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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6월 매최된 남북정상회많으로 우리는 평찰와 도약의 한 1

반도시대를 열게되있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절대히용하

지않으면서E 화해와 철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부의 대북

정책과 국민의 성원이 이루어낸 역시적 쾌거입니다. 이로씨 한

반도에 핑화와 안정의 큰 츠를이 출성되고 남북간의 실질적 言

릭관계가 구축되기 시를향습니다
.

남북란계 차선은 우리가 항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있다는 시실

외에도 겅제적. 외교적 안정이라는 큰의미를 가릴니다. 한민

족이하나되어 필쳐갈 다를세대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誇임

없이노력해야 할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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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내복성책의

추진원칙과 기조는무엇안小

÷.,빈의 정부는 .4!.펀화를 파괴하는 및i恨 무력도발 불용 4 흡수

통일배제(.?'화해 .협력의 적극추핀을 대북정책 3원칙브로 정

1
림하고. 이러한 誰친에 입각하여 평화와 화해.헙력의 남북간계를 이

즉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

이는국제정세외. 인보환경의 면화. 찰북간 국력격차. 그리고 북한의

현실등을종합적으로 고치한 가장힙치적인선택이었습니다
.

이러힌원를에 따라%보태/.j를 확고히 하면/.. 다른힌a으로는 북힌

의 매빙과 변화를 돕기위해 남북린q 보다많은 및촉과 교류. 대화와

헙력을추진해 왔습니다
.

이와 함께힌반도 분제를 평화적으로 해릴하고 북힌을 국계사최의

책임있는 인원으글 참여시키기위해서 우방곡들과 함께포잘직 접근출

1 루초해 왔습니다
.

이처諒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화해 .헙력정책을 일관되게추

진한 결차. 지반6월역사직y 남북 정상회담을 심공적으로 게최하고

평차와 도약의 새료운 한반도 시대를일게되었습니 다
.

.

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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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인보를 라할르로 하는희해 .壹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입L/c/.

U

..&

.|

이제한빈도 정화와 안정의 큰 흐름이 를착되고 남북간의 실질2 협

력관계가 구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우리의 대북정책 방항이 올
',

바르고 현실적인 것임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힌반도 평화와 남북공존.공영. 그리고 통일기빈

조성을 위해튼튼한 안보와 국민리 합의를 바팅9로 적극적인 대북정

책을 펴나갈 것입니디..

첫라 긴징완화와 협력s 병행추z 평화교류와 평피공존g 우선실현하고

둘라 화해.협력을 통해신뢰구축과 민족통질성을 희복해 나가면서

상호 보완성에 기츠한 틀북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한펀

셋라 한반도 문제에 관한남북당사자 해결원직아래국제적 지지를

를보해 나갈 것입니다
.

a.반?는 %나작 ?.핀기는 4 3 y#니디 . #料기는 차기가 "K l ?!

인차 후치. /치와 인행이 촌대하A 있L 이름4 싱황글 그 특4.3z.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에 대치하면서 기회를 포찰 .활용하여 희

8찬미인t 하해 전린해 나가이.x니디
.



圖
화해협력을하자면서

안보는 소홀히 하고있는것아년기

1E 튼한안보를 통해국권을 수호하고 극민을 보호하는 것은국가

T r 의기본?루입니다
.

인북정책을 루진하는데 있어우리정부가 일관되게 유리하고 있는원

칙t 튼튼한 만보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을펼쳐나간다는 것입니다
.

정부는 평화에 대한 확초한 보찰이 없이는 인정된 남북대화와 고류

협력이 어렵다고 린초 튼튼한 인보를 다지는 데 최우선 역천을 두고

있습니 다
.

북한에 비해 월등한 극리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 태세차 한 .미 연

합간력린로 우리군은확괴힌 인보태세글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l999

년6월r연평해전J에서5L 증및천 바있를니다
.

=린나. 인보는 r평화를 지켜나가는(PcaceUkeopingJJ소극적인 정

책간으로는 보장되지 詰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할 생각을 버

리게하피 변하도록 하에야 전쟁의 위험은 사라집니다
.

인북 화해 .헙적정책은 바5 r평화를 민들어 나라는(Peace-

makingbUU淸 인징책이라고할수있습니 다.@부바 국제사회와 협

력하여 힌만도 년진증꼭을 추구하는 것도이치힌취지에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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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耐한 경우料도 안보를 대북정적의 첫번料

고럭요소로 심고 찰습라라.

聾

.5

.t

.迷
이처럼 정부는 과거의 소극적인 안핀정책에서 한걸를때나아가 -y-

다주도적인안보정책을펴나가고 있는짓입니다
.

.l
치난 9월 른단 이래최초로 및린남북 국방징관회법에서 남과 북은

r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글고한 평화를 이록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7..

하는 것이긴요한 문제J라는데 인치을 같이하고군사리 간징해소와

평화공존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수있는토대를 마린하없습니 다
.

정부는 어때한 정우에도 안보를 대북정책의 천번째고리요소로 상을

깃이며. 한빈도에서 편쟁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히7 평화를 정착

시켜나가는 것블최우선 과제로 추린해 나찰것입니다
.

1

團



를한은

하나도변한 것이없지않출린

1流盞힌의변화는 이미시작되었친 그변화의 폭은인어지고 속도도

7 가록화되고 상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릴 개빙과 시장경제체

제로의 전찰이 불가피하게 될릿으로 봅니다
.

최근북한은 대외대빙정책으로 션회하고 우리의 화해.헙력릴책에

료응해 오면서 .힌반도 냉전종식 흐름에 동참해 나오고 있습니다 .

분단반세기만에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장관급회담이

정례화 되었긴 국방장관회담이 얼려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협諒州

로하였으리. 과거와 같은소로적인 대남비방 공세도 일체중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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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변를는 o/a/ U&,漂c며,

븍한은 를빈도 냉전종식 흐름에 동참차 나오고 誇습니좌.

9 ?

.室

.|

.漆
이 # 4 A -;,'-(||1U tU-Ub a,?j. ?[L "| 0|니바 E 씨츠.. y 차 A UIJiLSl. it| .i

회소 설치등근본적 해결을 위해협조해 나오고 있습니 다
.

.l

경제분야에시는 절의선 철도와 도료를 언』하기로 했고. 투자보장 힙 1
의서등깅협을 위한4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대단히 중요힌

의미즐 갖고 있습니다
.

남북주민의 왕래에 있어서도 현정부출범이후 지난2널8게될간 빙 1
북인원(U 15,000인은 그이전9년간 실a] (2,400명)의 6배에 이르고

있고. 57o여명의 북한주민이 남한들 방문한 것도북한의 변화가 린제

되지발고는 설명할 수됐는현상입니다
.

또힌 북힌를 과거 .철천지 원수 라고 블및던 미국과의 관계 게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일본.유릴언합情u)국가들과의 관계리

선도추구하고 있습니다
.

團



0 이같은즉한의 변화는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상상로차 할수없인

.l 린 일이었슴니 빠
.

l=. 북힌이 치한상황과 국제정세로 를때변화의 방향을 되돌릴 수는얼

리 을것이며. 이는인할완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북힌의 내부변화구 한빈

도 냉전종식으로 이어질것입니다
.

다만. 대는적회.i# G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많고. 막강한 근사적을

깆z 있는점은경계하지 않을수얼습니다
.

그러나 우리의 대응억량과 북한의 내부여건. 그력고 동북아 정세등

북한의 대남전략과 관련된 여건들이 과거와는 핀이하게 랄라및습니다
.

즉한른 현재도 변화하고 있고 l으료도 변화해 찰 것입니다. 우리는

북찬이 이러한 변화의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치원하고 환결을 조

성해줌으로씨 는확화해 .헙력시대를정착시 켜나가아천습니다
.

1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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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y?복린/1i ,U-I.

우리결711에부할인가느쥬t.l라/

o 리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안정이 필수적

T 입니다
.

1
2년 4i ~ F 딘계인/를 4른 시n 내에 3복할 주 었었인 데에는 부

치 4 H A Lky-차계 할천및l를 f간피치 는인함으z거 한빈E에씨

.
의 전쟁위험성을 크게줄인것도도움이 되얼습니다

.

징보화 시대의 경제구조는 극제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애문에 남

복 4 f 4 n상피 a4된다a. 우리에 대한 극재사희의 주자가 ? 3 리

고교역량이 급감하는 등우리경제는 당장큰영향을 받게됩니다
.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

다.그리나 힌반도 안정이깨릴을 때감당해야 할경제적.인보적 비용

의 計l,..와 인Ji'-sl-UI ';] Ui'. 誇바A 할수있를니바
.

.
x?. v治x계 4 t 른 .7e의 상께기x...를는히 하고 국제 f4/..

의경램려을 높일수있는2ll기가 될수있습니다
.

현재추진중인 게성공단이나 겅의선 철도.도로연결 사업은 우리의 자

본.기슬과 북힌의 자윈.노등력을 결합함으로씨 남북이 다같이 경제적

이4.를 計N... 할차f , K t 근극리 를글좌 중4 치z x4 참/1] U.-- ']]

기가결것이1. 니하4 인?小 K를세 것4의 츠?4 E # 있를니인
.

B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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沿븍관계 차선은 우리의 경제기반을 트트히 하고

국제/a消내의 경쟁력을 높일수 崇는 계기피 됩L/c/.

9?

이차는이#복경림를 경f 적으고 는아니라 화해. 펀차7리친 출일

7 반로싫을 위한투하z시 의성직글는를니 바
.

;씨고 대북투자에 4요힌 배인은 정제논치에 입zc 어 4긴를지와

외국기업의 참여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정부의 재정부담은 최소화

될것입니 다
.

및단이라는 특수4% 아래/.. 는북간계 치4은우리 것제를 인인구 대

열로도약시 키는필수불가결한 요건이 라하겠습니다
.

1

sa



團
북한에 일방적으로주고

양보만言출 것이아린기

S

.s

l. 7 1 부의 대출정책를발냉전의 극제릴/.j와우리의 국력(북힌에 비해

s . 0 GDP a때대. a U t 18小州를 바긴:.로 북한이 변화a 수있
B%.

는한겋를 료설라여 하해와 헙럭.평회글존체제를 딴들지를 것인니바
.

이치찰 근 5항에시 즉한동초의 인淸만 등를돕기 위한 인도l 지원

블 히피있으인. 이E 찰를글포이차 극제사회의 책임있는일원으로서

응딩한 조치인a L 니바
.

r국인의 정부J가 이제차지(98.3.1-2000.10.31) 복힌에 지원한 규되

근 총 9 流린R백반 발라s. 과거문간정부가 같은 기간등안(95.6.25

1 -98.2.25) 지인찬 딘익8친4백# 발치進다 적블니다
.

1
1 이번에 정부사. 무상이 이y 치간형식으로. 가격이 터렴한 태국산 발

1 차중국신 록수루 등 4o만를(익9천단 달러을 제공한 것은과거문빈경

1 부 시대에 제공한 찰淸만톤의 비용(2익 3친만 달차의 절반에도 곳 미

칩니다.즉.국민부담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하고 인는 것입니다
.

또힌. 지인빙작에 있어서도 국계기구를 통한간접지원보다는 직접지원

빙식으초 전환하였으떠 .극내산 들를州피을 국내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지윈하여 북한동포들에게 우리의 지원사c을 알리도록 하초있슴니다
.

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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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것은주꼭 받을것은받는사는

일차를치凜를流訓 원학에 耐좌 남를상意간에

o沿하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찰습L/c/.

??

힌편남북대화와 교류협 력사업에서도 r글 것은주친 받을 것은받

는다J는 실사구시Cff事a를) 원척에 따라 남북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1
방향에서 추핀해 왔습니다

.

: l 과4에/.. n 부 f 4 장i..른.이 시 . w . -y-"나 이는 인4차 바

르며. 대화와 협상의 기본방힝이나 윈칙에 있어서는 우리측 입장을 확

고히견치하였습니다
.

그결과.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급대화를 통해남븍간 긴장을 해

소하고 평화와 화해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리. 이신가족 교환방문
.

경의선 철도 연결등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됐던 일들을 실현하얼습

L.c..

이들대부분은 우리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우리가 주도적 입장에

있지많고일방적으로 '.9핀 를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양보로 이루

어지는남북관계 진전이라면 오래지속될 수도없는것입니다
.

이제 남북관계는 한쪽의 이익이 상대방에 손해가 되는 제료.심

(ZeroUSum) 관계가 아니라 c.z o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Win-Win)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

團



團
남복천도.토로연결은

\n를초를 및어주는 것이아인차

二료강반관광으료 남북긴 해s(情.燎)가 열렸고 남북정상회담을 계

a 기로항로綠.淸料가 열렸습니다.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사및은

분단반세기만에 남북긴의 모든 교통로를 연결시키는 상징적 의미가

글뿐아니차. 향후남북교류.협력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됫받첨 할

수 있는 역사적인사업입니다
.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임를간 인적.찰적교류가 더욱활발해치친

경의신 철도가 출국횡만철도(w K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등과 인

결되면 수송비용는 크게를일4 있으며(약 l/3로 경간). 꿈의 r철의 실

크로드J가 완성되어 한반도는 글북아 물류의 중심축으료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

최근 우리사회 및각에서는 철도 .도로 핀실로 인해근사전락상 문제

가발생할 수토있다는 우려의 시착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는기우에

른과힙니바
.

서울.기성간은 사방이 탁트인치를지로서 노출된 살상지대가 되기

때문에. 설사남침을 한다하터라도 우리육군과 공군의 촤력에 loo%

노출되는 관계로 자살행위를 하는것과 다름이 없게될 짓이라는 깃이

군사간준가들의 공통적인천해입니빠
.

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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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차성간 지역은 우리군7차릭s.노츨小는7WVSV
o/를 통한븍의 남침은 좌실항漆외도 같습니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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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l
또한. 만에하나남침할 경우에 대비한 다각적인 군사대비책도 강구

해두고 있기때문에 우려할 바가아닙니다
.

.j
따라서 경의선 철도와 도로는 북한의 남침통로가 되기보다는 남븍

화해협 력을넓히고평촤통일을 촉진하는 통로가 될것입니다
.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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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좌 납븍자들도 o化차를좌 마친피J綠

作淸5 /滿 의한재결訣을 후진a출 방항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것입L/c/.

? ?

한편. 휴전후 지금까지 납북자 출수는3.79o명으로서 9o% 이상이

어부들입니다. 이중877#가 이미송환되었긴 아직북한에 남아있을 1
것으로 보이는 인원은 l3%인 48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북힌이 극군포로 문제의 협의를 거부하고 있고납북자의 경우

도 '자유의사에 의한월북.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장해결점을 찾기

는 현실려으로 어려운 실릴입니다
.

하지만. 현실적으j 북한에 국군포로 출신이 엄존해 있기배문에 성

부로서는 남즉으로 돌아오띤다는 사람들의 송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1

경주하고 있는것입니다
. 1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정부는 우선국군포로 및납북자들을 r넓

은 의미의 이산가족J 범주에 포힘시켜 결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바현실적인 빙법이라고 판만하고 있습니라
.

국군포로와 납북자들도 이산기를과 마찬가지로 r생사 확빈과 r서신

교환J 및r싱봉J의 단계를 거쳐r자유의사에 의한재결합J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갈것입니다
.



힌를 귀환 국군포로를 언를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일부 지적

이있으나. 이는사실과 다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정기간 조사등

의절차를 거쳐사실을 확인한 후관계당국의 촌페이지 등을통해공

차하고 있는니 다
.

핀계차치 라#포s는 출 i6l이 귀한하및는데. 이중M명이 r국린의

정구J에 들이우리l부의 적극l인 노력으는 이루어진 4입니바
.

정부가 극z÷.z로 인간를 l 극홍린하지 l 는 것은 l 대곡 가를인위

등을 염려한 본인들의 요청價탈출경로 보호 @세3국과의 외교적 마

7 a치등여..l 가미를세는 고리한 인분입니나
.

틸북한 국군포로는 모든수단과 방팀을 동원하여 국내로 송환하고 있

으며. 귀환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거를 묻지많고r국군포로 대우등

에관한법률J (99.1 제정)에 의거. 억류기간 동안의 급여지급. 연금 .

살a4: .주기L.j 지원등특벌천 내부5 극내성극을 적극 지원히고 있

습니다.

잎으츠도 릴루는 여리겋로는 틀해국근는료 및납북자 송찰을 치힌

디4적 인느적를 지속해 니2 것% 니다
.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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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인.북관계만진전되고

남북관계는 됫전인小

i1
8 .

.l.
5 근 미.북관계 진전움직임이 나타나면치 항긴게는 .당북관계가

o)
최

소홀해 지고됫전으로 밀리는 것이아닌가?" 또는 .'북한이 미 .

<"..

북관계 개선을 위해남북관계를 이용하는 짓아니냐?"는 우려의 시각

도일부나타나고 있를니다
.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힌반도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의 역량을

과초평가한데피 나5.는 기우입니다
.

그간 정부는 북찬과 미국 .일본 .유럽언합(Eu) 등 시빙세계와의 관

계리선이 북한의 매방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찰단하에북한

과의관계를 재선하도록 권2해 왔으며.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개신이

진행되는 것은 그흐름의 일환인 것입니다
.

치난 lo월 하순 북한을 빙틀했만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은 "미국은

긴대통령의 업피 위에서 대북관계를 추진할 수 있었다"며 미국 스스

로미 .북관계 간린이 남북 정상회딤의 결과라고 펀가하고 있습니라
.

한빈도 역학구조와 남북관계의 특수생상 남북관계의 발전 없이는

미.북관계 매선은 힌계글 지닐수밖에없으며. 북힌도 이점을잘알

고있습니다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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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극.일본.유럽연합F린 등서방세계차 를한2린 1

관계제선을 권고해 출으며, 미.븍관계차선은

피흐름의 일를입니좌.

W
.壽
s

1
다딴. 한만sL 찰제는 y즉내부근제인 동시에 극제적 뿐제라는 성직

도띠고있기매를』. 우리는 남복딩사자 원치에 따라남북관계글 주

도해나가인시 극제사회의 지지와협력을이끌어 내야計니다
.

를남북간계와 rl 북찰계의 진전은 상충되는 것이아니라상호보완

적인관계인 것임니라
.

이리F 것우에:... 이상의구인4 구치J #세피/..니 초치할 47.. M

를니다. 우치는 자린心을 같고한반도 할황를 주E적으로 이고4 주체

/). 피인0|: Ti] L)t|

團



圖
v U K M N

속}E절이 정밭절요할린

S

1 o 리사회 및부에/.는 남북정싱치담 이구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ㄱ'있는상황에/.. .를힌의 변화 없이우리만 너무 빠르게 앞서나가

는것이아니니."때 차북관계에 속도조를이 필요차다는 의긴이 있습니다
.

사실남북찬계가 빈세기 이상를곧대결과 빈목을 되풀이 해랐바는

정에서 본다면 최근의 z기적 남북관계 린전이 너무빠르다고 느낄수

도 있글 것입니다
.

.및러나힌재의 남북찰계 린진속도는 릴코빠르다고 할수없습니다
.

역사꼭인 r6.淸 방북공등선언J을 7천에 출기기위해서는 시작이 중요

힌만t 각분야일로 동시다발적인릴싱과 초류가 불가피합니다.어기

에는 撚點년 남북기본힙의서를 체릴해 놓고도 이행른 시작조차 못찬

겅험도 극용했습니 다
.

또힌 이산가족 문제나 긴장완화 문제등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r6.i5 남북공동선언J 이행의 초기만

계차.는 5 을고려할 매결코과속이차 할수없습니다
.

이리힌의미에서 이를바 r출도 조질른J은 무의미힌 논란이라 하겠습니다
.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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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情.f5 남븍금동선識을 실천에 壽기기 위해서는

시작o/ 중요한 만큼각분o灌z 동시라발적인 협상간

z류각 출요합니좌.

W
.료

i

.@
사4 징부4 될초닌북관계 인인을 비두z거 a 긴있으리. 시근를 t

8 . E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냐하면 남북관계는 우리측만 서두른다고 .l
해/.j #글먹은 대z 를리는 핀도아니기때른및 니다

.

7.f중 대등령꺼4는 지난6를. 는복정상최H른 위해/..를블 때나기

앞서발표힌 성명(6.13)에서 ..뜨거운 가승과 차분한 머리로 가능힌 일부

터하나하나 해나가릴바"고 긴초하를를니 다.로한 E틀을 히니% 찰는

4를으5 치블히 남북관게를 를어나가야 힌다"고 찰부한 바2는니 라
.

이와같이정부는 실사구시價事求및적 차원에서 우선남북이 서로

수용 가능하고 쉽게4친할 수 y 4 사간부터 만』적으로 하나적 힘의

하여추진해 나간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컥 나

가A 있습니 다
.

성부는 는극교류.험적이 이하피 는북린치 협는하애이루이별 #

밖에없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의 시급성과 남북한의 수용능력을 감안하

어방곡관계가 보다차분하 a시E 내4있게 』긴치어 나살수있z곡

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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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연합711 와 및은단계의 연방인 의

공통성을 인정한것흔

북한애 밭리든것이아신 f
1.l

l. o 리징부는 8o년대발 이래일관되게 r민족공동체통일빙안J을 유
T 리하고 있습니빠

.

r민족공동계통별방안J은 남북한이 딩장통일을 이루는 것이어렵고 .

바랄직하지도 많은민를 우선싱호체제를 인정하는 토대위에』 평화

공콘을 추구하는 r장북연합J의 단계를 거쳐통일극가를 완성해 나가

자4 것입니다
.

부치의 틀밀방안에/.. 과도적 반계로 설정힌 r남북연힙J은 남북이 헌

존그대료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협적을

통해신뢰차 동질6을 구축하여 州f 린부의 완린한 통일국가 건를

을위한기반를닦파는 것입니다
.

이에반해북힌른 당장완성된 형태의 연빙제 통일국가를 이루자고

주찰해 찰습니다. 이는많북이 하나의 연빙.국가를 선포하초 정치권과

군사 .의교권을 기7 연빙정부를 세워서 그주도하에 남북헙력을 진행

하자는 r인料 극가를일. 친織 남북협리 방식입니다 .

..選린
-



북한은 流Wt핀를洲料誌 料諒撚,

통일을 점진적 .단계직트로 추진料려는

우리의

"識7g訓
온 것입니좌.

그런데 지난6월남북정상회담시 김정일위원징은 우리의 연합제 안

情를설명에 대해 "연합제 안이보다현실적이며. 연방제는 실현가능

성이희박하다"는 점을인정하고 '를일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없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r낮은 단계연방제J라는 형태로 제시

했를니바
.

이와같은배경하에남북공동선언 2항에 r남과 북은나라의 통일을 위

한남측의 연합제 안과북측의 낮은단계연방제 안이서로공통성이 있

다고인및하고 이'.7제치 통일을 치힝치 커나린다J고 할의린 것인너다
.

이는어느일방의 통일방안을 합의한 것이아니라 양측안의공통점

을놓고앞으로 통일문제를 논의해 나갈수있는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있습니 다
.

그러면 r남북연합제J안과 r낮은 단계의 연방제J안은 어떤면에서 공

통및이 y을까요'?



1

1
첫다 두가지방인 다통일의 형태를 말하는 게아니라 통일의 템訓찰계

.

글비과정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t 통일의 모습이 아니라

통일과 틀합l 준비해 나가는 접근방법을 의미힙니다
.

들배.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두 정부긴에 협력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L 것입니다. 즉 남북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들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및습니다
.

셋때. 먼저교류.壽럭과 정치.군사 경제.사회등각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빈을 있혀나간다는 측면에서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s 특설으로 하고 및습니다
.

넷제. 남북잉축이 전제조건s 붙이지 많고및다는 점입니다
.

r낮은 단게연방제」는 과거북측이 연방제 진입조건으로 주장친던

국가보인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등전제조건이 없다는 것s

분명히 맞히고 a言니다
.

. W r - Ui씨 긴ry은 T#의 인간4.jJ는 근고a린기 인4f 4 ?

가 #피7및#.. 는의이아기가 나초친 % 는것#. 차기릴린시대의 피

해의4 애치 ...를피 를7비있바.4 린인십니바
.

를부7 L-1_',1-0ls1- :L도에 % 식치어 4지3차차 천치는 c아나신 루

를신4 .인치#.s.4 등? 들 .# #래니4 4및니라
.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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