난이후애도 상주시키기 겸정함으로， 韓 • 짜關係는 급격히 발전하기 시

작하였다. 또 떤락시-무소에 웹事業務룹 부여함으로 兩國 關係는 政治的

交流 뿐아니라 經i쩍떠으로도 발전하여 힌국기업들의 소련진출이 활기를

띄게되었다. 대우， 삼성에 이어 현대그룹도 호텔과 공장건섣에 참여하기

보 하였고 ( 1 988년 10월 8 일 ) , 蘇l￦ 外務部 代辯A 겐나디 게라시모프는

한국의 현실을 공식으로 인정하였으며(10월 14일 ) , 대한무역진흥공시-외

蘇I￦채商 [會議所는 「통상혐력을 위힌 비망록J oll 合意히였다.(10월 15일 )

그 이후부터 韓 • 麻 經濟1찌力은 더욱 휠벨-히 추진되어 1988년 12월 애

는 소련이 經.濟地區 지정을 춰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나호드카

지빙-에 무역센터 T事를 위하여 한국기업이 2천만달페 를 투자하기를 요

56



청하였고， 시베리아에 가구공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3억 달러를 차관형

식으로 요청하였다. 또 만약에 한국이 시베리아에 있는 호텔과 건축자재

공장건설에 참여할 경우， 蘇聯은 韓國의 기타 社會主義國家 進出에 긴밀

히 협조하겠다고 제 의 하였다 27)

1989년에 접어든 韓 • 蘇關係는 더욱 긴밀히 발전하였다. 그해 4월에

蘇聯돼 商議， 서울사무소가 개설되어 85년만에 처음으로 두 政府間의 公

式줬口가 열리게 되었다. 곧이어 양국은 부산에서 나호드카를 거쳐 보스

토치니까지 가는 정기 直船路 開設에 합의하였고 (4월 3일 ) , 한국 외환은

행은 한국 은행중 처음으로 蘇聯에 1천만달러 借款을 승인하였다(4월

21 일 ) . 또 6월에는 김영삼 民主黨 總我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蘇아카

데미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 J와 定期交流와 共同

鼎究 事業推進에 관한 共同聲明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9월 4일 蘇聯政府

機關紙의 하나인 이스베치아는 韓 • 蘇修交를 支持하는 社說을 게재하였

으며， 10월에 소비에트 러시아紙는 盧大統領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

안」이 “건설적 제안”이라 발표하여 소련정부의 변화하는 對韓쫓勢의 일

면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韓蘇關係의 改善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1989년 12월 兩國의 貨易事務

所內에 領事處를 설치하는데 합의함으로써 兩國의 領事處는 댐國 및 담

國民 保護， 여권 및 비자발급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 3월에 영사가 현지에 부임하고 소련과 한국의 船훈機가 각각 모

스크바 서울을 취항하여 서울과 모스크바의 거리를 좁혀주었다. 또 民

팀黨의 代表議員이 된 김영삼씨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프리바코프 및

고르바죠프도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여 韓蘇 國交正常化의 可能性도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다.

韓蘇 兩國의 교역량도 1988년을 전후하여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韓蘇 相互交易量은 1985년에 약 1 억 3천만 달러， 1986년에 약 1 억 4천

만 달려， 1987년에는 약 1 억 6천만 달러에 머물렀던 것이， 1988년에는

급증하여 약 3억 달러 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1989년에는 약 5억 달러 에

이름으로써 韓蘇 經濟關係가 급격한 발전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앞으

註 27) r朝蘇 日 報J ， 1988년 12월 14일 ， 12월 16일 ， 1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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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욱 발잔할 수 있는 可能性을 시사하에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韓 • 짜 領事處 設 i앓는 ~젠꽤 :1 1:方外交의 結-훨이라 후l수 있

다. 왜니:히면 따 • IlMi은 北 l힘을 의식한 나머지 經濟배 交流민-윤 우선시

하고 있기 때분이다. 蘇Il~f.은 이직도 상투적인 짧u후美캅r 1散IISC괄 주장히고

있으마 :L것 은 1989년 5월에 있었던 中 · 짜 ]폈 I:，웹談애 서 도 고르 1 1 ] 죠

프가 주장하였다- 지끔도 공식적으로 韓旅 fl~交늪 시기싱조임을 분냉

히 하고 있다.28 ) (90.9.30 ~:4t •歌 公과 大使싸 修交)

나. 蘇聯-北韓關係 챙뽕化

l때t蘇關係기 예숨 - 체육고l류에 서 연락시 무소 개선， 무액시-무소 개설，

그리고 체事處 듭& 5휠능의 段|뱀 fl9 發h씻을 히고 있딘 기간동안 모스크바

평양간이l 는 01 떤 Wij씨00 變化는 분이지 않았다. 오히려 兩|꽤 I래의 ?힘事|찌

7J 은 더욱 잠건해지는 경향을 5~여 주았으l꾀， 蘇빠의 對外(:19 찢씻L도 ￥JL

:It韓을 견지히고 있었다.

올림픽이 시작히기 직전에도 값l剛 i앉府 代表|핑l 및 땀ir~\ 및 N댈rx’Its

t써講會 代表I행이 북헨을 빙-푼히-았고， ~tj:피， 外交‘샘IS長- 김영님은 짜Ir~f.을 ~jj

問히 였다. 또 1988년 5월 蘇麻의 輕術땀|이 4팬國을 꾀U I돼하고 있음 띠]， 소

련은 더l 핑 잉 힘-대 듭 원산항에 입항시키고， 7월 에는 북한의 해꾼이 관리-디

보스토크뜰 1갱 문히-는 둥의 ‘택i땅 Ihi! )J 을 긴밀히 하았다.

올댐픽이 끝난 이후에도 政}쩌: iX )G의 공산당대표의 싱·호 ly'문과 파학기

숨 협조단의 교류， 또 때 . ~*JL편|μ會의 싸|다는퍼|해 빛 援ψJ에 관힌 條約

쐐*ili- 동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이i:Cl 젠 때 • 蘇關係는 1989년 011 또 지l 속되 이 소련의 공산당 대표나 피

희원대표， 또 해군함대둥이 북힌윤 1상문히 았고， 북한에서도 경제대표단

1갖 괴-희기술 대표단 둥을 모스크ul애 파진하였다 29)

동시에 :1 1:韓은 올림픽이후에 1:1' ~쐐괴 *歐: r챔 國家뜰피-의 교류룹 긴델

히 하는 경향을 보였다. 북한 공산당대표나 과학기술 대표단윤 동구애

itt: 28) 값무역시무소 니지토프J~i' & 인 £1 뷰 r짜 세i rl 해J ， 1989년 12월 15일지 . :1， "'1 니

1990년 3윈 i] 영 수I t~ I ‘l 澈 디l .if. 의 윈 이 소넨핀 l-~문했플띠l 언니l 수 :tiL의 기능성에

대히이 힘의히였다고 힌디.

29) c ， : 보꽁일윈 월간 팍힌 빛 공산권J강행 J ， 1988년 1 웰~198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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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하였고， 1989년 12월에 김일성은 북경을 방문하였으며， 1990년 3월

에는 江澤民이 平壞을 방문하는 등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과시하였다. 북

한의 이러한 태도는 아마도 韓國의 北方政策과 變化하는 世界情勢에 대

응하는 反射的 行動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蘇聯의 對平壞 外交가 變化하지 않고있다는 것은 南韓政府의 期待에

어긋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政府는 소련이 北韓과 南韓 중 兩者擇一

을 할것으로 期待하였으나 소련은 둘다 취하는 兩面政策을 수립하고 있

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소련은 담國의 對北韓政策을 維持시키고， 남한

으로 부터 최대한 經濟的 利得을 취하려하는 것이다.

다. 南北韓關係의 變化

지난 수년간의 南北韓間의 關係變化에는 일정한 패턴이 存在한다기

보다， 오히려 偶然的 (Contingency)이고 挑發的인 쫓機에 의해 발전되어

왔음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南北韓 兩者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제안들

이나 회의소집들이 도발적으로 발생되는 사건들에 의하여 방해받고 또

무산되는 것을 볼 때 분명히 나타난다. 다른식으로 표현하면 현재의 남

북한 접펀은 그것을 成事시킬 意、志나 必要性에 의해 행하여진다기 보다

業績鳥主의 國內政治用으로 利用되어 왔다는 것이다.

1988년도 항시 그래왔듯이 김일성이 新年蘇에서 韓半島 緊張鏡和를

위한 「北南連席會議」를 제의함으로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화해무

드도 매년 봄에 있어왔던 韓 · 美軍事合同訓練으로 인하여 급격히 냉각

되었다. 5월에 김일성은 상투적인 ‘남북한 쌍무 · 다무회담 및 올림픽 공

동주최’를 제의하였으며， 8월에는 2차에 걸친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을 가졌으나 남한의 올림픽 단독개최로 중단되었다. 북한은 같은해

10월에 헝가리가 南韓과 常顧代表部 開設에 合意한데 대하여 “사회주의

의 배신자”라 비난하였고， 11월에는 「한반도 평화보장 4원 칙과 對南 平

和方案」을 제 안하였으나 남한정부로 부터 받아드려 지 지 않았다 30)

1989년 1월 에도 김일성은 「북남정치협상」을 제의하였고 현대그룹 회

장 정주영이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북한 올림픽 위원회가 아시아경기 대

註 3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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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때 단일팀을 제의하는 등 화해무뜨가 고조되었다. :'1랴 나 그것도 3월

에 있었던 팀스피리트로 인하여 퇴셰되었다. 팀스피리트 이후애 南北 i탬

位級 政治會談을 위힌 예비접측과 넘·북체육회담의 시작으로 남북힌교류

는 다시 활기룹 띄는 듯 하였다. 그헤에도 불구히고 그 긴장완화는 문익

환 목사가 평양방문 직후 서울애서 구속(4월 13일 ) 됨 으로 익화되어 모

든 남북회담은 중단되었다. 그라나 平懷政府는 7월에 있을 평양축전을

위하여 「남북예술단 및 고향ltl문단 교환」을 제의히는 풍의 (5월 31 임 )

휩和的 자세를 취하게 되었으띠， 그것은 또 문규현 신부(6월 15 일 ) 외

임수경 全大1찌代表가( 6월 30일 ) 팽양을 빙문한 뒤， 판문점을 봉피-히0:1

귀국힐때 체포됨으로 ~It韓의 對펴關係는 감동化되었다 3 1 ) 이애 i휩템l앉l씨:는

9월 011 r 한 민족 공동체 통일 l tl-안」올 제시하였으나 북한이 1988년 1]웰

채기하였던 「한반도 평화보장 4원 칙 괴 대님-평화1상안」괴- 相異하여 實셋}

를 거두지 봇하였다. 그후로 i훼과 ~t은 남북 적심자회담， 국회회담 예1:1 1

회닫， 그리고 남북체육회담둥의 많은 접촉을 가졌으나 적십자회담파 체

육회담은 겸렬되고 말았으1사， 그나마 세속되어 오덴 국회예비회담또

1990년 3월 땅꼴이 발견됨으로 중단되었다.

올림픽을 전후한 시기의 ~t韓의 外交行態를 分析해 딸때 북한은 變化

하고 있는 環境的 變數에 1따射的인 對應策윤 講究하고 있는 것 처 럼 보

인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소렌을 비풋한 社會主義 l행家의 뺑뺑 r캘E과 l휩韓의

變化(남힌의 정치체제 및 정재력)애 대웅하기 위하여， 蘇l佛파는 행事EI~

協力을 긴밀히 하고， 南輝과는 平f[)的인 제스쳐틀 보여주며， 美 . [I 과의

關係많(주탠을 도모히는 것이다. 특히 對때關係에 있어서， 북한은 세제적인

개방무드릎 인식히고 또 美 • 縣71- 南北 찬1 1i對話를 願히고 있음을 잡

인지하여， 넘-한에게는 많은- 회담을 제의만 힐뿐 그것들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갓고있지 않는 듯히다. 다시말해서 對i휩關係에서

|냄間을 벨고， 동시에 美 . fJ과의 經i찍f써力을 模索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韓 • 蘇關係의 Ll\(蕭은 南北關係의 變選애 직접적

인 영향윤 줄만한 可視E19인 평 I첸으푼 作ffJ히지 않고 있다. 韓 • 蘇關係는

세계적인 긴장완화와 소련내의 개혁파 개방， 그러고 소련 외교정책의 변

iIt 31) ，헤 l때 11 해J， 1989띤 4원 13인 ， 5월 31 일 ， 6윈 15일 ， 6월 30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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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과， 南北韓 統一을 指向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영향력 향상을 추구하는

南韓의 必要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에 反하여 南北

關係는 同-民族의 悲劇的 分斷과 相互敵對的 關係의 持續이 라는 특수

한 상황과， 상호 경직된 國內政治體옮Ij나 또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반목 등의 특수한 맥락에 의해 지배받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7. 結論 및 政策代案 提示

올림픽 이후로 급격히 改善되고 있는 韓 • 蘇關係는 많은 分野에 있어

서의 經濟協力뿐 아니라 領事關係 樹立 그리고 年內 修交라는 政治的

接近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北韓이라는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韓

• 蘇關係가 발전한 것은 兩者間에 相互補完關係의 可能性이 잠재하고

있음을 시사하여 주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수년동안의 南北

韓關係는 韓 • 蘇發展의 정도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兩者會

談에 있어서 對話의 領域이 頂上會談이나 軍縮問題까지 據大되어 1970

년대나 1980년대 초에 비하면 많은 발전을 했다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不信이나 讓步를 통한 對話의 合意點을 찾고자 하는 자세

가 결여됨은 커다란 변화가 없는 듯 하다.

따라서 南韓이 期待했던 蘇聯의 對北韓 政策變化나 北韓의 對南韓 政

策에 可視的인 變化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시말해서 國交正常化없이 領

事關係 樹立 정도의 韓·蘇關係 改善은 南北韓 和解에 직접적 變數로

작용하지 않음을 인지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때문

이라할 수 있다. 첫째， 韓國과 蘇聯은 각기 다른 目的을 가지고 相互接

近을 추구하고 있다. 蘇聯이 南韓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政治的인 것이라

기 보다 經濟的인 것이고， 南韓은 蘇聯으로부터 政治的 했果를 더 期待

하고 있기 때문에 兩者間에는 期待{直의 (gap) 이 存在하고 있다. 둘째，

外交的으로 蘇聯은 對南接近이 對北韓關係의 橫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

는 것을 원하지않고 있으며， 南韓은 蘇聯과의 ￥n解가 南北韓關係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變數로 作用하기를 期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韓 ·

蘇關係나 南北韓關係는 각기 제나름대로의 特珠한 狀況과， 歷史的 • 政治

的 • 戰略的 • 經濟的 脫絡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두 관계의 단기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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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셈i~ i젠 l끼으f~ 웰川이 많이 소요뇌고 Jl3Uf:i EI0으로 많은 렛기-콸 요~lL 훤

것이다.

이 υ1 한 l꾀 익 이1 서 다음피 김은 f;lii짜윤 내바고 애~.~파 rHO써.에 그 91 판렌펀

l야策代菜윤 }쏘 71' δ]-고자 한다.

〈結 論〉

기 . 싸꺼까 지 의 파 . I:짜 I~힘 {까 i，i)( }1단은 I'H ~I L jf패 I~해係의 發)과에 직 점 적 인

영향음 1 '1 치 지 않았디.

<1l31:策代갖〉

:j:j: (I) lfJ 폐\91 1131:짜싸定챔‘수二 단;1 식 으jι 페:ii~ • ~째씻 jJl· ·꽉 이 용 히 이 IJ~~ ;IL
l페 회히1륜 하고자’히는 인 I'll정체은 1131: 바 l’이으보 또 원\\. i젠 1~ 10으꼬 많

은 엣가관 지푼디는 깃뭔 j씬치 | 히 여 °1 : 힌다.

:j:j: (2) 페 l패1 1l31:씨 는 센 · 때폐係외 마J ;IL!f(ijt洲係의 씬전애 다l 응히 는 증 • 상

기식 ;11 획 상 수헤히아이 히고， 싱가작인 측맨이l서 두 1%해係늙표

띤 I'll 시 치 이- 힌다.

나. 따 . {itt빼係의 eX 판에 서 l피꿰 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싼폐[10인

깃이이가 li디 정지작 i 싱정시민 갓이니.

:j:j: CD 113l: ?(;(이 tlJ짜윤 극디l회-시켜 UN기 임 이 나 對·겠 j환 |썽I ~씻lli:， 제 3세제

외의 판치1 개 선 등 ~~~~재무디 l 애 샤 의 영행-넥블 신장시켜이- 힌다.

:j:j: (4) !파 • )il*젠濟 |“ jJ 이 갓는 X\i. J씨 l까 :L라 .iL :Btl씨的 문지l 추l 둡을- 잔 ;센

9-{!히l이- 힌다. 씨씨|깨으호 (1) 루팔댄의 ~1jt뺏 ' 1"1: 이 지니는 선 /\1]

거례에 있어서의 젠저1 섞 ， (2) 소랜정제의 Infrastructure가 이직은

r!i J값싼폐애 끼;파a싹하 디 논 점， 그리고 (3) 소씬의 경제 1판11 정도

이l 따-바， 소떤정부가 I'll 획 갚을 취소하거나 빈정히는데서 넨생히

는 분재주l블이 있다. K때[10으갚는 11:+의 시 ull라이 기l 딴 경힌애

샤 니 티 나듯이 (1) 펴따의 |쐐씨 감..뿔해Ijj!i 의 쩡뺑았웰은， 애틀달어 j돼

J$t J강에 서 低r$t K lli求 1131:策으5~~ 흑-은 :tx術集約 EIZ] 인 1훤業에 서 資

~‘: 1，IH:0펴: 뿔‘으파 동， 한국기염의 전연자윈 의존도륜 낮춘다는 J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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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과 (2) 소련 地下資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때， 소련이 資

源을 政策 지렛대(leverage ) 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

#@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合理的인 代案을 찾기 위해서는， 1970

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日 本의 對蘇經濟協力이 어떻게 발전하였

고 또 쇠퇴하였나에 대한 鼎究가 필요하다.

다. 韓 • 蘇關係는 國際環境變化， 특히 美 · 蘇關係의 變化에 의해 31 i
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南韓 外交政策의 근본은 韓 · 美關係에 있는 만큼， 韓 · 蘇關係의

ax善은 韓 · 美關係의 相對的 擺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서는 않

된다. 다시말해서 커가는 反美感情이나 貨易摩據， 그리고 美軍敵

收 등의 韓 · 美縣案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韓 · 蘇關係를 발전

시켜서는 않된다.

#0 韓國의 시베리아 개발은 소련 극동지방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

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北京政府에게는 安保의 威聲이 된다. 따

다서 中 • 蘇關係가 惡化될 것을 대비하여 한국의 시베리아 개발

이 中國으로 하여금 陳外感을 느끼게 해서는 않된다.

#® 위 에서 살펴본 측면에서 韓國의 시 베 리 아 개 발에 美 . B • 中 ·

北韓의 참여를 유도한다.

라. 短期的으로 北韓은 南韓파 政治的 和解를， 美 · 日파 經濟交流를

추구하는 듯하다.

#® 급격한 南北間 和解나 經i齊交流는， 北韓으로 하여금 ‘사회주의의

虛構性’과 ‘남한과의 경쟁에서 패배’하였음을 딩認하도록 하는 것

이다. 따라서 현재의 南北對話에 큰 期待를 갖지 말아야 한다.

#@ 北韓의 開放을 유도하는 방편으로써 북한이 美 · 日과 關係改善

하는 것을 지원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南北韓 關係에 긍정적으

로 作用할 것이다.

#@ 北韓과의 經濟交流를 모색할때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제3국음 통한 經濟援助나 南北 共同事業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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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中 · 北韓關係의 變化와 l폐~t端關係

李 弘 杓

( I행II際E(; l fI1經폐|까議會)

1. 序

4‘; 폐)(의 主 1~1 1' 10은 ←κ '1;: 11 1] -~갑態시- '1'1쐐 의 ti‘파 ι|파5 l댔策애 1 1] 치 는 엠

향을 分析히는 것이나. 보다 μ쐐fl0으 i~~ 따 . ':1:' 과 IIi . ;It폐 |쐐係기o j(갖

/
1'] 시-대이후 이떻게 변화파고 있는기관 파익히는 것이다. 그버니 이 1m
f빙는 힘;. r:ll 關係의 전지1 떼딱피 분리해서는 생각811 뭔 수 없기 때문에，

不해에서는 우선 λ짜:1"] 팎態 직전끼지의 l않 • r[ 1 關係의 전개:i!1정을 검

토히고， 이야한 111 텅 위 애 서 최근 'II I때 의 t-t就I폐 • 뿔j- ; Ic폐 I~힘係의 )뼈성，， 9+

l테後 TiS썩을- λl 펴:1 5~ 다루-고 A자 한디 .

2. 開放以前의 對韓半島 戰11/점과 韓 · 中關係

기 본직 으보 'fl폐의 Ni바1\ 'Iξ)과 JlJ[策븐 I'll쐐 의 '!.d싸판 위 협 히 는 주l핀 깅

디l 뇌- 이l 효고l 직 으~- 디l 응 히 기 위한 전팍의 일환]이호 전개되어 왔는데， 이

는 11 11떼 이 19 1J1:紀*부 1' ] Grl\\"I~ !~)룹 줌선으보 언깅 Jl] 세럭투쟁관 펠0:1 왔

던 R샌 !J.!. fI0.[j"~파에 시인힌다. 뜩히 지년 40야 년낀 'II I패 의 ti‘ l파꽤係는 ':/:1

때의 對짜이시이 l狀 Ii때의 열환으갚서 냐 I • ;It따關係애 쏟속도l 이 띤회하여

왔다 I ) 즉， rl'l렛의 對펴야뭔 삐策과 對- ;I c ii센iLJ[策은- 완전히 -겠‘하는 I~:눠 )횟

의 → JC化f~fi In]융 띠고 있다. 폐l떼剛쥔· 직후부1'1 'i ' 1꽤은 냈 v니 |댄營의 冷戰

성뿜IJln、이l 샤 j'll폐갓保얘 기싱 펀- 위한l ~E- 기-히는- 세럭을 핏|빼이라고 인식

히고， 핏l폐을 깐지l히기 위해 f따Jlijr. 펴 l 꾀 맘때係룹 구측히는 한떤， 美|꽤괴

tHh.1끼術條{!I:을 뱃고 있는 파|폐의 직대세팩인 ;lc J펙;을 지지하는 外交政

;it l) HaD Yufan, "China and the Korean Poninsula : A Chinese View," Asian S lJI’voy,
27 : 8, August 1987, P. 862.; '-'Prc.).:" "응녁 의 111 힌 1시 도 정 치I i !J 펴 . 'I 니'J 시'1."

'I떼I(생 il& ifi ，꺼總 I> 1989, 쩌 291j 2批，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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策을 추구하여 왔다.

그라나 1976年 毛澤東의 死亡을 전후하여 中國內外의 정세가 根本的

으로 變化하면서 中國의 對韓政策도 前과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8年 등소평을 위시한 實用主義 지도자들이 毛死後의 權力 I調爭

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

였다. 우선 實用主義者들이 中國의 최우선 當面國家답標로 설정한 ‘4個

現代化’라는 21世紀를 향한 새로운 經濟開發戰略은 그 背景에 있어서 中

國指違部의 세계정세에 관한 인식의 變化와 이에 따른 팀國의 安-保觀의

變化가 크게 작용하였다.2) 50年代末부터 理念上의 갈등으로 시 작된 中 ·

蘇 紹爭이 1969年 우수리江 기숨에서의 무력충돌을 계기로 軍事的 대결

상태로 까지 악화됨에 따라 中國은 담國의 安保에 대한 최대의 위협국

가를 과거의 美國이 아닌 蘇聯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蘇聯의

직접적인 軍事的 위협에 대처하고， 極東아시아 地域에서 蘇聯의 팽창을

저지하는 것이 中國의 최대 관섬사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安保問題

의 解決方案으로 中國은 70年代 초반부터 日 本 및 西方 여러 國家들파

外交關係를 改善해 가면서 美國과의 기존의 적 대 판계를 종식 시 키고자

하는 外交的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기간중에도 中國의 對韓半島政策은 기본적으로 北韓과의 유대

강화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2가지 의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 3 ) 첫째는

美國의 지원하에 있는 韓國과 투쟁하는 北韓을 政治 • 經濟 • 軍事的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中 • 蘇 紹爭下에서 北韓이 蘇聯陣營에 가담하

는 것을 막기 위해 北韓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韓國과 中國사이에 의미있는 交流는 全無하였다고 해도 파

언이 아니다. 그러나 70年代末 등소평 時代의 본격적인 개막과 함께 韓

• 中關係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되었다.

註 2) A Doak Barnett, China’s Economy in Global Perspective ,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1). pp. 32-33

3) Hao, op. cit., P.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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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소평 時代의 對韓半뜸bi&~강 : 새로운 韓 • 中關係의 R융밴h

둥소평 II칸代의 ￥~外 il:ll:策애 사 νl 싱 턴 變化는 對꽃빼係애서 니£]났디.

즉 1979 1,:1'. 1f1윤 기 811 써|쐐은 |쐐交j]ν꾀-化쉰 만 것이디. 이뇌힌 'I II폐싸

交jL:lI:淡 의 太빵한化는 이미 인납했갖이 ’t즙 J1j ~Li옳 지노시-갑 ::( 1 ()11 점증하는

짜l剛의 안보워 혐 애 디l 응하는 갓 이 |폐家으l 최 우선 넙~)행의 0-1니피 는 공농

인식이 싱폐도l빈서 11] 낫띈 낀.il] 았 다 . 자놔의 't;{싸 )J j，쉰.의 J뺀太괄 위해 증

놔의 새 jι운 지도층은 4•1M 싸代化 ii i ‘制윤 :，1. λ1 1 화시 치 고， 이의 성 vh!’→적인

선헌원- 위해 對外 IWJ )ii il:ll:짜‘ 、g→ .:<11 \ill 히 였 니 . 이바힌 lω策은 삐븐 땀沙'f J£ Jf

윤 이꽉-하이 fI~~~μl 으] 'Iil:편 • tX{JILj'l'’이 패 1~:~룹 줍() 1 는 갓이 1:1 I쐐 의 안jil 위

힘이l 다l 젠 가생 효 :J]- 식 인 tJ )，i/if; )j짜이 :il ， 또 un1 븐 經洲發파윤 위해서는

外I!때 익 fi/1、; .i1] fHl~ {} I꽤 씨 애 유지히는 깃이 녕시 11 11폐 의 낀}i i젠 !1J\ 15G애 서

깐 띠l 펠수작이미는 폐川 j::행껴 늪으l 띤젝-뭔 빼/llo- l'f) 써剛의 산붙이았다~ )

띠바시 III 꽤은 {;i갱’* 시전 9] ‘I'I )J -j，Q시간이 i끼 는 깨Hj
l
l 1L:lI: ←찌플 낸피하0:]

![，J外 I )터 Iii윤 수 -~rl. 히-멘사 보다 쉬-민 힌- ![~外쐐係꽉 선정하는 外交 u'4t쐐윈

간;]] 핀니. 이 "1 한 새보운 il:ll:짜 N%%! 9l 섣정은 또젠 !폐家의 經UJ ~t다 {3- 經

lJlIl Mt li(}:애 1] 승 히 기 위젠 섣매조끼인 팽회 2iL운 l폐 I際j눴j갚의 DJi:)Jlt g- 위해
서노 간요 힌 갓이있나. 힌띤 'I '1폐 은 l.i~ J I~r. 의 따Jj ~)빼쩍’에 디l 힌 대처 맹인

익 히니→갚서 1f~ 따l剛싼li싸 il~~의 J‘헤찢 윤 시도0] 쓴 너1. 이둡 위해 II II패，i -f- [1 4:
.ill 핏|폐응 1 1] 삿 젠 가£]" oro맨 이시이 l패I '~(외 의 I~헤係 ~'X 픽 유 I~II폐의 外交J1x

"j;fi 91 떼↑}으닛 산게 간l 있 다 0 )

:1 닌] 밴 이 i'l한 등소팽 II、}代의 1iUIJt流 外交뻐策이 'IψIII폐쐐 9익l 對‘.，폐iti

u뻐A찌策;애 시시하는 갓븐 liL 잇 이 있니 ? 이 닫유전 세기지문 대넙펜 수 있디 ti )

첫씨]， 11 '1폐 븐 ‘:i11\ 3-1 、 l꾀 의 각~HI 외- 끼("':<C o ] 유시펴기룹 원한다. 왜니히 1끼 l센‘

즈1''- 땀 에 사 분쟁이 ~')J發한 때 1I I 1폐 은 l 매 우 만-처힌 딜페 nl 애 1빠지 게 파가

띠H

,11: 4) Samuel P. Ho and ltaJph W. lIuenomann , China ’s Open Door Policy : The Ques t. 1'01、

Foroiμn Tochnolo앙y and Capi t.al, (Vancouver: Univorsi t.y of Bri t.ish Columbia
Press, 1984) , P l'. 1- 28.

5) Harry IIarding, "Changes and Con t.inuity in Chinese Foreign Policy" , Problems of
Conmunism, March -- April 1983, p 1()

6) ,lae I/o Chung, "Sou t.h KoreaChina I“onomie Itela t.ions : The Current Situation
and Its implications,“ Asian Survey, 28: 10, October 1988, Pl'. 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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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北韓을 지원하지 않을 강우에는 北韓이 蘇聯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韓國과의 經濟交流를 통해 經濟的

實益을 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4個 現代化 推進에 필요한 資本과 중간

수준의 기술을 韓國으로 부터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째， 西方資本

主義 진영에 대한 開放政策의 추구는 결국 韓國에 대한 파거의 교조적

이고 적대적인 政策의 포기를 요구한다. 結論的으로 등소평 時代의 對外

政策에 있어서 對韓關係 - 특히 經濟部分에서 가 광범위한 화해분

위기로 이끌어 질 수 있다는 것과 韓國이 中國의 對蘇聯合戰線에 포함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7)

여기서 주목할 것은 등소평의 집권초기에 이루어진 中國指導者들의

對韓 認識의 긍정 적 인 變化이다-例로서 1980年 당시 黨總、書記 胡確

웹과 總理 趙‘짧陽이 그라스와 유고의 共塵黨紙와 행한 각각의 회견에서

”中國의 開放政策은 韓國의 發展經驗에 기초를 두었으며， 中國은 韓國의

찜濟開發政策을 철저히 연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8 ) 이러한 對韓

認識의 變化를 반영하듯， 兩國間에는 이러한 시점을 전후하여 經濟交流

가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兩國間의 최초의 公式接觸은 예기치

못한 非쩌狀況下에서 이루어졌다. 1983年 5月 中國의 民船機가 공중 납

치되어 韓國에 불시착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 문제의 해겸을 위해

兩國 政府代表가 직접 회담을 하고， 향후 유사사태발생시 相互協力하자

는 覺書를 交換하였다. 이후로 홍콩의 韓國領事館과 新華(通信)社 홍콩

分社 사이에 간헐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왔다. 그후 兩國關係는 스포츠와

經濟交流部門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8 6年 서울 아시안게임에 中國은

최대규모의 選手團을 파견하였고， 88年 서울 올림픽때 역시 北韓의 不參

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選手團을 派違하였다. 그리하여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兩國間 經濟交流는 더욱 확대되었다. 例를들면， 최초 교역이 이

루어졌던 1979年에 2，000萬빼 정도였던 交易量이 88年에는 32憶蘭에 육

박하게 되었다. 그 결과 中國은 美· 日 · 西獨에 이어 韓國의 第 4大 交

易國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經濟交流가 과거의 間接質易에서 점점

註 7) Parris Chang , "China’s East Asia Policy during the Deng Era , "

International Symposium on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 Yonsei Uni
versity, November , 1989, P. 11.

8) 정용석， “中國의 對韓認識 北韓， 1984年 4月 ，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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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따됐交1)J으 i-~ 그 형태가 멘화되고， 짜|행!企떻의 投資플 냥한 rl:'1폐 內 f• f• :

i젠出까지 확대되고 있는 뚜세이디. 이는 !패|핑1 m]애 l쐐 交기 없는 상터1임을

고려허밴 대단히 빠런- 진전이 이닐 수 없다.

中 l폐 의 이 E야1 힌 뿔폐對l‘따‘

언훈힌할!→ 수 없다는 헌싣윈 l낀 앙 하기 도 히지만， 힌편으띄는 더 I파l 의 'I;f써 및

經i띤다IJ益애 도움이 되고， 또 랜 'f !fh 애 사 의 U5l:iil的 彩響UJ 이 }是 6펴 판l 수도

있다는 l股"1~ (10 ↑IJ 廠애 -i·:~가 젠 젓이다 9 ) 꽉體 (J0으보 파l꽤의 U&iElf10 섣체
괄 인정히이 交流달 추진하는 것이 싸北l믿익 썽기↓샤術괴 짜ιI~ I갑의 안정

유지에 도유이 되기 띠l 분 애 4•llil JJL代化 f1 1 '制의 추진애 섣대적으호 편요

한 핏 . IJ 고1 의 씬洲 1써 )J 을 터總띠 . '1; %:: (10으쿄 유지한 수가- 있고， :1피i맏

이1 대해서는 폐괜카드뭔 팩 1맥].으~~;~써 :Itjlil'~의 쩌&따 ‘유직임을 저지현- 수

있다는 갓이다. 그2--1나 냐'!맺|은 폐I폐피의 급직후1 交 7!1tn값)(에도 볼치L하고，

jL& • 셈〈상뼈Ujf~ HIJ 블 강 강 하 지l 고수히 맨서 jL& i선的언 }핏f剛윤 최 소화하고 폐.

|폐의 기r:11외는 단랴 外交(1'0 不;fl:핍jμ HiJ 뭔 꾸준히 견지 8n 오고 있디.

III 꽤 의 이 러 한 !J;( fl Jj 맨J~~: 의 1Tin 에 는 디 전-피- 씬 건: lin 우 중요힌 요인이

도시내고 있디， 11 1 I폐에 있이서 ，펼:i웹피익 써6 →은 기장 증요힌 |폐'* 111떻증

으l 하나엮 J으꾀 뺏t ~ij~1핏 f쩨 이 떨j챔~ I해 }떠 fti￥ ~k의 장애기- 될 수 있다는 우헤이

다. 다시 넨헤， 떠|쐐과의 jL&ii'J (10 됐剛익 JI，~i :k T-:' 2↑WI 의 따l퍼올 訊;;E히는

;션파뭔 녕게되어 한제 'I ’l폐 이 새깨 130 여 |폐家외- 맺고 있는 外交빼係의

잔제 3E컨인 ’ 1 臺j웹윤 11]] 지l 한 히니의 It'!쐐政策 ” 이 바는 싸(J1 1j 융 고수히기

이쉽게 헤기 때문→이다. 즉， rl'l!때 이 폐l폐을 外交 1'10으로 승언힌다맨， I~II폐

고l 外交|해係괄 뱃 jl 있는 |폐껴〈룹이 합뺨:ill 도 修交히고자 히는 #~‘!펀기

일이난 띠l 이관 저지한 수 있는 l생 분윤 상심하게 된다는 짓이다" 1989

년 가윤애 그러나다， 펠리제， 바배리이기 J펼j햄괴， {I~ 交함애 띠라 이뜰피

의 l넬l交륜 즉시 단잔해 n1 린 것 이 이 1 1꽤익 이러한 파不政策을 디}변히l 주

는 좋은 寶例이다. 이-울랴 폐|패l 븐 l혈: i뺑피 大↑핏싸 外交關係괄 맺고 있는

유연한 아시아|폐家보서， 비꽉 최간'. :lt ::Ji jL&1슛을 판직적으로 추전히떤서

臺濟파의 친맴도기 김소되는 잠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직~，=" I1 1 I폐 의

立場애서는 政治 • 外핏A0 1=11밍닫 추구히는 1011 있아 핸l폐 이 판펜힌， I패l家

~t 9) 인 l잉 준 ， "1'1때 llX !까外交폐J ， (시 완 :!lillk:nH , 1987), PI' . 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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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여질 것이다. 게다가 中國이 유일하게 相표防衛條約을 체결하고 있

는 北韓과의 關係도 결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라한 理由로 中國은 최근 韓國과의 經濟交流橫大에도 불구하고 한

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北韓의 外交的 • 政治的 立場을 계속 지원하고 있

다. 즉 4大 輝國의 南北韓 交又承認과 南韓의 유엔 單獨加入을 반대하

고， 韓國內에서 美軍激收 및 팀스피리트힘Ii練의 중지를 기회가 있는대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韓半島의 緊張援和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北韓

의 對南 無力挑發 可能性을 줄이기 위해 80年代 중반부터 中國은 對北

韓 經濟 • 軍事 援助를 삭감하는 한편 10) 南 • 北韓의 對話를 北韓에 종용

하고 美· 日과 雙務接觸時 南·北韓問題를 적극적으로 거론해 오고 있

다， 88年 1 月 부터 90年 5月 까지 美 · 北韓 官更가 北京에서 10次에 걸쳐

접촉하였다는 사실은 - 비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으나 • 中國

이 兩國間의 뼈載投웹을 수행하여 北韓의 對西方 (美 • 日) 關係改善을

유도함으로써 韓半島에서의 緊張繹和를 추구하고자 하는 立場을 나타내

는 것이다 11 ) 즉， 表面的 • 形式的으로는 北韓의 政治 • 外交的 立場을 지

지하지만， 實質的으로는 韓半島의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가운데 딩國의

經濟的 •安保的 利益을 追求하는 것 이 등소평 時代 對韓半島政策의 基

本骨子이다，(다시 말해， 北韓과의 기존 우호관계의 유지를 기본으로 하

면서도 韓半島 狀況의 구체적인 변화에 따라 自國의 기본 이해관계에

기초， 對韓半島 政策을 조정해 가려는 측면이 점차 증대됨으로써， 中國

의 對韓半島政策은 2分化 過程을 보이게 되었다 1 2 ) 이러한 韓半島 政策

의 2分化 추세는 中國의 對韓國 關係改善에 매우 중요한 환경요소로 작

용하고 있는데， 이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韓半島 問題에 對한 中國과 북

한의 基本立場과 이해관계상의 差異의 露뭄이었다.

등소평 時代의 對韓政策이 어떻게 진전되었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政策의 樹立過程에 누가 가장 깊숙히 관여하였나를 파악하는 것

註 10) China Quarterly, No.115 (September 1988) , P.520 , Cited by Byung ‘Joon Ahn in
his paper "The Soviet Union,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Presented Yonsei
University , International Symposium on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November 1989, P.14.

11) 북경 주재 美國大使 관리와의 인터뷰， 1990년 5월

12) 박두복， 前揚論文，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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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중요하디 . A. Doak Barnett는 뚱소평 u￥代 外交fiJI:策過땐의 4쭈徵

으브서 漢 ·1앉써: 쥐‘關홉IS門의 集섬뽑討‘論의 frS'性化외 전 1낀 적 인 빠IJ J훨化륜

늘고 있으나， 雙務|뼈係애 핀힌 l앉策셈1 ~IL애 있어서는 黨뿜;記j폐 ， 즉 양한~，~l

書;찬디기 가장 중요힌 역한을 해오고 있다고 뭔히고 있다1 3) 이는 對j파!Lx

策決定이1 관한 :E폈이 니 셔 티 1 :1 는 주호 당시 행.總둥한:닙U았던 l꺼쩌HIS피 )떠‘

짧[Wi이 취해 왔음윤 의미한다. 이침은 MJ鋼'I'll 피 j뻐累 IWi 이 등소평 ll1· 111 교

적 1~] 슷한 l야策쐐쐐을 추':jL"611 왔고， 등소평이 이플을 최근까지 지선의

후게자호 까지 생각히였으뜨보 잦’펴t!: 이 1매 우 높은 分析으보 보여진디.

그리 니 증요한 것은 때懶1'11괴 !떠、~ I써이 1~r.J Ja.!LXui 애 판해서 그늘의 光

驗챔的(家父長|깨) 1담導者인 상소평페- 완선'El] 일치펀 견해룹 갖지 않았

다는 점 이 다 10 등소팽 은 1뛰放政策이 jJLi l歐의 l앉治 [19 죄~l念피 !lJIJ Bt의 도입

끼지 포1=1하는 것을 반대히고， 젠洲L.I)(‘F 또한 j떠-會主굉훨 씬i펙뽑 i/i1J 의 R니 까<

닫 빗이니지 않는 빔위내애서 추구하고자 힌더l 밴 611 ， jlj)J聯j‘I파 j웹짧 |싸은

|해 Ja.政策의 성상윌r 위해서 資;t、: :L& H펴으l 적극적인 수용과 '1 1 1폐 의 jibi

歐化기 원기 lfl Bj-r:+ jL 이겼다. 이이힌 인식의 차이가 對폐’: !LX策애 시시하

는 oj-는 ， 등소핑은 l써-꽤 괴 ilil]1‘1써o 交 i!r~관 )i- 혀1 *，l~濟[17 제益반을 추구히

고자 하는 1011 1낀 해， 씨쩌HI페 빠짧|싸은 이바한 Eel 09윤 위해샤바·도 폐l폐

과의 판/11기 단뷰적으료 11j-뀌 이 이 한다고 생각했다눈 갓이다.

i~JJ總JII 이 88:9" 末/87쇠:ψ] 이1 만생한 핵생시위애 대한 책임원- 지고 짧쐐{

뭘;딘c J때에 시 콸마나가 이잔끼지는 때 .1:1=1交파가 이-직도 본 궤도애 오프

지않았기 때문에 1 5 ) i~JJ鋼 '1'1 1 0 ] 자신의 ￥H펴없을 섣점적으5~ j따策化현 수

있는 기회기 없었니. 그바니 II써 의 후임으i;_ j댄짧 |없이 취임히띤서 떼 . 'P
웬펌交 ilit는 비익적인 搬太←←·路의 싱데았기 때문애， 그기- 비꽉 공식적으

호는 北¥fI;익 外交l뻐w괴 ~~γ1"- 띔 의 현상유지둡 지지히는 :In차을 포가힌

적은 없있지만， 對따關係애 있이 원t l~19 인 變化블 가져올 수 있는 7ilt:을

itt 13) A Doak Barnett, The Making of Foreign Policy in China: Structure and Process,
(Boulder, CO : Westview , 1985) , P l'. 2-13.

14) Weiqun Gu, "China ’s Open Door Policy and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Symposium on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University ,
November , 1989, Pl'. 6--10.

15) 86년넨 끼 지 ， 힌뇌의 ￥j rl ， 3! 't] 두지 는 16만뀔 규]ι의 딘 한 {il‘ 폐 애 이푸어지지 않

았고， l，L 역 은 획대 추셰이었으니， ’88년 총 :ill의 핑의 40% 인 익 13억 룹애 마 팍

고 있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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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 例를 들자면 87年 봄에 趙榮陽은

자신의 補f左官을 韓國에 보내 韓國의 經濟發展經驗을 연구케 하고， 88年

1 月 에는 韓國의 經濟成長戰略을 모방하는 일련의 政策을 수립하였다 1 6)

즉 中國治뿜地域을 중심으로 하는 輸出主導型 經i齊成長政策의 채택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韓國의 輸出主導型 經濟發展을 높이

평가하여 韓國의 成長모댈에서 무엇을 敎칩I I 으로 삼아 이를 어떻게 政策

에 반영할 것인지를 다룬 論文이 다수 발표된 것도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년 것 같다 1 7 ) 이러한 움직임이 갖는 중요성은 韓國과의 經濟的 協力

關係의 적극적인 확대가 불가피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러나 北韓이라는 制約要素로 인해 中國은 對韓關係改善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한계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89年 초반부터 中國의 安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對蘇關係

와 여타 國際環境의 變化가 일어나， 趙緊陽에게 對韓政策의 획기적인 변

화를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첫째， 蘇聯 고르바죠프의

新思考 外交政策의 등장으로 東·西 데땅뜨 분위기가 무르익어， 國家關

係가 冷戰時代의 政治 · 軍事的 對立關係로 부터 體해Ij나 理念의 차이를

떠나 經濟的實益을 추구하는 관계로 바뀌어 가게 되었다. 둘째， 88年 후

반부터 성숙되기 시작한 中 • 蘇和解 움직임이 89年 5月 兩國間의 역사

적인 정상회담으로까지 발전됨에 따라 韓半島에서 北韓에 대한 中 • 蘇

間 경쟁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되었다. 세째， 89年 들어 東歐園과 蘇聯

등 社會主義 國家에서 빠르게 진행된 改單 · 開放의 움직임에 따른 韓國

과 東歐園의 빠른 外交的 接近은 中國의 對韓接近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크게 提高시켜 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변화들은 韓半島에 있어서

中國의 行動半짧을 확대시킴으로써 韓半島에 대한 政策調整에 유리한

환경요소가 되었다.

「돌이켜 보건대， 趙緊陽은 이러한 정세변화에 편승하여 89年初에 韓國

과의 交流를 더욱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 단적인 例로써 韓· 中貴易事務所 交換에 관한 中國의 전향적인 자

註 16) Gu, op' cit., P.l1
17) 例를「를차현， 素洪~후 “南朝蘇的外向經濟模式與옳業政策 世界經濟 (World Econ

amy) " March 1988; 張德南朝蘇發展外向型經濟的經驗與敎회[ I ，" 亞太經濟

(Asia Pacific Economy) , N.l9 , January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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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달 뜰수 있다. ~III꾀 이 88年 6)'j I'll폐씌 J떠 )j‘ 원Jlx싸 ik Jt에서 행itt l폐 고l

원쳐l事務所를 |쾌設한다는 J)j(WJ 에 서 는 친성히였지만， 냐l 빗:政때f ik jc의 f￥

易事務所 交換애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관 낀지히고 있었먼 깃은 주AI

의 시설이디→. 이라힌 관접에시 89!,r 5 셔 11 11퍼 |행 l際따j會 代表댐l 이 꽤|행젤

짖， J)JR興公j떠: ( KOTRA ) 와 원%펄務所 R셈 設rMH빽 협상지 서울을 방문히였는

lOlL 그 시짐이 1'1:1 • 蘇제柳등 일렌의 I팽|縣↑땀찢L變化외- 때를 같이 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엔의 일치꼬 보가는 이해다. 오히려 이2c1힌 묶직임은 돼‘

짧|없j이 이 ]1는 다'i때政R;f의 계산뭔 폐‘3폐關係 ~JX편i 노팩의 인환이있나. 이

런 1꾀 막에 서 ’89년 4원 빠、쌓 IWi의 팽잉 ltl문은 딩시 잉국간에 긴띨한 현

안이 없는 상태애사 이루이 졌기 때문애， 패가 노력힌 (깨획한) 빨J'i\i람關

係 ~JX←판 유-시임에 관히1 :1미JIIJ 의 휩 I l;! 펴~(f~l(o룹 -}히는것이 主 1' 1 的이 아닌기

싶다. '1'1꽤은 떠l때페 {선 19)事:~%JiH I쇄設애 젠익히여， 때!폐間익 經i젠交페vl

l원 t이 • 필:[10으s- 더욱 크게 띤회히는 겨l 가 플 만둡고， 나이가서눈 il떼하10

交流의 초보적인 멘딴구츄음 추::，L 했 었단 갓 김→다. χ짜 I I며팎態7] 파 • 이 l

l細係애 lJ1 진 영향은 11]-토 이단1한 맥막에서 섣벙펠 수 있다. J

(90. 10. 20 펴·나l 우익대표부 711 심 협-의)

4. 天安門 事願가 韓 · 냐 I關係에 til 첸 影響

天갖IHJ 팎態이l 관한 端|펠|의 &1땐4존 l매 우 조심스러운 갓이었다. 障.때1븐

핏 . II 윤 위시한 패Ii llt界 91- I폐 |際 {二의 重 j냈i 빔]웹-에 판해 공향꾀조를 춰

헤이: 할 펠요성이 있었고， 또 l꽤 씨jrd:會의 전민-적인 f~主化 깎: 1떻l氣 때문

에 1'1 :1 패l 애 서 띤어지는 車 . t\;의 lJ;~力術~피→ 이애 부수되는 A樞패t)뺏까

象을 티l 년 하지 않을 수 없는 엮장이었다. __ 1 바 나 모처램 t5i氣룹 띄고 있

는 1:1: 1 때파의 씬폐交流가 빼꽤經洲애 미지는 긍정적인 효피-띠l 웬에 헝:후

에도 너욱 획대되어이 한다는 핸|폐經 i젠%의 언밍을 l11- 영 히 이 기 if적 公

開 00인 I:J ] 난을 삼가히았다. 이1[폐깨도 이뇌 정횡-으 i~ 판단δ11 liL 끼 대 ， κ

1Z- ~ ~J 휩態에도 불구하고 챔l패| 괴 의 50Jit둡 게속히고자 하는 파끼、: \'0갔은

전혀 11]- 뀌 지 않았다. 그야나 III 國政同의 :f떼~
t

따 ' 11]:피 :f 'k j(, 곧이어 취

해 진 배jj의 싸j~ i뺨 Hil] J&fIJf밤외- 1]증:' 8] 눈 비 판적 l꽤際與폐 때 문에 써|꽤은

天갖:門 초룹態以前의 관7-11 ‘륜 :l디} 또 유지힌 수는 없었다. 게다가 X짜 [I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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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態직후 급진적 改章 • 開放 추진세력의 중심인물이고 對韓關係改善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趙짧陽이 실각되었기 때문에 天安門 事態가 對韓政

策에 미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양국간의 관계개선을 향한 力動性(Mo→

mentum) 의 상실이었다.

반면 天安門 事態는 中 • 北韓關係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

다. 이즈음의 兩國關係는 中國의 서울올림팍 참가와 韓 • 中 經濟交流의

빠른 확대， 또 이에 부수되어 나타난 關係改善 움직임에 따라 다소 소원

해진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北韓은 天安門 事態에

대하여 中國政府의 立場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兩國關係의 획기적

인 改善을 꾀하였다. 적어도 中國과 相互防衛條約을 縮結하고 있는 유일

한 국가로서의 유대관계를 國內外에 과시하고자 했다. 점증하는 비판적

인 국내외 여론에 맞서야 하는 中國으로서는 6.4事態時 시위대를 무력진

압한 統治行寫의 정당성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北韓의

이라한 지지표명은 대단히 고마운 것이었다. 天安門 事態를 對中關係의

획기적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했던 북한의 의도는 적중하였다. 一例로

써， 8月 末에는 北韓軍 參課總長이 北京을 방문하여 6.4사태후 中國政治

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軍部 指導者들과 회견을 가졌고， 10

月 1 日 의 中國建國40周年 기념행사에 北韓은 國家副主席 李鍾玉등 대규

모 使節團을 파견하여 兩國關係가 다시금 멸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었다. 나아가서 11 月初에 金日成이 직접 北京을 방문하여 中國指導者들

과 회담을 가진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金日成은 6.4

사태의 결과로 中國政治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元老集團과는

오랫동안 共塵主義運動을 같이 하면서 매우 돈독한 A間關係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金의 해中은 비록 非公式的이었지만 中國의 對韓半島政

策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이었다.

金의 해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韓半島와 연관되어 전개되었던 일련

의 정세변화에 비추어 보면， 金의 誌中 답的을 어렵지 않게 추출해 낼

수 있다 18) 北韓은 89年 후반기부터 社會主義園， 특히 蘇聯의 적극적 인

對韓接近으로 국제무대에서 外交的 立場과 지위가 향상되고 있는 韓國

註 18) 이 節은 中央日報， 1989年 11 月 7 日 字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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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는 대조적으로 집지 外잣的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특히 89年 10

까애 蘇剛外相의 발언을 계기보 다시 움트가 시작헨 韓즈|으圖 1쐐邊 4~힘의

南 • 北輪 交X承訊A I힘輝의 UN떠獨加人 움직 임 은 個國의 ;It方l바策익

성과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金은 ;It저〈윤 직집 1맹Q상、문L

國의 전통적인 Ji.댄뜰 재확인히는 가운데， ’ I ' 꽤 이 이단l한 국~Il 정 세 변회

운직임애 동조펠 가능성을 줍이고자 했던 것이다. 즉 냐I I패돼導챔-블로 부

터 障 냐 l經i젠關系가 蘇빠 · 냈ffi싸밟| 으1 ￥j 펴接近피 는 넬리 l야治 • 外交關

係보 까지 획디l되지 않윤 것이라는 다짐윤 빈음으호써 rl~ 國 의 ~i 떠‘半烏

il&땅을 ~t~패에 유라히게 전개시치고지 했다.

[그전피 rIll!패은 지난 x'tlll
] 팎態이후 지도자 :-~됨의 對‘立고]. 씨 MI經

때l 등의 11tH떠 때문에 따 . '1: 1 關係 L')(편;원- 위한 적극적인 조치닫 취훈l 여

유가 없는 싱대애서 "7( 'k PI
] 필態에 대힌 ~t댄의 A]A] 애 보답히기 위해

서랴-도 이 ff]힌 적극작인 조치도 .lt~뉴힌 Jn요성 을 느꼈디. 天짜 PI] 팎應以

後 I'll 꽤 이 폐[ . I~:I 交流애 있어서 깅조해 오뇌 있는 것온 이라힌 핀침에

서 이해되이이- 헐 것이다 . J 그바니 1ii: 의 i이 1.1 1 했J ~↓는 IIiIJI밍배이 고 |싸|낸 [1'0

일 가능성이 으[다. 狀Jr~r.과 짜歐익 이i!l I폐家쉴- 이 다 I폐의 려(~. rcww( 움
직 임 속애 사 렘I꽤 고l 의 關{짜 L')( '1판윤 nl1우 식 τf식 으로 추二I L히 고 있는 싱 테

이기 때문이l 앙의 fJj '11 이 ， 또 그것이 시시히는 'II. 北따問의 전동적인

Ji. n따의 지l 획 인 이 ， 앞으띄도 채속 폐 . 1' 1:1 쐐係 L')(善의 핀 지l 익-요소갚 작용

훤 기-능성은 미l 우 적이 보인다. 즉 많은 mJ뺨~t義 |팽|家의 11111-판 폼1' ;'파4씻lli:

은 '-1:1 • 템.關係애 판에l 냐 I [꽤 91 述%의 폭을 넓혀주는 l매 우 유리힌 l눴J헬

폈‘素보 작용-힌 젓이리는 것이다. 다시 딴 51]서， 따I렛|은 ;It기‘政策의 m씨

l끼인 겔피-보 최단이1 *歐l찜I I폐家 9.]. 제속작으포 外-5t關係를 샘f j.f: 히 고 있

는데， 이바한 추세는 束이·시이- 地域61] 서 2개 의 짜|폐을 ret~펄‘합化 ( fai t

accompli) 시 켜 ， ’ I~ I폐 이 f，oi~ 1폐 애 접근현떼 北펴;때문애 오는 政治떠 · 外交

따 fH웹윤 던어줍 것이라-는 갓이다. 가l 디-가 6.4시-테 직후 당초 애상괴는

달러 ;It폐.파의 전풍적인 우호판기l 룹 중시히는 싸r\l~ . 펴4뼈派 At까l이 黨

總뽑;듭c)빠애 오르지 봇히였고， 「또 89年 11 다 의 黨: 1 3때 5 中全會딜 셰기

로 운고]. 각별한 친분-관제를 유지히고 있는 등소팽이 黨 '+1 핏:짧필委 主h암

JI，빠에 서 시인히았는뎌]， 이는 동윤 표힘한 11'.:命 1 ←|센代기- 집치적으포 rpm핵

政治 前 rfri애서 되전히는 것을 의 n]히는 것이기 때문애， 對韓政策決定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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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金日nX의 영향력은 以前에 비해 줄어들 것처럼 보인다， 아울러 。1

려한 A事많〔編은 對韓關係樹교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江澤民 總書記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江은 그의 천임자인 趙짧陽과

같이 韓國의 經濟成長經驗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어， l9) 對韓政策路

線 設定時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좀더 前向的인 자세를 유지할 것 같다.

그러나 中國은 6.4事態 이후 國內政治와 관련， 쿠바를 비롯한 정통 社會

主義國家들과 外交關係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北韓파는 政治的 • 軍事

的 맹방관계를 강조할 수 밖에 없는 立場에 처해 있기 때문에， 蘇聯과

東歐의 경우처럼 韓國과의 관계 개선에 급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J

天安門 事態로 中國은 모든 外交關係를 후퇴시킨 듯하나， 이는 中國政

治의 一面만을 강조하는 잘못된 판단이다. 中國의 內的 要因은 여전히

開放政策파 鏡西方關係 유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中國에 있어 4個現代

化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명제이고， 이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상당량의 外國資本과 技術의 유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다. 게다

가 지난 10여 년의 開放의 결과로 中國의 풍易量은 年1，000憶빼을 초과

하였으며 400憶빼에 가까운 外價를 안게 되었다. 즉， 對外依存展가 매우

높은 經팎構造가 형성 되었다. 中國이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經濟開

放을 계속 확대시킬 방침을 천명하고， 6.4사태후 악화된 美國과의 관계

를 원상회복 시키고자 外交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근저에는 일차적으

로 上記한 經濟的인 이유만으로도 西方과의 經濟交流를 시급히 재개하

여야 할 必要性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中國의 對外開放은 기본적으로 全世界를 對象으로 하고 있으나， 무엿

보다 亞細亞 · 太平洋地域의 經濟發展과 中國의 現代化의 接合을 추구하

려는 데서 基本方向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政策方向을 설정하는데 있

어서 中國은 韓國이 經濟的으로나 地理的으로 가장 중요한 中央部的 位

置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 아울러 中國은 對韓經濟交流의 發展이 日

本과 臺灣의 大陸進出을 자극하고 축진시키는 했果的인 카드로 活用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2 1 ) 治뽑地域을 中心으로 하는 수출주도형 경제

註 19) 世界日報， 1989年 6月 25 日 字

20) 黃大明과 7A, '亞 · 太경 제 態혔與 上海經i햄發展 戰略」， 「社會科學」

(上海)， 1975년 第8期， P.16
21) 朴斗福， 前觸論文，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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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전략은 對·韓經濟交流의 j펴 ' I~ I :化괄 ，~l 주요내용 으또 하는것이다. 따

라서 中꽤이 問)jJ(을 지l속 히겠다는 맹추l 이 跳 . If 關係애 시시하는 1l}는

이미 兩|或1 1~1의 交易이 싱-딩·링:애 이프렀유애 1:1]추이 ‘관띠I] I폐따I Jl1 익 센UY61

3交流룹 제속하고지 히는 의지 5;- 이<51]펀 수 있다. 그라니 k1J:'門 事態는

輸l폐 J£業A {i- 시-이애 어댐게 자리집기 시작한 /安定뭔 ~lll꽤 / 이 리 는 이

미지듭 크게 훼손시갔기 때문에 빼 I꽤 l갑l 의 交퍼i칠 너유 훤성회-시:'1]시 위

해시 즉， 펀純交易윤 뮤1 °1 넙 이 핸l패의 資ι~ :i!]- ~~ ~f~ ;j(뱉으 1 H↑때블 l띠: ~양~)t

資으l 形~~ l，~ 41\1ij J}t{~化 31' 벼 IJ ~f(~ ji§"I] 침띠시기가 위해사， Illl빡| 은 對따 I~~

係의 보다 힌객힌 Ll)(편의 必、폈:센-윤 ]二낄 것이다 22 ) 이뇌힌 J젠H I로도 증

국은 딩x쥬의 Itl • :It !，펴 판시l 애 최소힌의 손싱윌 입히는 냄위내에사 對댄

關係~l)(파;길- 위해 적으↑적인 〕1二넥 ~3 지속한 펠요성이 매우 관 상테이디 . J

「앞서 언급하였듯이 Itll폐븐 l때 |폐파 의 ;t:l~‘ i뺑交 1m펠 얀정적으i~~ 추진하

기 위해 짜깎j담 情씻U9l Jit;iE 이 진다l적으쿄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t꽤 ·

핏 l행L I￥，j . 北따익 ￥.J J파가 1매 우 중요하다는 판단은[ 히고 있다. 이비한 이

유로 1:1 11쐐 은 l휩 • 北폐 l쉰 헤，폐 폐륜 지지하띠 수년간 美 . :It폐 !쐐係익 iι

팽- 익한~윤 자9J히떤사 :Itii(i\!‘ 91 판l"J띠 )j 11셈1이단 섣득해 오고 있다. 이바한

III 패의 ?1二 넥 이 주효했는지， :lt~iIJH>:.' 89i l" 후빈가부터 떼기iJW 애 유떤한 |써

댐態it 외 lttf강 의 變化、핀 보이 주-고 있다. 89年 8)] 꽃l때1 의 |폐l폐務 IX디씨II

시거의 Irq챙삶 1I 1j윤 전후해서 :Itj}{ 61] 서 자 • :It햄. 지도자가 점촉하었고，

金 LI }jX，이 I990i!" 짜ii '辦애 사 rt.j . :Itl'띤j位}암펄;휩셉淡 개최블 희망히았으

며 ， lis맺 :>1] 홍향， 1f5， t앓고l 니-고이: 시 (")1애 [1'1'빠路시 공 개섣될 것이라는

샤씨의 핀i倫f·IH힐는 1J} i료 :It렘의 l앉策變化 可能性-응 뒷 덴 침 히 는 \]1]우 승

요한 갓갈이다 . J

「이네힌 跳없II; 에 서 90年 I F] 初 “짧: i빼|따 1 1 \ 人 Ith會가 젠i펙使節l때 ~완 4 )J 애

각-'-:I랬이 1 liH단한다”는 계획펀- 민，}[젠 것은 매우 중요 힌 유직임이다. 1.:]]꽉

~t險이 UJ 初에 이에 대히l 公ι\: (/Z] ,0, 5;'.. 부인 8H'l 히였지만 j과씨의 엔휴

보도외 :1피패의 부인이 있기끼지 상당한 시끼끼객이 있었다는 것은 :It폐

이 臺i웹괴 의 交 ifr~괄 심 z1' 하 지l 고펴하고 있다는 증거보 집- 수 있다. 그라

나 이 5폐x은 준 1:1 1 히 는 |낸폐i까지 , :It폐의 附)jJ( 묶직 엮 이 구치l 작 으로 싣

iit 22) Hong Pyo Lee, “ Back lμsh of Tiananmen Square ," Business Korea , August 1989,
PI'.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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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루마니아 事態에 충격을 받은 北韓이 開

放時 據想、할 수 있는 國內政治의 不安定性 때문에 政治體밟Ij 維持次元에

서 保守性을 다시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다시 완벽

한 閒銷政策을 고수하고자 하는 基本路線이 堅持될 것이다. 그렇지만 잦

은 對西方 關係의 짧論은 그 자체로서 北韓에도 곧 변화가 올 것임을

예고하는 등하다. 즉， 향후 閒銷政策의 변화가능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

다. 특히 北韓은 臺i햄과의 交流를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유인

즉， 최근의 東유럽사태로 인해 북한이 閒銷政策을 고수하는터1 큰 어려움

이 있을 것이라는 관점을 차지하고 서라도， 최근 北韓은 韓國 北方政策

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른 外交孤立化를 탈피할 필요성과 또 經濟被燦化

外慣負擔을 벗어나기 위해 對外協力의 필요성을 매우 절실히 느끼고 있

기 때문이다. 臺灣도 최근 韓國의 中國接近이 東아시아 地域에서 딩國의

外交孤立化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臺

灣과 北韓은 經濟交流를 통하여 相互 經濟實益을 도모하는 것 외에도

雙方의 공통적인 政治 • 外交的 덤標達成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韓 · 中間의 關係改善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지레 작용력(lever

age)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학에서 兩測의 利益이 부합된다. 이 려 한 觀點

에서 臺i협經濟使節團의 平壞꿇問 계획발표가 韓· 中間에 贊易代表事務

所 開設頂、則에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報道가 있었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

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23」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안에 이런 交流가 비록 밟Ij限的이나마 - 實

現된다면， 4彈과 臺灣， 南 • 北韓을 둘러싼 雙務的 • 多邊的 協力關係에서

유일하게 떨어져 있는 美 · 北韓， 南 • 北韓의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北韓이 韓國과 體制나 理念이

비슷한 전통적인 反共國家인 臺灣을 經濟交流 相對로 한다면， 궁극적으

로는 南韓과의 交流도 가능케 하는 주변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

다. 또한 臺灣 • 北韓間의 交流의 실현은 兩國으로 하여금 이미 상당수준

에 도달한 韓· 中間의 經濟交流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여건을 조성

할 것이기 때문에， 韓 • 中間의 經濟交流를 보다 安定的인 基調에 올려

註 23) 이 두가지의 보도는， 진위를 불문하고， 시기적으로 2, 3일 차이가 났는데， 물론

韓 • 中 융易事務所 開設에 관한 보도가 앞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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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은 제기가 될 수 있다. 즉， ~I:' 꽤 이 輸l패파의 關係버(휩:에 있야 기장 판

젤댐딸인 /北해~/변수달 우회할 수 있게 꾀어， Ht今의 J훌i웹 • ~It~밟交 iAE외

~t짧의 對 rJ따j 政策變化 움직임은 향후 빼~ • 이q뼈係기- 전헝:적으보 1띤센 진

힐할. n매J‘能↑센”

야뼈뼈b 1機幾f펌민f왜꽤셔셰‘피 진행피정의 分fJi 은 웹 . II' 뼈係發l떠융 전뱅히는이l 매우 중요

히디.

5. 展뿔과 結룹

90{f. ))t 의 랜 . 'I:'關係、필 밟탤하고자 헨 때 가장 듀 판심을 끄는 짓이

樞半K~ I니H웹애 펜힌 대 I I꽤 }암환참의 잇다펀 발언이다. 李|뼈은 지년 3PJ 의

第7 J\:Jj ↑|쐐 A t\;代갔大會 第 :~Ik 햄議이l서 llxH;l‘ I:作報11 ，: ( I폐 [xt.웹사블 ‘냥

해 「우파( rl' 꽤 ) 는 l띠J f.fi1， r녕主~E義A JUHII !꽤 ( ;It핸) 1야!싸의 215. fUMc ··· · · i센필

을 위한 Al] 안윤 지지히며 아윤닌~ ;fefl뼈 1). )i 이 l씨뼈’;半 뭔 政혜L緣fl] 오1- 안정

유지닫 우1 8]] 노린히l줍 갓을- 펙냉힌다 ，피고 만했디. ‘쑤5 總l꾀1\의 이젠은 멘

언은 지난 수댄동인 II' t쐐 의 지도지늪이 수A代 報싼애서 넌1·힌 ~It祝의

r지 주식 II내LI Me 애 괜 한 유꽤 " 10 주상잔 지 시 한다 1는 연 1상적 인 北l파文·

持立j샀에 서 새 J~_ 운 융똥성윌- 보인 것이디- 튜히 쑤- 總l밴의 이간븐 發터·

은 il개뽑 t( 이 수:A代 써;뺨 직 전이1 )I'·j랬를 망분히1]24 ) 짜 II成피 회 도l 젠 직

후이1 나온 갓이이서 4페 ιf lth Ill]꽤애 관해 l꾀 . ;UJ\l:파 주띤국가애 대 힌

It~ I랫 의 난뷰적인 터l 도 변회둡 시시-하는 것이다. 그라고 쭈 總J:lll의 만언

이 rll 핸l 이 지삼끼지 마J • ~It폐 IHj Jill 6 J] 관히1 핏|패피 i폐 • ;1따젠의 3者會淡，

또는 ;It폐괴- 핏 l꽤의 1(1:lR:會淡윤 고1:1 히 는 ;lt*At 의 주징 ‘윌， ·_);'1'10 으꾀 지

지했만 }1:J;차-블 변경， ，폐 • 北파:11) 짜 • 짜의 4개쓸會 l淡 또는 |힘 • ~It펴.피 갓

· 쩨 • III . 티을 표한히는 6者찜談 등윤 주장하는 난힌측 }!:~치의 수용을

시시 히는 것일 수도 있다 25)

파J . ;It떼.피 11~ 꽤 . ，합j행의 |폐웹괄 별개의 것으로 분래시킴으보씨 폐 •

北韓 關係 띠l 분-애 만꽉을 잡혀온 r2빠II꽤 家 ~~Sc P，i]밟 」 라는 시-슬로부터

i:t 24) tI괜’[~ 긴인성 i'l 의 싹 1淡애 샤 증뇌이 한 -:I ~' ill 의 치.iiI딛→ 수댄히지 않윤 것인윤 니→

1] 힌 것으쿄 임에지고 있FI- - I 세 세 ~Lt~ . 1 1990년 3젠 18인 추: 침조.

25) 1'1' 싸 II 해 J ， 1990'잔 3원20인강→ ~l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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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나는 담救策이며， 동시에 中國 자신의 필요에 맞추어 90年代의 狀況

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89年 5月 이 후 중단되고 있는 韓 • 中쉴易事務所 開設

協商이 90年 5月 부터 再開되고 있는 것은， 26) 韓 • 中關係가 通商 • 學術

• 文化 등 각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접촉을 바탕으로 초보적인 형

태로나마 公式關係로 발전되는 첫 번째 중요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즉， 현재 年間 3이意달러 이상이나 되는 兩國 通商關係속에서 점증하는

外交的 • 經濟的 業務를 처리할 公式機構가 존재하지 않는 불편하고 非

效率的인 관계를 청산하고， 兩國關係를 한단계 승격시켜 새로운 단계로

進入시키자는 첫번째의 중요한 움직임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中國內部

에서 6 .4事態로 喪失되었던 對韓 關係 움직임이 다시 부활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天安門 事態가 韓 • 中關係에 미친 영향은 兩國間의 關係

없;善 움직임을 조금 천연시켰을 뿐이다. 韓國과의 관계를 民間次元으로

局限시키려는 것이 中國의 公式立場이었지만， 최근 中國의 잦은 對南韓

關係 거론은 그 자체로서 對韓政策에 변화가 일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

이다. 兩國間의 經i齊交流는 兩國經濟構造의 보완성에 입각하여 추진되어

오고 있으므로 최근에 中國은 治뿜 經濟開發戰略이 더욱 具體的으로 진

전되어 감에따라 韓國과의 經濟的 연계강화의 필요성 이 더욱 절실해지

고 있다 27) 이것은 中國과의 經濟 交流據大를 필요로 하는 韓國의 요구

와도 잘 부합되고 있다. 즉 西方先進國들의 新保護쉴易主義의 강화로 지

속적인 開放型 開發戰略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섬각한 한계성을 겪고 있

는 韓國經濟는 기존의 分業構造를 전제로 하는 한， 海外部門에서의 수요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高度成長基調를 堅持하는 일이 칼수록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對美 • 日一邊倒的 • 偏向的 交易構造를 多元化 시

킬 必要性이 절실해 지고 있다. 이러한 點에서 中國은 이러한 交易構造

의 多元化 過程에서 이상적인 새로운 파트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兩國經濟의 構造的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韓· 中交流는 天安門

事態와 같은 돌발적 事態가 발생한다고 해서 쉽게 바뀔 수 있는 성질이

註 26) I 中央 B 報J ， 1990년 3월 30일字 참조.

27) 이 點은 여러신문 보도를 근거로한 펼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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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다. 따라서 兩l폐은 向後애또 이바힌 交流91 촉진을 위해 근본적인

關係&:환의 필요생을 지l 속 느낄 젓이고， 얘 l패은 이바한 유직임 속애서

씬펌交流가 회 대 펴 는 싱 승효파-룹 옐으켜 서 자국의 ~~i젠 I1'J • !b:-1:!.r:fI\l 띤 제

益올 /1]속 추구히고자 한 것이디.

rl'l폐 의 對·樞'j으립 dj[W븐 전tl A"j i히 1~11팽| 의 강↑싸 1'1\1 빼 i L、괴 이애 관한1뭔 콰

내외의 정세애 띠테 탄펙적으꼬 진개되어 오고 있다.갱) 그펴나 최단의

東 · 띠꺼|柳외 i7d:짤::t~ 0짧 때i營의 태JjJ(피. GX!윈의 결과효 i짜I佛을 우l 시 한 東

l歐I챔I I댐家의 뻗:t ili렌 修交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료는 '1'1폐 이 파꽤

과 싸!!J\ J편의 4젠~ i젠交써i 以J:. 의 핀기l 관 二1 1•축히-는 1.01]는 딱시 I ;It폐 / 이 리 는

장 °11같이 놓여 있다. 이 |돼쐐는 "llngj 2 體UHI]" 바는 ~1'1폐의 外交 1i~不;까( WJ 고l

떳둡려 있기 때문에 ~I'I폐 · 꿇濟|해係와 폐 . ;It함關係의 판 1건 회가 없쓴

한， "1:'1꽤 의 뿔J~(따 JLj[ 1fi附iL애 ;.1]속적으보 중요한 요소보 직용힌 깃이다.

다시만해 '1'1폐 이 外交 L ↑닙‘義~닫 증시하는 형티l J꽉 I:\'!:쇄:휘 윤 판 때 피-가

.l!u 쐐.關係、푼 유지해 온 北l파 il1의 ll5i:治 • 外交「이 쐐係달 장시한 수 없피，

또힌 등소팽등 윈 i-~_둡의 븐되외 :-1애 띠븐 Ill:代交션 j뼈썽\ 011 s=._ 붙구히고

北#하고1의 기존 우호판기l의 유지탈 요구히는 政펴싼)]닫이 ~I' W&I 돼훤}합
內애 여 전히 존재해 있기 때문애 '!'I떼 의 쁜1" j꽤 ll&策發많°11 있어 ;E4;악한

Jllt;l t폐.化듭 기데헤가는 야해다. 띠바서 liL다 現寶(10 • 됐·젠띠 JJj(1!1j애 입

각힌 對·外 0&策윤 추진히고자 히는 Iklltf~지 도자늪이 '1'1꽤의 iL& ?f:， 찌r~휩

애 전 1낀 부상한 I이l 까지는， ~I:' 핸1 의 뿔j 폐; I~해係 L')(팎의 폭은 제힌 ;;<.1 일 수

밖애 없다.

북힌이 핸 . ':1=' 쐐係때판 싱-얘 기l속 증요한 1편수포 념게 될 또다펀 이

유는 '1~ . 11짜 關係의 특수성애 띤유한다. 민-적으쿄 만히I]， 빼l꽤은 ’89년 5

n 의 역시적인 1굉← j ' 험談에 도 원FiL 하고 ， 50 if代의 l펴 l때때係로 꽉구l 히-는

것은 필-기능히다고 보이진다 29) 따라서 北l센에 대힌 마， • 따의 i￡zG 關係

가 난뷰적으호 헤소되지는 않윤 것 ;싣다. 'III폐은 北파에 대힌 영향려 경

쟁애 있이 따Ir~에 비해 f‘-利 힌 \'Oi!ti 에 꽁여있기 때문애， 즉 '[11폐 의 ~J;lt

세i 支援애는 ff，* 1剛피 같은 수준의 원l~ i젠 (1\1 ， lp.事 (I\l k援을- 힌 수 없는 ilil]

%↑it을 갖기 떼문애 外交 (1\1 0<:1갔 이 무엇보다 싸띔개I:을 갖는 支랬)j괴이

;it 28) I II 1\'.L Jt쩌 IJILI ， 1990년 8원19인 'f 침조

29) Ahn, op. cit. ,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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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이러한 制約性은 中國이 對東아시아 外交戰略의 일환으로

서 北韓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基本m則을 앞으로도 당분간

고수하게끔 할 것이다.

최근 韓國의 對中接近은 短期的으로는 韓半島의 緊張援和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南 • 北 統一基盤의 造成이라는 目的下에서 추진되고 있는

誌北政策의 일환으로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진다. 中國의 對北韓 영향력

을 감안할때 中國과의 關係深化는 上記한 北方政策의 目標를 達成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方法中의 하나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이라한 對中接

近은 기타 社會主義 國家 • 특히 蘇聯 一 와의 關係改善 노력과 보조

를 맞추어 추진되어야 그 효과가 제고되리라고 보여진다.왜냐하면 이러

한 國家들과의 關係改善은 中國의 對韓接觸에 있어 運身의 폭을 넓혀

줄것이기 때문이다 30) 고로 최근 東歐團과의 거듭된 國交樹立은 향후 韓

• 中關係의 전개에 있어서 韓國에게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韓 • 中關係의 정상화시기를 암당기기 위해서는 中國과

北韓間의 특수관계를 감안하여 南 · 北韓의 직접접촉이 매우 중요하다.

中國은 韓國民族의 問題는 韓國民族間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태

도를 堅持하며， 韓半島와 東아시아의 平和維持를 위해 南 · 北韓 對話와

南北韓關係 改;善을 촉구하는 立場을 오랫동안 지켜왔다. 따라서 南北韓

이 緊張援和와 統-→基盤 造成을 위한 相互對話의 어떤 原則에 合意、한다

면， 中國은 韓國파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큰 부담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結論的으로 中國은 韓國과의 關係設定에 있어 딩國의 統一問題와 정

통적인 社會主義를 강조해야할 國內政治問題가 없는 蘇聯과 東歐와는

매우 다른 立場에 처해 있다. 이 點이 向後 北方政策의 일환으로서 韓國

의 對中 接近戰略 樹立時에도 꼭 고려되어야 할 事項이다.

註 30) Herald Tribune , April 29,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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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獨避의 統一과 南北韓 統-~ f웹題

鄭 用 吉

(짜|쐐太뺑↑3'()

1. 郞存의 獨進 統一論議

꽉띤은 1871년 ] 월 fll] 스n}뜨느l J (Otto von Bismarck)애 의 해 Jr~~)'I\l쐐

家5~~ 써t · o ] 되었디기 1945띤 5뭘 Al12 지 데전이l서 페 ll:l힘. ~~_5~_써 分뼈j

l행 이 뇌었다.

얀협. ~~L둡이 꼭안윤 분한젠 이유노 판언은 ζ[농-안 끊임없이 인정}겨 ;1·

둡에게 침넥전생을 인선-이· 왔기 때문에 나시는 ]와같은 l낀 죄 행 위 릎 띤

수 없도꽉 히0:] 유 9}의 21、 til 꽉 유지히고 Ill..싸21내II 애 가여하고지 힘이있다.

分斷 後 농 • 서 펀 은 S~~r~ 자선듭이 ~~auj잊 이11 III 8] 0:] II::統 ' Ii[:과 넌-파대

표권이 있음윤 주장히였니. :1 랴 _l '- .i~ 1949 년 10월 7인 애 처음 제정씬

꽁독의 힌임애도 써c--애 다l 힌 조힘은 없디 즉 Alll 조 1 형 이1 1-꼭 먼 은 분

단띈 수 없는 민주 ~O’ 화τI「 이 니 .J (Deutschland ist eine unteibare demokra

tische Republik) 바고 하 iI ， 4 항°l] 는 「독일 -~l~' 작 은 오직 하니 이디 . J (Es

gibt nur eine deutsche Staat않ngehorigkeit) I) 라고 r8 시 히 었등이 동꽉온

1937년 12원 31 일 기존의 슨I{ 정 이 있던 獨j잊 i，\jj'’|폐을 繼承후l 은 꽉판 lJ 꽉이

앗獨i따융 대 .K히는 단석→대표권이 있유쉰 강3'::.히았고 서꼭도 :1 뀔7Jl: r.t‘

에서 이 n] 사꽉의 써L治純l함l 관- 수째이 아닌 jJLI 獨으갚- 한정시겼다.

힌떤 소i꺼은 이 uj 1952년 3원 10일 서독의 NATO가임 을 저지히기 위

힌 1상핀 이 었다고 한이되는 이판 11} 스탄렌의 If :\1: iL 써'd~u案윤 제시히았

는데， 그 내용은 co 뜩덴 의 마 I elL:化꽉 조건으S~ 동·서독 동→일，@종-립

동인꼭떤 영토S:!_부터의 lι단 外|폐펙i 및 外|폐~J며의 현]수， ~)중림회 -'6'

언독-연의 lei 術 1:1 [I/~ 의 t흉↑폐 WI'짜 ， (4) jJtj 니지 111 및 딩원의 꽉권，@하니의

;it 1) Roland W. Schweizer, “ Die DDR und die Nationale F'rage ····Zum Wandel dOl

Positionen von der Staatsgrundung his χur Gegenwart," in: Aus Politik und
Zoitgeschichto, 21 (1 985. 12.) ,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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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로 UN에 加入하는 것이었다 2)

이와같이 소련이 동독을 지원하고 독일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자 西

方 戰勝國인 띠국， 영국， 프랑스는 1952년 5월 26일 서독과 獨速條約을

체결하여 서독을 主權國家로 承認해 주었다. 그러나 독일의 統-과 베를

린 문제에 대해서는 戰勝國의 同意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西方 3대

국의 계속적인 권한을 주장하는 단서조항을 붙였다 3 ) 소련도 1954년 3

월 25일 소련과 동독관계에 대한 소련 정부의 선언을 발표하여 동독을

主權國家로 認定해 주었으며，4) 이 선언에 이어 1955년 9월 20일 에는 동

독과 소련관계에 대한 조약까지 체결하였다.

독일에서 두 국가의 존재가 확인된 일은 서독이 1955년 5월 5 일

NATO의 회원국이 된 것이고， 동독도 1955년 5월 14일 바르샤바조약기

구에 가엽한 것이다. 이와함께 서독과 西方彈大國들， 그라고 동독과 소

련의 우호조약과 같은 정치적 • 경제적 • 군사적 통합은 동서독관계에서

r2 國家 理論」을 확실히 고정시키는 일들이었다.

1956년 3월 에 있은 동독 社會主義統-黨 (SED ) 제 3 차 회의에서 「울

브리히트」는 연설에서 독일문제를 언급하면서 동독과 서독간의 관계정

상화를 콕구하였는데， 이때 關係正常化의 方案은 두 국가가 동등한 法的

地位를 갖는 國家聯合案이었다 5) 이 案은 「통일로 가는 유일하게 가능한 징

검 다라 J (einzig mogliche Brucke zur Wiedervereinigung)로 제시 되 었다 6)

1960년대 후반 동독에서는 경제적 生塵力의 減退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표출되었다. 동독인들의 西方으로의 탈출현상도 갑자기 증

가하여 동독정권 수립부터 1961년까지 12년 동안 무려 2백 70만명 의 동

독인들이 서독으로 탈출하자 동독정부는 이러한 출혈을 막고 더 이상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1961년 8월 12일 밤부터 13일 에 걸쳐 서독 帝國

註 2) Heinrich Siegler, “ Wiedervereinigung und Sicherheit Deutschlands," Vol. l(Bonn :
1967) , pp. 41~42.

3) Chronik der Deutschen (Chronik Verlag , 1983) , p. 963. 李長熙， “共옳主義 分斷國憲

法파 統→問題”， 「統-論議 J (國土統一院 : 1986) 6권 2호， p.83에 서 재인용.

4) Dokurnente zur Deutschlandpolitik der Sowjetunion Vol. I. (Berlin: 1967) , pp. 304~
306.

5) Werner Weber Werner Jahn, Synopse zur Deutschlandpolitik 1942~ 1973. (Go
ttingen: 1973) , p. 275.

6) Dokurnente zu~ Au,8enpolitik der DDR, Vol. V. (Ost- Berlin: 1968) , p. 13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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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義의 직접적인 Mj휩策뼈}을 저지시키기 위해시펴는 l성 꼭으로 「베뜰린

장벽」을 쌓았다.

당시 농판정권의 입장은 독일내에는 현재 히나의 띤족이 동시애 -1|二

ft;族 t':U}(↑않의 主體인 「시회주의 F꾀깡 ;束獨 J (Sozialistische DDR) 과 「해;

I꽤主義 l폐家 패獨J (imperialistischo BRD) 의 두 놔가보 존지l 한다는 것

이었다. 그뇌브또 농판은 민족의 단일화뜰 시 JlL하고 서독윤 외국으로 긴

주히였다 7)

1967년 1월 제 7 지→ SED 전딩대회애 즈~암한 토환애서 농-독은 사회주

의 돔꽉피 제~~-~주의 샤복피-익 써j→온 비힌신식이랴-고 보피， 동독의 자관

주의에꾀의 꽉귀렌 있읍 수 없으l니， 또 서판의 시회주의애포의 진도 1쉰

고 힘년페니 1파， 꼭일 놔기-뜰 91 ~tk 온 핀-꽉익 꽉j{이며 앞으로도 띤힘-이

없융 것이시민. :1 써c 一은 오직 시회주의과는 전지l이페서만 비보소 가능

하다8)고 깅럭히 첸벙혀있다.

이라한 기운데 1960년데 후만JiLEl 무르익시 시작한 1;1:] 세 세 적 인 낀정싼

화 추세에 띠리- 농 · 샤독긴애서도 ':rL 제 직 인 21'-찌 | 3{감이 요구되자 서꽉븐

1969년 이라l 농복의 '2든lf가 이관」‘을 1만 이 틀이 게 되있고， 띠랴서 동꽉온

정치적이고 영토적인 변에서 그 존지l 、블 놔제시으i;_ 승인 1멘 까l 꾀었다.

당시 서독은 「이다l나워」합꽤 I내 샤 [;1 때後 20년 간이나 집권해 온 ;11~

li黨.을 누브il 따1: [(應 의 '.1:).펀프」가 1J 권 하게 되았는];j]， 그는 1969년

10월 28인 연 l상의회 제 5 치 회익에서의 삐!Lx淑說을→ 풍-히여 동 • 서꽉간

의 AJ0 빚 !fbJ따 1~來기 상기간 악화되도꽉 한 원인은 공-산정권인 셰〔獨

l많싸f all 만 있는 것이 아니아 싼깅힌- 보수정책을 뭔 jl 나간 짧l치 ;행[ 1&)찌:

애도 있디 sl :1lli I"\!; ;縣 !Lx씨·닫 비년히고， 동꽉이 깅력히 주정한 l앉에~: I테 의 f쌀

談}쏘藏뭔 수럭힌 뜻윤 공식적으토 맑히띤샤 독일문제의 현실생， 즉 유띤

애서의 영.h~의 한싱을 인정현 수 페에 없는 껴實 '111 괴 ， 약시 동독의 存씨;

•1 , 즉 꼭일내애 두 국가의 존재닫 인정허가1 되었다 9)

까 7) Roland W. Schweizer, op. cit, pp. 45~46.
8) ‘Iens Hacker, Oer Rechts강파.us Oeutschlands aus der Sicht der DOR (K;;ln : 1974) , p.

448.
9) Manfred Knapp , “Zusammeuhange ιwischen der Ostpolitik dor BRO und der Deutsch

• Amenkanischen Beziehungen," in: Egbert F'ahn, Volker Rittberger(ed.) , Die
Ostpolitik del' Bundes l'epublik (Opladen : 1974) ,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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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브란트」는 동 • 서독관계가 완전한 외국의 관계로 발전할 경

우 독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믿어 서독과 동독은 서로 「외국」이 아

닌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밝히면서，lO) 서독은 동독을 國際法上의 國家

로 承認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만 「국내법으로서의 승인」만을 통해 동독

이 외국이 될 수 없다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서독이 이른바 「브란트」의 東方政策 (Ostp이itik) 을 바당으

로 과감한 緊張繹和政策을 취하면서 동독에 대하여 「같은 민족」이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자 동독은 단일민족의 문제와 관련하여 결국 '2민족 독

트린 J (Zwei - Nationen - Doktrin) 11)을 들고 나왔다.

즉 「울브라히트」는 1970년 1월 19일 동베를린에서 있었던 국제기자회

견에서 독일민족과 관련하여 「아직도 單}民族이라는 것은 하나의 픽

션 J (Angeblich noch einheitiche Nation sei eine Fiktion) 12)이 라는 새로운

발언을 하였다.

對西獨 政策에 경직성을 띠던 「울브리히트」는 1971년 5월 31일 SED

제 16 차 중앙위원회에서 물러나게되고， 그 뒤를 이어 「호네커」가 당 제

1서기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호네커」는 1971년 6월 15-19일 에 열렸

던 SED 제 8 차 전당대회에서 이제 동 • 서독간에는 「같은 민족」이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두개의 서로 다른 사회발전 단계를 거쳐 동

독에는 「사회주의적 민족J (Sozialistische Nation)이 ， 서독에는 「자본주의

적 민족J (Kapitalistische Nation)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1 3)

그러나 거의 같은 시기인 1970년 3월 19일에는 독일이 제 2차 대전으

로 국토가 분단된 이래 처음으로 에어프르트(Erfurt)에서 「브란트」 서독

수상과 「슈토프」 동독수상간에 최초로 首相會談이 개 최 되 었고，l4) 5월 21

일에는 카셀 (Kassel ) 에 서 제 2 차 頂上會談을 가졌다. 그후 많은 접촉을

통하여 동 • 서독은 分斷으로 인한 不利益의 解消에 피차 노력하기로 합

註 10) Bundesministerium fur Innerdeutsche Beziehunge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Vol. IV. (Bonn: 1970) , p. 12.

11) Roland W. Schweizer, op. cit, p. 52.
12) Ibid, p. 47.
13) Ibid, p. 49.
14) Bundesministerium fur innerdeutsche Beziehungen, “Die Entwicklung der Beziehun

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69-1976" Bericht und Dokumentation (Melsungen : 1977) ,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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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1972년 5월애는 잉:독일긴 최초의 따|家的 條찌이라고 하는 「東

西獨 ←·般通行協定」이 정식으로 조인되었고， 같은 해 12월 21 일애는

「東西獨 基本條約」이 체결씌었디.

동독은 「농서독 기본조약」이 체켈되자 이지l 해전뇌지 않은 독인문제

는 더 이상 존재히지 않는디고 깅조히고， 1974년 10원 7 일 이] 개정펀 농

독힌법에서 統- fMJ웹는 전혀 언넙도 하지 않았는 데 만하여， 서독은 「폐

獨 • 蘇Jr~ J간의 條約쐐制때도 당시 외무장젠 1헬」이 소랜외무장관 「그토

미 5lJ이1개 1970년 8월 12인 이 조약은 유립의 平i'n Mt씌:애 기에히고 그

기운데 독일민쪽의 지유효운 자쉰에 의히l 紙 →을 디-시 회복히펴는 녹일

떤빙-공회-~~;~의 if)/: dl [IS 1=1 ~떻애 EL순되 지 않는다는 것윤 환인하는 펜지탈

보냈있고， l !)) 「핑 l젠째 基4‘;條約」 λ，J]감 띠l도 서독의 r tl]-므 」 대 표는 동독의

1판」대표에게 1972년 12월 21 인 위외- 김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 1 6) 서독

은 統→읍 포기하지 않았음윤 상기시컸었다.

서독은 국내외적 여컨으ji E[이 실한이 관가능힌 統-→애 집착하지 않

고， 1834년의 「독일관세농맹」윈→ 꾀l훈-으또 AB9 ' 씨[I/J 交流외 김-븐 비정

치적 분이:에서부터 짜 'IJ디獨問 |짜 )J體系닫 즙다l 시 껴 니감으로써 |꾀짧‘ 'I'!:

윤 l띠復하고자 히-였다.

서꼭이 구상히고 있는 동 • 서꼭간의 관시1핀전은 전체적인 유란동-함

및 동 • 사관제의 구조속에서 그리고 F「 헤 의 LI샤n秋l予뜰 헤치지 않는 EE

건이페샤 접전적으로 추구히는 것이었다. 즉 이것은 대서양 힌장의 이념

과 「헬싱치」 유템안보혐팩회의익 구도꽉 빗이니지 않는 땀위의 것이다.

그풍안 동 • 서독간의 交流는 샤꽉정푸의 꾸준하고 깅펙한 꽃流;한;~J;~오l

농꼭측의 交流애 대한 긍정작 입정.:ill- 호웅으보 상당한 수준으로 핀잔힐

수 있있고，l 7) 또 이버한 交페i기- 토니1 71- 도l 이 東r1ti獨 j딩上들븐 농독개혁

이전애도 이미 수 지례 회담을 힌 수 있있나. 따로 이것이 베를렌 정-벽

을 힐이년1 힘이고 꽉일이 똥 ~l원→ 이룩한 1J11 정 이 다.

itt 15) Bundesministerium fur innerdeutsche Beziehungen, “Zehn Jahre Deutschlandpolitik",
Sonderdruek Dokumentation( I) , (Bonn : 1980) , pp. 156~ 157.

16) Ibid, pp. 206~207.
17) 공 i 시꼭교뉴이l 판에서는 궤|책 r分뼈r l때紙 '~ fi페 J ， (서울 : jL 펴 원 1988) , pp.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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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東 • 西獨關係의 變化

가. 베를린 障뿔의 澈去

최근 동서독관계의 변화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베를린 障뿔의 澈去와

잇따라 제시된 東 • 西獨頂上들의 獨速統一方案들이다.

베를린 장벽의 철거는 물론 소련내에서 「고르바효프」가 改單과 開放

정책을 몸소 실천하고 있고， 또 동유럽국가들에게 그 정책들의 실천을

요구하여 헝가리가 스탈린주의를 결별하고 市場經濟를 도입하여 사회당

을 출범시켰고， 또 폴란드에서 바웬사가 이끌던 자유노조가 승리하여 市

場經濟의 確立， 多黨밟Ij의 導入， 言論의 멈 由標勝 등이 있어 동독국민들

의 개혁운동에 영향을 주어 비롯된 것이다.

한편 1989년 5월 2일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에 쳐져있먼 철조

망을 절단하여 국경을 개방하였고， 8월 19일에는 이곳을 통해 장벽이

생 간 이 래 가장 많은 숫자인 약 900명 의 동독국민들이 탈출하면서 탈출

자는 점차 증가하였다 1 8)

9월 9 일에는 동독의 11개 지역 대표 30명 에 의해 재야단체인 「新廣

場J (Da s Neue Forum)이 결성되어 개혁운동을 조직적으로 주도하게 되

었고，애) 10월 4일에는 체코의 프라하로부터 약 1400명 의 동독인들이 特

~Ij列車便으로 서독으로 이주하였으며， 결국 10월 18일 에는 1971년 5월

부터 동독을 통치했던 「호네커」가 축출되고 「크렌츠J (Egan Krenz)가

동독의 새지도자가 되었다 20) 그는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소련을 방문하

여 「고르바죠프」등 蘇聯高位官更들과會談， 페레스트로이카식 改童을 다

짐했다.

11월 7일에는 동독내각이 총사퇴하면서 국민들에게 동독을 떠나지 말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고， 11월 8일에는 동독 最高決定機構인 政治國을

改童派 A士들로 全面 改編하면서 개혁파의 기수로 알려진 新任 政治局

員 「모드로J (Hans Modrow)를 새 내각의 首相으로 지명하여 개혁을 위

註 18) Micha Wimmer, Christine Proske, Sabine Braun und Bernhard Michalowski CRe
daktion) , Wir sind das Volk! - Die DDR im Aufbruch , CMunchen: 1990), pp. 12-22.

19) Hubertus Knabe, “ Politische Opposition in der DDR", in :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2/90 ， (Bonn: 5. Jan. 1990) , p. 26.

20) Micha Wimmer Cu. a.) , op. cit,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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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직적인 진용을 갓추는 둥 동복내의 정지싱·행이 급변히는 가운데，

11 월 9일에 는 戰後史의 鼠·大事{!j:이라고 불리우눈 「배털판 장벽」이 현리

는 일이 벌이졌다.

1111 를 린 정벅이 헐린 다음，감인 10띤 동독공산당 중앙위는 더다] i뿔짧펠

}j(!i, 모든 n1f行規!til] 의 jk久微|發 ， *gU젠政策뼈뺏， :L라 고 保安隊애 대 한 議

會의 합I.視 풍 대대작인 개현계회을 벨-표하였다.

또 동-독의회는 13일 共j짧黨.휩t↑앓 40년시 상 처음으토 자유정선 l:l 1 뭔투

표룹 풍히] jp共j뚫黨인 농 lJl 녕- (Bauempartei ) 의 「딸호이다 J (Gunther

Maleuda)黨 댐-콸 선출하았고， 17일에 는 「꼬드보」합써이 이끄는 새 내각

이 구성되있다 2 1 ) 또 23일 「크렌츠」는 공산당의 정부지배룹 보장ii]- jL 있

는 〕공독 힌 l꾀 지I] ] 조룹 페가힐 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보써 東獨 i.,JX 1t'i週

!lJ'JJ 애 또 히니의 증대한 양보룹 히였다.

나，콜」 首相의 10個項 統-方案

이 to] 힌 가운테 서폭의 「괄 J (Helmut Kohl) 수상은 11월 28일 꼭얻고1

유럽의 分뼈f을 ~1Jl~허가 위한 이판 l~l- '10711 항의 프료二L 댐 J (Zehn

Punkte - Programm) 을 제의히였다22) 그 내용을 7，)-략히 요약해 보띤 다

음파 짙다.

첫째 : 샤똑은 지규 }..J핀떠인 分W} 1j- 의료자1공피 같은 부분애 대해 도

유이 필요한 동독에 대히l 즉각작이고 ':l제 식 인 원조뜰 제공힐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꽁묶으로부더 오는 모둔 방문객뜰에게 1년애 한1깐 지

불하는 흰앙 굽 (Begru,8ungsgeld) 이 여 행 정 비 초담의 해 결 1상1꾀 이 이-니 랴-는

갓을 잔 안다. 결놔 풍독은 스스토 ::L들의 여행자들애가l 필요한 외국환

을 지l 공해 주이이-만 한다 우리들의 목표는 동 • 서독 어느 곳으로든

기능한 한 1상해 받지 않는 여행이 이루어지는 것이1:1-.

할째 : 서독띤맹정부는 잉;쪽 국밴 모두에게 利益이 되는 꼬든 부분-에

서 지감끼지처런 풍똑피 1씨力을 기1 속한 갓이다. 그것은 특히 *Jl~i뺑 ， f~1 學

11術 그바고 文化|찌 )J 이 다. 특변허 증요한 것은 환정보호 분야에서의 챔

ilt 21) Ibid, pp. 148-159.
22) Pressc und Informalionsaml de l' Bundes l'egierung, Bullet.in, Nr. 134, Bonn , de l' 29.

November 1989, pp. 1146 •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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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동서독간의 電話運結과

동독전화망의 건설을 더욱 확충시키고， 「하노버」와 「베를린」간의 철도건

설에 관해서도 상의할 것이다

셋째 : 만일 동독에서 政治 • 經濟體制에 기본적이고 “되돌럴 수 없는”

(Unumkehrber)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은 지원과 협력을 확대할 것

이다. “되돌렬 수 없는”변화란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동독당국이 야당그

룹과 헌법개정과 새로운 선거법을 타협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들은 동

독에서 비사회주의 정당들도 참여하는 가운데 자유， 평등， 그라고 비밀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것을 지원한다. SED의 권력독점은 사라

져야 한다. 法治國家로의 입문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형벌권의 폐기와 모

든 정치범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의미한다 또한 經濟的 支援은 다만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수 있다 官價的

인 計劃經濟는 제거되어야만 한다 ....

넷째 . r모드로」首相은 그의 政府宣言에서 「계약공동사회 J (Ver-

tragsgemeinschaft) 에 대해 언급하였다. 우리들은 이 사고에 대해 관섬

이 있다. 독일내 두 국가사이의 특별한 성격은 모든 분야나 모든 차원에

서 협력을 위한 더욱 밀접한 합의가 요구되어 친다. 협력은 특히 경제，

교통， 환경보호， 학문과 기술， 보건과 문화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섯째 : 우리들은 聯챔制 (F()derati on)를 목표로 독일내의 두 국가사이

에 國家聯合構造(Konf()derative Struktur)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것은

독일내의 聯웹國家的 뺏序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것은 동독

내에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정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동독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치는 分斷으로 인한 국민들의 아픔을 털어 주고 국

민들의 統一을 위한 의식을 일깨우고 촉구하는 정도의 작은 발결음으로

제한되었다. 만일 앞으로 자유선거로 성립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정부

가 파트너가 된다면 對東獨政策은 완전히 새로운 경지에 들어서게 된다.

…'"우리들의 역사에서 보면 독일에 있어서 國家組織은 언제나 國家聯

合과 聯추뼈Ij였다. 우리들은 이라한 역사적 경험을 다시 취할 수 있다.

결국 統一된 독일이 어떻게 보일까는 오늘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統-은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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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 동서독간의 關係發!if:은 전체적인 유럽똥합 및 동서관제의 구

조속에서 딴전시킨다. I]] 래 팍일의 설계는 미래 전체유텀의 섣기1 애 따라

야만 한다. 이릅 위해 때方은 지속적이고 정당하게 유럽평화질서의 구상

에 선도자적인 훤풍을 히여이: 한다.

「고프 II}효프」휩記파괴- 나는 이 P] 언급힌 u]-와 김 이 ~깝(1 98 9댄 ) 6월의

共I폐會센애서 「꽁농 유럽의 짐 J (das gemeinsame europaische Haus) 애

대해 언급했다.

그갓의 에달 둡지떤 :

- 각 놔가늘의 不 riJf상，고]- 'fd차의 尊」퍼:， 〕ι뜬 든if가는 스스로 u것펴， iid:

會體HJIj뜯 자유돕세 선 lil]한 권한이 있디-

- 꽤|際法의 mU1 1J 고} 체純의 尊ill， 꽉 ti] LvJ~ I각 決째{의 尊 ill

A얘t익 f않JJL

유힘민족:、탑의 역사에서 성정된 文化의 짧펄피- 保讀

일곱째 : 유떤共|꾀f뿜는 전체 유패 1관전에 전정작인 익한을 허가 때문애

더욱 깅히게 만갈아이- 한다. 최단 피바애서 있었단 유럽共|꾀體 會員|폐

ll'Lt會i淡에 서 유띤공품치l는 증유덤， 농유띤， 남·유템의 개혁적인 -~l~가늪

에가] 11 단한 것을 요낙L했다. 굉꽉 상판도 여기에 표힌뇌야 있다. 때분에

서판은 빠판 시힐니l에 동꽉이 겠|피 IU J~b으Si~ 가는 ill쐐플 획충히여 1992

년윌 전 I싱 힌 수 있도꽉 농꽉고1- 11’ 익 또는 혐펙협정의 처l 검블 추천힌다.

獨迎統 →은 유-댐의 써c유j(} ~!J-안I s:] 어 있다. 유폐공풍지l는 앨 un (Elbe) iT: 애

서 멤추띤 안펴고 동쪽으52 1꽤 Jb.퍼 °1이-만 힌다. 12711 든lf 이 회윈언 유유-펙꽁

농치채l는 다만 유쉽의 한 부분이;，<.1 잔처l 는 이-니다. 그바브쿄 유템공동체의

원칙은 시싣상 전체 유댐봉함갚 포판!하는 것이아이- 한다.

여 넓 째 : 유패 'li:싸tZJJ )J會議(KSZE : Konferenz uber Sicherheit und

Zusammenarbeit in Europa)는 전체 유립 섣 제 의 핵 심 이 다

아홉씨I] : 유띤의 分縣파 獨迎分廠의 jL服윈- 위해서는 짧↑iilj縮小외- 'qI 1i해

統체1j 7]- 요 ~l도1 °1 전디.

열째 ; 꽉일민족이 지-유보운 f:，1 決애 의해 統}을 이룹 수 있도콕 유템

이 215 찌l iJ~ 인 싱-배가 되가달 111 판다. )1).統 ·은 독일의 콰가적 統一 fi!~의

꽉귀이며 二l것 은 연방정부의 i앉Nt떠 tl 댐이 다 獨遊統←→의 견이1 는

오늘 이무도 정확히개 답변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

90



을 잘 안다 상호간의 신뢰적인 분위기만이 역시 유럽의 分輔인 독

일의 分籍을 평화적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방해하는 것은

改후이 아니 라 祖否이 다 ...

이 상과 같은 「콜」수상의 10個項 提案은 서독의 獨速政策 또는 統一政

策의 章命的 변화가 아니라 이미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새로운 方

품으로 엮었다는 데 그 意味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다 23)

또 그가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서둘라 統一方案을 발표한 이유는， 먼저

독일인들의 統一意志를 국제사회에 확고히 천명하려는 것이고， 다음 美

· 蘇頂上會談과 EC會員國 頂上會談 등과 같은 獨速統-問題를 다룰 가

능성이 있는 회담에 서독의 獨速統-構想의 내용을 제공하려는 것이며，

또 한편 統一됨으로써 막강해질 독일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게 유럽共同體와 유럽安保協力會議， 그라고 유럽의 平和f*序를

강조함으로써 獨速統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는 설득의 의미도 있다

고 하겠다.

이러한 「콜」수상의 統獨案에 대하여 동독과 소련공산당들은 즉각 反

對立場을 表明하였다. 특히 동독 공산당과 在野는 統一이 되면 「히틀러」

때와 같은 國經主義의 惡夢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고， 現段階에서는 서독

으로 吸收統合이 될 가능성이 크며， 統-問題는 주변 국가들， 특히 소련

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폈다. 이러한 가

운데서도 동독의 주요 도시인 「라이프치히 J r드레스덴 」 등지에서는 獨適

統一을 요구하는 수십만 시민들의 示威가 계속 잇따랐다.

소련은 1989년 12월 4일 서독과 독일통일문제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고， 같은 날 東獨在野는 統獨問題를 國民投票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별임으로써 「모드로」首相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

겨 주었다.

한편 동독공산당은 12월 16, 17일에 열린 제 2차 緊急 特~Ij黨大會에

서 黨의 體質을 획기적으로 改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간적이

며 민주적인」 사회주의의 실현을 촉구하는 새로운 임시 黨鋼領을 만장

註 23) Peter R. Weilemann , “ Der deutsche Beitrag zur tJberwindung der europaischen
Teilung- Die zehn Punkte von Bundeskanzler Helmut Kohl," Aussenpolitik , Jg. 41,
1/1990,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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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로 채택히고 黨.名을 SEDoll r r~~tJ1rt會:t義행 j (Partei des De•

mokratischen Sozialismus) 윤 너 }을아 I-SED-PDS J쿄 、It싼 혀 았디→ 24 )

12월 19연 애는 배플랜 |훤뿔이 1M壞되 고 또 동독애 새 政權이 뜰이선

이후 처음-으로 풍폭의 「드레스넨 J r!j애서는 째獨 J뒀上會談이 엘려 꼭 ql

紙←→問웹와 상호 X，lj~ l짝 |“ )J ~rt\化方←짧 능 -상풍의 관심사룹이 폭넓게 쩌講

되었고， 12웰 22일 에는 젠-:;~ 독인 「분단의 싱정 l 또는 「냉전의 싱정」으

로 까지 불펴던 「낀 렌넨 1 1 ;프 ::1 J rill (Das Brandenburger Tor) 이 28년만01]

디시 I써11£되 어 이지1 ::2 JIIJ 은 새보 쟁취 한 「자유의 상정」이 뇌는 환희룹

독일인늪은 맛보았다 2，， )

다 r모드로」 首相의 4段階 統獨案

농-똑의 ljl!-드보J I'4-애은 소렌원{ 냉문하고 귀국한지 이틀만인 1990 댄 2

원 1 일 동1비관린애서 기지회견펀- 콩해 nil 꽉린을 수도로 히는 떤방제 중

힘든맘으파 판서꽉을 ，fj써c - -시 치 는 것을 기관구상으포 하는 이판 11]- r 하 니

의 조든lf， -독띤을 위힌 4단깨 풍입 l~ 안 1 26 )을 제시히였다.

4단체 써't1폐梁은 CD 우선 농 · 샤꽉이 NATO와 Warsaw條웬機1팎에 서

탄되， 따팎 ' 1 I n:을 이루고， (2)디유댄 ;11 효 1-l( V혐괄 111 봇힌 강제부분은 펀판

交M쩌tJ 빚 i파沈:t↑감r까41쐐tJ.

x지1 t망상의 회 오외와]- 정 뉴부L기 jFF1l- 〕등둡을 :tl :t1 팎는 Jtl서 l앉策機柳블을 구성 하고， 0) 이

갈 공동기구애 兩 t핑i=t.↑1J!. ~，- f~fJ~하는 공극식인 지}풍인~완 하는데， 이떼 JfMl

~:I\H JlJ l、이l 사 양측이 선거 블 실시 한다는 갓 이 다.

이 He菜중 농- . 샤목이 NATO와 Warsaw條約機해갚부터 틸되히l이 한

다는 부분은 사독이 ~곧 받이뜰이기 이 t사 운 내용이다‘ 그 이유는 우선 현

존 유폐질서의 판 변회없이 統 .‘을 쐐‘땐、히는 서독의 統 -Ji핏피 11]1 치 되

따 1952년 3월 스탄런의 써i獨茶에서 부→티 보여주는 11]-와갇이 소렌은 서

폭이 NATOoll 1)11 人힌 때 부바 적극 저지 -&1- 려 했고， 또 지급끼지 소랜고l

농꽉은 서꽉의 NATO료부터 의 !tit退찰 요구한 것과 같이 서유띤애서 미

놔의 영향력을 제거-61퍼는 속센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라프꾀 「꼴 J I란」

~~t 24) Micha Wimmer (u_ a.) , op. cit. . p. 232.
25) Ibid, p. 240.
26) r싸센 FI 빼 h 1990년 2월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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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의 統-方案에서도 군사블럭과 동서독 주둔 외국군에 대해서는 언급

이 없었다. 또 中立化 統獨案도 서독의 입장에서 보면 유럽에서 독일을

고립시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한 유럽에서의 독일의 地位

를 약화시키고 또 고립될 可能性이 있다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

1989년 11월 9일의 베를린 障뿔의 澈去도 이미 그해 6월 15일 「고르

바효프」가 서독을 방문했을 때 「장벽을 구축했던 與件들이 사라지면 베

를린 장벽은 철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 후 장벽이 澈去되었

고， 이번 「모드로」의 4단계 統一方案도 소련방문 직후 나왔으며， 또 그

가 「독일인이 統獨과 관련된 최종적인 自決權을 갖고 있기는 하나 독일

분단에 관여한 4개 列彈 및 모든 유럽국의 理解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

라고 강조한 바와 같이 「모드로」의 統獨案에는 蘇聯의 影響力 이 상당히

많아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드로」가 統獨을 提案한 또다른 이유는 동독내 의 여 러 도시 에서 수

십만의 시민들이 각종 시위와 모임을 통해 統一에 대한 열망을 분출시

키고 있었고， 또 3월 18일 의 總選에서 「모드로」가 이끄는 동독 사회주

의 統一黨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월 2일 옳동聯外相 「세 바르드나제 」는 統獨問題에 관한 세 계 의 여

론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유럽제국의 國民投票나 광범

위한 議會協議를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그의 이라한 독일 統-問題에

제 3 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提議는 지금까지 흔히 分斷國의 統

←→問題는 담決權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반적인 주장과는 상치되

는 내용이다.

또한 東獨議會는 2월 5일 ， 3월總選까지 동독의 국정을 맡아갈 새 짧

國聯立政府로 동독역사 40년만에 처음으로 각료 36명 중 공산당원이 17

명밖에 안되는 共塵少數聯政의 出뻐을 승인하였다.

특히 서독의 「콜」首相은 2월 10일과 11 일 모스크바를 방문， 「고르바

죠프」서기장과 統獨問題를 중점적으로 論議하였고， 또 24일과 25 일에는

美國을 방문， 「부시 」大統領과 統獨方案， 東西關係 및 軍縮展望 등에 관

해 會談하였다. 그리고 「콜」首相과 「겐셔」外務長官이 모스크바에서 「셰

바르드나제」蘇聯外務長官파 만나는 자리에는 美 · 蘇外務長官會談을 위

해 소련을 방문중언 「베이커」 美國務長官도 합석하여 統獨問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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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렌， 서독 3者會談이 이루어진 갓으포 알려졌다.

이러힌 급격한 싱황의 변화에 rl1 응히 기 위해 서독정부는 「촬」펴짜|의

주도아래 關1*部處I십1 의 긍정적인 統獨 )J‘茶-딛- 마렌허가 위한 「柳迎統合

꽉7JIJ委員會」룹 구성하여 작임에 직수히는 힌펀 iffi貨의 \'it.---化달 1:11 풋 ，

동꽉 經펙벼-챙을 위한 양독 *1‘ i썩C써C 1와會5씻을 즉각 개최텔 것잘 풍꽉측이l

저l 의 히 았고， 동독도 이룹 전폭적으토 환영힌다고 응담하었다.

또 동 • 샤독은 얘|쐐의 異J!을 시전에 폐서뺑하기 위해 1990년 3원 9일

統←→問웹애 판한 싣무급 공식회담윤 개최히였고， 14일에는 「오티외」에서

열린 束: i}Li 外務長/다· 쩍淡에서 마년1힌 이펀 11} '2 + 4회 담」을27 ) 열기애 이

프랐다.

라. 東獨으I 3.18 멈由 總選鍵 結果

동꽉애서는 40년 띤애 치윤으호 3원 18일 총 1 ，238밴 맹 의 유권자뜰

기운데 93.22%의 않핑率을 .!:i~이 I 이 땀닛~ u~ 인 l늬[1:1總避짧가 싣시되았다.

이 ill!행에 서 는 디유 l펴|表애 서 보여주는 111외 김 이 「판」總랜기- 주J1:적

으보 지원힌 기민당(eDU )， 꽉힐시희동맹( DSU )， 민주부휠당(DA)의 liL

수선거농 l 빙 λ11인 「독일떤힘 J (AD) 이 승리히었다. 그바나 독일띤힘은 총

400석 의 來獨 짧會講!%‘ 기운I'll 피민수 의석에는 ]:11 치 지 뭇하는 19:~석 읍

지-지히여 절국 시-띤딩' ( SPD ) 파 대인정윤 :11-성 히 기 보 함의하에， 4월 5일

애 역시적인 !꽤院式을 가졌다. 풍판의회는 새국가의 출맨을 선포하는 한

펜 쐐ill! ~itiJ+l: 지1 1 당이 펀 71 1，11 녕 의 ,5'-1'1 데 떼지애프」’행.펴-달 :J 1 : j ~함l佛

\l:l&때.의 1"\ ‘ ttl으보 }감名 히 였니 .

〈도표) 3.18 東獨 總選 結果

ll& 黨 1 ↑냥팎젠 | 議席빼t

CDU (기독덴주딩) 40.91 % 164석

SPD (시 회 민주딩 ) 21.84% I 87석

PDS (민주시 회 당 • 구공산당) 1 16.33% I 65석

DSU (독임시회주의풍 l빙 ) 6.32% 25석

Liberale (자유민주동맹 ) I 5.28% 21 석

B90 (90연 힘 ) I 2.90% I 12식

,it 27) Die Zeit, 28.Mal' z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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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黨 得 票 率 議 席 數

) (독얼민주농민당) 2.19% 9석

ne (녹색당) 1.96% 8석

타 1.95% 9 석

DBD
I Gru
仁 7]

자료출처 : Sonderband DDR, Fischer Taschenbuch Verlag, Frankfurt 1M.
Apri11990. p. 259.

•

‘

獨適聯合은 選學戰에서 統一問題를 가장 전변에 내세우면서 동독이

서독의 기본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吸收統合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와 반대로 사회민주당(SPD)이나 민주사회당(PDS)→구공산당의 동

일방식은 統獨을 목표로 하되 오히려 2개 의 주권국가를 출발점으로 대

등한 입장에서 國家聯合을 거쳐 聯돼國家로 발전하는 단계적이고 장기

적인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總選結果는 「모두(동 · 서독)를 위한 번영! J (Wohlstand fur

aile! )과 「사회주의는 절대 다시는 안돼， 자유와 번영을! J (Nie wieder

Sozialismus, Freiheit und Wohlstand) 이 라는 선거구호를 내 걸었던 기 민당

을 주축으로 한 獨適聯合이 勝利함으로써 동독국민들은 이번 選學를 동

하여 早해統-과 서방식 풍요한 經濟는 물론 政治的인 넙由까지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選學가 끝난후 서독의 「본J (Bonn)政府와 동독의 「동베를린J (Ost

Berlin)政府는 「이웃나라들과는 양해， 내적으로는 단결 J (Verstandigung

mit den Nachbarn, Solidaritat im Inneren)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

처럼갱) 그들은 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兩獨의 經濟 • 通貨 및 社會統合의 목표일자를 7월 2

일로 공식확정함으흐써 2차대 전에서 패한 후 分斷된 독일의 完全統一을

위한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독일은 베를린 障뿔이 걷히면서 동서독간에 精神的 統-을 이

룬이래 3.18東獨 自 由 總選學로 동서독 政黨들간에도 統-이 이루어졌고，

經濟 • 通貨 및 社會統合은 물론 外交問題에서도 일치된 행동을 해나가

기로 합의를 함으로써 統一의 발판을 확고히 하였다.

註 28) Die Zeit, 23. Marz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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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獨進의 統一

獨j짧統←→이 이렇게 빠픈 행보룹 거듭「 헐 것이라고 예측한 시-펴은 l펠

보 없다.

j폐j와써C →이l 대히l 샤 |폈疑 I~ I(J Jil!，센윌 연으킨 시-띤들은 독일 l행內 • 外륜

막판히고 많다 i 우선 서복내에서 납속한 獨j잊統→애 대해 회의식 1시 응을

일으킨 시-림들은 며獨씬i젠의 J펀化 III能' I~ l: 블 이유호 둡고 있었다. 즉 급격

한 統 ←→은 r1j ~易經濟體HJI] 에 나 무 취 약힌 농댄-때 문애 *~者 Itl]펠 ， 1t'tlliJ
웹， 썽〔합， Jlt\念 lifJ lUi등 tHO선 • 퍼I:셈問}댐뜰 이지시치게 되고， 이또인해 진즈lf

사폭의 싸I~i젠 ilk n펀가 악화펠 우려기 있다는 갓이디. 더 구체적으호는 ii월 w

t혐發애 띠끈 q씨{필 땀G ， 서꽉국민둡익 점t1iL :/?합JJn 와 서독의 財i많씨X字， ~l퍼 고

TJ1·브 :=-1.회 의 f필 1i힘. 下落둥윤 에상하고 있다.

FE 붕꼭~ 9] 입장에서 ‘1i이. 1ι ;;!헤한 統 →이 란 꽁-꽉이 (lEi獨經펙애 l싸115£

되는 현상인데 그렇게 되띤 풍독애서는 政씨: filllVJ 1iL )發 ll: ， 消챔 H~애 찌.t 1섣

lIh\1l*, ;f:t、有 HJ향; 訊:iE， 企뿔-設 l’!: 의 Iflll'l化 :T띠 고 外l펴I :企業의 投資計짜

등설 히여이: 하는 부팀을 안게퍼 :iL 무엇보다 서독애 함l생 꾀 는 것 ~L 자

체가 동꽉놔띤뜰의 I~I 餘心 IHJ펠리 고 까지 分析하는 시·단탈도 있있다.

서꼭 「만 8]' ~J J 의 힌 g1iJ‘ 5폐해 if. TIfHe所 의 최단 껴6 ri←| ‘ 애 따르떤 동독인뜰

익 약 91%는 써C←→을 원 ·o]· :lL 있으1시사도 I싸l싸‘統싼);‘ j\ 애 는 거부감을 〕二

끼고 있디는 것이디. 이짓은 :t’t J!lu *，~! ili~ 따夜 Clj: 5000 1핑 의 동독인블이

「농 un 、룹 런 」애 서 「서꽉띤 l앙 제 13 1센 씨l 까|‘|갚의 떤엮반대 J， ["서똑 사띤.A]

화 딴대 1 의 구호콸 외치 l꾀 터1 R[꽉 민였넨 것이 질- 펀헤춘다.

1" 1개 지 애 브」기 이끄는 농독 기 1낀딩의 i&:剛~~j(策은 (1) 서독 기렌댐 지1

32 조애 띠퓨 힘맹형식의 동-일， (2) 자유시장 경재도입피 「도이취 1]1 프

크J (D- Mark)보의 콩희판힘 및 시유지l산권 인정， (3) 유랩통힘의 :，L도

하에서 2000년까지 JI:힘事化 등올 내용으S~~ 하고 있다.

서독 기관낸 제 23조는 「기관멤의 효단1 맨 위 J (Geltungsbereich des

Grundgesetzes) 닫 정히고 있다. 즉 ]뜰은 우 선 서똑 기본댐의 적용. 1꾀위

괄 현재의 12주륜 나익하고 있고， 꼭일의 다판 부분애는 ζL달의 편입후

애 효 력 이 딴 생 한 디 .(In anderen Teilen Deutschlands ist es nach d딩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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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tritt in Kraft zu setze이라고 명시 하고 있다 29)

그리고 기본법 제 146 조 「기본법의 효력정지 J (Ende der Gultigkeit des

Grundgesetzes)조항에는 이 기본법은 독일민족이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새로운 헌법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날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애)

이로써 서독 기본법 제 23 조와 제 146 조에 근거한 동독의 서독연방

歸屬方式이란 동독의 집권당이 적당한 시기에 개헌， 또논 의회의 결의를

통하여 서독연방에 귀속하는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동서독간에는 모든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간단히 統一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도 社會主義者들과 資本主義를 표방하는 사람들간에 마찰

이 있을 수 있으나 3.18동독 담由總選學 結果를 보면 결국 동독국민들

은 서독 기본법 제 23 조에 따라 合뺨되는 形式으로라도 統一을 원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戰勝 4個國과 폴란드등 이해 당사국들은 동독총선에서 기민당의

압승은 「게르만 민족주의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 이렇

게 빠른 獨速統-問題에 신경을 쏟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와같이 戰勝國파 周邊國들이 獨速統←一에 지 대 한 관섬 을 갖고 있다

는 것을 잘 표현한 것이 '2+4= 1 J 이 라는 도식이다 3 1 )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東 • 西獨 ( 2)間의 合意、이고， 그 다음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 4 )

戰勝國의 등힘解로 하나의 독일(1)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國境問題로 첨예한 利害對立을 보이고 있는 폴란드 마저 獨適

統一問題協議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3월 14일의 '2 十4회 담」에

서 폴란드의 참석을 합의하였다. '2+4회 담」에 서는 대체로 @통일독일과

폴란드와의 국경문제，CZ)통일독일에서의 2차대 전 전승 4개 국의 법적지위

문제，@통일후의 미 · 소 양국군 철수문제，@통일독일의 군사적 지위

문제등이 논의되었다.

폴란드와의 國境問題는 현재의 국경션을 인정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

다. 이것은 지난 2월 20일 「파리」에서 개최된 「유럽은 어디로 가고 있

註 29) Verwaltungs Handbuch, 6. Auflage, DGB Landesbezirk Baden- Wurttemberg, 1975,
p. 11.

30) Ibid., p. 52.
31) 이에 대해서는 DieZeit, 23. Marz 1990과 Die Zeit, 13. Apri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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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기」라는 국제심포지염에서 「브란드」前 |삐獨總꽤.가 「나는 힘써C一 (Re
Unification) 이 라는 말윤 쓰지않-슴니다. 제4제놔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

."국정도 옛널로 쉰-이-기지 않슴니1:]-. 1990년 의 국경， 즉 녹일괴 폴렌드

의 국경이 섣_ 1 생 한 갓입니다，32 ) 라고 만히야 U1-수괄 만은 깃처딩1 대 J!LiR

의 시팎뜰은 싸 |꽤;랜淑윤 인정하고 있디.

니음 해~써t -後의 i따l짜 4↑|센II쐐 의 i:tli0 Iι1:V:꽤많는 그뜰이 독일갚지1익

히l칠피 꼭일꽁일애 판히-에 공동의 책임이 있으1' 1보 獨j양써C → MIJ )파는 힘

싱- 김립괄이 도l있으나， 이 문제 l1느 칭깐l 지 이 섰다.

~L비 jI 굉일푸의 목얀테의 l냐〔평 1' 10 Iih↑\/‘ I I IB파기 둡 증요힌 논의의 데싱

이 되었있다. ]I]콰은 꽉인이 꽁인도l 더 i!j- ~ι NATO 이l 잔뉘 0]이이- 원다는

입장이고， 소랜븐 J갓윤 lJ! 이·단 얀 수 없디는 1만대 의 임장윤 썼있으나

소렌이 잉 〕iL뜰 함으갚씨 )강연꽉인간- NAT001] 잔뉘- δ]-;11 뇌 있다. 이 문제

애 펜-히1서는 서꽉의 각뇨간에도 J'~- Y~ 이 A]] 기 s:1 기 도 히였니. 즉 「겐사 l外

初K'r~r -,0_- NAT001] 잔뉴히S:1 :)1체’ 바化단 --II 싱-하고 있고， 「스꽉1\'1) U11 i~:L J

|꽤따~ l~J피’은 봉떤판덴은 꽉언익 、Iιt- τ만，'1 01] 디1 6)] I끼찌~J' 91 L1tH:윤 λl 이:

히가 때끝이] NATO의 휘하이l 있을 수 없다고 밴대하고 있다. 즉 그의

구싱은 굉일꼭일딛→이 주권의 속싱싱 한1 농꽉에 주둔히l이- 히- nl， :1바 고

NATOlll 멜 \'011 동-휘과이서도 인씬디 :i f_ o]였다.

여 하븐- 쩨迎써c - → fl바펴에 관젠 젠 )，IJ 않 l쐐 핀 ‘요 꽉일이 l¢， 띤 의 If패II 외 /ι

JE블 해지지 않는 맨위내에서， 또는 NATOQ]- 유템공농처1의 칠-관 깨지

않는 빔위내애서 ， :L펴 고 제 2 지- 대전 0 ;감 정히l전 l폐 j찮쇄의 不 IIJ‘합， k$f

떤의 ι|내1I 1 ' 10 M快: ， A•rr:J!j- lit 끼5: il'0 l~1 Ll I 의 f휴 핀 등 10원 칙 갚 선언힌 유해

인보혐넥회의 (KSZE)의 「헨싱치선언 l괄 띠-븐다는 조건 011서만 가능히다

는 제한이 있았다. 랜JJ싸4人‘|폐피 수1펜놔블온- 꽉일이 이 조건윤 준수히피

라는 기정히이l서 꽉일풍띤애 응힌 것으갚 ]iL인 디 .

한펀 주씬국둡은 독일이 꽁인되이 깅펙히l 지는 것윤 누러워 0] 띤 서 도，

이밴의 똑일풍일과정은 과거 tIl 스마므크식 의 깅렉한 軍휩力이나 外交術

애 의 한 統 이 이 니 고， 국띤괄의 야主띠 던j빙에 의 한 平和的 JH1::으로

의 통일이기 때문애 팽창의지기 피'j-자와 다프고， 또 이제는 集|패 'I;:保體바Ij

OH‘ 32) 소 ι뷰] τ :i: 지l 선 ! 지~1. “유헤판 이 c1 iL 기고 있는기" r힌 ~: i:· ~~':단 J . 1990년 4원호.

p. 2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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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安保問題를 구상하기 때문에 통일된 독일도 주변국들과 공존할

수 밖에 없을 것으호 내다 보기도 한다. 이라한 논의가 별어지는 가운데

서도 동서독은 1990년 5월 18일 서독「본」에서 총33쪽 38개 조항의 「동

서독 경제 사회 통합협정」에 조인함으로써 45년에 결친 分斷狀態를 사

실상 마감하고 새로운 單一 經濟 社會體밟Ij를 출범 시켰다.

1990년 7월 2일부터 발효되는 이 협정의 조인으로 동 · 서독은 서독

마르크화를 兩國의 유일한 公式貨簡로 정하고， 모든 通貨管理는 서독 중

앙은행(Deusche Bundesbank) 이 맡도록 하였으며， 동독은 完全한 統一이

될 때까지 우선 中央 統制式 社會王義 經濟體채Ij 대신 서독식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서독과 통합된 單一經濟團을 형성하기로 하였다.

더 나아가 동독은 기존의 共塵主義 法制度를 폐 기 하고 서독의 法밟Ij를

도입하여 현재 추진중인 聯해flJlj 國家로의 復歸過程을 거쳐 궁극적으로

서독 헌법을 바탕으로 完全한 統一國家롤 이루었다.

그리고 8월 31 일 에는 양측의 정치 · 법률 • 제도 등 전반적인 사회체제

를 단일화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담은 「통일조약」까지 체결하더니， 결국

독일은 10윌 3일에 통일을 선포하였고， 10월 4일 에 는 전후 45년만에 처

음으로 소獨議會까지 개원하였다.않)

4. 獨進統一어 南北韓 統一問題에 주는 敎닮1\

최근까지도 한국에서는 東 • 西獨關係를 韓半島 統-問題에 적용해 보

려는 시도는 「분단고착화 책동」이라고 하며， 이것은 獨通分斷의 歷史와

韓半島 分斷의 歷史를 모르는 소치요， 두 나라의 國內 • 外 政治狀況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發想이라고까지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뼈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면서 남 • 북한도 이제 對立 · 鏡爭體制에서 벗어

나 동 • 서독과 같이 平和共存의 기틀위에서 分斷으로 인한 民族의 아풍

을 덜어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 보았으면 하고 기대했던 많은 사람

들은 당혹감을 감추기 어려웠다.

註 33) Peter R. Weilemann, op. cit, p. 20.
34) 이와 비슷한 견해로는 강민규， “분단극복과 평화통일←기독교계의 견해"， 1989년

2월 1~2일 ， 한국정치학회 주최 통일문제 특별 심포지웅 발표문，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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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샤독의 共存狀況은 분명히 뚜기 ;;<. 1 다 5 요인에 의해 초성될 수

있었다. 히니는 獨述外담II 짧햄l꽤 l~tl페 이 나 tli~ f1:으보서 JI，: tJ 윤 요구하는

헬싱 71제제애 의해 품 • 서독이 分斷 [till 처·化널 강요딩-했던 알띤이있던 만

변애， 다판 하나의 j~tF됐I꾀은 독인 ?l 자선블보 하여감 당장 오늪 실한

되지 않는 .'강인에 집직-허가 JiL디 는 분단으J료 인후l 두 똑띤민족의 Or퓨

피- 고동관- 딘이기벤서 삶의 질윤 높이 hL펴는 디-판 일맨이 있있디고 하

겠다. 이것이 11}보 똑인인듬의 엠1' 1' 1 이요， 젠쉐i!표;j( f폐il l 이 라고 힐 수 있니.

그 '-"1 ιL갚 농 - 서꽉익 :J~ fY })‘피핀- 힌，11 디 _\:_~ 分剛 l깐l 힘化 il&策의 j펜物이

랴. :11 1생 기 했단 것은 동.• 서판펜세의 일멘시1]- 윤 깅조했틴 갓애 관피-힌 깃

이1:'-}는 갓이 초l f L 의 샤£ vlij獨 l쐐係의 變化에서 산 증1잉 꾀 있다.

판판 rjHIJ은 상廠윤 상시회하시나 :jL직 회-한 수도 있으니 꽉인븐 JC
({ill 는 가분 ι1]서노 세속 랬센·윤 시도 ill어 오늪에 이、간 것이다.

꼭얼인끌 °1 Mt-'IHj)떼는 거판도 히지 않으맨서 {쨌能J. ;짧띠 냈iii:윤 상

히1 'J.i4:제관 jfl)}<il]r이 LVi삿 H iJ 깜 ' 1' 1:픔 찾으펴 했딘 101] 빈'<'ilL j꽤 L~ Ji삿둡븐 統

→의 이하운 현실은 외맨젠- 치1 띤찌까띤 Un) ，v서 히 ]]1 紙→':f l ‘ J: :짧 O↑l 시보

잡혀 있었다. 그바]단; 機能 t파(10 싸近에는 만족히지 핏헨 뿐만 이니라

그갓을 分剛 WiI 차化 策!fi))이 U1- ;1l 끼지 비난히였다. 1J}꾸이 만하 1선 꽉젠은

R~c ← → f꿇 :it Il&짜을 취에 :lL 있:II， 젠-꺼L븐 II 、 씨 I i싫 :ilil& i策-을 취허y.~ 5~~ J‘F헨 윈

￡패~ . j~.(r:을 미팅으i~ 하는 한~;~ 91 써t " ' Ji갖관 분단고직회- 책농-이바 ·jL

111 년 하고 있으n1 ， 또젠 힌 Elf Fr 꼭한91 11~f. J II J상짜윤 υ\~化~Jt- - 요← 위 힌 l패IliA

이 바 .eiL He 'J~lj 젠다. 이 깃 이 111· iic 폐↑싸 °11는 써C ‘;命j談만 JiL생 허가l 하 고 선

효는 히니도 없가1 만드는 이유승.9 1 δ1 니 이 c} .

동사꽉판 111의 변화가 우바룹에게 주는 니유 교훈븐，딘인 ~J~ li'l 윤븐 ’‘dl~

一 0 1 어떤디는 것도 안고 있고， 또 統 ‘은 쟁취힌 수 있는 디}싱이비는

것도 열고 있다는 것이다. 이갓은 맹꽉작 써t · J3.J“폐}이 니 l씨Itrl'0 分없Il' ml

定폐에 11111- 지 있는 우띠틀에게 시시하논 111 기 븐 내용이디 .

.~1월은 당정- 써c · 이 0] 퍼 운 깃윤 일고 있었기 때분에 우선 섣힌이 가

능힌 交iJ-rE부 Eel 시작하여 낀:，:- u1] 판 넨 l않괜윤 δ1 닫01 ~r: 댔고， 이지1는 이

힘 을 111 팅 으또 주-댄 l패II際 [10 J뒀J~~윤 쩨迎써i 애 유리 한 1상향으또 유도 히

는 삭엠애 피:tJ 히 나서고 있다.

즉 꼭인인늪은 統-_.~폐議는 1::1 씨I) 히 띤서 도 2세 뜰애 가l 敎育을 풍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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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서독)은 전체독일이 아니고， 그 국민들은 전체 독일민

족이 아니다 : 독일은 서독보다 그 以上이다J (Die Bundesrepublik De

utschland ist nicht das ganze Deutschland, ihre Bevdkerung nicht das

ganze deutsche Volk : Deutschland ist mehrals die Bundesrepublik) 35) 라

는 意識을 섬어주어 「미래의 독일」에 대한 對備를 하였던 데 반해， 우리

는 누가 統-을 외면하면 非愛國者라고 호도하며 統}을 외쳐댄다. 또

북한은 한국을 「미국에 예속된 괴뢰」로， 그리고 한국은 북한을 「테러분

자들」로 묘사하면서 相對方 때문에 統一이 되지 않는다고 서로 責任을

전가한다. 이렇게 남북한 국민들은 統一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모르

고， 또 우리의 노력에 의해 이룰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도 잊고 있는 사

람들이 많다. 統一이 어렵다는 敎訓은 이미 解放政局의 左 · 右賽間의 투

쟁에서， 또 政府樹立 후의 남북간의 싸움에서， 그리고 그 후부터 지금까

지의 결과없는 각종 南北會談의 經驗을 통하여 충분히 얻었다. 특히 解

放政局에서 의 열띤 統一論議가 결국 分斷의 投좀U밖에 못하였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오늘처럼 統一問題를 政爭의 對象으로 삼는것과 같

은 과열된 統-論議는 오히려 統一의 길을 요원하게 할 뿐만이라는 사

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또 하나 敎訓으로 삼을만한 것은 남북한은 이제부터라도 相對方을 아

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동서독관계는 그동안 A的 • 物的

交流는 물론 서로 相對方測 TV까지 자유롭게 視聽할 수 있음으로써 동

서독인들은 共同 文化園， 共同 生活園을 향유할 수 있어 서로를 잘 알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독일인들로 하여금 東西獨關係의 變化를 큰 충격없

이 받아들인 힘이 되었고， 더 나아가 統一을 구상해 볼 수 있는 바당이

되었다.

이에 비하여 남 • 북한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相對方을 보기

때문에 그들의 實體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된다 r맥도널드」

교수의 「한국국민들의 북한에 관한 지 식 은 북한국민들이 한국에 관해

알고 있는 지식보다 나을것이 없다.」36)는 寄橋는 우리들의 統一論議가

얼마나 虛땀인가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려므로 그는 만일

註 35) Johan B. Gradl , “Deutschland als Aufgabe", (Koln : 1986) , p. 198.
36) r東亞 R報J ， 1989년 11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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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 l싼도기 내일 당정 統 ·이 뭔니먼 iii( ~f:1 찢 iμ會[19 基걱s:j1j[策은 말할것

도 없고， 난북힌간의 I_U핀樣 j;\괴 規ijili의 자이에서 생기는 굉장힌 |떠}댐뜰

이 딸생할 것이라고까지 내다 보았다. 그랴므쿄 지급부터라도 우퍼는 북

한애 시는 인띤뜰의 문제는 )1딴來 우리하族의 I問{돼rj j많웹요， 지

는 장레 힌반도의 분치l바는 인식으간L 꽉힌플 交파오1- Ihi!)J 91 對象 :L피

고 E~ J.핏 11~많 柳決의 피JW者또 파씬定하는 첩; h없의 大l빼換이 필요허다.

다유 동 · 서독관개에서 또 증요힌 현상본 l빠jiFt돼導者·블의 iii制애 핀

한 것 이 다. 써c싼땐倫에 서 新1쨌能I꿇JIll ;폐이 써j잠의 시 직 이 나 진전피 정 에

샤 극적인 벤회괄 기셔올 수 있는 깃으보 l바펴指導者뜰의 f않뽑O윤 깅조

한 것괴 까이 팡 • 샤독펀지l에서는 사독의 I-JL 란드」기 ， 배릎런 |첼랜의 제

거에는 폼판 I-a렌츠」의 익힌이 컸다는 갓을 감안헬 때 j판It輸 iij[ i!:H듀

導취틀의 l↑4 ~l t交流 또눈 써c -()11 디1 힌 갚JE?1- 이 쉬 다. 지 담부터 바노 IH~t

파 ’펴댐쉽「늪은 分뼈j으보 인히1 고굉-음 l닫고 있는 남북한 놔민둡을 위해

싣전적으쿄 도유r이 뒷만한 무잇인가·쉰 헤이겠다는 디침과 쩔댐가 펀요

히다.

다윈-으또 우미 *~d:\:Jj~ 이 판인민속으보부터 꽉 썽〔칩 11 으보 삼이-이: 힌 것

은 꽉임밴족븐 니플라1 은 l따 "F- u i) 니 ε1-난 l치Md:義가 배정이 되어 전후 4

U~l :k뻐| 애 의 히1 분단되 었으1긴 서 도 지1 속 t야 1짜의 I피띔~ 'i'~1 ‘을 회 랙 히 기 위 해

됐lli:싹 )J 원 기올았는 데 1만히]， 우바 l지族은 강디l 국에 의해 꽤:L기- 섞령되

지， 점팽씌-을 추종하는 엔2-1 뜨픔낀 에 분언이 있었고， 그 분열은 戰爭블

붉ι1 인으치 폐j치族은 칠놔 內웹애 익 히1 더 욱 확고히 게 分뼈f되 었다.

또 꼭띤 lJl측은 따I I際 1' 19 'i'1 1.'11 땅 L: 판 l il!1氣가 있을 I대 n}나 그것을 }꽃lli:‘의

기회쿄! 선이 오달애 이프댔는 데 l사 해 ， J圖 l치 Jj~온 전혀 그 기회뜯 집지

붓힘은 붉판， 흑 1댐邊 |핑1家뜰에 의히l 써l~ -- 을 위한 땅l웹氣71 조성펀디 ill
에도 tl}S~ 빼 ~I~ I둡 기- 分斷펼 때외 \11 친 기-지 쿄 다시 內땀이1 의히1 :1 機랩

콸 놓치지 않윤끼- 엠바가 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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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韓 · 東유럽關係의 改善과 南北韓關係

徐 困 喆

(外交安保冊究院)

1. 머릿말

1989년은 韓國外交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해였다. 한국은 정부수립

41년만인 1989년 2월 헝가리와 국교를 수립하는데 성공하였고， 이어 11

월에는 폴란드와， 12월에는 유고슬라비아와 그리고 금년 3윌에는 체코，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와도 수교함으로써 끈질기게 추진해오던 北方政策

이 結實을 가져왔다.

6개 의 동유럽국가와 國交가 수립 되 어 앞으로 알바니 아까지도 한국과

의 수교대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낳게 한다. 그렇다면 中國이 한국

과 修交하는 공산권의 일반적인 추세에서 이탈해 오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것세 대하여 더 나아가서는 그럴 필요가 있는하 하는데 회의를 갖

게 한다. 더구나 고므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의 페레스트로이카 政策

은 “외교란 타협과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과거와 같이

공산주의 사상을 수출하거나 혁 명 을 완수하는 것 이 아니 다”라고 규정 하

고 한국과 1990년 9월 30일 수교하였다.

한국이 동유럽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던 계기는 적극적인

「北方政策」의 추진，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韓國의 位相， 그리고 共塵園의

變化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중에서 특히 결정적인 역

할을 한 것은 공산주의가 본격적으로 변화하면서 對外政策도 급선회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理念과 體制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산주의 국

가들이 한국의 開放的 外交政策에 호응해오지 않았었으며 북한의 저지

활동이 주효해서 툼을 보이지 않았었으나， 이데올로기보다는 實利追求가

앞서는 융통성이 채택되면서 한국과의 關係改善으로 方向轉換을 했기때

문이다.

공산권의 體質變化와 그에 따른 對外政策의 轉換은 북한에 대한 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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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충격이며， 北韓의 ]lX策애 영향을 미첸 것이다. 이념적 공동체인 동유

럽 국가뜰의 개혁은 국덴플의 뜻을 정치에 수용하고， 사회생훨을 풍요둡

게 하띠， 삼아가는lOll 필요한 불품을 넉넉히 저l 꽁히 여 생휠의 침을 늪이

자는데 그 목표를 섣정히고 있다. 북한은 이와같은 일 1깐적 추세틀 거부

하고 흐프는 룹을 역 류시 킬 폐li펴 1'J0 ↑良據괄 찾을 수 없을 것 이 다.

이와함깨 균게 밴었떤 「형제국」뜰이 힌놔의 }是議애 선뜻 응히여 國交

룹 樹立히고 經i쩍協기윤 g~\化하는 일도 북한을 당황히게 힌다. 힌국을

공산세세호 부터 걱리시켜 柳l패外交를 단편적인 갓으로 딴뜰이 자족하

딘 상횡-이 변히여， 한국이 국제시회에서 당당힌 정회원의 자격을 획득히

게 된 힌섣애 딩횡히-에 북힌은 만처힌 입장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북

힌이 오늪날 서독이 50년대초애 활용했던 흰슈타인원칙을 답슛하여 한

놔과의 수교국가외- 만_liI현 입 장도 봇되 고， 되 는대호 좌시 힐 수 만도 없

는 처지이다.

이라한 관점애서 동유럽꽉가들의 [16(함]lX策과 힌·국피의 |패交附 i/~은 북

힌애 적지 않은 變化뜰 유도할 것이다. 이외 때룹 같이하여 한국의 위상

이 파거와는 전혀 다륜 위치애 도단허가1 되었다. 이외같은 남북한 각각

의 변화는 전국에는 까IlL關係에 도 꿨‘매인 려(폼을 가져오게 될 것이리는

것을 쉰게 據測할 수 있다.

넘북힌 웬- 711룹 동서독 관711 Y,L 끼지 끌이 올렬 수 있을까 하는 희밍을

가지고 ~It方政策의 意|샤， 동유떤국기들의 1펜화 및 한국과 나머지 미수교

한유쉽 국기 뜰피 의 關係 LJX주한 可能' 111 :윤 고찬해 보고지 한다. 또한 낚 북한

판세애 이외·감은 요인플이 어떻게 작용힐 갓인가 히는 짓이 중요한 띤

구의 대상이 될 짓이다. 이라힌 다각적인 분석은 겸국애는 묵힌·을 한반

도의 팽화정칙-괴- 남북한간의 집끈을 위한 타협의 理폐꾀인 對象으로 챔

導허가 위힌 jj案을 모색하는데 춧점이 맞추어지게 띈 것이다.

2. 北方政策의 結實

한국정부가 의욕적으보 추진히는 ~ltJjIlX~피· 이와 판렌한 북한의 분

제플 고침해 보자- ~t )j"政策이 란 총체적으로 共·훨主義 |웹家둡고l 關係룹

라(善하고 !패交룰 jM j'L:하려 는 外交룹 의 ]]1힌 다. 북빙-외 교 속에는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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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되는데， 그 이유는 北韓은 國際法上 독립된 外國이 아니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同伴者的 投뽑u을 하는 特別한 地位를 갖는 나라이

기 때문이다. 北韓은 外交의 對象이 될 수 없고 언젠가는 統一되어야 할

한 地域이라는 의미이다.

이와같은 개념은 마치 서독의 東方政策인 「오스트 폴리틱」이 동독을

제외한 동방에 위치한 모든 공산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의미하는 것과

비유된다. 서독은 기본법이 규정한 統一追求原則을 固守하기 위하여 동

독을 「특별관계」이론으로 따로 떼어 독일정책인 「도이취란트 폴리틱」의

대상으로 못박고 있다. 서독의 對共옳團政策은 동독과의 관계를 정립하

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1970년 8월 서독 • 소련간 무력행사포기

및 관계 정상화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고 같은 해 12월에는 서독과 폴란

드간에도 관계수립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1972년 12월 동서독간의 基

本條約總結의 밑거름이 된 사실이 있는 것이다 1 )

한반도와 독일간의 상황은 다르지만 政策內容面에서 北方政策과 東方

政策이 비슷한 점에서 한반도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될 것을 기대

해 볼만하다. 더구나 70년초의 東 • 西 陣營間 緊張繹和가 20년이 지난

90년대 초에 되풀이 될 증후가 짙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可能性은 크

다고 보겠다.

한국이 北方外交를 적극적으로 推進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와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해 왔다. 그러

나 공산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이로 인하여 남아프리차와 이스라엘 둥

몇 안되는 「기피국가」무리속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국은 前近代的인 方法으로 A種差別을 固執하지도 않았고 다

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국토를 빼앗은 일도 없다. 다만 북한과 다른 政治

理念을 採擇하고 있으며， 이 사실이 外交에 障짧要因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 다. 한국은 당당한 獨立國家로서 11쫓交를 하자는 당연한 요구를 세 계

의 모든 국가에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국력은 新興工業國으로서의 자리를 굳히고 있고 國民總生옳은

세계에서 16번째 ， 수출은 13번째 이 다. 8년만에 처음으로 理念과 體制를

註 1) 徐內喆 r통일을 위한 동 • 서독 관계의 조영 J ( 지 식 산업사， 1988),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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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히여 모든 나라가 참가-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저력을 국

제사회에 과시하였다. 힌국은 적극적인 자세로 寶利채主의 全JJ位外交룹

추진할 자격을 갖추었디고 보겠다.

한국이 동유럽국가 중에서 기-장 벤저 外交 (1'0인 接近을- 구제회-시킨 것

은 헝기-리와의 公J~修풋인데 ， 이는 북한에게는 外交ilj(策士 새보운 19‘ 형:

을 모색히도흑 하는 충직적인 사섣이었다. 북한이 한놔 헝가리간 수교

기- 이푸이진 1989댄 2월1 일 직후 부디Jill 스프 주재 북한대시-릅 소환하고

형기-리政센]‘에 강력히 헝-의헨 더l 샤 도 북힌의 딩횡-힌 입장이 나티·났었다.

북한의 농맹국애 대힌 ]샌念 EI'0 쇄* 1足求나 겨l 속적 인 우호판제 유지요청

은 511 딩- 동유띤 략기둡의 國內外 )!k¥}r, 變化에 따라 과거와 같이 맨이괄

여 질 수 없는1:11서 북힌은 이제 자선의 變化블 심각히게 모색히l이: 힌다

고 느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힌의 판집긴 회유뜰 뿌리치고 행기씌기- 풍유립국가늪에게 한놔에

대힌 外交政策의 變化플 談i훨히는 시 1꾀을 보여준 이유는 무잇일까? 헝

가펴는 전풍적으로 對外l바策의 名 :f" !~- 딛퍼 연-려져 왔다. 형가퍼는 소렌

보디 앞서기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도 따l佛의 ilj(策에 jf liJi 對 立히 지 않고

궁극적으쿄는 IitfJr* 의 政策애 웹施 j호응하여 깊은 신펙플 얻고 이델 1:11·

팅으호 피-김-하게 새호운 ilj(策을 추진히이 소떤의 iIX策開發애 선두역할

을 해왔디.

헝가띠는 공산주의 지l 제 의 변화가 균기와 깊이 되었딘 60년대 애 이 01

資*Eir義 00 ;필營’ }j 'j~을 채 폐 하는 과감한· 씬濟LI1c 겐i을 처 음으로 시도한

비도 있다. 헝가리 시회민수당의 니이1 프수l 당수는 1968년 당시 씬i팎'iii꺼‘

究PJJ- :뚫으i~_ 시-회 주의 經i縣佛Ul1lj L'5c편의 必、및‘ '11:을 저1 창히 여 정 책 에 반영

시컸었다. 오늪-난에는 모든 공산주의 ~~.기가' rt!‘場經 i젠體HJIj달 딩-연한 짓

으보 채태히는 변화필 꾀이고 있지만 녕시 헝가리의 시도는 「경제혁맹」

으또 콸펴워질 정도로 파객적인 것이었다 . 1 9 56년 국민봉기 이페 沈맘局

面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경제를 충객요법으쿄 띠1 '::1::: 시 키 기 위한 피-김한 i앉

策變化기- 실효를 거두어 소렌의 經濟L'5c피[애 선선한 자극제 역혈을 했다 2 )

itt‘ 2) JUOl‘gen Noetzold, Ost•West •Wi l'tschaftsbeziehungen, Technologietransfel' und
Wachstumsimpulse in den Suedosteuropaeischen RGW•Laendern , in: Roland
Schoenfeld(Hrsg.). Suedosteul'opa in Weltpolitik und Wirtschaft del' achtzigm‘

J따1re . Muenchen 1983, S.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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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의 경제개혁은 外慣慣還 能力을 維持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

상시키며 근로자플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複合的인 덤的에서 적극 추

진되었다. 헝가리의 외채는 1 백75억 달러로 국민 1인당 분담액으로 보

면 동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이다. 공산권 국가들이 지고있는

서방국가로 부터의 채무는 위험수위를 넘는데 총외채가 1천3백 억 달러

에 달한다. 나라별로는 소련과 폴란드가 각각 3백90억 달러， 동독이 2백

억 달러로 집계된다. 동유럽국가들의 문제는 外慣의 짧數가 많다는 것

보다는 오히려 硬直된 體밟Ij가 投資效率性 向上을 저해하고， 기숨을 충분

히 이용할 수 없다는 공통성이 있으며， 때문에 改車의 必要性이 어느 나

라에서도 예외없이 인정되고 있다.

다음의 한국이 공산국가중 두번째로 1989년 11월 1 일 大使級 外交關

係를 樹立한 폴란드의 경우를 살펴본다. 동유럽국가 중에서 A 口 와 國士

面에서 가장 큰 폴란드는 동 • 서유럽을 잇는 橋梁投웹을 자처해오고 있

으며， 이 나라의 外交政策은 동유럽의 일반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國交樹立과 동시에 체결된 寶易協定과 投資保障協定， 그

리고 한국이 폴란드進出 韓國企業에 약속한 것은 암으로 經濟協力이 크

게 진작과리라는 예상을 낳게한다.

폴란드의 對韓國 修交는 헝가리가 터놓은 봇물을 탄탄한 수로로 만든

격이 되었으며 다른 동유럽국가들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였다. 실제

로 그후 共塵國들이 한국과 國交를 樹立하는데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는 동유럽구가중에서 國民總生옳과 軍事力面에서 소련 다음가

는 중요한 나라이다. 그러나 국민수에 따른 國防費 支出賴은 동독과 소

련에 훨씬 못 미치는 下位 그룹에 속한다 3) 폴란도 집권자들은 소련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며 헌법

변에서도 現實社會主義 國家들이 채택한 일반적인 A民共和國 形態와

차이점이 보인다.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을 폴란드인 중의 대부분

이 동쪽 이웃국가인 소련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指否感을 갖고 있기 때

문이다. 이 거부감을 1939년에 일어난 네번째 폴란드 國土分斷과 독일

점령으로부터 解放된 地域이 국민의 의사와 다르게 소련에 귀속된 사실

註 3)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ategie Studies(ed.), The Military Balance 1984- 1985,
London 1984,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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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통하여 敵對感으로까지 커지게 되었다. 소렌의 도움으로 집권한 폴

란드공산당은 소련파 독일 兩 弼* 1때 시이에 위치힌 不양한 狀態를 종

식시키기 위하여 소련파 歷냈的 • 地政學따 理1:1:1 에 서 l司맴.關係칠 맺있다

고 합랴화 시키려 했지만 폴렌드 시-럼들은 文化따으로 서유럽애 기-낌다

고 생각허가 때문에 처음부터 소랜 엠향권 귀속을 거부해 왔다. 폴딴드

쾌權黨인 統←→勞動黨-은 2ik*戰때애 l꽤l際主義를 표맹했기 때문애 국기

애 대하여 jl::忠誠的인 것으보 국민의 눈에 비치 왔으며 獨進 rli 領盧애

저항하는 독립투쟁애도 적극잔여하지 않·았기 때푼에 소련의 앞잡이 정

도로 인식되어졌다. 특히 1천년 이상 민측의 전통을 보존히고 자부심을

키워준 뿌리깊은 카콜릭교회의 권위에 이느 누구도 또전할 수 없다.

폴란드의 마조비에츠키 總괜가 이끄는 非共l뚫 짧國內聞의 外務←용l힘’

스쿠비스재브스치는 “이념은 외.iiL정책 젠정에 아무렌 조컨도 되지 못한

다”고 1989년 9월 취임 직후 外交l앉策J}j( ftlj을 說I1JJ 할 때 이미 한국과의

수교흘 암시한 1:11 있었다. 꽁산권에 脫J챙念째狀이 유행과 같이 되었고，

더구나 1990년 상반기에 모뜬 웅유럽국가에서 더 rn選짧가 실시될 예정

으로 있어 非共웰i따權이 늘어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애 한국괴의 修交

도미 li二 딩김1* °1 일야날 것이디.

북한이 폴란드가 한놔과 수교한 직후 나티낸 저항이 헝가리의 경우

보다 훨씬 약한 것은 이미 각오가 되어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대세

를 역류시킴 수 없뭘 때， 이를 현싣보 받이-뜰이고 外交政策←l二의 융똥성

과 같은 녀體內의 j없배變化를 가져왔을 기·능성도 있다. 어떠한 형테보라

도 北韓애 變化가 오도휴 폴란뜨의 對빼l폐 修交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

다.

다음으로 1989댄 12월 1 일 社會主義體ili l]를 維샘:하만서 非 l司 !맙路淑을

가는 유고슬라비아가 힌국괴 fl~交하였다. 유고슬러-이바는 같은 해 9월

배오그리드에서 개최된 JI::!꾀 |꾀園I ]뒀 I:::會議에 서 꽉힌의 요구를 l닫이-룹이

지 않고 決議:文헬짧-과 共同聲 I1f~ 작성에서 한국을 ~)F끊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을 때， 이미 對韓國 修交기 인빅-했유을 암시히-였다. 한국은 이 All 非

同盟1. 1웹 에 서 指導的인 위치흘 유지하고 있는 유고슬라비아를 똥하여 편

중펀 결의나 비함리적인 주장 둠을 1상지 힐 수 있는 빌판을 꽁히게 되었다.

1990년을 맛이하여 힌국의 동유댐국가 修交外交는 한단원윤 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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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고 對象國家들이 오히려 앞장서 열의를 보였다. 崔浩中外務長官

은 체코슬로바키아 首都 프라하에서 3월21일 딘스크비에르 체코外務長

官과 兩國間 外交關係 樹立議定書에 暑名하였고 다음날 불가리아와도

大使級國交를 수립하여 한국의 修交國이 1백37개국으로 늘어 났다.

동유럽에서 가장 親蘇的언 불가리아는 고르바초프의 권유를 전폭적으

로 수용하여 改章政策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1989년 11월 ， 35년간 집

권하여 最長壽를 누렸던 지브코프가 黨書記長職에서 소리없이 불러나고

改章派인 블라테노프가 國家評議會 議長에 취임하여 1990년 5월에 자유

총선을 실시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한편 在野勢力은 보다 신속하고 근본

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時期가 앞당겨질 可能性도 있다. 共옳黨의

指導的 역할의 포기원칙은 이미 議會에서 결의된 바 있어 非共庫 勢力

의 政治參與 내지는 主導權 掌握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불가리아는 外交 및 經濟的인 이유로 2차대 전 종전이래 계속해서 親

蘇政策을 채택해 오고있다. 불가리아는 금세기에 세번에 걸쳐 패전한 경

험이 있는 나라로서 주변국가들로부터 硬直된 修正主義者로 비난받아

왔으며 비우호적인 이웃나라로 둘러쌓인 地政學的 見地에서 소련이라는

강대국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 경제가 對外質易에 全的으로 依存되어

있는 불가리아는 소련에 밀착함으로써 工業化에 펼요한 經濟支援을 받

을수가 있다.

헝가리에서와 같이 頂資材가 부속하면서 급속히 성장하는 經濟構造를

가진 불가리아는 資源을 確保하는 문제가 外交政策決定에 가장 큰 요인

이다. 불가리아는 소련모델을 채택하여 中央計劃體制를 도입한후 소련은

불가리아 무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불가리아가 수입하는 에너지源

과 공업원료의 4분의3 특히 원유， 천연가스， 철강석， 석탄의 全量이 소련

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의 발칸政策은 다른 분야에서와 다르게

소련과의 제안된 분규도 불사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불가이아에서 발칸

組帶意、識은 愛國心을 불러일으키는 原動力이 되며 정부가 국민에게 外

交面에서 인기를 획득하는 요인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더욱 확대된다. 또

한 불가리아는 資本主義國家로 부터의 갖端技術 導入과 經濟協力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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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취성을 보인다 4)

동유럽균기- 중에서 기-정 번저 냈편을 시도하여 「프라하의 봄」을 정험

한 체코슬토바키아도 수만뱅이 시위에 나서 개회을 요구함으로써 이뜰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8년 개혁시도의 기수인 두브체크의 P3-登

場윤 두려워하여 改폐1애 소극적이던 黨.指導l'ilS가 이케스 )행〈김}‘記;끓의 갚l

진피 그이1 이은 우르비네프의 집권으파 시-데플 진정시치려 했었다. 그후

在뺨聊잠햄1體인 rlil~)짧냈의 지도자 8]-벨 이 λ;統領애 선출되어 공산 1-]]

L~행派인 참파總맴.외 공동-으호 il&}펴을 분영하고 있다. 21 명 의 내각 구성

원종 11\짐 이 비공선거L~ 다수될 자지하고 있다. 1990\건 6월로 예정된

자유총선거 이후에도 비공신정부의 대두가 에싱펀다.

치l 코슬꾀 lJ}키 아의 ;렌 1~ 政 ?fi뜰 실펴보변 1968년 8월 「프라하의 봄」이

생공히지 붓하자 농민둡은 절밍허가l 뇌 었고 두브체크에 이아 집권한 후

시드[가 추진한 事態j[찌化 ~j-制도 놔띤늪의 IJif<應융 얻지 못하여 失뼈하

고 말았다. 채코슬토바꺼이는 외세애 의하여 짐랭펀 국기료서 소떤의 간·

섣윤 맨으떤사 균민둡보부터도 혐오만는 정〕Il-릅 깃-o-j 왔다. 1968년 의

정힘은 주변 국가들ii.. .tt £-1 야띠젠 f빠젠F!편이 나 |허情을 期짜펠 수 없다논

敎허I I 윤 넘-갔다. 이 핍{iI:을 1-11 기 토 국민탑 感‘|땀속애 lι짜JI&!셈 이 뿌리될

균혀고 이에 곁늘여 침략에 가남한 반폴란드 빛 1만동꽉 감정도 발생하

게 뇌었디.

체코슛쿄 ll}키아 정부는 !패까)Jl&治 ll0으토 l싸體바Ij A.:I:늪에 대한 ;J IτA述

1'19 인 뻐Ijm~암찮와 빼)뽀， 체 코슬갚 11 ]-카 이 자익 간의 암력 때 문애 어 려 움에

처하게 되어 이를 극꽉하기 위힌 맹펜으호 너욱 소련에 의존히고 外交

il&策 !- 드[페블린의 代辯者 내지는 }암示펀지ri 으1 충실힌 웹t行者가 도l 있다.

80년대 초 소련은 디판 공산국가-둡의 外交l앉쌓이 미음에 듭지 않을때 체

코슛로바키아로 하여균- 이둡 비판하도독 히는 江셋!빼法을 자주 휠용힌

11} 있다. 체코슬로바커이-는 소련의 시-주뜰 밴고 띠H1ftij 과 혐넥하는 i때;會

主義8회 의 첼}fj主義(J0 핏때을 제거헤이- 한다고 주변의 i싸고F推進I행l家뜰을

1:]1난하고 ikl:會±義 밟l結을 헤치는 ’33 타 h인 外交政策을. ]꺼려이- 한다고 주

장했다. 이제는 반대로 고프1:1 1·초프의 &1휴 • I~헤放l야策이 체코슬로바키이

i1:l: 4) Stefan Troebst, Die Sowjetunion und die Bulgarisch - Jugoslawische Kontroverse
um Makedonien , in ‘ Suedosteuropa 1983, 11-12, S.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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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과 개혁세력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 실현되고 있다.

루마니아에샤는 스탈주의 방식의 柳壓政治를 고집하다가 피의 童命에

의하여 차우체스쿠 政權이 타도된 후에 共塵系와 非共塵系로 구성된 執

權評議會가 政權을 掌握하고 있다. 평의회가 구성한 임시정부는 이라에

스쿠 議長이 주도하고 있으며 1990년 4월안에 自由總選學를 실시할 계

획이다. 준비부족을 이유로 총선거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재야세력의 요

구가 수용될 것인지 여부와 차우체스쿠를 타도하는데 주역을 했던 軍部

의 웅직임 등이 事態進展의 決定횟因이 될 것이다.

소련 영향권 지역에서 制限的이나마 各國의 政治的 獨立性이 확보된

현실을 무엇보다도 루마니아가 취한 소련에 대한 끈질긴 獨立性 追求에

따라 이루어 졌다는-점에서 루마니아는 전체 동유럽국가의 입장에서 보

면 유공자라 할 수 있다. 루마니아가 딩rL經濟를 追求한데 대하여 동유

럽경제권은 저렴한 대량생산이 장애를 받으며 코메콘 각 회원국의 생산

품종 지정이 저해되고 協力精神이 해이해 진다는 이유로 반발하였다. 이

러 한 이 유에서 후루시초프는 1962년 같은 분야의 重複投資를 방지 하기

위하여 國家를 超越한 코메콘 中央計劃 및 統밟Ij機構를 모스크바에 설치

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이 計劃도 루마니아의 강력한 반대에 부

딪혀 실현되지 못하였다 5)

루마니아의 공산당의 블록結束에 非協調的인 外交政策은 극히 위험한

것이었다. 따라서 차우체스쿠는 60년대 후반기에 서유럽國家들과 外交接

觸을 據大하는 반면 소련의 태도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루마니아는

1967년 바르샤바기구 機動訓練 參與兵力을 계속해서 루마니아에 주둔시

킬 可能性을 排除하기 위 한 未然防止 惜置였다 6) 그 이 래 루마니 아는 軍

事的으로도 獨딩性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

경제적인 採算面에서보면 共塵園國家들과 協力關係률 維持하는 것이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는 이들 國家와는 거리를 두고 獨立政

策을 계속해서 추진해왔다. 코메콘 國家間의 質易據大나 社會主義 體밟IJ

內의 협조를 가능한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한편 西方陣營과의 協力을

註 5) Dionisie Ghermani , Die nationale Souveraenitaetspolitik der SR Rumaenien , Mu
enchen 1981, S.365.

6) Stephen Fischer-Galati, Twentieth Century Rumania, New York 1970,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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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였다. 서빙측의 경제가 침체상태에 한입하고 루마니아 수출품의

世界 rH場鏡팎 JJ 이 저하되어 輸바에 의한 外貨獲得이 감소되었응에도 루

마니아의 西 jJ重視{뼈向은 제속되었다 7) 루마니아는 동유돼국가최서는 최

초로 1980년 유렵공동체와 兩者間 쉴易 t싸定을 체결하여 l持惠챔 置를 받

았으며 1982년에는 국제금융기끔(IMF)의 지원읍 받이· 경제만관에서 가

까스로 구출퍼었다. 이와 같이 루마니이는 西方빼 經濟애 많은 期待륜

하고 관제를 확대해왔다.

당시 未修交國인 동독괴- 한국의 판계가 새로운 양상으로 진전될 가능

성은 동독내의 굽속한 情勞變化애 따라 커졌었다. 동독국띤들의 體fljlj 려(

훨 요구는 1989년 10월 18일 호네커애서 크렌츠로 政權을 交替시켰고

크렌츠는 불피 50일 이 라는 짧은 기간 집권하였음애도 작년 11 월 9일 양

독간의 國L햄線을 開1ft하는 歷史的 챔:置룹 취하였다. 그는 그밖에도 티 l꾀

選짧룹 약속하고 黨.內행硬派뭘 關 i훤하는 젠펜 黨j앉治局괴 내각을 개혁

세력으로 개펜하라는 國民要求룰 수용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애 만

족하지 않고 2백 만맹 이 「인간시-슬」시위를 벨여， 크렌츠까지 불러나가1 히

고 國家評議會議;뚫애 게트라하， 黨書記長애 기지， 總理애 모드로 둥 改

軍 主導派가 政權음 掌握하게 히였다.

한떤 작년 12월부터는 국민플의 요구기. r體센Il ax草」에 서 「統獨」으모

확대되었으며 국민들의 모든 희망을 수용해야 할 입장애 있는 東獨 政

f짧은 1971년 부터 고수해 온 「분단」정책에서 탑피하고 統一을 공식정책

으로 채택히게 되었다. 이애따라 동독의 모드로總理는 1990 1간 2월1 일

中立化와 정제 • 교통망 · 법률제도룹 우선 합치는 빼H料敵I)을 내용으로

하는 4段II홉 統一案을 제시하였다. 이러힌· 統一政策은 3월 18일 실시된

더田選짧結果 독일연힘-이 )뻗勝하므로써 급속한 統一推進으로 변히게 되

었다.

동독이 공산정권블 수렴힌 후 41년만에 실시펀 냄떠總;뿔짧애서 기민

당(CDU)을 중심으호 한 우파의 3당이 뭉친 독일연합(AD)이 예생을 뒤

엎고 사민당( SPD)에 위-승하였다- 기민당 40.91 %, 똑일사회연맹 6.32% ,

민주주의 출발당 0.92% 를 협해 「독일떤힘」은 48.15% 로서 총 4백 석 중

닙I' 7) Gerhard Fink/Gabriele Tuitz , Rumaniens Wirtscha ft. in del' Krise, in : Suedosteu l'Opa

1984, 5, 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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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93석을 차지하였다. 반면 選짧戰에 勝利를 예상했던 사민당은 21.8%

의 득표에 그쳐 87석 을 배정받았으며 공산당인 사회주의 통엘당의 후계

정당인 민사당(PDS)은 16.33%를 획득， 65명 만을 당선시킨 결과가 나왔

다. 따라서 기 민당의 데 메 리 어 당수는 聯立內聞을 구성 하여 總理에 취

임할 수 있게 되었다.

동독선거 결과 나타난 특징은 금년 잇달아 치렀던 동유럽국가들의 多

黨밟IJ 딩由總選짧의 첫번째 예로서 2차대전후 들어선 現實社會主義 體옮Ij

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공산프로레타리아

독재와 中央計劃統治體制 經濟運營 方式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이 분명히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또다른 중요한 특정은， 統

問題의 浮刻인데 막바지까지 據測을 불허하던 상황에서 獨適聯合이 서

독기본법 23조에 입각한 急速한 統一을 내세워 勝利한 사실이다.

한국과 동유럽국가들과의 關係改善에 견인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은 經濟分野의 協力이다. 한국의 經濟成長 內容이 소상하게 알려져 있고

오히려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어 부담스러운 기대를 유발하는 경우까지

있다. 한국이 많은 外慣를 유효적절히 활용하여 輸出훌業을 신장한 실적

을 동유럽국가들은 부러워 하면서 管理方法과 技術을 배우는데 열의를

보이고 있다. 한국으로 부터의 투자는 자본유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과 시장을 함께 제공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크게 환영 받고 있다.

한국은 국교수립 이전인 1988년 3월 헝가리와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는 유고슬라비아와 쉴易事務所를 交換設置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經濟協

力 f뿌載業務가 시작되었다. 1989년 4월에는 소련 및 폴란드와 그리고 6

월에는 불가리아와도 상호간에 貨易事務所가 개설되어 直接交易으로 전

환하는데 공헌하였다. 이어 한국과 체코슬로바키아간에 1990년 상반기

중 서울과 프라하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업무협력협정이 1

월 17일 체결되었다.

한국과 동유럽국가들과의 교역도 해를 거듭할수록 활기를 띠고 있다.

1989년의 총교역량은 9억8천7백 만 달러로서 전체 4억1천9백 만 달러의

배를 훨씬 능가하는 量이다.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9개 국가에 대한 수출

은 4억7천 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3배 로 늘었고 수입도 5억9백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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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8)

특히 소련에 대한 수출은 ~I二活必需꾀이 急增하여 1988년 2천6백 만 달

러에서 2억7백 만 달러로 4배 이상이 나 늘어 기-정 높은 증가율을 보았다.

퓨목별 수출은 섬유직붙류， 첼러TV 등 家電製品 및 13 動펙i의 순이며 수

입은 커·프보락답둥의 회-학제품， 철징지} 및 기 711휴가 주종을 이푼다.

동유럽국가의 생산푼의 질이 조잡히-여 서밤시장애서 경쟁딱이 떨어지

며 국민소득이 높지 않아 I構합 )J 이 弱히기 때문에 한국피의 交易~N數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그덴에도 불구하고 共짧關의 rli~차經i齊體fljlj 혈人

괴- 對西}j‘ I채放政策을 통히 여 자본주의 국기-와의 交流가 擺大된 것 이 며

따리서 한국파의 經倒1까力도 쉽、成長할 것으호 전빙된다.

3. 東유럽 國家들의 變化

북헨에게 자극을 주어 變化닫 유도하고 南北韓網係애또 彩響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판 요인중의 히 나기 풍유돼 국가들의 씀;速힌 變草이 다. 이

와같은 핀점애서 동유립국기블의 변화플 유도한 원인괴 그 변화의 내용

을 고참해 보고자 힌다. 무앗보다도 고르비초프 소련공산녕 서기장이 페

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딴)파는 미-력과 같은 政策을 채

택힌 것부터가 실마리를 푸는 풍기기- 도l 었다. 그는 1986년 2월 개최뭔

27차 소련공산당 대회애서 다른- 0-]떤 統 ?ft챔와도 달리 共훨體해IJ의 fb1퓨

와 經i찌‘落後를 솔직하게 認定하고 이괄 과감히 수정힐 것을 촉구하였다.

소련 뿐만 아니리 EL든 공산국가-둡이 공풍번영을 위히여 LtX훤 i앉策이1

동조할 것을 강럭히 촉구힌 고르비-초프는 i.，tX팔의 산파로서 인정 받을만

허다. 改파主導썽)J은 그의 권유에서 용-기찰 얻었고 국민들도 자선있게

의사를 개진하게 되었으며 보수세력도 어떠한 형테로라도 움직이지 않

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다른 變짧의 JJj(、lEI은 꽤內事情에서 찾이-볼 수 있다. 공산주의 정치는

「프롤페따라이 독재」틀 실현하는 것을 티↑핑포 삼고 政黨.이 國家위애 균

렴하여 모든 械力을 장익한다는 제한성을 에초부터 갖고 있다. 따라서

註 8) r 한놔정 치1 신 문 J ， 1990. 3. 11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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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없다. 이라한 상황에서는 統制

와 藍視가 주된 統治手段이 되고 국민들의 不信은 축적되어 기회만 있

으면 터질 수 있는 상태에까지 발전하였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中央計劃統制體!lJ1j 속에서 당지

도부가 國民經濟行鳥를 엄격한 규격속에 묶어 운영한 결과 침체와 낙후

만을 초래하였다. 국민에게 生活의 質을 높여주기 위하여 과감한 경제개

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자본주의와의 體옮Ij鏡爭的 觀點에서가

아니라 물질적 풍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市場經

濟를 採擇할 수 밖에 없다.

마르크스는 社會經濟發展 理論 속에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변천하

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사회주의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선

언하였는데 레닌과 스탈린이 이를 바탕으로 共옳主義 中央計劃統짧IJ 經

濟運營 方式을 확립하였다. 일사불란한 指揮體制속에 묶여있는 이 제도

는 제한된 자원과 노동력을 단기간에 동원할 때에는 그런대로 효력이

있었으나 經濟構造가 多樣化되고 國際協力이 강화되면서 경제주체에 자

극을 주지 못하여 침체만을 유발하는 제도로 남게 되었다.

다음은 사회적 측면에서 명목상의 支配階級은 근로대중이며 이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레닌적 政黨을 통하여 특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되었

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은 下層階級을 형성하고 당간부 및 정치 • 경제

엘리뜨로 구성된 지배층에 대응되는 만년 서민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다. 이론과 실제가 다른 현실에 불만족하는 국민의 울분이 축적되어 과

감한 개혁만이 문제해결의 방법이 되었고 新興貴族으로 구성된 노벤크

라투라를 혐오하는 國民感情은 改章을 가속화 시켰다.

이상과 같은 복합적 인 원인에 따라 가장 먼저 폴란드에서 멈 由勞組가

주축이 되 어 1989년 9월 공산당 一黨獨載 統治에 終止符를 찍고 거 국내

각을 수립하여 공산권내 體밟Ij改單을 시작하였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비

공산 정부가 수립된 이변은 폴란드 정부가 제한적이나마 자유선거를 실

시한다는 사실을 자유노조와 합의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합의된 후 두

달만인 1989년 6월 실시된 선거결과 하원의 경우 통일노동당 등 집권

세력에 분배된 총 4백60석 중 66%를 제외한 모든 의석과 신설된 상원 1

백석중 99석을 자유노조가 석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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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선거결과 共庫購이 完敗하자 그풍안 집권공산당파 행동통일

을 해왔던 통일농민당과 민주당둠 群小政黨.이 더태勞組를 지지허-고 공

산당에 동을 돌렸다. 결국이l는 되田勞組의 代表 마조비에츠키가 總쐐애

선출되고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내각이 구성되었다.

폴란드의 政治現況은 두기-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l김 由

i뿔짧뜰 치르면 공산당이 정권을 상실할 젓이라는 예상을 낳았다. 공산주

의 일당독재가 국민의 혐오룹 받고 있다는 시실이 투표결과 확인펀 갓

이다. 둘째문 현실사회주의 국가늘이 통치의 근거로 삼아온 레닌의 때家

論윤 i효背히 도록 만뜰었다. 레닌은 “국가는 사회주의 건설을 껴l 획 하고

이룹 완수하는 것을 과제로 부여 받을 때 비로서 존재가치가 있다”고

선언히였다. 또힌 국가는 근로자의 전위기능을 가진 공산당의 敎示에 따

라서만 풍치되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레닌의 이론이 무색하게 공

산주의 채제를 유지하면서 공산주의에 jE뼈對立하는 냄|죄勞組가 공산당

을 군소정당으로 연랩애 칩여시킨 기운데 당당히 통치하고 있는 것이

다.

다음은 공산당이 담體朋壞되어 社會民主化펀 헝기리의 變化過程을 고

찰해 본다. 헝가리 집권공산당인 파l:會主義 勞動黨이 1989년 10월 7일

스탈린식 共j짧主義 統治頂則을 포기한다고 스스로 선언히고 鐵.을 실질

죄 으로 터體 解體 함으로써 現實1社뺨主義 l歷핏]上 획 기 적 인 사태가 발생

허였다. 해산된 공산당이 바탕이 되어 創黨.된 社會黨.은 複數政薰해Ij에 기

초한 社會民主主義의 實‘現， 자유선거를 통힌 全體AR; !핸思의 政治受’容，

3權分立과 結社의 티 마| 計容 및 I~I 다 l 바1場웬濟와 私有·財j짧의 認定 동을

새 鋼領속애 확립히였다. 이어 헝기리 의회는 共j훌黨-黨.獨載를 i띔算하

고 多黨체Ij를 tR擇하는 내용으로 憲?-~을 改正히고， 國號까지도 「인띤공화

국」에서 「공화국」으로 개칭하였다.

헝기-리가 |뾰共j뚫化하게 된 직접적인 배정을 보면， 1989년 6원 4A 議

長l團 애 의한 集 l團 指導體해Ij로 lJj.뀌 변서 제도화되기 시작하여 포츠기이

副黨首외 너l 메트 총리 둥 急進改꿇派가 온건개혁파인 니에르쉬 黨.首의

지지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90년 상반기로 예정뭔 議會i뭔짧기

다당제를 수용한 민주주의 방식을 섣시히도룩 1989년 2월 애 이마 당중

앙위원회에서 확정된 바 있어， 공산주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고서는 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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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서 선거결과 공산당이 패배한 것과 같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 이 라는 現實的인 狀況뼈l斷이 脫共塵化를 {足進하였다.

4. 南 · 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과 對應方案

한국과 동유럽국가들과의 關係改善은 반세기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한

국의 對共옳團 外交가 새로운 단원을 여는 것이고， 外交의 現狀況

(status quo) 이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南北韓 關係에도 영

향을 미친다. 한국의 北方政策에 결실을 가져다 준 직접적인 원인이 앞

에서 셜명한 것과 같이 共훌團의 體質改善이므로 이것이 북한에게 이떻

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부터 고찰해 봄으로써 北韓의 變化可能性을

據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특히 큰 충격을 준 사건은 동독과 루마니아의 政權交替와 政

治狀況의 急變이다. 동독은 같은 분단국으로서 북한에게 특별한 동류의

식을 심어 주고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의 표준으로 인식되어 왔다. 호네

커 前 國家評議會 議長은 공산권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바탕으로 1971

년 부터 18년에 결친 통치를 통한 확고한 정치기반을 굳히면서 고르바

초프의 개혁촉구를 일축하는 敵慢을 보이다 결국에는 失빼하고 말았다.

집권초기 고분고분했던 소련의 위성국 입장을 버리고 獨딩性을 嗤調한

호네커에서 북한은 「주체사상」과의 연계성를 찾았으나 그가 정권을 이

양함으로써 맹방을 잃게 된 것이다.

또다른 북한의 최후의 戰友였던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는 주변 공산

국에서 變化하는 사실을 철저한 報道管制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데서 북한과 비슷한 정책을 추구했었다. 또한 북한의 權力承繼는 차

우체스쿠의 政權 相續計劃과 비유되는 점에서도 양국은 서로 의지하는

관계였다. 이러한 루마니아가 피의 章命에 의하여 政權이 빼壞되어 북한

정권에 두려운 상황을 예측케 하였다. 언론보도를 철저히 통제했어도 루

마니아 국민들은 이웃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게된 것과

같이 북한은 서방국가들과의 합작투자， 유학생， 관광객 및 여행자 동을

통하여 사회주의권의 사정이 비밀로 부쳐질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느꼈

을 것이다.

117



따라서 북한은 短期 [IS으로 외 부로부터 모든 情報를 述斷하는 I챙짧惜

置틀 9힘化히 αl 국민뜰의 뼈짧擾 可能性윤 }샤銷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 ψ

長期的으토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 內t'ns 準↑IRi뜸 끝낸 뒤애 서서히 改華

히여 社會主義때家뜰의 일반적언 추세애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政將院 4幾빼紙 「 lJI주조선」파 黨.機關紙 「로농선운」이 1990년 2월 4일피

5 인자 論說애서 소련의 앉펴i‘{足進피 그 성피-룹 친-잉:한 사섣이 變化의 조

짐을 느끼게 힌다.

그러맨 이와같은 像뻗、 l、이l 한낚은 이떠한 對應策윤 調‘究헤이: 할 것인

가?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입-댁피 경제난펜 등 긍지에 꼴려 작전한 세기

만 lJ 1- 떤 펀 다빈 램~i벼 ' ["I:을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낚은 유리

한 입장에 서있기 때운이1 지나친 자극을 자저l하고 아량을 보여쓸 펼요

가 있다. 과감한 갖|써的 態|훌룹 보이 _11 ;IUj外交외 :>ift.行·히 여 南北韓|해의

對터임외- 交流룹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료씨 ~t方外交의 관 뜻이 韓즈1~ !Wj 平

1'1]定훤애 있음을 인식토콕 함이 바람직하다.

한국이 공산권국가둡괴 국.Dl수림윤 한 lJ} 딩에 북한이 서빙진영 국가

뜰파 관제블 개선히는데 따죄:的인 1fi..fflJJ; 을 보이고 ifilJ r띠支授을 채1] 1싸的으

j료나 lJ} 제공함으 ii_써 북한윤 김-동커l 힌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r7 . 7

선언」의 정선에 입각하여 선띨적으보 추진히여 싣효뜰 거둘 수 있을- 것

이다.

다음으로 북한이 정제적으또 취치] 91 늪애서 빠져나오지 붓히고 있는

시실을 고꾀하여 한국은 웬濟1꺼기을 J'JI': f共히 는 임이다. 북한이 체제경쟁

적 엮장애서 한국의 지원을 선뜻 반이블이지 않을 갓입으보 l꽤 |際원~ i땐4幾

構나 제3국 특히 국:ilL기- 수겁된 풍유립국가룹 찌1 ;}&者로 (;5)꾀하는 Ii案

을 꼬색히l이: 한 것이다. 동서똑간에 이루아진 첫번째 협의가 웬濟|써지에

판힌 배틀랜|써定이었으머， 1951 년 냉전이 고조되었던 때에 서멍되었다

는 시질은 우리애게 임시하는 비기- 크다.

동 • 서독이 기본조약을 체결한 1972년 12월 이전에 성시-시켰딘 「단.싼j

폐기」方式또 시또헤 뭔만힌 일일 것이디. 서독의 資;2t;괴 技術， 농독의

저렘힌 勞動力이 이디오피이， 랴비아 및 시리아애 진출하여 공동으로 공

장을 건설히여 성상한 일이 있다. 시독의 약할을 한국이， 동독의 역할을

북한이 하고 지1 3국윤 개입시키면 북한의 체띤도 살리기 때분에 성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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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게임이 아니고 연속게임이라는 명백한 사실이다. 원래의 죄수딜레마

게임에서도 연속게임이 된다면 지배전략인 고백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

하지 않다는 점을 經驗을 통해 알게된다. 깡패사회에서 의리를 배반하고

당국에 협조를 하는 동료에게 잔인하게 보복을 행하는 것은 실제의 관

행으로， 이는 두목이 깡패집단의 전체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 행동

이다. 그렇다면 왜 남북한은 지난 44년간 줄곧 (연속게임으로)서로가 다

소 손해인 줄 알면서도 軍備鏡爭올 해왔는가? 여기에 對話의 週斷과 政

府次元의 敎條的인 理念論理가 作用을 해왔다고 본다.

美·蘇를 위시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랬지만 南北韓에서는 각별히

담由民主主義와 共塵主義라는 독선적 교조로 무장해서 두개의 배타적

종교와 같이 움직였다. 두 理念은 각각 온 세상의 미덕을 독점하였고，

객관적 진실보다는 道德化에 더 치중하였으며， 相對 理念을 매도해왔다.

지난 40년간의 安保論理는 도덕적인 反共으로 특색지워질 수 있으며， 이

논리는 몇번의 짧은 이탈을 빼고는 줄기차게 적용되어 왔다.

우선 엄由民主主義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입장을 道德化 했는가를 살

펴보자. 大韓民國政府의 의도는 당연히 平和的이나 문제는 사악한 북한

의 공산주의자 때문이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는 소련공산당의 추종자들로

서 이들의 의도는 침략적이며 신뢰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기회만 있으면

대한민국을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남북한이 軍備減縮을 서로 해서 〈표 - 2) 의 (3 1 3) 에

도달하려고 시도할 필요조차 없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와의 모든 協商

努力은 필연적으로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들이 이성적으로 또 평화적으

로 보이려는 까닭은 단지 궁극적 세계지배를 위한 戰術的 行動에 지나

지 않는다. 오늘날 대학생들은 공산주의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의 진짜 正體를 모른다. 이 右驚安保論理는 공산주의에 단호하게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1950년 6·25전쟁 이 3년 동안 벌어져서 〈표 - 2) 의 左下

의 (51-10) 칸을 의미한다. 북한은 우수한 장비와 우세한 병력으로 대

한민국을 奇覆攻擊해서 만약 美軍이 介入하지 않았다면 남한을 점령해

서 5라는 이득을 거두었을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國防에 f없算을 쓰지

않있던 까닭으로 빈약하게 무장된 소수의 병력으로 奇靈을 당해서 거의

망할 뻔 했는데 이 것 이 10에 해 당한다. 대한민국이 -方的 軍備減縮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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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을 것이다. 合作投資나 共페11::業을 經.營'0-1'려 면- 창여 기업간 청

산을 위한 콤펜세이션 협정이나 크리어링 등 제도적 장치활 수반해야

하므로 양국간의 접촉이 잦아지고 실리추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애 괄가

피하게 협력도 촉진되는 잇점이 뒤따르게 된다. 제3세 계 에 서 쿠테타나

휩命 등으로 政權交替가 있더리도 새로운 집권자의 政策方向이 남북한

의 어느 하나와 일치됨으로 어느 편에서라도 수용되어 위험부답도 덜게

되는 장점이 있다.

힌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韓半鳥애 lfS. fD뜰 定휩시키고 북한을 統一을

위한 對댐의 J易으로 끌어 내는 일이다. 따리서 한국은 고도모 성장한 l혜

力을 tl}팅 으로 빼通↑파을 기-지고， 가능한 꼬든 方案을 모섹해 냄으로써

소기의 成果를 올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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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東北亞의 緊張繹和와 南北韓의 ↑뚱뽑I

李 章

(國民大學校)

1. 序 論

남북한은 한 民族， 한 言語， 한 文化속에서 천 삼백년을 한 國家內에

서 살아오다가 왜 解放 이래 지난 45년동안 두국가로 철저히 分斷되어

왔는가? 이러한 궁금증 속에서 이 論文은 戰力과 國防費라는 漸念을 중

섬으로 ‘죄수 딜레마 게임’이라는 理論틀 하에서 大韓民國政府의 安保論

理를 分析하고， 남북한 사이의 分斷現實을 克服하기 위한 새로운 提案을

하고자 한다.

오늘날 南北韓 關係에 대한 근원적인 因果類推 ( causal inference)는 남

북한 자체에서만 찾기보다는 理念을 둘러싼 美·蘇의 關係에서 찾는 것

이 의미가 깊다. 왜냐하면 兩關係에는 많은 構造的 平行性이 存在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죄수 딜레마 게임은 美·蘇의 軍備鏡爭에 適用되

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죄수 딜레마 게임을 南北韓 軍備麗爭에 체계적

으로 적용해 보고자 시도한다. 남북한 관계를 설명하려면 여기에 미치는

두 超彈大國關係의 影響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문제는 발단인 남북한의 分斷이 우리 民族이 만든 國境線이 아니고 미·

소가 1945년 日本軍의 武裝解除를 위한 行政的 線이었다. 또한 남북한

分斷을 永久化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딩由民主主義와 共옳主義라는 두

理念은 우리 民族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美·蘇가 세계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현재 南北韓國民은 敵으로 서로 대치해

있고， 또한 이 두理念을 자기 것인 양 分斷을 正當化하고 있는 실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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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戰力比較

대한빈국븐 북한윤 소랜윤 종심으로 힌 3~ Efi.:主義핸l家의 일흰으로 니1

젠-띤국의 표UJ B~ 짜服을 노린다고 보이-왔다. I폐싸 헤II 의 판단으굉는 이바

한 ↑뤘1M에 쉽j첨l下에 서 북힌은 우세 헨 'rf!.휩 JJ 윤 유지하여 왔다. I폐 |야 하II의

情報애 띠-판다띤 1989 년 꽉힌、은 〈표 • 1)애서 나티만 바와 같이 행¥力

의 α1 i:Cl 중요 펌렌 l~， on 서 대힌밴 ~I~애 1:11 해 우세히다 I )

〈표 - 1) 南北韓 軍事力 比較

구 분 I 1 생 럭 | 잔 치 | 장김 치 [ 이: 포 | 전술기 | 전투힘

난 힌 650,0001 1,500
980,000 I 3,500 I 1,960 I 9,000 I 830

1.5 2.3 l. 3 2.3 1.7

지효 : τlf 빙 부 r녁- ]잉 맥 샤 J ， 1989, pp.176~18 1.

〈표 • 1) 은- 거의 lι뜬 }뷰셈 J', 시의 두11]] 또 북힌이 우시l한 111 널 ]i[이

준다. 북한의 우세괄 단직으파 니더니는 總體IJI~ 샘괜가 l패 Iwml가 評{원한

소위 댐IX JJ ~~數이다. 전펴지수 1:1] 교 l ~ 뛰 은 21 무기체제가 지난 고유의 랜

|합'Ji캡 if:能 JJ달 싱-대적으로 해ij뭔 한 수 있는 :.lUI끄옳準을- 섣정하여 이룹 때

-RJ꽁로 표시하는 빙엠이다. I쐐 |껴 ~'J:II는 1988 년에 한국균의 {:f.來j.~ !따力

음 북힌군의 헤lJUJ의 65% 보 괜램히고 ε「- 한 미 놔을 포함한 jf펜美聯싼디lITtX

JJ 을- 꽉힌-전넥의 70% 파 liL 았다. 그페서 데힌 I{l국이 현재와 같븐 수준의

|쐐|까씹룹 획보훤 징우 2000 년대 초애 기서이; 다l 둠한 수준이 펠 것으로

l꽤싸 관II는 판단한다 2)

|폐|까냄 II애 의히민 대힌민놔이 꽉힌에 l:1]헤 'qI낼;力 이 열세한 끼닭은， 잣

째， 꽉한은 1962 년011 4太 짧뿔路쐐윌- 치I] ~Jl -.5]，여 현재끼지 지속적인 剛JJ

J웹파을 싣시히l 온데 11] 히 에 대힌낀국은 1974년 부G1 戰jJ뺑폈을 추진해

서 大障[，;;꽤이 12년 이 나 출떤사기가- 늦았다. 한째， 곽한은 GNP의 24%

까 1) 녁빙샤 뇌밍페시 h 1989, pp. 147 ~ 151. 영녁 ~f~제 전 넥 연구소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n London) 의 \d 꽉힌 되시 펙 지 JEll1ell l.는 데 힌 \'1 二I:

정부의 비교 «1 번 지이가 없으XL i~. 이시서는 영←i~' ;:' All전랙인키L소의 지료는 인용

히 지 않는디. IISS, The Militm'Y Balance 1988 ~ 1989.pp. 167 ~ 169 침조.

2) Ibid, pp. 151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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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國防費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 한민국은 GNP의 5 ~ 6% 수준을

國防費로 사용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國防費로 48% 정 도를 戰力增彈에

투자하는데 대한빈국은 20% 에서 40% 를 투자한다 3) 대한민국의 安保論

理와 要點은 아래와 같다. 북한의 의도는 침략적으로 북한은 大韓民國보

다 월등 우세한 戰力을 유지한다. 이 북한의 우세는 戰爭의 確率을 증가

시킨다. 平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軍事力의 均衝 (parity ) 이 필요하다.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軍事費를 사용해서 軍備增5옳을
i ‘

해야만 대한민국이 이득이다. 이러한 政府의 安保論理는 죄수 딜레마 게

임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3. 罪띠 딜레마 게임

解放 이래로 南北韓은 軍備鏡爭으로 非協調的 關係를 유지해왔다. 이

軍備鏡爭의 논리를 2인 罪띠 딜레마 게임으로 설명해 보자.

〈표 - 2)

北 韓 (B)

罪因 딜레마 게임으로서의 軍備鏡爭

大韓民國 (A)

구 브ι 군비감소(침묵) 군비증가(고백)

군비감소(침묵) (3 13) (-1015)
군비증가(고백) (5 1-10) (-31 -3)

여기서 南北韓은 각각 軍備를 增加하느냐 減少하느냐 하는 두가지 選

擇을 가졌다. 원래의 罪因딜레마게임에는남북한 대신 용의자 A와 B 두

사람이 있고 軍備增加 대신 檢事에게 告白， 軍備減少 대선 沈默하는 두

선택을 가진다. 괄호안의 왼쪽 숫자는 북한의 利害得失 (payoff)이고 오

른쪽 숫자는 대한민국의 利害得失이다. 원래의 罪떠딜레마게임에는 두가

지 前提條件이 있다. 즉 이 게임은 연속게임이 아닌 한 판 게임이고， 두

용의자는 對話를 못하도록 각각 다른 감방에 갇혀있다는 전제이다.

이 罪因딜레마게임에서는 용의자 입장에서 合理的 選擇(戰略)을 하든

고백하는 것은 支配戰略이 된다. 우선 〈표 • 2) 의 A의 입장에서 보자.

註 3) r국망백서 J ， 1988,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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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沈默할 경우 A는 띈 l니 함으파서 3 1;l_다 는 5라는 더 큰 利得·을 보이·

서 A는 석빙펠 것이다. 8가 고백힐 경우 A도 고백함으모씨 -10보다는

-3이 리-는 더 관 이득을 보이서 A는 더 곤 重jflJ을 면힐 것이다. 8의 입

장도 A와 똑같이 상대뱅이 어떠한 선랙(전략)을 히-둔 고백하는 것이 支

剛」戰|때 ( dom inant strategy)이 뭔 다. 챔 묵은 상대 18-이 여 하한 선돼 을 하

든 개인적으로 더 낮은 이득을 가져오는 被支配選隱 (dominated strat

egy) 이 다. 합리적인 기준을 달리해서 고꽤히는 선태이 최대 손실을 최소

화하는 mlmmax (minimize maximum loss) strategy 이 다. (표 2)는 A

의 입장에서 보면 침꽉윤 지킴으토써 민는 최대 손실은 -10이 고 고백

힘으로서 오는 최대손실끈- --3으로， -10괴 -3을 비교해보면 고백히는

선텍이 최대손섣을 최소화하는 minimax strategy 이 다. ~1Xl틴레미-게임에

서는 지 ilJj전략과 minimax!柳~15- 이 동일힌 고배이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합리적 선 l꽉 피 겸괴는 (-31 ← 3 ) 으보， 개인적으로 비힘리적인 被支:뱀~i뿔

많이 겸괴인 (3 I 3) 보다 죄단적으호 이득이 불리히-다. 이 죄수딜페 P]-게

임의 재미있는 띤모는 11펴A的 合꽤.‘11의 ~표求7]- 集團的 合理센의 i딘求외

모순되는 상횡-이 리-는 점 이 다. 이 상황은 1:1}보 아담 스lJ] 스기- 전제 한 •WI

A의 제益의 最·太化가 m±會福띠II :의 꿇*化를 가져온다는 벙 제 애 違背되

는 ;성우이다.

이제 왜 罪띠딛페미-게임이 남북한의 관제애 판련띈 안보논리에 적용

펠 수 있는기를 삼펴보자. 우선 원래의 뿜띠딜레마게임과 남북한관기l외

똑낌은 요소는 빼배의 對5펴71- 지단되어 있다는 침이디. 罪띠딜레미게임

에서 낀사가 고백을 유도하기 이해 두 용의자를 따로 따로 기-뚜어 두었

다는 것융 전제했다. 만익 이둡이 한- 빙-애 있어서 對話둡 나눌 수 있었

다면 (3 I 3) 이 리 는 보다 니-온 멘폐을 택하였을 것이다. 남북한낀애는

155마일 休戰線으호 완전히 차단꾀어서 어느 누구도 자유보이 통과할

수 없다. 情報애 있어서또 l꾀家保핫沈이 리 는 해Ij J풍1'I0 裝置를 가지고 뇌북

한의 對폐를 차단했다. 북한과의 對站나 |써해뜰 주장하는 시 람이 있다면

容共主義者로 볼이- 이들의 음성을 죽이고 政治 勞力빼l에서 볼아냈나. 이

탱게 對돼를 述斷시킨 꽁산주의외- 자유민주주의라는 理.念의 역힐은 컸

다고 본다.

원래의 罪띠딜레미·게임의 전체외- 남북힌판기1기- 다른 변은 후자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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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북한이 기만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10이

라는 침공을 당하는 최악의 경우보다는 -3이 라는 다소의 손해가 있지

만 次善之策인 武裝平和의 選擇을 할 수 밖에 없다.

北韓의 安保論理는 大韓民國의 論理와 독선적 딩己道德化와 相對方을

否定하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 북한은 大韓民國政府가 노동자와 농민

으로 구성된 인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고 美· 日 多國籍企業의 앞잡이

와 國內 買辦資本家에 의해서 통제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서는 외국군

이 없는 데 반하여 大韓民國軍은 핵무기를 보유한 막강한 美軍과 합세

하여 북한의 안보를 위협함으로 조금도 國防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주

장한다. 북한의 눈으로는 Team Spirit訓練이 核武器를 가상한 대규모의

북한 慢攻練習으로 간주한다.

4. 批 判

이러한 安保論理의 結果는 무엇인가? 과연 大韓民國 國民은 이러한

安保論理로 안전함을 느끼는가? 이 논문은 이런 問題意識을 가지고 安

保論理의 合理性에 대하여 討論해 보고자 한다. 大韓民國 安保論理의 쭉

當性은 다음 세가지 변에서 검토된다.

가. 軍事的 誤끓

이러한 대한민국의 安保論理의 結果는 해방 이래 44년동안 남북한이

政治的 解決을 보지 않고 끊임없이 軍備鏡爭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안보

논리의 검토에서 제일 먼저 軍事面에서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두가지이

다. CD <표 - 1) 의 戰力指標가 말한대로 大韓民國剛의 軍事力은 북한에

비해 70%정 도의 열세인가 ? 4) @ 오늘날 罪因딜레마게임이 전제한대로

전쟁의 勝利와 敗北가 의미가 있는가?

첫번째 질문이 제기한 大韓民國測의 軍事的 *勢論은 반드시 객관적

진리라고만 볼 수 없다. 남북한 전력에 대한 객관적 결론은 고도의 기술

註 4) 대한민국측이라함은 주한미꾼을 포함한 대한인국군을 의미한다. 남북한의 군사

력 비교에 대한 문헌의 소개는 하영선，한반도의 전쟁과 평화J ， 청계연구소，

1989, pp. 1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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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專!꺼性피 客觀때 資*'1 의 i빠 ~II 로 상당히 이렵다. (표 - 1) 의 자료외

떠IlUJ 指數는 1989년 太웹암|펴 國 l까샘가 제공한 資料이다. 이 資料는 :!Jt
|패 l패l際때II/~ 1싸究所' (The International for Strategic Studies in London) 의

軍팎力 해렌외 별 지-이 기- 없고 그 정 보의 단워은 꽃|폐政m‘리 고 여 지 진

다. 띄시적으호 軍하IS는 놔 1잉-비 익 증깅을 위해 빼f.J I폐익 꾀i팎기 관 ;웹}:순F

f많 히 고 자~'-i의 군시-팩을 샘小파Fi윗하는 정헝:이 있다- 대한민국 국1상부외

미놔 정부는 웹事)J ~‘H뭔애 있이 이 61]판제 당시-자i~~서 이 정형:의 예외는

이니;;1-고 관다. 객판적 평기-륜 이댄게 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꼭힌이 軍

it';)J 資料관 公附히-지 않는다는 시신이다. 이 j폐갯;은 |폐|까}깨의 !fJ찢L네야애

대현 4벨IIU I'이 客1빠' Itt을 k~{:쉐 히 려 고 쟁))하는 한 Ht페 이 다.

난힌측c tp:팎)) 경씻L폐에 대해 지1 힐 멘서 J5'))험피 아 이; 힌 접은 파I: ili*;美

itf. 의 강 {I:' O ] 니 . 우선 〈、표 I) 은 수한 ]]1균의 펀팎武싸괄 표힘-하지 않았

니. 또힌· 재I:랜~t합의 댄IX )) 을 꽉한의 5%i~ 평가한 갓븐 지나친 웬!小페이랩

이다. ，I표꾀갓힘은 난-곽힌 피시-넥lJ1 .11 1_애 감정적인 익한윤 힌다. 만익: 북

한이 남힌~닫 친공힌-디띤 休뺑써 以|팎의 核I ~、 n9 J미 j야 의 →권1\룹 넘녕하0;]

떤시1 천 선 ( trip wire) 노풋윈- 히는 }k8 tll윤 I"~ 빼 1' 19 _0_5료 ↑1:1對하지 않으맨

안띈다. 젠P 로 1깐익 낚힌이 Ji} 힌 씌 친꾀’후1-디띤 휴전선 이꽉애 즉각적으

핀 iiL전 힌 소랜균이니 증、공~"j:~.이 없디는 시신도 ttl.팎 1' 19으로 ll&?M19으보

중요힌 시싣이다.

옆애샤 얘기했듯이 ，1&1: i'따꽃l따의 tHu1· '1{1: lJMI9 으5;~ 증요힌 전정적인

이유는 주힌 n]균이 核ft~#사룹 {싸쥐‘히 jI 있디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1깐익

북한균이 우시1한 빼 !τ쾌’으호 \:J-1-} 응 침공힌다1견 'k軍.은 유쉽에서외. 1]].

친까지 i~ 核피t싸닫 시-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거부했다. 환언히

1낀 이 경우 核武짧 뺏m 이 애정된 시니펴오이다. 페무기달 보유힌. ，ml端

꽂t륨을 고 \.';1힌디띤 ;λ: i，(1~ 1\; 1!폐 {배 의 과시싹이 해무기틀 보유하지 않은 북

한보다 월등 우세한 것은 1성 배 하다. 주힌민꾼이 기-섰다는 核武뽑는 익

600내 지 70071] 의 -戰術核으보서， 함치서 대략 12매가톤의 TNT의 破壞力

애 히l 당힌 다 5 )

itl: 5) Gregory Henderson, “American Command in Korea: The Political Dangers," in
Korean Politics in the Period of Transitioη ， ed. by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oul, 1987, p. 162 ; and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 “Korean
and U. S. Policy in Korea," Defense Monitor, Vol. V, pp. 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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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2메가톤의 의미를 음미해보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 1945년 히

로시마에 떨어진 原子爆彈은 12.5키로톤짜리 이 다. 그러니까 離韓美軍이

보유했다는 핵의 파괴력은 간단히 말해서 히로시마 폭탄의 약 1000배 인

셈이다. 히로시마폭탄은 폭발 직후 삼개월동안 13만명 을 죽였다 6) 한반

도는 조그만 땅에 육천만의 인구가 오밀조밀 모여사는 生態系이다. 따라

서 주한미군이 보유했다는 核은 히로시마의 인구밀도가 한반도와 동임

하다고 전제한다면 한반도 인구의 두배이상인 일억 삼천만명을 죽일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 물론 이 사망자수는 사망자수 이상으로 예상되는

폭발 직후 오랜 세월에 걸쳐 생길 비참한 부상자와 병자의 수는 포함하

지 않는다. 核武器의 爆發은 A命殺傷외 에도 뚫業에， 많은 動植物에 또

담然環境에 가공스러운 대규모의 피해를 준다고 알려져 았다.

核武器를 제외하고도 4만명 으로 구성된 點韓美軍은 세계에서 가장 우

수한 품질의 백여대의 戰車， 핵과 재래식 포탄을 겸용한다는 Lance:!'也對

地 미사일 1개 포대， 168대 의 전투기를 가졌다. 羅韓美軍은 우수한 재래

식 무기 이외에도 고도의 情報獲得能力을 가졌고 태평양은 물론 세계곳

곳에 산재한 美 陸海초軍과 연계될 수 있는 우수한 通信 및 機動能力을

갖추고 씨다는 접이다. 睡韓美軍의 임무는 북한군의 침공을 억제하는 데

도 있겠지만 離日本 美軍과 7함대 와 같이 極東蘇聯軍을 충툰 fljlj 하는 데도

있다. 간단히 요약한다면 주한미군의 전력을 북한의 5%로 본다는 것은

我軍의 戰力을 過小評價하는 본보기라고 판단된다. 이 過小評價했다는

근거로서 다른 맥락에서 한 예를 찾는다면， 국방부 장관은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군사력 균형유지를 위한 代替戰力 確保策으로 國防費를

GNP의 5% 에 서 8%로 늘려야 한고 現投服務 期間도 30개 월에 서 50개

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이 주장은 국방예산을 현재보타 60%

를 증가해 예를 들변 1989년에 6조 2천 억 원에서 10조원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얘기이며， 軍兵力을 67% 증가시켜서 1988년도 65만명을 108만

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다.

註 6) 1980년대 초 전세계 핵탄두의 총수는 약 5만개 로서 TNT 200억톤의 폭발력을 지

녔다. 핵폭발의 여러가지 피해의 종류에 대해서 알기쉽고 감명깊은 소개로서는

Jonathan Schell, The Fate of the Earth (New York: Knopf, 1982) , pp. 3, 36 - 37.
7) 1989년 6월 12일 이상훈 국방부장관의 국회국방위에서 발언동아일보J ， 1989
년 6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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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註韓美量윌 제외한 대한띤국의 軍칼'j. )J만 따지 l걱랴도 북한애 비해 〈표

1) 피 같이 열세하지 않다는 뱅제애도 근거기 있어 봐인다. 대렌분의

종류의 무기에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무기의 품질은 북한무기보다 우수

하게 보인다. 그중에 비행기와 함정을 비교해보자. 대부분의 ~t햄;飛行機

는 1950년대 와 1%0년대 에 반뜰어진 舊形으로서， 비행기의 40%는 MIG

-17 이 미 ， 이 두형은 모뚜 tr速以下의 속도뜰 가졌으띠 全天候바이 아니

다. 이에 반해 大빼民 l꽤 젠單 돼織十 連빠 H풍많1은 북한조종-시의 세배로

서， 전자의 기숲수준이 후자보다 낫다고 사려펀다 H) 海電力을 비:iiI힌다

떤 대한민꽉은 세기l에서 제2위의 i필꺼{fj짧業을 가졌다. 비록 〈표 -1)애서

보다시피 대힌덴놔은 북한애 ]:)1 해 꾀유한 함정의 수는 적으나， 1985 년

잠수함을 표함한 힘-정의 총톤수는 9만 9천톤으로 북한의 6띤 8천돈보다

45% 기 더 많았다고 한다 9) 軍事지의 t~盤이 되는 대한민 flf의 GNP는

북힌의 서너 1내 논 되며 大댄}\:;때의 씌~JijJl: r이 ?] 기숨수준은 북힌보다 앞섰

다는 것이 정평이다. 大輝民 l패 의 AU 는 북힌의 두배이디. 대한빈국의

균시-비는 保덴 f애인 IISS자갚둡 쓴다면 북한보다 1987 년애 40% 딜 더쓰

고， 진파적 인 SIPRI資料룹 ijIJ까 한다l낀 1986년 북한의 2.71내 를 쓰고 있

다
10)

두번째로 大햄l닌 l퍼 의 'k{차論J::lJ!를 비판힐 수 있는 점은 오늪년 님북한

의 웹力優%'it헤이 첨~ n*가 있는가이 다. 피씬 국방부가 주장한대로 대 한 1낀

국의 떤세가 북한의 」것擊’의 iO‘能性을 즙기시키는기- ? 다시 애기히변 대

한 l낀국이 국방비」를 동결시커거나 다소 갑소시킨다면 북한의 침공을 유

도해서 5 라는 판 이득윤 판 수 있플끼 ?
:1 퍼 니 軍↑채Slt~' 의 *쉰果는 충분히 戰~]t의 짜率을 줍일 수 있다고 언

정되나，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남북한의 꾼사적 우얻을 띠

지는 것은 오늘달 썽- 1상이 기·진 막대힌 균사택 즉 剛爭~fJ싸壞 )J 을 고려한

lit 8) r: ， ~ l~ 페 샤 .l °ll 샤 소씬은 꽉힌이}사 1988년에 12대 의 MIG-29플 공납했디고 주생
했디. 이 주생이 잇다띤 북힌이 ll~ ，유한). 11] 행 기 중 이 MIG-29 1간 이 힌균균의 £<'-1
외 [<'-16애 디l 힘 힐 수 있는 비행시이디.

9) 인관지위대 떼j펀新l.IIj iiJ\:， r 냉 위 요 딘 J ， 1985, p. 287 ; 이영희， “넘북힌전쟁능펙 비 ~lil

인→{"， r시 회 외 시상J ， 1989댄 9원호， p_ 156.
10)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Military B띠Qηce 1988 ~ 1989, pp. 167

~ 169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1988,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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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다， 현재의 남북한의 군비수준은 전쟁이 일

어난다면 어느 측이 상대적으로 더 이기든 지든 간에 쌍방의 거의 모든

인구의 몰살과 시설의 파괴를 보장한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6·25戰爭

이래로 軍事技術의 發達로 남북한의 전쟁파괴력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核武器가 사용된 또 하나의 6·25戰爭의 발발은 대

부분의 북한국민은 말할것도 없이 지구상에서 倍達民族을 영구히 없앨

수 있는 충분한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세계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전술

핵무기를 주축으로한 쌍방의 軍事力 破壞力이 戰爭柳止 (deterrence)의

臨界量 ( critical mass)을 훨씬 넘어서 美·蘇의 戰爭은 두나라의 말살은

물론 A類의 共同破滅로 認識하게 되었다.

核武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남북한군의 재래식 무기의 파

괴력도 막대하다. 국방부에 따른다면 북한은 1962년에서 1987년까지 병

력을 2.1배 ， 전차 5.4배 ， 야포 3.7배 ， 함정 3.4배 ， 항공기를 1.7배 로 증가

시켰다 11 )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속도로 군비증강을 했으

리라고 추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남부한의 在來式 武器에 대한 한 評價

는 6.25때보다 火力이 100배 정도가 늘었다고 본다. 예를 든다면 6·25때

국군의 초기 패배에 큰 기여를 했다는 북한의 T34 戰車가 242대 였고 대

한민국은 그 당시 전차가 한 대도 없었다고 보고， 현재 남북한이 가진

전차를 4，500대 로 본다면， 이는 6·25때보다 19배 의 戰車數의 증가이다 1 2)

물론 현재의 南北韓雙方의 전차는 T34형 보다 성능이 우수할 것은 당연

하다. 6·25전쟁 이래로 모든 범주의 武器의 質이 向上되었고， 또 헬리콤

타와 미사일 같은 새로운 강력한 무기가 추가되었다. 화력이 100배 증

가되었다는 얘기는 6·25때 와 모든 다른 조건이 같다변 인명이 100배로

더 살상되고 시설이 100배로 도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6·25戰爭은 피해자가 대부분 우리 민족으로 4백 만 이상의 사람

을 죽였고， 同數의 사람들을 不具로 만들었으며 온 강산을 초토화시켰

다. 현재 만약 在來式 戰爭이 發生한다면 그 피해의 한 평가는 천만의

인구가 죽고 천만이 다치고 거의 모든 댐과 공장이 파괴되고， 댐의 파괴

는 홍수를 일으키고 농토가 황폐화 될 것이며， 남북한의 십여개의 原子

註 11) 국방부 I국방백서 J ， 1988. p. 75.
12) 국방부한국전쟁 J. 1987, pp. 38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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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 發電所·에서는 빙-시능이 유출펴어 실-기기- 야헤운 페허지로 될 것이라

고 예상힌다· 6·25때 에도 0-]느 누구 이갔다고 딸 수 없디. 피해지 대부

분이 韓1:\;族인 시·백 만의 사란이 즉았고 1:1]슷힌 숫자의 시 람이 정 애자가

되었다. 모든 1핍 파 시설은 파피되었고 전 τ앙토는 초]도회되었다. 분1성힌

사싣은 그 당시애도 북한은 전쟁에서 Of -- 2) 에 샤 ，lr~는 5라 는 는L 이듀

윤 보지 않았다는 시-실 이 다.

앞에서 제가된 11] 갚 냈폐힌다변 임맹이 펌1i11!減總‘관 廠‘行했윤 띠I 5 외

-10을 1:1 ] iiL 히 는 ~f 띠 딘 페 n] 게 엮 의 l폐낀f!는 오늘-닐 r~ιIt파의 파↑iflj짧-낌이l

週川되지 않는다. 더욱 힌산직얀 fljt~·셈5k 數↑IIL?- -7( 전생 도넬놔익 이

듀)피 10( 침 럭 피 해 국띄 이착)읍- 111 괴해 서 승자외- 패지가 입는 처점힌

피해룹 고퍼헨다띤 'Jftll꽤 이 상디l식 P 1，L 익힌 니라관 공격힌 닙댐 ij 1\찢파는

도1 A1 뭇힌다. 이비한 전쟁의 점 1.q.힌 파피싱은 한한-Jih”만1J1

이니디다→ 1피파I끼까1→ j파4의 정 Ii드는 핏·따의 〕|드 }괜팩太l폐시-이의 l般웹윤 기싱-힌다떤

핑정히 J합太힐 것이다. 이미헨 )Ik況 f 이l 서 힌 초깅대국의 일 19 작 문비김

축의 *，，1;냉; ~ :- J f\ IEI 넨 버11 1:1 ] -가1 인 애 서 l，~이 준대 jι :f利히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소떤의 고프])]-효프기→ 인빙직 ttl쩨i운 시행힌 ~)(治 (1'0 I댐 |행의 의미

륜 잇판 수 있다.

大1파 1:\; 1폐 이 우세힌 북한균괴1- :a- 형 윤 유지하기 위해 필수식아파고 주

장히는 간례의 t체l헤 }밤 U~{은 픽-한의 눈으i~~는 挑發로 li언 가능싱이 으[다.

그i강디-떤 씌-힌은 또 히니의 값 1 1 ] 싼 이-바증강으보 대응하여서 북한의 임

정애서 :a-형을 이푸펴고 l1二 넥 한 것이디. 이넨 식으둔 한다면 지난 44떤

의 훤↑lfi歸펀은 엎으쿄도 줍기지게 ;11 속원 것이다. 여기애 우리기 ]]].소

의 경후}윤 풍히1서 EE 우-랴민족의 싱례둡 위해 현행 庫:↑I버施댐·으l ↑체l앓i렌!

;HR윤 分析 Jl!: jE 힌- 필요가 있다고 렌다. 이 分析 是iE의 }랜젠애는 북한피

의 '[Il:필: (이 r!U젠의 ￥t rili는 \CJ꽉힌측이 기-진 바-대힌 진펙으로 우리 야族

의 !t9t기- 달렌 중요 하고， 디-륜 문제애도 영행-력이 많은 시급힌 의제이다.

Team Spirit히I I練의 ( 최 소한 당분간의) 1:1 1 斷피 美행.이 기-졌다고 받어지

는 核武싸의 ~~f故I I$(외 ，I~I‘ ~j\t:꽃 til: 으 ] ~\ijr進 |끼인 械ll$(는 꽤 ~JJ관~의 1땀램가

빚-다면 우세 한 北훼:軍의 다i事力을 줄이 기 위 한 |찌|혐카드로서 진지 히 게

끄러되이이- 힌다. 미팍은 주한 ul ~~{윷 첸수힘으로써 괴대첸 국밍예산을

줍이고 또힌 대학생들의 민족주의의 저형을 김소시낄 것이다. 미균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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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동시에 미군의 대한민국 국군의 作戰權 統뿜IJ는 점진적으로 이양되

어야 한다. 點韓美軍의 敵1&는 대한민국의 單備增嗤으로 補完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종전과 똑같은 軍備歸爭의 連續이고 이 군비경쟁의 순환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政治的 決斷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의 철수를 남북한

의 政治的 協商의 進展과 南北韓軍의 軍縮으로 補完한다면 南北韓의 安

保는 모두가 훨씬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死後的으로 觀察할 때 주한미군의 존재는 6·25 이 후 37년간의 긴 세월

동안 軍事的·政治的 緊張度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戰爭의 發生을 防止

시키는데 責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軍事的 同盟은 반드

시 大韓民國의 安保를 彈化시킨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의 다른 지역에서 전쟁에 참가한다면 동맹국으로 한국도 전쟁에 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중·소와 핵전쟁의 경우 핵무기를 보유한 것

으로 알려진 주한미군도 핵공격의 대상이 되리라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長期的으로 南北韓은 스위스같은 開放體制로서 세계 모든 나라와 交流

를 하되 軍事的으로는 어느 외국 국가와도 同盟을 맺지 않고 中立을 지

키는 일이 지혜롭다고 본다. 이러한 中立的 解決策은 倍達民族의 存續을

위해서 굉i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세계에서 戰爭發生의 確率이 높은 지

역의 하나를 없엠으로서 대한민국이 世界平和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軍事問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추가한다면 軍縮이나 國防

費 則減에 대한 노력은 서서히 신중하게 關聯勢力과 協議를 거쳐， 합리

적인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본다. 1960년 민주당시절 軍縮에 대한 政

治A 사이의 소리만 큰 討論이 軍事쿠테타의 頂因이 되었다. 우리나라

保守勢力의 核心인 軍部는 지난 39년동안 政治團을 장악해 온 까닭에

이들의 많得園에 대한 本質的 挑戰은 허용치 않으리라고 본다，

나.理 念

앞에서 원래의 罪因딜레마게임의 남북한관계의 공통요소는 서로 對話

의 週斷이라는 것과 또 對話週斷의 原因으로 理念 ( ideology)을 지적했

다. 대한민국에서 대화차단이 강화된 이유는 우리가 自由民主主義의 原、

則보다는 反共이라는 道德化 (moralization)에 置重했기 때문이다.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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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뱀의 역할은 대헨민국윤 빈공의 보if-룹 만둡기 위해 당국이 필요히다

고 판단힌다변 종종 ~I::j치~tB~l앉으로 利떠되었다- 保깃·‘機때P-- jh짧主

義 容疑者둡에게 따~t않와는 싱-판없이 그늘의 진찌， jT體활 피백시;]기 위

해서 종총 ~I:A)편 |끼 }캘례블 꾸준히 시-용해왔다. K鍵의 듭·論피- 펴·펴iJ의

l~1 EE는 지주 넥일되었다. 대한띤놔내이1서 자유보운 情報의 ~1j-픔은 잖은

이의 눈-애서 웹HiIJ 의 jE統’['I:을 되j1싫시낀 것이고， 낚북힌 시이의 자유토운

情報의 흐룹은 i휘 ;I t의 不띔을 減少시치 1이， 分剛을 弘)j~'힐 수 있는 政바

1찌때의 111 당이 된다. 님북한 국1시간의 자유로운 情報의 흐룹은 뇌묵의

불신을 김-소시커띠， 分斷운 Y~JJIQ 한 수 있는 J1)[ if:rl찌 |싹j의 바탕이 띈다. 남

북한 E냐RI! 간 의 자유또운 ~J돼의 {!t1:!한은 념꼭힌이 상호 軍써11으보 너 높

은 파I:會;[; IJ깜 ( 3 : 3) 윤 달성히-테 마고 f챙샌、띈 다.

터i푸~ I꾀으보 주한미균의 4갖피;싸 保꺼‘뱃잔외， 또 보유했다변 아느 정도

인지둡 ll)[센f가 닌}힌 젝임이 있디. 예냐히맨 이 문제는 소 f~}j~의 파J~애

판련된 중요한 문제이프보， 또 디l 헨 1만국이 主械I폐家이 고 덴주주의 꽉기

라떤， 국민이 딩장 말아야 힌 칸정4‘; ↑샌에 속하기 때문-이다. 大폐야|폐씨의

核武짧애 판힌- 現行으1 ~!\~~tliij;샘 빡낌j£ ( NCND : neither comfirm nor deny)

政땅은 국민의 눈애 북한이:1 1:1]헤 太해It t(，; 1맺HI깨의 딴판jJ이 멜세허가1 보이

고， 또 면事캘j함}JI! 의 펀요성에 대해 국민의 오판을 기져올 가능성이 .::C:L

다. 낚픽-한 당국의 i흡팎↑퀴f￥U애 대 한 ~I::公폐외 jj!i作은 혐웰 麗qJ.의 중요

윈인이 파이왔다. 넘북한딩·놔은 써|떼 |폐 f(의 'J;{짜룹 대승석으보 강화시

키려띤 자선의 電事jJ 에 대한 짝빠U10 ↑쉰햄뜰 도l 또꽉 많이 공개헬 펠요

기- 있다. 현재 NATO외 WARSAW국가가 섣행히드시 상대 19· l'갑씨 I I練 參

꽤고l tE쩨j웹젠의 111對|폐 까場險協은 사보91 不:↑듭윤 좁이고 !함1I!꽤 00 'I땀報

뜰 얻 -er으로서 서 i)_의 갖保에 도융이 된다. 남북한도 이펀 관행윤 본1꾀

괄딴 히-디-고 판다. 대한빈국은 術챈j페設윈- 갓춘 주힌미꾼에 의존해서 ;It
端이l 디l 힌 'trW(상 [10 ↑|상해룹 언이사 닌북한끼의 볼선으1 맥을 극꾀 할 수 있

는 유리젠 위치애 있다. 미군이 첸수하너리·도 이 情報의 도움을 안이서

혐縮의 ;괜챈‘윤 확인헨 수 있으뜨토 남북힌의 불신의 여지활 줍일 수 있

다고 본다.

44년 간 의 긴 세월풍안 낀1\念敎fLO 료 l꾀 :it樞 l혜 it의 대부분이 兩)'il\念

의 )j표從者가 되었다고 뀔 수 있다. 兩 政}에:는 오랫동안 자선으] \i: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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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當化하기 위해서 理念을 이용해왔고， 民族의 共同￥IJ益을 진지하게 고

려함이 없이 자기 理念을 說敎하고 자신의 條件을 상대방에게 강요해왔

고， 협상의 실패를 늘 상대방에게 돌려왔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북한

의 2천만 주민이 共庫主義를 받아들였고 일반적으로 김일성을 지지하며

또한 서구적 생활수준에 비하면 미흡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한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아야 한다. 이점 대한민국

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대부분은 딩由民主主義를 받아들였고 平均的 生

活水準은 북한보다 낫다는 것이 客觀的 意見이다. 이런 마당에서는 상대

방에게 낡아빠진 팀己體채Ij 理念의 美德을 說敎하는 政策은 아무런 이득

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과감

하게 어느 일방의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쌍방의 또 어느 일방의 이득

을 앙양하는 모든 政策을 模索해야 한다. 결국 딩由民主主義나 共塵主義

어느 理念도 모든 長點이나 美德을 獨러할 수 없다. 理念이란 한 國民이

最大 多數의 國民의 最大 幸福을 追求하기위한 手段일 뿐이지 그 담體

가 第極的 目標가 결코 될 수 없다.

다. 政治的 解決

南北韓問題의 基本的 解決은 軍事的 對決로서는 不可能하고 政治的으

로 풀어나가야 한다. 남북한의 기존의 安保政策은 남북한이 꾸준히 진지

하게 협상하는 것보다는 서로 相對方을 굶F諸하고 자신을 正當化하며 끝

없는 軍備鏡爭을 해왔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사후적으로 볼 때 기존의

남북한의 군비경쟁의 하나의 긍정적 결과로서 軍事的·政治的 緊張度가

지속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6·25이 후 36년 동안 戰爭이 없게된 결

과를 가져오는 데 -助를 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武裝平和의

내면에는 전쟁의 경우 우리 민족을 지구상에서 거의 말삼시킬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남북한 공히 증강해온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武

裝平和의 國際政治的 意味는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이 주축이 된 자유

세계의 일환으로 南北韓의 永久分斷을 의미한다. 이 武裝平和의 國內政

治的 의미는 첫째， 한정된 예산에서 국방에 대한 높은 배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경제개발， 교육， 연구개발(R&D)， 환경， 교통， 주택과 같은 소

위 國民 生活의 質(The Quality of Life)을 높일 수 있는 부문에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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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힐 수 있는 따¥JJl(윤 꾀-틸해왔다. 1989년도 대힌민놔의 1껴佈·贊는 6조

2247억 윈으띄 l행家 全f쩡算:의 기-장 찬 행꼭 (32 .4 % ) 이 며 13) GNP의 5.0

%로 예상뭔다. 상기헨 타 부분의 헨요성과 1:l 1 교히 는 기회비용 (Oppor

tunity Cost) 을- 고려해서 펴民의 福삐I : 、탈 최대화힐 수 있도꽉 資폐의 f•

J필 (i'~ 때U分을 15-))휩헤 이: 힌 다.

예찰 뜰이서 우리니라에서 가년-한 시띤-의 84%는 국기-보부터 이푸텐

실생휠-하는 더1 정치1 식 도움깐- 민지 않는디. 니머지 16% 인 40만의 기만

한 시땀닫-븐 단꾀능넥이 없는 노인， 정에지， 1J]성넨자， 91 산 부호서 이갈

이 종 받는 국가-예산은 천 l!!]익윈으쿄 때|까j찢짝의 1.8 % 뷔애 인뭔다. 우

리기 소l패I t~의 贊|씨윤 없애펴고 치냉이l 산의 1.8 % 윤 쓰벤서 어떻게 福mi l

|폐求가 훈! 수 있는가 ? 1 4 ) 국 1잉여l산의 제일 판 샤분은 값비씬 고도의 미

국무기갈 :，L 입 조림히는데 쓰이 l까 이 111 용은 현행 누l 북힌 꾼 I I]장쟁을

촉1관시 키 는 증요 요인의 하니-보 시펴뭔다.

|꽤써Ilj(해 (J9 두c 1겐 씨1 의띠는， 첫 1펜째 의 n1 와 연싼되아서 Iii rtlt\;主:1폈의

원전보다는 념’팍젠디1 깐음 위한 Jx )+、-애 지니친 쇄차윌r 히l 왔너 반상에의

지나친 침직은 대한민놔의 국기작 싱직원 t\':::I:福1111 1 :패" '*보다는 꺼nH\외

'I~條애 입:z1힌 ↑WillU =t義( 19 I폐家꽉 민둡있다. 한시전에서 대힌빈국의 't,

f싸애 대힌 입지적 위 한l 은 뷰한꾼의 1] 공애 서 보다는 太빠l치|폐 il갖治 )J!l 셈

해원 內씬IS애 있다고 판다. 한시짐에서 대한낀~:;~은 핏質 (19 階탬피 ~때I ~

호 나누아져 있고 _~1뜰 시이애는 휩j熾이 • 1:z1 하다. 이줍 기-장 침에회펀

평!燦폈素71- 6 공회 국의 lψ압; (19 _Ll~統 ' It괴 經j찌1 (19 WE짜，tfli J합애 가장 판보이

가l 도전히는 太벨ιlτ괴 집섬?勞띤h쟁T J함에 의해서 表:II ‘ 되 있다 . 이 두 십년-을

야하혀 섣꽉하여 놔기-적으또 總rl'lI 시 치 는 ( integrate ) 것 이 우리나랴 政治

의 기-장 어 얀1 분 i~~댐랴 하겠다.

님북힌분지l 헤갤블 위힌 최근의 |폐際 I'I(J 넓l갚은 넨다. 왜니하맨 남북힌

을 뀔리씬- 따l太펴 |폐 ( n1' 소 · 임 · 증 ) ]묘두가 씨간|쓰되J애샤 Ilj(i선盧事 (10 ~뽕 9~

樓제|릎 원히기 때문이다. 소띤의 고르비효프太統채은 {뼈束을 포힘-힌 세

계 전면적인 과감한 軍쩨i을 IIJIj I싸하고 ]]1 뇌 관 위시한 NATO놔늘이 이룹

~t 13) 깅제가 띄우:l， ，애산세요 J, 1989 , pp. 60 ~ 61.
14) 83%뉴 1988년 ]92만 맹 으파 ;<]훤보호지간1:，[ 불피우 n] ， 니내지 17%는 시선 거

네파호지 lι서 정확히 39\~’l 멍 이 씨 ]989낸 1120의 원 의 에산이 힌딩~;]있다 r 이1 선

개 J3_ -I ' 1989, p.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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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최근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하게된 미·

소의 軍縮協商의 성과는 한반도에 좋은 귀감이 되리라고 보인다. 우리는

미·소가 과거에 오랜 세월을 거쳐 각고의 노력으로 軍縮協商을 해옴으

러써 오스트리아는 뛰어난 國民的 主體力量으로 統-을 이룩했고， 또 동

·서독은 강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經濟的 A的 交流로서

사실상의 통일로서 法的인 統-을 성취한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다.

미·소나 동·소독의 協商에서 배워야 할 重要한 敎히II은 協商의 當事者

들이 결코 자신의 올바름이나 優越性을 相對方에게 說敎해서는 성공을

거둘 수가 없고 자신의 利益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利益을 추구하도록

노력함으로써 협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남북한은 오랫동

안 理念對決을 해왔고 텀體의 理念을 宗敎와 같이 正當化해서 兩者사이

의 골은 김고도 넓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어느 일방의 이익에 손해를 끼

침이 없이 양자나 일방의 이익을 도모하는 1 5) 政策을 實現함으로 상호간

의 신뢰를 造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간에 어느 측도 손해를 끼

침이 없이 쌍방이나 일방의 이익을 증진할 政策變化는 아주 많다고 보

인다. 이러한 共同利益을 추구할 수 있는 政策變化의 좋은 예로서 기존

의 休戰1써定을 平和協定으로 代置시키고 이 평 화협 정 에는 쌍방의 불가

침 의도를 명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가침 선언은 남북한 어느 측의 안

보를 손상은 커녕 오히려 모두의 안보를 강화시킨다. 또 하나의 쌍방의

안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제안으로서 현재 NATO ‘와 WARSAW동맹국

이 하듯이 서로의 軍事값|練을 參觀시키고 상대방의 軍縮過程을 點檢하

는 것이다. 이는 쉽게 말하면 서로의 軍事·間課活動을 合法化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客觀的 情報를 얻으므로써，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睡韓美軍 澈收問題와 남북한의 軍縮問題는 남북한이 현시점에서 다루

어야 할 가장 중차대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문제로서 대한민국은 남북

한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더이상 회피하지 말고 정

변으로 당변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진정으로 7·7宣言의 精神을 받아

註 15) 생산에서 이러한 원칙을 경제학에서는 Pareto Efficiency라고 부콘다. Paul A.
Samuelson & William D. Nordhaus Economics 13th ed. (Tokyo: McGraw - Hill,
1989) , p.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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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서 서로룹 너 이상 빼으로 보지 않고 I~~J f'f者보 본다변， 쌍1상이 모두

이떻게 패家資j껴i의 가정- 판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효잘적인 *量1'10 r퍼

欣殺傷의 準佈룹 위해서 쓰겠는가? 낚북한문제의 관;설적 히1 칠을 위한

첫 자세로서 대한 1?1 -:1~은 f(族윤 위한 대승적 자새로서 상징적으보 부분

적인 주힌J:J1균 철수와 소규꼬의 난북힌균의 군쪽이라는 젤단을 내린다

면 이 는 층분허 가치 있는 모힘 이 라 고 판단한다. 꽃軍搬11$(， 處쩨i은 \:1-북

한의 뻐펴 " 10 I~힘係애 판 영 헝:원- 줍~ )jj(\꾀變數리-고 판단딴다.

짧1i채增펴만이 안보의 흉합힌 l般 Ii아이 이닌 것을 原삐論애서 제가해보

자. 이 스라엘은 뇌1 ~~: 1'10으보 주위 익 이-립 콰-가뜰 제 입 하 여 각짜u릎 유지 하

고 있으니 이 나껴 의 '!J:- 1방狀況이 좋다고 관 수 없다. 이스라엘과는 대조

적 으보 11] 놔괴- 카나다는 팍장 에 1111쌍핀 줍비 하지l 놓지 않더 라도 양놔민

은 평회-칩게 살고 있다. 쉽게 싼혀자먼 이웃간의 높은 담은 Ill-드시 낮은

탐을- 쌓고 사이좋지1 지내는 01 웃 ]1[다 주민의 안정을 보장하지 봇힌다.

行A의 옷을 뱃낀 잣은 꼬진 1.1}람이 이-니고 따뜻힌 太 I~~ 이 었다는 이솜

우회는 패北웹 關係에서 의미있는 애끼리고 생각힌다.

l패內 1'10 으로 보너라도 현시짐에서 太핸f~歐| 의 安{체에 대한 멸치직 成

협은 북힌균의 춰‘상애서 보다는 大페df;['\';!꽤 1 內뀐I‘ 씻I)) 의 政治I짧에 대한

挑l般애 있다고 판다. 매학생파 노동자와 농민은 적극적 남북의 혐상노력

과 자유민주주의 원칙의 준수와 시-회경제작 팽등을 원힌다. 대한l낀국의

갖保콸 효파적으갚 강화하는 l~ 법 은 이 관만세력의 눈애서 이 將테IJ 의

jE統센:음- 힘j짧히고 결국 이늪을 將fliU I서되 f꾀容힘-으로씨 덴· 그 끈본적 히l

깐이 가능하다. 괄만세권애 대해서 政l써:의 II::統 ' I~l:플 됩j揚히 는 세기·지 )j

|피은 CD [\;a잣主義， (2) "~I [1=1J차士 =1:義， ® j~l:會民主主義이 다. 'li1싸둡 펴化

힐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방안으토서는 소위 운동권이나 공산주의자까

지도 ::1블- 이 힘-법적으토 선거펀 정부룹 겠力1'10 주段으로 願覆시키는 것

윤 上파하지 않는다띤 ~·I 등 의 뼈織이나 t1&治活動을 싼궐化히논 인이다.

남북한의 자유로운 ↑팎報의 흐룹은 ~HBJ치主主義의 한 원칙으로서 넘‘북

힌의 원선윤 감소시키 1셔 분단을 극꽉현 수 있는 政治1써商의 l까덩이 된

다. 갇익환욕시니 임수정잉: 또 서정원 다짧쉽의 석 1~은 대한민국의 안보애

볍지정- 없이 소위 J5i.體 fITU 랭지 의 ~j폐윤 무 o}힘 것이 1셔 경색된 넘-곽힌의

분위기뜰 쉬시-리 부드띄게 만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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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的으로는 기업가와 정치가， 고위 관료， 將星을 위시한 소위 많得

權層은 노동자， 농민， 영세민의 불만을 경청하고 북한과의 괴리를 민족

주의적 차원에서 극복할 슬기를 찾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없는자를

위해서 平等과 衝平을 도모하는 것은 밑으로부터의 혹도命을 週斷할 것이

다. 본 著者는 년 약 7천 억 을 사용해서 이 나라의 贊困을 없애고 福社國

家률 實現하는 方案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충분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遊所得脫를 主張한 바 있다 1 6 )

罪因딜레마게임의 集團的 合理性과 個A的 合理性의 意味를 국가적

맥락에서 음미한다논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표 - 2) 의 집단적 합리성

의 추구는 韓民族 民族主義의 標勝으로 볼 수 있고， 個A的 合理性의 追

求는 남북한 정치인이 본 개별의 南韓·北韓 國民만의 이익도모로 볼 수

있다. 고착화된 오늘날의 南北韓 分斷을 克服할 수 있는 理念은 民族主

義라고 본다， 옛날 선진국에서 보인 타민족의 침범을 통한 자기민족의

이익증진이 아니고 엽己和合 엄 B發展을 도모하기 위한 딩存的 民族主

義가 오늘날 要望된다.

現今의 대한민국 대학생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뿐만 아니라 전한반도

의 民族的 利益에 더 관심을 둔다고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제 바깥

에 있는 핵무기의 존재와 주한미군의 한국군의 작전통제는 젊은 大學生

의 民族主義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한국군대는 독자적 정보

획득 평가능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美國情報에 일방적 의존

은 대한민국 軍事政策의 我量權을 좁히고 특히 民族的 利益의 도모를

등한시 할 수가 있다.

5. 結 論

독립이래 지난 42년간의 大韓民國 政府의 安保論理는 罪며딜레마게임

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정부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북한은 공산

주의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이들은 대한민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

세한 군사력을 유지한다. 대한민국은 平和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註 16) 이장， “복지국가의 실현과 정치사회구조”， 「민족지성 J ， 1990년 4월 ，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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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한 戰略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따펄웹가 펠요허다. 꼭한의 논

라도 대한민국파 크게 디-르지 않다고 본디.

이 논분은 이라한- 'b...:保論理71 괴-연 얻 wI-나 객관적 현싣윤 만영했는기

외· 또 이 (':1한 i保폐꾀!의 선패이 피-떤 어느 정또으l 민족의 이하l듀싣~뜩

기져왔는기괄 4섰[N 히 였다. 대한-덴드lt 정부의 짜:1싸論:1:1[[는 시난 40년농안

념북한l 정부의 진지한 정치적 혐상의 노팩이 없는 軍備麗팎의 띤속이었

디

구체작으보 우선 대한1시놔피 l꾀케한꽃軍의 IIψ] 이 꽉힌-의 70% 정도로

엘세하다는 핑기-는 의문띄 이지기 많다. 핵무기플 가졌디고 맏이지는 파I:

l따핏軍과 대한빈즈I딘II을 표한l힌다맨 댄져J 은 대힌낀놔측이 월동 우서l히다.

대힌민퍼- 지체의 지l 래 식 무기띤 띠지너리-도 민드시 열세기 이-니리는 증

서도 보인디.

현시점애서 닌북힌증 이 J二 측이 ~[11.팎1' 10으]i!_ 더 우시11 6-]- : :'니는 질문 자

체가 벨의 n1기- 없다. 썽망이 시섞여년 능얀이1 넥대힌 균시비답 써서 순

1J1811 본 U}-강젠 파피넥은 111)Z lF 9-1 정우 l짜춰으l 의 11 ] 단 상실케 만달있냐.

더구나 우세한 지싱센으로 1:1상했윤 때 시용페퍼라고 예싱되는 핵무기

가 쓰여진다띤 넘-북한익 수 fl~:않 [OJ#!을 넨섣힐 수 있는 전쟁파피팩을

대힌민놔측깐- liL유하jL 있다jI 낀어진다. 核파쐐기 ↑셋JH되지 않는 전쟁

‘윤 기상하더라도 남북한의 지l 폐 식 무기의 파괴넥도 f151 간파-할 수 없

다. 사백벤의 꽉숨블 앗이기→고 감~ I꾀 L닫 초도화시킨 6·251때爭때 보다

火 jJ 은 떼배가 둡었다. 이 시점에서는 빼볍·윤 억제힐 수 있는 낚팍한의

균시-팩은 이 0] 파다하다고 }JlJ)휩린다. 낚북힌 공히 파↑jill熾파을 위힌 -;;~~시

비 증기의 |밍씬했b J+l은 지극히 낫다. 대한덴놔으1 'J;:싸륜 진실보 꽤化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lli {i헤麗팎을 가자오는 현재의 남f편‘펠 f합大llX策은 더 이

상 생산적이 이니 jL 이제는 난복삭인 정치적 해잔을 1ι색 혈 시기기 도

래했다고 본다. 전쟁의 경우 l빠者외. Ht者기 모두 피떤후1-으토， 폐4 ι| 딜 레

rJl 게 임 의 균비증징 JJj- 균비검소 선갇I]이 기자오는 이득의 판 차이의 논리

는 더 이싱 남북한의 軍{mi ~J€ ~J1‘ 싸딸애 티-당하기1 적용할 수 없디.

남북한 분~11해걸을 위한 l패 |際 1'10 앓j꾀은 션l다. 왜니하면 남북한을- 둡과

싼 4大펴 l패 ( 미 ·소·띈·중) 꼬누가- 힌 l낀도이l 샤 l앉治 · 軍흙80 ~~.동線께l를

願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미·소의 균측협상의 성과는 힌반도의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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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귀감이 되리라고 보인다. 南北韓의 不可f쫓 共同宣言은 그 어느측의

국가적 이 익 에 조끔도 손상을 주지 않고 양 국가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政治的 協商의 좋은 예이다. 주한미군의 핵무기 보유여부와， 또 보

유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정부가 밝히는 것은， 이 문제가 全民族의 生

死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까닭으로 또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이고 민주

주의 국가라면， 국민이 당장 알아야 할 基本權에 속한다. 만약 미군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이 핵무기의 완전 철수와 주한미군의 점진적인 철수

는 國防部의 情報가 맞다면 우세한 北韓軍의 軍事力을 줄이기 위한 협

상카드로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미군은 주한미군을 철수 함으로

써 과대한 國防據算을 줄이는 것은 미국의 권리이다. 미군의 철수와 동

시에 미군의 대한민국 국군의 통제는 점진적을 이양되어야 한다. 물론

주한미군의 남북한의 政治的協商의 진전과 군축은 동시에 실시되어야

효과적이다. 南北韓의 不信의 륜좋은 너무나 크고 戰爭의 피해는 너무나

막중하므로 신중히 忍耐IL、을 갖고 점진적인 接近이 유용하다고 본다.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安保에 대한 일차적 威

聲은 북한군의 침공에서보다는 大韓民國 內部 勢力의 政治團에 대한 挑

戰에 있디고 본다. 대학생과 노동자와 농민은 적극적 南北의 協商努力과

민주주의 원칙의 준수와 社會經濟的 平等을 원한다. 現體밟Ij의 안보의 강

화는 이 不滿勢力의 體#J1j內로의 受容으로써만 그 큰본적 해결이 가능하

다.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예로서 소위 운

동권이나 공산주의자까지도 그들이 合法的으로 선거된 정부를 暴力的

수단으로 전복시키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조직이나 정치활

동올 합볍화하는 일이다. 南北韓의 딩由로운 情報의 흐름은 자유민주주

의의 한 원칙으로서 남북의 不信을 감소시키며 分斷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협상의 바탕이 된다. 문익환목사나 임수경양 또 서경왼의 석방은 대

한민국의 안보를 별지장 없이 소위 反體밟IJ勢力의 不滿을 무마할 것이며

경색된 南北韓의 零圍氣를 쉽사리 부드럽게 만들 것이다.

이때까지 줄곧 軍事費가 軍事據算의 제일 큰 몫을 차지해 온 사실은

나라자원의 제일 큰 부분이 同族相爭을 위해서 써졌다는 非道德的 面

뿐만 아니라 더욱 절실한 것은 零細民의 福미止， 敎育， 연구개발(R & D) ,

경제개발， 환경， 住힘， 교통에 더 적은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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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한띤놔은 더 이상 械成主義i씨 짧펌까備l꽤家를 l빼&: 해서 Al힐±義

와 터 |퍼애 1:1]-땅을 문 發展的 f~±福nhc l폐家 i쐐쐐윌- 취 하단 것 이 til-보 우

리 I때 f\;의 핫{짜륜 펴化하는 결이 라고 판단렌다.

;젤콘작 p 로 우리는 이솜;펴話에서 서호 한1 초해 서 힐하는 가-족은 섣되

고 팽제끼라 서토 자기욕심만 ;<1]우하고 씨우는 집안은 l~한다는 얘기콸

인정-히자. 넘북한 국빈들은 지난 시-심년간 특히 6·25뜰 통해 층분히 I;;j

族때낌을 히l 왔다. 우리가 더이상 外|폐애서 뜰여본 n;Jf代짧禮떠 冷l뺑理7앙;

의 敎條둡 시-대적으로 :상정하는 일은 L야)j~ iflJ益을 추구히는 1'1] 41::!J:.j짤띠

이다. 대선 우파띤족은 자기존중윤 하고 자가 1만전을 위힌 콘 n]-음의 f\;

族~t ~찮5~ 分斷을 5ZJJ~ 히1 이 젠다고 관다. 여 기 서 판 n]-음이 리 훈J-은 넘놔젠

놔낀 공히 디→펀 Jlt\~애 멘-용- 81] 이 히고 우펴 사회애서 적힘-한 자판주의

직 요소와 시-회주의적 요소가 커5.fu떠으3~L 까·存힌 수 있음윤 의미한다.

統 -호 기는 데에는 Itl 넌쩨펀을 싱-대빙- 61]게 깅요하는 깃보다는 무한한

씬、耐力 으쿄 상대 l상피-의 토몫을 거 치 서 보의 共|퍼 iflJ益윤 個l談히 는 것 이

도유이 펀 것이다. 紙 一을 위한 장기식 <'ill 건 책 은 輝半島기- 스위스같이

開放體Hill 로서 세제 5:'든 나라와 交¥)1t흘 하펴 園事的으로는 이느 外폐꽤

家외-도 |피 !1값을 맺지 않고 ~II 立을 지키는 연이다. 이리한 ~I~ 立 I:I~ 짜決:策

은 세7-1]에서 l股팎發 It의 1i~{率이 높은 지익의 히나룹 없햄으로써 大loH\;

꽤이 11I:!ftυl나[]애 크게 기띠힌 수 있는 긴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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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 南北韓 軍備統制 政策의 理想、과 現實

洪 鍾 萬

(國 防 部)

1. 序 論

잠재적인 敵對國間에 군사력을 均衝減縮하게 되면 전쟁발발 가능성을

줄이고 敵對國間에 柳밟IJ가 실패할 경우에도 그 피해를 最小化 할 수 있

다고 하는 “新思考”는 冷戰期인 1950년대 만 하더라도 가히 章命的이었

다.

토마스 젤링 (THOMAS SCHELLING)은 戰爭이 일어날 可能性을 줄

이고 戰爭이 發生하면 그 피해를 極小化시키고 戰爭을 대비하는데 투자

하여야 하는 政治的， 經濟的 손실을 最小化하기 위하여 j暫在的인 敵國과

軍事的인 協助를 하는 일체의 행위를 軍備統밟IJ 1) 라고 定義하였다.

軍備統制가 成立되기 위해서는 軍備를 調整함으로써 國家安保面에서

도 훨씬 안정된다는 認識이 先行되어야 한다. 軍備統制는 軍事力의 建

設， 使用， 部隊의 再配置 등 특정한 軍事行鳥의 채Ij限， 禁止， 規f1JIJ 둥이며，

戰爭柳制를 達成하기 위한 고도의 軍事戰略인 동시에 國家目標를 軍事

的인 測面에서 지원하는 國家大戰略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다.

軍備統밟Ij問題는 敵對國 또는 잠재적인 敵對國과 協商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價植中立的인 立場에서 論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

는 軍備統制의 兩面性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軍備統옮Ij 擁護論者들의 主張은，

@ 평화를 보장받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다. 상호불신을 제거하게 되면

적대관계도 청산할 수 있다.

註 1) THOMAS C. SCHELLING , STRATEGY AND ARMS CONTROL (NEW YORK: A
PERGAMONBRASSEY’S CLASSIC, 1985) ,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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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시·적 우위는 그 의미가 탄색되었다. 군비정쟁보다는 상호안보

(MUTUAL SECURITY) 가 보다 더 안정된 국기-깐·계로 1말전시 킨다.

이와 lSi. 폐로 軍↑램統해IJ問짧애 j깜 ;’빼的인 者괄의 主振은，

CD 꾼비장쟁은 정치적 룹선을 반영힐 뿐， 꾼l:l]정쟁이 전쟁의 윈언은

아니다.

@ 국가-안보는 균시적 우위의 겸괴이기 띠l 푼에 균비제한이나 콰 tl1풍

제는 비현실적이다.

당변힌 I¥J ;It~폐 軍팎關係둡 보다 더 안정 되 고 f챙 ill lJ T1J能한 關係、 i~ 딴

전시치기 위히이 이싱의 싱·반펀 주장을 μj術뭔 感覺으로 벤이틀이지 않

으1낀 남북한 ~~축관~ ;;(l] 에 대 힌 접 끈은 디1 단히 <>] 렵 다고 생각한다.

띠-리사 * ~해에서는 \J북힌 파1:1]굉제괄 처1 익 하 는 본질직인 軍事. J) I짧

性윤 이해힌 다음， 빠 →의 Q'IHJl갖l팎리 고 칭힌 수 있는 “|패家II~싼”段階에

서 남북한이 공히 수용한 수 있는 떤세j ~iJc ffIU )J笑을 模꿇하고자 한다.

세/1] 최 J의 다i팎*集 :tlB J成인 납꽉힌， 100만이 념는 넘-북힌 콰니}가 대

치히고 있는 休뺑淑융 생각히맨， 더i ↑lRi써'dIJU 의 펠요성주수은 남북한이 공히

인식하라마 예상됨애도 불구히고 넘북힌 軍↑l힘써e llJU問짧는 한반도의 안보

외- 평회닫 엠려하는 많은 댄I품￥;렐f. 1꺼 家뜰이1711 오늪도 樂船괴- 悲빼， JJiJ횟괴

理샘， iO~、 고]. t뿐折애 얽힌 場으로 점첸되고 있다.

2. 軍事力 建設의 限界와 制쩨性

가.機會費用

盧쩨統해U룹 실시함으로 언하여 f!JU I밍펀 資 i껴i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용

혈 수 있디. 兵-지의 워:J괜 ， fio~짧 導人 빛 軍事裝↑햄의 *tH'!l와 띔!; J씌l첼꺼} 둠

균시-비-들 침김-히-띠 [~間 fE業애 투자함으로서 감훌야W~1J果를 :r합*시 51]고 확

대 재생산을 힐 수 있다는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에 대힌 떤

구기 국내 외 의 /1파II폐者들을 중심 으파 싱-녕-허 활발히 다. 軍備統H，U로 인

히-이 軍需핸業피- 關l佛@한業의 지l 펜 문제 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l폐

家經濟애 lJ] 치 는 부정작인 영향이 없는 짓도 아니다.

숱쉰縮떠j(， Plt윤 선딩l한 경우외- 軍1;쩌歸ql·으로 치달을 경우의 짧事챔플 tit;
定헌- 수 있으므보 균시-비젤김- 또한 예측 가능하다. 軍縮잡意 꾼시-장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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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기구입의 총량적인 규제 -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인 손익계산을

1972년 美·蘇戰略武器짧IJ限會談 (SALT- l) 結果를 토대로 分析하고자

한다.

제 1차 戰略武器옮Ij限會談의 結果로 발생한 미국의 軍事費節減은 200

300억 달러 2)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특정 군사시설의 무기생산을 중단함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軍事費의 計算方式은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즉 특정무기에 대한 제한은 規制對象 以外의 무기나 군사장비의 구매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남북한이 특정 공격형 무기를 제한하게 되면

규제대상 이외의 공격형 무기나 방어용 무기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美 行政府는 SALT-1 會談을 진행하면서 軍部와 軍需훌業界 代表를

무마할 목적으로 새로운 武器體制 導入計劃을 발표했다. 8← 1폭격기와

트라이던트 프로잭트는 이미 SALT-1 협상중에 상당한 정도의 연구개

발비가 지원되었다. 그렇다면 SALT-1타결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이득이 무엇이었는지 의심스럽게 된다. 軍縮結果에 의하여 얻어지는 국

방비 절감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기회비용에 대한 논쟁은 적어도 SALT

1 의 경우 무의미하게 되었다. 軍縮이 곧 民間經濟를 活性化시킨다고

하는 經i齊論理는 그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따라서 韓半島 軍備統 IIJIJ政策은 포괄적 인 軍備統밟Ij政策이 되 어 야 한다.

다시 말하면 特定 軍事分野의 軍備縮小가 여타 군사분야의 軍備增5옳으

로 이어지는 모순된 歷史的 前輸을 적어도 남북한 군축은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 情報統通 - 透明度 (TRANSPARENCY) 向上?

남북한은 相互不信에 의하여 군사적인 협조를 할 수 없는 交錯狀態에

았으므로 남북한 軍備統IlJIj 與件은 ‘죄수의 딜렘마 게임’ (PRISONER'S

DILEMMA) 에 곧잘 비견된다. 남북한은 상대국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總力戰만은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 남북한의

註 2) 미국은 12개 기지 (도시 포함)에 탄도탄 방어망 (ANTI - BALLISTIC MISSILE
DEFENCE) 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방어망을 설치하는데 1972 년 당시 400 억 불이 소

요된다고 판단했었다. ABM망 설치가 주요 사엽이므로 필자는 200-300 억불이 소

요된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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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휩l뼈I~I\-이리고 게임의 규칙을 정히자. (익지l 전 릭:윌- 추구히는 것과는 약

끼의 치-이가 있음.)

全Illi버X윤 고려치 않는 狀況에서 난북한은 1::1 I쐐 의 經i젠與 f!1 : 에 lJ]하아

파도한 폐防關 Jfijf， 1쩌‘究開發짧 x/!I 윤 맨저 자제히게 될 것이다. 밴만 이

니라 상대국으보부1'"1 J잣摩때챔I 없이 안전히다고 인식힌다면 ~닌시-비 지

출을 정감시깐 가능성이 크므i~ 쌍방은 무기의 절대량애 관제없이 츄

더 '1i;,£ 펠 것이 q- .

~t 퍼꿇

균 1:1] 축 소 二!~ t11 즈o 가ψ

꾼’
\\ 5 I \\ 10

죽~
파j

tFL←자r텀센빡

-5

3:ζ「
10 \\L二F깅

〈도표 - 1 ) 조|수의 딜레마게입

이 러 한 상황하에 샤 남북힌 븐 파縮 흑은 힘備統센 Ijf꽉 i월플 취 히 는 것 이

|팽l삶이 된다는 시설원 깨던게 된다. 만약에 인빙적인 f한 R~ij쇄- 置뜰 싣시히

게 되 1낀 ，~1 국기-는 '2d*J .. 不益윤 초 211 커l 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된디.

이상의 정우룹 〈도표 - 1 )은 섣땅히고 있다. 軍쩨을 싣시함으토서 연을

수 있는 제益을 5, ?휩h떠융강띔을 하게뭐으jμ‘l 엮윤 수 있는 代{뿔릎 • 5,

자국민이 電佈}뱀;jl펀- 함으 y~~서 안을 수 있는 戰1i1?r [10 利益을 10, 임빙적
인 IJ[ it1ii윌 댐~ jj뻐함으5~샤 추정 되 는 不利益윈- --lOa] 리고 히 자. 위 個l꿇에

서 빼 l폐 )[두 ?혐1jJ1j **1小政←策 1낀디-는 끽i↑jJli }땀펴!LY:~을 텍히-고 싶은 핏I저이

깅하다는 갓을 알 수 있을 갓이다 남북힌이 가1] <?:J 'jf 직 을- 잘 지킨디는 기

정히에서 한‘놔이 납i↑폐써i'l小!iiX l~t을 넥히고 북한이 軍↑l힘 }햄9퍼II갖策윤 일판뇌

게 추진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정우룹 우리는 상정하에이:만 힌다. 즉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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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이 軍備增彈政策을 택할 경우， 북한이 잃어버릴 수 있는 최대치는 -5

인 반면， 한국은 북한이 軍備增輝 戰略을 선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축소정책으로 일관하게 되면， 한국은 10의 손질을 감수하여야 한다.

극심하게 分斷된 敵對國家 간에는 주관적인 최대 安全保障 裝置

(MAXIMUM SECURITY MEASURES) 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 려 상호

안보 (MUTUAL SECURITY) 를 弱化시키는 인간들의 우매성을 노출시키

고 있다 3)

현실 세계는 게임 이론의 計算된 合理性에 의하여 군사력을 건설하기

보다는 感覺的인 不安定 (WORST CASE SCENARIO)에 의 하여 最終 意

思決定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농후하다. 게임 이론이 현실 세계의 복잡한

變數를 추출하여 축소시킨 복사판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딜레마 게임의 양 죄수간에는 意思流通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실 세계

에서는 남북한간에 의사소통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이 可能한 상태로

발전될 수 있다. 잠재적 적국간에 軍縮을 실시하려면 信賴할 수 있는 藍

視檢證節次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를 신뢰할까 혹은 의

심할까 하는 현실 세계의 또 다른 딜레마 게임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 軍備鏡爭은 피할수 없는 軍事屬性 ?

軍備鏡爭은 궁극적으로 戰爭을 유발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軍

事專門家들 사이에도 견해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변 軍備統

制를 실시하면 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안전변 (SAFETY GUARD)

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兩 質問에 대한 해답은 1 ，2차 世界大戰의 교훈

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제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군사적으로는 군비경

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1960년대 와 1970년대 ， 미·소간의 군비경쟁을

능가하는 영국과 독일간의 처절한 主力體 경쟁이 종국에는 第1次 世界

大戰을 잉태하고 말았다. 한편으로 第1次 世界大戰의 敎뢰I I 을 살려 철저

한 軍縮政策 - 패전 독일에 대한 응징조치로 설시한 군비해제 이 오

히려 화근이 되어 독일의 殘存 軍部의 不滿을 표출시키게 되었고， 여기

註 3) JOHN SPANIER, GAMES NATIONS PLAY(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8) pp. 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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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독일의 일반 대중까지도 동조히게 되는 첼과를 초래케 되었다. 철저

힌 군비해제 조치기- 제 2지 세계대전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있다. 검페

적으로 一方的인 軍備增9힘도， 盧↑，111縮小도 L1싸II플 보장하여 주는 萬9힘 iill

治藥이 봇펜다는 것을 인류에게 획인시치 준 셈이 되고 딴았디. 제 1，2자

lli:W大때의 했〔넓[ I 앞애 필자는 ;κ !b:~의 不 ilJ빠 'I1t찰 반이-블이지 봇히는

인간둡의 1!\~能 )J 을 4) 지작한 헨리 γl 선 서 (H ENRY KISSINGER) 의 響~i)

기- 적첼히7-1 않나 생각한다. 그만테 오늘날 모든 주권놔기늪은 자팍의

점데:3:1 rJ;. ~안을 풍하6:1 자국-의 안lι괄 추구하고 있다. 역으로 자놔의 전

대적 갖-수에 대한 까냉은 잠재적인 뼈(뿔j· 1패 애 가l 는 전디l적 :..r;핫소을→ 의미

힌니. 그레서 한디1 주권권-기는 이느 정도의 :+핫짧은 不 fin괜히→다는 것을

시급히 짧、 l減히 는데 있다고 주장히고 싶다.

인부의 띤판딴[lIJ *괄은 재래식 llL기 의 파1i채磁-펜은 lJl 드시 위힘한 갓

이 아니리고 서슴없이 주장한다. 이늪의 만파는 힌국의 經i젠~~*횟가 북한

애 비교펠 정도기- 이니므보 한뇌이 문 1:1 1 정 쟁 애 서 쉬지l 이;낄 수 있기 때

분애 ill:↑폐 Ji센TIl 민 이 북힌애 디l젠 jIll센Ij )J 갚 높여준디→뇌 1*γ;삶챔’살은 믿

고 있다. 이바한 익제는 힌촌하는 낚북힌 판제에서 형성띈 악지l 넥 l~_나는

휩선 너 인정원 의 A1]리고 역설힌디. :1괄이 주상히는 量핍)J 만 .@l!;設허가l

되맨 남북힌긴애 괴사적 간정이 .:lL조펀 니 고 히더테-도 띠놔 인보공약의

선파도애 좌우되이 l패家安싸危4幾닫 쥐지않이도 띈다고 이늪은 주장힌다.

미 ·소·중 3국이 남·북한애 매히아 끄t쐐， 移~i팽禁止 1까定윤 맺가l 되변 남

북힌 관/'1]는 보다 더 안정된 핀지1 호 만전한다고 주정힌다. 1960년대 ，

1970년 대 종 북한이 이와 유사한 힘縮해茶을 수없이 제인-한 바 있다，

최근애는 外國 jf~짧 搬人 "11 止 등의 t힘:씨li jJ~을 자제허-고 있다. 힌놔의 對·

北技佈J l'憂↑立괄 북한이 인정 ('?)하고 있거나 우미의 경제싼전을 의식히고

있기 때분이 아닌기- 생걱한다. 띠 -:'J삭l 소렌은 在來式 파짧 移뺑애 관하

여 여리 치에1 논의한 lJ} 있지띤 특정지역， 즉 동뷰아지떡이나 힌밴도틀

대싱으로 히여 회딩을 히았다는 기똑은 없다. 미국은 it까~A ji，~싸 移j~뱅

禁 t1: thJJ定이 )]1 국의 농맹국 이익윤 위히여 lJ}템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이

다. 소렌은 중놔의 對;It i핸 武짧l따찮‘ ft} i펄룹 엠헤히고 있다. 가까문 장래

itt 4) HENRY A. KISSINGER , A WORW RRS'/'OR8D (NEW YORK: GROSSET AND
DUNLAP, 1964),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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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반도 무기반입 중지를 美·蘇軍縮會談에서도 의결하지는 않을 것으

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미·소·중국이 한반도 武器移轉禁止惜置를 동

시에 취할 수 있다고 상상하기도 어렵다.

남북한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軍備를 縮小하리라 생각하기도 현시

점에서는 예상하기 어 렵다. 그러나 신뢰구축조치 (CONFIDENCE BUILD

ING MEASURES) 와 같이 쌍방이 무기획득을 자제하는 분위기 조성을

당변한 군비통제의 주요 목적으로 한다면 그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것

이며， 한반도 안정에 크게 기여하라라 생각한다.

남북한은 수 차례에 걸쳐 非武裝地帶의 非武裝化方案을 제안하였다.

비무장지대의 사소한 분쟁이 據戰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값

진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남북한 공히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방안

을 제안한 바 있고 南北高位級會談에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게 되면 남북 쌍방은 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증절

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북측이 中立國藍視委員團의 檢證活動 운운

하고 있으나， 현재의 중립국감시위원단의 미미한 활동으로 미루어 보아

북측 제안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國際的으로 弘報하기 위하여

초보적인 검증절차를 추가 시켰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양국은 1982년 이래 9차례 나 팀스피리트 韓·美聯合訓練에 북한

측을 招請하였지만 그들은 아직 한번도 연합훈련에 參觀하진 않았다. 북

측이 그들의 조·소연합훈련을 비밀리에 실시하면서 防響的인 性格의 한

·미연합훈련을 참관키는 어려울 것이다. 남북한이 군사적 신뢰를 증진하

기 위해서는 戰爭挑發 意思가 전연 없음을 상호 확인시킴으로서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제

거시켜야 한다. 어느 정도 情報의 딩由統通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히

최악의 상태 (WORST CASE SCENARIO) 를 상정한 군비경쟁의 회오리

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남북한간에 군사적 신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

정규모 이상의 軍事힘II練을 相互通報하고 參觀 招請하는 것이 制度化 되

어야 한다. 또 남북한간에 군사적 선뢰를 增進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군

사훈련을 상호통보하고 참관하게 되면 軍事的 不信은 상당히 弱化되리

라 예상된다. 군사훈련의 상호통보 및 참관이 이루어지면 남북한 상호간

에 투명도 (TRANSPARENCY) 를 높이게 되고， 한국전쟁괴 분단으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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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펀 軍事的 不↑듭을 淸算히는데 기여히게 원 짓이다.

남북한 盧縮問{행뜰 公式的인 合첨;에딴 의존하려 하I선， 헌제의 년-꽉힌

꾼사환정애서는 기-장 손쉬게 이푹힐 수 있다고 하는 信뼈쐐.짧 Ill]웹도 :L
렇게 희 l상작이라고 단언허가눈 이댐디. 그 이유는 남북한간의 뿌리깊은

不信!현괴- 적개심， 강디l 꽉의 한 l낀도에 대한 햄III1l- H9 인 意l싸l파與 때렌이라

고 생각힌다.

그램애도 불구히고 한국이 주도권윤 기-지고 縣7~ R~언 1}꿇i:플 이칠- 수

있는 방안올 또색히는 것이 비-럼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시끼이

지님이1 따라 北剛의 態|훨變化애 대힌 때付와 힘끼1 넘-북힌 관제룹 정싱

관11]로 유도시키는 1앙안을 작극 고펴한 수 있는 기회기- 멜지 않은 장래

에 오래라 .J1:JJ쉐허가 띠l 분이 디 .

화1쩨’i 냄j f템에 대한 썼ill ;]찮이 한국은 PI빠센이이 고 段r;쁨따인 뱅 l꾀 을- 모

색하는데 비하여， 꽉한은 검';)lEEI~ 이 고 많:딩L 可能性51_디 는 j[:it i하的 修i함

(POLITICAL RHETORIC) 에 판심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의 10딴감축

주장이 :~L 대표적인 여l 라고 허-겠다- 우-퍼의 軍↑힘統해I] 쨌ill은 손쉬운 문

제 811젤이 높은 차원의 軍펄· IHJ J펴쉴 히l 섣 힌 수 있다고 보고， 접진적이고

누적된 피-정을 거치샤 南北韓 ~11 ↑'iii!統WI] 기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민고 있

다- 이애 대하여 북한은 한-놔의 때fi웰 LI~ 이 5) 米來指向的민 軍↑뼈써j테IJ 1찢近

을 가리 씌 永久分뼈If을 핍U策허가 위 힌 =f-'-f갔이 라고 1화博승]- 1긴서 Me 一!펴}핍

로 비익 내지는 政펴써i잠 形態의 j낀}쏘茶월 히판 한다. 한국이 점전적언

더l 반해 북힌은 감진적인 제안을 하고 있으므로 남북힌 꾼비통제 집 fL

은 상호모순 핀t지] 7] 성펴도] .1즈 ii_ 현재의 fM;lt韓 軍縮提業븐 fl~剛배인 l폐

l際]I’博으로 룹변히는 상처만을 념져주고 있다.

다음으보 꽉한의 jlj(治 JI~態토 1]1루이 꾀이- 북한이 1Ji}Ji얘j히 는데는 |없!Jf

가 있유윤 이해히여이 힌다. 이직도 더혐 (COMPROMISE) 의 논리뜰 바

닫허지 못한 꽉힌-븐 섣 i]~ 보다는 1갱 분- 애 집착하고 있다. 즉 보다 만정뭔

남북힌 핀 I]] 룹 유도히기 위하여 싸定 펴;싸의 f짜有 1:1땅쐐을 設~히게 되

떤 님꽉힌 〕긴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시싣을 팍한이 인식한다고 히더라도

민주주의괄 싣시힌 경힘이 없는 복힌·으보서는 우리와 타협하는lOll 힌기l

가 있으리리고 예상뭔디.

1쟁 력 이 나 무기감축 즉， 해J! R~인 軍{폐ff~tl/ll]애 대한 |찌商은 낚북힌간의

148



’‘

政治的 異質化와 한민족 고유의 政治文化 및 傳統때문에 대단히 복잡한

듯하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政治文化는 政敵과 協商으로 社會問題를 해

결하는 훈련이 부족했다. 또 타협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꺼림직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합의할 수 없는 軍備統옮Ij協

商은 현존하는 緊張狀態를 더욱 악화시킬 것같다. 극소수일지 모르지만

과거 우리의 정치인들은 他政派와 對話를 하거나 일상적으로 接觸하는

것까지도 삼가하여왔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政治文化를 고려할 때， 政

治體옮Ij가 相異한 북한과 군사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는 현 상태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우리의 軍事狀況은 한국이 자의적으로 북한을 자극 혹은 오해할 수

있는 行罵툴 딩옮Ij하는 것이다. 對北 非難放送의 일방적 중단 등 한국이

북한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신뢰증진조치 (PRECONFIDENCE BUILD

ING MEASURES: PCBM) 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일

방적인 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확인한 후에 남북한이 군사적 신뢰

구축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되면 군비통제를 위한 基本與件 造成은 견고

하다고 하겠다. 韓半島의 軍事的 信賴構葉方案의 당면한 核心課題는 대

규모 군사훈련에 대한 相互通報 및 參觀이므로 1986년의 스톡호름협정

방식을 연구하여 한반도에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군비통제의 기본여건

이 조성되면 남북한은 점진적으로 危機管理 能力을 培養할 수 있도록

危險減少惜置와 ]E行하여 軍事力의 運用的 測面을 강조한 援衝地帶形

非武裝地帶의 據大， 혹은 휴전선 일대에 전진 배치된 공격용 무기와 병

력을 後方으로 재배치시키게 되면 남북한관계는 보다 안정되고 전쟁의

위험수위도 상당히 낮추게 될 것이다.

3. 軍備統制問題의 包括的· 補完的 接近

今世紀의 마지막 10년에 접어들면서 세상도 많이 변했다. 1989년 세

계인류는 東歐의 平和的인 童命을 g擊했다. 베를린장벽이 허물어지고

비공산정권이 폴란드를 통치하고 있다. 헝가리 공산당은 西歐式 社會主

義 政黨으로 變身되었다.

미·소양국은 世界的인 和解趙勢에 따라서 歐洲는 물론이고 東亞·太地

149



城까지 냉전의 부산물을 제거시치고 있으며 한반도에도 til解의 룹걸이

띨려들고 있다. J註韓美電의 점진적인 냄[I상減縮은 현실화되고， 주한미꾼

의 역할 또한 남칩을 억제하는 반도익한 (PENINSULA ROLE) 파 농아·

패지 역의 균형자 (BALANCER) 로서 지 역 역 할 (REGIONAL ROLE) 을 김

당하게 되는 2중 역펠콘이 7] 펀되 고 있다.

그러떤 세상변회 서방진영， 특혀 1'1 국이 봉쇄할 대싱의 상설， 구주

를 비훗힌 멤세체적인 균축추세 때문애 盧빼:統lI il]가 본격화되맨 ‘힘事

램도 동시애 i~it縮될 것인기- ?

庫[ 1;채統 ffjl]룹 풍하여 집제적인 廠l폐 I빔 에 벼~!뀐이 벨펠힐 기능성을 감소

시낄 수 있고， 보다 너 인정뭔 판-깨로 맨전시원 수 있다면 軍事力의 ;f~1

π 꽤經 - 띠l 애 따리서는 균시팩 증기- - 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뚫個

써이IiI]의 敎덴|이 시시허→는 1:1] 는 電쩨j it]- 짧펄웬가 相關關係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군시-장 1:11나 부기의 量: (19 IIiI] I따븐 곰 무기의 뀐때 **휩·을 초래하

끈 했었다. 지]l차 戰l때파맘減체i會談애 서 )1 1 시 일 벨시대의 數따 1Ii1] 1밍 때

문애 다탄두감 기1 1관하는 기슛적 룹파블 초떼케 하야 하나의 미시-임애

10여 개 의 천J] 탄두를 정척하게 되는， 車쩨이리는 미벙하에 오히려 質 1'19인

i돼펴歸:댐·을 초래갖11 퍼있다. 섣제로 SALT-l 직후 미국의 국빙-비는 피

거에 비하여 더 높은 비융호 증가되었다i

n;~싸의 l힘파 ;量에 대한 論펀·은 대체적으쿄 l광따 優位룰 숭상하는 쪽

으로 기울고 있다. 꽉定武쐐애 대한 .純쇄‘i찮는 ~체'1£ 武짧애 대한 質的

麗爭·을 川|헨化시켜 老↑IjTh~싸의 ↑~j함需떻콸 촉진시키거니 規lIil]對象 밖의

피;짧就휩·을 촉받시킬 우페도 있다. 그이므로 필자는 짧縮ftJ~많애 대한 總

體的이고 包把Flf~ 인 }흉近I간이 균-축의 진정힌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

파고 주장하고 싶다. 그례서 본 정애서는 軍↑;Hi紙센I] ￥j 象으호서 軍독윈:￥￥

R되삶꾀를 고천-<5]-고자 한다.

최초로 |쐐|끼贊를 폐i絲의 對象으5~ 고려된 것은 1899년 헤이그 萬國215.

1'11會談에 서 소련이 일정기간 |꽤l끼첼판 }東원;히자고 제안히면서부터 였다.

최근애는 UN애 서 도 ]ir-tll 경 쟁 을 효고1-작 으로 약화시걸 수 있는 방법으로

꽤 I이贊애 대힌 써폐I]n매햄가 빈씬히 거판되고 있다.

소렌은 1948년부터 1980년까지 30여 치폐나 |펴|際軍縮으로서 國|껴費

減縮Ji案을 제시했는데， 軍事贊 i~，Q n:떼i피- .ilH1\ 共力파 軍事裝倫 減絲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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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을 동시에 제한하였다. 소련의 제안은 병력과 군사장비를 조약에 의하여

감축한 만큼 國防據算을 減少시키고， 쌍방의 軍縮檢證官이 의회 뿐만 아

니라 行政部處도 무제한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

수 없는 國防據算 減縮提案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설효를 보지 못하다

가 1960년대 에 이르러 미·소간에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國防據算을

담옮Ij하기로 합의하였다. 1963년부터 1965년까지 미 ·소쌍방은 國防據算

增賴을 자제하겠다고 非公式 經路를 통하여 묵시적인 합의를 하고 1963

년부터 1965년까지 國防據算을 거의 동결시켰다. 그러나 예상치 않았던

베트남 분쟁으로 인하여 묵시적인 합의는 1966년부터 깨어짐으로써 국

방비 경쟁의 망령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15여 년의 긴 협상에 의하여 합의된 1986년 스톡호릅軍縮協約도 알고

보면 동서간에 透明度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규모 군사훈련 상호통보

및 참관초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南北韓 軍縮의 基本與件을 造成

歐洲에서 국가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과 같이 남북한간의 상호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등등 -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본다.

군축협상을 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軍備統JlJIJ는 未來志向

的일 수 밖에 없다.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하여， 軍事費問題를 未來志向

的인 軍備統밟Ij 對象으로 하여 長期間 鼎究하여 對備하는 것이 軍備問題

에 대한 올바른 接近法이 되리라 진단한다.

적어도 90년대 에는 남북한이 對決構造를 淸算하고 平和共存構造로 轉

換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軍備統制의 方向도 상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분야보다는 남북한 공히 軍縮으로 인하여 安保t의 威齊減少는 불론 經

濟的인 利益이 남북한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군비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첫째， 國防費에 대한 藍視檢證은 他分野의 군축에 비하여 藍視檢證이

상대적으로 쉽다. 美·蘇 軍縮이나 歐洲軍縮協商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확실한 藍視檢證 方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비에 대한

감시검증 결과는 군사력 건설방향은 물론 상대국에 대한 情報統通으로

透明度를 향상시 킬 수 있고 5) 최 악의 경 우를 상정 한 (WORST CASE

註 5) ALVA MYRDAL, GAME OFDISARMAMENT (NEWYORK : SPOKESMAN, 1978),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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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盧備歸爭의 회오리도 믹원- 수 있다.

둘째， 님북한간애 A的， 때的交流가 펴i'I'센化되면 적섣힌‘ 貨?혐의 交}뺏率

이 확정‘되리라고 본다. 多國籍 軍tJfi애서는 貨F혐의 交換率 때문에 어려움

이 있었다. 넙북한 교류가 진행되면 화폐애 대한 상대적인 평가는 훨씬

쉬워질 것이다.

셋째， 90년대는 체 ·의 r1'間段階인 l폐 家Jl~유을 模索히는 11한代가 펠 것

이다. 國짜聯유이 실현펀 다고 히변 i훤 ~It輝間애 交換될 수 있는 채i完的

인 1윷 略IliUgt 가 前}삶되 어 야 현- 것 이 다.

균시비룹 힘의애 의히여 봉제하려띤 수없는 난관이 있으리라 예상힌

다. 예뜰 뜰자면 ￡煥2해8밟， 인꼴페이손， 貨F혐의 R짧웠 jJ 은 불론 體i1iU가

찌 l짧한 국가간에는 상당 부분의 l뱅l까關Il~r. 線算이 핀-랜 행정부서 이외애

他行政폼IS뽑애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형상 엠두에 두아이· 할 것이다.

현재의 난꽉한 꾼시-력은- 극심한 jl::對辦을 이루고 있다. 특히 짜盤젠

裝倫인 탱크， 장김치， 이;포， 전푸가 둠은- 북힌이 남한의 2):)11 를 능기-하고

있다. 이라한 상횡애서 남북한 電써iH是議는 분명히 :it]衝戰力을 j違m힌 다

는 미 명 히-에 자국의 軍事fl9 !jJ헛L뜰 만회 하려 는 목적 으로 이용히 려 힐

것이다. 數09 優位뜸 확보한 쪽은 뱃IVU東結· 혹은 쐐;存벼~ jJ 애서 I퍼 --率

減縮을 주장한 것이고， 質的 優ill:괄 확보한 쪽은 低水準에서 J성術을 이

룩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펀다. 그랴므로 남북한 균촉은 平行쐐을 긋

게 되거나 交짧狀態애 빠질 것이 분명히다. 행여 南北韓間애 合禮가 이

루워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했J 방보다는 象徵的인 軍쩌I~f꽉置가 이루어

지 지 않윌끼 筆者는 想、f없해 본다.

4. 結 論

南괴 北이 希求했틴 절대적인 'I;: 갖받은 판념싱-으로만 존재할 뿐이리는

것을 지만 70年代， 80 年代룰 돌이켜 보맨 이렴풋이니마 인식할 수 있을

듯 하다.

131땐의 칠대적인 安全追求政策은 잡재적인 敵I폐 에 게는 점대적인 不핫

全으로 인식되지 때문애 南北韓의 강·保 및 盧備統래U政策은 軍팎力 &양設

에민- 의존한 자국만의 절대 f保政策이 이-닌 보다 進化펜 쾌끄安保 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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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의 韓半島 軍備統옮IJ政策을 開發하여야 할 것이다.

未來志、向的인 남북한 軍備統옮IJ政策은 다음 條件을 각각 充足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성공적인 軍備統制政策은 남북한의 相互安保를 증진시킬 수 있어

야 한다.

‘ 2) 軍縮으로 인하여 經濟的인 利益이 발생해야 한다.

3) 特定 分野의 軍縮이 오히 려 質的인 軍備鏡爭을 초래 치 않도록 制

度的인 裝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4) 藍視·檢證節次가 비교적 單純하고 檢證結果가 明確해야 한다.

남북한 軍備統制政策을 段階的， 漸進的으로 추진하여 安保上의 冒險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一方 信賴增進惜置， 相互信賴構葉， 運用的인 軍備統

制， 構造的인 軍備統制 단계로 추진하되 각 단계는 상당부분 중첩된 수

도 있다. 韓半島 軍備統옮IJ 與件造成을 위하여 不信感을 제거하여 相互信

賴를 造成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당변한 韓半島

信賴構葉 惜置는 南과 北 상호간에 透明度를 向上시킬 수 있는 情報資

料 交換이 急先務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信賴構葉段階를 지나치게 뿔

尙， 長期化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90년대 에 “國家

聯合”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南北韓間에 완전한 信賴回復은 期待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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