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노력 6o년

하늘길 할길 바할길 열어

통일로

l燎燎一二-w一一-#L"ll..lHl7'

1



U: P| py f,|U!s|

.

L



sG.理

및' '"*" **a

監천고f '

讓小간5
測를긴

y라要裝

| t 7 e ?

찰 i流蠟t



발간에 부쳐

남북공동번영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앞당겨야

금년은 광복 的주년을 맞는 해인동시에, 분단 6o년이 피는 해이기도 합니

다.이 시대를 사는 8친만 우러 민족애게 공통된 과제는 남과 북을 갈라놓은 를

단의 벽을 허물고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와 달리강요된 분단은

지난 6o년 간 민족의 전통적 생활공동체와 문화적 동질성을 파괴하였으때 ,남

북은 상호불신과 긴장상태 ,전쟁의 위를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

6o년 간 우리는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빈주화 그리고 내부 개혁을 바탕으로

적대적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틀일을 위찬노력을 지속하여 왔습니

다.냉전기간 중에도 7.4 남북공동성명과 적십자회담 등의노력이 있었으며 ,재

야와증교계, 학생등통일에 대한민간의 관심 역시치속되었습니다. 국제적 냉

전질서가 해체됨에 따라,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우리의 노력은 더욱 힘을갖

게 되었습니다. 7.7선언을 통해 적극성을 데기 시작한 남북화해의 길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 남북기본합의서애서 구해화되었고, 이는 6.i5 남북공동선

언으로 이어졌습니다
.

6.l5 남북공동인언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대전환을 맞게 되었습니다. 장관급

회담, 군사회담, 경제회찰 등수많은 당국 간대화를 통해남북사이에 많은합의

가이루어졌으며 ,이는민간차원의 남북교쥬협 력의라성화로 이어졌습니다. 무

엇보다 정부와 민간이 과거처럼 긴장관게가 아닌, 힘을찰처 함께통일을 위한



노럭을 기울일 수 있게되었습니다
.

그러나 아직넘어야 할 산도 많이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

로해결하는 일이당면과제입니다. 다행히 2o約년 9월 l9일 발표된 (기회담 공

동성법을 통해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북핵때기와 에너

지지원,북미 .북일관계의 정장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i11제 정착을 위해지헤를

모아야 할때입니다. 또한내적으로 남북관계의 기선방안과 통일의 목표에 대한

국민적 힙의를 도출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해시는 안철것입니다 .

민족의 번영과 발전의 장애물인 분단을 극복하는 것은이시대우리민족구성

원모두의 책임입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각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힘과 지혜

를합쳐남북공동띤영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및당겨야 할 것입니다
.

를일노력 料출은 지난a心 간통일을 위한당국간 대화, 통일방인. 대북지

원등 정부의 노력과 함께, 정당과 시민단체, 재야단체, 종교단체, 학생, 언른, 여

성게, 기업: 재외동포 등민간의 통일노력을 객관적 시각에서 다루고자 하였습니

다.이책이지난날 우리의 통일노력을 되돌아보고 그속에서 교훈을 찾아통일

을 앞당기는 데유익한 자료가 피기를 기대합니다
.

2005년 l2월

통일노력 6()년 발간위원장 강 만길



추천의 글

어제의 역사에서 교훈을찾아

내일의 역사를설계 . . .

광복은 우리민족에게 및과 어들이 교차한 사건이었습니다. 일제 식민치하

에시 벗어난 환희와 한반도의 허리가 잘러는 비극의 교차결이었습니다. 국제

적냉전구조는 참혹한 전쟁을 치른한반s 특유의 분단질서와 릴합하였고, 이

념대결과 맹목적 체체대결이 냉전의잔재로 남아 있승니다
.

분단은 필연적으로 틀일을 위한노력으로 이어졌승니다. 분만 x년은 통일노

력6o년입니다. 오늘우리의 눈앞에 필쳐진 남북관계 진전은 어느 순간갑자기

나타난 것이아님니다. 분단과 동시에 시작린 통일노작의 장방울이 모여시 남북

의혈맥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고, 화해협 럭의발찬을 마련한 것입니다
.

물론 ()()면의 통일노력이 게속하여 앞으로만 나아간 릿은 아님니다. 번번이

국제적인 냉전의력에가로막했으적, 분단의 현실앞애주춤하기도 하고좌절하

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통일을 위한 노력은 면면히

이어치 왔습니다
.

이러한 노럭은 2ooo년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결되었고, 이후남북관게는 획기

적인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理o5년 한해동안남북을 왕래한 인원은 분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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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oo4년까지 남북을 왕래한 인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

로나화해를 위한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남과북이더불어 잘

살기위한 터전을 計고 있습니다. 6o년 간 쌓여온 불신과 반목의 벽을 치물고

아픔을 치유하며7 신뢰와 화해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

이제우리는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시기의

닫힌상상력에서 탈퍼하여 미래를 향한 열런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

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근절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

다.동시에 북핵문제 해결에 대비하여 남한 경제, 북한 경제라는 분단체제의 J L

정관념에서 및어나 한반도 전체의 경제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를통해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공

동번영을 이룩하며, 궁극적으로 동북아 평화변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입

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는아무런 노력얼이주어지지 않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우리의 주도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통일역사



에대한 가감없는 회고가 필요합니다. 역사적 반추를 통해 인래를 보아야 합니

다.지난 6o년을 피세겨보아야 하는 이유가 적기에 있습니다. 어제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내일의 역사를 설계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

통일을 위한 노력의 과정은 정부기관이나 및몇학자의 전유룰이 아님니다. 8

천만 민족모두의 것입니라. 우리세대만의 것도아님니다. 좋든 설든 우리후손

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한민족 짧의 역사입니다
.

"'통일노력 6o년l은 l9f5년 분단이 시작피고 고착된 배경,대결의 과정과 대

화의과정,정부 차원의 노력과 비정부 차된의 통일노력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

다.한반도의 하나되는 내일을 위한 민족의 방과 노릭이 녹아 있는 소중한 기록

입니다. 단순한 과거의 기술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

침반입니다
.

이 책은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실부자에게는 정책을 수릴하고 집

행하는 데유용한 자료집이 될 것이적 ,북한과 통일에 대해 연구하는 내외의 학

자에게는 지난 6o년의 통일노력을 힌눈에 볼 수 있는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誇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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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반인에게는 한국현대사의 통일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시의

團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그동안 이책이발간되기까지 많은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만길 발간위원장

님을비롯한 발간위원님들 그리고 집필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감사드립니다 .

8il린朧
編麗 아무로록 이 책이남북통일의 살아 있는 기록으로시 독차들에게 다가가기를 기

驪 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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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른

광복과분단6o년을 맞아

통일노력을재평가

2oo5년은 한반도가 일711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6o년이 되는해인동시에
.

남북으로 분단된 지6o년이 되는해이다. 한반도를 분단시킨 동시냉전체제는

붕괴된 지십수년이 지났치만 이땅은여전히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

그러나 지난的년을 돌아보면 남북관게는 매우느리지만 조금씩 발전되어왔

음을알수있다. 한국전쟁이라는 부력충돌과 1950-1料o년대의 극단적 때림

관계를 거친후남북은 l97l년 적십자회담을 시작하였다. 이를계기로 i972년

7.4남북공동성릴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l985년에는 최초로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졌으떠 ,남북정상회담이 모색되기도하였다. 이모든노력이 냉

전기에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냉결이 종식되면서 통일노력은 글더본격화되없

다.l988년 7.7선언을 발표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재선및사회주의권과의 관

게개실을 선언하고, 북방외교를 적극추핀하였다. l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통해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점진적 통일을 추진하기 시작하였

다.이는l')92린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남북

기본합의시)로 이어졌다. 발냉전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통일노력과 함께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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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비롯한 시민단체, 학생, 기업들도 남북관계 대선에 적극참여하기 시작하였

다.l989년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금강산 개발에 합의하기

까지에 이르렀다
.

2ooo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장관

급회담이 정례화되고, 개성공단사업과 남북철도.도로연결 등많은성과물들

이나오기 시작했다. 또한민간차원에서도 학술과 체육, 문화등 다양한 분야에

서 교류와 힙력이 활싱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게는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보다는 정치,군사적 문제로 인해빈번히 중단되고 재개되기를 반복하였다. 아

직도북핵문제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주요장애물이 되고있다는사실

이 단적인 예라할수 있다
.

광복과분단 6o년을 맞아, 이책에서는 지난세월우적정부와 민간이 보여준

통일노력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룰론 시각에 따라상이한

평가가 있을수있다. 시기별로 통일노력이 일정하지 않았고, 때로는 평화마저

위릴받는 시기도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남북냉전기에 진정한 통일노력

이있었는가에 대한의문이 제기될 수도있다. 남북간교류협력이 일상화된 현

재의시각으로는 그당시의 통일노력에 대한평가가 그다지 높지않을수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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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러나 각분야별로 이루어졌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노력과 통일운동의

작은몸짓이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

책의 내용

이책에서는 존단 6o년을 크게세 시기로 나누었다. 제i기는 i린5년부터

l9인년까지로 광복과 '분7.9 @기'이다. 이시기남북에는 두개의정부가 수릴

되었고 전쟁으로 분단의 글은깊머져 향후장기분단의 역사가 시직된다
.

제2기는 '냉전기'로 l9M년부터 l987년까지인데 다시두 시기로나누었다
.

냉전l기는 l9린년부터 l97o년까지로 이기간에 남북은 어떤대화나 협력도

없이극단적 대릴으로 일관하였다. 법전2기는 l97l년부터 l987년까지로 적십

지천담을 시작으로 7..4극공동성명' 이성사되는 등해빙분위기가 조성되었

으나오래가지못한다. 그러나 통일애 대한논의가 비로소 시작된 시기이다
.

제3기는 '발냉전기' 로서 l988년부터 현재까지로다시 세개의시기로구될

된다. 할냉전l기는l988년부터 l料2년까치로 l9b8년의 7.7선언', 1989년의

'한민족공동제 통일방안' 을통해 대북 정책의 새로운 를이제시되었고, 이는

l料l년남북기본합의서로 이어졌다. 발냉전 2기는 l99.s년부터 l997년까지로

북한의 핵문제와 김일성 주석사후조문파동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

이다. 발냉전 3기는 l998년부터 현재까피로, 2ooo년 남북정상회담 이후그관

계가급진전피었으나, 이제또다른고비인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과제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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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두고 있는 시기이다
.

이상과 같은 시기 구분을 토대로 이 책에시는 통일환경과 정부의 통일노력
.

비정부 차원의 통일노력을 다루었다. 우선 통일환경으로는 통일노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국제질시와 남북관계의 변화를 다루었다. 냉편과 발냉전에서

부터 최근의 9.ll데러에 이르는 국제질서의 변화를 배경으로 남북 간의 전쟁

과갈등, 대화와 타협그리고 교류협력의 변화과정 등을다루없다
.

료한 이 책은 통일노력의 주체로서 정부와 비정부의 노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는남북관제를 주로 정부간의관게에 초점을 밭추어 다루고 있는 기존

논의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책의가장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부 차윈의 통일노력의 주체는 정당과 시빈단체 ,재야단제 ,를교단

체,학생,언른, 여성계 ,기업,재외동포 등을망라하였다. 아울러 통일노력의 내

용으로는 정부의 경우크게통일방안과 당국간대화, 교류협 럭,적십자회담 등

이포함되었다. 비정부 차원으로는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스포츠, 교육홍보

등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국회회담, 정당들의 통일방안, 방송, 신문, 인터

넷등언론의 활동은 물른기업등의대북사업 등도다루었다
.

이처럼국내의 통일노럭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들의 노력도 포함시킨 것은. 분

단이남북한 7천만 인족의 될단일 뿐만아니라 재외동포들의 분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헌재우리재외동포는 약7c)o딴 명에발하고 있으며, 미국을 치를해

중국, 일본, 러시아 및중앙아시아(구소린 치인애 90% 이상 거주하고 있다. 일

본에의한국권침발과, 일본 제방후 이어진미.소 점렁그리고 분만과 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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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등은 한반도뿐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한민

족구성원 중의상당수가 이산, 이주와 재이주의 결과로 여러대륙과 국가에 거

주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남북한뿐 아니라 한민족 공동체의 통합에도

주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이책은 시기별로 통일노력의 주체와 내용, 지역을구분하여 서술하였다. 통

일노력의 주체는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구분하고, 통일노력의 내응은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스포츠, 교육홍보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통일노력의 지역은

국내와 해외 등으로 구분하였다. 끝으로 교훈과 미치전략을 논함으로써 향후

통일츠력의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하였다
.

림필의 할힝

이 책은 그동안의 남북간계와 우리의 통일노력을 일목요연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다음의 다섯가지사항에 초절을 맞추어 집필하였다. 칫째, 충분한 자료

에바찰을 두었으며, 특히다양한 사진자료를 통해사실에 가능한 한가까이 접

근하려 하였다. 또한그 시기의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어이해의 깊이

를 더하도록 노력하였다. 둘제,를일노력 船년.은 논쟁이나 공과를 따지기보

다는있는그대로의 사실을 설명하는 데역점을 두었다. 셋째, 누구나 쉽게읽

을수있z록 가급적 쉬운문장으로 집절하였다. 넷제, 통일노럭의 주체와 내용

등에누락이 없도록 최대한 모든내촌을 포함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섯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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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

이 책에서는 통일노력 6o년 중특정시기를 확대하거나 축소시키지 많고 있

는 그대로를 기술하려 하였다. 결과적으로 l988년부터 시작되는 탈냉전기 l 7

년이 진체시기의 반 이상을차지하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l9卵년 이추가 가

장 많은분량을 차지하였다. 이는 남북관계의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부엇보다 이 책에시는 대릴적사안들보다는 통합적 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연

결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일관된 노력들에 초점을 밭추

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필진들은 수차레의 보고와 자문회의 ,편집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를 c노력 6o년#.은 를단의 아픔을 극복하려는

국민과 정부의 노력을 집대성하고 남북관게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7통

일노럭 拓년, 이국민통합과 통일노럭의 이해에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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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복, 동서냉전의 시작

그리고 분단

1. 미.소 대림라 분단

i간5린 s월 i5일우리민족은 일제의 식인통치 에J,.1 해방피없다. 우리:'l

1 족 모두 광복을 기배하였고 독림국가가 즉각적으로 수림되기를 기대하였다
.

1

그e-Iq- n]국과 초련이 한반도를 존할 점령하여 .신탁통치를 구상함에 따라 득

림국가의 수림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단의 먹구름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된가

장근본적인 원인은 광복이 우리민족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아니라, 미

국과 소린이린 강대국에 의해 이루어친 데 있파. 그 결과 광복 이후 한반도의

운명은 이들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 군사적인 분할 점령으로 시작된

한반도의 분단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협조 관계에 있던 두 강대국이 점차 대림

으로 치닫고, 국내의 우익과 좌익간의 세력다틀이 치열해지면서 결국 고착화

피고 말았다
.

제2차 세제대 전이막바지에 라다르적 길추 세계절시 해천을 위한 강대극

간의전시외교가 시작되었고, 여기서 한반도에 대한문제도 논의되었다. 그러나

. .분단획정기(1945~195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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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강대국들에게 한반도는 그리가치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시 l9차년 l l

원 카이로 회담에서 iJ1국, 영국 및중국은 'l절관 절차(in clue c"L狀N 를 거쳐

한국을 득정인키기로 하였다. 이는 일정 기간의 신딱통치를 실시한 후한반도를

독템시핀다는 루스델츠 대통령의 막면한 구상이 반영된 것이다. 이후 재최된 때

헤란 회담, 알타 회담 등애서 힌반도에 대한 신탁통치안이 다J.1 논의치었고, 소

런은약간의 이견은 있었으나, 신탁통치라는 큰틀을깨지는 않았다 .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항복이 임박하자, 미국은 보다구체적인 한반도

정책을 구상하기 시작하없다. 소런과의 갈등른 치하면서도, 대일 선핀포고 이

후 한반도르 빠르게 진격하고 있는 소린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거나 친소정권

이수릴되는 것을 막기 위해시 였파. 料도설 분할점 령 정책은 이런 맥락에시 입

안된 것이다. 당시 소친은 한반도에시

1943년 11월 22일 미국
.

영국. 중국의 정상이 이
iJ1국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

집트 카이로에 모여 전 'j ..L.
t처리에 대해서 회담을

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일

가됐다. 이 회담에서 힌

즉은 최초로 독릴을 보
본 등 다른 지역에시의 이권을 확보하

장받게 되있다.(왼쪽부터
기 위해 ii1국의 될할점렇안을 받아들

장제스 중국총통. 루즈

벨트 미국대통령. 처칠

영국총리) 'U""- 였다. 당시 미.소 양국은 한반도에 적

치적인 극가가 서는 것을 박으린서 자

..價 국의 이해도 지킨다는 소극적인 정책

목표만을 가치고 있었다. 바로 이런 인

.4]이 분할 및령이라는, 미.소에게는 천

의주의적인 그리나 우리 빈족에겐 비

1945년 9월 9일 미국과 극적인결과를 가져오고 만다
.

소련은 국토분단의 비극

을 초래한 분할 점렴에 분할 점령 이후 한반도의 독릴
대하여 詰의하고. 38도

선 남북에 각기 군대 s 문제는, l9小년 l2월 또스크바에서 개
진주시崙다. 사진은 미

군의 진군 모습
.

최된 미.릴.소 3국의 외무장관 회할에

2차 하늘길 땅길 바닷길 및어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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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해방 당시 미군정 관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징기가 내려지고(왼쪽) 미국 성조기가 올라가고 있cK오른쪽).

이 사진믄 q 범 김구 선생 시해 진싱규명위원회. 가 2o o4년 3월 18일 미국 정부문서보관소에서 발굴할다 .

서다시한 린논의되었다. 여기에서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가 합의된다. 한반

도의 궁극적 독립을 위하여 먼저 "민주주의적인 임시정부'를 세우고 미.영 구

중 .소 4대국이 s널간 신탁통치를 한 후,한국을 완전히 독림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반

도내의 민주적 정당및사회단체들과 협의를 하며, 이와 별개로 양국의 군사령

부대표회의를 2주내에개최하기로 합의한다. 이와같은신탁통치안은 우리민

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국과 소련의 타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이 주

장해온 신탁통치안과 소련이 강조한 임시정부 수릴,민주적 정당 및사회단체

와의협의등을종합한 결과물인 셈이다
.

그러나 신탁통치안은 현실화될 수 없었다. 미국과 소련은 비록 제2차대

전의 빠론 종결을 위해 협력하였으나, 전쟁이 끝나자 영향럭을 행사하기 위한

. .분단확정기(1945~1953) 25



tyaestUr -'"t lB"* 경쟁을 시작하였고, 모스크바 회의개
能類商5:.:約料 f
W E L - C O M E f f 최당시양국의 갈등은 이미가시화되

惡.
r- r s p| 誘 고 있었다. 특히미.소양국은 남한과

料출

諸 북한에 각각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
需 漆
tK 부를 세우기 위한작업에 이미들어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스크바의

합의가 지켜지기를 기대하기란 어려

1945년 12월 서을시내 곳곳에서 해방과 더불어 중국에서 귀국하는 임시정부 요인들 운 일이었다. 더구나 앙국의 합의는
을 찬영하기 위해 시민과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됐다

.

즉각독립이라는 우리민족의 염원을

도외시한 것이었기 때문에,발료되자

마자 한반도에는 신탁통치 반대움직

임이 일어났다. 특히 남쪽의 우익세

력들은 거세게 저항하였다
.

모스크바 합의에따라 l9인년

3월 제l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

되었으나, 양국은 협의 대상이 될 겅

당과 사회단체 선정차정해서 합의정

27년 간의 해외망명 생활을 청신하고 미국 하지 중징이 보낸 군용기편으로 귀국힌 임

시정부 요인 제1tl(1945년 1o월 23일)과 제2?I(1945년 ii월 i일)이 i945년 ii월 3일
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소련은 신탁

아침죽첨인경교징)에 합류했다. 많줄 왼득부터 장건싱. 조완구. 이시영. 김구. 김규식
. 통치원칙에반대하는 정당과 사회단

조소잉. 신익희. 조성환. 됫줄 왼목부터 유진동. 황학수. 성주식. 김성숙. 김상덕. 유림
.

조경한. 김붕준. 유동렬. 김원봉. 최동오
체들을제외할 것을주장한 반면, i31

국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들어 모든

민주적인 정당과 사회단체들을 협의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대부

해빙 9 평잉에시 개최된 .김일 분의 주요 우익단체들이 인탁통치안

? ,
성 징군 활영대회 에 나타닌 김

일성. 에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제외하

26 하늘될 띵길 바딧길 열어 통일로



U ( - ,U
.w t y m

t. 漆 資 H>t

管 ?'y7
찬商

를

.*-* -U .6# /.

1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른힌국문제가 신탁통치 문제로 난국에 부딪친 가운데 두 차례의 미.소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를및다. 그러나 '3상회

의결정안.을지지하는 단체만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소련측파 를든정치단체의 참? 을주장하는 미국측이 맞서합의를 보지못한상태에

서 힌반도느 분단싱황이 지속되惡다
.

U
1 獄 J R

淺 識驪
驪 諦 靈 謙 讚

1946년 3월 2o일 덕수긍에서 열린 미.소공동위원회 첫 회합에서 연

설하는 誇리코프 소련 대표(왼琴). 담을 나누는 하지 중장과 쥬리코

프(가운데). 회의를 참관하는 이승만. 김구등의도4訪오른즉).

..분단확정기(1945~1953) 27



는것은좌익단체들만을 힙의대상으로 삼는것을의미하였으며, 따라서 미.소

양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였다
.

결국제l차 치.소즘동위윈회는 결렬되었으며 통일정부의 수림은 그만

를멀어피게 된다. 1947년 5월치최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미국과

소련간의갈등이 더욱심화되었다. 이때는 이이리국이 자유진영에 대한원조

를약속한 트루던 독트편을 발표하는 등냉전이 본격화된 후였다. 이런상황에

시l년전애실패한 미.소 힙상이 성중하기를 기대할 수는없었다
.

2 .국내 좌우익 세력의 갈등

ii1.소의 분할점령과 갈등이 할반도의 분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것은

분법하지딴, 분단의 책임을 주변국에게만 돌릴수는 없다. 한반도의 분단이

'나뉘어 짐천ivicled)'뿐이아니라 '갈라심 (separated)' 이라는 표현처 림한반도

. " * . * t ( ( S ) (
1945년 9월 3일 대힌민국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는 귀국에 앞

서 임시정부의 딩면정책을 14개 조항으로 나누어 국내외 동포

團
에게 발표하었다

.

!;J.| :5.....|l 4*
l;.: |)÷.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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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과 김구(왼쪽)를 중심으로 힌우파. 박헌영(오른를)이 주도힌 좌파. 그리고 온건우파인 김규식(왼록에서 두번때)과 온건좌파인 여운형(오른

를에서 두번때)을 포함한 중도파는 각자의 통일이법을 펼치며 이념적 대필과 세력다통을 벌여결국민족의 결집을 이뤄내지 못행다 .

내의좌익과 우익세력 간의대림과찰등도 존단에 영향을 이쳤다.

남한지역에 진주한 치근은 건국준비위원회가 선포한 조설인인공화국

도,대한빈국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고, 이승만. 김구.침규식 등임시정부 요

인들을 모두개인자격으로 환국하도록 하였다 .

그동안분열되어 있던인족운동 세력들은 일제의 탄압이 사라지고 ti1군

정이정치적중림을 료방하자, 겅정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딩시한딴도애는 어

느정치세력도한인족 전체를 대변할 대표성을 획득하지 및하고 있었다. 일본

의강압직인 식민통치와 민족운동 내부의 분파주의로 좌익과 우익모두통합

된조적을 갖지못하고 있었고, 면합국이 승인한 임시정부도 없었파. 해방직후

여윤힝을 중설으로 결성된 '조선건국준비위윈회(린글)' 파초기에는 좌우익의

호응을 란으며 전국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제한적이나마 '사실상 정부' 의역할

을하였다. 그러나 미글정이 건준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림차우력세럭이

발피하천시 핀준은 좌파중심의 조직으로 변질되었다 .

방시남한에서 활약한 정치세력들을 살치보면 김구와 이승4을중설으

로한우파와, 박헌영이 주도한 좌파그리고 온건우파인 김차식과 온간좌파인

석운힝을 포함한 중s차 등크게핀으로 구될된다. 이들은 저마다 통일친 독립

국가의 간절을 외쳤으나, 이념적 때림과 정치적 세력다들때문에 역량을 결집

할수 設었다
.

. 분단확정기(1945~1953)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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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2월 모스크바

에서 한국에 대해 임시 雌雌린
정부 수립과 신탁통치

- * " # J
.

識**** .-UtU** 必출.L
.린린濯

실시를 결정행다. 이 내
를i?

용은 신탁통치 실시만

으 로 채곡 보도되극 이 ? T..t 1 1 1 U 可 K
를 둘러반 좌우익의 를-

찬 .반탁 논쟁으로 확
小 7 7 J

대되어 좌우 대렇의 직 進感
접적 원인이 되있다

.

遙

經讚
Ili

撚

좌우익 간의갈등은 신탁통치만에 대한의견차이로 그골이깊어지는데
.

모스크바 합의가 국내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민주적 임시정부의 수립' 보다는

'신탁통치' 가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처을에는 좌우익 정치세력이 모두신탁통

치에반대하였다. 특히김구가주도한 임정세력은국민의 반탁감정을 이용하여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고 우익의 결속을 이끌어내는 한편입지를 최대한 강화시

켰다. 반면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좌익진영은 임시정부 수립을 강조하며

.
모스크바 합의에 찰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는데, 이에따라좌우익 간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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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심화되고 만다. 당시좌익은 모스크바 결정이 핀탁통치가아니라 후천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임시정부의 수립이 독립국가 건설에 도움이 될것이라고강조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주장이 즉각적 독림을 열망하는 대중을 설득하기는 어려

됐고,따라서 남한에서 좌익의 영향력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

신탁통치안에 대한반대가 거세지고, 미.소공동위윈회도 교착상태에

빠지자 i린6년 중반미군정은중간파 육성을 모색한다. 이는극좌와극우세력

을모두배제하고 친미성향을 가진중간파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하여, 모

스크바 합의를 관철하는 데있어서 소련에 대한힙상력을 강화하러는 의토에시

나온것이다. 그리나 좌우합작이란 시도는 수포로 돌아란다. 이를주도한 여운

형과김규식 등의중간파지도자들은 좌우파의 어느쪽으로부터도 치지를 끌어

낼수얼었다. 이미좌우파의 대림이 극으로 치랄은 정국에서 중간파의 정치적

힘과 입지는배우 제한피어 있없다 .

이러한상황에시 이승만른 남힌만의 단독정부(단정) 수릴을 주장하기 시

작한다. i9인년 6월"남쪽만이라도 입시정부 또는위원회 같은것을조직하자"

터간징수림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이승만은 이후전국틀회강면 등을틀해단

정운통을 본격화하였다. 이승반은 초린이 긴일성을 앞세워 북즉에 초비에s

국가를 만들고 있으며,이를발판으로 남한마저 공산화하려 하므로, 이를막으

려면묘스크바 협정을파기하고 남한만의 정부를수림하여 이를바탕으로통일

을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남한에 민주주의 정부가 하루빨리 수

립되어야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침투와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을수있다는 논

리를앞세운 것이다. 이러한백릭에시 이승간은 硝인린 i2될 워심턴을 방문, p1

국무부에 '한국문제 해결방안'을제시하였다. 여기서 이승만은 (l) 한반도가

통일될 때까지 남한에 과도정부를 설치하고, (2) 소린군을 북한에서 틀아내고 .

(7) 과도정부의 유엔가입을 허응하며, (4) 소련의 침략을 막기위해남한에 미

군을게속주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승반의 주장은 즉각적인 독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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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J..]1움으로써 호g를얻기도 했으나, 통일국가 수림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비

관을받기도 했다. 또한당시모스크바 합의준수라는 입장을 아직공친적으로

터리지 찰하고 있던미군정과도 갈등을 야기했다. 그러나 l린7년 5될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터자, 이승만의 단정주장은 힘을얻기시작하였다
.

제2차 치.소공동위원회가 열레던 ix7년 여름남과북모두에서 권럭투

쟁이마무리되고 있었으이,독자적인 국가기구들이 정착되고 있었다. 이미

l')인년 l2월에 찰한과도입법의윈이 창설되었고, 미군정청은 iy7년 6월자

신을남조선과도정부라고 고쳐불렀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모스크바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했으나, 이3 찰한간독정부 수림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

결국미국른 미.소공동위인회가 최증적으로 결럴되고 이를대인해 '한반도 문

제를위한4대국 회담' 을체r하였으나 이마저 소련이 거부하자, 한반도 문제

1948년 5월 1o일 제헌 를유인으로 가치간다.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락한 것

이라.
시되어 1948년 5월 3 1

일 제헌즉회가 개원<아

래)되및다
.

한국문제의 유엔상정으로 룬단극가란 결과는 에정된 것이나 다름없었

訴7 다.미국은 유엔의 결정에 따라남북한 인구비해에 따

른층인을 통해틀일정부를 수릴하려고 하였지반, 소릴

4. L 이나북한이 이만을받아들일 리됐었다. 당시북한에

도 이미소비께트 체제가 그골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

l9n핀 2월단독정부의 성적을가진조신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l인자로서의 김일성의 지위가 굳어졌다
.

t- --w7lllllllBHl5.---
또한조설인민군이라는 정규군이 창설되었고, 헌법초

안까지 작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시 당시북한이 유엔
f"ry

한국일시위원반의 방문을 기절하고 밖한의 총핀결정
를."@

을비난힌 것은당연한 일이었다
.

' - l 결국받과북에서는 단독정부 수림을 위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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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정부조

직법에 따라 각료 임명
tfT Hl T..#?

을 완료하고 정부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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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부의 조직을 규

정한 최초의 정부조

직법.(1948년7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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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48년 8월 25일 북힌

최초의 선거인 최고인민

회의 대의원선거가 실시

되였다.(왼를) 이어 조선 이따로따로 길행되었다. 린料년 남한의 5.lo선거와 북한의 8 .25선거가 바로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

림 전날인 1948년 9월 그것이다. 남한에서는 좌긴 진영의 설기반대 투쟁과 중도 진영의 불참이 있었으
8 일 최고인민회의 제1

차 회의에서 김일성이 나,유엔의 감시 속에서 5될 lo일 총린거가 실시되어 국회가 구성되었다. 매원
초대 수싱으로 선출친

다.(오5폭) 이후 극회는 헌템계정 작업을 추진해 l948년 7월 l7일 헌법을 공포했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했다. 이후 이대통령은 정부조직법에 따라각료임명

을 완료해 8월 l5일 정부수립을 선포함으로씨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기에 이

르렀다.

북한은 8윈 E 일 선거를 실시해 조션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였다. 그리

고 편양에서 소집핀 최고민인회의는 9월 8일 헌범을 채백하고 김일성을 수상

으르 인출해 조각을 위임했다. 이에 긴일성은 9월 9일내각 법단을 발표하고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면을 설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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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단절과 무력통일론

1. 무력통일른의 등장

남북한에 수림된 두 개의 정부는 서로 자신이 한반도에서 정통성을 갖춘

유일한 정부라고 주장하였다. 남한의 경우 유엔의 감시아래 선7l가 실시되었

고 유엔총회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

따라서 주권이 38선 이북에까지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남북한의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가 참석한 면석회의와 지도지를의회의 결의에따라힌반도 전

역에서 선거가 실시되어 전체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합일적통일정부가 수렇

되었기 때문애 자신이 중잉정부라고 주장했다. 이처림 방북이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려 들지않았기 터문에 배타적인 통일방안이

제시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점차무력통일른으로 이어졌다
.

이승만 대통령은 l는淸년 7월 치일 대통령 취임사에시 ''이북의 공산주

의자들은. .....일제히 회심개과(f j雌過)해시 우리와 같이보조를 치하여 하주

바미 천화적으로 남북틀일" 을 이룩하자고 언글하였다. 이승간 대통렁은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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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의하여 북한지 역에서 자유설거를 실시해 loo법의 의원을 뽑아국회에합

류시키는 방식으로 틀일을 절현할 것이터, 북한 각도의도지사도 임법할 계획

이라고 밝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이 만일 이를 거부하고

계속 '를시아의 피뢰'로 행동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및

붙였디.. 이언급에서 알수 있듯이 이승만은 진정평화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해방절국을 등하여 분단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란 매

우 어렵다는 사절이 이미판및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이승만 자신이 공산주의를

를 전염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상그들과의 협상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

다.따라서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그의도를 여러통로를 통

해나타내었다. 예를들어그는 l린9년 초한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공산정권

타도를 바라고 있으며, 사를 이내에천양을 점릴할자신이 있다고 단인한다출 ; l

럼에도 불구하고 삼가고 없는 이유는 제5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미국이 경고했기 때문이라고 밝했다. 이에 덧붙여 공산주의자와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때문에 싸우지 않으린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

한편북한 역시민주기지른과 국토관정른을 앞세우며 ,뚜력통일의 의도

를 숨기지 않았다. 결일성른 정권수길 바로 다음 날인 l9인년 9월 lo일 '조설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강'을 발표하였는데, 그 첫번때 항목에서 미 . 소

양국군대의 동시철수를 '국토완정과 민족통일' 의선결조건으로 내세됐다. 이

후 김일심은 '국토완정론'을 통일의 주요 화두로 삼았다. l9차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모든 것을국토완정을 위해서 바치피'라고 역설하리 ,''미군을 조선

에서 몰아내고. .....리제국주의자들의 주구인 남조선 괴뢰정부의 온갖 대국적

협정들을 청천백일하에 즉로하치. .....괴치정부를 라도 분쇄함으로석 국토의

완정과 완전차주독릴을 촉진시키f 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싱은 국토완정을

통일과 동일시하며 ,북한에 의한통일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자주독림이 이루어

진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와같은국토완정른의 제기는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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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에서의 사회주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이제전한반도의 사회주의화

를통한통일을 추구하겠다는 것을의미했다
.

물른 북한도 길으로는 천화통일을 내세및다. 예를 들어 i9.淸년 6월에는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을 길성하력, 남북한 동시설거를 를한틀일정부를 수

립하차는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남한이 이를 거부하자 및일성은

이승만이 미국을 등에업고 ''핀쟁의 방법으로 전조선에 자기의 반동 정권을 세

우리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실제르 김일성 자핀도 현

상황에서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및고있었으며 ,무력통일 준비에 를몰해 있

었다. 긴일성은 l:띤9년 3월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에게 무력통일의 의사를

전했으나 스발린은 북한이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치 틀했으며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남침에 반대하였다. 그럼해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무력통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당시 평양 주재소련대사였던 슈티코

프(Tcrenti 린미心)\..)가 김일성은 '항상' 남침게획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발했

을 정도다. 따라서 김일성은 소련의 군사적 지원과 남침에 대한동의를 원했으

며,마침내 스발련은 lEo년 .i월 국재적 환경이 유리하게 변화하였를에 주록

하떠북한의 찰침에등의하었빠
.

림일성이 전쟁을 결정하는 데는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

이승만 정부는 북한과 소련의 협력이 지속되고? 중국이 공산화되며, 북한의 군

사럭이 증강피는 현실을 고리해 주한미군이 게속 주준해줄 것을 요칭했다雌 = L

러나 당시 유릴에시 대소린 봉쇄에 전념하고 있던 i.1국은 i料9편 5월 28일 금

사고문단을 제외한 모든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발표하고? 6월29일 철수를 완

료했다. 또한 미하원른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안을 부결시핀고, 애치슨 국무장

관은 i95()면 i월 2 일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극동방위인으로부터 제외J.1킨다는

인일을 했다. 결국 l95()핀 6원 s 일북한른 남한에 대한 전면전을 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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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북찰의 남침과 전쟁으로 별어진 통일

l95o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에서 김일성의 목표

는 전한반도의 통치였다. 또한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당시찰한의 이승만 대통

령도분명통일을 위한 전쟁의 필요성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料

선이휴전선으로 바뀌었을 뿐 전쟁은 통일을 가져오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서

로에대한 적개심과 불신의 골만 깊어지핀서 통일은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들이 무력침공을 개시하자, 이를 당연히 소련의 사

주에의한 전쟁으로 인식하였다. "소련이 군기,군물을주어서 침략군들을들

어오게 하였으니 ,.' 이 전쟁은 '한국과아라사가싸우는 전쟁' 이라고규정하였

다.아울러 이승만은 소련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크레물

린독재자의 지배하에 넣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

195o년 6월 22일 작성된 이 문서는 북한군의 남침지 7÷ t . f A 7 J
령서로 195o년 6월 25일 대한민국 침략을 명령한 실 '#는는.5t로z恭7 1
질적인 를거물이다(국가기록원 소징).

'÷tr를및느.를 7 츠
TJyf를 ==?는?r는;주

.l..3.3 T 3 5 .를r
J . . 7 t = . : =는 3 5

J7 ..- -.- H - . : t. # l r f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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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t*t ,"~i i .
W . 1 U M . .t(NUi"1K(,"11fl*' U-B*

. --t-U W l f l "r'-.-f'U -ut t s-t ' ;**

\.s~ r .itU,i6-t a*f U * ,(", " " K " * ' *'i

B 識 誤 靈 遲 2 '

.f "피.Q 惡:
U n s a i U i U * ( " ( - ) " ' " " ' " -

識
. f -

..;.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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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6뭘 이승만 대통령의 구두지시 내용을 수록한 것
,. M C X a . * MA**,1*tX H# - M " * " '

Ht,, t , (lJt.*M -,'" 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에게 휴전협정과 관계얼이 계

속해서 전투하라는 명령을 내얼다. 이승민 대통령의 9 전

c 힘정 거부의사를 질 보여주는 기록이대국가기록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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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승만은 비록 선제공격을 당했으나, 전A.)1를 력전시
避霧靈.ss

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주도하에 통일을 할성하려 했

다.특히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하자 이들의 힘을 빌어 그가 원하

던북진통일을완성하려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승만은북의 ? ? ,~ㄴ識.1

남침으로 인하여 料선이 무의씨해졌음을 선언하였으인 ,미국의 .!
195o년 1o월 31일 이승

트주면 대통령에게 서신을보내 '현상유지 정책은 적에게 재공긱의 기회를 주
만 대통령이 평잉 김일

성광징에서 열린 국군
는 어리석은 짓이며 ,이제 암적존재인 공산주의를 뿌리쁠을 때가 되었다"고 평잉입성 환영대회에 찰

석하고 있다
.

강조하였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한국군과 유엔군이

料선 이북으로 반격을 재시함에 따라, 마침내 이승만이 바라던 대로 즉진틀일

이 이주어지는 듯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참편으로 이승간의 희방른 좌절피고

만다.

유엔군과 공산군이 料편을 중심으로 치치하게 피라 ii1국른 정차확전보

다는 휴전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들을 한반도에시 관

전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때 휴전을 저지하는 베 총력을 기울인다. 이승만은

識業f ?

;i雌 c =

늘7-sz三

한국전쟁예 참전한 미군 병사들이 지뢰 팀색기를 이용해 지뢰5 제거하면서 진군하고 및다. 오른를 사진은 한국전쟁 딩시 대동강s 건너는 피난민

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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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5l년 3월 '한만국경까지 진격하화 는 연설에서 38선을 남치둔 채전쟁을 종

결하려는 것은, "한국이 인위적인 3..경선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공업지대와 남

한의농업지대가 분리되어 가지고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존속할 수 없

다는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유엔군은 반드시 북진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있는한국과 만주간의자연적 국경선까지 린격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국그의의사와는 상관없이 휴전협정은 체결

되고그는 휴전체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승만은 결코 휴전협정을 "인정하

지않았으며" 단지정치적으로 통일z제를 해결할 동안만 휴전을 "방해하지 않

을 의향이 있다.'고 천명하였다. 또한 만일휴전조약에 명시된 대로 3개월 이내

憎를3년 7릴 27일 휴전 에한국문제를 천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남한은 부력통일을 시도할 릿이
힙정최딤 개최 2년 1개

월 만에 유엔군 대표 해 며미국도 이에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언글하기도 했다
.

리는 중장과 북힌의 남

일 대장(조선인민군 및 결국 l9린년 7월 27일 휴전할 정이체결됨으로써 전쟁은 끝났고 전쟁은
중국인민지원군 대표)이

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

T T T . T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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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딴 심화시崙다. 이승만은 전쟁 전부터 소련이 북한 공

산주의자들을 앞세워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피고 있으며 ,곧 남침해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키자 반공에 대한

이승만의 신념은 더욱 굳어졌다. 특히공산주의자들의 의도에 대한 에측이 맞

아떨인.지자 이승만은 더욱 자신 있게 북진통일을 주장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통해 그들이 남아 있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이증명되

었고, 어데한 방법을 써시든지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고 생각한 릴이다. 따라서 이승만은 휴전헙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북진통일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한국전쟁은 우익화와 반공이란 국가질서를 남한

에 강화시키는 게기가 된다. 우련북한의 남침으로 분단 이전이승만의 단정노

선에 반대했던 남북협상파와 중간파에 대한 국빈의 신치가 크게 떨어졌다를 또

한중간파의 대부분이 전쟁중에원북했거나 방북되어 중간노선 또는 협상노설

이 정치세력으로 집결되기조차 어려됐다. 무및보다 일반 국민들도 전쟁기간

공산주의자들의 간행을 직접목적함으로인 공산주의 에대한 간감과 아울러 반

l =

를zs3를cf-=

1953년 7뭘 27일 김일성 조선인민군 최고사
U -,.,(...-

.5='
령관과 팽덕회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w .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이 최종 서명한 휴전협

정서. 유엔군과 북한은 이 협정으로 군사분계r ...÷÷T
.

비무장지대의 실정(지도 포함)과 휴전할정피 수정

및 효력발효 등을 규정하였다
.

,*.U' ,.*

~4fs긴

l.분단확정기(1945~1953) 4 1



飜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6월 25일 한국전쟁 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치사를 하고 긴다. 태극기와 나란히 걸린

성조기와 유엔기. .북진. .삼천만 통9 의 구호가 간사시대상활을 말해준다
.

공태세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극의 국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전쟁 기간남한에 유입된 수설만 병에달하는 피난민들은 철

저한반공집단이 되었다
.

같은 맥락에서 한국천쟁은 북한에서 미국과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

하였다. 김일성은 한국전쟁 이전에츠 미국을 제국주의적 침략자로 그리고 남

한의 이승만 정부를 그 '주구'로 규정하였으며 ,그들이 침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상당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참전으로 한반도 공산화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미국에 대한적대감은

더욱깊어질 수밖에 있었다. 또한한국전쟁의 경험은 북한주민들의 반미감정

에질적인 변화를 가져할다. 전쟁 이전에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이 지니고 있던

4 2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반미의식은 단지위로부터 주입된 매우추상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미국의 공

격에의한피해로 주민를은 '치제의 설체'를 차인할수 있었으터, 대미적개심

은 상당한 정도로 내면화된다
.

마지막으로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는 더욱심화되었

으며? 이는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더욱복잡하게 만들었다. 전쟁과정에서 남북

한은각각미국및중국.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았고, 빠라서 이들의 릴향력이

커질수밖에 없었다. 또한주변강대국들도 각각자신의 피후견국을 지키기 위

해전쟁까지 감수하였다는 측9해서 한반도에 때해이전보다 절씬誇를관심을

갖게되었다. 남북관계가 주변국의 정책및상호관게와 빌접히 인결될 수밖에

없는환경이 조성편 것이다. 또한전쟁을 계기로 많북한이 긱각후핀국들과 동

맹조약을 맺는등그관게가 강화점에 따라양측은 상대방의 설체를 인정하는
1

대신 '괴뢰' 라는인식을굳건히 할뿐이었다 .

한마터로 민족적 비극인 전쟁의 경험으로 통일은 점차현실에서 멀어줬

으적, 단지 '소원'으로만 남게피었다 .

..분단피정기(1945~1953) 4 3



좌루대립과 사회적 분열

1. 린족지도자들의 통일토력

광복 이후한간도는 치.소의 대결구도와 국내정치세력의 차우분델로

결국분단으로 치닫고 말았다. 그러나 그와중에도 분단을 막고통일독립정부

를수림하기 위한노력이 전개되었으력 ,가장대표적인 것이김구와 침규식에

의한남북힐상이었다
.

lx7년부터 이승반이 주장한 만정른에 대해좌익세력른 물른정구와 김

규식등일부우파게도 반대하였다. 좌우합작운동을 벌였던 김규식은 중도파

세럭을 규합하여 남북통일정부 수컴을 위한운동을 펼천다. 이승만과 함께좌

파에대항하여 핀박통치 반대존동을 주도했던 김구세력도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림을 주장하자, 결별을 인언하고 x규4 등중도파 세력과 면합하여 통일정

부수결노인을 지지하였다
.

김구와 컴규식은 단경수립이 구체화되고 있던i諒간l 2월i6일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이 만나통일정부 수립할안을 포함한 제반분제를 토의하자고 북

斗斗 하늘길 땅길 바딧길 열어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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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김일성과 김두봉에게 서친을 발송하였다. 여기에시 길구와 김규식른 "우

리빈족의 생존과 별망을 결정하며 국토의 영원한 분열과 완전한 독림을 판가

름하려는 최후의 순간에 수수방관할 수있다'라고 강조하치 '바무리 외세의 제

약을받고있는우리의 현실일피라도 우리의 일은우리가 해야할것"이라는 빈

족자결의 원칙을 밝했다
.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 제의에대해북한은 공개적으로 아무린 반응

도보이지않다가, 料일뒤인i948년 3월25일 평양방송을 통해4월에 평양에

서남북정당.사회단체의 연석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이제만에는 김

구와김규식의 공동서한해 대해아무핀 언급도 없는데 이는북한이 남북협상을

주도하는 인상을 주려고 의도한 것이다. 경양방송을 통한제안차는 별도로 길

일성른 김구와 김규식애게도 천지를 보내서 남북 정당.사회단체 면석회의애

참석해줄 것을요청하였다 .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친영은 남북험상에 반대하였으며 ,치군정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도 김구와 김규식의 행동에 비판적이었다. 또한기독핀 단체와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도 이들의 북한방문애 반대하였다. 사실김구와 김규

식도북한측이 제인한 남북면석회의 방식에 대해불만이 있었고, 회의참석해

대해상당한 우려도 갖고 있었다. 그림

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존단을 막으려 燎
던 남북의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틀일룬J11를 논의해야간 한다는 원칙

을고수하며 평양행을 결심한다
.

.i월 2i일 김구와 겪규식이 평

양에도착했을 때 련석회의는 이치시 남북험상에 침여하기 위

해 38선을 넘는 백범 김

작피고 있었다. 당시 회의는 양 김씨 구의 모긴왼를 선우z

오른목 김신(김구의 둘

의 기대와는 할리 릴상은리녕 토른도 제 아들)).

분단찬정기(1945-1953) 차?



없었으며, 그저지정된 대표들이 미러써온원고를 천편일률적으로 낭독하는

것으로 진행필뿐이었다. 결국이치의에서는 미리준비된틀안대로 미.소양

국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단독정부4 수립을 반대하는 결정씨가 채택되었다
.

회의가 북한측에 의해일방적으로 진행되자 남한의 지도자들은 각본대로 움직

이는회의에는 참가하지 많겠다며 를한요인들과의 회담을 제의했다. 이를북

한이받아들여 '남북인사 l5인회담' 이열렸다. 이회의에서는 첫째,외국군을

철수시킬 것,둘째, 외국군 철수후내전방지를 약속할 것,셋째, 전조선정치

회의를 소집해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보통선거에 의한입법기관을 설

치해헌법을 제정하고 정식정부를 수천할 것,넷째, 남한단독선거의 결과를

남북인사 l5인회담

대표자 연석회의가 끝난 다를 날인 4월 - B 8 < a i i
26일부터 4월 3o일까지 김구, 김규식 등 T z 7雌
의 요구로 남북인사 15인을 중심으로 남

북지도자협의희가 열렸는데 바로 남북인

사 15인회담이다. 김구와 김규식은 연석

회의보다는 이 회의에 더 큰 기대를 걸있

다.최종적으로 할의된 15인 인사는 남쪽
ti B B

의 김구 .김규식 .조소앙 .홍명희 .이극
一기淺

로 .김붕준 .조완구 .엄항섭(이상 우익)

과 친헌 .박헌영 .백남部이상 좌인이었

고, 북즉은 김일성 .김두봉. 최용건 .주
된출인석친리때 찰식한 김구와 김일생J似s년 8 .간템사에 찰#한

영하 등이및다. 회담 방식은 연석회의같
출즉네초린꼭 백범기릴찰 방景을 좌기초 꼭를이 보네존 시인

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고 김규식이 제

시한 5원칙에 대한 상효간의 합의와 타협점을 발견하고 그 합의돈. 내용을 공동성명서로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측은 회담의 원획이나 목표에서 차이가 있였다. 김일성은 주로단선반대에 초점을 두려하및고, 김규4은 단선반

대와함께통일조선을 창조하는 미래의 초석이 될남북연할기구 창설을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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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하지 않을것등이합의되었다. l5인 회담과 함께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

두봉이 참석한 이른바 4정회담도개최되었다. 여기서 김구와 김규식은 자신

들이평양에 온것은통일정부 수림을 '협상'하러 온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남

한의단정수립을 반대하는 똑같은 논리로 북한의 단정역시반대한다고 주장

하였다.

서울로 돌아온 후김구와 김규식은 공동성명을 통해연석회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한것이었으때, 통일조국을 위해단독선거를

반대하며 양군철수를 요구하는 데남과북의의견이 일치했다고 주장했다차 ;l

적고북한당국자도 단독정부는 절대로 수림하지 않겠다는 것을확언했고, 조

만식의 서울행이 실현되도록 노럭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했다 .

그러나 김구와 김규식의 기대와는 달리이런약속들이 현실화될 수는없

었다. 이미국내외 정세는 남과북에각각의 단독정부를 수림하는 방향으로 흘

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유엔에서는 이미남한만의 단독션거가 결정되

었으며 ,북한 역시남북협상과 상관없이 단독정부 수릴을 마무리해가고 있었

다.결국김일성은 완결단계에 접어든 북한의 국가선포를 정당화하고, 남한의

만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해김구와 김규식 등남한측 지도자들을 이웅했을 뿐이

었다. 루엇보다도 당시미.소양국모두상대방이 한반도에서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는통일을 우려하머 분단을 결심하고 있없다. 이런상황에서 남북

협상에서 어데한 통일방안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미국과 소련의 합의가 있는

한,이를실천에 옮긴다는 것은사실상 불가능했다. 단정수립후통일을 도모

한다는 이승만의 노선이 통일이라는 민족적 열망과 과제를 간과하고 현실만을

너무중시한 것이었다면, 김구와 김차식의 남북협상 시도는 정치적 현실을 간

과하고 통일이라는 이상만을 중시한 것이었다 .

..분단를정기(1945~1953) 4 7



2 . 일반 민중의 통일느력

해방에서 분단그리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기간, 민중차원에서의 통일노

력역시다양하게 전재되었다. 우천. 해방후학원가에서는 일제식민지 시기의

암울한 그늘에서 벗어나, 존단을 저치하고 통일독림국가를 세우기 위한다양한

활동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

당시의 학생운동은 강한민극주의 색채를 데고있었으며, 이것이 통일독

절국가 건설이라는 빈족의 요구로 료출되었다. 미.소에 의한존할점령이 분단

으 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는데학생윤동이 집중되었으나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주로정치세력의 칭년부에 속해활동하였다
.

따라서 해방정국에서의 학인운동도 좌우익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있었

다.화익청년단체는 주로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하는완전통일을, 우익청년들

은김구나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통일결부 구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신탁통치

간파동이 있기전까지 좌우익 학핀운등의 차이는 이넘대림이라기보다 해방

북진통일 힉생데모에 침 당시될출하고 있었던 정치적 입장차이에지나지 않았다. 또한서로에 대한적
가할 학생를이 "명심하

자 6 .25"라고 쓰여진 대적감정도 표출되지 않간는데 그것은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념은 다
대형 그림을 앞세우고

시가행진을 하고 및 르지만 모두독림과 통일에 대한순수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
다.(1953년 8월 1o일)

.나정치지도자 간의갈등이 심화릴에따라학생들도 점차좌우대릴의최전선

에시j11 된다
.

및를t識.anA
특히린탁통치 문제가 대두되자, 학생운동

도 찬.반탁을 중심으로 좌우세럭으로 분열되었

다.좌우익 학생단체들은 대표자회담을 갖고학생

운등의 통합을 시도했으나 끝내실패하였고, 대림

a撚麗eU 만격차되었다. 그리고 결국른 상대방에 대한반

대와타도가 본질보다 더중요한 쟁점으로 제기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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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학생운동의 이러한 갈등은 5.lo선거에 대한 찬간윤제를 글러싸고 더욱

심화된다. 단선.단정방침이 정해지자 좌익에시는 l948년 '2 .7구국투쟁' 을 전

개하여, 이에대한반대를 템확히 하였다. 반면우익학생들은 단선.단정에 대

한 지지를 표넘하였다
.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여심게도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하기보다는 주요 정

치단체의 하부조직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여성계도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져

갈등과 대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여성운동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

의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찰경을 개선하는 치주력하는 한편, 통일를동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料小년 8월 l7일 좌우익 여성이 모두 참여한 '간국부녀동맹
.

이결성되는데 이단체는 여운형이 주도한 건준의 하위조직이었다. 부녀동맹은

여성틀제의 해결과 함께 자주적 통일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지만 건준이 좌우로

블열치 기시작하면서 결국 함께분열피고 만라. 좌익이나 민족주의 게열의 여성

들은 l린H년 5월 l(J일 단독 선거가 확정되자, 이를반대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여나갔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l%천면 4월의 남북면석회의에 참여한

천을 꼽을 수 있다. 그리나 당시될단이냐, 통일이냐는 기로에 서서글박하게 친

행핀회의의 성격상 여성중심의 통일논의는 비비할 수밖에 없었다. 한천우익

여성란체들은 주로 반공단체들과 입장을 함께하때 통일을 위한활동을 벌인다
.

좌익여성들이 5.lo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싫다면, 우익여성들은 일

반 여성들을 단독인거에 찰여시키 기위해적극적으로 활동을 핀개한다
.

우익 여성단체들은 제l공화국에서 이승반의 노선을 적극 치지하였고 ; l

핵심인물들이 8월 l5일 출범한 정부조직에 직간접으로 할여하게 된다. 한국문

제를 유엔에 상정시키는 데큰 공을 세운 임영신은 초대 상공부 장관에 임명되

었고, 감찰위원으로 박순천과 박현숙이 임릴피었다. 이외에도 여자국민당의

황현속른 여자 경찰과장에 임념좌는 등우익어성만체 지도자들의 행정부 진출

이대7.1 이루어져 여성운동과 국가기구와의 관계는 더욱 긴z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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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한때운동선수였린 김현속과 같이여군으로 참전하인 북진통일의 꿈

을 실현하는 데앞장싫던 o:.성들도 있었지만 대개의 우익 여성들은 전설에서 군

인지윈사업을 하치나 정전첨정반대,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시위를 주도하였다
.

남북분단과 신탁통치 ,통일정부 수릴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분출된

해방공간에서 종교계도 민족통일문.제에 대해나를대로 의견을 결집하였다. 종

교계는 이시기 신탁통치와 단독정루 수림에 대한반대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하씨통일운동에 참이하었라. 1945'd 12월 천도교 .기독교 .불교.유교.천주

교의 if)o법의 대표들로 구심린 '조인독립촉성을 위한 연합발기대회'와 6개 종

단 대표로조직된 '종교단체인합대피'를 개최하여 임시정부를 지지하고민족

통일전인을 결심했으며 조설독림을 위해노력할 것을 천갱했다
.

그러나 미근정의 통치와 뒤이어 수림된 이승간 정천당시종교계 지도자

들의 될북과 월남은 통일정부 수림라 통일운동에 대한노력을 크게위축시키는

게기가 된다. 천도교의 겋우, l9린년 7월좌우힙작통일촉진회를 구성하고 남북

통일정부의 수릴을 촉구하는 등 진보.적 찰동을 전개했으나, l9#년 5월 일부 당

직자들이 및북하여 북한의 천도교 한우당과 합당했고, l9 牆년 l2월 정부에 의

해 험우당은 해체되고 만다. 불교게 역시 l9리년 l2월 불교혁신총연맹을 결심

하고신탁통치와 남한란독정부 수립을 강하게 반대하고나섰으때 그후신인 전

국불교도총면맹의 일부 세적은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에 가담하고 남북협상

에 찰가할 것을 린험했다. 그러나 @ 천방법과 속도를 두고 경템하린 혁신계가

월북 들으르 세직을 잃어 G일활동 ) 약화피었다. 개신교와 천주교계도 해방

초기에 단정간대와 좌우합 4 의느선을 지지했으나, 이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의

잇간 피살등으로 크게 위축피어버 린다. 더욱이 공산정핀의 발압을 피해월남

한 많은 기독교인들의 영향으로 공산주의가 교회의 활동을 힌실적으로 위협하

고 있다고 판만하여 공산구의애 대한 배격과 반공이념을 될릴하게 천명한다
.

한국친쟁블 긴른 후 남한사j[)에는 반공주의 정서가 대세로 자리를 찰

?o 하늘길 띵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았으며, 이는종교계 역시마찬가지였다. 특히재신교계는 이승만 정부가 내

세운 북진통일른에 적극 동조하였으때 휴전에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이겨야

한다는 승공통일론을 지지했다. 해방후 종교계의 좌우합작이나 통일정부 수

립등의혁신적 통일운동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약화되었으며, 반공주의 노선

이강화되었다
.

한핀, 해방정국의 이념직 .정치적 지형를 언를에도 그대로 반영절었다
.

특정정당이나 정파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해창간

한 신문이 많았다는 점도 언론계의 당파성을 부추기는 데한몫하였다. 신문들

은 일반적으로 민족의 완전독림과통일정부 수림이라는 당면목표를 공유하고

이를위한 여론을 적극조성린다. 그러나 각자의 이넘적피향애 따라다를방법

론을가지고 있었으므로 경쟁적으로 주장을 전개하며 여른을 주도하려 했다
.

해방 3 후 언른계와 에른을 주토한 세력은 좋른 인치/41설을 인속하게 확린한

좌익계열 신문이었다. 이에 여론이 좌익계의 논리에 의해 영향받을 것을우려

한 i'1근정은 즉긱적인 조치를 취한다. 좌익계열인문에 대해 폐긴 및 정간. 간

부구속등강력한 통제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정책으로 우익계 신문에

유리한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밖에 없었다
.

한동안 좌익계 언른, 진보적 언론이 여른을 주도했으나 신탁통치 결정

소식이 전해진이후우익게힌를들이 반박여른을 이끌인씨 좌우파 언른이 필천

하7.l1 경쟁하는 상황으르 금변한다. 인론은 좌우이팀의 단출찰 전차자에 rif를지

않고스스로 좌우 대릴의 주체이자 적해자가 된 것이다. 개별신문사 차원에서

뿐아니라 기자들도 단체를 결성, 민족의 독림과 통일정부를 촉구했다. 24개 언

론사 기자 E()여 』-8- 19-0U- 10친 '핀조실신문기라때회'를 얼히 '조인신문기

자회'라는 기자 단체를 결성했다. 민족의 완전독릴과 언론 자유를 활동 목표

르 삼은 이간j.11U 19-16인 .4월 i차치 .소공동위원회가 개최피자 남북틀일 임

시정부수절에 전적으로 힐력할 것을다정하근 성g시를 발표한다. 그러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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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성향의 기자들은 좌익 기자가 #도하는 기자회에 남을 수 없다는 이유로

l린7년 8월 '조선신문기자협회' 라는 별도의 기자단체를 결성했다. 기자단체

마저좌우로 분열된 것이다. 우익의 기자협회도 좌익중심의 기자회와 마찬가

지로 "조국의 완핀자주독럽을 신문인의 신조로 함'이라는 강령을 채택했다
.

특히미.소공동위원회가 결할되고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

기로 하자좌우익 언론은 서로 다른 주장을 전개하며 대림했다. 남북 연석회의

문제에시도 좌우익 언른은 다른 의견을 표출했다. 좌익계 언론은 연석회의를

지지했는데 조선신문기자회의 정진식 이남한언른부문 대표로 연석회의 에참

석,남북협상의 주체료 나시기도 했다. 그러나 우익언론은 남북협상 자체를 적

극반대했다. 마침내 남한반의 총선피가 실시되자 좌우익 세력은 설거강행과

설거방해운동으로 충돌했고, 이는 인른으로도 확산되었다
.

3 . 재외동포의 분열

분단은 남한과 북한뿐 아니e:.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마저 분열시길다
.

1945\:I 8원 i5일, 諒년간의일제익민지 지배로부터 조국이 해방린자, 여운형

은 좌우의 독립운동가들을 랄라하터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을 결성하고, 9

월6일에는 조설인민공화극의 수릴을 선언하였다. 이에 일본에서도 lo월 l5일

좌우를 가적지 않는 많은 재일동포는의 지지로 '재일본조선인면맹(조인' 이결

성피壽.다. 하지만 조국에서 좌우익의 대립이 심각해지자, 조련에서도 공산주

의자가 주류를 차지하게 되고, 드터어 재일동포 사회에서도 좌우의 분열과 대

림이 시작되었다. l9인년 조련에 간발한 민족주의자나 일제의 산하단체에 소

속적어 있었던 동포들이 '재일본조신거류민단을 결성했고, lx8년 8월 l5일

대한민국이 수림되자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으로개칭하며 한국지지를 분

법하게 설언한다. 조편도 같른 해 s)월 9일수릴된 '조설민주주의인민공화국'

s2 하늘길 띵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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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지하게 된다. 분단이 재일동포 사회의 분열을 가저온 것이다. 그러나 Z L

당시반 해도조련은 북한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이었다
.

재일동포 사회에서의 좌우 분열과 대립은 料料~l料3년의 한국전쟁에

의해 결정적으로 공고화되었다. 북한을 지지하는 조런은 전쟁에 지윈근을 파견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재중동포가 당시북한인인군으로 그리고

중국지원군으로 참적히는 데따른동조의견으로. 이기회에 공산화를 통한통일

을 시도하려는 것이었다. 반년 빈만 게열은 재일동포의 실럭을 앙심하여, 일본

사회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핀으로 전쟁애의 간접적인참여를 주장한다
.

당시로서는토대가 약한 재일동포 사회의 구축이 먼저라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논쟁을 거치양측의 상호불핀이 높아지고,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점이다
.

터욱이 한국전쟁 이후 재일동포 사회의 될열은 대립적인 형태로 고착된

다.조런은 "극좌모험주의 ,폭럭혁명을 청산한다"라 N l95년 재일본료인인

총면합회(조출련)를 결성하때 김일성을 지도자로 삼는 노선을 인택한파. 그 당

시노선전환에 반대하여 헤터진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민족주의 차들도 적지

많았다. 반련 민단도 반공노설을 더욱 철저히 린개하고 이리하여 현재에 이르

는 민단과 조총년의 대핀이시작되었인 것이다
.

치중동포 역시 남북분단의 영향을 받았다. l9,i린4 반주에 소린군이 진

주하자 받은 재중동포들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게 피었다. 공산당이 주도

하는토지개혁을 거쳐농토를 얻은 재중동포들은 중국인민해방군으로 중국의

국공내전에 찰가한다.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재중동포들은

이제북한의 인인군에 일부 편입되어 한극전쟁에 주력부대로 참가하게 핀다
.

또한 한국전쟁 중 "미국을 반대하고 조설을 들하'는 구호에 밭추인, 후방 지천

에도 동윈된다. 이로써 재중동포는 분단으로 인해 공산진영을 대표하게 되었

고,결국남한과는 단절되는 아를을 겪게 된다. 한.중수교가 이루어 진l料2년

까치4(J여 년간의반절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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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리 고학화

1.壽전 이후의 남북관계

l95(J년부린 l9린년까지 3년간동족상잔의 비극을 빚어낸 한국전쟁은

한간도와 국제질서에 냉전체제를 공고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한한국전쟁은

서유럽에서 치국의 재래식 병릭을증강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l9치년 서

독이재무장을 실시하자, 소핀과 동구권 국가들은 l97년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창설로 이에맞싫다
.

전절후이승만 정부의 대북정 책은냉전의공고화라는 세계적 흐를속에

서 린행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경쟁은 물론동아시아에서도 자유진영과 공산

진영이 대림하는 상황에서 ,남과북의대림과그후견국들 사이의 경쟁이 복합

적으로 한반도의 운릴을 좌우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미국과의 긴 한 힙력을

기반으로 반공전선의 첨병이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

전쟁은 한국사회에서 반공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승만 정부

는북한과의 대화를 거부찬 채승공통일의 방침을 견지했다. 이승단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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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53년 8월 8일 이들만 한국전쟁 이 끝난
대통령이 덜레스 미국

국무징관과 힌.미상호빙 후인 l郎3년 lo월
위조약에 가조인諒다

.

비국과 한 .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

하고 강력한 반공

노설을 추구하였

다.방위조약을 통

해 한국과 이국은

양국의 안보문제

에찰하인 긴일하고도 신속하게 힙치하고, 한쪽이 침략을 당할 경우에는 공동

대처하며, 미군의 한국주둔을 인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냉전시기한국

은 미국과의 동법으로 북관의 위협애대처하고 안보문계를 해결하려고 하였

디.. 미국과의 험적은정권치 정통성 틀제와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인 템

이었다. 이렇게 찬국은 미국의 핵우산과 주한미군을 통해서 골산주의 진영의

안보 위협에대응했다
.

이승만 정부는 철저한 반공정책을 실시하띤으며 ,북한을 독림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만 tl통령은 찰국이 한반도 핀체를 대표하떠 북한을 반

국가간체로 간주했다. 따i.}씨 이승딴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지 역의 '잃어버

린땅'을 회복하는 것이었빠. 아시아에서 강력한 대공산권 봉쇄정 책을추구하

였던미국파 반공노선을 추진한 이G만 정부는 이처럼서로이해관계가 일치하

는가운데 굳친한 우호관계를 유지한바
.

하지인 1960딘 이승만의 장7 독재는 학생들의 의거로막을내리고 빈주

딩정부가 들어인다. 4.19책 명으로 를재정권이 무너지면서 남한에는 보수를 비

롯해힉인적인 정당들이 등장流고, 통일문계에 대한논의도 다시활발해졌다
.

사회의 이러치력들은 앞다를어 다諒한통일방인을 제시했는데 특히혁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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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상과남북교류 등당시로는 파격적인통일주장을 펼쳤다 .

2. t반공 과 i발조선혁명) 의 출돌

i96i년 박정희가 이끄는 군부는 5.i6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

다.박정희 역시이승만과 마찬가지로 반공을 혁명공약으로 내세우는 한편미

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l諒l년 ll월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이는

한.미관계의 강화를통해서 정권장악을 기정사실화하려 한것이다 .

4.l9혁명이 조성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진보적 인사들은 중릴화 통일

방안과 조건없는남북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과 안

보를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무리한 통일논의에 집착하기보다는 우선국내

경제개발로 국력을 배양하는 데중점을 두었다. 통일을 주도할 수있는역량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l諒o년대 한국의 통일정책의 핵심이었다 .

한국에 반공을 내세운 군사정권이 들어서자 북한은 서둘러 l諒l년 7월

소련, 중국과 우호협력 및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하었다. l料l널 9월ll일부터

i8일까지 열런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

하여' 라는제목의 사업총화 보고를 하였다. 이보고에서 김일성은 '남조설혁

명'의성격을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으로 규정하고) 봉건세력

에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절요성을 역설하였다. i962년 l2월 조선로

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

화', '전군의 간부화' , '전군의 현대화' 등의4대군사노선을 채택하여 군사력

강화를 꾀하였다. i964년 2월조선노동당 제4기 제8차 회의에서 북한은 북조선

혁명역량, 남조설 혁명역량, 국제협력 혁명역량이라는 3대혁병역량강화노선

을채택하여 남한에서 혁명의 기운을 북돋우는 데심혈을 기울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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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誰5년 박정희 정부는 거센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국교를 정상

화하고, 베트남 파템을 단행하였다. 한국의 파병은 한.미동맹관계를 강화시키

는역할을 했는데 공산주의의 위협에 공동대처한다는 데생각을 같이했기 때문

이다. 또한박정희 정부는 주한미군.리 철수를 막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

파병에 따른경제및안보의 이익도 G 칠수없었기에 데트남파병을 결정한다
.

한편김일성 정권은 한국에서 박정희 정권이 공고해지고, 한.일국교정

딴화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으로 미국과

t'1국의 아시아 동맹국들 간의관게가 착

치자 이를 안보상의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

한반도의 남북한은 또다른 분단국 때트남

에서의 전쟁을 제2전선으로 규정하고 각각

반공카 반제국주의의 투쟁을 돕는다며 남베

s남과 복베트남을 도칸다. 베트남의 반미

와 민족해방, 통일전쟁은 북한을 고무시키

/ 기에충분했다. 김일성은 반미두쟁을 강화

하머남한에 혁법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모

할주의 군사노선을 택했고, l릿o년 후반한

반도의 긴장상황은 고조되었다. 1968년과

l인小년 북한의 무력도발은 정정에 도달하

는체, l料8년 l월 김신조가 이끄는 게릴라

부대가 청와대 습격을 기도했고, 며칠뒤미
한국은 의무. 공병부대에 이어 1965년부터 전투부대를 베트틀에 파병

하기 시작편다. 채명신 소장을 지9관으로 하는 맹호부대를 파병하면 해군함정 푸에블로호가 피납되는 사건이 발
서 예하군수지원 부대인 십자성부대와 향께주월 한즉군사령부를 창

설했다. 사진은 맹츠. 청룡 교체부대환송식.9) 인했다. l969년 4월에는 미정찰기 E C U 1 2 1

북한의 베트남전 참전사실g 입증해주는 베E남 빅장지방에 있≥북한 초가북한에 의해격추되었다. 연이어 벌어
군 전사자 위령탑. 이탑에는 레트남어로 .천몰용사들이여 영윈하7 라

는 믄구가 새겨져 있다.(아래) 친사건들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속

6o 하늘길 띵길 바딧길 열어 통및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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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공비 김신조의 외신기자회견 모습.

북한 무력도발관련 기새i968년 i월 23일자).

으 로 빠져들었고 남한은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였다. 그리나 치국은 긴장완화

를주장하터 온건적인 자세를 보였다 .

l린o년대 후반박정희 정부의 베트남파병 결정으로한 .인간게가 공고

해지는 한편북한이 공세적인 대남노선을 취하게 되면시 남북한 간에는 갈등이

더욱심화되었다. 북한의 공세로박정희 정부의 반공노선은 강화되었으며,북한

의대남무력노선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세게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화해분위기가조성된다. 이에따라남한과 북한도 한반도의 대치구도를

전찰시키기 위한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ll.냉전기(1954~1970) 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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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수응과 선건설 후통일

1. (승공통일를; 에서 '선건설 를통일>로

휴전이후애도 이틀천 정부는 여전히 '북진통일른'을주장하였치만, 릴

현가능성이 있는통일의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려됐다. 이승만 정부는 국제적

으로는 '유엔 감'.1하에 북한지역만씨 총선거'를주장하였다. i954년 4월D 일

A.)1네바회담애서 변릴태 외우부 장린은 제i차발언을 통해‥대한인국은 유엔의

김시하에 총설피를 설시하여 수립되었으며,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북한에서만의 자유총선을 실시하되,선거실시전에

중공군의 철수가완료되어야 한다'' 라고주장하였다. 특히'l4개항의 통일방

안'애시한국정부는 북한치역만의 피뷰편거가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의거하

이유인감시하에 실시뢰어야 한다는 천을강조하였다. 결국한국른 한국편쟁

찰편국가의 대표들이 귄유a근 '유x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피안' 을받아들였

으나, 여전히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

북진통일른 혹은 '북한만의 총선거안' 등과같은제l공화국의 통일정

62 하늘길 땅길바닷길 열어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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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북한정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합법성을 대

내외적으로 공표하는 동시에, 반공주의에 근거하여 북한을 '승공통일'하겠다

는의지를국빈들에게 강조하는 정치적의미를 많이터었다고 할수있다.

제i공화국의 '승공통일른. 은제2공화국을 거치면서 좀더현실적인 '선

건설후통일' 구호로바뀌었다. 이는남한이 정치불안과 경제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데반해,북한은 전후복구사업에 성공함으펄씨 남한에 비해경

제적우위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l공화국 때의정치적 심격이 강한통

일정책은 제2공화국에 들어서는 남한의 경제적 열세를 인정할 수밖에 있었던

정부에 의해부차적인정책목표가 피었다. 장핀정부는 경제재건없는통일운

동은비현실적이며그결과또한긍정적이지못할것이라고 생각했다 .

이에장면정부는 피폐한남한경제의 재건을 가장시급한과7)1로 삼았으

며,북한에 대한국력의 열세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기 위해서라도 경제성장을

우선시하였다. 민주당 정부의 인건설 후통일 정책기조는 @ c 이전이라도 우

리는제일떤저이나라를 부강하게 반들고 그국인을 애국적인 국민으로 반들

지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될때에만 한국의 통일은 의의가 있을것이며 우리

가핀하는 방식으로 한국은 통일철 것애# 로배료천다 .

장던정부는 통일문711에 대해다음과 같은태도를 유지한다. 첫째,민주

당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고 한유엔결의에 의거하혀 유

엔감시하의 남북한자유선거를통해평화통일을도모할 것을원척으로 제시하

였다. 둘째,민주당 정부는 중립화통일른과 남북협상! 남북인사교류, 남북교류

남북씨신왕래 등은국가안보를 위해배척하고, 국내각계의 의간을 종합하고

통일화할 수있는통일촉진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내세됐다 .

이어5.i()쿠데타로 정권을 잡은박징희는 헉명공약 체5항애서 7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있는릴력배양에 전력을 기울

인다''라고발표하면서 제2공화국의 선건설 후통일른을 계승하였다. 이처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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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후통일른은 남북이 첨예
, . , -

淸.
하게대립하는 상황에서 국력

5?린暇는인
배양이 됫받침되지 않는통일

논의는 무의미하며 정치적으

로나경제적으로 혼란을 초래

할것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제

5공화국은 기존의 유엔감시

情61년 5월 16일 쿠데 하남북총선거를 유일한 통일
타 당시 박정희 소장의

모 志. 방안으로 제시하터,반공주의적 안핀관을한층강화하였다. 따라시 제2공화국 기

간동안일시적으로 활성화되었던 @화적 통일방안 및남북교류를 시도하는 통

일운동은 제3공화국에서는 전면적린로중단되었다. 더욱이 料6姑년대 후반북한

이시도할 무장공비 침투奈 포함한 폭력적 대남공작은 박정희 정부의 반공주의

적안보관을 정당화시켜를 뿐이었다
.

박정희 정부는 선인설 후통z의 기조속에서도 l린9년 3월l일국토통

일원을 설림한다. 이는북찬의 부5통일 공세에 대응하고, 통일문제에 대한장

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림하7.1 위한것이었다. 제3공화국의 설천설 후통

른애 기초한 경제성장 편략은 두차례의 경제개발5개년게획을 거치면시 성

공적으로 실현되고, 남한을 l料c)년대 후반북한에 대한경제적 열세에서 거의

벗어나게 천다
.

2.제네바회담과 체육회담

料천년 4원핀일부터 재최된 제네바회담은 유엔군측 i5재국(남아프리카

공화국 제외)과 소련및중국, 남북한틀총i9개국이 참가해 한반도문제를토의

64 하늘길 띵길바딧길 열어 통일로

. ㄱ . y . . Y . . .



한회의였다. 남한은 초기에이회의에참가하지 많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미국

의끈절긴 참가요청에 따라외부부장관 변영데를 파친하였다. 처를부터 평화

통일론을 준비하고 회의참가를 서둘렀던 북한에서는 외상남일이 회담에 참가

하였다.

분단이후처음으로 남북의 정부대표가 동석한 제네바회담에서 연합국

대표는 첫째, 유엔이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하고, 둘째, 남북

한비례대표제에 따라진정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데의견일치를

보았으때 ,남북또한통일정부 수림방안을 놓고논의를 벌였다 .

남한은 제l차 발언에서 남한만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이머 북한에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모책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미남한에시는 자

유선거를 여러차례실시한 만큼이를부인하고 새로선기를 설시한다는 것은

유엔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터, 유엔결의의 취지에 맞추어 남한의 국회내

에loo석을 남겨두었으므로 북한만이 유엔의 감시하에 자유총선거를 실시하

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북한만의 총선거 방안의 부당성을 지적

하고, 북한의 최고인인회의와 찰한의 국회에 의해인출된 대표들로 '전조선위

원회' 를구성하여 전조선 선기를 준비하자는 내용의 통일방만을 페시하었다 .

그리고 전조선위원회에는 남한과 북한에서의 가장큰민주주의적사회단체 대

표들을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남한은 제2차 발언에서 핀조선위원회를 실치하자는 북측의 제안은

일종의 연립정부를구성하자는 것이나를란트와 체코, 루마니아에시 보듯이 연

림정부를 구성한 나라들이 모두소런의 위심국가로 전락하고 및았기 때문에 이

를받아들일 수없으며, 북한이 이와같은방딴을 제간한 의도는 유엔을 배제하

고북한에 우호적인 외국의 간섭을 끌어들이려는 것이분릴하다고 반박하였다 .

제3차 발언에서도 남한은 남북한 전체인구의 l를을 대표하는 북한의 입법기관

과인구의 6/7을 대표하는 남한의 입법기관을 동등한 비을로 연림하치는 것은

l.. 냉전기(1954~1970) 6U



'전체주의가 민주주의를 병탄'하치는 수법이라고 비난하고, 북한이 유엔의 감

시아래공정하고 자유로운 설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인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는 미국상원을 예로들면서

남북역시동일한 비율로 전조선위원회에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감

시발에 대해서도북한은 핀전당사자인 유엔이 아니라 무력간섭에 참가하지 않

은중림국 대표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

한편회담에서는 북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해야 한

다는남한의 제안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남한

은5원22일 된안을 수정한 l4개항의 통일방안을 새로제

시하였다. 북한뿐딴 아니라 남한에서도 선거를 실시하되

그절차는 현해헌법에 의거하며, '전한국 입법부'는 인구

비례에의해구성하며, 선거직후서울에서 국회를 소집할

것등을내웅으로 하는남한의 수정안은 '유엔 김시하의
.雙5避료료.료. 理.聾;&室識x .:

7漂流請!.,를驪讓麗靈를G q誇출證 북한총선거' 라는종래의 입장에서 '남북한 총선거'로한

걸음물러선 것이었다. 그러나 인구비례 총선거를 고수하
를認 q 誇 流 c M M D ""'"VW 였을뿐만아니라 여전히 북한체제의 부인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북한을 비롯해 공산측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회담마지막 날북한은 남북이 l년이내에 병력을

iiU||IiJ, bM " !,)

lo만 명이내로 감군하고, 휴전상태를 극복하기 위해남

a 북위원회를 구성하며, 남북관계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전

選

|jll
조선정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최종제안을 내놓았으나

hwh'niSS'淺讓 시간적인 문제z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제네

1954년 4월 26일부터 개최된 제네바회담에서 남북한 바회담은통일을 위한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실패
정부 대표가 처음으로 동석해 통일정부 수릴안을 를고

논의를 벌및다
.

했고, 한반도문제는 유엔으로 이관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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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一-d- '

1963년 1월 24일 .oc 주재로 열린도쿄올림픽 단일팀 도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홍콩에서 열린남북체육회담에서 남북대표가 악수를 나누

구성을 위한남북한 체육실무자회담에서 남북힌은 1964 고 및다.(1963년 5월 17일)

년 올림픽 경기를 위해 하나의 대표단 구성에 할의諒

다.(1963년 1뭘 25일자 기사)

의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

분단이후남북최초의 협상이었던 제네바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

지못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북정부대표가 유엔의 기능밖에서 처음으

로동석하여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정치협상을 진행

했다는 점에시 그의의를 찾을수있다.

i料4년 제네바회담 후남북이 만나게 된두번째계기는 l964년 도쿄올

림적이었다. 북한은 i인2년 6월제59차모스크바 국제올림칙위원회(Ioc) 총회

를계기로 i인4년 도쿄올림픽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해야 한다며 판문점

에서남북체육회담을 가질것을제의하였다. 이에대해대한올림픽위원회는

i인2년 8원l4일 Ioc에 단일팀 구성원칙에 동의한다는 전문을 발송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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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홍콩회담에
l2월에는 대한올림 칙위원회

참석諾다가 협싱이 결렬

된 후 귀국하고 있는 우
대표가 Ioc를 방문, 스위스 로

리측 대표단 모습.(1963

년 8월 1일)
잔느에서 남북체육회담을 개최

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후로관

:::
Ioc와 남북관 체육실

간의회담이 한차례해

;m壽Q 및~ 최되었고 이어홍콩에서 남북

한 체육실무자 간에회담이 두

차례이루어졌다
.

l料3년 l월 24일 로잔느

몽테포에 있는Ioc사부국 회의

실에서 Ioc의 주재로 도쿄올림

픽단일템 구성을 위한남북한

체육및무자회담이 개최되濫다. 회담의 의제는국기(關漆)와국가(國歌), 선수단

인발에 관한것이었으적,다를과 같은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

. -U x|/, 0)|/,| ]()(, ;Ll A U j

:J .LN i1UUh.i--'U'I,-fT -i''-'

l7l x 1

1)\'1핀;..J 늘리3U1 W 리 피 피차.?..

.L]

U 19-n인 c)인부리 블리오인 인료를 4i객라는 t)1 들

v,.tK: ,4i-'!.bU L|-

).. 'U]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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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l9狀년 5윈 l7일 홍콩에서 남북제육회담이 재최되었다. 전종목에

대한 예편실시와 철요한 경비의 각자부담등부분적인사항에서는 합의를 보

았으나 단일팀 호칭문제, 예선경기를 치를 장소와 일시,선발된 설수의 훈련

틀제및임원구성 틀제그리고 올림칙 참가에 철요한 행정적 절차문제등에서

는힙의하지 못했다. 7원2o일에 회담이 다시개최되었으나 남한이 설무접촉에

서필요한 문제를 다룬후즉시본회담을 재최할 것을주장한 반띤, 북한은 본

회담에41 모든문제를 다를수 있는 전권을 수임하자고 주장하여 결국 결렬되

었다. 이후 '7. 4남북공동성템' 발표직후인 l972년 9월남북한의 체육회장들

이다시서독에서 만나남북체육교류회담을 위해양측의 대표가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도록 서로초청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한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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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정부차원의

통일노력과 반공주의

1.정당의 통일논의

州 제1공화국 시기 :혁신계 정당의 통일정책

제l공화국 시기혁신계 정당들은 평화적 방법과 유엔을 통한총션거 방

안을제시하였다. 남북분단으로 인찬 이데올로기의 양극화와 대립속에서 좌

파는물른중도적 세력까지 용공세적으로 탄압받았기 때문에 혁신계 정당의 통

일노력은 분명한 한계를 지닐수밖에 없었다
.

이당시활동한 혁신계 정당으로는 사회당과 민주사회당, 노동당(인족주

의사회당), 민주혁신당, 진보당 등이있었다. 이가운데서도 진보당이 가장진

보적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다른 핀당들은 혁신계 정당들이지만 통일정책에

는 저마다 차이가 있었다. 이계열의 정당들은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였으며
.

통일방안도 비교적 촌건한 입장에서 대한민국 주권하에 유엔의 협조를 얻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총선린 에의힌통일을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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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대한
1958년 1o월 25일 .진

보당 사건 고등법원 언

민국의 주권을 인정하
도 모습. 이날 법원은 조

봉암. 양명산에 사형. 기

고 남북한 전체의 총
타 전 피고에 유죄를 언

도할다.

선거실시라는 점에서

는 다른 혁신계 정당

의통일방안과 공통점

을 지니고 있었다주 ; l

러나 유엔 감시하의

선거를 통한통일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혁신계 정당과 뜻을달리했

다.

진보당은 북진통일른에 반대하고 평화통일른을 채택했다. 즉 진보당은

정강정책에서 "유엔을 통한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현실적으로 남북한의 국내외적 상황이 무력통일은 불가능하고, 세계적으

로평화통일에 대한의견이 일치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봉암은 평화통일을

저해하고 있는요소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적 진보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남

북한총선거를 위한국제감시위원회에 인도와 스위스 .폴찰드 .체코를 포함시

키는 '중립국감시' 에의한통일방법을 제시하였다. 즉평화통일론은 (l) 평화국

회형성을 위한자유선거를 실시하고 (2) 이선거의 준비와 실시를 감독하고 감

시하기 위해유엔동의하에 국제감시 위원회를 설치하때, (3) 이위원회는 인도

와스위스 .플찰드 .체코대표로 구성하며 인도를 의장국으로 할것등을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같이진보당이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은첫째, 한.미방위조약과

중.소의 북한과의 조약으로 무력통일이 불가능하고, 둘제,세계적으로 평화통

일에대한여론이 형성피고 있는마당에 북진통일은 있을수없으때, 셋패, 1.

소양대진영의 각축장을 탈피하려면 평화통일 방법밖에 設다는 현실인식에서

.l.냉전기(1954~1970) 71



비롯되었다
.

또한진보당은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가까워지기 위하여 (l) 남북당국에

서선춘된 대표로 '전한국위원회' 를설치하며, (2) 이위원회에 남북한의 다양

한정치적 경향을 가진사회단체들치 포함도 무방하며, (린이위원회의 최대당

면과업은 자유선거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있는선거법 작성및선거

자유분위기 조성등임을 깅를하였다
.

7.. 제를g하핀 치j :c앙란 필화통일를 c.1두

4.l()혁명 이후가장두드러진. 현상중하나는 활발한 통일논의와 혁신세

력의분출이었다. 비록구체적이고 a질적인 교류나 접촉이 이루어지지는 못하

없지만, 남북협상과 남북교류, 중림화 등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

제l야당인 신민당은 '제힌적 .인남북교류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신민

방내구초핀 경생차초 는를리 있었다. 빈주방 내산주파 간갈를은 구파가 존당

을선언하고 신민당을 창당하면시 표면화되었다. 야당으로 새롭게 출발한 신민

당은민주당과 차별성이 부각되는 새로존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는데, 신

민당의 새로운 정책으로 J11시천 것이제한적 남북교쥬안이었는데,신민당의 통

일정책은 유인찰시하의 총인거를 원칙으로 하되, 서신교환과 비정치적 인사의

교류, 스포츠 교류, 남북한 께술인회찰 등다소적극적인 내용을 포함하였다
.

혁신게의 주축인 사회대중당은 반공을 기초로 하여 '유엔의 협조하에

천화적 .민주적 틀일'을 주장하였다. 또한제한적 형태의 남북교역 및통신을

촉구함으로써 진보당의 정책과 비는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사회당과

통일사회당도 사회대중당과 비를한 내응의 남북교류를 주장하였다
.

혁신동지총연맹은 민주적 정당및사회단체가 통일위원회를 구성하인

유엔의 헙조하에 정치적인 통일을 감심할 것을주장하였다. 그리고 사회혁신당

은북한에 자유로운 정귄의 등장을 친제로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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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l9()l년 7월 총설거 이전까치 혁인게 정당들은 통일정책에 대해 때체적

으로온건한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총선거를 기침으로 진보성향이 강화되었다
.

혁친계 일부와 학생및사회단제로 구성된 '민족자주틀일총연 은 자주.평화 .

민주의 원칙에 의한통일을 주장하였다. 또한 통일사회당과 혁신당은 '중림화

조국통일운동총연맹' 을 결성하여 국제회의를 통한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을 제

안하였다. 사회당도 민족자주노선에 입각하여 미.소 양 진영에 의존하지 않는

중립화 통일방안을 제시하였고, 통일사회당은 유엔감시하의 남북한총선거를

통해통일을 달성한 후중릴을 선언하자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사회대중당 역

시영세중림의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 특히시천대중당이 제시한 중림국이 찰

시하는 총선거를 통한중립화 통일과 통일을 위한 북한과의 부조?.i적 힙력및

교류, 남북군대의 무장해제와 외국글 철수등은당시로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이었다
.

2 .재야 .종교계의 통일운동

휴전애서 ,i.l9혁 g에이르는 동안 이승간 정권의 반공주의 정치는강화

되었고, 통일운동은 위축될 수밖애 誰었다. 이시기해는 통일운동의 존립마저

위태로일고, l95o년대 초반의 통일논의로는 전 .동아일보. 주필로 일본에 있

던 김삼규와 해빙 직후치국에시 좌우합직운동을 벌리국내까지 영항을 치했던

김용중에 의한 '중립화 통일른' 과 김박중의 '통일독림청년고려공동체안' 이

있을뿐이었다. 특히김삼규는 한국의 분단을 이데올로기보다는 이.소의세

력권주쟁의 결과라는 논리를 했다
.

4.i9혁명의 물결이 일어나자 혁신을 표방히는 정당과 단치가 5U-1 (U\U-1

생거및라. 그러나 학생과 청년층을 제외하면, 혁신베 인시들 중에는 혁인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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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할 만한 인물이 많지 많았고 그나마 분열되어 있었다. l린l년 초 혁신

정당이 재편되면서 ,혁신계도 조직을 정비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찰동력을부여

한 것이바로 통일운동이었다. 제도화된 공간에서의 활동이 가지는 한계를 극

복하고 혁신세력 내부의 분열을 비관하면서 ,많은양심적인 지식인이나 진보성

향의 청년들이 정당이 아년새로운 형테의 통일운동조직을 구상하게 되는데

그것이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인자통)' 이다. 민자통은 l인l년 2월 25일

"뭉치차 민족주체세력計 ,"f격하자 외세의존세력" 이라는구호와 함께 결성되

었다, 그리나 대구지방을 711외하면 대체로 혁신계는 대중조직이나 사회단체와

접하게 연결되지 못하였고, 주로선언적인 문건활동에 그쳤다
.

그나마 4 .l9혁명 당시 이루어진 활발한 통일운동은 5.i6쿠데타에 의

해좌절피었고, 그 이후로 틀일에 대한논의는 오랫동안 사실상 휴지기에 들어

갔다. 통일논의는 국가보안법과 반글법을 통해철저하게 통제되었고, 이에관

련된논의나 행위는 모두 정부에 의해독점되었다. 이런상황에서 l諒o년대의

통일논의는 개인적 차원에 그치거나 지하조직 활동으로 잠복할 수밖에 있었

다.통일관련단체의 결성이나 존림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시기였다
.

한편휴전헙정으로 사회가 점차안정을 찾아가자 전쟁이전에 조직되었

던각종종교계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재개하였다. 전쟁중에제기된 북진통

일론이나 별공통일른 등이사회적인 추세로 자리잡으면서 종교계도 여기에 영

향을받지않을수 없게되었다. 아될러 전쟁기간중성직자와 신자들의 납치

와학살등으로 많은피해를 입은교.단의 경우특히극단적인 반공주의를 추구

하게되었다
.

이와같은종교계의 반공의식른 l인o년대에도 지속되었다. 5.i6쿠데타

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4 .l9혁명과 터불어 등장한 평화통일른과 남북교류른을

일제히 정비하자, 종교계는통일에 할서실력을 배양해야한다는 정부의 입장

을지지하였다. 당장통일을 추구하;71 보다공산주의의 온상이 될수있는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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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려움을 먼저해소해야 한다는 선건설 후통일 논리를 전매하였다. 일부종

교계는 l인l년 5월 '통일 촉성이북인 대회'를 개최하는 등별공의 식을고취시

키터조속한 통일의 숙원을 국내외에 천명하기도 했다. 인권과 민주화, 분단극

복의필요성이 부분적으로나마 제기되었지만, 종교게의 이러한반공주의 에기

반한통일노설 경향은 7.4남북공동성댕 이발표되기까치 게속피었다 .

3 .학생통일운동 :4.19를 넘어 통일로

한반도에 휴전설이 가로놓인 후학생들의 통일노력른 자주적인 힝태로

진행되지 못하고 정부의 통제안에서 움직이는 반공동원의 대상으로 핀락하고

말았다. 학생들의 통일의지가 다시금 분출되기 시작한 것은이승만 정부가 붕

괴하고 분단현실에 눈을뜨면시 였다. 그결정적인 계기는바로l部()년의 4.l9

혁념이었다. 4.l9혁병 이후학생들은 민주화의 열기를 통일의 열기로 바꾸어

나갔던 것이다
.

4 .l9 이후가장먼저통일문제를 제기한 게층른 혁린세럭들이었다. 사

회대중당과 사회당, 혁신당, 통일사회당 등의혁인세력은 천화통일을 때기하

고,통일의 필요성과 다양한 틀일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r영남c친와.l빈족

일보』 등도통일에 관한사설과 논문을 통하여 이러한 열기를 부추기는 데힘을

보했다. 한편학생들은 4 .l9혁법으로 이승만 독재체제를 증식시킨 후,그힘을

학원민주화와 신생활운동에 집중하였다. 또한이어지는 선거를 맞아공법설

거운동과 국민게몽 운동으로 방향을 정림했으때 ,농촌게몽 운동을 위해농촌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데나기도 하였다. 당시학생들이 지향하는 바는이승만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빈주화와 반공그리고 자유에 대한의지였다 .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이념은 점차조국의 분단현실에 대한자각과

더불어 자림경제, 자주적인 외교의 실천에 대한관심으초 바뀌어갔고 크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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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토를회와 강연회 등을통해표출된다. 대표적으로 l諒o년 9월24일에서 2 5

일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치생위윈회가 주최한 '민족통일에 관한제문제' 를논

제로하는 '전국대학생시극토른대치'가 있다. 이토른회를 통해서 학생들은 기

존의통일방안에 대한비간과 더불어 통일의 절요성을 다시한번인식하고 다

양한틀일방안을 함께제시하였다, 5 한혁신세력들이 주장하던 중립화 통일방

안도제시피었는[.l1, 이는미.소의래권싸움에 의한분단과 이들세력권에시의

발피가 통일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있다는 당시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후ll월2일에 열린서울대학교 법데극동문제연구회의 '기성세대와 학생간의

통일룬제 심포지엄' 에서도 비슷한 토른이 이어졌다. 학생들의 이러한 현실인식

은단지학문적인 영역으로만 머룰지 많고마침내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

(가차 발기준비대회' 의결성으로 니.타났다. 학문적인 영역을 벗어나 설천적인

행동으로 학생통일노럭이 전개되는 시발점이었다. 당시학원가의 이리한분위

기는서울시내 料개대학총.학장회의에서 대학생들의 사상선도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취금될 정도로 사회전반에 충격적인 것으로 다가랐다
.

할시서을대학교에서 결성된 준비대회에시는 '대정부 친의및사회건

의문' 이채택되었는데, 그중요내용은 첫째, 기성세대는 통일에 대한결은세대

의정당한 발면을즉살 또는억압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라. 둘째, 모든정당 .

. 사회단체는 남북총선거에 대비하여 공산당에

|i 대항하기 위하여 연합할 기틀을 마련하라. 셋
1 - W "a

째,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하여 현절애 입각한
沈U

적극외교로 전환하라. 넷째,세게인권선언해

의하여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시신의 자유를

k1?理朧"f? 남북한에 한시바배시행하라 등이었다
.

" ..긴靈nf '電를
.

그리고 마침내 학생들의 통일노력의 결
L'" M -

4 19혁명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시위모습
. 집체차고 할수 있는 '서울대힉교 민족통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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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민통料' 이l諒o년 ll월 l8일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3oo여 명의회원으로 구

성된 민통련은 통일에 대한 일반사회의 의식을 고취하였고, 기본적인 방침을

(l) 통일의 분위기 성숙에 진력할 것 (2) 사회악 제거활동에 노력하며. 정부와

사회에 틀일방안을 제시하고 통일여론을 조성할 것,(3) 4.19혁명의 민주자유

정신을 받들어 정부에 양심적인 압력간체 구실을 할 것등으로 정하였다. 이들

은 또관북한의 대학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발표하였는데, "기성 정치인의

정치적견해와 이념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통일 방항으로 나가며 4 .l9로 이승

만 정권을 타도하였듯이 김일성 정권을 타도하자" 라는내응이었다. 한편 전국

국민 및 학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는 "기성세대를 불신임하고 새역사 창

조에집결하자, 민주역량을 집결하여 통일태세를 갖추자, 공산독재와 빠워승리

하는 길은 민주와 자유의 우위심을 입증하는 길밖에는 없다" 라고 주장하였다 .

이러한주장들을통해 이시기학생들의 기본적인 이념적 지향은반공에 기반

힌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있었음을 알수 있다
.

학원가에씨 통일문제가 점차대중적인 문제로 확대피어가던 중 l9()l년

5필 4및 서출대학교 인들린 대의됐대회에서 찰북친 학천言의 모인를 갖자늑

제의가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5월5일 전극 l8매 대학과 l개고를학교 학생대

표가 참가하여 '민족통일전국학생 연맹결성준비대회(인통학刻' 를 개최하고, 5

월 이내에 판문점에서 남북학생회담을 갖자는 5개 항목의 결의룬과 공동설언

문을 채택한다
.

남북학생회담에 대한이들의 제안은 당시의 민주당 정부에 상당한 부담

으 로 작용하였다. 정부는 남북 간의학생회담을 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

식발표하였고 신민당과 민정담 등야당도 반대 입장을 표템하였다. 그러나 혁

신세력이 학생들을 지지하고 나서정치권에서도 남북 학생회담은 논쟁의 중심

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

정부는 환문점으로 가는학생은 전원체포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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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맞섰으며 결국 학생회담은 5.i6구데타가 발생하면서 무산되고 만다. 당시

남북학생회할 제안은 한국전쟁 이q 처를으로 나타난 학생들의 대중적인 통일

노력이었다. 모든통일논리가 봉쇄되었던 자유당 정권시기를 지나면시 이러

한학생들의 제안은 사회적으로 범청난파문을 일으린다. 이들의 남북학생회

담제안은 5.i6쿠데타의 할생으로 힌를안 잠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 l 9 8 o

린대발대중적인 학생통된운동의 l사적인 뿌러로 기록되고 있다
.

4 . 언른계의 시련

냉편이강화되는 이시기에도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및교류를 주장하

는언른사와 언른인은 있었다. 그러나 단편적인행동에 머물거나 일시적인사

건에그쳤을 뿐 언른 전반의 기류로 발전

' 시키지는 못했다. 장준하가 빌행했먼 집

지 r사상계』는 남북의 분발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과감한 글로 세상의 관심을 끌

었다. 함석헌은 r사상계J i958년 9월호
l 4 a

에 r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J는 글에

서 "남한은 북한을 및련꼭두각시라고 하

고 북한은 남한을 치국의 꼭두각시라 하

니 있는 것은 꼭두각시뿐이지 나라가 아

니다.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글로 결국구속됐다
.

징준하의 옥중 출마 연설 i96 'd 4.19헉 명 이후 통일논의
문. 각종 선언문. 「사상

겨L 발간 회고문. 재야인 에대한 억압이 잠시풀적며 다양한 통일
사들과 주고 받은 메모지

등 미발표 원고들
.

른이 를룰 터지듯 일어났다. 언른도 한때

78 하늘길 띵길 바딧길 열어 통및로



나마신문및통신발행의 자유를 만끽했다. 이런시대적 분위기를 타고남북협

상과 남북교류를 주장하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tt족9릿가 창간되었다 .

r민족9 및는i96i년 2월i3일 창간된 뒤5.l(치씨타가 일어난 치3일만인5

월l9일 페간된 혁핀계 신문으로, 일본거류민단계 조웅수가 중심이 되어혁린

계인송지영, 윤길중, 고정훈이 제작했다. 3개월 간단지92호를 발행하는 것에

그쳤지만 남북교류 및남북협상론을 제기함으로씨 '북한은 부정해야 할공산

당들의 집단' 이라는 인식이 뿌리깊었턴 우리사회에 충격을 턴렸다. 사장조응

수는창간호에 게재한 취임사에서 "남북한 간민족의적의 촉진과 생활공동체

적연대를 촉구하는 데지면을 과감하게 제공하겠다. 앞으로 민족은 하나라는

의식과 그하나인 민족의 번영된 장래를 저해하는 여하한 세력과도 과감하게

싸울 것'이라고 밝했다
.

r민족인릿는 창간호에서 밝힌대로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언른으로

서는가장적극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했다. 전체사설의 32%가 통일당위른과

중림화통일론, 남북교류 등통일관련사설로 해워질 정도로 통일에 대한관심

을환기시켰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을 불온시하던 장변정부로서는 1961년 8월 29일 조용

수 사징 등 r민족일보J

남북교류를 매우위험한 발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룬에 /민족일보』 발행을 방해 사건에 대한 혁명재판소

공판 광경
.

하기도 했다. 결국 5.i6쿠데타가 발생하

면서 신문른 페간되고 조용수는 l인l인

8월 28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델

제6조 및 형법이 적용돼 사형을 선고받

는다.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협상과 문화

교류, 남북학생회담에 적극찬등하고 추 |, ..

진하며, 이를 선전.선동하여 반국가단

체인 이북 괴뢰집단의 활동에 고무동조

했다는 것이그 이유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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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을 때l의 국시로 하는박정희 정부는 % 족 c 릿 사건이 보여주듯

이언른이 북한과의 공존이나 화해를 주장하는 것을허용하지 않았다. .국제신

보.j사의 주필 이병주는 i9()o년 r새벽j i2월호에 r조국의 부재J, r국제신보j

i9(;i년 i월i일연두사해는 r통일체 민족역량을 집결하라J는 글을각각게재

했다. 이글에시 정부의 부력통일룬을 비판하면서 남북한이 동등한 자격으로

협상하여 정치.경제적 중림화 통및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燕다. 그리고 ''국토

의분열로 이득을 보는반등일세력리 존재하기 때문에 통일이 지체되고 있다"

라는당시로는 매우과감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결국이병주는 군사재관에서

l()년형을 선고받고 7년동안수감제활을 해야했다
.

엄혹한 냉편기인 l料4년 박린희 정권내에도 통일논의해 새로운 흐름이

람시형성된 적이있다. 여당이 lo활 '국토통일연구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일에 대한간및을 나타린 것이3 린호였다. 박대통령도 lo원 l8일 춘천에

시강원도지사 및공화당 강원도 당위원장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국내외적인 여

간으로보아 남북통일이 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며 '통일대비른' 을전개했

다.박대통령은 이어l()출. 기)일 정부와 여당이 모인연석회의에서 "통일문제

를심각하게 연구할 시기가 되지않았는가''라며 국회도 이문제를 생각해야 한

다고지적하기애 이르렀다. 46법의 여야의원도 '남북가족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에제출했다. 이와같은정부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는 언론에

까치확산돼 r조선일보』의 경우 io월 한일r통일과 남북교류와 주체성.우선

길을터봐야 한긴는 연재기획기사를 l편에 설기시작했다. r통일대비 논의는

마땅히 대두되어야 한다J는 사설과 '통일문제의 관심도' 를측정하는 여른조사

결과토 실었다
.

그러나 아직은 당시사회가 찰북대화와 헙상을 공른화할 만큼성숙하지

는못린다. 반공이데올로기는 여야는 막른하고 공인질 이데올로기였으리 누구

도이를부정할 수없었다. 반공른 여당의 통치수단이었던 것과마찬가지로, 야

8o 하늘길 땅길바딧길 열어 를일로



당에게도 여당을 공격하는 부기로 활용될 수있을만큽사회직 동의를 얻은이

념이었다. 그리므로 여당내에일고있는통일문제에 대한관심의 증폭은 야당

으로부터 정치공세를 당할수있는좋은소재이기도 했다. 야당인 민정당의 윤

보핀대표최고위원은 박때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추궁하며 때여공세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

이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박대통령이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총선거라는 통일방안 외에어때한 방안도 있을수없다면

서자신의 통일논의를 스스로 거두어들여야 했던것이다. 통일문제에 대한정

부와여당의 새로운 접근은 야당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없는것이었다. 이런시

점에문화방송 사장황응주는 파격적인 중림틀한론을 주장했다. 그는 l諒4년

l.세대.. ii월호에 r강력한통일정부에의 의지J를 기고하여, 남북의 적대관계를

조성하는 군사적 대치를 해소할 수 있는방안을 강구하고, 군비축소,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강조했다. 이에야당의원은 황응주의 주장이 구시에 위반되

는지를 따졌고 정부와 여당은 그를변호하는 료한상황이 면출되었다. 공화당

의박종때 의원은 't북통일이 터부가 아닌이상, 통한론 자체가 범죄가 될수

는있으며 북한에 정귄이 있는것을인정하니까 통한론이 나오지 ,그렇지 않다

면될때문에 통한른이 나오겠느냐" 라고옹호했다. 그러나 황용주는 결국구속

대유죄선고를 받았다
.

이사건이후한동안 전반적으로 통일논의는 위축되고 만다. 대신언론

인들이 뜻하지 많은절화사긴에 취말려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단발적 사례

만 있을뿐이었다
.

5 .재외동포의 분열과 대립

분단과 한국전쟁이 빛어인 남북상호적대랄은 재외동포 사회에도 그대

.. 냉전기(1954~1970) 8l



로영향을 끼쳤다. 대표적 인것이재일동포 사회의 대립과 분쟁이었다. 조국에

서진행된 분단고착화 과정은 고스린히 재일동포 사회에 분열과 증오의 고착화

를가져왔다. 민단과 조총련은 일본각지에 지부를 두고사사건간 대림하였고
.

한국, 북한과 각기일방적브로 교류차던서 극한적인 분열상을 보였다
.

제l,2공화국 당시징부는 간국초기의 혼란과 잇따른 한국전쟁으로 재

외동포에 대해시 전혀관심을 가질수없었다. 제3공화국에 들어서서 박정희

정부는 l인2년에 제정된 해외이주템' 을통해서 해외이민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였다. 이정책의 목적은국내의 5l구과 로 인한실업문제를 해외이민을통

해해철하고 부족한 외화5 델어들()1는 데있었다. 정부는 주로이주자의 송출

에만란심을 주없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등포정책에

비해서 남한의 정책은 수세적이고 소극적이었다. 북한이 재외동포를 그들의

공민(漆l차으르보았린 것에반해# 리정부의 동포정책은 동포를 '다른 나라

사람' 으로바라보는 시각들 갖고출발하였다. 따라서 한국정부차원에서 재외
중앙정보부가 1967년 7

월 대학교수와 유학생 동포가 거주하는나라에시 정치.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적응할 수있도록 돕거
등 194명이 동백림(동미

를린)을 거점으로 대남 나모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지원한 사례는 매우적었다. 게다가 정부
적차 공작을 벌이다 적

빌및다고 발표한 .동백
의관싫과 지원은 주c 일된, 미국, 쥬럽동포들에 국한되었다

.

림 사건 의 관련자들이

재판정에서 판결을 기다 남한정부의 소극적인 재외동포 정책과 더불어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
리고 있다

.

서처한어려운 상황으로 인해동포들이 틀일에

를?. < 관템을 가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될다. 이런

상황메서 동백림사건과 재일동포 북송사업은

재외등포 사회를 더욱얼어붙게했다
.

l9(評년 7월 8일중앙정보부가 밝힌동백

림(동때를린) 사건에 의하면, 북한은 i9料년부

력베들핀에서 유학생과 동포, 장기거주한국인

들을대상으로 북한초청 및북한정책 치지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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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벌였다고 한다. 중앙정보부는 북한 m ' -

에포섭되어북한을 다녀온 유학생 ,광

부,간호원들을 친북활동 험의로 독일

에서 압송하여 구속하였다. l料7년 l 츠

월 별린 재판에서 간련자 린명 모두에

게사헝과 무기징역 등 유죄판결이 내

적편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음악가 윤

이상도 이때 체포되었으며 ,이후 한국

방틀이 금치되었다
.

1959년 2월 18일 재일

동프 북승에 반대하는

동백림사건을 게기로 유학생과 장기체류차 및재외동포들의 반정부 활
차링시위.

동에대한한국정부의 감시가 강화피면시 유럽과 일본, 리국의 재외동포들의 통

별노럭은 터욱위축되었다. 이애치한반동으로 재외동포들의 통일노력은 정차

반한.반체제 운동의 성격을 대게되었다 .

재일동포 料,000U과 일본인 가족(),料)()를이 북한으로 이주한 북송사업

(북한에서는 귀국사업 .일촌에서는 귀환사업으로 될릴)은냉전기 재외동포 역사에

서중요한 사건이었다. 북한과 조총련은 l958년부터 '사회주의 조국건설' 에

재일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것을 권유하없다. l959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8만여 명의재일동포를 북한으로 를국' 시린으며 ?이사업은 l984년

까지게속되었다. 일본은 적설자사를틀해 인적.재정적으로 이사업을 지원하

였으며, 이에대해민단과 한국은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

한국전쟁 후l972년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기 전까지 재외동포 사회는

통일에 대한노력보다는 분단의 고착화에 따른분열과 대립으로 점철되었다 .

한국과 북한의 재외동포 정책른이러한분열과 대림을더욱심화시길고, 북송

사업과 동백림사건을 통해재치동포 사회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

.. 넝전기(1954-1970) 83



!l
H

料 讓

驪議讓
讓

인國麗

린

lr
團讓襲弱 讓麗飜賜團 T諒iA
隱 經 飜 靈 壽 理 圖蘿望照

函鷺린 國麗謁蘿麗團 i!1騷訓朧
團 團 理 團 讓 i _ J r "

理료麗譜蒙隱料理 I 圈 關 )
鬪圖驪團證函 @遲隱頭 臺理 ! J린.

識l進 a 理選讀避刻 .w
r

z = A f = 는諒J眼3료 7



1

1

t

;<l
1

B i M R

.曆 1

'a 更

l l B

黎 피 識 邏

諾議驪朧識證

l B B B

B a ' . m

r g w J D ' ,

.s#.?친諾露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l 9 7 l



'때화 없는 대결' 에서

'대화 었는 대결' 로

1 . 미.소 데탕트와 남북대화

l97o년대 이후남북고위당국자 간에회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동안단절되었던 남북대화가 새롭게 시작되熱린 를를이시기의 통일노력

른냉전이라는 구조력 한게속에씨 진행되었치만, i'l리)년때와 lt)x년대의 부

력에의한통일는의와 설건설 후통일론에 비해관층 진보한 것보한사실이었

다.l97o년대를 분기점으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크게변화하였다. 김일성

정권이 사실상 북한지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게 되었

으리,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1970년때 전반기 남북

관게근 '대화 없는대결의/.1대애서 '대화 있는대결의/.1대로 전찰되없다 .

박정희 정부가 이렇게 1960년대 통일논의조차 글기시하민 태도를 버리고, 북

한과리화를 시도하면서 체제경쟁에 나서게 피기까지는 혀러극내외 요인들이

원동력으로 각용하였다
.

미국과 소련은 l97o년대 초핵군사력이 평형을 이루게 되자긴장을 완화

... 냉전기(1971~1987) 87



하고평화공존을 지항하는 데탕트를 추

구하게 되었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때림이라는 냉전의 양극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이시기미국과 소린은

상대적인 평화와 반정을 추구하였다
.

ii1국과 중국 또한 키신저가 비빌려에

때이징을 방문한 데 이어 닉슨 때통령

이중국을 방문, l972년 2월상하이 U 7

미국 닉슨 대통령은 1972 류니케를 할표하때 변화하기 시작하였
년 2월 중국g 빙문해

냉전의 화해무드를 이끌 다.미국과 중국의 화해에 파극을 받은일본또한적극적인 대중국 정책을 절치
어있다.

l9L년 9될다나카 총리의 중국방글이 실현되었다. 닉슨른 중국및소련과의

간계를 개선하고, 베츠남친쟁를 조기에종결시키려는 구상을 갖고있었다. 이치

결이국과 초핀의 치함트와 i.T1국과 근국의 극적화해는 핵위기간는 치해야 한라

는 절작한 인식과, 열강들 간의세적균형 유지를 등해극제질.서를 유지하리는

닉는과 키신저의 친략이 작음하고 임.었다. 또한때트남전쟁의 장기화와 이에따

른재정의 악화는 닉슨행릴부로 하피금 적극적 개입전략에시 부분적 회귀전략

으로방향을 바꾸게 간트는 압릭으로. 작웅하였다
.

치국은 한간도에서 5 현상유리를 통한단정화를 추구하였는베 긴장의 재

발을방지하는 수를이 이시기그들의 극표였다.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글 위

해 한국이 북힌과 소린, 중국
.

동유럽의 국가들과 적극적인

외교적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

1972년 5철 23일 제1차 했다. 미국은 남힌과 북한이 대
미 .소 정싱회담을 위해

미국과 소련 정상들이 화를 통해 상호신피를 회복하
모스크바 크레믈린 카레

리나t로 들어가고 및다
.

는 것이필요하다고 보았다. 닉

88 하는길 沿길 비3를 및버 통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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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대통렁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r71국과 중국은 공동성및을 틀해 '유엔을 통

한한반도문제 해결' 이아닌'남북대화에 의한한반도문제 해결' 을주장하고나

싫다. 미국은포터주한미국대사를통해서 한국이 북한의 천화설전 공세에 적극

적으로 대응할 것을주문하기도 했다.

i국과 중국의 화해, 일본과 중국의 국교주템. i]1국과 소린의 계찰트 등

세계적인일련의 화해움직임 속에시 한국정부도 그흐글에 적응할 필요성을 느

끼게피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추구하는 한편, 북한과의 배화를 위

해비국의 전폭적인 피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주징하 t서한극해 대한강력한

안보공약을 요구하였다 .

라가안보에 대한우려또한박정희 정부가 북한과의 배차를 시도한 동기

중의하나였다. l料9편 7될참에시 닉슨대통템은 치구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

한안보공약을 준수하고 핵위협이있으면 등템국을 보호할 것이나. 재해식공격

이라면 당사국이 일차적 책임을져야한라는 독트린을 발표하없다. 불필요관 미

국의개입이니. 미국민의 희생을 4겠다는 취지였다. 이즐해인 l97()간 2월ls일

닉근리틀령은 '1970년대 인국의 외교정책 :천화의 구축' 이라는 장문의 보 고

서를의회에 보내ii1국은 향후베트남전쟁과 같른군사적 개입을 회피할 것이

며,핵에의한위협을 제외하고는 내찰이나 침학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 스

로힘력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베트남에시 미근이 철수를 시작

하자박정희 정부는 ii1국의 대아시아 안보공익에 의구심을 를게되었다. 절상가

상으로 3국은l97l년 한국에서 이군2만명을할수시핀다.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미글 감축과 미.중화해,닉슨독트린의 발표를 지켜보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이 희미해 지는것을우리했다 .

l()料년을 고비로 고속설장을 게속하던 한국경제도 성장룰이 를화피기

시작했으 f,3션매현 등으로 국내정치는혼란스5.1워졌다. 경제성장기에생거

나기시작한 다양한 사회세력은 민주화와 부의활배를 요구하고 있었다. 지식

... 냉전기(1971~1987) 89



인과인른인. 학생, 노등자 들의반체제 운동이 격화되었으벼 진보성향의 지식

인들4 박정희 정권의 선린설 후통릴 주장에 염증을느끼고. 남북이 직접대화

를통해통일분위기를 조성하기를 원했다. 야당또한민주화와 함께북한과의

대화를 통한통일기반 마련을주장하고 있었다. l97l년 4월27일 제7대 대통령

신치애입후보한 신인당의 김대중 후보는 비정치 분야의 남북교류, 주변국 4강

의한반도 안전보장을 설치공약으르 내걸고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

l97l년 대선과 총신에A.1 드i;.1만 야당의 약진은 박정희 정부에게 위기감

을주기에충분했다. 득히?정희 대통령은 민주화 세력의 진보적인통일논의에

대해나글때로 치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과거처럼 통일논의 자체를 게속해

4.1 외i를하기가 어래워졌다7 점을4 치게되었다. 결국정부는 북한을 경원시하

던테도를 버리고과감한 대북정책을 택하였다
.

경제성장도 박정희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남북대화를 시작하게 한하나

의요인이 되었다. i960린치 지속친 경제개발정책으로 남한의 경제는 빠른성

장을기록하여 남북한 경제가 어느정도균형을 이루게 된다. l97o년대초를 기

템으로 l인당 국빈소득이 를한보다 앞서게 되자박정희 정부는 신장된 국럭을

배경으로북한에게 설의의 체치경릴을 체안할수 있게된것인다. l9N년대 후

반 북한의 면이은 무력도

발과국내외 정세의 빠른

변화는 작정희 정부로 하

여금 새로운 때북정 책의

필요성을느끼게하였다
.

극내외 정세의 따

른 변화로 박정희 정부는
이후락 중앙정토

부장이 7. 4 남북 좀더 구체적 이고 실천적
공동성명.을 발표

인통일정 책을 제/41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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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철 23일 오전 중잉

청 제1회의실에서 국무

위원들을 참석시킨 가운

데 평화통일외교정책선

IWtm料臺.7ttl

1 & U -.

요성을 느됐다.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던 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대외에 알린첫번째 신호는 l97o년 8월l5일의 '평화통일

구상선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통해서 북한이 무력통일노

선을포기한다면 남북한 간에놓인인위적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수

있는획기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했다. 박정희 대통

령은북한에 대해체제경쟁을 제안하고,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력을

통해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해나가자고 제안했다 .

한국은 l97l년 대선과 총선을 치른후본격적인 대북접촉을 시작했다 .

남한과 북한은 적십자 예비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 등일련의 회담을 성사시識

으며,i972년에는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남북대화가 진행

되는동안북한은 김일성체제를 공고히 하고후계문제의 골격을 형성했으며, 남

한은유신체제를 성림시린다. 남북대화가 남한과 북한의 국내체제를 강화시키

는데일조를 한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통일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대통

령의권한강화와 국정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유신체제를 합리화시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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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는 계속해서 l973'd '6.23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발표하여 평

화적통일을 위해모든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를 반대하

지않는다는 것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

다.박대통령은 6.23선언을 통해s든국가에 문호를 열겠다는 개방적 자세를

보였다.

북한은 料幽인대 후반모험구의적 군사노설이 한계에 이르자, 긴장완화

의세계적인 데탕트 흐름는 타고천화공세를 필치기 시작했다. l訂l년 8월6일

평양에서 열린시하누크환영군중대회에서 김일성은 다음해초로예정된 닉른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흰기를들고찾아오게 된것'이라면서, 남한의 민주공화

당을포함한모든정당과사회단체 및개별적 인사들과 접촉할웅의가 있다고 밝

했다. 이는l誰o년대 북한이 펼쳤린 군사노선이 과도한 국방비 부담을 가져와

lyl년 시작편 7개년 경제계획을 3인연장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었다脣 결

국l燎o년대에 들어서면시 북한은 #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반공체제 약화를 기

도하며 대화와 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

그러나 l97o면대 빈반남북찰 사이에 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에

비해l97o년때 후반남한과북한은 냉랭한 대결을 지속하였다
.

2 .신냉전과 남북대화

i97간: io월 26일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 체

제가막을내리게 되었다. '서울의 를.을맞이한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희망이 부풀지간 권획은 결국신군부에게로 넘어갔다. 민주화의 꿈은한

발꼭뒤로빌려났지만 l98o년대 한국경제는 l97o년대 석유파동을극복한 저력

과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

북한에서는 l98o년 lo월 조인노동당 제6차 대회를 통해서 김정일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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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문제를 공식화했다. 한편, l97o년대에드러난 북한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

은l98()년대에 심화,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이는사회주의경제의 구조적

한게와 군사부문에 대한과도한 투자로 경제가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남한에는

신군부로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고 북한에는 김정일이 새롭게 부상하는 가운데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l9so년대에도 지속피었다. 남한과 북한의 국력차이는

이기간계속심화되어갔다
.

제5공화국은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 다시격화되는 신냉전을 배경으로 출

템하였다. 보수적인 성향의 전두환 대통령과 레이건 미국대통령, 나카소네 일본

총리는 대륙의 공산주의 위협에공동대응하고자 자유진영의 한.미.일3각협

력의축을구성하였다. l9料년대 초반부터 전두환 정부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필쳐,1981년 6월5일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 간의직접회담을 제의하고, l98츠

년l월22일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 7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을제시했다 .

그것도 참시,i983년 9월i일소련전투기에 의한KAI.기 격추사건, lo

월9일버마아웅산 때러사건, l2월 3일다대포 해안간첩침투 사건등으로 한

간도의 친장를 고조되었다. 북한은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고 실추된 이미

지를회복하기 위해린料년 5월I.A올림칙 단일범 구성을 위한방북체육회담을 1983년 1o월 9일 아웅

신 폭틴레러가 빌생하기

제의하였고, 이제의는 남북대화로 이어졌다. 할발더나아가 l984년 9월서울 직전 묘소에서 식이 시

과경기일윈에 내린폭우로 수해를 입자, 북한은 수재물자의 제공을 제의해왔
작되기를 기다리는 한국

대표단의 모습
.

다.우리측이 이를수락하여 적십자회담이

濾U '
재개되었고, 이어이산가족 상봉까지 성사

되었다.

올림적 단일팀 구성을 위찬 남북체

육회담, 남북한 간의교역과 경제협 력을추

진하는 상설기구를 논의하기 위한차관급
를

을수석대표로 하는남북경제회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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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북국회회밤을 위한에비접촉이 고준히 열렸다. 1980년대 남한과 북한은 상호

직대의식속에시도 대화를 지속했으며 이전시기에비해남북간 대화채널을 다

양화하는 성과를 기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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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남북공동성명' 과

기능주의적 대북접근 시작

1.기능주의적 통일논의의 대두

7.4남북공동성명으로 시작된 남북한 간의화해분위기에 일대전환을 가

져온것은i973년 남한정부가 발표한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이었다. 6.23선

언으로 블리는 이선언은 내정불간섭과 상호불가침 그리고 LN 동시가입을 골

자로하는데; 이는북한을 '정치 실체' 로인정하며 남북두체제의 평화적 관계

를정립하자는 것이었다. 현존하는 두체제의 상호인정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6.23선언은 i974년 i월i8일 '남북불가침협정'체결제의와 l974년 8월

i5일의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에서 재확인되고 구체화되었다. 평화통일 3대기

본원칙의 내용은 (i)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 (2) 상호문호개방과 신뢰회복

을위한다각적인 교류와 협력,(3)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

에의한남북한 자유총선거로T l卵o년대 남한의 통일정책과 맥을같이하였다 .

남한징부의 통일정책은청화정착이리는 바탕위에남북이 교류와 힘력을해나

가인서 및진적으로틀일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러한통일정책을 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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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바찰으로 한정책이터, 방북당차자간의직접대화를통한자주적 통일정책이

고 ,인주적 방식에 의한통일국가의 형성을돕는방안이자, 절현가능한 것부터

하나적 해결하는 단계적 통일방식c)1라고 평가했다
.

l97o년대 이전의를일방안차 비고할 때i97o년대 이후의 통일방안의 특

징은기능주의를 중시한 결근방식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런결근방식은 비정치적 를야해서 상호교류가 확대되면 상대에게 상호의존성

과협력의 이점을 일깨워주고 이로써 각부문간의 기능적 통합이 이루어지며
.

찬부문의 틀합이 다른부문으로 점점확산되어 마침내 전체통합으로 발전하게

피다는 것이다. 상효화해차 평화공존의 환경을 정착시킨 후,교류와 협력을증

대시키년 이는결국정치통합으로 발전된다는 통합이른이다. 기능주의적 통합

방법은북한의 연방제 통합방법과 방법른적인 별에시 대조를 이룬다. 북한의 연

방주의 논리에 의하를 정치와 군사문제의 일괄타결을 이루고 난후,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를 확대한다는 데반해서,기능주의 접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정

치적炭류의 확대를 통해정치적 문제의 해결을기대하는 것이다
.

편두핀 대통렁의 제5공화국 정부는 l98o년 3월5일출템과 함께적극적

인배북정책을전새하였다. 특히l988년 서울올림적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정화와 안정을유지하는 및이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우선정부는출범

초부터 '남북한당국 최고적임자 싱c방문' 을제의함으로써 남북이 분단된 이

래처를으로 남북정상회밭의 가능인을 제시하였으며,l985년 실제로 남북정상

회담을 미 리애추진하기는 하였다. l98l널 l월l2일 신년국정인실에시 친두

환대틀령은 북한의 김일설 주석에게아무런 부담이나조건있이서울을 방문할

것을7.l1의하고, 자신E 같t 조건쓰및 초청된다련 언제라도 북한을 방틀할용의

가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같은해()월 5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첫회의에시

f북한당국 최고책임자 간의직접히담' 을제의하였다. 여기에서는 남북한 당

국라회할뿐간 아니라 통일문제의 필정권자인 온거레앞에남북한 사회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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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상호개방을 촉구하였다. 또한북한이 즉각적으로 기방을 할수얼다면 경

제와문화.학술.우편.체육교류부터라도 시작해서 차차완전교류와완전개방

을이루는 단계적 방법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번제의를 긍정적으로 협의해주기

를희망하고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것도한방법임을 誇혔다 .

정부는 l982년 l월22일에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민족화합민주통일방

안을제시하였다. 주요내용은 다를과 같다. 천째, 남북쌍방주민의 뜻을대변

하는남북대표로 r족통일험의회의 를구성하고 이기구에서 민족의 민주.자

유.복지의 이념을 추구하는 통일헌범 초안을 마련하여, 이통일헌법안을 민주

방식에 의한자유로운 국인투표 실시를 통해확정하여 공포한다. 이통릴헌범이

정하는 바에따라총선거를 실시.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국

가를완성한다. 둘째.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릴천조치로서 다음과 같은7기항

의'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잠정협정' 을체결한다. (l)호혜평등의 원칙에입각

한상호관계 유지, (2) 모든분쟁의 평화적 해결, (.計 내정불간섭 ,(차현존휴전체

제의유지및군비경정치양, (5) 상호교류와 헙력을통찬사회적 개방추진, (6)

남북이 각기체결한 모든국제조약 존중, (7) 서울과 편양에 상주연락대표부 설

치가그것이다. 셋때, 위와같은문제를 해결할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 회할

을개최할 절요가 있고, 이최고책임자회담 실현에 필요한 절차마련을 위해조

속한시일안에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남북쌍방고위대표 간의예비회담을

개최한다 등이다
.

정부는 i料cl 2월i일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의 성명을 통해민족화합

을위해2()개항에 걸천구체적인 시범사얼을 힘께추진해 나가자고 북한에게

제의했다
.

l98o년대 초반제시된 여러제안들 중당시로시는 상당히 획기적이었던

남북정상회담과 금강산관광, 남북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봉, 각게인사의 상호

방문, 극제경기 단일법 구성등많은제안들이 현재이미이루어졌거나, 실현을

... 냉전기(1971-1987) 9 7



위해추진중이다. l98o인배 한국의 통일방안은 i97o년대의 기능주의적 접근방

식에정치적 요소를 가미한 친기능주의적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있다. l98o년

초반이 여전히 냉전중이었s 9 감안하면 적극적인 대북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딴들은 l98()핀대 추반냉전이 종식되천서 7.7설언과 한인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빈이 된다
.

2o개 시범사업의 내용

1. 남북 간의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하나의 조치로서 서울과 o양간도로를 연결.개통한다.

2 .남북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우선핀지교류 및상봉을 실현한다識

3 . 설악산 이북과 금강신 이남지역을 관광.휴양지로 설정하여 자를관광 공동지역으로 개방한다.

4.해외동포들의 조국방문을 공동으로 주관하고 판문점을 통하여 찰방지역을 자유로이 방문하도록 힌다.

5 . 남북긴의자유로운 교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항과 진남포할을 우선적으로 개방한다출

6 . 남북 간에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모략방송 될치와 방송청취 통제조치를 제거하여 발방정규방송을 자유로

이 청취하도록 한다
.

7 . 1 9 8 6년 아시아경기대회 및1988년 올림픽대회에 를한선수단리 판문점을 통과하여 참가하도록 한다價

8 . 남북을 방문하려는 모든외국인들에게 판문점을 통.과하여 찰방지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있도록 보장한다설
9 . 남북어부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유로운 공동어로구역를 설정한다간

1o. 남북간의관계개선 및신뢰증진을 위하여 정치인. 경제인, 렇년학생, 노동자. 문예인, 체육인 등 각계인사 긴의

상효친선방문을 실시한다
.

11. 남북사희의 실상을 올바르게 전딜하기 위하여 살방기자들의 상대방 지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12.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민족사의 공동언구를 추진한다
.

13.남북간에각종목별 체육친선 교친경기를 개최하[4 각종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한다.

14.찰방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용생산품의 교역을 실시한다
.

15 . 민족경제의 번영을 위하여 받북간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및공동이용을 실현한다인

16 . 남북 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일제조업체 간의기술자 교류및생신품 전시회를 교환.개최한다를

17. 비무장지대 내에공동경기장 시설을 마련하고 이를남북간의친선경기에 이용한다출

18 . 비무장지대 내의동식물 자연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공동z술조사를 실시한다구

19 . 남북간에군사적 긴장틀 완화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 내의군사시설을 완전히 철거한다燎

2o. 남북간에군비통제 조치를 협의하며 발방군사책임자 긴에직통전화를 설치운용한다.

98 하는길 땅일 바딧길 및어 t L 로



2 . 7 .4 남북공동성명

i97라: 7월 4일에는 '피주 .평화 .1;l족배단결' 이라는 틀일원칙 에기초

한역사적인 '7.4 남북공동심및' 이빌표피었다. 7.4 남북공등성 』의발표는 남

북한이 j t리에 접촉하고고위 인사들이 상대방 지역을방문하여 이루어낸 성

과었다. l97l년 8월l2일대한적및자사의 최주설 출재는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 인자회람을 제의하였다. 그결과할북한은 l97l년 9월2()일부터 관문절

에서남북적싫자 에비회담을 개최하였다. l97l년 ll월 l9일 당시매최중이던

제()차 찰북적및자 에비회딤에Al 남한대표중한사람인 징홍진이 북한의 김덕

현에게 적십자에비회딤과는 벌도로 실부자 간의비및정촉을 제의하였다 .

찰한측이 적및차 예비회밖과는 별도로 비및릴무절촉을 311의한 것은 Z L

의도가 또다른정치적대화통로를 4린해보려는 데있없년 것이다. 적및자회담
1971년 9월 22일 핀문

의진행과정을 살펴볼 때,체()차회담 이래본회담의 의제토의가 본격화절에 빠 점 남측 자유의 집과 를

측 핀문긱에 처를으로

라북한측의 기본자세가 바뀌어간다. 북한른 적장차회방을 순수한 적싫자회담 남북적십자 간 직통전화

가 가설친다. 사진은 남

으로를영하기보다는 정치회담으로 변질시키 려는의도를 찰수록 드리내고 있었 북한 전화개통식 모습
.

라.바라씨 별츠의 정치직 내화통로

를까린해 정치성을면문제들은 적심

자회담에서 초의하지 많게할 o요성

이제기피었다
.

북한이 남한의 체의를 받아들

이카, 박북은 제9차 남북적 및자 에비

회담 다를 날인 ll활 2()일부터 일부

자접촉을 진행하였다. 남북른 l(;7 초

년 4월 고르일까지 얼한 차례에 걸친

설무차절촉을 통해정치적대화를 위 4 U

.. 냉전기(1971~1987) 9 9



한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동당 조직지도부장 간의회담개최에 합의

하였다. 남한은 애초회담장소로 파리나 제네바 등제3국의 장소를 제의했으나 .

북한측은 이후락 부장이 련저평양을 방문할 것을주장한다. 결국이후락과 김

영주가 평양과 서울을 번간아 방문하되 이후락 부장이 먼저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

남북한은 회담개최에앞서정홍진 대표가 l972년 3월28일부터 3l일까

지,김덕현 대표가 4월l9일부터 2l일까지 비 리에 서로방문하여 고위인사의

평양.서울교환방문을 위한사전준비를 마쳤다. 또한상대지역을 방문할 때

절요한통신연락을 위하여 시울의 이후락중앙정보부장실과 평양의 김영주 U -

동당조직지도부장실을 인결하는 직통핀화를 가설해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4월

29일 직통전화를 재통시친다
.

실부준비가 진행된 이후 이9 락중앙경보부장이 5명의 수행원과 함례

l972년 5월2일관분점을 경유, 극비리에 평양방문길에 올랐고, 5월2일부터 5

월5일까지 3박4일간평양에 체류하면시 김일성과 두차례, 김영주와 두차례

회담을 가쳤다
.

5월2일에서 3일, 북측의 김염주와 가진두차례의 회담에시 이후락은 한

반도의 통일은 무력을 사응하지 않고자주적.평화적으로 실현되어야 함을강조

하고, 남북한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l) 남북적

십자회담을 조속히 추진할 것,(2) 민적.물적 .통신교류를 실현하고 이를위해

남북한이 각차임명한 그를이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여 회담을 갖고문제를 협의

할것,(5) 대외선전적인 릴방적 통일제안은 지양할 것을제의하였다. 아울러 이

추락부장의 평양방틀시 서울과의 a락용으로 가설한 남북직통전화를 계속운

영하자고 제딴하였다
.

이에대해김영주는 (l)빠른 시일내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적

및자회담이나교류보다 면리이후락과 정영주간의 정치협상에서 시작하여 정

I o o 차늘길 沿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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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담을 마련하여야 하고, (피남북한 두제도간의모순과 차이를 극복하고 민

족해방의 입장에서 외세를배격하여 자주적으로 통일을 해야한다는 원칙에합

의하여 이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하터 ,(3) 자주방위의 입장에시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을 용남하지 많는 션에서 남북쌓방이 각각 l u

만 를으로 군축할 것을 제의하였다
.

이와 같이 이후락과 겪영주 회담에서는 통일을 빨리이루기 위해 정치헙

상부터 하자는 북한의 입장과 인적.물적 .통신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중진하

자는 남한의 입장차이가 법확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정과 주한치군 주둔.

남한의 비상사태 선포, l.2l 청와대 침주사간 틀공작원파 간첩남차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편이 일치되지 못했다
.

이후락은 김일성의 갑작스런 초치(招致)에 의해 5월4일자정과 오후 1

시에두 차례김일성과회담을 갖는다. 이회담에서 김일성 주석은조국통일문

제해결의 기초가 될수 있는근본원칙을옳게 세워야한다고 언급하고. '자주 .

민족대단결, 평화' 의순으로 통일원칙을 제시하였다. 김일성은 상호중상과 비

방을중지하고 무럭사응을 급지하때 이산가족찾기 ,남북간 인적.를적교류 및

정치회담 등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해 운명하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김영주의 와병을 이유로 박성철을 대신 서울에 파견할 것이

며,남북 간의 직통전화를 게속 운영하고 남북적십자회담을 추진할 것을 약속

하였다. 김일성은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해서도 자친이나 당의 의사와는 관계

얼이좌경맹동분자들이 저지른 사건이라면서 사과의사를 밝했다
.

회담 결과 양측은 '남한은 치국 .일본과 결박하여 전쟁을 일으키치 않는

다'와 '북한은 남침.적화통일을 추구하지 많는다. 는두 가지 기본양해에 도발

하였다.

이후락이 평양을 방문한 이후 김일성은 비 리에 박성철을 서울로 파견

했다. 박성철은 5월 29일부터 6월 l일까지 3박 .ri일 간시울에 체류하면씨 이추

.. 냉전기(1971~1987) 1 0 1



락중앙경보부장파 두 차레회담하二l 박징희 대통령과 한 차레반남을 갖는다
.

박성철의 방문 기간 중 남북은 이후락과 김영주 간의합의를 제확인하고, 그들

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각기3~ 5법의 쌍방대표로 구심되는 남북조절위원회

를구성.운영하기로 한다. 또한분아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힌 교류와

협력을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상과 같은 비 접촉과 상호방문의 결과, l972년 7월 4일오전 lo시 남

북한은 자주.천화.빈족대반결을 틀일윈칙으로 하는7 .4남북공동성릴을 서울

과평양에시 각각발표하였다. 7.4남북공동성법 의계l항 통일원칙은 북한의 의

지가많이반영된 데비해서 계2항부터 나머지는 남한정부의 의사를 반영한 것

이라고 할수 있다
.

7.4 남북공동성명 요지

1.통일원획

첫때, 통일은 리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를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

둘때. 통일은 무력행사에 피거하지 많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
t t

셋때, 사싱과 비념.제도의 차이를 호월해 민족적 대받결 s a

2. 긴장상태를 찬화하고 신친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중

상 비방 중지. 무장도발 중지. 군사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

를 추진
o/ 출zJ,

f

7
3. 남북 사이의 하방면적인 제반교류 실시

/ ,#:#.>4 4 .남북적십자회담 추진 적극 협조

/y7,J
.'출

5.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 설치
f t.

6.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
찰북誇틀성및서에는 직책이 료시되

성 .운영
시 알는 채 이후극. ? 인주라1-2. U1"U

피어띤다 7.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천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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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남북조절위원회

남북관른 7 .4남북공동성 g에의거하여 남북조절위윈회를 및족시키 기로

결정하고. 그에따르는 절차문제를 헙의하기로 하%4다. 이에l972년 7월 l()일부

터 l()될 ()일까지 네 차례에 걸t1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윈장 회의를 위한실무

자립촉을 진행하었고, i972년 i()월 i2일부터 ii월인일까지 'l1 차례에 걸처남

북조절위원회 공동위윈장 회의를 친행하였다. 그결과남북양측른 l()R년 ll원

4일 f북조절위윈회 구성및운영에 관한합의리 를 채백하고 ll월3()일 남북

조절위원회를 정식으르 발족시認다
.

남측조절위원회는 이후락을 위윈장으로 하고 장기영부위원장. 최규하

위천.강인딕 위원.정홍천 간사위윈으로 구심되었으씨. 북측은 겪영주 위원

장.유장식 부위원장. 이찬기 위원. 한응식 위인.긴역현 간사위원으로 구성피

었다.

i972년 ii월 3(J일과 i2월 i일두 차레에 걸i.1 매최린 체i차 밭북조절위

윈회본회의 애서남한은 위원회의 제간실무기는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때화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리 센7l 마찰이 비피적 적른비정치 .ti1글사를야에

서 시작. 이를통하적 이루어지는 이해와 인최의 증진을 바방으로 정치.군사

분야의 를제로 옮겨갈 것을 때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공들성를이 나은 이상

남복를 시로를 린임해야 한다고 감조하UL 잉측은 우인적으로 글사대표지기

함을 일어 남북 간의군사적 대치상때를 해소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정치 .글

사.외핀 .경7.1 른화등5개분과위원회를 일괄발족시치자고 제의하였다 .

i973년 3월 i5일 천양에A.1 개최천 제2하 본회의 에A.1 찰한른 711i차 희의

때와하찬가지로 남북조절위윈회의 성공적인 존영을 위해서는 위원희의 7 뚜

기능을 정비하는 것이글핀부일을 치적했라. 즉(i)남북조철위원최 운영/.l1칙 .

간사회의 운영세칙 .공동사무극 설치규정틀을조속히 」.11정할 것.(린찰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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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구역 내에 남북조절위

원회 건물을 남북이 함께 건릴

?#?.ig..js諒
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

한은 (l) 남북은 무력증강과 군

비경쟁을 그만둘 것,(2) 군대를

lo만 및또는 그 이하로 줄이고

군비를 대폭축소할 것,(3) 외국

i.量量 I X 1 1 --i:
으로부터 일체의 무기와 작전

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
情73년 3월 16일 남북

조절위원회 제2차 회의 지할것,(4) 치군을 포함한 일체의 씨국글대를 철기시킬 것,(5) 이상의 문제를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

이 9락 남북조절위원징 해결하고. 남북간에서로부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보장하는 평화협정을 체
이 귀환 후 판문점 자유

의 집 잎에서 기자회견 결할것등5배항목의 우4적 해결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문제를 다주기 위해
믈 하고 있다

.

남북조절위원회를 개편하이 양측의 군간부를 참가시키거나 군사분과위원회를

우선적으로 구성하고, 이와더불어 남북의 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사를 반영하때 온민족의 총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이와같이남북은 심각한 견해차이를 보임으로써 ,다음회담일자만

약속한 채공동발표문도 있이종료되었다
.

l9乃변 6월l2일과 i3일 두가레에 걸쳐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본회의

에서도 북한은 (l) 군사5개항목제딴의 우선토의, (2) 남북조절위윈회와 별도

로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면석회의 개최, 撚)남북조절위원회 5재분과위원회

의동시설치를 리들주장i.}.였다. 그때나 이후락 남측공동위윈장은 남북조절위

윈회및그산하기구의 운델세칙이 아직마련되피 못했고 공동사무국의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점을들어북측에 성피있는태도를 보여줄 것을촉구하였다출 또

한북한이 상호비방행위 중지에 관한합의가 발효된 l972년 ll월ll일이후에

도남한에 대한각종비방린위는 물론간첩을 계속남파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I o 4 하늘길 띵길 바닷길 열린 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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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달북조절위원회 5개 른
1973년 6월 남북조절위

원회 제3차 본회의에 참

과위원회 중 경제와 사회틀화
석한 이?락 남북조절위

위원징과 박성철 북측

분과위윈회를 우선설치할 것
찰장:왼를)이 환담을 나

누고 및다
.

을 제의하였다
.

이상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조절위윈회

본회의는 양측의 주장과 제의

내용이 엇갈려 뚜릿한 심과를
." p - .

내지찰하다가 1973U 8월2s일 북한이 방적으로 긴영주및의로 성및을 발표

하고대화중간을 선인할에 따라종료되고 말았다. 북한은 이성릴에서 그들이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것른같를해(i월 24일 발표된 박정희 대

통릴의 行.차설인이 '로매의 조인노설'을 공개적으로 인포했기 때문이라고주

장하던시 ,(i) 쌍방사이에 합의절 남북공동성인의 윈i을존중하고, (기2기의

조인노선을 취소하때 ,(3) 조국틀4를 위하때 싸우는 사찰3에 대한반압을 그

간두고. (4) 체포되고 주복친 애국차들을 식방해야 하l,그같른룬제의 개인이

없다년 터이상의 대화는 부의비하바고 린인하었바 .

는북조릴위원회 본회의가 결릴된 이후에도 남한의 제의로 l9-3년 l2월

5일부터 l9#년 3월l4일까지 열차례에 릴쳐관틀점 차유의 집차관즐각에서

찰북조릴위원회 부위원장 회의가 인란아 개최피었다 .

회의에서 남한은 남북조절위윈회의 조록한 정상화를 피듭촉구하었다 .

북한의 위원회 매천주장을 고려하여 방북양측의 위인수를5법에시 l()및 내외

로늘레린 여기에 정당및사회간체 인사근 참여시키는 례동의한다고 밝히고

이를중심으로 토의를 진행시키라고 북한에 촉子하였다. 그?.4. 꼭한른 찰북의

정당.사회단체 및각제라층의 대표를로 '남북정 치릴상회의' 를구성해 통일과

간린친 보근틀제는 여기시 는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바. 또한(1)6. 23설면을

.. 냉l 기(1971~1987) 1 0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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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赤令는 출린린非 라를릴

1972년 8월 11일 자유

의 다리에서 벌어진 이

북5도민들의 7 .4공동성

명 지지와 남북적십자회

담 촉진 국민궐기대회

철회하고, (기반공정책을 포기할 것과반공법 .국가보안법의 폐지,공산주의

찰동을 할할화할 것,(3) 주한씨군 f!주 틀을선행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와같은

상꼭의 건해라이로 1975'd 3월i4z까지 계속친 남북조결위원회 부위원징 회

의는터이상의진전을 보7.1 른하였천, 북관이 i975년 5됐3()일 열기로 했인제

ll차 부위원장 회의를 무기한 연기찬다고 통보해와 회담은완전히 중단되고 말

았다.

이후4인간인l97)년 2월 ]7일 찰분점에서는 찰측의 '조절위원회' 와

북측의 '조국통일 핀주주의전인' 대표간의변칙적 남북접촉이 이루히졌으나

양측의 입장차이로 결렬피었다. 이로써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로 출범했련

남북조절위원회는 세차례의 공동위원장회의,세차례의 남북조절위원회 본회

의.열차례의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l 세차례의 변칙적 남북접촉에도

불구하고 이부린 심괴출도 인이중7..치고 말았다
.

io6 하늘길 띵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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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남북적십자회담

남북한 간선의의 경쟁을 측구하는 l97o년의 '8.l5선언' 에입카하여 .

l97l년 8월l2일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적십자회에 인도적 차원의 회담올 제의

했고, 8월l4일 북한이 이를수락함으로써 남북적십자회담이 매최되었다. 이후

남북적설자 간에는 料차례의 예비회딴과 lc)여 차례의 본회담, 기타접촉및회

의가진행되어 이산가족의 주소와 생사를 확인하고 서신거래와 방문및상봉.

재결합문제등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해 기타인도적 문제글에대한논의가 이

루어진다. l98o년대에는 수재물자의 인도, 남북이산가족 상봉및예술단 교찰

공연등이성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i97i년 9월2c)일에서 l972년 8월ll일까지 l년

간진행되어 적십자 본회담의 의제와대표단 구성,회담장소와 회기등에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제기)차 에비회할(l9n년 6월l()일)에서 합의된 본회담의.제

는(i)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주소와 생사를 말아내어 알러는 분제: (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사이에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

는문제, (3) 남북으로 흩어진차족과 천척사이의 .자유로운 서빈거래를실시하
情72년 7월 27일 남북

는문제, (.t)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자유의사에 의한래결합 분제, 州기라인 적십자 제24차 예비회

도적으펄 해결할 틀제 등 5

개힝즉이었다. 제24차 예비

회함(19-2년 -월 l<)일 )애서는

대표간 구성 및 진행절차애

관한틀계에 대해 (l) 본회담 를T÷Jw편

대료간은 쌍방 적싫라사의 =호璉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를 수

식치로로 하여 # 각 7템의

. . 냉전기(1971~1987) 1 0 7



대표로 구성하고 (2) 쌍방대표단은 각기필요에 따라7병이내의 자문위원을

대동할 수있으며, (3) 쌓방대표단은 각각7o명 내외의 수행원과 지원인원을 대

동한다고 합의하였다. 제24차 에비회담(i972인 7월라일)에서는 제i차본회담은

l972년 8월3u일 평양에시 제2차 본회담은 i972년 9월i3일 서울에서 개최하

기로확정함으로써, 회담준비를 왼.3하고 일곱차례에 걸친본회담이 개최되

었다.

l972년 8월3o일부터 9월2일까치 개최된 제i차 본회담에서 남북은 예

비회할에시 합의한 5개항의 의제를 본회담에서 다를것을재확인하껸서,인도

주의정인에 입각하여 이산가족의 2통을 덜어주자고 다짐하는 합의서를 재백

하였고, 제2차 회담에서는 2개힝의 합의문서를 교환하였다
.

그러나 5개항 의제에 관한실질적 토의에 들어간 제3차 본회담(1972면 lo

월24~26일, 평양) 이후회담은 난항을 겪었다. 제3차 본회담에서 남한은 토의에

공통적으로 적웅되어야 할인도성과 중림성,당사자 본위로 추진할 것과, 혈육

상봉성격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것등의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제제l항(남북으로 흩히린이산가족과 친칙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 알리는 문제의

사인을 수행하는 베(l) 찰방적십자가 책임지고 주관할 것,(2) 적십자 본질을

저해할 요소글 배제할 것등의방침이 릴관되어야 한다고강조하였다. 이에대

해북한은 의제5매항을 토의하고 해결하는 데구현해야 할원칙으로 (i) 회담에

서주j)1적 입장을철저하게 전지하는 것,(기제기된 모든문제에시 민주주의 원

칙과지유로윤 윈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차)회담사업을 통하여 남북간의상

호이해와 신피를 두터이하고민족리 화목과 대단결을 도모하는 윈칙을 견지하

는것,暇)보를문체들의 초의에서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
.

(5) 출어진 겨레의고통을 덜어주는 사업이 응당한 결실을 및도록 하기위해서

이사업을 거족적인 온인린적 사업으로 추진시켜 나가는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

는것통을주장하였다. 또찬의제재l항과 관련하여 네가지방안, 즉(i) 남한

io8 하늘길 띵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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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모든법률적 .사회적 장애의 제7l와 당사자와 협조자 들이띤주주의적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활동할 수있는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2) 적십자

요해해설 인원을 현지에 파견하고, (5) 가족과 친척의 템위를 본인의 호소에 따

1
라정하고, 상봉은 본인의 민주주의적 요구와 라유로운 의사표시에 따라정하게

할것.(4)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의 절치와 적설자 대표부의 필치등을주장하

였다.

이와같이법률적 .사회적 .정치적 여건이나 존위기 조성이 이산가족

찾기사업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과, 적십자 사업의 관례에 따라

인도적 성격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남한의 입장이 맞서게 되어x113차본회담

은이렇다 할 진전이 없이종료되었다. 제4차 본회담(l9n린 l1U. 22-2-1일, 서

울)에서도 남한은 적십자정신과 윈칙이라는 테두리 만에서 회담진행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법률적 .사회적 조건과 환경의 치선을 편결과제로 고집함으로색

여전히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

제5차 본회담(1975년 3-H 20-23일, 평인에서도 남북은 흩어진가족과 친

척의템위와 대상을 정하는 문제와, 그들의 주소와 생차를 알아내며 알리는 방
대한적십자사 사무실에

법을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림하였다. 남한은 이산가족 및친척의 소재를 파악하 서 열린 제4차 남북적

십자 본회딤 모습.(1972

는방템으로 이산가족으로부터 받은조사의피서를 교환하여 찰북적십자가 이 년 11월 22일)

를 확인하는 방법을 주장하였다. 이에대해

북한른 이산가족 본인이 직접상대방 지역 辰

을찾아확인해야 하며, 이를위해서는 남한 s

의반공델과 국가보안법 이철페되어야만 자

유로이 남북을 오가력 확인할 수 있다고 강

조하였다. 또한가족과 친척의 범위는 전적

으로 본인의 호소에 따라 정하는 것이터 ,=l

들의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할리는 사업

ll. 냉전기(1971~1987) 1 0 9



의대상에 재일동포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남한은 재4교포 문제는 본회담 의제제5항인 기타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Al 다를수있는사항이라고 치적하고 의제Ji1 i항의 토의에서 이

룬제를 토의할 수는있다3 치응했다. 그리고 북한이 중정적으로 거른하는 .조

린차핀경의 조성' 문해, # 반공법파 국가보안법의 철페문제는 l신차회랄의

권능에 속하지 않고영역에 속하지 않는문제' 라며이문제는 남북조절위원회

소관인 만를적십자회담에서 제기하는 것은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함으로써,제

5차회담에시도 찰북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

제6차 본회담(i973년 s원8~i i일,서울). 제7차 본회담(i973년 7월lo~l 3

%J.천장)에시근 별다른 진전이 없있으서 ,l9乃년 8월料일북한이 남북조절위

천회평양측 공동위원장인 천영주 명의로 대화중단을 선언해버리,남북적십자

회담른 중단되고 말았다
.

이후남북대화가중단된 지4재월 만인l973년 ll월28일 남북적십자대

표회의가 다/.1 개최치어 l97 'iU 5-g 29일까치 모두일곱차례진행되없다. 남

북적십자 제(5차 대표회의([974'd ''철 22인에서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개최하

기로합의하였고, 체7차 대표회의(1'U4피 5될2it일)해서 실무회의 개최와 관련한

구체적운영절차에 합의하어, ln i년7월l()일애 판문절에서앙측교j11 수식

대료를 책임라로하는설우회의를 기최하기로 결정하었다. 이에따라]()74년 /

월l()일부터 l()7년 l2찰9일까지 3년혀에 걸처남북적싫자 일부회의가 스를

다섯차레진행되어 본회담 의제와 본회담 재개문제를 토의하였으나 별다른 성

과를내놓.치 못하였다. 그리고 l978년 3월2o일 제26차 실무회의를 하루앞둔

4월l9일 북한이 천양방춘을 틀해한.미합동군사훈인i(}7w 팀三괴리트 c 비

난하면서 실무회의의 무기한 연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였고, 회담은 완전히 중

간되를.다
.

이렇게xn차 본회템. 이후오랫동안 중단치었던 남북적십치천당은 l,ls4

I I o 하5길 땅필 비%길 열어 3'길로



년수재물자의 인도.인수절차를 협의하기 위한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계기로

다시시작되었다. 북한은 l984년 9월8일북한적십자회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보낸방송통지문을 통해서울과 경기일원에 내린폭우로 생긴수재민에

게쌀5만석,천諒만미터,시맨트 lo만 톤과기타의약품을 보내기로 결정하

였으며, 이를전달할 수있도록 대한적십자사가 적극협력해줄 것을요청해왔

다.남한은 9월l4일 북한의 제의를 수락하고 인수절차에 따른협의를 위해남

북적일자필푸접촉이 조속한 시일내에개최되기를 희방한다는 성릴을 발표하

였다. 이후l9約년 9월lo일 관문절 중릴국감독위원회 회의실애씨 방북적십자

간에실무접촉이 개최되고, 수재물자의 인도와 인수작업이 l984년 9월29일부

터 lo월 4일까지 이루어졌다 .

남북적십자 간의수재물자 인도와 인수를 계기로 남한은 북한에 남북적

십자회담을 다시열자고 촉구하여,마침내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l985년 5월

27 - 5"일인서을)이 매최되었다. 제H차 본회담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고항방틀단

과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에따라고향방문단과 예술

공린간 존제를 협의하기 위한릴무접촉이 l985년 5월29일과 5월3o일 두차례

매최되어 이에따른구체적실천방법파 절차에 대해간전한 합의글 보았바 .

남북른 i9s5린 9될2()일부터 차일까치 3박4및간의동시교핀방분 힝

식으로 이사업을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규모는 적십자중앙기관 책임자를 단장

으로하여고향방문단 5o명 ,예술공연단 5o명 ,취재기자단 3o명 및지원인원 2 o

명를총i5iig으로 하며. 방문지는 시울과 천앙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바 .

마침내 l985년 9월2o일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예술공연단의 동시

교환방문이 실현됨으로써,분단4o년 만에처음으로 이산가족들이 헤어진 가족

과친척을 만나게 되었다. 이행사에서 평양을 방문한 남측방문단 35명이 간명

의가족과 친척을 상봉하였으며, 서울을 방문한 북측방문단 3o명이 5l명과 상

봉하였다. 한편9월2l일과22일 양일간에 걸쳐서울예술단은 평양대극장에

ii.냉전기(1971~1987)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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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4년 9출29일 수재물자를 실은북한트럭이 판문점에 도착린다. 오른목 사진근 i984년 9월3o일 북한적십자회
가보述수재물자인 입찰이 판문점을 통과해 파주대성동 자유의 마을야적장에 찰여있는모습.

端 8 차 撚 복 적 십 辨 刻 斷 1985년 5출 29일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3일때 천의에서 남북 양측은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실질토의를 벌였다

.

.

.

1
1 .聲를 1 1985년 9理 2o일 우리측 예술공연단 일要이 판문점 내북

한경비병 휴게실에서 입북절차를 마친후북측지역으로 들

이가며 사진기자들에게 손을 를들어 인사하고 있다. 잎에

?.漁 죠미디언 남보원과 백남봉. 김동건 아나운서 등 낯익은 모

|幽 출들이 보민다
.

個撚
撚 Q B e ! e 7

.

북한의 고향방믄단 일행이 1985년 9월訓일오후용인효암미술

을 관람한 후 이동하고 있는 모습
.

I I 2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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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천양예술단은 시울국립극장에서 각기2회의 공연을 가졌다 .

이후제9차 남북적십자 본회담(l98i년 8월2()~차일, 평인, 제lc)차 남북적

설자본회담(198=,년 l2월 2~5일, 서인이 재최되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찾지못

하였다. l986년 l월리)일 북한이 다시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남북대화를

전면증단한다는 성넘을 발표함으로씨 회담은 또다시 중단되었다 .

5 .남북臺리회발을 위한 실무대표접촉과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i979년에 벌어진 K). 26U-消와 l2 .l2사태로 남한의 정국이 극도로 불

안한상때에서 북한은 대화를 재개하자고 제안하였다. 19S0년 l월l2일 북한은

신현확 국무총리 앞으로 보내는 이종옥 정부원 총리의 서한을 통해남북총리회

담을제의하고, 남한이 이에동의찰에 따라l98o년 2될()일 판문점 중림국감독

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북총리회담을 위한제l차 실부대표 접촉이 성사되었다 .

실무접촉은 l98o년 8월 2o일까지 열차례진행되었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했

고 ,제ii차실무대표 접촉을 이틀앞둔9월24일 북힌이 성생을 통해남한내

정국상황을 이유로 실무대표 접촉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남북간의

직통전화바저 두절시린다 .

그러다 i98o년대 중반에 이르러 남북경 711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 등다

양한형태의 남북대화가 시작되자 l985년 4월북한은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하였

으때, 남한이 이를수용함으로써 남북국회회담을 위한헤비접촉이 두차례에 걸

쳐진행되었다
.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협의하기 위한제i차예비접촉(1985V1 7H 23일)에

서남한른 북한이 주장하는 불가험인언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의 책임있는정

부당국간에협의가이루어져 해결되어야 하는틀제이때 ,국회회담에서는 통일

헌법제정을 틀해통일조국의 청사진과조국이 나아가야 할방향, 인족의 진로

.l. 냉전기(1971~1987)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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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o년 2월 6일 남북총리회담g 위힌 첫 실무대표 접촉

. 情85편 7월 23일 열린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위한첫예비접촉
.

를제시해야 할릿이라는 인장을 밝했다. 한편북한은 그들이 4월9일남북국회

회담을 제의하면서 제안했던 '불가침에 관한공동핀언 문제' 를우선적인 회담

의제로 토의할 것을주장하면서 ,남복국최회담 재최와 관련한 세부절치를 제시

하였다.

제2차 예비접촉(i9s5린 9월E일)에서도 남한은 국회회담에서 불가침선

언을한다고 해도그자체로서는 설언적 의미밖에 됐으므로 실천력을 가진정

부당국에서 직접다루어야 할것이라는 입장을 밝했다. 이애북한은 터이상

이문제를 의제로거출하지 않고국최회담의 의제를 '북과 남사이에 인장을 완

화하며, 조국통일을 촉진시킬 데대4여' 로수정해 제의하였으나 제2차 예비접

촉또한합의점을찾지못하였다. 이후남한이 l9料년 팀스피리트 훈린을 발표

하자북한은 '북남경제회計 북한대료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의

대표단, 북남국회회담을 위한예비정촉 북한대표단 공동성명' 을발표하며 ,남

북간의모든대화를 중단시천다. 이에따라남북국회회담 에비접촉도 중단되

고 말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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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남북체육회담

체육될야에서도 남북 간의 접촉이 있없는데 l979편 제非차 세게탁구선

수권 대회단일템 구성을 위한 남북탁구협회 회의와, l9糾년 LA올림적 단일템

구성을 위한회담등이진행되었으나, 견해차이로 단얼선수단 구성이라는 결과

는도출해내지 못하였다
.

i979년 4월 E일부터 5월 6일까지 청양에서 매최된 제35차 세계탁구선

수권대회를 계기로 l979년 2월 3 일판문점 중림국감독위윈회 회의설에서 남

북힌 탁구협회 간의 친회의가 열리게 되었으치 .

모두 네 차례(l979년 2월27일 .3월5일,9일.l2일)

회의가 진행되었다
.

토의과정에서 남한은 국계탁구연맹의 회

원국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제料차 세계박구핀수
7焉를천

권대회 참가 기득권을 우선 보장하라고 요구한

반면북한은 합의서' 초안에 대한탁구협회가국

제35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1차 남북탁구협최

제탁구면맹 회원국으로시 제f 회 세게탁구선수 대표회담.(1979년 2월 27인

권 대회에 참가할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겠으나, 이 기득권을 단일팀 구성에 배치

되는목적에 이용하지 많는다는 조건하에서 이며.

기득권 인정은 남북이 간일팀 구성합의서에 시 ?7 奈?."r<*Dcs
.린 4 . #

t " .

명하고 이를 교환한 때부터 효력을 가지도록 하

자고주장하여 '선원칙적합의' 를주장했다 .

이와 같이 남북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남북틱구협회 대표회딤이 네 차례나 진행되있으나 틀북힌은 입장 차

않아 결국 회담은 결릴되었고, 단일팀 구성은 틀 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담은 결렬됐다. 발북틱구협회 실무대표 접촉에

서 북측이 회딤에 불침한 최담장 모습
.

론 남한선수단이 평양세계탁구인수귄대회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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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으로 참차하는 것또한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

남북탁구협회 대표희의가 결렬된 이후에도 북한은 l979년 l2월 제22차

국제올림적경기대회(l9料년 모스크바)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참가하자고 제의

하였고, 방한또한 l98o년 l월체육a류를 위한남북체육회담과 l98l년 6월남

북체육인회담을 제의한 바있었다. 그리고 l984년에는 제23회 국제올림적경기

대회와 아시아 및세계선수권대회를 계기로. 4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판문점

에서남북체육회담이 세치례개최피었다
.

그러나 제l차 회담(l984년 4친9일)에서 안건토의 중남한이 북한당국이

자행한 버마(현재의 미얀마) 아웅산 데러사건을 거른하고 북한의 시인과 사과를

요구하자 북한은 그같은 발면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더 이상 회담을 계속할

수 없다면서 회의장을 퇴장하는 상찰이 벌어졌다
.

제2차 회담(l9N년 4i월 3()일 )에서 북한이 '회담진전에 장애가 되는 체육

외적인문제를 거른하고 논쟁하지 말린과 '유일팀 구성과 관련한 토의에서 쌍

방의단결과 협조의 정실을 철저히 천지하자 는두가지문제를 강조하였다麗 = L

러나남힌이 아웅산 리러사건과 최은희 .신상옥 납치사건을 다시거른하고, 북

한이찰한의 내부문제를 비란함에 따라의제토의에는 들어가보지도 못한채회

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

이후한차례회담이 더개최되었으나, 제23회 LA올림적 남북한 단일팀

출전을 위한 체육회담은 성과 設이끝나고 말았다. 북한은 6월 2일성명을 발표

하여 '를림칙대회는 모든나라선수들이 그어떤정치적 압력도, 정신적 .육체

적구속도 받지않고안전하고 자유룹게 참가할 수있는곳에서 진행되어야 한

다'라면서 以올림칙 불참플 공식선언하였다
.

이후l985년 2월lo 사마란치 국.제올램칙위원회(Ioc) 위윈장이 남북체

육희담 개최문제를 Ioc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남북한의 올림력위원회

(Noc)에 제의해움으로써 ,중단되었면 남북 체육인 간의접촉이 i년반 만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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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었다
.

스위스 로간느에서 개최된 제l차 회

담(i98s년 io월 8~9일)에서 남한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는 북한 체육인들 로한올림

적 헌장에 따라모든나라의 선수단과똑같

이 차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대해 북한은 "제E회 올림칙대회 장소

문제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대안을 취하지

않는다떤 조신인빈의 통일위업과 올림l운

동의 건전한 발전에 극히 위해로운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 라고강조하인시 ,제라회 올

h . ::;. ' U

림칙대회는 남북한이 각각 절반씩 나누어
1985년 1o월 9일 88서울올림픽 기최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스위스 로진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공동주최안' 을 제시 느에 모인 남북한 콜림픽위원회 위원장 및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장(가

운데)이 회의개막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이 김종하 K o c 위원
하였다. 장.왼를이 김유순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다

.

한핀 사마란치 Ioc위천할른 한국올

림칙위원회(Koc)와의 매별 접촉에서 서울올림칙대회의 서울 기최를 결정한

l98l딘 바덴바덴 Ioc 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올템적헌장 및Ioc와 Kc3c 간의

게약내응도 준수할 것이라는 Ic)c의 기본입장을 밝했다. 또한I<oc측에 북한이

서울올림칙대회에글더뜻있게 참가할 수있도록 구체적방안을 7.)1시하도록 요

구하였다. 이에남한은 (l) 핸드블과 배구, 농구, 측구등인인경기 일부를 북한

지역에 배정하고 犯)사이클 단체도로경기를 남북한치익에서 연결해 설시하리

(친매회식과제회식에남북선수단의 합동입 장등을긍정적으로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한 공동주최단과 단일템 참가만을 거듭주장

함으로써, 구체적인 합의점을찾지들관채제2차 회담일자에만 합의하고 회담

은종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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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회담(198f.)년 ]H 8-911)에시 남한은 북한이 올림픽 헌장과 Ioc총

회의결정사항을 존중하여 서울올절칙대회에 참가할 것을촉구하였으나, 북한

은의제에서 제외된 공동주최안과 단일릴 구성문제를 다시한번제기하였다
.

이에찰한은 북한의 주징에 대해단일팀 구성문제는 이번회담에시 논의할 문

제가아니q 어인까피나 박북한 당/.L1.자들 사이의 직접회담을 통해해결하도록

맡겨두는 것이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했다
.

제5차 회향i986U 6U 10-11인에서 남한은 북한이 올림칙헌장과 ioc총

회의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서울올림픽대회에 무조건 참가할 것을확실히 밝힌

다면서울올릴칙대회 조직위원회의 주관으로 결승전을 포함해 2개종목의 경기

를북한지역에 배정하는 문제를 긍전적으로 검토할 웅의가 있다고 밝했다. 북한

또한제l.2.차 회담에서 주장했던 공동주최 및단일팀 구성문제를 거른치 않는

대신북과남이경기를 나누어 재최하는 문제와 대회명칭, 조직위원회 ,문화행

사,기타을램책행사 등에간해의견을 제시하면서 ,북한지역에배정할 경기종목

문제가 해결리변 기타부수적인 문제는 쉽게해결될 수있을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Ioc는 제l .2차회담및남북한과의 재별회의 결과를 토대로 일부종목의

북한지역배정등을포함한 I理기 윤재딴을 제시하고,그 수락여부를 6월말까

지회린해줄 것을남북한 잉측에 요천함으로써 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시도했다
.

제3차 회담이 종료친 이후제4차 회담이 재최되기까지 ioc측은 ioc 중

재안을 협상하기 위해북한과 네차례의 서신을 교환하고, 남한과 개별접촉 등

을 진행하였다. 그러고 l5개월 만에개최된 제4차 회담(i987년 7H 14-15일)에

서Icx는 l개종목洞자 배리을 북한에 추가배정하는 내용의 새중재안을 제시

하고고에대한수락여부를 l987년 (?월 말까지 회신해줄 것을남북한에 재차요

청하였다
.

이에대해북한은 (l) 대회명칭에 평양이란 단어를 삽입하고, (2) 인구비

레에따라l긴인 8개종목를 북한에 배정하며, (3) 개회식과 페회식을서울과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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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서 분리실시하고, (4) TV 중계권료의 배분등을주장했다. 한편남한은 북

한이공등주최 주장을 철회하고 남북간의자유찰래를 보장하며 시울의 개희식

과페회식에부조건 참가할 것을약출한다면 Ic)c의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결토

하겠으머 .여자배구와 사이클 남차개인 도로경기를 북한치역에서만 개최하는

방안을 중재안晴구, 양구, 축구예인 f조, 남북연결도로 사이클경기)에추가할 수있

다는입장을 전달하였다 .

i987년 7월l6일 사마란치 위원장은 제4차 회담에서 제시한 Ioc 수정안

을내응으로 한서한을 남북양측에 공식전달하였고, 남한은 북한이 Ioc의 중

재안을 수응한다는 전제하에 수정안을 수락하겠다는 입장을 표정하였라. 그러

나북한은 l987년 8월 ll일 Ioc 수정안에 대한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5개종목의 '완전경기' 와한종목의 '불완전경기' 를북한지역에서 개최하

고,북한지역에 배정한 종목을 포함해 경기대회의 냉칭과 조직위원회 구성, 매

막식과 페막식 ,Tv방영권 문제등을 계5차 회담에서 포괄적으로 토의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서울올림적대회 초청장이 발송(9월 i7일)되기 이전인 8월중에

제5차 회담을 개최할 것등을요구하였다. 이에loc는 북한이 수정안을 수학할

경우에만 제5차 회담을 개최한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였다. 이에북한은 담

화를발표해 회담중단을 선언하면서, l988년 l월l2일 남한의 단독올림적 경

기에는 불참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네차례에 걸친로잔느 남북체육회담은 아

무런성과없이글나고 말았다 .

7 .남북경제刻담

l98o년대 중반 남북회담이 재개되면서 경제협력을 위한남북경제회담

도진행되었다. 경제회담은 l9린년 ll월l5일부터 l985년 ll월料일까지 다및

차제에 걸쳐찰문점 중림국람독위된회 회의실에서 재최되었고 남북간의를자

.. 냉전기(1971-1987) 119



교역과 경제협 력문제에 대해논의하였다
.

제l차 회담(l984년 ]i될i5일 판문점)에서 남한은 회담의제로 '남북 간의

교역을 실시하는 문J.l1' 와 t 북간의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문제' 등2개항을 제

시했다. 또한물자교역 실시와 관련하여 교역품목과 교역량, 거래방식 ,결제통

화등lo개항을 제안, 이를토대로 남북관계당국 간에교역헙정과 세부약정을

체결할 것과교역 및경제힘력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양측의 관계당극및 경제

단체인사들로 구성최는 가칭 '남확경 J.)1협럭위원회' 를설치할 것을 제의하였

다.그러나북한른 제l차 치담에서 회담주제를 '북과 남사이의 경제블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 데대하여' 로할것을주장하고, 교역품목과 기레방식, 운

송문제 등물자교류와 경제힘 력의실시방안을 회랄의제로 제시하였다
.

제2차 회담(i9s5년 5될i7일 ,관문점)에서는 남북간의경제합작좌 교류문
1985년 6월 2o일 판문

점 중필국김독위 회의실 제를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한기구로 양측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남
에서 열린 제3차 남북경

제치딤. 우리측 김기환 경제힙조공동위윈회' 를구성하는 방안을 내놓고, 9월에 제l차 회의를 열자고
수석대표와 북9 이성록

단장이 회담o. 앞서 인 주장했다. 결국이와같은양측의 입장차이가 좀혀지지 않아회담은 진전없이
사를 나누고 있다

.

종료되었다
.

계3차 회담098U일 (i

월2c)일 ,찰문점 )에서 남한은

물자교역 및 경제협럭 방만

에대한찰방의 공통점을 종

합 정리하고, 부총리급을 위
를릿를t

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힙

r ... -U..-U U 력공동위 원회' 를 발족시키

자는 취지에서 사개항으로

구성된 '남북 간 틀자피역

및 경제협 력촉진과 남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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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관한합의서(딴)' 을제시하였다. 북한은 제2차 회할에

서제안했던 '북남경제협조 공동위원회의 구성및운영에 관한제안을합의서

형식으로 다시작성한 '북남경제협조 공동위윈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합의서

(초인' 을제시하였다. 양측은 각자7N 한합의서沿 c 면구하여 7.l14차 회담에

서이문제에 관해구체적인 헙의를 갖기로하고 회담을 종료하띤다 .

제.4차 회담(i9料일 9월l8일,찰룬인에서 남한은 지난 '남북 간물자교역

및경제힙력 추진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합의시(안)' 을수정

하고보완하여 다시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토의와 문안의 조정을

위해양측회담대표 5명과 해당분야 핀룬가를 포함: 각각7명이내로 구성되는

실부회할을 i개월 이내에 개최할 및을 xi1의하였다. 이에대해북한은 711 i차회

담에서 주장했던 경제회담에서의 원칙적인 문제와, 제2차 회담에서 제안했던

'북남경제합작과교류를위한 i6개 방안 그리고제3차회담에서 대시한 '북남

경제협조 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합의서(초안)' 등그동안분리제시했

던사항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합의서(안)로 제시하였다 .

남한은 합의서에 포함될 주요사항에 대한토의가 끝나떤 그로부터 l재월

이내에 판문점에서 ,쌓방경제회담대표 각3명과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각기7병이내로 실부회의를 구성해 합의서의 세부사항에 대한토의와 문안작

성등을진행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양측이 제시한 합의서(만)에 공

통점이 상당히 많으므로토의 있이곧바로 실부회담으로 넘어가자고 주장했다 .

제5차 회담(l985년 ll월 피)일, 판문인에서 남한은 양측이 제시한 합의식

(딴)의 차이점에 대해, 합의서의 법칭과 사업추진의 원칙, 교류대상의 품목병시

여부, 기래방식 및결7.)1를행, 경재힙력 대상사임의 @시석부, 공동위원회 기능

및분과위원회 수등7개항으로 나누어 검트한 리다음과 같은의린을 A.l1시하였

다.(l)합의서 및칭은 '남북간 물자교류 및경제협 적추진과 부총리급을 위원장

으로하는납북경체헙 력공동위 윈회절치에 관한합의A.1' 로할것.(2) 원칙조힝

.i.냉전기(1971~1987) 121



은합의서 전문에 명시하고 있o o 를중복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는 얼음, (3)

틀자교류를제는 쌓방간에 의견일치를 본교류품목을 구체적으로 템시할 것,(4)

거래방식과 결제은행 문제는 원칙적으로 청산결제 방식과 남북은행의 직접결제

방식으로 하좌, 잠정적으로 제3국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한거래도 합당
.

(5) 공동어로 구역의 설정과 지하자원 공동재발 등경제헙 력사업대상을 합의서

에명기할 것,(()) 공동위원회의 기능속에 물자교류와 경제힙럭사업해 관해이

미합의한 사항의 이행문제를 템기찰 것,(7) 우선물자교류분과위원회와 경제협

력분과위원회를 먼저발족시키고 사임의 확대에 따라필요한 특별될과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설치를 협의할 것등을제의하였다
.

이에대해북한은 (l)경제협 력과교류를 실현하는 데서지켜야 할원칙

으 로 자주.천화통일 .민즉적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존중할 것,(2) 상

품교류품목을 미러한정해놓치 말고설정방향과 방법상 문제만 규정할 것,(5)

쌓방호칭은 관례대로 북측대표단, 남측대표단으로 할것,(차북남경제협조공

동위원회의 위원수를일템하게 하고, 분과위원회 수도부문별로 세부화할 것

등을제시하였다
.

하지만 양측은 의견정근을 보지못한채제6차 회담을 i9料년 i월22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이후남한이 i986년 팀스피리트 군사

훈련계획을 발표하자 북한은 제6차 회담을 불과이틀앞둔i월2o일 팀스피리

트훈린의 중지를 요구하터 남북대화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로씨 남

북경제회담도 중만되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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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차원 통일노력의 해법

1.재야.종교 .여성계의 통일노력

l인4년 2월 '북한해방통일촉진회' 가설림된 이후이땅에많은통일운동

단체가 명별하는 가운데 l97()년에는 '통일운 운동. 이라는 새로운 민간통일운동

이일어났다. 통일운 운동은 틀일면수소(l972년 실법,린재틀일교육원)를 기치나

간연수자 4만여 명이주축이 되어시작한 통일운동이다. 통일운 운동은 핵심요

원i5o넘을 중심으로중앙에 '통일운 중앙협의회' 를두고각시.도.군해 l46개

의조적과 料,o피템의 회원을 확보해 발전을 거듭한 끝에l98l년 4월라일'민

족통일협의회' 로재편되었다 .

민족통일협의회는 l98l년 4월l4일 천관우를 초대의장로 선출하고 같

은해s될i4일 중앙협의회를 결성한 데이어ll개 시.도.지방 협의회를구성

하였다. 또힌민족통일힙의회는 정부의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의' 제의

(i9si린 6월i일)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제의(19S2년 l월2s일), '남북한당국

및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 제의(1982면 2월l일)를 수락할 것을북한측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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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등주로정부의 대북제안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통

일문?.l]에 대한대중의 관.7]을 높이기 위하여 i98i년 8월부터 월간r통일j을 발

간하고, l98l년l2월부터 l9y7년 l()월까지 i6종의 '통일문고' 를발간하여 회

원은글른유관기관 및단해그리고 해외동포에게 배포하였고 통일문711와 관련

한교잉도서로 활응토록 하는데힘漆다
.

민족통일협의회외에l97o널대와 l撚o년대 통일논의에대한국민적 합

의를도출하기 위한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하에 많은통일단체들이 결성

되기/L1작하였다.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는 i982년 i2월 料일설림되

었는데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가족재회를 위한사업과 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

하고틀일기반 조성해 이바지하는 것을목적으로 하였다. 일천만이산가족재회

추진위원회는 l9b3년 7월l7일 장충체육관에시 제i회 대회를 재최했는데, 북

한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

이f 에린간통일운틀단체로는 통일여성안보회(대표 원순희,i9料년 4월)7

y족를화통일회 f표심형텍 ,198(心 ll월),민주통일촉핀회(대표 강멍희.i984린 8

월).북한선교통일출련원州표 결창는 .l984년 ll월), 민족통일불교힙의회州료 박

청하. 198S년 3월). 한국통일여성촉진회때표 길기춘, 1985년 io월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공등대표 절항렁 .T상헌, 19.S7년 5월),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t표정

화국, 19(S8린 8및), 통일기념사업회때표 결동섭 ,i9s8면 io월) 등이활동하였다
.

이시기비정부차원에서 대두된 가장대표적인 통일방안은 l評l년 대통

렁인거에시 김때중후보가 내세운 '3단게 평화통일른' 이다. 이것은 평화공존
.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단계를포괄하는 내응이다. i단계인 천화공존의 단계에

서는남북한 찰호간의 실체인정을 바탕으로 하여불가침설면, 평화힙정, 감시

기구의 확대를 축으로 제s적 장치를 마련하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

는국내외적동반자 관게를 천병하는 절차를 할자는 것이다. 이와템행하여 미

국.소련 .중국.일본#i대강국이 남북의 불가침과 평화조약을 보장하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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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만들것도주장하고 있다.두번때단계인 평화교류의 단게에서는 남북

간의증오와 불신해소는 물른정치.경제 .사회의 모든부문에 걸친격차를 해

소하고 완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을목표로 상는다 .

이를위해서 정부간의교류는 물른적십자회담을 포함하여 언른과 문화.예

술.학술 .체육.경제 .종교 분야를의교류를 착설히 친행하고 17?와 라치오 같

은언른의 상호청취와 시청을 보장하는 단계이다. 세번째단계인 평화통일 단

게에서는 남북양측에서 파견한 동수의 대표로 통일기구 및연방을 설림한다 .

이처럼 7단계 평화통일론른 실질적으로 국가연합의 성격을 띠고있으터 통일

의상때가 아닌완전한 통일로 가기이전의 과도기 단계라고 볼수있다. 즉남

북공존과 교류를 통해서 신뢰와 동질성이 회복되별 점차국방.외교까지 중앙

정부에 이관하여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룬다는 것이다. 김대중 후보는 또한통

일의절수조건으로서 남한의 민주화를 들고있으때,빈주정부의 수립이전에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이러한 3단게 통일방안에 대한진지한 검

토를히응하지 않았다. 더욱이 i973년 김대중 납치사친과 l誰o년 사힝선고와 같

은정치적 격변의 상황에서 3단게통일방안은 제도권으로수용되지 못하였다 .

종교인과 재야인사들도 7.4남북공동성갱을 게기로 나를의 통일론을 필

치기시작하였다. 제일먼저통일운동에 때한를꼬를 를것은기독교 장로회의

박형규 목사였다. 그는r화해의 복음과 남북의 대화J라는 글에서 '@국의 교회

는직접때결해야 할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악에대해서는 너무관용적인 반

면에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시는 소아병적인 반감을 표시"해왔음을 치적하였다 .

그는 이체교회는 이북땅에서 십자사를 지고박해를 받을각오를 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 먼저북한의 사상체게와 출어를 배워아 한다고 역설하였다 .

또한i97o년대의 통일운동에서 장준하를 ti.w놓을 수없다. .r사상계 발

행인으로서의활동과 반(4)박정희투쟁을 통해재야민주화운동의 중심적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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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있었던 장준하는 7.4 공동성명을 계기로 민족문제를 새를게 이해하고 통일

에대해적극적인 관심을표릴하기 시작했다. 반공주의자였던 장준하는 박정희

정귄이 유신체제를 위한반공정책치 강화와 강대국의 개입이 지닌문제점을 깨

닫고인족사와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역사관을 정럼하게 된다. "모든 통

일은좋은가. 그렇다. 통일이상의 피상명령은 없다. 통일로 갈라진 민족이 하나

가되는것이면, 그것이 민족사의 진전이라면 당연히 모든가치있는것들은 = L

속에서 실현될 것이다'라고 할언하며,통일을 민족의 최대과제로 정러하였다
.

그는 @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중의 일이고 그래시 통일은 민중스스로가 관

여하고 따지고 고나가야 한다"고주장하였다
.

장준하는 하나의 조.국은 두개의국가로 인해고통받는 민중의 조국이기

에,민중의 조국은끝까지 하나이어야 한다고강조하였다. 그는통일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복합국가른 같은체제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제안하였다. 또한민족

통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존단적인 민족관, 국가관에 입각한교육, 이념,문화

와제가치관을 통일적인 관족이념차가.치관으로 고치는 일'과 ''모든 가치를통

일에두고분단적인 사고행동을반민족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일'' 등을제안하였

다.이를실현하기 위해서 그는정권교체와 민주화, 민족화해 정권의 수립, 냉전

논리에 기초힌 템과제도, 교육, 가치관, 문화등의청산을 위해노력했다
.

장준하에 이어l97c)년대에 틀일사상을 전개한 사람은 함석헌이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그리많이언급하지 않았으나 평화주의 사상과 더불어 그의통

일론은 당시로시는 대담한주장이었다. 그는통일신라 이래체곡된 역사때문에

민족의식이 형절없이 약해졌고 그레서 한국민족은 자주성과 자중하는 정신을

잃고숙명른과 사대주의에 따지게 좌었으며,박정희의 근대화정책은 한국인을

모래알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함석헌은 인격이 통일되지 못하면 사

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듯이,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민족이 아니라고 설파하였다
.

또한당시의 통일른자들이 지닌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고수라는 상황적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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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시 양체제를 뛰어념는 통일. 민중이 주체가 되는통일운동에 의한통일

을주장하였다. 함석헌은 공산주의도 한계가 있고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영원한

것이아닌데, 위정자들이 자신의 체제만 강조함으로씨 영원한 것인양 믿게만들

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l972년 ()월 2o일의 강연에서 그는민중, 즉씨알들이 주

체가되어야 참만남과 하나됨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였다. 통일운동은 전체운

동이며 통일은 씨알들의 정신적인단합에 의해이루어지고. 이것이역사의 대세

라는 것이다
.

l()7o년대 말문익환 목사도 민족통일과 민주회복이 본래하나의 문제라

는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는분단이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지키기위힌

해결책이었음을 지적하고 민족통일의 당위성을 거른하면서도 인주화를 통일의

전제로 보았다. 함석헌과 마찬가지로 문익환도 통일의 주도권은 국민이 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민주화 후통일른' 은재야운동이 인주화운동에

더 역점을 두도록 하였다 .

제5공화국에서 재야세럭은 구체적인 통일방안의 제시보다는 통일의 저

해요인들을 조법하고 통일운동을 활성화하는 리주력하였다. 문익환 민통헙의

장의 7주.통일방안 은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이곧민족통일을 추진하는 일

이라고주장하였다. 민주.통일방안이 실현될 수있는국제적 조건으로 l9諒)년

대에제안된 맨스필드 중립방안을 지지하기도 했다. 이안은중립화에 의해한

반도를 주변4강의 힘의각축장이 아인힘의관충지대로 만들고 민주화에 의해

정부가 국민의 절대지지를 받게되는찰경이 조성철 때까지 미군철수에 대해서

는반대하는 것이다 .

종교계도 7.4남북공동성명에 자극을 받아통일문제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대결적 남북관계의 매선과 남북교류와 통일

에대한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의미있는공동성를이 공

교롭게도 정부의 비상사태 인언이라는 조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애 종교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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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일노럭이 정권유지를 위한한방편이 아닌가하는회의적시각을표시

하였다. 그컴에도 불구하교 7.4 남북공동성법은 '자주 .평화.인족대단결 이

라는대의』분을 지니고 있어서 종고계는 공동성냉에 나타난 정인을 적극지지

하지많을수없는입장이었다
.

이러한 상황에시 진보적인 종교단체가 앞장시 다양한 형태로 통일운동

을천재하였다. 개신교의 기독교청면협의회는 l974년 통일을 기원하는 예배및

가두행진을 하認다. 천주고는 l97l편 l월정부에 비판적인 공동교서를 발표하

÷L.지학순 주교의 구속(i97 心8월) 사건을 게기로 정의구현사제단의 활동을 시

작하었다. 그런가 하면보주게열의 재신교계는 l977년 북한선교회를 조직하여

설교를 곡적으로 한대북찰동을 전개하였다. 또힌김성락 전승결대학교 학장

(l977인)과 마태오 신부(19,Si년 3월) 등해외거주종교게 인사들의 방북등개인

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

한천남북간에전직적으로 이루어진 대화분위기에 대한경계의 시각도

종교게 일각해서 형성되었다. '공동심명' 에민주적 이념이 배제편 데대한우려

와성글한 남북대화의 추친으로 간공적 여론과 절서가 혼란해지지 많을까 하는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

또를교계가 통일을 는의하는 것자체가 자칫남북한의 정치적 술수에 말

려들가능심이 있s 를우리했다. 이시기북한은 그간유명무실했던 조인기독교

도련템과 조인불교도린법,조설천s교 중앙위원회 등의활동을 래개하고 활발

한대외활동을 벌이며 대남침촉을 계안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종교게는 북한의

이러한접근른 공산주의 통일전션 전략으로보고매우경게하는 상황이었다. 말

하자던, 종교계는 통일의 방위성은 인정하변서도 통일활동은 신중하거나 보류

하는이중성을 띠고있었다. 한마디로 l卯()핀대 종교계는 7.4방북공동성명이

라는는북의 정치적 데찰트 부드를 타고통일과 남북교류에 관심을 갖게되었으

나,폭넓은 만찰과 교류로 c.1어지치4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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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8o년대 들어종교계는 해외동포 및국제조직과의 연대를 통해통일운

동을보다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가장먼저개신교의 해외한인기독교인들이

l98l년 ll월오스트리아 빈에서 제l차 '조국통일을 위한북과해외동포 기독자

간의대를를개최하여 북한과의 첫접촉을 가졌다. 이모임은 제2U1-(1982년 l 2

월.릴싱키, 제3;(1-(19S-+년 i라I .빈)로 이어졌다. 또한l9N면 lo월 세계교회협의

회(WCC)가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평화협의회' 9본도잔소)에서 남북교

회의교류증진을 위한포괄적 통일정책을 담은 '도찰소보고서' 가발표점으로색

교회의 통일운동은 추진력을 갖게되었다. 세계교회협의회 대표가 평양방문

(l찬淸i7i ii될)을 통해이루어진 l9H()면 9월 '제l차 글리온회의' (스위스)에 남북

개신교 대료가 참석함으로써 분단이후역사적인 종교인 간의첫만남을 갖게되

었다. 천주교는 로마교황청을 절두로 하는단일조직이라는 이친을 바탕으로 외

국국적을 가진한국출신 신부들의 매인적인 방북형 테로간접교류를 시도했다 .

종교계는 l98()년대 해외동포들과 국제적 연대에 힘입어 북한과의 접촉

과교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한편, 각종파별로 통일문제를 전담할 조직을 정

비해나갔다. 개신교계의 한국기독교교회헙의회(KNCC)는 '제4차 한.독교회협

의회' (19S1편 ()될 q 권고와 내부결의( l9x2인 2될)에 바라 l982편 <)월 산하에 통

일문제인구원 운영위원회의 조직을 갖추고, l985년부터 매년 '통일문제협의

회'의개최를 통해한국교회의 틀일에 대한입장을 정리하였다. 마침내 한국기

독교교회협의회는 l9撚년 2월理일제37차 총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

한한국기독교회 선언' 을발표하였다. 이설언은 한국기독교교회힙의회가 가맹

교단들의 의견을 수림하여 통일에 대한내웅을 담은것으로, 이는진보측은 들른

보수적인 기독교인과 란체들의 통일에 관심을 증대시誰다. 한국기특교교회헙의

회는이선언을 민간부분에 의해제출된 본적적인 통일신언으로시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사의 한이정표로 평가하고 있다.

천주교는 i982년 l2될한국천주교 전래2oo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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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부(l985년 북한신교위원회로, i999년 io월에 민족화해위원회로 명칭변경)를

설치하고, l988년에는 통일사목연구소와 북방선교협의회를 설릴하여 통일과

북한선교에 대한관심을 기울여랐다. 천주교는 l97o년대에 한국사회 민주화

운동에 크게기여한 정의구현사제단을 중심으로 하여l98o년대 통일문제에

많은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선교위원회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기도운

동과대북선교 및연구사업, 교육사업, 간행물 발간등홍보활동 등의활동을

전개하였다
.

불교계는 l985년 5월 '민중불교운동연합(민불련)' 을창립하여 자주적

평화@일을 달성하기 위한노력을 인언하였다. 민불련의 자주적 평화통일운동

른은 북진통일른이나 별i..통일른을 극복하고 불교사상과 민족적 관점에시 통

일운동의 방향을 정림한 것이었으머,i946년 i2월 민족통일완수를 강령으로 내

걸고결성되었던 '불교혁신총연맹' 이후처음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주장한

릿으로 그의미가 켰다. 또한l986편 5될에는 승가독자조직인 '블교정토구현

전국승가회' 가조직되어 빈불련 및대학생 조직인 대불련과 함께불교계 통일

운동을 이끌었다
.

청우당이 해체된 이후침묵을 지키던 천도교는 미국에 망명했면 최덕신

전교령이 l978년과 l98l년 북한을 방문한후, i9린년 9월북한에 영주하게 됨으

로씨통일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북한에 실질적인 교세를 갖고있는유일

한종단인 천도교는 박북종교교류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중요해진 것이다
.

이시기종교계는 남북당국 차원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민족대단결

이라는 통일원칙을 높이평가하며 틀일에 대한관심을 갖기시작했다. 그러나

반공.승공분위기가 강한데다 7.4남북공동성릴을 됫받침할 만한법과제도가

미비하여 실질적인 통일운동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해외동포들의 도움과

국제적 연대로 접촉을 시작했고, 세피나와 회의를 통해남북공동의식을 확대해

나갔지만, 평화와 통일에 관한선언룬과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의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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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또한보수세력이 배제된 채진보세력 중심의 통일논의에

국한점으로써 종교계의 통일노력은 범종교적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

한편여성계의 통일노력은 l料3년 정전협정 전후로 관변여성계에서나

재야여성계에서 모두그명맥이 거의사라져 l98o년대 후반에 가서야 새로운

통일의 꼭이자라날 수 있었다. 여성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이 활발해진

l97o년대 여성계에서는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에서 비롯되는 각종사회불

평등문제를 제기하기에도 버거됐다. l97o년대 민주노동조합을 갖춘여성중심

의노동조합이나 '크리스친 아카데미' 에서노동문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서통일문제와 관련한 교육을 하는경우도 있었으나 지극히 미미하였다 .

l97o년대 말에이르러 분란과 통일의 문제를 둘러싸고 지식층 여성들의

목소리가 낮게나마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분단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

는데선도적인 역할을 한여성은 '분단의 사회학' 을주창한 이화여자대학교 사

회학과 이효재 교수였다. 그는l979년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이시대사회

구조의 성격을 어떻게 특징지었으며 이로씨 형성될우리의 인식상태, 가치관 및

인간관계가 사회행동, 즉모든사회적 현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연

구해야 할것이다" 라고언급하였다
.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박순경 교수는 l98o년 한국기독교학회 연

례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한반도 민족문제와 통일문제를 언급하였

다.또한 l98l년에는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공동세미나에서 "민족의 통일없

이 여성해방이찰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단언하였다. 따라서 교회여성운동은

"민족의 분단을 지속시키는 강대세력들로부터 민족의 해방과 여성인중의 해

방의과제를 젊어져야 한다'라고역설했다 .

l9料년 4월에는 '통일안보여성회' 가,l撚5년 lo월에는 '한국통일여성촉

진회'가 설림되어 주로보수적 입장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단체는

웅변대회, 토른회 개최등을통해정부의 평화통일 이념을 널리홍보.계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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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통일의적을 고취시키는 등민간여성통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

2.학생 통일노력의 소강기 :잠재된 통일열망라 민주화 요구

5 .i6쿠데타 이후, 강력찬 반공독재체제가 성립되면시 학생들의 통일

력은 소강상태로 빠져들었다. 어데한 통일논의도 금지되었던 것이다. 선건설

후통일로 상징되는 박정희 정부에서 통일은 당면의 과제로 제기뢰지 못린다를 또

한강력한 군사독재체제의 형성으로 학생들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사회민주화

로집중되었다. 결국통일해의 관심t 장재된 채로남아있게되었고, 학생들의

운동은 당시사회가 절실히 요구했던 민주화에 집중될 수밖에됐었다. 사실상

l97o년대와 l98o년대 중반까지의 학생통일노력은 우리나라 학생운동 역사상

가장친침묵기가 되고말간다
.

물론 한국기독교교희협의회 산하 기독교청년협의회 등에서 신년 예배

뛰가두행진을 하거나 임진각에서의 통일을 기원하는 예배등종교단체를 중심

으로한활동이 및.었다. 대표적으로 ?74년 기독교청년협의회가 주최찬 임진각

어Al의 통일기원 예배에는 3,000여 명이참석하여 가두 행진을 별였다. 또한

l974년의 민청학련性극민부청년학생총연인이나 l976년 결성된 남인전(남조선인

족해방전편준비위핀차 산하의 민주구국학생연맹이 통일에 대한자신들의 입장을

펴력하였다. 민주구국학생면및은 투갱강령을통해서 분단의 성격과 통일의 기

본될칙 ,통일방안 등을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주로지하에

서의반정부른동과 연관된 것이었으 q ,대중적인 통일노력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처릴사설상 l97()년에는 대중적인 통일노력이 전무했다
.

l98()년대 들어학원에 대한정부의 감시가 완화되면서 ,학생들의 활동도

어느정도활발하게 친개피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들의 관심은 사회민

주화와 학원민주화에 있었초 통일문제는 아직중요관심분야로 데오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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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학생들의 통일룬제에 대한관심은 비록람복해 있었피만, 사회적으로는

l98o년대에 일어났던 이산가족찾기운동과 남한의 수해에 대한북한적십자사

의구호품 전달(1984년), 남북경제회담 및적심자회담 등이정부차원에서 이어지

고있었다. 민간차원에서도 7주통일국민회의' 의창릴(i()린인에 이어l985년

에는 N 주.통일민중운동연합 4통刻' 이통합. 창립피어 통일노력이 점차사

회적으로 가시화되었다. 학게에서는 l9만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인기사

인'이주최하는 '통일문제에 관한교과서 분식' 이란 인구발표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조승혁州사면 원料, 리영희(한양대 교小, 강만길(고러배 교수) 등이구속

되기도 하였다. 학생들의 경우 l98()년 4월에 서울대 때학원생 63o여 g이 '서울

대학교 대학원 시국선언 을발표하였고, 이내응을 통해개헌의 즉각실현과 민

주적통일논의의 보장,대외적 불평등관계의 종식, 언론.출판.학문연구의 자

유보장등을요구하없다. l987년 7월에는 f학통일문제연구소' 의주최로 재

미학자 초청통릴문제 학를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자리에는 7o여 명의국내외 학

자들이 참식하였고, 약2()며 천의논틀이 발표되없다. 8월에는 민족미술협의회

주최의 '통일전 이개최되었고. '민족이술 대토론회' 가이어치던시 일적이 볼

수있었던 통일을 주제로 한미술전이 열리기도 하였다. l987년 6월항쟁에 이

어,전국대학생들의 조직체로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가결성되었

다.전대협은 8월l9일 발족하면서 자신들의 활동방향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

화적틀일을 앞당기는 데기여할 린을제시하였다 .

3 .언를 통일노력의 제한적 성과

l972린 7.4 남북공동성릴이 발료되자 국내언론른 이를적극 피지하며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신문협회는 7월()일 성법서를 내고공동성

명을국민의 석망에 부응한 억사적 결단으로 천가하고 이를전즉지지한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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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했다. 협회는 또정부의 통일정책에 온국민이 협조할 것을호소하고 북한에

대해시도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

신문들은 일제히 호외를 발간한 데이어거의전지면을 공동성명에 관련

한기사에 할애하며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적극주장했다. 다음달

평양에서 열릴제l차남북적십자회할에는 2o명의 기자로구성된 '대한민국 신

문.통신공동취재린 이파견됐다. 분단이후최초로 이루어진 남한기자의 방

북취재였다. 방북기간동안언른은 방북의 의미를 강조하며 취재내응을 상세

하게전달했다
.

언른사들은 또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북한및통일문제에 대한깊이있

는자료축적과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통일관련 연구소를 잇달아 설치했다
.

r동아c릿의안보.통일문제조사연구소, r중앙인릿 의동서문제면구소, r조선

c및의 통한문제연구소, t'한국c릿의 통일문제연구소, r시울신문J의 통일안

보연구소 등이앞다투어 설림되었다
.

그러나 남북화해의 기류가 지속되지 못하고 긴급조치 시대로 넘어가자

언른은 정부가 히용하는 것이상의 등일논의를 필칠수없었다. 박정희 정부는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인른발압을 가했으며 기자들은 이에맞서 언론자유운

동을전개했으나 통일문제로까지 확산되지는 못했다
.

7 4 남북공동성명 빌표

와 관련된 신문기사들
. 이때까지 언론은 여전히 정부

理f'@3,는 .:..천
.

의통일정책을 지지하거나 옹호할 수

만있었으때 북한의 통일정책을 소개

하는 것도 허응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와 조

선자유언른수호 투쟁위원회가 언론

계밖에서 언른자유운동을 철치면서

자연스럽게 재야운동과 결합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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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시 통일에 관한언론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했다. 이는 l977년 l2월 料일

동아와 조선양투위가 발표한 '민주 .민족언론 선언 에잘나타나 있다.

. '

4중애게 자유를. 인즉에게 툴일출. 이것른 누구는 어필수 없는 우리 시대의

요칭이인 아구도 7.1액란 수 없는 역사의 방향이다. (중략) 나E.l외. 인즉이 두조

라으로 할차핀 이래나라r 의정세가지글j.1램 i,'l족이 바시편합하는 때유리

할 t리7. 없었다. (중찰) 우비는 #엇보다는 이면화를 자주직인i,l즉 7f결합의

게기로 상아야 한다. 통일를 우리 4족의 최고인이 iij .최데의 정4 차제이다. 나

차의경때성장을 바바밖애 』어를으로씨 출일애의 상른 4 게할우리가 있는

정제성찰, 인중치 자유를 공히한 글자의 배가로 유보해야 한다는 경?1)성 찰른 ; l

생복성 배문애 우리는 그및을 7.1부한차.‥

민주 .민족언른에 대한정의를 '9중에게 자유를, 민족에게 통일을' 가

져다주는 언론으로 료명한 것은통일문제에 대한언른인의 인식전환이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늑제도친 밖에를재할 인를인의 인식일 뿐,인른계 내부

로확산되지는 못했다. 언론은 냉전기 에반공이데올로기에 발이를여여론형성

의주체로서 독자적이고 일관성 있는통일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북한의 통일

제안에 대해서도 건설적 비판이나수용을 할자세가 전혀준비되어 있지않았

다.그리고 재야인사 및단체, 야당, 학생등이제기한 통일안에 대해서도 비판

적인시각을 고수해 통일논의를 국민적 합의과정으로 이끌어가지도 못했다 .

이런한계속에서도 K點가 i9린년 6월방영한 프로그램 <이산가족을 찾

습니다)는 분단의 고통을 새삼되새기면서 남북간이산가족 상봉의 절요성을

절감케 했다. 광복이후생사를 알수없는이산가족을 찾아주는 이프로그램은

당초().z특집으로 기획됐으나 이산가족의 참여가 폭증하는 바람에 l料일간이

나계속되었다. 방송시간은 453시간 E분, 이산가족을 찾아달라며 방송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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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윈은 린,l加명이란 핀부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전국시청자의 訓.9%가 새

력l시까지 이를지켜보았고, 눈물을 흘렸다. 이프로그램은 l983년 9월제6차

세계언른인대회에시 'l9郎년의 가장인도적인 프로그램' 에선정되었다. l984

년세계평화협 력회의도 방송기관으로는 처음으로 f 5s에 '골드 머큐리 .애드오

너램상 을수여했다. 남북이 대릴하고 있는시기였지만 분단의 고통이 얼마나

큰것이때, 따라서 남북간화해와 틀일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전국민에게 각

인시핀 방송이었다
.

이시기에 남복간의언론교류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대신당

국간에정치공세적인 성적의 언른핀류 제의는 있었다. 북한은 l9船년대까지만

해도기자교류에 적극적이었다. 북한은 崎7년 5월E 일제2차 전국기자대회 준

비위윈회 릴의로 남한언른인 초청서한을 발표한 이래l諒o년대까지 기자의 자

여의도 K B s 를관 앞에 유왕래 제의를 잇달아 내놓았다. 북한이 체제경쟁에서 앞서고 있다는 자신감에
서 대힘벽보를 목에 잎

뒤로 걸고 혈육을 찾고 서비롯힌 것이다. 이애i)1제경쟁에.4.1 열A.l1라고 여졌딘 남힌정부는 이를수응하
및는 한 이신가족의 모

言.(1983년 7뭘 6일) 지않았다. 그러다 l973년 (천 M 일;B차 남북조절위원회에서 남북한 앙측이 기

q
자교류는 룰른상대편 지역에서의 상주를 논의하는 에로운 국

면이조성되었다
.

그러나 이시점이후북한은 더이상기자교류를 제의하

치않았다. 대신남한이 북한에 언른교류를 제의하는 상황으로

?# :?謂T 반전되었다. 남한은 l98o년 5월제7차 남북한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에서 언른교류를 언급했고, l982년 2월에는 손

재식국토통일윈장관이 남북기자의 자유취재를 허용하자고 제

안했다. 198U년대까지의 남북당국에 의한언른교류 제의는 체

제우월경쟁을 하민냉전시대의 산물이었다. 정치공세 차원에

시인른교류를 주장한 이시대의 한계때분에 남북어느쪽에

서도상대찰의 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

i36 하늘길 땅길 바찰길 열어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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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외동포의 역할증대

7 .4 남북공동성명으로 상징되는 l97o년대 초의남북해빙의 물결은 재외

동포들에게 큰영향을 끼쳤다. 7.4 남북공동성명 이후국내에시뿐만 아니라 국외

에서도 보다적극적인 통일문제에 대한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먼저공산권 재

외동포들이 한국의 친척과 서신교환을 할수있는길이열리게 되었고 제한적으로

나바한국방송의 청취가 기능해 지기시작하여, 한국에 대한관심도 높아띤다. 반

띤리국과 일본에서는 반정부 및반체제 단체의 활동이 터욱활발해지는 게기가

되없다. 이치럼 남북공동성명이 재외동포사회에 Ti1친 가장큰 변화는 재외동포

사회가 단순한 남북양측의 정책대장에서 벗어나,나를대로의 새로운 목소리를 내

는게기가 되었다는 및이다. 물른그것은 재일동포 사회를 필두로 재외동포 사회

가이세정착과 힝성의 단게를 지나나를대로 성속과정을 밟고있었기 때문이다 .

재외동포들은 이제터이상남한이나 북한어느한쪽하고만 연결되지 많

j츠,양측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있게되었다. 또한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재외

동포간의인락과 교류도 시작치었다. 적극적으로 통일논의 에위어들인서 재외

동포들은 수동적인 정책의대상해서 늘동적인 통일의 주체로 변친하였다. 하지

만그변화는 주로반한, 반체제적 민주화운동의 형태를 띠고전개되었다. 또한

기존의 대림구조속에시 새로운소수의 목소리를내게 치먼시 재외동포사회가

더욱글화피는 결과를 가저찰다
.

대표적인 흐름은 일본해시의 통일노력이 남한에 대한반정부찰동과 연

계최어 나타난 것이다. 유신헌델이 공료되자, 당시야당치도자 김때중른 일본

에터를며 돌아오지 않았다. l974년 8월중앙정보부는 컴대중을 납치하였고, 이

에항의하는 일본내인족통일협의회와 인간자주수호위원회, 인간도쿄및가

나가와 지부, 재일한국청년동인, 도쿄부인회 등()개 단체는 8월 l5일 '한국인

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힌민통)' 을결성하였다. 이를은 김대중 납치사친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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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규명및독재정권 타도등의활동을 전개하였다. 한민통의 설립과 지부확장

및활동은 한국정부의 주시대상이 되었다
.

일본과 함제유럽에서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조국통일운동과 연결되

어진행되었다. l974년 독일윈스터 에서조직된 민주사회 건설힙의회는 유럽최

초의인주화운동 단체이다. 이단체는 독일내지식인뿐만 아니라 타치역의해

외동포및해외피식인과 인대해 활동을 벌였다. 또한미국에서도 한국의 민주

화운동과통일 노력이 연관된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노력에 대하여 교민

사회일부는 친북활동이라머 경원시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

이러한 변화가 자본주의권 틀포사회의 변화라면, 중국과 구소련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먼저강제징용된 사할린 동포틀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로한제찬적으로 한국방송 청취와 서신교환이 가능해지자, 재외동

포를상대로 하는I理s 사회교육방송에 중국동포의 글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였

다.특히l984년 명샤오핑의 도쿄선언 이후서신교류와 함께이지역에대한방

문이히용되인서 ,재중동포글과 다른동포사회와의 간접적 교류가 시작되었다
.

l98(心대 들어재외통포사회의 통일운동은 '광주의 기억' 과함께시작

피었다. 그것은 l部o년 광구민주화른동이 재외동포들에게 강하게 각인되면서
.

한국사희의 인주화뿐 아니라 북한을 름더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운

동으로 발린핀기 때문이다. l料o년데 초반까지만 해도체류자격 문제가 해결되

지않은유럽의 동포들은 각기다른지역에서 ,혹은다른직업에서 다양성을 인

정하면서 민주화와 통일운등을 전개차였다. 국경을 넘어이루어진 세미나가 ; L

것인데,운동의 중심은 독일에 있었다. 처음에는 생존문제와 노동운동으로 시작

하여,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으로 연결되었다. 해마다 5월이면 광주민주화운동

을기념하는 5월민중제가 일렸고 이는l9料년 윤이상이 제안한 휴전선 남북음

악축천시도로 연결되었으나 실현피지는 못했다. 또한동백림사건의 여파로

잠시주춤했으나, l撚c)년대때 들어와 북한과의 직점대화가급속히 진전되었다
.

i38 하늘길땅길 바닷길 열어 통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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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은 재일동포 사회를 더욱혼란스럽게 한사건이었다. 이

를계기로 재일동포의 민족의식은 더욱각성되었으며 ,이제까지 적대하련 일본

인과의 연대가 모색되는 게기가 되었다. 역설적인 이흐름은 재일동포와 한반도

와의관계와 그역할에 대해다시고민하게 만들었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시 일본인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반성을 가져왔다. 그결과소박

한민족의식 및적대의식으로부터 일본사회를 새롭게 파악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었고, 후에자이니제州인운동의 기반이 된다. 일본의 한국민주화운동은 군

부독재 타도투쟁으로 발전하였다
.

그러나 한국이 l987년 6 .차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에 점어들자 해외에서

의반독재 민주화 활동은 한계에 부및치기 시작하였다. l989년 일본에서 한민

통은 한국민주통일연합情통刻' 으로개편하면서 자주적 .민주적 평화통일운

동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들의 찰동은 7 .4남북공동성명 이후 강화된 반

한.반체제 운동이 통일운동으로 방향을 전관한 대표적 사례이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해외반국가 단체로 인식되었다. 유럽의 경우도 비슷해 l99o년 ll월범

민련유럽본부가 결성되면서 통일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는 2ool년 5월한민족

유럽연대로 발전하게 된다. 이들은 다른나라단체와의 국제적 연대가특징이

며,치식인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l98o년대 재외동포의 통일노력은 반독치 민주화운동으로 시작되어 ,한

국에서 민주화가 진행되자 통일운동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

나여전히 각지역중심의 활동에 그치고 있었고, 남북양측과의 교류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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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7l년 남북적십자회담과

이후과정

이병응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특로)

U
1출71년 남북적십자회담에 참가한 후 2oo4년 퇴임까지 적십자회담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부터 수석대표를 역임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총재특보를 역
處.

임하濫다. 인터뷰는 2oo5년 6월 1o일 서울시 중구소재 대한적십자사 2층 회의실에서 이

루어됐다
.

최초의 적십자 접촉이 언제 시작되였습니까?

l95()년에 처을적십자접측이 있었글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북한적십자사에 7,()린법의 이산가족 명단을 친달했고 북측은 그중에서 .337명의

생사를 확인하여 보낸바가있습니다. 그후料57년는에 북측에서 다시l4,i피명의 명단

을보내며 월남한 사실에 대해확인들 요청해왔고 우리쪽에서는 그들이 자의로 넘어온

것이라고 연맹을 통해회답하였습니다
.

l9的년대까시는 북한이 우리보다 될씬적극적으초 여러가치제의를 많이해랐던 반

면남한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당시북한의 경제사정이 남한보다 좋았기 때문에 r l

와같은상황이 연출되었지만 l計o년대 들어서 남힌의 경제상황이 성장하고 미국과 중

국의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전환되기 시작했를니다
.

I차o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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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7o년 8 .15선언 이후적십자회담이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시했습니까?

l97o년 8 .l5성명이 발표된 후,남북한의 문제중이산가족 를제가 가장시급하면서

도접근이 응이하다는 결른을 내리게되었죠. 그리하여 l97l년 8월l2일 최두선 당시총

재가KBs 방송을 통해서 남북이산가족 찾기를 위한회담을 제의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남북사이에아무런 접촉도 없었고 통신망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KBs 방송을 통해

제의했던 것이죠. 그로부터 이틀후에북한으로부터 역시평양방송을 통해판문점에서

만나자는 회친이 왔고l卵l년 8될M 일처음으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찰북적

십자간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측의 이창열 서무부장, 윤여훈 국제부 참사가 최두설

총재의 회담제의씨를 전달하고, 북쪽에서는 손성필 위원장의 서신을 전달하였습니다 .

이후다섯차례의 파견원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과정에서 남북적설자 본회담을 위한예비회할을 l97l년 9월2o일에 실시하는 것

에합의하고 령단을 교환하였승니다. 예비회할은 9월2o일부터 시작하여 25회 실시되

었습니다. 남측수석대표는 김연주 박사였으떠 실무는 중앙정보부 부국징으로 재직중

적4 자일을위해를겨를 정홍?. 회할윤영부장이 담당하였습니다. 나역시중앙정보부

를나와적십차대표단으로활동하게 되있글니다. 이들외에도틀일부 최문현, 외무부배

병승.변훈, 적십자사 최은팀 등이함께대표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예비회담에 앞서l卵l년 9월l일회담대표단 구성원들이 정부각부처에서 파견나와

적십자를 돕기위한남북적십자 회담사무국을 구성하게 되었고 이는지금의 남북회담사

무국의 전신으로 사무총장으로 주미공사를 역임했린 장우주가 임명됐습니다. 당시적

십자회담사무국은 적십자사와 정부인사들로 구성된 일종의 합동대책반이었습니다 .

9월2o일부터 개최된 예비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찾기5대의제에 합의가 이루어졌습

니다. 내용은 (i)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2) 서신교환, (3) 상봉실현, (4) 자유의사에

따라재결합을 추진, (5) 기타인토주의 문제情품.유를計를취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또한제l차 적십자 예비회담에서 남북직통전화 개설이 합의되었습니다. 쌍방적십자

사대표사무실에 2회선의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앙.씨출),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실

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남북관계가나빠질때면 정치차원의 모든통화는끊어지더

라도적십자 2회선과 판문점 연락사무소는 l피l년 9월2o일 처음개설된 이래로지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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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항시유지되어오고 있습니다
.

예비회담에서 의제를 합의하는 중에이산가족의 팀위를 정하는 데서난항을 겪었습니

다.우리쪽에서는 이산가족의 팀위를가족과 친척으로 정하기를 원하였으나북한에서는

그에더해친구까지 범위를 넓히기를 원했죠. 또한북한은 이산가족들이 찾고싶은대로

어디든찾아다널수있게하자고제의했습니다. 하지만우리 쪽에서는공산당활동을우려

하여적십자를통해서만찾아다니게 하자고주장하여 양측의 입장이 팽쟁히 맞됐습니다
.

그러던 중l97l년 ll월l9일 예비회담에시 우리측 정홍진 대표가 맞은편에 앉아있던

김덕현 북한차석대표消남총책김중길의 동생,홍콩특파원)에게 '박로 만나자.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하였고 김덕현 대표가 이를수락하면서 비접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

그때나는정홍진 대표의 수행원으로 동행했습니다. 비 접촉 과정중인 이듬해 l972년

3월28일, 정홍진 대표가혼자북한을 방문하고, 4월i9일에는 북측김력현 대표가서울

을비리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뒤5월초에는 이후락의 비 방문이 이루어지고 5월

발박성릴이 방문하는 등이릴접촉이 게속해서 이루어피고, 그결괴7.4 남북공동성멍

이만들어지게 된것입니다. 그뒤업무가분리되어 남북조절위원회가 새로생기면서 정

홍진대표는 조절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적십자회담 과정에 대해설명해주시겠습니까?

l972년 7 .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같은해8월29일에 제l차 적십자본회담이 열

'"' .-'~' '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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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습니다.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오랫동안 적십자사에서 청소년부장을 맡아오다가 외무

부로간이범석 대사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회담에 관련한 모든일은파견나온회담사

무국에서 지원하였으며 ,행정적인 것은중앙정보부에서 지원하였숨니다 .

제l차본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는데,우리측에서는 총린명이 방북하였습니다消표단

7인. 자문위원 7인, 지원인력 2o인, 기자단 2o인). 평양시민의 열렬한 환영으로 분위기는 매우

좋았지만 북한신문에는 세줄초간략하게 보도되었을 뿐이었습니다 .

l972년 9월lo일 제2차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는데 대표단이 관문점에서부터 타워호

델까지 오는도중굉장히 많은환영인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듯 제2차 회담은 국

민들의 열렬한 환영분위기 속에서 시작피었지만, 북측윤기복 자문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며김일성 수령에 대하여 언급하고 체제를 선전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반감을 사분위

기가급격히 냉램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제2차 회담후반의 분위기는 매우경색되어

버렸습니다
.

이후본회담은 제7차까지 이어졌고제8차 회담을 앞두고 l973년 8월김대중 남치사

건을들어북측이 모든대화중단을 선언하고 조절위원회까지 완전중단되었습니다. 이

렇게해서이후적십자회담은 제8차 적십자 븐회담을 개최하기 위한실무회담으로 성

격이바뀌어 l狂9년까지 명맥만 유지하는 차원으로 이어져찰습니다 .

그러다 i撚4년에 남한이 홍수로 큰피해를 보자8월북한으로부터 구호물자를 받으면

서분위기가반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듬해인 l諒5년 5월2o일에 제8차 적십자본회

담이서울에서 개최되기에 이르렸습니다. 여기에서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에술

단상호방문에 합의가 이루어져 9월2o일부터 2박3일간서울과 평양에서 동시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

처음적십자회람을 제의할 때,정부의 계희이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두가지목적이 있었습니다. 우선남북간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평화와 공존으로 가

고자하는열방이 켰습니다. l97o년 8.l5성명의 내용도 그러한 맥락이었죠. 서로싸우

지말고설의의 경쟁을 하며공존해시 살아가자, 그런과정에서 대화를 가져야 하겠고 .

그내용으로는 가장시급하면서도 무난한 인도주의 분제, 즉이산가족 를제를 들고나왔

던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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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당시국제정세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된 틀을타고미국이 중국과

화해무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베트남이 기울기 시작했는데,북한도 _i.

때남침을 하지않겠는가 히는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파. 당시에 김일성은 "환갑

(l972년 4될i5일)을 서울에서 맞겠다..고호언하기도 했린터었습니다. 또한북한이 보유

한재레식 무기는우리보다월등했으때 를인민의 무장차 와'전군의 간부차 를선언하

는등북힌의 군사적 도발위협을 크게느끼게 되었찰니디.. 따라서 우리정부는 평화분

위기조겅을 위한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

북한에서 제의를 선뜻수용한 이유는 무엇이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이전까지는 북한이 굉장히 많은제의를 적극직으로 해됐던 반면우리는 매우소극

적이었습니다. l卵l린에 우리제의를 북찬이 인뜻받아들였던 것은적어도 그이전까지

우리보다 철씬적극적으로 대화에 노크를 해왔던 북한이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기회에 남쪽을 탐색해보려는 의도도 있지않았나 생각할 수도있습니다
.

적십자회담 개최에 대한합의가 이루어지자 국제적십자연맹 및국제사회에서는 어誰

반응을 坐望습니까?

국제적십자연맹에서 크게관심을 가졌습니다. 독일내독성의 슈나이더 국장을 한국

에초청했었는데 ,우리의 회담추진 속도를 보고대우놀라리했습니다. 비록독일이 먼저

통일을 이룩하긴 했지만, 당시독일은 동서독 간에공식회담도 전혀없었고 단지기독교

단체의 접촉만 있었기 빼문입니다
.

I斗차 하는길 띵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L



i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추진과정과 의미

정흥진 (전 중앙정보부 국장)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회담사무국 운영부장을 맡으면서 남북대화의 최전선에 서게된다. 이후

락부장의 방북전에북한을 비 방문하여 안전및절차등과관련된 실무회담을 하였으며 이후락

부장의 방북에도 수행하었다. 이후남북회담사무국장을 역임하었다. 인터뷰는 2oo5년 8월24일 서

울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통일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이루어릴다 .

1971 년적십자희담을 통해 북측과 접촉한 과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십자회담을 제의한 이유는 적십자회담이 l97o년의 8.라설언을 평화적으로

구현할 수있는가장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회담에는 적당한 룰이

필요하고 찰북이 대림하는 상황에서 찰북모두가 받아들일 수있는를을설택해야 했는

데,그당시국제관례로 남북이 수긍할 수있는회담의 성격을 갖춘것이바로적십자회

담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i2일 최두선 총재가 제의하는 형식으로 l97l년 적십자 에비회

담이성사되었승니다 .

적십자 에비회담에 참가했는데 우리측 수석대표는 김연주적십자 대표: 차석은 대전

지사장, 5석대표로 내가나갔습니다. 그당시나는중앙정보부 부국장으로 있었는데,적

십자회담에 정부기관이 직접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보이기 위해사표를 내고, 적십자

운영부장으로 회할에 나갔습니다. 당시는 방북관계가 상당히 냉랭했기 때문에 회찰이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서 공식직함을 가지고 나갈수없었습니다. 예비회담에서는 본회

담의장소와 일시,의제를 정하기로 했는데 특히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북측은 이산가

족의범위에친구를 포함시킬 것을주장하는 등이건이 쉽게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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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자들이 있는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북측이 정치적인 선전에 집중하고 입장제시를

명확히 하지많았기 때문에 회담은 공전을 거듭하였습니다. 결국의미없는 대화만 지속

되자적십자회담의 실질적인 대화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비 접촉을 제안하게 되었죠
.

제9차 예비회담 당시앞자리에 앉은북측김덕현 차석대표에게 회담후별도로 만나자는

메모를 전달하여 비 접촉을 제의하였습니다. 이어제lo차 예비회담에서 북측이 긍정

적인답신을 해와비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비 접촉에서 김덕현은 자신이 중앙당 책임지도원이라고 친분을 밝히고, 나에게도 신

분을확인할 수있는위임장을 받아올 것을요구하였습니다. j 접촉에서 북측은 적십

자회담도 논의하되 정치적인 것도논의하자고 했고,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

장과의 회담이 합의되었습니빠
.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조직지도부장과의 회담을 성림시키기 위해선 안전을 비롯한 여

러가지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먼저l972년 3월북쪽을 방문하여 김영주도 만

나고, 이후락 부장의 방북을 위해사전점검을 하였들니다. 4될에는 김적현이 서울을 방

문하였습니다. 북측에게 회담개최의사가 있는동안은 안전하다는 결른을 내리고 이후

락부장을 수행하여 평양을 방문하였습니다
.

이業락 부장의 방북중 활동에 대해설명해 주시됐습니까?

5월2일부리 5일까지 3박4일 간의일정중이후학과 김영주간의 회담이 두차례 열

렸습니다. 돌아오기 하루전날인 5월4일밤,북측은 그동안김일성이 바빠서 만날수 없

었음을 강조하며 만나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프로토콜상 이것은 말이안되는것이었으

나,5월4일밤lo시가 넘어비가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후락 부장이 김일성 수상

의집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수상집무실 3층에서 열리자 놀랍게도 김일

성이앞에서서우리일행을 맞았습니다. 회담은 자정을 넘기인서 계속진행되었으며 김

영주, 박성철,김중린 등이배석하였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3원칙은 이회의에

서김일성이 주로말한것을토대로나찰다고 할수있습니다
.

김일성은 김영주가 시울을 답방하여 사업을 진행시킬 정도의 건강상태가 아니라며 박

성철을 대신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김영주는 북쪽의 용어로 '식물신경불조화증

(자율설경실조증.남한용어)' 이라는 병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월5일김일성은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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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을 주재하며 밤는게 회담을 한것에대해거듭사과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성야

회담은 지금와서생각해보면,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생를페턴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

통일3원칙은 주로북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같은데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었으며

어및게 반영되었습니까?

통일3원칙은 김일성이 자주말한것이나 박대통령도 주장한 것입니다. 박대통령은

외교적으로 자주, 경제적으로 자림,안보적으로 자위를 주장한 바있습니다. 단지 '민족

대단결 에대해우리쪽에서는 원치않았지만, 남북이 합의를 하기위해선 북측의 주장

일부를 통일3원칙으로 넣을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북측의 무력도발이나 전떤적인

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크고 작은도발을 하지말자. 란세부사항을 삽입하기도 하였

습니다. 그외에도 통일3원칙에하른세부사항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

박성철의 답방이후6월한달동안은 7.4 남북공동성명에 들어갈 문구를 조정하기

위한시간이었습니다. 판문점에서 김덕현과의 찾은만남을 통해최종문안을 6월28일

체합의한 글에찰측의 이후력 부정과 북측의 김영주의 시범을받아7절4일7.4 많북공

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남북간에합의를 하다보면, 합의서를 만들기 위해정치적인

이유로 합의되지 않은부분은 유보시키는 것이일반척이었습니다 .

김일성과의 만남시 김일성이 한국전쟁에 대해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김일성이 직접적인 사과를 한것은아니고, .a으로 다시는 그런일이없을린'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북한의 '좌경맹동분차 에의해

야기된 일이며 ,박대통령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그사건의 주동

자들이 숙청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7.4 발북공동성명의 의미를 어理게 평가하십니까?

7 . 4 남북공동성명 7항중l항통일정책을제외한 실무적인내웅들은 우리가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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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입니다. 그내웅을 보면남한정부는 통일을 지향한다기보다는 평화유지와 교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경제와사회적인부문의 교류를 통해정치적 통합을 이를수있다

는우리의 기능주의식 접근은 7.4 남북공동성령에서 시작되었다고 할수있습니다
.

i48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l985년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좌절

박철언(전 체육청소년부 장관)

情85년 3월 안기부장 특보에 임명되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 접촉을 담당하및

으며, 제流골訃국에서는 북방정책을 주도하었다. 대통령 정책보좌관, 정무장관. 체육청

소년부 장관 등을 역임하었다. 인터를는 5월 18일 서울시 깅남구 역삼동 소재 박철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주어惡다
.

제5공화국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배경은 무엇입니까?

당시남북정상회담의 추진에는 부엇보다 i撚6년 아시안 게임과 l撚8년 올림픽을 앞

두고한간도 정세를 안정화시키는 것이긴요하다는 점이배경으로 작응했습니다. l料l

변전두환 대통령른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는 등찰북관게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였

으나, l인차인 아웅산 사태등으로 l撚()년대 전반부 남북관계는 긴장상태의 연속이었습

니다. 그러다 l984년 남한에서 큰홍수가 나자북한이 수재물자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고, 당시많은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수재틀자를 받아들

이면서 남북관게에 해빙무드가 감들기 시작하였습니다 .

남북정상회담 촌진과정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l985년 3월7일장세동 안기부장의 특벌보좌관에 임명되어,국가의 운영과 관련된 중

장기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때, 대공산권 관계개선

방안통을보좌하는 일을맡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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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料년 l월9일전두환 대통령은 남북한 최고당국자회담을 제의하고, 이를추진하기 위

한대북접촉창구를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l9料년 4월24일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

런비동맹회의 창림기팀 행사에 참석한 이세기 국토통일원장관이 북한의 손성필과 접촉

한데이어서, 5월誇일서울에서 열린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한상일 안기부장 비서

실장이 임춘길 노동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을 접촉하여 남북비긴접촉을타진하였습니다
.

임춘길은 귀국추6월6일비 회담 대표를 평양으로 초청차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

우리측은 이를수정하여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평화의 집이나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차관급 실무회담을 열자는 답신을 찬상일 안기부장 비서실장 명의로 보냈습니다. 북측

이이를수락하고 비 회담이 성사된 후,나는한반도 평화정착과 정상회담을 위한차관

급실무회담에 수석대표로 임병되었습니다. l985년 7월 ll윈찰문점에서 북측대표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한시해와 l차비 접촉을 하였습니다. 비 접촉 이틀전인7

월9일전두환 대통령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좋다. 모스크바, 북경도 상관없다"는지

시를했습니다. 비 접촉에서 양측은 '남과 북사이의 화해 .불가침과 교류협력방안 과

'평화통일에 관한방안' 두가지문건을 상호교환하여 하나씩 토의해가면서 이견을 를

혀나갔습니다
.

7월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2차비 회담에서 한시해는 우리의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대해정상들의 진의를 보다확실히 하기위해면저상호간 특사교환방문을 수정

제의했습니다
.

3차비 접촉은 l985년 8월9일개최되어 김일성주석의 7.사로 히담비서가 9월4일

2박3일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데합의하였습니다. 또한적십자회담에서 난항을 겪

고 있던고향방문단 및예술단의 상호방문과 관련해서 규모를 5o명에서 loo명 사이로

축소하는 방안을 잠정합의하였습니다
.

3차비 접촉의 결과 허담대남비서가 김일성 주석의 특사자격으로 9월4일서울을

극비리에방문하였습니다. 당시북측대표로는 허담비서이외에 한시해 수석대표, 안병

수노동당 중앙위원회 직속과장, 려규채 주치의 ,최끓춘 판문점 연락관 등5명이었죠辛 보

안상의 이유로 전두환 대통령과 북측대표단의 면담은 기출에 있는를 R c 최원석 회

장의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불가침선언의 채택,비방및내정간

섭의중단, 실질적인 경제교류의 추진, 고위인사의 교류, 상주대표부의 설치등의합의를

강조하였으나, 북측은 불가침 선언에만 관심을 보이고 다른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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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시를 회피하였습니다
.

허담의 방문에 대한답방형식으로 장세동 안기부장을 특사로 하여, 나와강재섭 안기

부특보실 연구실장, 김용환 과장, 최근출 안기부 의무실장 등 5명의 우리측 대표가 평

양을방문하였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남북정상회담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연

내절두환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기로 하는등남북정상회담 개최에합의하였습니다
.

김일성 주석은 '북과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설언과 '평화통일에 관한북남공동

강령 의두가지문건을 제시하였습니다
.

한편우리측이 준비한 정상회담의 의제는 (l)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여건조성 방안
.

(라긴장완화와 전쟁재발방지 방안, (3) 대외경쟁 및 비방자제 방안, (4) 민족통합역량발

취방안등이었습니다
.

남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양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와보니 분위기가 확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부 내에서

도보수적 분위기가 쟁배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자

칫북측의 의도데 휘말릴 가능성이 많고득보다는 실이많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미

국측도우려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게다가부산 청사포 앞에서 무장간첩선이 침투하다 발

각되어 격침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o월 3o일 청와대 서재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북

측의도발에 강경대응을 지시하였고 남북정상회담을 더이상추진하지 말것을지시하였

r린 . J
?를 | 崙

d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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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세계전사(戰吏)상 특사왕래시에는 결쟁도 소강상태인데 ,특사

가돌아온 직후간첩설을 보낸것은있을수 없는일이라고 분노하였습니다. 또한허담특

사의방문시 마웅산사태에 관하여 한마디 언급도 없는 것은화해의 진의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언른에서는 부산 청사포 앞바다 간첩선 사건을 엄청나게

보도하기 시작하였고, 남북정상회담은 그룬위기에 침쓸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

남북정상회담 결警 이를의 남북관계와 정상회담 추진이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l986년 2월 l2일 내가특사가 되어강재섭 ,김용찰과 함께2박3일간평양을 방문하

여혀담비시,한시해 대표등북측요인들에게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한 데대한유감

을표병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추진의사를 재확인하고 경색된 남북분위기의

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제5공화국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설패로 끝났지만 당시의 남

북 간 비 접촉의 성과로 이산가족상봉(l料5간 9월)과 핫라인 개설(i燎6년 j친이 이루어

졌습니다. 제5공화국의 대북접촉은 정주영 회장의 북한방문(1989널 린 E 근 料 @ 것

밑거름이 되었고, 더별리는 l弊l년 방북기본합의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 .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노력은 역대정부의 숙원사업이었으며 ,제5공화국 정

부도국제냉전질서의 어려운 상황하에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

린2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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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

탈냉전 시대와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

1
고르바초프는 l985년 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 당선된 이후신사고(페레4

sz이차를 바탕으로하여 소런사회의 개혁과 개방을 주도하였다. l9料년에는

동유럽에서 변혁이일어나고, i野o면에는 독일이 틀일되었으때, l料l년에는 마

침내소인방이 해체되었다. 소런을 비롯한 동구권의 쇠락은 l9인면배와 l漆u년

대의경제침체와 저조한 농산룰 수확으로부터 징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루리

한중앙제획과 읍통성 됐는생령경제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는 a들고 있었

다.중극또한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노선을 감화하고 있었다. 중국과 소련은

i98()면 5될고르바초프의 때이징 방문을 게기로 7()년 가까이 진행친중.소른쟁

에종지부를 적었다. 북한에게 동구의 변혁은 사회주의 시장의 상실과 정핀의 위

기를의Ti1하는 것이었다 .

미국과 소련은 i987년에 중거리핵전력협정(INF)을 맺고, l9料년 l2월 2

일틀타에서 만나냉핀의 종식을 인언한다. 양극은 l料()린 린략책부기감축험상

(START)과 재래식무기감축협상(cFE)을 벌였다. 냉전의 종식은 미국의 최대경

lll .탈냉전기(1988~1992) 157



쟁자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였고, l99o년대 국제정세는 빠르게 미국을 중심으

로재편되었다. 이는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시장경제의 확산은 l98o년대 후반과 l99ct대 초

반한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된 북방린책의 외적환경을 이루었다. 중국과 소련등

골산권 제국이 개혁정책괴설리를 추구하고 국제적 긴장완화와 협력에 노력하

는 분위기는 한국의 북방정 책실천에

도움이 되었다
.

l98()년대 후반 냉전의 구조가
i i !'

급격히 붕괴하는 가운데 노테우 대통

/'고.i 령은 새 정부의 출범과 때를 맞추어

적극적인 대공산권 외교를 펼쳤다. 북

방정책은 노때우 정부의 미래에대한

비전과 실천속에서 진행되었다. 북방
F T " 7

정책은 중국과 소련, 동구의 여러나

라와북한을 대상으로 하는외교정책

과외교를 의미하였다. 노태우 정부의

주체적 노력은 냉전체제의 붕괴와 탈

릴전체제의 성림이라는 급격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시 급물살을 탈 수

있었다.

노태우 정부가 거둔 한국외교

의성과는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외교
소련의 공산주의체제가 붕괴되면서 1989년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장벽

이 히물어지면서 독일 통일이 완성편다.(위) 인보팀의 주도적인 계획과 치 한 외

199o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z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몰 교수행의 덕이었다. 즉노태우 정부는
타에 정박중인 소련 여객선 믹심 고르키츠에서 회담을 갖기 전 악부를 나누고

및다. (아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을 비

i?8 하늘길 땅길 바딧길 열어 를일로



롯한공산귄과의 교류가 국익의 신장에 도움이 될것을간파하고, 인내심을 가

지고공산권 외교를 추진하였다 .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린 공산권과의 협력증대에관심을

갖고있었다. l987년 l2월 대통령선거의 유세과정에시 그는당선후대중수

교에대한희망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노태우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제협 력의

증대와 전진공업기지로서의 서해안 재발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당시정부가

주도적으로 대공산권 외교를 추진하는 데에는 l料o년대 현격해진남북국력의

격차에서 비롯된 자신감도 작용하였다. 한국은 인구2)U1, GNP 6대l ,무역규

모2(}대 l로북한에 대한확고한 국력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

국력의 상승은 외교력의 상승으로도 이어져 당시우리의 외교역량은 북

한을압도하고 있었다. 민주정부의 출범,국력신장,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등으

로국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었고. 공산권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관심도 고 조

되고 있었다
.

노태우 정부가 i988년 4.26총선에서 여소야대의 정국을 맞게된것도공

산권외7 의한동력이 되있다. 지지기반과 정통린의 약화로 고인하린 노태우

정부는 보다적극적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料料년 l월5당합

당으로 민주자유당을 출범시킨 이후노태우 정부는 확대된 국내정치를 기반으

로더욱추진력을 갖고북방정책을 추진할 수있었다 .

민주화의 공간속에서 국민들은 한국외고의 방향성에 대해과거보다 더

큰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당시재야세력과 학생운동권은 남북대화와 주

한미군 철수, 5공비 리척결을주장하고 있었다. 노태우 정부의 적극적인 대공산

권외교및대북정책은 통일에 대한국민의 고조된 열망을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의미도 있었다
.

노해우 정부의 북방외교는 비단정치나 안보적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

었다. 여기에는우리 기업인들의 이익과 이해관계가또한 인혀있었다. 한국은

l.l 탈냉전기(1988~1992) 159



l98c)핀대 후반미극으로부터 강화되는 통상압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통

상압력은 결극기업에 전파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은 빈인한

노동파업과 생산원가증가르 어려촌 시기를 맞고있었다. 우리기업들은 새로운

시장과 된료공급지, 訪반노동력을 찾게되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새초운 가능

성의공간으르 다가찰다
.

l988년 9및서울에시 개최된 올림픽에는 소런을 비출한 동구핀 국가들

이다수참가하였고, 이으포츠 제전은한국이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게를 개인

해나가는 데주요한 디템틀

, T U ' 淺 린
輕 이 되었다. 동A.1 양 진영의

국가들이 보두 참가한 서울

올림책을 툴해 한극과 동유

럼의 나라를은 자면스릴 게

접측할 수 있4 기회를 갖세

되었린 것이다
.

l98H년 8월 정부는
-.#. - 겨 紐

소간에 영사단 사무릴을 설
r"l : t

치하였고, l()월 25발에는

헝가리 에 상주대표부를 개

설하없다. l9s9년 2월 l일

에는 마침내 헝가리와 대사

글 외교관계를 수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어시 정부는
힌 소 정상회담 일과 199o년 9들 3o일 유엔본부베서 최호중 외무장

관과세바조 L나제 소련외상이 .한.소수교 공동성 서.어서명힘으로 ll월 ll일 를간드와, l2월
씨 한국과 소련은 역사적인 수교를 맺게 천다.(위)

28일 유고를라비아와 수초
1992년 8월 24일 이상옥 외무징관과 전기침 중국 %교부장이 .힌 중
수교 공동성업서. 에 서명하고 및다.(아래) 하였다. 이를해 초반에는 채

i6o 하늘길 諾길 바닷길 일어 를일로



코와 불가리아, 몽골, 루마니아와 대사급 외교관게를 수림하였라. 아울러 노태

우정부는 l99()년 9월料)일 소련과, l992년 8월24일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는

외교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

한편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라는 역경을 맞이하여 체제와 정친의

생존에 중금하게 되었다. 국제적인 고림과 더불어 공산권 시장의상실로 심각한

경제간에 처하게 된다. 북한은 사회주의천의 몰학을 제국주의 세럭의 강화찰으

로 돌렸다. 또한사회주의 제도의 운영경험의 부족과 사상적인 준비의 미흡을

지적하터 지도부는 동구핀의 전철을 할지않기위해자유화 바람이 북한으로 들

어오지 곳하도록 경게하를시 ,주t들해게 철저한 사상뚜장을 당부했다 .

이시기북한의 대남정 책은공세적 혁면전략의 일핀이 아니라 수세적 체

체생존 친략의 일환으로 추진피었다. 중국과 소련이 한국과 직접대화하게 되던

서외교적 선택의 폭이를아진 북한은 힌국과의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였다. 북한

은국제적 고림과 경체침체의 심화로 국력이 적진딴한에 흡수당할치도 모른다

는공포감을 갖게되었다. 겪일성의 노령화도 북한당국해게는 커다란 를간요인

으 로 작응하였다. 북한은 독일식의 일방적 흡수통일은 옳지않다는 입장을피력

하치.나름대로 l9料년 1l월에 '포괄적 평화방안. i-, 19(X)핀 5될에 '통일 실현을

위한5대과업' 을,l料l년 l월에 느슨한 연방제를 발료했다 .

여러동구권 국가들과의 수교라는 한국외교의 공세앞에시 북한도한나

름대로 역공세를 필치기위해많은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은 미국과 적대간게를

해소하리고 애됐고. 및본과는 수교를 틀해 식민지지배 배상금과 경711원조를 얻

어서붕괴된 경제를 부활시키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신장된 국력을 바탕

으로소핀, 중국과 수교하는 성과를 이룩한 데비하여 북한의 노럭은 상대방의

소극적 때도와 핵문제가 결합되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찰하게 된다.

노태우 정부의 대공산권 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해미국은 상대적으로 우

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 .7선언' 은미국과 사전협의 없이한

... 탈냉전기(1988~1992) l6l



국정부에 의해독자적으초 입안되었으며, 주한미대사에게는 발표이를 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피고 있다. 인동원 외무차관으로부터 선언을 전해받은릴리

대사는 이선언이 이국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것이라고 예언했다
.

i99o년 6될워싱턴에서 이.초 정상회담이 열린데이어샌프란시스코에

서한.소정상회담이 성사된 것과 l99l년 5월의 남북한 L[N 동시가입에 미국이

지지를 표한 것등은한국의 북방정책의 성공을 위해미국이 조력자 역할을 한

사례들이다. 미국은 직접북.미관계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많았지만 노

대통령의 남북한 간의직접접촉 방a을 지치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

i62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s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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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과

남북대화활성화

i. 7.7선언)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린 발표

정부는 l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

인'을발표하였다. 7.7선언은 자주 .평화.민주 .복지의 통일이념과 원칙에입

각하여 남북상호 교류와 자유왕래, 이산가족의 시신 교환과 상호방문, 남북한

교역문호매방, 남북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및 우방국의 북한교역 불반대
.

국제사회 에서의 남북한 협조, 북방외교의 추진및북한과 우방과의 관계개선 협

조의6개항을 포함하였다. 7.7선언의 기본취지는 남북이 서로를 경쟁이나 대결

의 상대로 보지 않고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협조하며, 분단의 원인이었던 냉

전체제의 극복을 위해남한은 중국과 소련및사회주의 국가와 관계개선을 추진

하고북한이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여 국제사회에서 고릴되지 않도록 협조

한다는 것이다
.

우리정부는 l9料년부터 l992년까지 7.7선언을 통한 남북한 교류를 됫

받침하기 위해국내의 법과 제도 절비에 나섰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측과 상

.I. .탈냉전기(1988-1992) 163



호교류 촉진을 위한 기본적인 제s의 를을 마련하고자 협상을 시도하었다
.

l989년 정부 내에통일원 장관을 위윈장으로 하고유관부처 차관급 l4인이내

의위원으로 구성되는 방북E류협력추진협의회가 설치되었으며, 같은해2월에

는 남북교류에 관한 기본3 사항을 #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특별템' 이국

회에상정되었다. 이법안은 l料o년 s월 '남북교류협 력에관한템률' 로공포적

어우치국민, 기업, 단체등의 대북겋촉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작응하고 있

다.로한 남북교류협력을 지천하고 촉진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도 같은 날

동시에 공포정으로써 남북한 간교류협 럭에탄력이 붙게되었다. 한편, 우리정

부는 i9인핀 2될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교

류.헙럭에관한합의서' 가발효점에 따라각분야별 부속합의서 채택에 노럭하

였다. 같은해9월타결된 차해.불가침 및교류협 력등존야델 부속합의서는 남

북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친분아의 파제를 망라할 정도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부는 교류협 력의 활성화와 함께남북틀합을 위한 정치적노력도 템행

하였다. l988년 2월 E 일 )태우 誇틀령은 취일사에서 '한간도의 평화와 민족

의 재결합을 위힌길이보인다천 세제어느곳이를 재의치 않고 방문해 어느누

구와도 진지하게 대화할 출의가 있

음"을 밝힌 데 이어, l988년 8월 l 5

일광복절 경축사와 lo월 4일국정연
4 t V U- U 'U W t !l .rU J 설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

A <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은

l간消년 9월 ll일 발표된 '한민족공

e . @ e 등체 통일방안' 에서 구체화되고 체

e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시행(i989년 6월 i2인
게화피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공포(i99o년 8월 i일)

燎남북협력기글법 공포(199o년 8월 1일) 은 자주 .평화 .민주의 3윈칙 아래

i64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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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공동체통일 빙인

부惡 딩시 이言구 국토

통일딘 징관이 국회의장

실에서 4딩 대표에게 취

지a 설명하고 t의하및

다. 왼를부터 김재광 국

피부의징. 김영삼 민주

당 총재. 윤길중 민정딩

대표. 김재순 국회의장 .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

종필 공화당 층재. 이壽

구 징관 (1989년 9월)

-U- t . -I '1U-*

단계적이고 절친적인 통일방간을 게시하고 있빠. 우인(l) 남북대화의 추진으로

신치를 회복해 나가는 가운베 남북징상회담을 통해 t즉공등례힌강을 채백한

다.(公이와같이남북 긴에화해와 힙럭이 이루어지 a 다를단게인 남북련힙

(Korenn Commonwealth)단계르 들어간다. 한민족공동체 틀일방안의 9 심단

계인만북연합단계는란천한통일로 가기 긴의과도기로시 이단게에서는 인족

공동체린장애서 합의되는 데따라 최고의 릴기구인 남북정상회의와 방북 정부치

표가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각초회의 및남북동수의 극회의원으로 구성되

는방북평의회를 들빠. 이밖해도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의 입부를 지윈하

고 릴무적 틀제를 치리할 공동사부처를 둔다. (3) 끝으로 남북편의회에씨 마련

한통9릴템의 초안이 인주적인 절차를 거치서 확정.공료피띤, 통일헌델이 정

히근 마에따라 총선거를 결시하여 등일국회와 통일경부를 구성하고 통일극가

를찰싱한다. 통일국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과 주인을 대표하근 하원으로 구

성친다 들이그것이다
.

한인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를징은 여리분야에/,.1의 교류와 헙럭을 틀하

여찰한과북한이 하나의 민족공통체일을확인하고 정치적 툴합의 여친이 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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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단일민족국가를 이룰수있다는 것으로 민족통일을 통해서 국가통일까지

실현한다는 것이다
.

한민족공동체 통일딴안의 제안을 통해 정부는 통일환경의 변화를 반영

한통일의 기본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림방안' 과분템한 차별성을 보였다. l98o년 lo월 lo일 제시된 북한의 고려민

주연방공화국창림방안은 (l) 남북등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해외동포 대표로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인방회의' 를구성한다 (2) 최고빈족연방회의

의상설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를 료직하여 정치와 외교, 군사분야까지 관장한

다 (3) 각 지역의다른사성꼭 제도가 인정뢰는 남과북에서는 연방정부의 지도

하에지역정부가 독자적 정책을추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l99l년 북

한은김일성의 신년사를 통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릴방안에 대한인족적 합

의를보다쉽게이루기 위차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적자치정부에

더많은권힌을 부여하치 할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터욱더 높여나가는 방향

에서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신'하여야 할것이라고 했지만 고려민주연방

공화국창림방안의 기본틀른 계속유지되고 있다
.

북한은 연방국가의 점차적 간성을 주장하면서도 국가통일을 통한민족

통일을 주장하는 데반해시 한민족찰동체 통일방안은 민족통합을 통한국가통

일을가정하고 있다. 북한의 연방제는 통일국가의 형태로 'l민족 l국가 2제도 U

정부' 를상정하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l민족 l국가 l체제 l정부' 를목

표로한다. 통일국가의 실힐절차에서 북한은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정치협상을

주장하는 데반해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헌범에 의한남북한 총선거

를주장한다
.

i66 하늘길 띵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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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남북고위급회담과 남북기를할의서 채택

발템전과한국정부의 북방정 책그리고 7 .7선언 등에힘입어 남북대화에

서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 l9料년 이후 여됐 차례에 걸쳐남북고위급회담이 개

최되고 t 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교류협 럭에관한합의A.1小하 장북기본합

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州하한반도비핵화 공동인인' 이발표

되었다.

남북고위급회담은 l988변 .l2될 린일우리측 강영훈 총러가 북한의 연형

묵 정뚜원 총리에게 보낸서한을 통해 제의하였고, 이에대해 l()89년 l월 l()일

연형묵 총리가 '남북고위정치 .군사회담' 대최를 수정.제의하인서, 이를 위

한 예비회담 재최를 수락함에 따라 싱림되었다. 남북은 l9料년 2월 8일부터

l99o년 7월 26일까지 여識 차례에 걸친예비회담을통해 '남북간의 정치 .군

사적대결상테를 해소하고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시하는 문제' 를 의제로 하

는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후 料判년 9월 4일부터 찰방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글회담

..". . =-

讓朧飜經讚飜讓購議議r

a t a ,.

言j

i99o년 9를 5일 제i차 남북고위급회딤9 인해 틀한에 온 북힌 연형묵 199o년 1o월 18일 제2차 沿북고위급a딤에 찰기한 깅영a 국무총리

총리 일행이 컴차대를 방문해 노태우 대통령과 기념를영s 하고 및다. 등 우리s 대표단은 김일및 주석과의 면딤을 마4 $ 주식궁 중잉t에

서 김일G 주l 및 북측 대표단과 기념를영s 하호 및다
.

... 탈냉전기(1988-1992) l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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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주요내웅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 .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원직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한다. 또한 무력에 의한

침릭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

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을 도모한다. 찰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

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를 느i.l4 리를릴이 남를기는할의서 및 란만도미핵차 공류인인

과 같이 합의하었다 .

때 피/ 하는 ff,.'W1닌 2원 7일)

제2장 남북를가철 .

.상대방에 대해 무력 불사용과 무력침략 릿기

.의견대필과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

. 제1장 남북화천 . .불가침의 경계선과 구역의 명시

.남북군사분과위원회 구성
.상대방 체제의 인정 .존중

.찰방 군사딩국자 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운영
.상대방 내부문제 불간섭

.상대방 비방과 중상 중지
.제3장 남북 교류 .철력

.싱대방 파괴와 전복행위 금지

.현 정전싱태를 공고한 평화싱태로 전환 .자원공동計빌, 물자교류, 힙직투자 등 경제교류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과 경쟁 중지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출판 .토도등

.핀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운영 다양한 교류 .협력

.남북정치분과위원회 구성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실현

.이산가족 서신거래, 상봉, 재결할 실현

.철도와 도로의 연결 및 해로와 힝로 개설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연결

.국제무대에서 경제 .문화 등 상츠힘력

.틀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구성

틸냉전기(1988~1992) l6간



이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진행되었다. 제l차 남북고위급회담(i9a년 9월 4 ~ 7

일,시울)부터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i99i년 iOIl 22-25일 .평料에 이르기까지 남

북은공동합의문 내웅에 대한협의를 게속하여 마침내 제5차 고위급회담(i99i년

l2II 10-15인에서 합의문을 타결지을 수있었다. 제5차 고위글회담에서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타결하고 이를 채택해 서명하였다.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lf2년 2월is~2 일,정양)데서 남북기본합의서 및한반도비핵화 공동인언을 발

효시키고,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합의서' 를서명해

발효시린다. 아울러 남북양측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와 남북군사분과위원회
.

남북고류 .힘럭분과위원회 위원장 및위원들의 명단을 l992년 3월6일상대측

에통보하기로 하고각분과위원회 재최장소와 날짜에도 합의하였다
.

남북기본합의서는 씨문과 함께제l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침 ,제3

장남북교류 .협력, 제4장 수정및할효등총4장2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

러합의서는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 개

선과평화통일을 향찬 '기본 틀'을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이합의서는 남

과북이통일을 목표인 동시에 과정이라는 데인식을 같이하고 통일국가를 건설

할때까지는 우선남북한이 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면서 점진적 .단계적

으로민족사회의 통합을추진해 나가자는 합의이다
.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은 l98o년대 중반이후점증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에 대한우리측의 해결노력의 일환이라고 할수있다. 이에앞서노태

우대통령은 l99l년 l2월 l8일 "이시각우리나라 어터에도 단하나의 핵무기

도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핵부재 선언' 을발표함으로인, 북한이 남한내주한

미군의 핵무기를 이유로 더이상핵안전조치협정의 서명과 국제사찰을 회피하

지않고핵을포기하도록 유도하였다
.

제7차 남북고위구회담(1992피 5월5~8일 .서울)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

회구성.운영에 관한합의서' ,'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구겅.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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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합의시' 를채택해 발효시키고 .

綠.l5 해방47주년에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과 에술단을 교환하기로 힙의하였

다.제8차 남북고위급회담(1992인 ()1I 1S-18일 .평양)에서는 '남북화해공동위윈

회구성.운영에 관한합의서' 및3개분야별부속합의서인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부속합의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부속합의서' ,'남

북교류 .협력의이행과 준수를 위한부속합의서' 를해택해 발효시했다 .

그러나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후남한이 화랑훈련, 한미연합독수리훈

련을실시하고, '93템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 재개를 발표하자 북한은 l992년

i2월 2i일에서 24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합의한 제9차 회담을 거부함으로써

남북고위급회담은 결국중단되었다 .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과 북은한반도를 비핵화항으로씨 책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차

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다를과 같이 선언한다
.

.U -.t-

1. 남과북은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아니한다于

2.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

3.남과북은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

4 .남과북은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발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

5 .남과북은이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1개월 안에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간

6 . o .공동선언은 남과북이각기발호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그문본을 교친한 날부터 호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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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남북대화

l98s년 7월l3및 대힌적십자사는 총재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제2

차이산가족 고향방문만 피활사업을 제의하였다. 이에대해l9s9년 5월3l일

북한은 제2차 고향방문 및에술공면단 교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갖자고 제의해봤다. 이에남한이 호응하여 제lo차 본회담 이

후4년만에남북적십자간에접촉이 재개되었다. i989년 9월27일부터 i99o년

l월8일까지 여덟차례의 남북적임자 실무대표접촉이 관문점 중림국감독위원

회회의릴에서 재최되었다. 제l차부터 제6차 접촉에 이르는 과정에서 양측은

방문간 교한별자와 규또, 상군지,-IV실황중계 틀제등에는 합의를 이주었으나

예술공면물 내웅과 공면홋.수 및시간. 방문단 대상자 선정등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었다. 북한이 <꽃파는처녀>를 공연해야 한다는 주장을 게속한데 대해남

한은방문단 교환의 취지에 할치않는다며 철회를촉구함으로써,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회담은중단되고 말칸다
.

이후7117차 방북고리급회담(mi년 i2UI 10-13일)에서 i9()2년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노부모 방문단 및예술단을서로교환하기로합의함에 따라실

무문제를 협의하기 위한실무대표점촉이 l992편 6월5일부터 8월7일마치 여

諾차리판문점 중림국감독위될회 회의실에시 매최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세

가지인제조린인 이t.l로의 송찰를제와 력소동 중지문제, 군사훈런 분제의 해결

없이는 실질토의에 들어갈 수없다고 주장하고, 남한이 실무이외의 문제는 거

른하지 말라고 및시떤서 이산가족 7부모 방룬란 및예슬단 교핀을 위한여됐

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중단되고 말았다
.

체육분야애서는 제ll회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해 참가하

기위한남북체육회담과 국7.l1경기대최 간일범 참가및남북체육교류을 위한남

북체육회담이 개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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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른 i()料년 3월9일부터 1990인 ~1

월7일까치 아홉차때의 남북체육회당 본회담과

여섯차례의 설부대표천측을 개최하여 (l) 호칭

은 로리아(우치할), KOREA(영어 ), "j'ml綠(중극머),

(2) 단기는 흰색바찰에 하는색 한반근 지도, (3)

단가는 i撚()년대의 <아리장> 틀을포計하는 l()

개항의 기본사항에 때해할의하였빠. 그러나 양

측은합의사항에 대한이행보장류제와 할의서의 情91편 4뭘 일본 지바하

서 일린 제41회 세계학

작성료한과정에서 의전배편을 보적결국회t른 결f피었친, 간만및 구성른 구선수권대회에 남북틱

구 만일팀으로 참가하는

무산되없바 .

沿북힌 선누5이 환영식

찰에서 인배하7 있다.

를간이후최초의 는북단일템 구심이 성사핀 린른제il회 씨게f구선수

긴대회(1W1린 $ 2i일..긴#t .일본)와 제()회 세계청는인축구인수=?l때회(1991

린 ()될 j~.i7일, 포르주길였다. 남북른 i料()년 ii핀피일부터 l()린인 2월l2일

까지네차례에 결쳐국제겅기대회 간일팀 찰가및찰북체육피류 글재는 첨의

하기위한체육회간을 개최하였고, 남북단발템 구성파 i가애 관해다를차 간은

합의시즐도를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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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합의에 따라분단이추처음으로 남북단일템을 구성하여 제4l

회세계탁구선수권대회(l99l년 J@ 24일 ~5월 6일,일본)와 제(;회 세계청소년축

구선수권대회(l料l인 ()월 5~l7일,포르투갈)에 참가하였다. 그결과세계탁구설

수권대회에서는 남북단일릴이단체전에서 우승하였고;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

대회에시는 남북단일팀 '코리아' 가8강까지 진출하는 전적을 올렸다
.

이후남북한은 l992년 바르셀로나 올림칙경기 등주요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남북단일템의 구성및참가문제와 통일축구대회 등남북체육교

류와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해J.l15차 남북체육회담을 8월i7일에 갖기로 합

의하였다. 그러나 8월l2된 북한은 유도선수 이창수의 남한귀순을 이유로 제5

차남북체육회담을 무산시識다
.

이시기에는 비록결실을 보지는 못했으나, 남북국회회담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l985년 9원제2차 남북국희회담 예비접촉 이후2년ii재월 만에남북

국회회담을 위한준비접촉이 성사피어 l988년 8월l9일부터 i99o년 i월E 일

까지열차례에 걸쳐판문정에서 개최되었다
.

준비접촉에서 북한은 남북국회회담의 형식을 정당과 사회만체의 대표와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로 하고
.

의제는 (l) 불가침에 관한공동설언 발표

문제, (2) 제24회 올림칙경기대회 문제
.

(3) 기타긴장완화와 평화보장 문제와 관

련하여 남한이 제기하는 문제로 하자고

제의하면서 북한이 작성한 남북국회연석
ft: 刷

회의소집및운영과 관련합의서 초안을

제시, 이를문항별로 토의할 것을주장하

였다. 그러나 남한은 남북국회회담의 형
1988년 8월19일 남북국회회담을 위한준비접촉을 마치고 돌아오는 무리측
대표단을 군사분계선에서 븍측이 악수로 전송하고 및다

. 식은대표회담으로 하고, 의제는 (l) 북한

I7 4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선수들의 제24회 올림척 참가문제, (2) 남북간의인적.물적교류와 협럭을촉진

하는문제, (3) 남북당국 간의불가침협정 체결을 권고하는 문제, (4) 남북적십자

회담과 남북경제회담 재개를촉구하는 문제,(5)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권고하

는문제등으로 하자고 제의하면서 본회담의 형식과 의제, 대표단 구성, 본회담

일자및장소, 실무절차문제 등을중심으로토의할 것을주장하였다 .

남북양측은 국회회담을 개회모임과 의제토의를 위한본회담, 폐회모임

순으로나누어 진행하고, 개회와 페회모임은 남북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고본

회담의 대표수를 양측에서 각각料명색으로 한다는 데는합의하였으나 그밖의

남북의 견해차이는 상당했다. 먼저남한은 모든현안문제는쌍무적 회담형식으

로합의점을 도출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은 대표회의는 회의참석

자가각자료결권을 갖고다수결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불가침선

언문제에 대해서도 남한은 남북당국 간에채택할 불가침선언의 기본방향에 대

한남북정치인들의 의지를 공동으로 결의하고 조속히 채택하도록 권고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북한은 불가침선언 내용에 외국군철수문제등기본적

요소가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은견해차이로 인해별

다른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

마지막 접촉이 된제io차 준비접촉(i99o린 l월E일)에서 북한은 긴급의

제로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 남북당국.정당수뇌협상회의 재최,휴전선 콘

크리트장력 철거등을토의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남힌이 이를받아들이지않아

접촉은 성과없이끝나고 말았다. 이후북한이 l99o년 2월8일팀스퍼리트훈련

기간동안진행중에 있는모든남북대화를 연기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남북국회

회담준비접촉은 또다시 중단되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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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5 - J _력의 개화

이시기정부는 국?..l적 냉전결시의 해체라는 대변화 속애시 발빠르게 북

방정책을추진하고, 대북경책에시도 일대전환을시도한다. 정부는 7.7설언을

통해남북공존과 교류협력의 정신을 천명하였으며, 이를됫받침하기 위해법

적 .제도적 정비를 템행하였다. 7.7선언의 정신에 따라한민족공동체 통일방

안을제안하였으적,그이후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헙력기금범을 제정하였고
.

남북간에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A1가 도출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조치는 인

주화의 열기와국인들의 참어속에서 이주어진 것이며,이는비정부차원에서 통

일노릭이 개화하는 계기를 치련해주었다
.

더블어 정당과 시인간치1의 통일노력이 활성화되고, 학생통일운동트 확

산되기 시작하였다. 경제. 시q, 문차계에서도북한과의 접촉과 고류를모색하

기시작하였바. 인론역시틀일에 핀련한 보도를 확대하였고. 남북언른의 교류

가물피를 됐다. 이/,1기는 남북간게에서 과거와는 차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힌 설로비정부차원의 틀일노력이 해화한 시기라고 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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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당과 시민단체의 통일노력 활성화

(1) 컴34.. 촌및절책 하沙하

야당도 과거와 달리통일문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게 적었으며, 통

일에관한구체적 로드템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l9料년 5당합당이전에 천화

민주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이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

평화민주당의 통일정책인 '공화국연방제' 는및대중 총재가 대통령 후보

이던l97l년 대통령선거 이후부터 주장해오띤 7단게통일른과 련계설상에 있었

다.l料c)년대로 접어들띤서 김대중 총재의 통일론은 통일의 제도적 접근방범을

체계적으로 담게되었다. 이시기의 공화국면방제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

화통일을 위한3대행동강령의 실현에 기초하고 있다. 다만 .공화국연방제' 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완전통일로 가는길에과도기적 간게로의

인방제가 필요하다는 세로운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

이와 같은 料料년대 평화7주당의 공화국인방제는 l()9l편에 공화국면

합계로 발전하였다. 과거공화극면방때의 천화중존. 천화교류. 천화통일의 7단

게를 공화국인합제에서는 3원칙으로 전환하고 통일방안으로는 새로운 3단계

를 제시했다. 공화국인합제의 계l단계는 l연힙 2독림정부의 단게로시 남북이

독림천국가로서 외교, 국방. 내정의모든권한을 그대로 유지한 해체한적 인핀

한을갖는남북연합기구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이연합기구는 남북동수의 대

표들로 구성되터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원칙하에 비정치적 분제뿐

아니라 군사적 ,정치적 문제도 다룬다는 것이다. 또한남북한은 통일의 상징적

조치로서 세로형성된 연합의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한다. 이단게는 를화국연

방제의 제3단게에 해당하나, 연방이라는 념칭때신에 통일방안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전달할 수있는면합이라는 템칭을 사응하였다. 제2단게는 l면방 2지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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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정부의 단계로서 제i7E1를 통때서 상호신뢰와 교류.협력그리고 동질성

이증대되면 외교.군사의 전면적 핀한을 행사하는 연방정부를 구성한다. 그리

고5단계인 완전통일단계는 우리의 다음세대가 협의와 조정을 통해이루어 나

가야할선택대안으로서 기능성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다
.

보다구체적으로 보면, 공화국연합제는 첫단계로서 국가연합의 형태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바,즉독림주권국가로서 남과북이연합하는 ]단계 과

정이틀일의 선행단계로 차리잡고 있다. 나아가 공화국연합제 남북연합 이후

충분한 기간이 지나북한에시 시장경 제와민주주의가 어느정도성숙되면 연방

제로의 진입이 가능하리라는 논리를 재진하였는 바,이는분단상황에서 곧바

로연방이 가능하다고 보는북한의 련방제와 뚜렷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

통일민주당의 통일정책은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에 입각한 5단계 통

일방안이었다. 제l단계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단계로서 인적및

를적고류차 함께군치헙상을 추진하여 군비경쟁을 종식하고 평회를 정을체결

한후?이해대한주변 #간대국의 확고한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제2단계는

정치분야의 협력을강화하을 구치적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비동맹 및

유엔외교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남북한의 연합기구를 구성한다. 이단계는 국

가연합 단계라고 할수있는데 하나의 중앙정부를 구성하지 않고남북이 각각

주권은 보유한 채한민족c합체라는 과도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는남

북의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남북한 동수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한민

족위원회를 두어남북간의교류와 군사, 정치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

다.이단계에서 남과북이 진정한화해를 이루고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던 민족간의이질성을 어느정도극복할 수있다는 것이다
.

통일민주당의 통일할안은 단게적인 방안이긴 하지만 기능주의적 방식

과는다소차이가 있었다. 기능주의 통합방식은 신뢰회복과 교류.협력의 단계

를거친후.경치적인 문제를 다주는 방안인 반면, 통일민주당의 방안은 신뢰회

i78 하늘길 땅길바닷길 열어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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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과 인적.물적교류의 활성화 문제와 군비통치 회담등을 한꺼번에 다루는

다소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방안이었다. 그리고 통일민주당은 민주화와 통일

문제는 될리하여 추진해야 할문제가 아니라 동시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고주장하였다
.

마지막으로 신민주공화당의 통일정책은 다른 정당과는 달리매우보수

적인성격을 지딘다. 신민주공화당이 제시한 통일방안의 기조는 정치나 안보문

제와같은어려운 이슈들은 일단피하고 보다위운비정치적 방법을 통해접근

한다는 기능주의적 방안이었다. 신민주공화당은 민주화 추세에 맞추어서 과거

와같이정부당국의 배타적 주도가 아닌기방절 통일논의를 통해서 폭인은 국

민적합의를 바탕으로 한통일정책이 수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북협상에서는 정부가 독정적인 창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강조했다 .

또한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많았다고 보고주한미

군철수나 평화협정체결 등의문제에 대해서 매우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각

분야의 교류협 력이일정수준에 이르러 남북간의장벽이 거의느껴지지 많을정

도 로 남북이 동질화되어야 비로시 남북한의 정치협상이 가능하다고보았다. 신

민주공화당은 남북한의 평화정책 ,남북간의대화및교류확대, 남북상호협럭체

제의구축, 민족동질심 회복, 남북통일의 5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는구체적인 통일방안이라기보다는 현상유지적 공존정책의 의치를 지딘다 .

(2 ) 재야 .시민단체의 통일운동 분출

한국현대사에서 주목할 만한전환점으로 거른되는 6월민주화투쟁과 6 .

29선언 이후각계각층에서는 정치적 각성이 높아지고 대중운동이 활성화되었

다.더불어서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이는종래통일논의의 수준을 넘

어보다조직적인 대중운동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

먼저l988년 2월9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총회에서민족의 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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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5원칙 ,즉자주. 천화. 빈족대란결, 인도주의와 통일논의의 관주화를 내세

우면시 ,남북정부에게 분단극복을 위해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빈족대단결

을 실현하며 평화증진과 인즉차주성 설현을요구하였다. 이치 19s5년에 '민주

통일인중운근연힙' 과 '빈주틀일국민회의' 를 통합하여 생긴 7 주 .통일민중

운동연합(민통刻' 도진보적 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어4월 l6일 전국

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체를때회와 국토순례대행 진을 위한남북학생회담을 추

진하를서 .통일운동은 때차력한 추진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재

아단체 및학생들의 통일노력은 정부의 통일정책과 상충되는 요소가 출았다. 당

국의처지로 회할자체는 부산최었x 딴,종교계나 문화에출계 ,재야운동단체들

은찰북학생최담 개최와 로구중진은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

재야만체는 노데우 정부의 7.7선언에 반발하였는데 이선언이 핵심문

제인정치.근사적인 현안을 외면를 채종래의 교차승인과 유엔동시가입안에

따른투개의한국정 책을확인하는 릴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공동올림천 성사

를위찬투쟁을 전재하변서 ,인통련 들ll매단체가 주축이 되어7월2()일 '조국

의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민주단체협의회(조통협 )'를 결성하였다. 이후통일

운동은 각게라출의 자주적 로류운틀으로 발전하였고, 이과정에시 종교계의 고

류나출이상 합동음악축전.남북작가회담 등이제안되었다. 또한여러단체들은

'북한4로알기를동' 을통해북한에 대한이해를 높이고, 이를통해분단과 릴전

논리를 극복하려 하있다
.

이어문익환 쪽사가 ly88면 4월연세대학교해시 개최된 '통일국민대토

론회' 에서 '3단계 연방제 통일방안' 을발표하였다. 또한그는i989년 3월전격

적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을 만나 '4.2공동성명' 을발표하였다. 북

한의조국평화통일위될회 허할 위찰장과의 찰동넘의르 발표된 이 성법은 (l)

"7.i공동성인에시 확인된 7대원칙 에기초하여 툴일문제에 접근'하고, (2) "두

개의초설정책을 반때하로. .하나으.. 인족그치고 통일길 나라를 지향. 하고, (3)

i8o 차늘길 땅길 바딧길 열어 s일로

ㄴ T - y .w # M . 1 T %



정치군사회담을 통해 "북

남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

결상해를 해소" 하고, "이

산가족 문제와 다방면애

걸친교류와 접촉을 실현
.

하도록 노력하고, (4) "일

방이 타방을 압도하기나

타방에게 압도당하지 많

을 글를의 천3에시 인방
문익환 목사가 북한을 방문. 김일성주석을 만나기념촬명을 하고 있다.(博89년 3뭘 28割 오른목 사진

제방식으로 통일하는 것
' '

은 방북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후 자택에서의 모습
.

이우리N족이 할 수 있는

가징합리적민방도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익친 복사의 시도는 이후황석영과 임수경 ,틀차현 신부의 방북으로 이

어졌고, 이는통일운동에 대한금기를 깨고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l989년 l월정부의 허가를 받아방북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과는 달리, 방북의 범위와 수준을 놓고보수와 진보진영간에치열한 공방

을낳기도 하였다. 결국정부는 유사사태의 발생에 대처하고, 방북의 합당한 기

준마련을 위해남북접촉및교류를 허가제로 바꾸는 '남북교류협력지침' 을마

련하여 발표하였다
.

l98o년대 말의대중적인 통일운동에 힘입어, l9料년 8월 l일각계인사

l,oM명은 '한반도 평화틀일을 위한세계대회와 범민족대회에 대한발기취지

분'을할료하였다. 이어(l될 L 일 t주통일:i..중운등인할(i,fl통인 를 2i개단체

가템4족대희의 개최를 촉구하없초, 이에북한의 '조국통일천화위원회' 가호

응하여 예비접촉을 제안하였다. l989년 l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性민刻은

결성대회를 통해남한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 '범민족대회를 위한예비실무회담

... 탈냉전기(1988~1992) l8l



제안서' 를발표하였다. 그러나 범민족대회는 정부의 통일정책과 실정템에 위반

되었기 때문에 당국은 대회를 허웅할 수없었다. 정부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

고8월3일고려대에서는 66개 정할과 사회단체의 참석아래범릴족대회 남측

추진본부가 결성되었다. y원 l5일 추진본부는 대회개최장소인 판문점에 대표

단을파견하였으나 경찰에 의해저치당하고 만다
.

그외에도 l99o년 6월에 '한반도 통일을 위한평화통일 군축협의회' ,

l99l년 3월에 한핵평화운동면합 ,l99l년 ll월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띤국인料' 이발족되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철페와 군축및평화협정 체결, 한

반도비핵지대화, 외세간섭 배J11, 자주적 민족통일 등을내세우며 집회및시위를

조직하였다. 특히후자는 통일단체라기보다는 이시기의 대표적인 민중운동진영

의연합전선반체였지만 통일에 관련한 활동의 비중이 높았다. l99l년 l2월에 남

북기본합의시가 체결되자, 통일운동단체들은 열렬히 환영하고 이의성실한 이행

촉구와 국가보안범 폐지에 전력을 집중하였다
.

여성들은 남북교류와 접촉이 차단되고 있는현실속에서 분단이후 민간

단체로는 처음으로 판문점을 통해를한을 방문하고, 교류할 수 있는소중한 기

회를가졌다. 일본여성평화운동의 중재로다섯 차례에 걸쳐열린 '아시아의 평

화와여성의 역할' 토론회가 l992년. 9월l일평양에서 개최되었고, 나머지는 도

쿄와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는교류와 접촉이 단절되어 있던당시로서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
.

2 .학생 통일운동의 대를화

l987년의 민주화운동의 성공은 우리사회에 많은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l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대선제배의 결과를 놓고 갈등하던 학생들은 각

학교의 총학생회장 선거를 통해앞으로의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던 중점차새로

i82 하늘길 띵길 바닷길 열어 틀일로



운움직임을구체화시키 기시작하였다. 이중대중적 인통일운동의 신호탄이 된

것은l988년 3월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의충격적인 주장이었다. 당시서

울대총학생회장 후보로 나설김중기 .유재식 후보는 유세도중 '김일성종합대

학학생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을발표함으로씨 학원가는 물른사회적으로도

커다란파장을 일으誰다. 이들은 서한에서 '민족화해를 위한남북한 청년학생

국토종단 순례대행진' 과 '민족대단결을 위한남북한 청년학생 체육대회' 를제

안했고, 이를위한실무회담의 6월lo일 개최등을제안하였다 .

이에북한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가 4월4일 할.li3남북학생회랄 제

의 동의서를 편지로 보내오면서 학생회담은 전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로 제기

되었다. 남북학생회담 제안과 이에따른학원및사회적인 파장이 커지면서, 각

총학생회는 산하에 를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특별위원회' 를설치하고

통일을 총학생회의 주요사업으로 위치시린다. 이러한 학생들의 노력은 비록정

부와의 마찰과 갈등속에서 진행되었지만, 통일문제를 점차대중적인 관심사로 만

들어나가고 사회의 가장중요한 쟁점으로 만드는 데기여하였다. 이후부린 학생

윤동의 주된내용에는사회의 간편한 민주화와 더불어 통일이 자리하게 되었다 .

情88년 6월 9일 연세대

운를장에서 얼린 6.1o

l98y년 남북학생회밤을 둘러반 논의는 정치핀과 학생그리고 재야운동 찰북필 년 4 및 회 담 및사

를 위한 백만학도 총궐

진영에 심각한 논쟁을 불러찰다. 정치권 기대회. 모습
.

은남북학생회담으로 대표되는 통일문제 誘rQ<를.U'"?Sf
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학생운동은

정부의 7.7선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쳤다. 국회 역시 '국회통일정책특별위원

회'州윈장 박관용)를 열고8월4일남북학

생회담에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불교와 기독교 등의종교단

체나 민통련 등의 재야 단체들도 남북학

lll .탈냉전기(1988-1992) 183



생회담을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이나 지피활동을 벌여나갔고 전국의 대학원생

연합회도 입장을 발표하여((@ 8인, 통일논의의 공개화, 악법철제 .청인학생회

담의보장등을요구하였다
.

남북학생회할이 예정된 6월 ic)일 전날, 전국에서 상경한 i딴여 명의학

생들이 연세대에 집결하면씨 정부와 학생은 물리적으로 출돌하게 되었고, 결국

6.lo학생회담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6-10회담이 실대하자 학생들은 다시8월

l5일에 남북학생회담을 개최할 것을제안하였고, 마찬가피로 정부당국과의 마

찰이이어졌다
.

6.10확생회담이 무산된 이추. 8.l5학생회담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당
.

사회단체 등은각자의 입장을 발표s.a고, 그에따른대책을 마련해나갔바. 정부

가학생들간의 회람에 반대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동안, 당시제l,2야당인 평화

민주당과 통일민주당은 8월H일남둑학생회담 추진에 적극협조하기로 하고, 정

부에는북학생치담을 주선차를 것을촉구하고 나있다
.

결국 8.ls남북학생회할은 당국의 저지로 실패로 끝났지만, 두 인에걸

친남북학생최담을 위한힉생들의 노력른 사회적으로 통일문제를 당변한 논쟁

거리로 부각시렸다. 정부로한이제까피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

로통일정 책을내놓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사회각단체들때게도 통일문제가 가

장큰갱점으로 부각되를서 느동과 4인, 예술, 종교등피의모든사회간체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이빼부터 정부가 독결하고 있린북한

및틀일관련시적이나 출간플 들이 f폭개방피었고, 복한바로알기운동' 이대

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결과대학을 중심으로 많은시점들이 힙법적이

든.불범적이근북한의 출판룰을 다를수있게되었고, 대학에서도 통일관련교

과득이 개설린기도 하었다. l988년 학생들의 통일노력은 신도적인 성격을 데

고있었지만. 다를한편으로는 가장중요하고도 대중적인 사회문제로 제기되었

다.그래고 이는정치와 경J.l1 ,사회,근화, 예술, 체육등의모든분야에시 통일이

i84 히늘길땅길 바닷길 열叫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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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이유로 를장하게 간츠는 효과를 린理 - U U r

가저왔다. 보한학생운동의 방항도 당시

까지의 빈주화애서 t주화와 통일' 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피었다 .

B l l M
l()89년른 한 해 인에 쟁점이 되

었던 남북학생회담을 계기로 틀일분제

가 본적적으로 논의되던 시기없다 .

t 證雌 諒t B 8 . . U U 피
l988년 남북학생회담이 루산핀 후,북

.7를 교수. 힉생 교류추

한의조설학생위원회는 제i3차 /.)1제험린학생축인애 전대할 대표를 공식초청
진협9 a 자문위원회가

1989년 1릴 27일 문교

하면시 ,이를위힌남북학생회딤을 제인하였다( 19S(S\1 12U! 2()"I). 이제딴이 있
부 a좌실에서 첫 모임

s 릴고 정식 출범y다
.

를후,if9년 l될l9일 당시천대협 의장대행을 z고있린정s수(인치대)는 극

토틀일친을 방틀하적 펀잉측편 간린자료의 인:.!l 공배와 장신인발에 따른힘조

를요청하고, 그이튿날 조선확생위원회 및으로 편지를 틀해참가를 수락하였

다.찰시정성수는 북한의 조인학생위일회에 할친을 보내글 것을대한직싫자사

에공식료청하였다. 딩국에시느 이에대미하리 '남북 피수. 확생피류추진힘의

회차문위원회' 를구성하적 칫도입을 가친.다. 그리고 치학를 주고. 변힝윤 교수

등4 게ii를의 인사와 교육계 및학생7☞1 대표i5Ig으로 구성피근 #북확생

교류추핀위원회' 와교수및학술교류를 추진힐 l북교수. 학출교淸추진위원

회'를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인국대학인분기치정회늑 '남북의 대학린

문기자대료간 찰문정 회출을R.l1의하고, (i) 세게청년학생축인 에남북대학친

틀공동기자단을 구성해 취재보도할 것,(기남북대하인블 간에긴를과 정보차

료교환. (3) 대학인문 기차들의 많북상호방문을 통한만상보는등을북한해 제

안하였다. 이치정i9料년은 평양에시 열리는 /E1계 청간학생 측인을 를?.1싸고 확

생과정부및사회7E1들 간의며러가치움직임이 활말하게 전배피었다 .

청부는 평양축전의 참가와 취재를61 결정을 내려고, 방合사와 친문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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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른사의 보도나 참관도 허웅하지 않기

로 방침을 정했으나, 전대협은 평양축전

에반드시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지

를굽히지 않는다
.

결국이러한 공방속에시 전대협은

6월29일 대표 i법t수린을 북한에 파견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l989년 남북한은

물른전세계적인 뉴스가 되었던 임수경의

방북은 이렇게 해서공개되었고, 그가 3 o

일정양공항에 도착하여 기자회견을 함으

로씨정부와 학생들의 갈등과마찰은 정점

으로치닫게 되었다. 정부는 전대협의 '평

양축전 준비위원회' 를이적발체로 규정하

고,그 간부들을 구속하고 수배하는 조치

를내렸다. 전대협 대표로 평양축전에 참

방북한 임수경이 평양 가한임수경은 7월7일 '조국의 차주적 평
도착? 씨가행진을 하고

있다.(위) 아래사진은 화통일에 관한남북청년학생 공동선언문. 을발표하였다
.

1989년 8월 15일 임수

경이 문규현 신부와 함 임수경의 방북은 내외에 많른논란을 가져왔다. 정부의 창구단일화 논리
께 판문점을 통해 귀할

하고 있는 모습
.

를둘러반 논천과 함께학생통일운동에 대한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정치권

에서의 통일논의뿐만 아너라 다른사회단체들에게도 북한과 직접교류를 하겠

다는움직임을 강화/,1誰다. 이러한 움직임은 학술과 체육, 문화, 언른보도 분야

등으로 확산되어 나갔고, 종교단체들 역시마찰가지였다. 임수경의 귀국에 U

음해시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 신부가 방북을 해서그와동행하기

도하였다. 특히임수경과 문규현 신부는 관문점을 통과해 귀환(h월 l5인함으로

써판문점이 다시한번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

i86 하는길 땅길바닷길 열어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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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9o년에 이르러 학생들의 통일노력은 그들만의 것으로 그치치 않았고

여러사회단체들에게 통일운동은 가장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주된주제는 학생들이었으며 실제 범민족대회 추진위원회에서 학생대표가 공

동의장으로 선임되었다. 범민련을 결성한 이후학생들은 그하부조직으로 '조

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 연합 7청학刻' 을 결성했고(l992년 8월 l5인, 이를 위해
19訓년 9월 18일 건국

i99i년 6월전대협 대표로 성용승, 박성희를 북한으로 파견하였다. l99l년 7월 대 학생들과 김일성대

학생들이 판문점 중김위

에는서울지 역대학기자연합서대기인이 料명의 공동기자단을 구성하여 y월 l l
회의설에서 실무접측을

가됐다. 이날 회담에서

일부터 lo일 간방북취재활동 계획을 밝혔고, 전국대학 방송기자연합회(전방기 남북 대힉생은 맥주를

나눠마시는 등 서로 싫

刻도중앙공동기자단 卵명을 구성하여 망북 취재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중서 여 찰아 회의를 진행하

는 등 기존의 딱딱한 분

대기련의 경우통일원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승인을 받고, 8월 l2일에 판문점에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친

다.

서조선학생위원회 대표 3명과 예비회담을 가

진 후,l3일 다시 접촉하기로 했으나 정부의

불히로 결국 취재가 성사되지는 못했다. 당시

의관문점 회담은 남북 대학생들의 첫판문점

회담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

학생들의 통일노력이 치속되는 가운데
.

처음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고 남북의 학생들

이 해외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l料3년 4

월 l6일에서 l7일 미국 버클리대학교의 한국

학위원회 등6개 단체가공동주관한 '제2차코 襲

리아 평화통일 심포지엄' 에남측과 북측의 인

사들과 함께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련

조두현이 참석하였다. 이는 학생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승인을 받고 북한 당국

자들과 만난 최초의 사례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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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料8인 학생들의 대중적인 출일운동의 발화는 북한에 대한새로운 자카

을불러일으켰으며5 지적인 호기심도 증대시켰다. 또한지금까지 정부가 독점하

고있었인 북한및공산권 관련자료에 대한요구가 증대하였다. 그결과북한바

로할기운동이 학원가를 증싫으로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마침l9H8년 학생들

의선도적인 문제J11기 이후. 징부는 북한및공산권 자료의 대즉적인 공매를 결

정하였다
.

이당시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북한의 영화와 소설, 노래등문

o.)1작를과 주체사상 그리피. 작종이를서 등이었다. 또한북한의 혁법과 건설역

사를다를북한 Al적이나 남한에서의 면구룰들도 출판되었다. 북한바로알기운

동른북한의 체제와 역사, 인물, 통일정책 그리고 북한의 성림과정과 성과틀의

광범위한 주711르 이어졌고, 이에따라대학에시도 통일에 관련된 교과복이 매설

되기s 하였다. 또한해외인서 출친전 북한간련서적이나 한국핀쟁 등에대한

면구서들이 소개치이 기존의 상식과 충들하기도 하였다
.

북한바로알기운동은 대학네에북한이나 통일에 관련한 동아리가 생기

거나학회란동등으로 나파나기도 하였다. 정차교과목에시 치을수됐었던 내

웅들을 동아리나 학회에서의 세미나 혹은대중적인 강연회를 통해지식을 충족

하기도 하였라. 당시대학생들의 집회나 축제에시는 북한의 배중가요가 불리지

기도린고. 북한영화도 간흑상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통일인은 북한

관린치국4 정보라죠의 7.1공 창구료서 '북한 및공산권 정보자로센린' 를만들

었으때, 적기에서정기적으_로 북한릴화를 상영하였다. l99o린 3월에는 북한영

화 <참된 심정>을 시청각실에서 공개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최초로 상영한 북

한영화였다. 이후국민들의 북한자료에 대한접촉요구와 한국사회의 성숙도를

감안하여 배월 #지믹 주구요일에 정기걱으로 북한극영화 한천씩을 상잉하인

l9狀년 9월까지 <금강산으로 가지. .<s라지를> 등# 천을상영했고 총2,料4

명이관람하였다
.

i88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 로



3.언론의 통일관련 보도찰대와 남북언른교류 개시

l98s년 이전까치 언론은 북한의 통일방안을 반대하피나 부시하고, 재야

인사및대학생의 통일방안을 비관한 반면, 정부의 통일정책에대해서는 지지하

는역할을 하였다. 인른이 여른형성의주체로서 통일는의를 찰성화하고 그를

통해통일에 관한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못한것이다 .

그러나 노때우 정부가 출템하린서 많은변화가 나타란다. 그변화는 정부

에의한언룬통제의 부분적 완화등절차적 민주화로 시작되었다. 7.7선언과북

방정책를의정세변화는 인른환경도 변화시崙다. 바로인론의 인주화를 촉발시

킨것이다. 그리고 언른인주화는 인곤이 대북보도자세를 반성하는 계기를 제공

했으며,나아가 남북언론교류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

우선언른인들은 과거권위주의 정권시절의 패곡된 언른행태를 민주적

질서로 전환하는 언론민주화운동을 적극전개했다. 언른민주화 운동은 자연스

U W M I U ' - U U i-5|-Uo1i-S;?|siH U e H / | o U U-"j&I하는계기를 제공했다. 언론민주화운동이 남북화해와 대화에 기여하는 통일언

를의씨앗이 된것이다 .

언른민주화 운동을 언론의 통일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데앞장선 단체로

는한국언른노동조합인맹과 한국기자협회를 들수있다. l9h7린 ≥동자 대주쟁

이후인론사에4 기지를 중싫으로 언른민주화의 기치를 내?.노동조합이 인달

아결심피었바. 이언론사노조의 인합체로출범힌 것이바료l988년 ll월2()일

창림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린(언근느인이다. 언른노린은 창림당일 '국인애게

드리는 글'을발표했는데 조국통일을 향해매진할 것을다짐하며 주요찰동의

하나를통일운동으로규정했다. 이후언론노련은 공정보도와 편집권 독립등언

론민주화운동의 차원에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언른의 역할을부각시키

며통일인론 운동을 릴행했다. 이운동은 언른게에 천매한 북한애 치관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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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도의 보도경향을 억제하고 화해와통일을 위해적극적인 보도분위기를형성

하는 데일조했다
.

언른인 단체는 우인남한언론의 릴전적인 대북보도를 미판하고 개선하

는활동을 적극전개했다. 그리고 친론도통일의 한주체라고 인식하면서 북한언

른과직접교류함으로써 씨로이해와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첫

움직임은 언론노련이 l98!)년 l월방북한 언른교류를추진한다는 결의에서 나타

났다. 언른노련은 한국기자협회,한국프로듀시연합회와 협의한 뒤언론노련 산

하에'남북인른교류 특별위윈회' 를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프로듀시연합회

도같은해2월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남북한 방송프로그램의 교환과 언른인

의상호방문을 제의했다. 두달뒤인4월에는 한국기자협회가통일원과 문공부

장관에게 남북기자교류에 협조해를 것을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ll월에는

북한의 조선기자동맹위원장 앞으로 남북기자 교류및남북언론인협의회 구성을

제간하는근천을 꼭성하고 l料()년 (i원 '남북기자교류 즉별위윈회' 를구성했다
.

언른인들이 결성한 단체외에개별적으로 언른사 차원에서도 언른교류

활동이 전개되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대학생이 중심이 된민간차원의

통일논의 확산, 남북고위글회담을 비롯한 남북당국간대화등북한과의 화해

협력분위기가각언른사의 보도에도 영향을 미친것이다. 언론계 전반에 북한

문제를 냉전적 시각으로 보도하는 것에서 탈피해 북한실상을 객관적으로 보도

해야한다는 새로운 흐름도. 형성되었다. 북한전담부서를 두거나 별도의 프 로 그

램을제작해 북한소식을 적극제공차기 시작한 것도그런변화중의하나였다
.

방송사로시는 한국방송공사(KB라가 적극적이었다. Ki料는 i989년 i월

북한문제 연구및프로그램 제작전문부서인 '통일문제연구소' 를보도본부 내

에설치했다. 방송사로서는 첫시도로 IcBs정부가 l988년 9월3일북한및공산

권자료를 공개하자 이를토대로 l989년 3월l4일 <남북의 창>이라는북한실상

을알리는 프로그램의 방출을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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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만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는 i<Bs 외에문화방송(MBC)의 <통

일전망대),기독교방송(CBS)의 <통일로 가는길)이신설되었다. 특히NII3c는

KBs 통일문체연구소와 같은기능을 가진남북협력국을 신설했다 .

린문으로서는 i988년 i2월 i일r서울신출이북한부를 신설한 것을계기

로r조선c릿 ,r중앙c긴 ,r한국c9 ,.@향신문j이 잇따라 북한관련부서를

도입했고, 북한부가 없는곳은전담기자를 두었다. 언른은 주l~2회 북한소식

을담은별도의 지면이나프로그램을 편성해 북한실상을 알리는 데적극나싫다 .

북한에 관한정확한 보도를 위한이런움직임은 북한을 민족적 동질성의

차원에서 이해해보려는 언른의 노력이 낳은결실이라고 할수있다. 언론은 특

히를괴. 대신'북한' 이라는용어를사응하고 김일성에게 주석호칭을사용하

는등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언론이 남북화해와 공존을 위한활동을 전개한 대료적인 경우는 l988년

5월i5일 창간된 tf레신출이다. .7한겨레산출은 남북한을 같은거리에 두

고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은물른북한입장에씨 통일문제에 접근하기도하고, 통

일문제에 관한남한정부의 정책을 비환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기존언른으로서

는볼수있었던 새로운 보도자세였고, 이는남북화해 담론을 사회에 확산하는

데적지않은기여를했다.

언른계 외에정부도 정부대로남북언른교류를 위한노럭을 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l99l년 7월1A와 라터오 방송부터 남북이 상호교류하고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이제안에 따라공보처는 '남북방송교류추진협의회' 를구심하고, 경

기북부에 대북7v송출탑 설치를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한의 언론과 경부의 활발한 교류제의를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

았다. 남북당국 간에대화가 활발해지면서 관계발전에 대한기대감이 높아지

고,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통일언른에 관한공감대가

형심된 것은나름의 성과였다고 할수있다. 이와같은통일언론으로서의 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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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시적인 결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지속적

으로남북교류를 위해나식게 하는동력원이 되었다
.

국가기관 방송으로시 사회교육방송이라는 통일
!? :蘿

간련전문매체를 확보한 KBs는 전담조직을 두고, 북측

파의교류를 적극모색했다. I<Bs는 남북의 방송이 교류

1988년 8월 2o일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제2차 준비접촉 할때를대비해 l99()년 5월 '남북방송정 책인구소위월
이 열린 가운데 회담장 q.o서 쓸측 기자가 북측 기자를
인터류하고 있다

. 회'를편빈운영국 안에설치했다. 소위원회는 7개될에

린친모임글에r개방과 교류의 길..이라는 종합보고서

G 발간하때 인른개방에 배비했다
.

料3s는 이어툴일문제연구소와 남북방송정 책연

구소위원치를 확대매편해 l992년 2월방출총본부장

직속으로 남북방송협력국을 설치했다. 이협력국은 남

199o년 9월 6일 한겨레신문사를 방문한 북측 기자들과
북한이 상호비방을 중지하고, 북한의 'I\. 및라디오 방

신문사 직원들이 악수를 나누며 대화하고 었다
. 출의시청斗 청취제약을중단하터, 북한이 대남비방이

나인신공격을 중지할 것을요구하는 등남북의 방송교

류를위한7.l1인도 냈다. 미술교류전이나 교향악발 교찰
:_ 를(를

친주회 등비정치적인 문화.에슬될야의 교류를 위해

북측의 금강간국제그룹과 남북방송교류 첨력사업을 추

진하기도 했다. MBc도 남북협력 담당을 설치한 데이

어l()料년(>l1는 월간r남북현 력l을 발간했다
.

7 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험력에 관할 힙의서
.

타결로 힌층가까워진 남북기자들. 1991년 12월 13일 북 이적한 언른교류를 위한노력은 인른노련과 기
으 로 돌아가는 북측 기자에게 한 남측 기재왼쪽)가 청첩

장9 건네며 자신의 결9식에 초청하고 및다
.

자t회 ,프로듀시 면합회 등3개언른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린 는동을 하나로 퓨는연대활동으로 발전친다
.

3배간체가 l9')l인 2월공동으로 '남북언른교류추진릴의회' 를구성한 것이다
.

그리고 련른게 일부애시는 남북특차일 교환을 준비해야 한바는 성급한 논의가

I찰2 하s 길 땅길 바닷길 일어 g및로



나오기도 했다. 연합통신은 실제로 l料l년 기자2릴을 천양주재원으로 내정하

는인사발령을 내기도 했다.

인론과 정부의 노력은 일회적이지찬 남북의 방송교류라근 결실을 찰기

도했다. l99o년 평양에서 열련통일축구경기의 녹화중계와 l99l년 세계청소

년축구대회에 남북한이 반일범을 구심해 서울과 평양에서 가진평가친을 중게

방송한 것이다. i99i년 남북고위급회담 때는남북한 방송기자들이 각각Al울과

평양에시 취재한 영상물을 행랑을 이용하여 전달하기도 했다.

인론교류는 l野2년 2월남북인론교류를 g시한 기본합의시가 발효됨으

로써제도적 근거를 확보하는데까지 발전했다. 남한방송사는 평양인민문화궁

전에시 이기본합의시를 발효하는 행시를 중계하기도 했다. 조설중잉 'lv가 잡

은화면을 평양에서 판문릴으로 보내고, 북한의 ljAL 방식에서 남한의 NTSC 방

식으로 송수린 방식을 전환해 남한에 중계했다. 이는남북힙 력에의한방송교류

에서기를적인 면의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화해를 위한언른교류에 소극적으로합의했을 뿐적극

적인의지는보이지 많아합의사항른 실현되지 못했다. 북한이 언론교류에 부정

적인가강큰이유는 북한의 언른성격 때문이라고 할수있다. 북한른 언른을 '주

체사상의 가장중요한 선전선동하 로규정하고 있다. 남한언론과는 근본적으로

그 심격해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핵위기가 발생하인 다시금 갈등

국면이 조성되는등 정세가 악화된 사정도합의사항의 실천을불가능하게 했다.

4 . 기업의 대북접촉과 남북경제교류 시작

남한기업의 대북접촉이 시작친 것은 l9H(1년대 후반의 일이었다囑 l린8()

년대이전까지 남북간의경제교류는 일체단절된 상래였으떠, 이로인해기업

의대북접촉 역시불가능한 일로간주되었다. 글른 l料.4년 힌국전갱 이후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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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북한이 우리측에 수재물자를 제공하였고, 이를계기로 l9N년 ll월부터

l985년 ll월사이에 다섯차례의 당북간경제회담이 재최되는 등i9洲년대 중

반에이미남북한 경제교류의 단초가 형성된 것은사실이었다. 그러나 l98o년

대후반까지 남북한 경제교류의 창구는 정부로 단일화되었고, 기업의 대북접촉

은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다
.

이러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것은l988년 정부가7 .7선언을 발

표하머 경제인을포함한 남북한주민들의 상호방문과교류를 허웅하고, 남북한교

역을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하여 그문호를 재방하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비군사 물자에 대해서는 남한의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것에반대하

지많는다는 새로운 입장을 표병하면서부터 였다. 이선언을 기점으로 남북간에

본격적인 경제교류가 성사편 것은물른우리기업의 대북접촉 역시가능해졌다
.

l98o년대 북한의 열악한 경제상황 역시우적기업의 대북접촉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l97o년대 이미국제금출시장에서 채무이행불능

판정을 받았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l984년 합영법 제정등개방

정책을 추진했으나 델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더욱이 l 9 8 7

년부터 식량사정이 악화적던서 주민들에 대한식7를T급이 줄어들고 해외로부터

의식량수입량이 급증하는 등경제3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또한l989년에는 구

소련및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이들과의 경제관계에 크게의존해

오던북한의 경제사정은 거의회복불능의 침체상인로 빠져들기 시작하띤다. 이

처럼북한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시는 북한당국으로서도 새

롭게시작되는 남북간경제교류를 무작정 외면할 수만은 없었던 셈이다
.

우리기업의 대북접촉은 남북간 직거래가아닌제3국의 중재인을 거치

는중개무역의 형때로 시작되었다. 절제로 l988년 현대그룹의 북한산 모시조개

수입으로 시작된 남북한 교역은 l99o년까지 단한차례도 북한과의 직거래에

성공하지 못했다. 대북접촉의 형태역시해외중개상을 통한간접접촉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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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기업의 해외지사나 현지범인이 제3국에서 북한과 접촉

하는우회 접촉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접근형태 때를에 l98o년대 후반

북한과 접촉에 나선우리기업들은 주로현대나 대우, 삼성과 같이해외에 지사

나현지법인을 두고있는대기업 또는종합상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

그런데 이처럼초보적인 대북접촉의 과정에서도 한가지주목할 만한성

과가나타났다. l989년 l월북한을 방문한 정주영 현대그룹회장 일행이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개발에 관한의정서를 체결한 것이다 .

당초북한출신기업인의 고향방문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정주영 회장일행의 방

북은북한기업에 대한현대그룹 차원의 투자약속과 함께다음과 같은내응의

의정서 체결로 발전하였다 .

첫째,현대와 북한측이 공동으로 글강산 개발에 노럭한다 .

둘째,현대와 북한측이 시베리아개발등제5국으로의 공동의 경제적 진출을 모

색한다.

셋째, 금강산 개발을 위한인럭과 장비등을동부분게린을 통해운반할 수있는

밧범를 모색한다
.

이러한 의정서의 체결은 당시의 남북관계에 비추어볼 때틀할만

한 일이었다. 우선북한측이 북한내부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우리

기업들이 수행할 수있도록 허용할 의사가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 w

것이다. l98o년대 후반까지 남북한 간

의인적,물적교류에 매우소극적이었

던 북한당국이 금강산 매발사업처림

대규모의 인적,물적교류가 불가피한

사업에 동의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

인일이었다. 더욱이 그과정에서 정치

적으르, 글사적으로 분단피어 있는남 1989년 1월현대그릅 정주영 회징이 북한를과 금깅산개빌의정서애 함의 서명하고 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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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간의경계를 들고인력카 장비가 이동할 경우, 이는단순한 남북간의경제적

교류를 뛰어넘어릴질적인 화해와 험력을상징하는 기념비적인사건이 될천임

이될및했다. 또한남북한이 공동으로 제3국으로 경제적 진출을 모색할 경우
.

이역시대내외적으로 분단된 남북이 하나의 공동제로 나아가고 있를을 알러는

중요한 계기가 될수도있는것이었다. 지난수십년간남북한 양측이 정치적으

로이루어내치 못한교류와 협럭의4능성이 우러기업의 대북진출이라는 새로

운접촉형 데를통해찾아진 생이었다
.

그러나 현대그룹과 북한의 의정시 체결이 곧바로 결실을 맺은것른아니

었다. 부엇보다 당시남북한 간에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실현시킬 수있을만

한델적,제도적 뒷받침이없없다. 남북의 경제교류해 필요한 주자보장과 이중

과세방피, 청산필계와분정조정 절차등 기초적인 관련J11도조차 마련되어 있

지많았고, 심지어 이러한관련제도를 논의해야 할남북당국자들의 적절한대

화통로조차 차보피지 많은상태였파. 더욱이 당국자 긴의대화도 부진힌 상황

에서북한측이 현대그룹이라는 단일기업과 파격적인의정서를 체결한진의가

어디에 있는기를 놓고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

이시기l料o년 공포된 t북교류혐력에 관한법를 등릴적.제s적 뒷

받침으로 남곡의 교역규모는 급속도로 는어났다. l料淪년 건수로는 4건, 금액으

로는 l백만 알러에 불과하간 교역규를가 i992년에는 4洲여 린,금액으로는 2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100U200U나 금증한 것이다. 이기간중남북한의 교역은

주로해외의 중개인을 통한간접무역 형태로 진행되었으며,남한은 북한으로부

터금.아인등금속류와 심유, 농수산물 등을반입하고, 실탕이나 활,공업용 윈

부자재 등을반출하였다
.

i96 하늘길 땅길 바찰길 열어 통일로



5 .사회 .문화계의 북한접촉과 교류 모색

(1) 종로계의 방북.라 종교고誇

변화된 통일환경 속에서 남북의 종교계 사이에 직접교류가 시작되고 진

보세력 위주의 통일운동 공간에 보수종교계의 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종교계

통일운동의 지평은 크게확대되었다
.

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지침이 제정될 무렵 진보 종교계의 주도하

에 이른바 '방북운동' 이 시도되히 전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몰고 란다. 문

익환목사와 임수경 ?문규현 신부의 북한방문(l989년)은 종교계는 물른 한국사

회에큰파문을 일으켰다. 종교계 인사들의 방북은 국내의 실정법 저촉과 희생

적통일운동 사이에 뜨거운 논란을 야기했으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

이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

기대원 스님(1988면 7될), 장익 .정의철 신부(1988U- 10-11월), 박창득 .남

해근 .조영희 신부와 미주카톨럭신자 9명(l9燎년 2料, 신범타스님(l989년 6料의

방북이후, 새로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기본지침' (1989년 ()친에 따라합법

적인 개별 방북이 실현되었다. 정부로부터 남북교류협력 기본지침에 근거한 첫

방북승인건으로 종교교류를 위한이대경 목사(l989년 7~8친의 방북이 성사되었

다.뛰를 이어신법타 .도안스념(l(/)린 q), 확설희 쪽시ly)l면 理 .l(/l린 理),

틀일교의 문인넘 곡사(l9)l년 ll친, 권호경 복사(l992년 l원) 등 개인적 방북이 있

었다. 이처템남북교류협 력에간한 댑률이 제정되었를에도 불구하고 남북 사이

의신뢰가부족하여 종교계의 남북교류는소수의 개별적 방문에 의존하였다
.

이시기종교계의 통일운동은 일부 남한종교인들의 개별방북이 이루어지

는 가운데 주로 미국차 일본, 중국 등 제5국에서의 종교행사에 공동으로 참가하

는힝식으로 이루어졌다. 각름파별로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 세비나와 공동행사

... 탈냉전 기(1988~1992) 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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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한국종교인협의회

(i9崙년 창립)는 l野l년 네활 카트만두에서 재최된 제4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ACRP)에서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와 공식적인 관계를 및었다. 개신교는 l99o

년7월 '조국의 평화통일과 설교에 관한 기독자 회의' (도쿄)를 시작한 후,2차

(l料l년 7월, 도쿄), 5차(i韓린 ic릴, 도쿄)에 이어격년마다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에서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l9撚년 lo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북한의 고기

준목사등5명과 남한의 귄호경 목사등8명이 회동하여, 통일희년 5개년 공동사

업에관한 실부협의를 천행하였다. 로한 l99l년 3월 '남북교회학자 심포지엄
.

(LA)에 이어 5될 '북미 기독학자회 제f차 연례대회' 州국스트니포인트)가 개최됨

으로써 남북의 기독교계 지는자들이 상호 이해의 폭을넓히는 게기가 되었다
.

제3국에서 진행된 종교행사는 남북종교인의 역사적인 만남 기회를 제공

했을뿐만아니라 종단별로 남북의 직접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신교

는 7.7선언 이전인 l986년 9원스위스에서 열린 '제l차 글리온회의' 애서 이미

북한과 접촉을 시작했고, 불교는 l9인년 lo월에서 ll월 미국 LA에서 개최된

'남북불교대표자회의' 에서 최초의 딴남을 가졌다. 천도교는 l99l년 lo월에서

1989년 1o월 13일 핀문

점 중감위 회의실에서 ll월 네활 카트만두에서 개최된 제4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총회에서

열린 한강 연등제 참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한 대표가 첫만남을 가졌고, 천주교는 l9卵년 lo월에서 ll월 미국뉴욕에
남북 불교계 대표접촉

.

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조선천

주교인협회 일행과 교류를 시작했다. 종

諒 綠勺..4:A 교계는 이 시기 해외에서 이주어진 역사

적 만남을 발찰으로 북한과 직접접촉 단

게로통일운동을 이어나갔다
."hrUr.U

남북의 직접교류와 접촉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 종단별로 통일문제와

대북교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여러기

i간8 하늘길 띵 L 바딧길 열터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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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단체가 발족되었다. 불교게의 경우 '대승불교승가회' (1988년 5월창립)는

산하에 통일문제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조계종 전국신도회는 한국불교민족통일

협의회(i988년 8월)를 구성했다. 또26개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는산하에 남북불교교류추진위원회(i9料년 ii월)를 신설했으며, l988년 l2월에

는민족자주통일 불교협의회(통불힙)7b, 1992년 2월에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消불협)가창절되었다 .

개신교는 l98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설립으로 그동안통일

운동에 소극적이었릴 보수교계의 참여가 시작되었다. l9料년 이전까지 한국기

독교교회협의회(KNCC) 중심으로 전재되었던 재신교의 통일운동은 한기총의 출

범으로 그범위가 확대되었다. 한기총은 l99o년 5월 '사랑의 활나누기 운등을

시작으로 l99l년 '사랑의 의료품 나누기 운동' 을추진하는 등식량및의료지

원활동을 전재하였다
.

천주교는 l9料년 lo월 교황요한바오로 2세가 참석한 가운데 제린차 세

계성체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도라산전망대에서 평화통일 기원미사를 거행했으

며,주교회의 북한설교위원회는 l料2년 5월기존의 '침묵의 교회를 위한기도

의날.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기도의 날'로변경해 실시하였다 .

1 천도교는 l料8년 4월중앙총부에서 통일심고문을 작성하여 전국에 배

포하였으며 ,i989년 7월에 남북교류추진위원회를 발즉하였다. l99l년에는 동

학이넘의 사회적 구현과 민족의 자주, 민주통일 실현을 위한목적으로 동학민족

통일회를 창립했다 .

(2) 학술과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의 교류

문화에술의 교류는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할수 있는효과적인 교류방범이

다.문화예술공연을 통해느끼는 민족적 감정과 자부심은 분명히 남북한이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였음을 깨닫게 해준다. 이시기에 대표적인 남북직접교류

lll 탈냉전기(1988-1992)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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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는 l9犯년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재최된 '통일음악회 를들수있다. 당

시전통음악 분아의 상호방룬 공연이 이루어진 것은초기단계의 남북교류협력으

로는비교적 부담이 적은분야라는 점과음악교류가 민족화합과 남북교류증진

에기여할 수있다는 점이좌용하였다. lsm)년 l()월 평양2 .8문화회관에서 매최

된템민족통일음악회에는 황병기(당시 이화여대 교친등i4명의 남측른악인이 참

식해우리전통를악小조 .민요창. 기라금 .단소.대글연주. 사틀놀이 등)을 공연하

였다. l2월에 매최된 '料송년틀일전틀음악회에는 성동출을 단장으로 하는평

양인족음악간이 방한해 예술의 전당과 국림극장에서 공연하였다
.

이시기에는 직접적인왕래보다는 주로제3국에시의 접촉형태로교류가

진행되었다. 뉴욕의 '남북영화제' (l9)o

년l(@), 일본의 '제3차 조선학 국체학

술대회' (199C心 s월), '찰동해 국제예술

제 (1991년 5월), 베이징의 '남북코리아

서화전 및세미나' (1991년 5월), '제4차

조선학국제학술토른회' (1992년 s월),

199o년 1o월 평양에서 개최된 범민족통일를익회에 참가힌 국내음익인들이 평
사할린의 '남북통일전통미용풍속제

.

양역에 도착한 모습 (왼를 윤이y 오5를에서 두번배 황병기)
(1991면 8월) , '통일에슬축제' (1992년 料

經i斷簿를
월)등이 열렸다. l99l변 s될중에개

를vSsv IIMMBH竝該.p 최하기로 예정피었던 한민족릴학자대

를 ?.K,
Tl.!

( 회는성사직전애 무산되기도 했다
.

小' t <
를..\# ? 체육교류는 이및갈등이 적고동

lt k
推 ..46 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좋은험력분야

" t t t

組 이다. 또한많은사람들이 동시에 참여

U 할수 있는 대중적 분야이터 고류협럭
1991년 6월세겨悟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 만일팀o 손을 맞잡고 입장計
고 있다. 의실현가능성도 높은편이다.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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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팀이 평양과 서울애서 교환경 기를가졌고 탁구단일팀을 구심하는 등우호

적인존위기에시 교류를 추진했다. l9料년 lo월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통일축

구대회' 를기최하고, 세게탁수천수권대회(l99l린 4될천. 세계청소핀축구선수권

대회(i7)i년 6월) 등에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했다
.

順)들및에 대할 여설계의 천심 피다.

l987년 이전까지 억압되었거나 사라쳤던 통일논의가 시민사회에 조금

씩확산피어가자 여성계에도 통일에 대한논의나 통일운동이 서서히자리를 잡

기시작했다. 이시기에 가장중요한 성과는남북과해외의 여성이 중심이 되어

l99l년부터 l993년까지 다및차례의 '아시아의 천화와여성의 역할' 토른회를

재최했던 것이다
.

여성제의 통일노력은 크게보아두갈래로 볼수 있는데 한갈래는 기독교

단체가중심이 되었고, 다른 한갈래는 재야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

두갈래의 노력에 의해 '아시아의 평화와여성의 역할 토른회가기를할수있었

다.

기독여성게라는 큰틀의한갈래통일운동은 '교회력성면합회' 를중심으

로이루어졌다. l99l년과 l9料년 희년을 향한기독교 평화통일협의회의 여성포

럼참가자들은 l995년 '평화통일 희년을향한 기독여성의 입音 (1991년 8될H 인

을발표하였다. 남북을 가른분단구조는 패권주의와 가부장제를 더욱공고히 결

합시리 한반도 여심의 崙을총체적으로 억압하고 해곡해왔를을 강조하였다 .

이러한 인식과 같이하여 교회여성연합회는 평화통일특별위원회를 설치

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된회는 '기특교여성lc)년 선언' 대회를 개최

하면서 설천과제로서 첫째, 틀일에 배한과학적 인식및의식화를 위한교래의

발간과 교육 .기도문 작성, 들때, 통일을 위한헙의체 구성과 연대작업의 필요

성등을제시하터 통일운동은 곧생법운동이라는 슬로건을 내놓았다 .

iii. 틸냉전기(1988~1992) 2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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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1월 9일 판문점 중감위실에서 열린 남북여성세미나 개최 힙의 1992撚 9월 2일평양에서 열린제3차 남북여성토른회
.

를 위한 남북여성 대표접촉
.

또한 기독교장로회때신도회는 '평화통일특별위원회' 를조직하여 l 9 8 9

년에는 '생릴과 여성과 통얼' 을사인주제로 채택하였다. 특히l989년 교회여성

인합회는 천화학고를 열어서 통일과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군비축소운동을 제

창하였다. 이와더불어 '89반핵평화여성선언이 선포되었고, 반핵평화법률안 제

정을촉구하였다
.

l99l면에는 '평화통일 희년을 위한교회여성 정책협의회' 를공동주최하

떠평화.통일.희년운동으로 (l) 핀회개혁운동, (2) 군축.반핵.통일운동, (3)

경제정의운동, (4) 민주화운동, (5) 환경운동 등을제창하였다. 또한i987년부터

평화통일사업을 실시해 온YW C A 연합회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피화통일에 관한인구모임 # 심포지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기독여성계 내에서 l98o년대 초부터 꾸준히 통일문제를 제기해랐던 것

은 '한국여신학자헙의회' 였다. l987년 한국여린학자협의회는 .'남성 중심적이

고여성의 경험이 배제된 통일운동을 비판하고 오히려 여성민중이 고난을 딛고

해방되는 주체적 통일운동'을 설언하였다. 또한l988년 3월 '민족통일과 평화

에대한한국여신학자 선및l' 을,그해 4월에는 '세계 기독교 한반도 평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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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협의회 성템서' 를발표하였다 .

그들은 민족분단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여성을 억압과 착

취의대상으로 만들어랐다고 인식하였다. 또한분단은 억압과 갈등, 불신과 대

림으로 남북주민의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에 분단을극복하는 일이시급하다고

보았다. 한국여신학자절의회는 l987년부터 3년연속으로 통일문제에 관한신

학정림협의회를 열어그결과물로 면국여성신학과 제4, 5,6차여성신학정림

협의회 보조리를 출간하였다 .

재야여성계를 포함한 일반여성계에서도 l98o년대 후반부터 통일에 서

서히관심을 갖기시작하였다. i987년 창립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l9料년 4월

반전반핵평화위원회를 만들어 반전반핵 및평화운동을 시작하였다. 여성연합은

평화통일운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l99o년 조국통일위원회를 열었고, 통일운동

과여성운동의 연결고리로서 평화와 군축을 활동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l 9 9 3

년에는조국통일위원회를 '평화통일위원회' 로재칭하였고현재에 이르렸다 .

이시기가장주목할 만한여성계의 통일운동은 l99l년부터 l995년까지

열린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란 토론회이다. 이토른회에는남한과북한

그리고 일본의 여성들이 참가하여 동북아 여성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당국간의대화나 민간단체 간의대화가 소강상태에 빠졌을 당시남북간대화

의창을열어놓는 데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이행사는 구성주체면에서 분단이래최초로 남북여성이 주도적으로

진행해나갔고 또한남북의 공통현안을 통하여 남북여성의 공감대를 형성하였

다는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남측의 기독교 여성단체와 재야여성단체, 정

부측추천여성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각게각층의 여성까지 모두아우르지는

못했으며, 주제에 있어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핵심적으로다루어졌다는

한계도 있었다. 그에비해2ooo년 이후에는 연대의 즉이넓어치고 다루는 주제

도릴씬다양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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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외동포의 통일관심 대두

l9料년까지 재외동포의 틀일노력은 일정부분동일한 특색을 보였다
.

그것은 전세계적인 냉전의 구조와 그구조가 한국에서 구축화되는 과정이 경

직되었기 때문에 재외동포의 통일노력이 주로변화속에서 생존하는 것에집

중철수밖에 없었기 빼문이바
.

련리지적할 수있는것은식민상태에서는 해방되었으나, 그식민통치르

한인족의 이산이 시작되었고 재치동포로서의 생활이 시작되없다는 점이다
.

l')77년 중망아시아로 강제이주된 구소련지역 동포의 경우, 소비에트 체제에 적

응하여 한반도의 삶과는 일정부분거리를두고있었다. 일부군인들이 소련군정

과함께북한지역에 들어와 활동한을 뿐이다. 반면중국과 일본의 등포들은 귀

환을서둘했다. 2oo만 명에이르는 만주지역의 동포들은서쪽의 항구지역특히

대련방면으로 이동하였고, 일부는 기차를통해, 일부는두만강을 건너조국으로

돌아왔다. 일본지역에서는 시모노세키나후쿠오카등의 항구에 동포들이 몰려들

었다. 이들은 강제징웅되히 혹은다른이유로 일본에 머물게 된동포들이다. 하지

만귀환이 쉬운것만은 아니었다. 개별적 귀환을 허용했년 반구지역에서도, 필단

적으로들어올수있었린 일본에서도, 일부만돌아찰을뿐이다. 많은동포들이 Z L

곳에남았고 그들은 현재리 채중동를와 재일동포가 되었다. 이산과 잔류속에서

각국의 상장에 따라동포근은 생존t향한어려운 투쟁을 시작해야 했다. 중국의

국공내전과중화인인공화국의 성립후이루어진사회체제의 변화속에시 이들은

거주국가에서의 생존문제에 몰입하게 되었다
.

둘째,분단으로 인한사실상의 교류단절은 재외동포 사회에도 영향을주

었다. 냉전은공산진영과 서방진영으로 세계인을 갈라놓았로, 그결과그지역

의동포들은 남과북한쪽지역과의 교류만 치웅되었던 것이다. 로한7.1주 국가

의정체성에 영향을 받아자면스러를조국관을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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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런과 중극의 동포들이 그러하였다. 이런측띤은 북한과의 제힌천 교류가 치

웅된일본과 l卵()년대 발개혁개방이후남한방송청취가 가능해 진중국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근본적인변화는 있었다 .

셋째, 이런거시적 구조는 재외동포의 틀일노력에 일정부분한계로 학용

流다. 재치동포의 통일노럭은 능동적이지 못하고 다소수동적인 입징을 보떠주었

다.이러한 점른이후재외동포의 통일노력애서 지속적인 한계로 작응하게 된다.

넷때, 수동적 측떤으로 작응하게 된다른 이유는 한국및북한의 재외동

포정책에 기인한다. 남북한은모두 재외동포를 체제경쟁의 지윈군이자해외에

시의대리전을수행하는 대상으로 파악할 뿐이었다. 그결과재외동포가 조직한

단체들은 모국과의 관게에서 일방적인 친정부 입장을표명하었고, 이과정에서

내부분열이 일어났다. 이점역시재외동포의 통일노력을 수동적으료 딴s는 결

과를 가져란다
.

다섯째, 거주지역내의주도귄 틀제를 놓고벌어진 내분도 종종한국의

정치세력의영향과 인결되었다. 즉친정부 성항의 조직력인운동과 함께,반정

부적인 측a도나타났다. 이경우정부의 통일정책을그대펄 핀달하고 선전하

는단체와 그에반하여 새로운 통일정책을 주장하는 단체를이 존재하였으나, 이

는주로틀일을 구호화할 뿐설제적인 통일노력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여및패, 이시기해 재외동포의 역할이 ri1인할 수밖에 없었인 이유중의

하나는카꼭의 거주국 별로그정착과 험성, 역할의 모색단게가 남이했기 때문

이다. 중국과 구소련의 동포들른 정착과 형성의과정을 지나고 있었으나, 냉전

구조및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으료어면 역할도하기가 어려됐다. 반던재일동

포들른 정착과 형성의과징을 거치면서 ,여러힝태로 역할을 모색하고 있었다 .

이에반해데주동포 시치는 사설상 정착단대에시 형성단계로 임어가는 기간이

었다. 유템토 체외가 아니어서 이런측년른 채외동포 사회의 통일애 대한관심

을다르7.l1 표출시키는 게기를 만들었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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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9o년대 들어한반도를 둘러찰 정세변화가 급격하게 변모하면서 재외

동포들도 새로이 통일을 위한모색을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재외동포 사회에

큰영향을 준사건은 88서울올림픽에 공산권이 참여하면서 이루어진 한국의 공

산권국가와의 수교,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였다
.

88서울올림l은 한반도와 세계에서 냉전해체를 알리는 중요한 대회였

지만공산권 재외동포 사회에는 충격으로 다가랐다. 한국의 실상에 대해 전혀

몰랐던 소련과 중국동포들은 올림적을 기점으로 한국과의 교류를 시작한 것이

다.그리고 그교류는 공산권 지역에서도 통일운동 단체가 출현하는 결과를 가

져왔다. 재소동포(고려빈들이 한반도 통일촉진을 위한소련협회(ACOK)라는 단

체를l989년 출범시킨 것이다. 이단체는 소련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단결과 함

께한반도의 외세없는통일을 지지하고, 특히북한의 통일방안이었던 고려연방

제를피지하였다. 45만 고려인 단체로 출범한 이단체는 소핀정부의 승인아래

ll월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소연방의 해체와 중

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그리고 각지역의 민족주의의 고조는 고려인의 삶을어

렵게만들어 ,이들의 통일7력은 단기간으로 끝나고 말았다
.

발냉전 시기에접어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은 남북판계개선과 통

일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한논의를 들수있다. 중개자론, 가교른 등으로 설

릴되는 이런흐름은 북한을 개방하고, 남북양쪽에서 나타난 문제정과 어려움을

동포들이 중간에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재외동포는 남북한의 높은

불신과 적대감을 여과시릴 수있다는 것이었다. 이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동포

들은남북한을 빈번하게 찰래하고 있으며 이들의 접촉대상도 고위정책결정자

에서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재외동포들은 남북한을 정치권력의 대

결이아닌민즉공동체적 i고중립적인 입장에서 관찰함으로써 통일을 정치적

차원이 아닌민족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있는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외

동포들은 두체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재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씨 남북한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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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류 협력에 가교역을 담당할 수있다.

재외동포의 경제적 지원과 기술이전, 시장기척 등은남북한 간의지나친

경제적 불균형을 극복하고 민족경제가 균형있게발전하도록도움을줄수있다.

중국의 경우개혁과 개방의 성과중70-80"/차 화교들에 의해이루어진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비추어 재외동포들도북한방문의 기회를 적극활응

할경우,북한의 개혁개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중국과독립국

가연합 동포들은 북한에 앞서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경

험을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기방과 매혁정책을 시작할 때체제전환의 시

행착오와 문제점을 줄일수있는사전정보를 제공할 수있다.

이런논의의 출현은 동포사회가 어느정도성속기에 접어들어, 모국의

사정을 살필여건이 되었다는 것을의미하며, 동포가 남북양측의 단순한 정책

대상에서 벗어났을을 의미한다. 그결과긴장완화와북한의 개방과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교류협력차원에서 많이나타나게 되었다. 특히구체적인 노력들이 재

외동포 단체에 의해시도되기 시작했다 .

경제적 역할과 관련하여 중시된 것은북한의 개방과 경제협력에서의 재

외동포의 역할이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관계에 놓여있는한남한경제가북

한의국제시장 진출을 위한매개기능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역시

남북한 간의직절협상에 의해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

로고려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이런한계속에서 북한은 국제시장에 접근하

기위한보조적 방안으로서 해외동포 사회로부터 자본유치를 고려하였다. 대표

적인곳이나진.선봉지구이다. 또한한국정부는 해외동포 경제인들의 과감한

대북투자를측면지원히는 방법을 교류와 협력차원에서 모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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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반

수립배경및남북관계

이흥차(SU"?sa|)

情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수및에 국토통일원장관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주영대사, 주미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통일부총리. 국무총리 등을역임하었다
.

인터뷰는 2oo5년 8월25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서울국제포럼 집무실에서 이추어됐다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나오게 된당시국내외 정세는 어叫하였습니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인은 당시급격한 국내의 정치련화 속애시 나온정부의 통일방안

이었告니다. 국내적으로 볼땐 l987년 6월항쟁이후6 .29설언과 대통령 직접선거가

시행되어 인주화가 이루어결.습니다. 당시민주화세럭의 분열로 야당집권이 실패하였으

나,노태우 후보는 불과諒.7'y서 득표율로 당설되없승니다. 로한i988면 국회의원 선거

에서여소야대 극회가 형성되어 정부가 주도한 냉핀시대의 통일방안 대신에 여야4당이

합의하는 새로운 통일방안이 요구피었습니다. 통일에 대한극민적 ,대중적 관심이 고 조

피어방송매체(KB리와 대학가에시는 연일통일공청회가 일렸고 국회는 통일특위를 만들

어국회공청회를 통해국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국외적 배경을 들자면 두차례의 반쪽올림적(모스3바. LA)글 거쳐공산권 붕괴로 냉전

시대를 마감하는 88서울올림픽이 기최되고 득일이 통일되었출니빠. 이두사건으로 해

템의국제적 무드속에서 냉친시기 통일방안은 더이상설득럭이 없었습니다
.

이러한국내외적인 배경속에시 l9撚년 2월국토통일원장관 치임후오랫동인내가주장

했던'Kore.m Commonwealth'의개넘을중심으초 새로운통일방안을 만를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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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와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주요골자는 통일에 대한생각의 틀을기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즉과거에는 정치, 사회,이념운동이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통일도

국가중성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린생각의 배경에는 독릴운동기를 거

치며국가와 주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조설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가로서 자리잡

고있었기 때문에 국가위주의 통일방안으로는 남북이 쉽게합쳐질 수가設었습니다. 이

에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국가위주의 통일이 아닌 '민족공동체, 또는사회위주' 의

통일을 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남과북이교류와 헙력을통해서 사회공동체.문화공동

체,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궁극적으로 정치적 공동체를 이룰수있다는 역발상인 것입

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여야의 합의에 의해이루어졌으때 l9料년 광복절 행사

에할춰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하였습니다. 이시기국토등일원은 통일정책을 됫받침하기

위해인족통일연구원을 실림하였고 '찰북교류협력에 간한팀률. 을국회에서 통과시켜

남북한 교류의 범적근거를 만들었습니다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비롯한 補8o년대 후반통일정책의 변화가 7.4 남북공동성

명 등 과거와의 연속성은 없습니까?

7.4남북공동성법의 영향도물른있습니다. 그러나교류협력을통한통일방안은 이른적

으로독일의 통일정책에서 많은영향을 받았조. '접촉과 교류를 통한통및이모토인 독일

의내독성과 우리정부는 힙조관게를 유지하며 정기적인 통일논의를 하였슬니다. 그결과

독일정부의 동방정책과동독에 대한경제원조등은우리에게 많은시사결을주었습니다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상정한 남북연합단계는 구체적으로 어叫한 험태이며, 언제

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싫습니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2단게인 남북연합(Kurean Commonwealth)은 본인이 만

든새로운 국가형태를설넘하는 단어입니다. '란이 번영하는 공동체' 를뜻하는 남북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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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예로들어설명하면 쉽게이해할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25개의 나라가 각자자국의 주권은 가진채교류를 통해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

다.유로화, 유레일 등여러면에서 하나의 국가공동체 같은형태를 이룹니다. 남북연합

을유럽식으로 표현한다면 淸orean Union 으로표현할 수있을것입니다. 2단계 남북연

합은남북이 각각의 주권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l992년 남북합의서의 공동위원회들이 교

류를통해활발히 활동하고, l鉛2년의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인 이제대로 준수될 때,이

국가형태가 정착되었다고 볼수있을것입니다. 이시점은 남북간상당한 공조가 이루어

진상태이며, 이과정까지 가기위해선 남북모두의 정치적 결단도 많이요구될 것입니다
.

남북연합 이후의 국가체제에 대해서 지금그방향을 결정하는 것은비생산적인 일로,

이문제는 차후민족공동체(남북연합)의 구성윈들에 의해결정되리질 문제라고봅니다. 이

국가체제를 현상태에서 성급하게 결정지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통일에 걸림돌이 될것입

니다. 남북간의경제와 문화, 사회교류가 많아진 상황에서,국민들이 남북연합 이후의 단

계를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면그 시점을 정확히 말할수는 없다고봅니다
.

한편연방제는 대체적으로 종교나 민족이 이질적인 상황에서 이루어피는 통합형태이

기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정에는 맞지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석하튼 이문제

는사회와 문화, 경제공동체가 형성된이후에 반드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1994년 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명칭이 바인게 된이

유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l989년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과i994년 문민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은내용면에서는 큰차이가 없으며 국민정서에빠른호칭의 변화로 보면됩니

다.l989년에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명칭을 선호하였으나. 당시냉전과 반공의

사회분위기에서 여전히 지나치게 중링적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주도

적역할을 표방하기 위해 '한' 이라는 단어를 앞에첨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러.한중

국교정상화 이후남한의 국력이 신장되면서 l9린년 자연스럽게 '한자가빠지게 되었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국민정서에거부감 없이받아들여졌습니다
.

l994년 당시,남한의 상승세에 비해북한은 국내외적으로 위기를 겪습니다. i994년의

정세를 파악하는 데남한과 북한의 비교보다는 다른공산권과 북한을 비교하는 것이적

절하다고 봅니다. 공산주의의 총본산인 소련이 l2개 나라로 나뉘고, 중국은 시장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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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합니다. 뒤이어 베트남이 중국의 경제체제를 모방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국인

들도통일이 남한주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게되었습니다. 김일

성주석이카터전미국대통령을 초청해서 북.미합의서를 체결한 것과7.25남북정상

회담에 합의한 것은김주석이북한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볼수있습니

다.그당시7.25남북정상회랄이 7월8일김주석의 사망으로 무산되지 않았다면 북한

이다른공산국가와 같은변혁의 길로들어서지 않았을까 하고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l9料년 여소야대의 정국상황에서 야당총재들의 합의하에 만들어진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문민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거쳐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맹전종식의 국제상황에서 우리민족이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를 천명한 남

북기본합의서와 l992년 남북이 인준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은현재에도 여전히 유효

한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流.l5선언' 또한화해와 공존

을제창한 통일노력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남북기본합의서 ,한반

도비핵화공동선언, 6.行선언은모두 같은맥락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수있습니다 .

노태우 정부초기부터 미국의 대북한정책은 어및게 변하讓다고 보십니까?

노태우 정부출범당시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집권시기였으며 북한에 대해비교적 걱정

하지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미공산권이 와해되어 자유진영이 승리했다고보았기 때문입니

다.그러므로북한이 변하는 것은시간문제이며 국제적으로 미국의 낙관론이 인정되었습니

다.그런미국의 자세는 l994년 l차북핵위기 때에도 이어집니다. 미국은 북한만이 예외적

존재로 남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적 낙관른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

북한정책이 강경자세로바뀌게 되는사건이 벌어집니다. 북한이 버티기도 잘버렸지만 9.

ll테러로 미국본토가공격을당하고중동에서의 고전으로대북경계른이 대두된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 .

우리정부의 통일정책은 연속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정책을 전개

해나가는 데국제적 합의에 못지않게 남북이 합의한 정책에서부터 차근차근 실행하는

것이적절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회담을 늘리는 것보다 이미합의한 공동위원회를 작동

시켜통일노력의 연속성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개인적인 의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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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9o년 남북예술인

교류협력의 성과와교훈

1 황병기(이화여대 명예교수)

이화여대 음대교수로 정년퇴임하였으며, 현재이화여대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특9

초빙교수로 재직중이다. 情9o년 평양범민족통일음악회에 서울전통를악연주단 단간
으 로 참가하여 남한을 대표하는 전통을악을 북한에 소개하였다. 인터뷰는 2oo5년 1c

월18일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황병기 교수의 자택에서 이루어됐다
.

199o년 남북예술인 교류의 성사과정에 대하여 설명해주시됐습니까?

l料()년 북한은 전세계한빈족 을악가들을 초청하는 평양및민족통일음악회를 개최하

기로하고윤이상 인생에게 준비위천장을 맡졌출니라. 윤이상 선생은 나에게 한국측 단

장을맡아참석해줄 것을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내간습니다. 윤이상 선생은 평소국악에

관싫이 많았으며 나와는 l974년 네릴란드 '刊음악를화힉술대회와 i9料)년 특일자브칙

켄현대음악제 등에함께참석하여 수일간 숙식을 같이한 적이있어친분이 있었습니다
.

당시는 노태우 정부에 의해남북교류힘력법이제정은 되었으나 한번도적용되지 않

른상태였는데, 처음으로 그법에의거해시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하였습니다. 남북고위

글회담이 개최중이였고, 남북축구대회가 열리던 당시분위기때서 당국은 방북에 대하여

는기본적으로 찬성하였으나, 윤이장 선생의 초청할이 아니라 북한당국의 초청장을 요

구하였고 아울러 신변보장각서를요구하였습니다
.

이에북한에서 북한조핀를악가동맹 김원균 위원장이 찬뿐된 연학관을 통해서신을 보

내왔습니다. 국토통일윈측은 한편으로는 늘라면서는 기배하였습니다. 초칭장이도착하

자국토틀일원과 문화부가 중싫이 되어방북을 적극도와주었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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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단의 준비과정차 구성은 어響게 이루어됐습니까?

lo월에 개최될 평양팀민족통일음악회의 초청장을 8월에 받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태였습니다. 나는분란이전전통음악의 순수성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에서 김덕

수(사들늘이), 오정숙(관소리). 홍종진消금), 김정수(장인 등 라명의 국악인으로 서울전통

음악연주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및버선정과 연주곡목, 전체프로그램을 정부나 여타기

관의간설없이전적으로 내 책임하에 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북단에는 언론인 5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방송을 배제한 중앙 .동아 .한겨레신문기자로 구성했습니다 .

당시정부에서는 방북단을 확고히 믿었으며 정부관계차는 단한명도방북단에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100% 민간차원의 범민족적 행사로서 범민족통일음악회가 가

지는 의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

북한에서의 일정과 활동은 어叫하였습니까?

방북단의 체류일정은 lo박 ll일로 결정되었습니다. 방북란은 판문점에 도착후걸어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및.를니다. 이전에 임수경 ,문익환 목사등의 방북이 t.었지만, 법인족

통일음악회 참석은 분단후 최초의 합법적인 빈간인 방북이었습니다. 개성까지는 차로 이

동하였는데,개성에서 대대적인 환영행사가 있었습니다. 평양까지는 기차로 이동하였고 .

평양역에서 윤이상 설생과 북한의 문화.예술인사들의 성대한 환영식이 있었틀니다 .

평양에서 숙소인 고려호벨로 차로 이동한 뒤바로 기자회견을 가졌으씨 그날저녁옥

류관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자리에서 북한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모두볼수있었

으때식사후노래와 춤의한마당이 이루어졌는데, 윤이상 선생은 감격의 눈물을 보이기

도했습니다. 팀민족통일음악회에서는 러시아, 재미.재중등세계각지의 음악대표간이

초청되어 공연하였고 내가인를한 시울전통음악연주란은 6,000석 규모의 북한최대공연

관인2 .8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었습니파. 청중들의 반응이 열렬했습니다. 공면외에

금강산 관광, 합수식 ,평양글악무응대학 시찰등을하였습니다. 방북중 북한의 대표작곡

가성동춘 조선을악가동맹 부위원장과 상잠을 줄여가때 <틀일의 길)이리는 곡을작곡하

기도하였습니라. 성동춘 부위원장은 여러개의가사를 제시하였고 내가가장정치성이

배제된가시를 선정해 곡을붙띤습니다. 평양에씨는 이렇게 만들어진 <등일의 길>이 린

l.. .탈냉전기(1988~1992) 213



품적인 인기를 얻어음반도 나왔으나, 남한에시는 별로홍보가 되지않아아쉬움이 많았

습니다. 북한에서의 체재비는 전액북측에서 지불하였고 최고의 대접을받았습니다
.

평양 범민족통일를악회의 후속으로 이어진 서울 공연에 대해 설명해주시됐습니까?

그해 lu월, 방북후상호교류의 차원에서 i2월 」l울 공연활 하자고 김원균 위원장에

게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에북한출 겅동춘 부인원장을 한장으로 평양민족음악단을

구성하여 답방하였습니다. 평양민족음악단은 예술의 전당과 국립중앙극장에서 두차례

공연을 하였는데 많은사람들이 표가없어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습니

다.남북예술단이 방문과 답방을 함으로써 완벽한 상호주의하에 민간차원의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이렇게 완벽한 민간교류사례는 設는것으로 압니다
.

이후도쿄에서 한겨레음악회가 대해l회섹 3~4최 진행되었는데. 이행사는 범민족통

일를익천의 자극출 단아 개최친 린이있습니다. 조출친이 주간하였으나 조총핀과 민단

가야금 명인 황병

기 교수가 평양에

서 열린 범민족통

일를악회에서 연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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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협력하였고 청중들도 다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정치성을 최소한으로 배제시킬

수있는문화교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

남북한 국악의 차이는 어및습니까?

북한에서는 국악을 민족음악이라고 부르는데,전통을 중요시하지만 현실에 맞게많이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남한의 국악보다는 상대적으로 분단이전의 전통국악면에서 약

하다고 볼수있습니다. 북한의 민족음악은 민족의 우수성과 당성을 강조하는 정치색이

드러나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기술적인 발전은 괄목할 만했습니다. 예컨대 l2현의 가야

글대신2l현 가야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국악이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어느

쪽이우수하다는 식의비교는 무의미합니다. 남북한의 차이를 이질성으로 보기보다는

다양성' 을인정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문화는 포용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각각의 특

징과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

예술인 상호방문 공연의 성공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남북예술인 상호방문은 남북교류사에서 가장모팀적 사례였다고 자부합니다. 이유

는우선양측모두서로의 릴을침해하지 않는팀위에서 그에맞게행사를 추진하였기 때

문입니다. 또한정치적으로 관벽히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북한또한상호상

응하는 선물을 줄수없는경우에는 선물을 받지많았습니다. 나또한체류기간 동안,북

측의혁명가극 관람요청을 거부하고 문화인사를 제외한 정치인과의 만남을 배제하는

등일체의 오해를 살만한행동을 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측의 서울공연이 우리의

평양공연보다 성공리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지원하였습니다. 이와같은순수한

교류협력의정신이 성공의 요체였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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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린.

l차북핵위기와

남북관계 경색
..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전임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교류협

력을지속시키고 확대해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대북정책을 가지고 출범하였다 .

문민정부는 '접촉을통한 변誇 정책과함께, 점진적 .단계적으로통일을 성취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나 노태우 징부말기부터 불기지기 시작한

북핵문제는문민정부의 발목을 잡고말았다. l9犯년 2월25일 김영삼대통령은

제i4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나을수는없다.'며

민족우위의 입장을 개진했다. 이어서 김대통령은 남과북의진정한 화해와 통

일을논의하기 위한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희망한다는 소신을 밝했다 .

그러나 북핵문제로 한반도의 정세가 냉각되자 문민정부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핵문제의 해결을 연계시키는 '핵연계전략을내놓았다. 핵문제가 대두

되자남북관계의 진전은 더이상기대할 수없게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l 9 9 5

년6월취임l()o일 기념기자회견에서 "핵무기를 갖고있는상대와는 결코악수

할수얼다" 며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 l993년 3월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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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yr)에서 탈퇴를 선언하였고, 이듬해까지 한반도에는 평쟁한 위기감이 감돌았

빠.그러4 l料4년 ()월 라터전미극대통령의 평양방분과 및일성과의 회할으

로핵문제 해결의설마리가 마편되고, l()원 제네바에서 미극과 북한이 합의각시

글틀해북한의 9동결과 래북중유 때공및경수로 간설등에합의하였다. 카터

와정발성의 회동에서 약속된 남북징상회담은 l994년 7월김일성의 찰작스런

사방으로 별리지 못하게 치었다. 이어조문파등으로 남북관게는 냉탕과온탕을

오가는 혼찬스련 모습을 보여주었다
.

북한은 냉전체제의 종식이후생존을 위한힘겨운 투쟁을 계속했다
.

l993변 봄에는 7pT탈퇴로 미국과맞싫고. 남북회담에서 "서울불바다" 운운하

는발인으로 남한애 대해시z 강경느인을 취하였다. 1994면 북9 위기가 三4 즈

되는가존데 해안지역으로 군사침주를 감행하여 긴장을 고조시치기도하였다
.

사회주의 체제의 틀락으로. 깅제적인 어려를을 할는가운데 자연재해마7.1 겹if

4량난에 처한추민의 일부는 식찰를 찾아국정을 면는현상마저 생겨났다. 이

씨기를 북한른 '고난의 행근' 시기라초 법g하없다
.

북한은 핵틀제를 해천하는 카정에서 한국을 배재하고 치국과 직집대화

識?

1994U F,를 1j및 기r. 카피편미7 대통템를 부% 로5린파 를치? 지미카이선기국인를렁치 i994년 6월 5~. isu a 를 ?.z기긴 중 필
문점에서 壽전선을 넘체 않북릴다

. & 4 추?치 4살체서 o 차기를 나누고 및다

2 2 o 차늘 z 4 를 차 % 3 s 이 h및로



하는 인작을 택하였고. 제네바합

의 이후에는 북 .미천화협정 체

결.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씨 i1

국과 대화를 원하였다. 북한이 치

속적으료 남한을 배제하는 친략

을 택하자 문민정부는 남북 간의

만남을 가늘하게 하고 관린국도

찰께 참혀하는 대화의 찰을 또색

하였다. l()料년 4월 l6일 한 .미

정상은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997년 12월 9일 A 위

A 피네바에서 개막인

한반E의 항구적인 평회
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찬화, 상호간의 인피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체제 정적을 訓한 4자회

담 1차 본회담에서 남북
헙의하기 위한 小천담을 제의하였다. 공틀설및회와 애비회담을 기-U 199"면

힌 디국 .를국 대표들이

익수를 나누고 있다
.

i2월 제네바에서 제i차 본회할이 얼렸으나. i()料년 8됐 채6차 본회할을 는으로

4차회담은 성과 있이박을내리게 천다
.

이 시기 정치적으로나 근사적으로 남북간제는 대7간치를 지곡하였으

q ?남북대화는 긴동면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김일성 사방이후대두절 북한

의체제분괴 및작설 또한 \諦 & 적극직인 대북정책을 가츠극는 한요인이었다
.

북핵는제를 들러반 찰등과 를간정한 평화상테가 대변해주근이 한간E에는 여

인히냉전의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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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시도와

대북지원

1. t민족공동체 통일방인 발표

l993년 2월출템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을 보완하여 l994년 8월 l5일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7 족

공동체 통일방안)' 을 제시하였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

안의 기본 틀을유지하면서도좀더 분명히 '화해협력 단계' , '남북연합 단계' ,

'통일국가완성 단계' 로 37피1를 구분하고 있다
.

화해와 협력의단계에서는 찰북이 상호신뢰를 갖고서로다른 정치체제

를 인정하며 화해와 협력의관계로 발전해간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남북간

에남아 있는 이질적 요소들을 제거하며 ,남북정상회의나 남북각료회의와 같은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헌법안을 마련한다. 통일국가

의단계에서는 남북한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가 통합되어 l민족 l국가의 통일

을 이룬다
.

민족공동체 통일방간은 그동안다소모호하게 제시되었던 두가지중심

2 2 2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개넘을 분템히 정림하였다. 즉통일추진의 기본철학이 자유민주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통일의 접근방도가 민족공동체임을 밝했다. 특히통일의 미해상으로 자

유와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를 제시하였다. 민족공동체 통

일방안은 이후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유지되고 있다.

2 . 남북정상회담 할의와 무산

문민정부는 특사교환을 위한실무대표접촉 및남북정상회담을 위한예

비접촉을 진행하였으나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찰은 성사직전에

좌절되었다 .

남북고위급회담 중단이후6개월여 만인l993년 5월2o일 남한의 황인

성국무총리가 전화통지문을 통해핵문제 해결을 위힌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

촉을갖자고 제의하고, 이를북한이 수용함으로씨 남북특사교환을 위한실무대

표접촉이 i993년 io월 5일부터 l994년 3월l9일까지 여됐차례에 걸쳐판문

점평화의 집과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한은 핵전쟁연습을 중지하고, 국제공조체제를 포

기하며,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신형무기 반입중지를 요구하는 한편핵무기를가

진자와는 악수할 수없다고 한김영상 대통령의 발언을 취소하라터 4개요구조

건을제기하였다. 이와더불어 특사의 급과임무, 교환방식 ,체류방식에 대한7

재항을 제시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특사교환에 관한의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내에실천하기로 완전히 합의했다는 내웅을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내외에

발표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4개요구조건의

부당성에 대해지적하고 실무절차 합의서(안)의 채택을촉구하면서 북한의 공동

보도문 발표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또한특사임무 7개항과 공동보도

문발표를 계속고집함으로써 접촉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못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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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6월 28일. 남북

부총리 급 예비접촉에서

남측 이言구 수석대표

(오른득)와 김용순 북측 마지박 실부대는 결촉이 된7.)1H차 정촉(199i린 3천i()일 )에서 북관른 (l)

단장이 .남북정상회 담

개최a 위한 힙의서 에 4개요구조건에 대한 g박한 태도는 표릴할 것,(2) 특사교할을 비국과 북한의 3

서명하었다. 오른를은

김일성 사밍소식을 전힌 7D1 회담을 방해하는 수간으로 이응하치 말것.(3) 대절입장른포기할 것등을

주장하었다. 반년찰한은 (l) 우리치고당극자에 대한비방과 중상을 즉각중피

할것,(2) 반정부 주쟁선동을 즉각중지할 것,(3) 특사교찰에/,.1 핵존제를 최우

인적으료 릴의하고 해결한다는 태는를 법백히 할것등을린글제딴하였다. 이

에북한이 박한의 릴스피 E'15 훈핀의 때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반임발표 등

은''즉사피찰을 포기하는 신언' 이7,"전쟁선언" 이라고 반박하고, 박영수 북한

단장이 전쟁이 일어나떤 4.1울은 블바다가 월것이라는 강경발힌을 찰으로써 .

회찰분위기는매우악화좌었다. 간극북한른 차기접촉 일자에 대한험의를 피

부하a서일방적으로 피장하였고, 여인차례에 걸처핀행피어오린 실부대표접

촉은중간되고 말았다
.

특사핀환을 위한z부대표접측이 럴렬된 이후남북간에4 남북정상회

담을위한에비접촉이 진천피없다. 받꼭정상회할 분제는 l#2린 ll월3일남북

로절El원회 공동위원찰 제2차 회의에시 ii를으로 거론피없는데.이추전두찰

22斗 하5및 발길 바딧길 일이 를일근



정권에서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 회담(l9린년 ()원 5일)이 체의되었고, 노해우

정권초기에도받북국회회할 예비접촉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가 피

론되었다
.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남북정상회담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정영삼대

틀령은 l995년 2월25일 취임사및l9린년 취임l주면 기자회 견에서 김일성 주

석과만날용의.가 있음을 밝혀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한의지를 천명하였다 .

그후 l994년 카터 전미국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후 김영삼 대통령을 면담

(l994빈 <)월 ls일)한 자리에서 김일성 주석이 남북정상회담 제의해 호응했다는

사실을 전할하면서 남북정상회담른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

마침내 i9린년 6월28일 남북은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재최에 따른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부총리글 예비접촉을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예비접

촉에서 양측수석대표들은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차기정상회담 개최와 분위기

조성문제, 실무절차 토의를 위한대표접촉 문제등에합의하고, l9料년 7월2 5

일부터 7월27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매최한다는 내응의 '남북정상

회함 개최를 위한할의서' 에서 서템하인다
.

이후남북한은 7월l일과 2일판룬점 통일각과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

을위한실무대표접촉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실무절차 합의서' 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실무절차가 진행되어가고 있던l994

년7원9일북한은 7월s일김일성 주석사할을발표하였다. 이어7월ll일에

는 최고인인회의 통일정책위원회 김용순(많북정상회랄을 위한부총리급 예비접촉

북힌단料 g의로 남한의 이홍구 수석대표에게 천지를 보내.7북정상회담을 연

기할수밖에 없인'고 틀지해찰고, 남북정상회담른 무산되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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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북지원

문민정부는 l料4년 이후경직되어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극도로 심

각해진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고통받고 있는북한주빈들을 위해정부차원에

서대북지원을 추진하였다
.

북한은 l98o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에 봉착하였다. 이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김영할대통령은 l 9 9 5

년3될7일독일방문중 "북찬에 곡물을 비롯한 원료와 물자를 장기저리로 제공

할용의가 인# 고밝識다. 5월26일 나웅배 부총리 겸통일원장관도 식량난을

겪고있는북한동포들이 헌실적인 곤경을 벗어날 수있도록 인즉복리 차원에서

아무련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 없이북한이 절요로 하는곡물을 제공할

응의가 있음을 밝했다
.

이어서 6월개최된 남북때이징회담에시 ☞리측의 이식채 재정경제원 차

관과북한측의 전금철 대의경제협력위원회 고문의 합의에 따라그해6월부터

l()월까지 국내산 찰l5만 를을북힌에 처음지원하게 되었다. 합의에 따라쌀의

수송은 우리측 선박으로 청진 .나진항

에인도되었으며 ,쌀의원산지는 표기하

지않았다
.

l9料년 8월북한은 이례적으로 집

중호우로 인해 큰 홍수패해가 발생했음

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유엔에 긴급구호

를요청하였다. 이에남한은 같은해9월

부터 정부차원에서 국제식량기구(WFP),

1995년 6월 21일 베이징 및치딤 힙의l 도달힌 직? 9...은 표業으로 데이임의 유엔아동기금(LINTCEF) 등국제기구를 통
힌 호텔s 같이 나오는 남촉 대표 이석채(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와 를? 대표

전금철(딩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오른및). 해 대북 식량지원을 하였다. 한편,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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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도 대한적십자사를 단일 창구로 하여

국제적십자연맹을 경유해서 북한동포돕기에 나

섰다. 이후 정부는 적십자 단일 창구는 견지하 를피4

되 남북 간의 직접 지원 채널을 모색하게 되었

다.이에따라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

까지다릿차례에 걸쳐베이징에서 진행되었다
.

産漆過f述

제l차 접촉(i997년 5월5~ 5일)에서 남북

은 절차문제로 난항을 겪었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회담을 종료하였다. 북한은 지원식량과

물품의 전달절차에 따른토의에 앞서구체적인

지원물량과 시기등을먼저밝혀줄 릿을요구했
f 를.

다.반면, 남한은 구호물자 지원은 민간단체들 x

의성금과 물품들이 모아지는 대로 보내는 형식 ;..~-
이기때룬에 확정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 1995년 6월 23일 동해

항에서 북한에 보낼 발

을들어절차를 우선토의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물자수송 및인도 .인수지 을 .씨 아텍스호 에 선

적하고 및는 모습
.

점의추가, 지정기탁 대상자의 확인협조,분배 투명성을 보장하는 문제,기자취

재활동, 인도요원의 편의보장 문제등지원절차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

그러나 제2차 접촉(i997년 5U 23U26일)에서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l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합의서' 가채택됨에 따라우선옥수수 기준 5만톤

이지원되었다. 제3차 접촉(if7년 7월25~차일 9 서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합의서' 가채택되어 2차로 옥수수 기준5만톤이북

한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i997년 i2월 베이징에서 게최된 제4차 접촉(i997년

l2II 22-25일)에서 남한은 구호물자의 분배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

고 남한의 대북지원 분위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에대한북한의 약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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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져야 한다는 점을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분배에 따른투명성 보장문

제와관련하여 2차합의서의 "국지1적십자연맹 대표의 분배결과 확인" 합의는

백용호 전서기장이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종전보다 오히려 후퇴한 입장

을보였다
.

제5차 접촉(l99s년 3월z~27일)에서 남과 북의수석대표는 국제적십자

연맹의 분배결과 확인을 합의시에시명기하지 않는대신양해사항으로 처적하

기로 절충하고, 3월 27일 전체회의에시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

달절차에 관한합의서' 에서령하였다
.

그러나 남한의 대북지원과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l9諒년 강릉잠수함 침투사건을 일으키는 등강경정책을 전개하였고, 우리정

부의대북정책 또한강경노선으로 천화하게 되었다. 이와같은상황전환으로 남

북갈등은 오히려 심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은 가시적인

남북관계의 매선효과를 가져오지 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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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민간단체의 관심

l()料년대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북핵문제는 바침내 l()93린 표를화되

면서남북관계를 경적시린다. 문민정부는 '핵연계전략 을고수하터 북한을 압

박하였고,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 채치국과 직접대화를 고집함으로씨 남북관계

는 긴장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터욱이 김일성 사망 이후조문파동으로 남북

관계는 린동면상태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식량난에 처한북한

을 위해 정부는 i995년 (i원 i5만 톤의쌀을 지원하는 등 인도적 차원에씨 대북

지원을 하였다
.

이 시기국제적으로는 발냉전의 분위기가 뚜르익었지만, 북핵룬제와 식

량난, 남북관계의 경색이라는 복합적 상황속에서 비정부 차원의 통일노적도 전

반적으로 침체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성이 증대되

면서.비정부 차원의 지원노력이 적극화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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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의 통일노력 및 재야 .시민단체의 분화와 대북지원 노력

이 시기 정당의 통일노력은 전반적으로 전시기의 통일노력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99o년 5당 합당으로 창당된 민주자유당의 통일정책은 노태

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및 문민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궤를같이한다. 이정책은 크게3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첫째, 화해협 력단계, 둘

째,남북연합단계 ,셋째,통일단계가 그것이다. l995년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의

통일정책은 평화빈주당의 통일정책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 총재

의통일철학인 '열린 민족즈의(Open NationalLsm)' , 적극적 평화주의(Positive

p料ce)' 그리고 '전지구적 민주주의(Global Democra린)' 등이내재되어 있다.

자유민주연합의 대북정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한 .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하여주변국다자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보수적 시

각을견지하면서 특정한 통일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과거신민주공화당의 당

른과그 역사적 맥을같이하고 있다
.

범민련이 결성된 이후 3년여 동안 범민족대회 재최를 둘러싸고 공안당국

과 재야인사들과의 갈등이 계속되었고 관련인사들에 대한수배, 구속등의강

경조치가 잇따랐다. l99l딘 경희대와 l992년 서울대 , '한총련사태' 로 일컬어

진 i996년 면세대에서 열린템민족대회에 공안당국은 헬기까지 동원하여 대대

적인 저지에 나섰다. 그러자 전국면합과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한청할를 중

심으로, 극심한 탄압이 통일운동의 대중화에 제약이 된다며 팀민련을 해체하고

새로운 통일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

제4차 범민족대회 직전인 l993년 8월 5일 한청협은 "범민련의 조직적

기반이 취약하고 통일운동의 대중화가 절실히 요구" 되므로 보다광범위한 대중

의참여를 위해 범민련 해체와 새로운 통일조직체 건설을 전국연합에 제안하였

다.전국연합은중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새로운 통일운동 조직의 결성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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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고, 그 결과는 문익환 범민련 의장과 이창복 실행위원장의 사퇴와 l9諒

년7월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민족회의의 창림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추 재야의

통일운동은 두 재의 진영으로 나뉘어졌고, l995년 해방 5o주년 기념행사와 관

련하여 민족회의가 범민족대회의 개최를 반대하면시 ,양자사이의 갈등은 증폭

되었다.

불법의 틀에갇혀서는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모색할 수없다는 입장에서

설림된 민족회의는 국민대중의 다양한 통일의사를 대변할 '민간통일운동의 결

집체' 를표방하면서 출템하였다. 선언문에서 민족회의는 "통일운동이 대중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모일때비로소 힘 있는운동력이 형성절다.'는 전제에서

실천강령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른민족통일" ,'t북이 서로

존중하는 통일국가의 실현", '계세의 내정간섭 배격", "온 겨레의 단결로 민족

자주실현"을 내세됐다
.

이시기특기할 만한변화는 민족회의와 같이통일운동의 대중화를 표방

하는단체외에도 시민운동 차원의 통일운동, 즉노설으로 보자면 중도적인 통

일운동 단체의 출범이다. 이런단체로는 l料만년 3될 l일 경제정의및린인할 통

일협회천실련 통일협회)가 제일 빈저출템하였다. 핀태준 .김성훈 ,이장희 들이

주축이 되어설림한 이단체는 지향점이나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i)민족통일에

대한시민사회의 공른화? (2) 관변통일운동과 반정부 통일운동이차는 양극단의

극복, (3) 실사구시에 기초한 합리적인 통일운동, (4) 국민절대다수가 동의하는

통일, (5) 남북한 간민간교류의 활성화, (6) 평화통일을 위한통일의식 캠계인과

남북나눔운동을 들고 있다. 주로 전문직 지식인과 시민운동가를 중심으로 구성

된 경실련 통일협회는 통일운동의 좌우 편향성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운동방향

을제시한 점에서 민족회의와 마찬가지로 대중화를 모색한 통일운동체이다. 특

히이단체는 경실련이 시민운동에서 축적한 공신력을 통일운동에 활용할 수 있

는 이점이 있었으나, 후에경실련이 내부갈등과 운동방향을 둘러찰 혼선을 겪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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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서 역으로 그것이 통일릴회의 활들을 위축하기도 하였다
.

이시기에 드러나는 틀일운동의 또다른주요한 득징은 시인단체에 의한

대북치 원활틀이 시작피었바는 것이다. l9行년 홍수피해와 함께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하떤서 ,국3.l1사회에 긴금구호지원을 요청하게 린었다. 극내에서

도 북한의 할혹한 홍루피해 사실이 알려지변서 정부는 틀른, 민간차원에시츠

인도적 지원의 절요성에 때한 사9 적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종교계와 시빈반

체,민중운동단체들이 대출치원활통애 찰여하였다. 이린지원활동에 가강적극

적으로 나설 것은 천주교차 된불교, 기린교. 불교조계종 등의音교단해이거나

증교적 배경을 피닌 %E1었빠. 이는 체제와 이념에 따라 어전히 남북이 갈틀관

게에 있는 장황에A.1는 종핀간체들이 정치적 이해관게를 떠나 인z주의적 차원

에서 j고적손천게 지원할 수 있기 베푼이었다. 대북 민간치원의 태들기였린
1 9 9 7년 6월 22일 경기

도 파주 통일동산에서 이 시:기에는 시인단체를o. 들인노력에 비해모금은 저조한 편이었다. 정치적
친주교 서를대교구 할민

쪽 북를리 루진를부가 구 인분쟁이 만;,3t a1H-다 모글활등은 위측피었다. 해를 들면 l99(,년 <)월 극힌
관한 통일기원 대미사를

마친 후 김수환 추기경 할주詩의 강름 천투사건은 한동안 또금윤동을 얼어붙게 하였바. 또한 정부는
과 긱계 인사. 신자들이

.북한동포들 기 걷기대 대한적 십자사를 단일 찰구초 지정하고 이 기구를 틀한 인간간체들의 대북지원
회.를 가됐다

.

을 히출하는 대긴, n간간체의 직

접적인 지원이나 언론사나 개별기

업체의 지원활동 배입에는 711한을
.綠流逃

.

두었다. 대한적십차사는 통해 치

원룰자를 북한애 우회적으로 친달

.: 피 ,識 驪幽 하게 하는 제도는 지원단치들의

차발성과 적극성을 만어? 리는 요

인이적었다
.

l9n린 2될 를피게를 포찰

한 사회원츠 인사 4(J여 법은 기자

2.5고 s s 일 ? 길 바÷를 5 버 %'및츠

L



회견및시국간담회를 열어북한동포돕기운동을 호소하였다. 6월말경에는 '북

한식량난에 관한국제협의회(Mtisgrove)' 를개최하였는데 ,이를통해서 국내의

민간지원단체뿐 아니라 lo여 개의국제단체들이 북한의 식량실태에 대한정보

를공유하고, 중장기적인 지원대책을 논의하였다 .

l99o년대 후반부에 이루어진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활동은 크게두부류

로나눌수 있다. 그하나는 i9인년 6월천주교, 불교f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

유교등6대종단과 시민단체의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결성된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이추진한 북한동포돕기 범국민캠폐인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 청년.

여성, 지역등의진보적 사회운동이 결집해서 l997년 4월에 설림한 '겨레사랑

북긴동포돕기 범국민운동' 이벌인모금캠페인이다. 전자의 '옥수수보내기 캠

페인' 이나후자에 소속된 운동단체들이 지역별로, 부문별로 벌인 '북한동포를

위한하루한끼글기운동' 은큰성과를 거둔캠페인이다 .

2 . 학생 통일운동의 찰력 약화

문민정부의 출범과 냉전의 해체등으로 학생들의 통일노력은 과거와 같

은활기를 띠지는 못했다. 이과정에서 학생들의 몇가지행동이 사회적으로 물

의를 일으키기도하였다 .

먼저한총련은 l993년부터 북한의 대학들과 자매결연맺기 운동을 계획

하였다. 학생들의 남북대학 자매결연맺기는 한총련이 5월 lo일 제안한 것으로

서,6월lo일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에 이와관련한 예비회담을 공식적으로 제

안하였다. 정부의 예비회담 불허 방침으로 회담이 성사되피는 못했지만, 남북

학생회들 간의대학자매결연맺기는 어느정도이루어져서 ,남한의 일부대학의

학생단체와 총학생회가 북한의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기도 하였다. 자대결연은

대학당국과의 충분한 협의나 합의없이주로학생회에서 개최한 자매결연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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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해이루어졌으며, 이과정에시 정부와물리적 충돌

을빚기도 하였다
.

l992년의 인공기 게양을 둘러싼 갈등 이후
.

l9린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그에따른 결국대학에

서의조은을 둘러반 논쟁과 이를둘러싼 정부 당국과

의 마찰도 학생들의 대중적인 통일노력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었다. 조문이 사회적인 논갱이었던 것처

럼,학생들의 분향소 설치도 학내에서뿐만 아니라 사

회적으로도 큰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학생층의 통일

노력의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었던 이유는 소련및동

유럽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혹은 체제전환에 따른

이데올로기의 약화 때문이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사

서대기련 소속 학생 3명이 1993년 6월 12일 판문점 중립국 회의 민주화와 다른 무엇보다도 여타의 사회단체 및
김독위 회의실에서 북한 대학생 기자대표들과 만나 첫 회담을

가됐다. 아래 사진은 남북학생 기자대표들이 악수를 나누고
각계층애서의 통일운동이 활성화되고, 여기에 정부

있는 모습
.

당국의 찰북 대화및기본합의서 채택등의통일노력

이진핀되었다는 점을들수있다. 여기에학생들의 통일운동 방법이보다대중

화된형때로 전개되지 못찰으로씨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대중

동원능력에서도 한계를 s러내게 되었다. 특히한총련은 범청학련을 중심으로

당시통일운동 진영에서의 다양한 는쟁을 소화하치 못하고 있었고, 북한에 대표

를파견하는 식의행동이 반복되었다. l994년 lo월의 템청학련 사무국장 최정

남의북한파견에 이어,l995년 8월 l4일 인천여대 정민주, 가톨력대 이혜정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

학생틀의 통일느력은 한총련이 아년다른조직의 학생들에게서도 서서

히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l995년 2월남북의 대학생이 처을으로 대규모로

대면한 '제3회 세계대학생 평화세ti1나' 는중국베이징 에서남한의 세계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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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연구회와 중국의 중앙민족대학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여기에 남한l89명? 북

한린명등총5oo여 명의학생들이 만남을 가졌다 .

린95년과 l996년 연이어 자연재해를 겪은북한은 국제사회에 공식적으

로구호를 요청하였고 이로써 학생들의 통일노력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

북한의 식량난에 따라사회적으로 북한에 대한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대

학생들도 이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한총련을 중심으로 한대학생들은 여전

히정치적인 문제를 우선에 두었으며 ,i996년 연세대 범민족대회를 계기로 정

부당국과 엄청난 물리적 마찰을 겪어야 했다. 이사건으로 인해수천릴의학생

이연행피었고, 결국한총련은 불법이적단체로 규정되었다 .

i996년의 한총련 사태는 국민들의 한총련에 대한인식을 부정적으로 바

꾸었으며 ,한총련이 델이던 통일노력에도 냉소를 보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

안학생들의 통일노력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었고, 정부에서도 그에영향을 받

아l98o년대 말부터 통일을 주요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과제로 부각시키

는데성공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감상적이고도 너무앞서간 주장과 행동이

점차대중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

3 .언를계의 보도규범 찰濫과 남북 언를교류

북핵위기는 l994년 어느정도해소되었지만, 북핵과 남북대화를 연계하

는경책으로 김영삼 정권당시남북관계는 냉랭해졌다. l994년 7월김일성 주

석의사망으로 북한조기붕괴른이 등장한데다 정부의 김주석조문불가찰침.

전군비상경계령 발동등은북한을 자극했다. 이에따라민간차원의 교류가 위

축되었고 남북언론교류의 조건도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

언른계는 이런정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남북화해를 위한내부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북한과의 접촉에도 적극나섰다. 한국기자협회가 특위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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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한 것은북핵문제가 위기를넘기고북.인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던 l料4년

9월이었다. 특위는 남북상호취재단 파견, 토른회 및방송물의 공동제작, 남북

1 기자체육대희 등7개의 남북교류사업안을 마련했다. 같은해ll월에는 남북언

론간상호비방 중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북한의 조선기자동맹에 보내는

언른고류 제의문을 발표했다.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련, 한국방송 프로듀시 연

1 합회는 l9f년 7될7..4남북공동성념을 선언힌 지23주년을 맞아 '남북언른교

류추진협의회' 를재파동하고 조선기자동맹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남북언

른인치담' 을제의했다
.

북한른 비록호응하지 않았지만, 언른계는 이에위축되지 않고북한및

통일간린 문제를 편족의 화해와 단결을 위한방향으로 보도하자는 통일언른 운

동을적극전재했다. 이藝동가운때 대표적인 것이언론3단체가 l995년 8월

공동으로 발표한 '평화통일과 남북화해 협력을위한보도및제작준칙' 이다. 이

글칙의 전틀은 준칙재정의 취지를 다움과 같이밝했다
.

#한긴 로즉의 틀필c U U례의 주.및이바. 그치나 치글까피 주리인근른 남북긴게

및는t근리 린z 체작매/,.) 화해파 인피를위기 조성데 기며하기보바는 를인파 치만

의익을를G근4J기 f를일적 c른이파는 오법글 및이내치 쓸린#. 이랄른간성

위애'... 인극인를4등른찰인템과한4 기자t 회및한즉방告프로5시인합회 틀린를

.7 f 4 해f과 를간sE친을 z다우치언촌이 틀일전근으츠 기들나/ 위한바및

트 츠 근틀리 린,--. -U-'m을 대시한다. 우리는 - .4를글등성i州 \$ 사이의

차해와 활가4 f a 류치4.|에 간한할의'..I 정인애 빠라4 져# 과s.3 점화공를차

T,.I즉등 a심희복애 ?!U"U'1록 공출의 이극을 글인히호 궁극적으3 만# 북이간

철하여 차주직.천차적브초틀만o 이주도록느책한라."

그리고 보도및제작릴천의 초강으로 남북간의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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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고 관급자료의 보도에 유의하며 ,각종추측보도는 지양할 것을다짐했다 .

아울러 통일지향의 가치를 추구하고 냉전시대의 관행에서 탈피하터 남북차이

에대해이해하도록 노력하터 남북의 동질성을 부각할 것등을체시했다 .

이준칙은 언른인들이 처음으로 통일언른이 지향해야 할보도원칙을 제

시하고, 세부적인 보도및제작치침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룰른이

준칙은 기자의 자기규율을 위해작성한 것으로 실제보도 및제작과정에서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는없었다. 기차는 소속언른사의 지침을 우설타라야 하는

것이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칙은 통일언론의 필요성을 언

른인들이 자각하고 기자재개인에게 통일을 지향하는 면른인으로서의 도먹적

의무감을 상기시키는 데중요한 역할을 했다.

언른노련은 또산하에 민주언른절천위원회를 필치했고 정례보고서를

통해북한문제에 관한과장되거나 때곡천 보도와 남북화해를 저해하는 보도를

지적하고 비판했다. l99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른노동조합, 한국방송

프로듀서 면합회가 공동으로 '통일언론상' 을 제정했다. 통일언론상은 매년실

글과방송, 통린의 보도와 제작에서 찰북화해와 평화통일노력을 한개인이나 단

체에게 시상함으로씨 언론의 통일노력을 확산시기는 역할을 誰다.

이와같이언론이 점진적으로 노력한 결과, l料()년대 하반기에는 남한의

언른사가 방북; 북한현지상황을 취재및보도) 제작하는 부분적인 남북언른교

류가가능해졌다. Mi漂는 i995년 io월 <금강산 다큐린터 리>등프로그램 제작

협의를 위해북한을 방문했다. 최초의 남한언른사의 공식방북이었다. l9卵년

9월에는 신문사로서는 처음으로 .중앙t및 통일문화연구소가 북한의 문화유

적답사협의및현지답사차 방북했다. 를앙c및는 이후l998인 s월까지 면

속네 차례방북했다. 이때찰영한레이프는 KiBs 일요스페셜 <북긴 산하기행>

에방송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북핵과남북관계 연게전략으로 인해언른

사의방북은 예외적 ,간헐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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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의 대북투자 모색

남한기업의 대북점촉은 l992년과 l993년 들어또다른변화를 겪게되

었다. 생산을 목적으로 한남측기업의 대북투자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이를매

개로한남북간의인적,물적 접촉의 범위역시더욱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진출 시도는 l99o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대한축구협회 회장자격으로 남북통일축구대회를 성

사시키기 위해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 김우중 회장은 이자리에

서김일성 주석에게 "북한의 남포x.. 역에산업공단을 조성하여 수출상품을 생산

하면수년내loo억 달러이상의 수출을 기대할 수있다"며 노동집약적인 경공

업가공공단을 북한내부에 설립할 것을설득하였다. l989년 구소련 및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이후석유와 기계류의 수입이 급감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있던북한으로서는 이러한 제안에 홍미를 느끼지 않을수없었을 것이다
.

이에따라북한당국은 l992년 l월김우중 회장일행이 평양과 남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재방북을 허용했다. 9월에는 고합그룹 장치혁 회장일행이 평양과 원산
.

청진등을시찰할 수있도록 받아들였고, lo월에는 남한정부와 인간기업이 공

동으로 구성한 남포투자실무조사한이 평양과 남포등을돌아보고 남포공단의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허용했다. 특히같은해7월서울을 방문한 북한

정무원 김달현 부총리는 방포공단 조성사업을 남북한 경제교류의 시범사업으

로지정해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타진하는 등우리기업의 대북투자진출에

깊은관심을 표명하였다
.

이처럼생산을 목적으로 한대북투자진출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

기업의 대북접촉 목적과 형태에도결진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대북접촉 동

기가기존의 제한적인 물자수입이나 북한출신 기업인의 개인적 관심사 등에서

벗어나 양질의 저렴한 북한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어갔다. l99o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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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임금과 저효율로 인해국제경쟁력을 상실한 남한기업가운데 상당수가 해

외생산을 위한유력한 생산기지의 하나로 북한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남

북교류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우리측이 단순히 북한을 도와주는 차원에시 진행

된것이아니라, 남북모두가 서로의 절요에 의해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

으로 자리를 잡은셈이었다. 이에따라그간대북접촉의 선두에 섰린대기업뿐

만아니라 다양한 중견또는중소기업들 역시북한진출에 관심을 보였다. 실제

로 l992년 lo월 말당시대북교역 내지합작을 희망하는 남한기업은 대기업이

51?I(13%), 정부투자기관이 22건(5%)인 데반해중소기업은 班7?I(82%)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대북교역 활동이 매우활발했던 것으로 밝혀지

고 있다.

그러나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진출에는한 가지걸릴돌이 있었다. l9料

년3월북한이 NpT를 탈퇴하여 핵문제를 표면화시킨 것을계기로 우리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시까지 남북경협을 유보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실제로

i988년 이후매년큰폭으로 늘어났던 남북교역액수는 l993년 들어서는 오히

려전해보다 줄어들었으며 ,l994년에도 그증가세는 크지않았다. 북한을 생산

기지로 하는남북한 위탁가공교역 역시 l992년부터 시작되었으나, 그규모는

l993년까지 7백만 달러수준에 불과했다 .

우리기업의 대북접촉이 다시활발해진 것은l994년 lo월 제네바 합의로

북한핵문제가 해결되고, 이에따라정부가 그간유보해오던 남북경제협력을 활

성화하기 위해같은해ll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를발표하면서부터 였다. 이

조치는 (i) 기업인 방북등남북경제인사의 상효방문 치웅, (2) 위탁가공응 시설

재반출허용및기술자 방북허용, (3) 시범적인 경제협 력사업 실시등을주요

골자로 하고있었다. 우리기업의 대북투자진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모두망

라된조치였던셈이다. 더욱이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됫받침하기 위해l994년부

터l995년 사이에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규정' , '국내기업 및경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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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1의 북한지 역사주소 설치에관한규정' , '대북투자 틀에관한외국환 관리지

침'통세부행정절차들을 마련하여 기업의 실질적 대북투자진출을도찰다를 r L

결과 l9料닌 5월대우의 는포공단사업과 고합물산의 섬유와 의류등4개사업이

남북한 간의힘럭사업으로 승인을 z은것을필두로 하여. r)월에는 힌일힙섬 의

봉제등4개사업과 국제상사의 신발제조사업이 그리고 9월에는 녹십자의 의약

를제조사업 ,동양시인트의 시를트 싸이로 건설사업 .동를해운의 나진항 하역설

비주차사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딴는등대북주자진출이 본적화하게 되었다
.

우러기업의 대북는자진출 작대는 북한경제에 키다란 의의를 갖는 것이

었다. 예를들어남포공단 사업을 추진했던 대우는 l996면 북한측의 조선삼친

치총회사와 5 f 5(& 치분를 주차해 최초의 남북한 합영공장인 민족산업총회

사를설친하였바. 이최사는 피,000체곱 .터의부지에 1,300인의 북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으때, 연간3()c)만 장의서츠와 犯만장의재킷그리고 핀만개의
대한무역투자진言공시

(KOTRA)는 1996년 8 가방을 생산할 수있는대#..모 공장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이회사는 연간
월 2o일 한국종6무역

센터 15층에 대북교역 3,500만 딸러의 수출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는당시북한의 총수출액이 io억 달
및 투자에 관심있는 국

내기업들에게 북한정보 러에도 J 치치를했다는 사일을 감간하던, 북한친j11 수출액의 3-5"/i를 차지하
를 제공하는 .나진 .선

봉 투자정보센터' 를 개 는큰규모였다. 더욱이 때우측은 북한의 노동력을 관리하고 교육시키기 위해
설편다. 오 5를 사진은

1996년 9월 13일에 열 4년상당수의 기출진을확한에 파핀하였다. 우리기업의 대북린출로 인해분간
린 나진 .선봄 투자설명

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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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틀일부.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돔향」. 각 월츠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국민이 같이생활하적,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기

회가제공된 셈이었다
.

남한 기업의 대북주자진출이 확대되면서 l995년을 기점으로 남북한 교

역규모와 북한을 생산기지로 한 위박가공교역 규모가 모두 크게늘어났다 .

l料5년 피역규모는 전년보다 4o'/) 이상증가한 2억8o()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

이가운데 위탁가공 교역량 역시전년보다 두배이상늘어난 7.4oo만 달러를 기

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l997년까지 지속되어 남북한 총교역 규모는 5억달러

를넘어됐고, 위탁가공교역 규모또한8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지속했

다.그결과l99o년때 중반이후남한은 북한의 교역상대국 가운데 교역규모 면

에서중국에 이어두번째를 차지하는 나라가 되었다. 지속적인 우리기업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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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교역으로 인해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남한이 북한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것이다
.

그러나 l998년 한국경제에 불어닥친 금출위기로 인해남북한 교역규모

는급격히 를어들었다. 이해남북한 교역규모는 전년에 비해 7o#b 가량이 하락

한2억2천만 달러에 불과했다. 더욱문제가 되었던 것은l995년 이후남북한 교

역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양국간의 정치적 관계는 그다지 우호적

인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예를들어 l9料년대 중반 이후북한은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었으인 ,이로 인해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의 식량원조를

받았다. 그러나 찰한의 경우 l995년 대북 식량지원시 발생한 인공기 사건으로

북한에 식량과 구호품을 지원하는 데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북한역시남

한과의 정치적 관계를 호편시켜 식량난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

하지않았다. 우리기일의 대북진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남북간의

정치적 긴장관계는 릴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셈이다
.

5 .종교 .여성계의 조직정비와 통일운동

(1) 종교계피 대북지원 주도차 연합기구 구성

l9料년 북한에 식량난과 대규모 기아사태가 발설하였고, 이에종교계는

諾주리는 북한동포를 돕기위한인도주의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i996년 6월북한동포 돕기운동에 역량을 집결하기 위해불교와 개신

교 .천주교 .원불교 .친도란 .유교 등6재종단과 시민단체, 학계를 망라한 '우

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를발족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북한식

량문제를 국제회의 (l997년 3월)에서 토의하고 대북지원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한

범국인적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감자와 옥수수 등의식량지원을 실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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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가운데 종교게가 가장

많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대북지원 사업에서 종교게가 적극적이었다. 개신교

와천주교, 불교등의남북교류는 대북지원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것이사

실이다. 종교계의 대북활동이 기존의 통일운동으로부터 구체적인 대북지원으

로 전환된 것이다
.

개린교계는 l993년 4월 진보와 보수가 연합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남

북나눔운동' 이발족되어 북한어린이에게 분유보내기와 식량과 의약품. 감자.

의류 등을 지원하는 운동을 펼침으로써 종교게의 대북지원을 이끌었다출 또

l料約년 5월 '민족통일 에스라운동협 의회' 의창림으로 개신교게의 틀일운동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린으며 ,한기총은 l를린년 '북한교회 재핀위원회' 를

설림하여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활발한 운동을 펼했다 .

천주교의 경우, l9計년 서울대교구에 '민족화해위원회' 가 조직되었고

민족화해학교(lr5년 l()월)가 개설되었으머 ,이는이후친교구를 망라한 인북선

교활동 조직인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1999인 l(@)를 결성하는 모태가 되

인다. 이후 인족화해위원회근 '북긴형제와 국수나누기 른를 (l()w년 8및)을 시

작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에서 북한의 천주교인들과 접촉을 지속하였다 .

불교계는 24개 종단의 연합기구인 '우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와

'북및동포돕기 불교추진위원회' (1997년 5친, 조게종과 평불협 등이대북한 지

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평
r n p

불협은 l995년 4월 방북 이후 북

한 불교단체와의 인적 .물적 교

최창무 천주교 서울대교

류협력을 비롯하여 한민족의 통 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

징2 1996년 12월 3o일

일이념 발굴과 남북한 간의 불신 강영를 대한적십자사 총

재를 방문. 북한 수재민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중 을 돕기 위해 천주교 신

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점적으로 추진했다. 이와 같이 전달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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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邦년 북한의 대홍수를 계기로 시작된 인도주의 대북지원에 종교게가 적극적

으로참여함으로써 북한과 교류하는종교계의 활동범위가 확대되었다
.

한편진보종교계는 l993년 l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백2주년을 맞아천

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기독교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실천불교전국

승가회, 원불교 사회개벽s무단 등이함께하여남북합의서 실천을 위한 '종교

인천인선언대회' 를갖고 이합의시의 내웅을 알리고 실천하는 운동을 적극 전

개하였다. 천도교는 l993년 lo월 때이징에서 오익제 천도교 중앙본부 교령과

유미영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 오익제

교령의 될북(l997년 8월) 사건으로 사최적 파문을 일으했다. 또한원불교는 l9邦

년 '찰북한할운동본부' 를발족하고 남북간의상호이해 증진및북한의 나눔 .

교류사업, 통일을 위한기도회와 및회등을추진하였다
.

해외에서도 종교인의 교류는 꾸준히 이어졌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

힌제.5차 기득교 국제협의회(i995린 3월,교토)와, 이주평화통일 희년대회(iE5년
1995년 1월 28일 베이

징에서 한국기독교교회 7월, 신시내티), 남 .북 .해외 천주핀인 뉴욕세미나(i995년 i(@, 뉴저지주), 동북
협의희(KNCC) 대표단

과 북한 조선기독교연맹 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국제에큐메니칼 협의회(l996린 l월, 마카오), 남 .

대표단이 만나 한빈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 북.이교회협의회(린)7인 7월,뉴복), 남북 천주교인 세미나(l997년 ()월, 베이징)
4차 기독교 국제협의회

를 개최한다고 공동선언 등을통해남북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상호이해의 폭을淸했다
.

한 를 기념촬영을 하고

및다.
그러다가 제3국에서 빈번히 대

최되는 종교행사에 북한과 교류하기

위한종교연합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

어l993년 7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종교인협의회 가 결성되었다. 북

한이조선종교인협회라는 연합기구를

통해종교활동을 필치고 있는 데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합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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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동이 절요했기 때문이다. 또한국내 lo재 종단협의기구인 한국종교협의회

는 l9린년 2월중국 데이징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회의' 를 개최하

여북한종교인협의회 관계자들과 남북종교교류 문제를 논의하였다. 또한한국

종교인협회는 l997년부터 2년마다 남북종교인평화모임을 재최하고 있으며 ,한

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l997년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주관으로 개최된남

북종교지도자베이징회의(i997년 5월)에서 북한과 남북종교인의 협럭강화와 식

량지원 등을논의했다
.

(2 ) 여성계의 통일노력

이시기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어 여성계의 통일노력도 아울

러주춤해졌다. 그에따라 l98o년대 후반 어렵사리 형성한 남북 여성간의신뢰

관계도 더 이상발전할 수 없게 되었다.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북한바로알기운

동도소강상태에 빠지고, 종교계로부터 독릴하여 통일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던 재야 여성들의 활동도 위축되없다
.

그 와중에서도 통일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문제를 플

어가기 위한 여성단체로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997년 5월.상임공동재표 이

우정교수)가 창림된 점을들수 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l9判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른회 실행위원들이 l993년 이후 실행위원회를 해체하면

서그중여성들이 중심이 되어한반도의 청화정착과통일 실현에 여성주의적

관점을 관철하기 위하여 창릴하였다. 주요사업 내웅으로는 평화교육과 운동, 통

일교육과 운동, 평화군축 활동, 국내외 인대활동, 여성적 관점의 평화통릴 이론

과 정책개발등이 있다. 또한전시기에 창림힌 '세제평화여성연합'은통일교

산하의 能재국 여성지도자들이 모인가운데 핀전한 사회와 평화의 세계를 실현

하기위해여성의 힘을결집하는 것을목표로 삼아교육분과, 통일분과, 환경분

과,청소년분과: 사회복지분과, 문화분과, 종교분과의 국내외 활동을 도모하였다 .

..l 탈냉전기(1993~1997) 2 4 U



l9料년부터 종교계를 중심으로 북한수재민 돕기운동이 시작되어 l997

년봄부터 본격화되었다. 이에한국여성단체 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기

독교협의회 여성위원최는 북한의 어린이와 어머니를 지원할 목적으로 모금운

동을전개하였다. '밥나누기 사랑나누기 운동' 가두캠페인을통해 모금한 l억5

천만원으로 분유26톤을 구입하여 북한의 조선민주떠성동맹과 아시아의 평화

와여성의 역할토른회 북측실행위 원회에 보내기도 했다
.

6 .재외동포 사회의 변화와 관심의 분화

l98o년대 말에이르러 한반도 상황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북방정책과 料서울올림력 개최는 재외동포 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기가 된사

건이었다. 이제재외동포는 상호간 그적고 남북모두와 교류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재외동포의 새로운 역할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

구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추진하는 북방정책은 그곳에 거주하는 재외동

포와 남한사회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올림적을 계기로 중국과 러

시아동포들의 한국에 대한인식은 급격하게 변하였으인, 더이상일방적인 교

류만가능하던 시대는 지나버렸다. 이런정부중심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와 연관되면시 재외동포 사회에 큰별화를 가져왔다. 즉한국의 z간통일 단체

와재외동포 통일관련 단페와의 교류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재외동포 단체간

의교류와 통일노력이 나파났는데 한예로, 미국동포의 중국방문이 시작되면

서중국동포의 崙이조금적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에 거

주하는 동포들의 짧도알려지기 시작했다. 미주동포의 북한방문도 시작되고
.

조총련계 동포의 한국방문도 일부이주어지면시 ,재외동포의 통일노력은 이제

민간차원의 복합적인 교류의 장으로 들어섰다
.

한국과 소련의 수피에 이어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치년서 재외동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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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변화는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것은 첫째, 일각에시 제기된 재외동

포 역할론의 강화와 함께 둘때, 해외동포 사회 구성의 변화로 촉발된 거주국을

강조하는 경향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양측과 분리된 재외동포만의 의식의 생

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

통일과 북한개방및교류에 있어재외동포의 역할른이 더욱 강조되기 시

작하였다. 남북한이 서로 배타적인 자세를 버리지못해 진정한 의미의 남북협상

이 실현적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시는 재외동포들

의 역할이 요청된다는 논리로 구체화되었다
.

가령미국 및 유럽의 동포들은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투자를 해야 하고
.

미국의 대북금수조치(Emb'argu)가 가급적 빨리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고주장하였다. 북한이 경제특구 제도로 외국자본 특히재외동포의 자본을 유

치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 수교를 맺어수출을 진홍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전딴하였다. 그때 미국동포는 북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슬이전
.

기업관리 ,해외시장 개척에 현저히 기여할수 있다. 특히치국과 북한의 국교가

정상화될 때,미국의 경제 원조를 동포 상공인의 대북 투자 및교역에 활용할 수

도 있다. 그 외에미국정부나 국제기관의 각종 수출 및 해외투자 장려기구를 최

대한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보한 재중동료는 한 .중 경제교류와 헙럭해상당한 기여를 해왔는데, 특

히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초기에 통역이나 안내원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다리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강한 경제럭을 갖지못해 대규모 대북 투자는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남북 동포들의 상호 이해에 큰 역할을 할수 있다. 또한한국이

나중국자본의 북한 길출에서도 다리역할을 할수 있다. 재외동포들의 대북경

협사업은 북한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씨 이를 통해서 북한

에대한 외국두지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l撚o년대 초반 남북 경

제헙력의활성화에 장애요인중 하나는 북한의 비합리 적인 상관행인데 재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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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기업인들과의 잦은 교류는 북한 경협 실무자들이 시장경제의 상관습을 이해

하는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제도가 정비되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다. 중국 경제재혁의 주요성공 요인으로 원활한 외국투자 도입을

들수 있는데, 중국의 투자 여건조성에 해외화교기업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

다는점을참고로 재외동포가 북한에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런지역별 .

산업별 구체적인 재외동포의 통일및북한개방노력이 논의된 것이 이시기 재

외동포 사회에 나타난 첫변화였다
.

재외동포 사회는 그자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재일동포 사회

의자이니때 f 인 바람과 변화, 재미교포 사회의 한국인과 흑인간의갈등은 재

외동포들의 통일노력의 성격을 변화시키면서 ,거주국 중심의 방향과 북한과의

간점교류에 더욱초점을 두는 결과를 가져찰다
.

재일동포 사회에는 냉전해체와 함께변화의 바람이 일어났다. 과거민단

과조총련으로 나뉘어진 재일동포 사회에서 새로운 현화는 민단과 조총련에 속

하지않는중간층의 증가와 재일2세대의 증가, 일본으로의 귀화그리고 새로운

한국인 이주하의 증가로 나타났다. 조총련과 민단 사이의 극한 대림에 염증을

느린企위조설적 동포(사된상무국a 지의존재가 부각되었다. 이들은 한국 국적

도아니고, 적극적인 북한국적자도 아니었는데, 릴전이 해체되면서 그들이 목

소리를 높이기시작하였다. 반면 재일동포 사회도 점차 2세대와 3세대가 증가

자이니찌(在 B )바람

.자이니께' 란 일본에 거주하는 사실만을 중시하고. 그들이 민인한국)이나 조총련(북한)의 어느 편에 속하는지는 문

제 삼지 말자는 운동이다. 그리고 자이니피의 를 안에서 재일동포 사회의 통일과 조국통일의 계기를 삼자는 주장이

생란다. 물른 자이니께는 오히려 일본사희에 더욱 적응하여 동화하는 한 계기가 되기도 하었다. 하지만 자이니제를

통해 새로운 세대들이 남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통일문제를 생각한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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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린1대는 사망으로 그수와영향력

이줄기시작하였다. 새로운 세대의 조국

관은 이미변화하고 있었다. 또한 새로운

현상은 일본인으로의 귀화였다. 초기에

는 일본식으로 이름을 개명하였고: 지금

은 한국어 이름을 가진채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는 자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3 o

만명을상회한다. 또한l97o년대부력 입

국한한국인들 중장기체류자가 증가하면 19피년 4월 14일 오9

일른 도쿄도 내 아라카

서,이들의 목소리도 재일동포 사회에서 커지기 시작하였다 .

와구의 한 초등학교에

서 남북 분단 이후 처를

재미동포 사회도 변화하였다. 동포인구 중현지에시 출생한 2세의 비중 으로 민만 및 조총련계

동포들이 자리를 같이

이이제5o%에 달하며 l料차 외국인과의 혼힐로 태어난다. 이는등포사회의 힌 가운데 춤과 노래로

壽겨운 놀이마당이 펼

민족의식과 가치관에 많은린화를 불러랐다. 그결과미주동포에서도 새로운 교 쳐됐다.

류협력의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이런변화는 남북양측과 구별되는 재외동포의 분리된 의식의고양을 가

피왔다. '수천적 한민족른' 의등장이 그것이다. 재외동포 사회의 심속과 변화로

한국및북한사회와는 판이하게 다른사회가 형성되별서 ,이들의 활동중싫이

거주지 중심으로 바뀌고, 2세중심으로 변화하게 절다. 그결과통일노력도 남

북한을 템렬적으로 바라보면서 ,고국중심이 아닌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진행되

는흐름으로 나타나게 된것이다. 이는정책적 대상으로서의 재외동포에서 벗어

나하나의 집단으로 조국을 바라보는 현상을 가져왔고, 문화적 동질성의 추구라

는새로운 통일개념이 등장하였다 .

그러나 민족의 동질성만을 너푸강조하면. 공동체 자체발전을 위축시키

는요소가 되고또해외동포들이 거주국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게 될우려가

있다. 이에화교들처럼 거주국에서 정착하여 거주국 문화를 수용하고, 소속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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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거구국 사회에대한여러기여를하는 것이중요하다는 운동이 새롭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동포들이 중심이 되어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으로

l987년에 민단주도로 만들어 진 '때외 한민족 대표자 대회' 를들수있다. 적년

제로회의를 개최하는 이단체는 거주국에서의 권익확립과 해외동포의 입장에

서조극을 위해기여하는 단체를 표방하면서 ,전세계해외동포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미국베서 일어난 반한, 반체제 운동은 한국이 민주화하자 일부는 친북통

일운동으로 전환되었다. ]99o년 2월 l3일에 치국과 일본, 유럽등해외동포 4(xJ

여템과북한대표들이 모며백두산 천지에서 조국통일 대행진발대식을 가졌다
.

이어평양을 지나관룬점까피 도착했으나 더이상행진은 못하고 한라산까지의

행진록표는 중단되었다. l料l년 3및N 일I-A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남

북교회 학자및성직자 긴에심포지엄이 열리고 lo월 理일부터 3일찬LA 관음

사에서 찰북해s.) 불교지틀자 대회가 개최린다. i料4년 i()될 料일에는 미주통일
해외힌민족대표자침의회

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 전국협회(NN린小 찰할총회가 매최된다. 料料년 3월4일북한바초알기 미국센
단이 후원하는 제4회 해

외힌민족대표자회의가 터의초청으로 이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등북한대표단이 간에도착하고 4
서 울 롯 데호 텔 에 서

1993년 5월 12일 개최 월차일에는 워성턴 l릿씨시 북미주 조국통일 동포회의가 결심된다. s월7일에
됐다.

는 한반도 통일면구회가 발족되
騷l朧 i諒출 t 7 ' 및 7

고,국제통일세치나가 M에시 개

최되었다. 이때 통일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 친북인사로 룬류되어

있는 이들은 아직한국 입국이 자

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참여정부

가 들어서를서 이들을 해외 민주

인사로 보고 차른 입국을 히응하

고 있는 추세이다. i料6린 4될 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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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남북분단 사상처음으로 남북대학생 대표가 Llc 버클리 제5차 코리아 평화통

일심포지엄에서 만나게 되고재이동포들은 중간적 역할을 하게된다.

북한의 기근은 재외동포의 인도적 대북피원을 가능하게 하는게기가 되

었다. 대표적인 것은재중동포의 지원이다. 1990년대 초찬함경도 출신이 많은

연변조설족자치주의 재중동포들은 북한의 친척들에게 보따리장수로, 정식무

역헝태로, 그리고 삼삼오오 개인적으로 인도적 지윈을 시작하였다. 재인동포들

역시l99()년부터 5년간4천6백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하였다 .

또다른 인도적 지원은 기근을 피해넘어온 북한인들에 대한보살필이

다.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건너온 랄북자들은 먼저재중동포의 도움을 받

으며기본적인 끼니와 잠자적를 해결하였다. 북한의 기근은 l9諒년부터 대규

모의랄북을 가져왔다. 재중동포들의 대북지원은 직접방문하거나, 물자를 보

내는형식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돌보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중국의 3년기근

(1960-1린2인 때북한에 신세를 진것을같자는 운동도 일어나 초기에 중국에

건너온 북한인에 대한재중동포의 인도적 지원은 매우중요한 것이었다 .

발북자에 대한지원은 일본사회에시도 진행되었다. 민단에서는 인도주

의적견치에서 '발북자지원 인터'를설립 .운영하인서 일본어를할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취업.주백.사회적출 분제등을도왔다. 래미동포 단체들도 발북

자를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주로선교운동에시 시작질 재미

교포의 활동은 중국에서의 제약과 감시속에시도 급속한 증기를 보였다. 이후

재외동포 인권및종교단치들은 발북자를 한국에 입국시키는 운동으로 그방항

을 선회하게 된다
.

교류협 력에서도 계외동포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 교류사업 중하나로, 과

학기술자의 남북교류와 상호세미나 개최를 들수있다. 채치동료의 네트워크

중가장오래되고 활성화린 분야는 과학기술 네트워크이다. ln1핀에 설럼피어

회원수가 i,5oo여 명에이른 재미과학기술자협회는 i31국 내에시는 물른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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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의 한민족 과학기술인력과 정보교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단체이다
.

또한l차북한핵문제로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있는시점에서도 5,ooo

여명이친인척 상봉을 위해북한을 다녀왔다. 그러나 핵위기가 심각해지자

l994년부터 미주한인의 둑한방문및가족상봉사업은 중단되었다. 이후고ool

년이피어서야 북한측은 '조국의 건설에 기여할 수있는자 에국한하여 가족상

봉을허용하는 제한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런점은재미동포들의 북한과의

교류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미동포들은 미국정부의 대북경제제재조

치때문에 한계가 있었으나 일부농수산품과 예술품, 건강식품, 임가공물에 관

심을가지고 직간접 푸역을 전개하었다. 특히북한이 필요로 하는의료분야에서

는교류협 력이지속되이, l997년 북미기독교 의료선교회 소속의로팀 4병이 북

한의초청을 받아평양.제3템원에서 의술을 제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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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응정 책의추진과

남북관계의 진전

..

..

l99o년대 후반의 국제정세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의 우위

로특징지을 수있다. 미국은 전대미문의 패권체제를 확림해 나가면서 우월한

국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클린턴 대통령

은구공산권 국가에 대해시장의 확대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꾀하는 한편미국

주도의 다자주의 제도를 확림하기 위해노력하였다. 냉전은끝란으나 미국은 자

국의이익을 위해세계문제에 개입하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전세계적

으 로 확산시키기 위해이른바 '개입과 확산(engagement ancl enlargement)' 의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에시 중국과 북한에 대한개입정책으

로나타났다
.

클린턴 행정부의 개입과 확산정책은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맥

을같이하는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한국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을추인하

고협조하는 길을택한다. i998년 6월한.미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한

반도평화와 통일문제에 당사자 원칙을 제시하였고,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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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포등 1.르호미사일 빌 북f미사일 발사... 일상공통차
사기지 일대의 위성사진 q e e n x s w n 사정거리2,2oo辰 .대포를 l호'

이 1999년 11월 29일 처 및출9L 라.및찰게 급속 및각딘플

를으로 공개됐다. 이날 要수로 비긍를당 릴외만 서랄거부
s s r a . a s . "

스팟위성 인터넷 臺페이 고賤 4 9 r 5 8
飜點 '聲燎f

. - - _를 7 l 근

7;1(www.spot.com)에

공개된 대포동 미사일 ?4.L.4:'.zft피, 북할 대포동 미사일 발사 관련 신

발사기지 위성사진은 북 aiiiwda waa~ "二;二 문기A간998년 9월 1일자)

한 화대군 무수단리 일 G 壽?3...HT ;

대의 미사일 관련 5개 a 출 를 를

시설s 표시하고 및다
.

뜻에따라한반도의 평화와통일이 달성될 수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

를밝혔다
.

l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i999년 금창적 지하핵시설 의혹

등으로 한반도에 암운이 할돌았을 때국민의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게 현안해결

을위해안보.외교.경제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접근을 통한대북포용정책을

제시했다. 이러한한국의 제단은 패리보고서에반영되어 향후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지었다. l999년 9월미국과 북한사이에 베를린 미사일 합의가 o1

루어졌고, 2000년 lo월에는조명록과올브라이트의 교환방문을통해미.북 관

페리보고서 구상

1998년 8월 북한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q 및미사일 실험발사를 계기로 를린턴 대통령은 페리(William Perry)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하여 대북정책 전반에 걸친재검토 작업을 시작하였다. 1999년 9월공개된 페

리보고서는 한반도 냉전구조 종식을 위한3단계 방인을 제시하었다
.

(1) 단기적으로 북한은 미사일 재발사를 자제해야 하며, 미국은 이에상응하여 대북경제제재를 완화하고 한국. 일본
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중장기적으로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 개발계q을 중단하필다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

(3)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과 북한의 헙력하에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켜야 한다.

를린턴 행정부는 페리보고서에 따라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할지만 2ooo년 6월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때

까지북.미관계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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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개선의 이정표를 제시하는북.미공동코뮤니케가발표되었다 .

클린턴 행정부 말기미국은 북핵문제와 미사일문제 등을일괄적으로 해

결하기 위해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에 이어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추진했다. 그러나 2oo()년 미국대선에서 민주당 앨고어후보가 낙선하고 공화

당조지w .부시후보가차기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임기말클린턴 행정부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대이상추진할수얼는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

l99o년대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일본

의경제부흥에 이어한국을 위시한 동북아 국가와 태국.인도네시아를 중심으

로한동남아 국가도 빠른경제성장을 이룩하여 바야흐로 태평양시대가 도래하

는듯했다. 그러나 l997년 7월2일데국이 바트화와발러간의태환성을포기하

는것을신호탄으로아시아는금응위기라는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이른바국가

가주도하고 국가와 자본의 유착으로 상징되는 아시아식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신망이 쇠치하는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가출범하였다 .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

진했다. 국민의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의 토대를 확고히 한가운데 교류와 협력
# 전 이후 최초로 올

브라이트 미국 즉무징

을꾸준히 찰성화시켜 남북상호이해의 폭을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

것을목표로 하였다. 이제북한은 붕괴의

대상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화해와 협

력을추진하여 북한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수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통일이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 서서히 시간을 두고추구할 목표

이며,우리의 당면과제는 남북상호간의

위협을 해소하고 화해협 력하터 공존할 수 識驪驪驪驪朧識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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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주장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무

력도발을용남하지 않을것이며, 흡수통일 배제,화해협력의 적극적 추진이라는

대북정책의 세원치을 내세됐다. 또한국민의 정부는주변국들이 북한과 적극적

으로대화에 나설것을설득하였다
.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강한의지에도 불구하고 남북정

상회랄 이친의 남북관계는 답보상태를보이고 있었다. l9料년 2월부터 2ooo년

5월까지 단4건의 남북대화가중국베이징에시이루어졌다. i998년 3월에는 남

북적십자대표 사이의 접촉이 이루어졌고, 같은해4월에는 남북당국대표회담

이열려비료제공과 이산가족, 당국대표회담 개최문제를 논의했으나 별성과

없이종료되었다. l999년 6월22일과 7월i일부리 3일까지 열린남북차관급

당국회담도 별성과를 내지못하없다. 이시기에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활

성화되었고, 정경분리의 차원에서 민간기업을 앞세운 남북경협이활발해졌다
.

l998년 헌법재정를 필두로 북한은 김정일 체제를 본격적으로 출범시했

다.김정일 정권은 선군정치를 앞세워 사회의 기강을바로잡고: 경제를 회복하려

는노력을 필쳤다. 한편으로는핵과미사일 프로그램을통해안보문제를 해결하

J L 다근한편으로는 경제개선 조치를 통해경제를

회생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다 l998년 8월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로 세상을 놀라게 했

고,이듬해 6월에는 북한경비정의 서해북방한계선

(NIL) t 범으로 남북해군사이에 교핀이 벌어졌다麗

한편으로북한은 2ooo년 이후경제개선을 위하여 실

리를강조하기 시작했다. 2oo2년 7월l일에는 임금

과물가를 인상하고 인센터브제를 확대하는 등생산
19 9 9 년 6월 15일 오전서해연평도 인근북방한계선(NLL) 인

접지역에서 발생한 받북할정의 교전에서 해군 고속정(오른쪽)이 성을높이고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조치들을 취하였
선제공격을 하는북한 경비정(왼쪽)과 충돌해 북한 경비정이 화
염에 쉽차이고 있다

. 다.심각한 경제난과 국제적 고림에 직면해 있었던

26o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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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남한과의 교류와 경제협 력은 경제성장을 위해꼭 필요한 일이었다
.

국민의 정부 시기대북정책의 기조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와 실천력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하자 곧 자신의 통일관을 실천에 옮기

기위한준비작업에 들어간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그의후임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도 지속되었다
.

국민의 정부가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사

회의변화도 큰몫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l98o년대의 민주화 투쟁이 한국정

치체제의 점진적 민주화라는 성과를 낳았고, 사회의 기성세대층에서도 대결위

주의릴전적 남북관계의 지속보다는 개입을 통한북한의 변화를 원하는 수가점

차늘어할다. 경제성장과 민주화 달성은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이러

한자신감이 국민의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됫받침함에 따라그 이후의 남북

관계는 이전의 남북관계와 확연히 구별되는 전기를 맞게된다.

국내 정치적으로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력한 야당및보수적인 사

회세력의 도전과 비판을 정면돌파하는 의미도 갖고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

주적인 절차에 의해 정권교체를 이룩했지만 국회에서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정

국을할고 있었다
.

대북정책의 기원에서 경제적인 측면의 고려도 때놓을 수 없다. 한국경제

가힌 차레홍역을 겪은 이후북한이라는 미개척지는 새로운 투자와 관심의 대

상으로 떠올랐다. 중소기업들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임가공 형태

의 경제협력을통해 남북이 모두 경제적 이득을 얻을수 있으리라고판단했다 .

대기업들 또한북한과의 경제교류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

초기에 별진전을 보지못했던 남북관계는 김대중 대통령이 2oou년 3월

9일대규모의 남북경협을 시사한 때를린 선언을 발표한 이후반전의 기회를 맞

이하게 최었다. 경제회복을 위해 한국의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북한은

때를린 선언에 고무되었다. 이후비 접촉을 거쳐마침내 2ooo년 6월l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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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일까지 분단사상최초꼭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김대중 대통

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과북이화해와 협력속에서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

는 가운데 공고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6 .i5남북공동

선언' 에합의하였다
.

한편2ool년 초출템한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한반도 외교노선

에일대조정을 가하게 된다. 북한을 불신하고, 민주당 정권의 대북협상이 너무

유화적이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친 부시행정부는 시간을 갖고새로운 대북정

책을수림하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던 중 2ool년 9월 ll일 미국의

심장부인 워심턴과 뉴욕이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9 .i린1러 이후 미국

의대외정책과 세계정치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부시행정부는 즉

각데러와의 전쟁과 비확산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자국의 안보를 위해선제

공격도 가능하다는 군사전략을 내놓았다. 한편미국은 미 .일동맹의 강화를 통

해서 동아시아와 래천찰의 안보질서를 유지하려는 구상을 반들였다
.

이국은 2ool년 본토가 공격당한 후국가안보 차원에서 테러와의 전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l세기 '불량국가 들에게 핵무기가 확

2oo2년 8월 7일 북한 산되는 것을큰위협으로 간주하였라. 부시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정, 핵무기 비
함경북도 금호지구 한반

도 에 너 지 차 발 기 구 확산의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을 감행하였다. 2oo2년 l월
(KEDO) 원자로 건설 현

징에서 거행된 콘크리트 부시대통령은 연두교서 연설을통해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함께 '악의 축'의
타설 착공4 모습

.

하나로 규정하였다. 같은 해 lo월 북한을 방

문한켈리미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의 농축우
초4 f i

라늄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반도에는

다시금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2oo2년

l2월 미국과 KEDo는 중유공급과 경수로공

사를중지했고, 이에맞서북한은 2oo3년 l월

lo일 MlT탈퇴를 선언하였다. 또 한 번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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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핵개발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 북한과 남한사이의 줄다리기가 시작되었

다.2차북핵사태는 국민의 정부후반기 남북관계에 그림자를드리우고 만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노데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국민의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을 잇는대북포웅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

령은남북관계의 개선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동시에 이룩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북한과의 협력을 넓혀북한의 변화를 꾀하고 남북

사이의 평화공존체제를 마련하려 하고있다.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은안보

적차원消회과 경제적 차원凉인의 균형적인 발전을 강조한다 .

참여정부는 한.미동맹의 기초위에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

한균형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이것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를 해

결하는 데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제를 모

두달성한 한국사회의 주도층은 한국의 외교가 보다자주성을 떠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테러와의 전쟁을 보다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미국은 해외에 주

둔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함으로써 기동성을 확보하고자 하고있다. 반

면에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협 력체제의 구축을 꾀하는 한국은 불필요

한분쟁에 휘발려 들지않으면서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평화문제에

서보다자주적인 목소리를 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실천되고 있는대북화해협력정책은 냉전

시대와는 사웃다른새로운 남북관계를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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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의 활성화

1.화해협력정책과 평화번영정책

(1)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착

l998년 2월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대상으로 인

정하고 함께공존공영하자는 대북화해협 력정책順및정책)을 추진하였다.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화해와 협력을 통해북한

의별화를 유도하여 평화를 정착시치고, 남북이 서로오고가고돕고니누는 '사

실상의 통일상찰 을실현하는 것을목표로 하였다. 이는당장법적.제도적 통

일의실현을 서두르기보다는 평화의 토대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교류와 협

력을꾸준히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남북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오고가는가운데

상호이해의 폭을넓히고 인족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것을의이한다
.

사실상의 통일상황 실현을 목표로 하는것은시로상이한 제도와 사상을

가진채반세기 이상적대적갈등을 지속해온 남북이 단시간 내에평화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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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로 제도와 사상, 영토를 틀일할 수 있는방법은 없으치, 또있다하더라도 바람

직하지 않기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이 제도와 사상, 영토는 다르지간 사결상의

통일상황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통일로나아가자는 것이다
.

사실상의 통일상황이란 남북간에정치와 경제, 사회룬화 등로든방변에

서교류와 협력이제도화되고 군사적 긴장인 해소되어 평화체제가 정착천 상황

을말한빠. 보다구체적으로 남북간에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신피가 구축되

고 군비축소 및통제가 실현됨으로써 정전체제가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되었

을때이다. 그리고 경제,사회적으로도 남북간에호혜적 관계가 구축되고, 남

북한의 주민이 자유롭게 상대빙 치역을 방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을 의미한

다.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남과북이소모적 인대결을 피양하고 민족공동이 익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목표에 따라, (l)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

으며, (2) 일방적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3) 남북간화해협력을 적극추진한다는

세가지 원칙을 밝히고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남북관계의 개선을 추구하였다
.

1
또한 대북 3원칙에 입각하여 (l)안보와 화해협력을 함께추진하고, (2)

평화공존과 평화교류를 우선 실현하며 ,(3)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 여건을

조성하고, (4) 남북간상호이익을 도모하며, (5) 남북당사자 해결원칙하에 국제

적지지를 확보하고, (6) 국민적 합의에 의한대북정책 추진등을그추진기조로

삼았다.

(2)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국민의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번영정책' 의틀 안에시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평화번영정책은 내용변에시는 '화해헙 럭을넘어평화번영' 을 피향하고 정책대

상의측린에서는 '남북을념어 동북아'를고려하는 것이라할수 있다. 이는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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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미에서통일정책의 차원을 뛰어넘는 구상이다. 외교와 안보분야도 포함

하기때문이다
.

북핵른제 등 열악한 조건에서 2oo3년 2월출범한 참여정부는 화해협 력

정책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보찰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평화번영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노력하고 있다.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평화증린과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및동북아 공동번영 추구' 라는두가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증진은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현안을 해결하는 토대

위에,남북의 실질협 력을증진시키별서 군사적 신적구축을 통해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채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분단반세기 동안남북은 소모

적인갈등과 대림속에서 블안정한 평화를 유지해왔으나,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

름과雌.l5남북공동선인 등으로 한반도에서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있는새로운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확고한 평화가 정착되면 한반도가 지니고 있

는무한한 심장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짐으로씨, 동북아 경제중심

으로나아가는 토대가 바런될 수있을 것이다
.

남북찬 공동번명의 실현및동북아 공동번영 추구는 남북모두가 이익을

창출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감으로씨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통해동북아 이웃국가들의 번영에도 기여하

고자하는것이다. 한반도가 지니는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남북에 경제공

동체가 건설되면 한반도가 대륙경제와 해양경제를 연결하고 결속시켜 나갈 수

있는교량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l) 대화를 통한문제

해결, (2)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3) 남북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 력.

(4)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등네가지추진원칙을 제시하였다 .

한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어터한 형태의 전쟁도 배제되어야 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토대위해서 상호신피를 우설으로 하는 원척에 입각하여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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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협력을추구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문제이면서

도국제적 문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때문에, 남북한 당사자로서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를 함께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민과 쌍방향 대화를

활성화하고 정치권과의 협력을강화해 나감으로씨 ,통일정 책에대한국민적 합

의를강화하는 동시에 정책추진 과정에서 투템성도 높여나가리 하였다 .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으로는 먼저(i) 북한핵문제의 천화적 해결, (기

한반도에 평화체제 구축, (3) 동북아시대 추진을 들수있다. 북한핵문제를 해결

하는것은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을 용납하지 않고.

대화를 통찰평화적 해결과 한국의 적극적 역할등5대원칙을 견지하면씨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분야의 협력과함께.

군사분야에서 긴장완화 및신뢰구축을 위한조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도

움을줄 것이다. 동북아 국가들 간의경제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수준이 높아지
통일부가 주최한 국민과

면우리의 경제성장은 물론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제 함께 하는 .열린 통일포

럼.이 2oo3년 6월 27일

공하게 된다. 또한동북아 경제.안보협력 과정에 북한이 참여하게 된다면 북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

에서 .평화번 영정책과

의매방과 빌전을 보다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데유리한 구도가 마런될 수 인도적 문치. 린 주제로

열림다.

있는 것이다
.

찰여정부의 통일정책은 역대정

부가추진해온 통일정책의 성과를 계승

하고 발전시키면서 정책의 추진방식을

개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의통일정책은 역대정부가 발전시켜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화해와 협력단

계,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

의5단계도 계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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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실현

l994년 성사를 목핀에 두고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좌절된 남북정상회

담은l998닌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국민의 정

부는남북간의냉전구도를 화해협 력구도로 전환시킬 것을목적으로 대북화해

협력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0년도 신년사(i월 3일)에서 김대중 대통령

은 대북정책의 중점사항으로 한반도의 냉전종식을 위한남북화해협력을 강조

하였다. 아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성의껏 제공하고, 상호이익과 공존공영의

틀에서 경제교류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면서 '남북경제공동체' 친설을 위한남

북국책연구기관 간의협의를 제안하였다. 정부가 제안한 남북경제공동체는 5s

역과경협등다양한 남북경계교류협력의 폭과심도를 확대함으로써 남북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남북관게의 틀을새롭게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

피)(Ju년 3월 9일에는 김대중 때틀령이 '독일통일의 교훈차 한반토 문제
.

라는 제목의 독일베를린 자유대학 강연에시 ,북한의 도로와 항만.철도.전

력.통신등사회간접자본의 확충카, 찰북한 간의안정된 투자환경 조성및북

한의식량난 해결에 필요한 농업구조개혁 등의지원을 위한남북한 정부당국

간의협력을 제의하는 내분을 담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방북화해.협

력선언州를린 선인' 을발표하였다. 때를린 선언은 대북경제지원 방만과 평화

정착, 이산가족 문제해결 및당국간의대화등한반도 문제전반을 포괄하는 것

으로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직접적인 실마리가 되었다
.

김대중 대통령의 데를린 선언이 나온직후북한은 비공개적으로 남한에

특사접촉을 제의하였고, 비접촉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를 는의하자는 의

사를표병해왔다. 2ooo년 3월l7일 중국상하이에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북한의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q 칭아차부위원장 간의첫특사접

촉이비공개로 이루어졌으터, 3월인일과 4월8일두차례의 특사접촉이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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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후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최종 합의하였다. 남과 북
團

은2oo()년 4월 lo일 오전서울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재

최사실을동시에 발표하였다
.

r ,
4월 22일부터 5월 l8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준비접촉

이 관문점에시 개최되었고, 5월 l8일 제5차 준비접촉에서

남북은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에 따른주요 실무절차 문제

를 타결짓고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에 . H雌麗驪 L

서명하였다
.

5월3l일에는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장을 발장으로 1

하여料명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정상회담 선발대가 판문점
(ell7
2ooo년 3월 9일 독일을

을 경유, 평양에 도착하여 남북정상회담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현장 공4방문한 김대중 대통

령이 베를린 자유대학에

답사등을통해점검하는 한편, 통신과 보도, 의전과 경호등실무적인 문제들을 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을 위한 남북화해협력선
북한 실무진과 협의해 확정하였다

. 인 을 발표하고 및다
.

남북정상회담에서 협의할 본질적인 문제는 임동원 대통령특사가 6월초

평양을 비공개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 확정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 교류협 력문제와 이산가족문제를 협의의제로 정하고, 전반적인 의견

을교환했다. 당초 정상회담은 2(wo년 6월 i2일부터 라일까지 갖기로 합의했으

나북측이 6월 io일 긴급전화통지문을 통해 ''기술적인 준비관계로 불가퍼하게

하루 늦춰 김대중 대통렁이 평양을 방문토록 변경해줄 것'을 우리측에 요청해

옴에따라하루늦취졌다
.

마침내 김대중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남측 일행이 6월 i5일부인 6월 l 5

일까지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대통령의

북한방문에는 수행원 l피명천발대 3o명 포함), 기자단 料명이 참가하였으인 ,수

행원은 공식수행원 ll릴, 특별수행원 24명, 일반수행원 린템으로 구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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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i3일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지도급 인사들의 영접을 받았으며, 공식환영행사 참가에 이어의장

대를사열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함께승용차에 타고 이동

하며환담을 나누었고,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 도착한 직후 첫회담을 가졌다 .

그리고 6월 l4일 오후와 저녁에 백화원초대소에서 두 차례정상회담을 가졌다
.

정상회담 기간증 김대중 대통령은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긴장완화와 평

틀북정싱회담을 위해 화정착 문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네 가지문
2ooo년 6월 13일 오전

평양 순안공할에 도착한 제에대한남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설명하였다 .

김대중 대통령과 직접

영접나온 김정일 국방위 첫째, 국제적 냉전종식과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그리고 지식정보화로 인
원징이 틀은 표정으로

역사적인 익수를 하고 류사회가 최대의 혁명을 겪고 있는 세기적 전환기에 한반도만 냉전지 역으로 남
및다.

아 있는데, 터 이상 남북이 대결

1
해서는 안 되며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화해해야 한다린 또

蓼및 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장

T J & t t 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 Q#'

인정하고 상호 체제를 존중하면

서 평화정착과 화해협 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초를 計고 이를촉

진할수 있도록 남북연합을 구성

해야한다
.

둘제,적화통일도 흡수통

일도 반대하며 ,우리는 북한을

해칠생각이 없으니 북한도 무력

을 사용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의혹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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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i5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차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겨레의 숭고한 뜻에따라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ooo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됐다 .

남북정상들은 분단역사상 처를으로 열린이번상봉과 회담이 서로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를과 같이선언한다 .

1. 남과북은나라의 통일문제를 그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힘을합쳐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얼다.

2.남과북은나라의 통일을 위한남측의 연합제 안과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 안이서로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었다 .

1
3 . 남과북은올해815에 즈출하여 *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활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

4 .남과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 체육.보건 .환경등 제반분야의

헙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

5 . 남과북은이상과 같은할의사향을 조속히 실천에 를기기 위하여 빠른시일안에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

반도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있으므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션언과북.미제

네바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 아울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

로써공고한 평화상태를 구축하기 위해함께노력해야 한다.

셋째,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위해서 경제협력

1
이매우중요하다. 그밖에도 남북간신뢰구축과동질성 회복을 위해사회와 문

화.체육.보건.환경등제반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1
끝으로 이산가족 문제에 김정일 위원장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협력해주

어야하인,적십자회담을 조속히 대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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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손을 잡고환하게 출고 있는두정상
.

김대중 대통령 내외와 대표단이 방북첫날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기념활영을 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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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두정상은 전쟁은 민족의 공별을초래할뿐이라는 데인식을같이

하고, 서로침략하지 않으며 평화공존하며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로해 나가

기로했다. 그리고 통일은 목표인 동시에 과정임을 인정하고 자주.평화의 원척

에따라남북이 힘을합쳐점진적 .단계적으로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통일

을위한당면과제로서 우선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며 상호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고,즉각실천할 몇가지사업에도합의했다
.

6월l4일 김대중 대통령이 주최한 만찰후밤ii시2o분경 남북두정상

은남북공동선언의 문안을 최종확인하고, 서명.교환하였다. 그리고 6월i5일

o시를조금넘은시각에 역사적인 남북공동설언을내외에 발표하였다
.

남북정상회담과 6.i5남북공동선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평가될 수있

다.첫째,남북정상회담은 분단55년 만에처음으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났

다는그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의의를 갖는큰사건이다. 둘째, 상호체제 인정을

바찰으로 한반도 틀제를 그당사자인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릿이다. 넷째,남북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사

회.문화.체육.보건.환경등제반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기반도 마

련하였다. 넷째,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계기를 이끌

어냄으로써 동북아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였다
.

3 .남북장관급회담의 濯대화

.

남북은빠른시일안에당국사이의 대화를개최하기로한6.i5남북공동

선언제5항에 따라2ooo년 7월29일 서울에서 제i차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

여2oo5년 라월까지 열일곱 차례의 회담을 가졌다. 이기간중남북당국간에

많은합의가 이루어졌다. 남북장관급회담은 6.i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

북화해협력관계를 이끌어가는 중심협의체로서 경제.군사.인도.사회.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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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체육등다양한 분야의 회담개최와 합의사항 이행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

할을수행했다. 이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2ool년 부시행정부의 출범

이후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등을이유로 북한이 2ool년 3월예정된 제5차 장관

급회담을 돌연거부하고, 같은해9월이 돼서야 회담이 재개되었다. 또한미국

의9 .ii테러사데직후인 2ooi년 io월 29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6차 회담에

서는이후차기회담일정도 잡지못한채끝남으로써 회담이 일시적으로중단되

었다.

북한을 악의축으로 규정했던 부시대통령은 2oo2년 2월말 서울에서 열

린한.미정상회담 직후"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임동원 특사를 평양으로 보내김정일 위원장
2ooo년 7월 3o일 서울

에게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뜻을전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6 .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

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첫

i5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지난l년간경색된 남북관계를 원상회복 회의에 앞서 박재규 통

일부 징관과 전금진 북

하기로 하고lo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

측단장이 악수를 나누고

및다.

2oo2년 6월서해교전 사태가 발발한 이

후북한은 2oo2년 7월料일남북장관급회담 피l차 할i, Y관급회담

북측단장명의로 남측수석대표인 정세현 통

일부장관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어 서해해

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사건에 대

해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어서 서

울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재개되었다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계기로 9월

l8일에 남과북은 동과 서에서 역사적인 철

도 . 도로 연결공사 착공식을 거행하고 본격

적인지뢰제거 작업과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산가족 상봉이 재개되고? 부산아시안게 임에

.Il . 틸냉전기(1998~현재) 275



卵o여 명의북측선수와 응원단이 참가하는 등남북관계가 다시활성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2oo2년 lc)월 2차북핵문제가 돌출되면서 ?핵문제가 장관급회담

의주요의제로 데블란다. 이후개최된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은 북측의 어데한

핵개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핵문제로 인해한반도에서 안보상

의위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강조하였다. 또한핵문제가 해결되지 않

으면남북간계에도 차질이 및어질 수있다는 점을강조하였다. 남측은 북측이

분명하게 핵개발 계획의 포기를 선언하고, 빠른시일내에핵동결 해제조치를

원상복구할 것과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선언을 철회할 것을강력히 요구하였

다.이에대해북측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웅의가 있다면 대화를 통

해안보상의 우려사항을 해소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입장을 밝했다. 남북은 핵
제1o차 남북장관급회딤

이 2oo3년 4월 27일 평 문제를 비롯한 모든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적극해결하기로 하였다
.

양 고려호텔에서 열려

정세현 통일부 장관(왼 2o郎년 lo월 개최된 제l2차 남북장관급회담 기간중 '핵억제력의 물리
를)과 김령성 북측 단장

(오를를)이 회담에 앞서 적공개' 를시사하는 북한외무성 대변인 발언이 불거져 나오는 등상황은 더욱
악수하고 및다

.

악화되었고, 북한이 반북단체 해체와 비

전향장기수 송환등남측이 수용할 수없

拏刻漫2 (部關 y臘를料聖.料聖 평양 는무적한 요구를 내걸고 나옴으로써 회

담이진전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

2oo4년 5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

i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남북장성급

회담의 개최문제로 난항을 겪다가, 북측

이귀환시각 2o분 전에긴급회담을 제의

하고장성급군사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옴으로써 제l차 남북장성

급군사회담이 5월중순경 열리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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漆찰북장관급회담 주요합의내용(치洲년 7월~린()5년 l2월)

차수 장소 기간 주요 향의내용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2ooo년 8월 15일에 즈를하여 남과북,해외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환영
2 0 0 0 . 7 . 2 9

1 서울 하고 실천을 결의하는 행사 개최
- 3 1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협력

.경의선 철도의 를어진 구인문산 .개성 간 2軟m) 연결등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두 차례 추가 실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문제 협의

.투자린장 .이중과세 방지 등 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

2 0 0 0 . 8 . 2 9 .경의선 철도 연결및문산.해성 간도로개설을 위한실무접촉 개최
2 평양

~ 9 . 1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의 공동추진

.한라산과 백두산 관광단 교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문제를

협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협의와 설치

.생사를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등에관한조속한 조치

2000. 9. 27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문제 및분쟁해결 절차와 청산결제 제도 마련문제
3 제주

~ 3 o 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험력

.서울 .평양 정기 친선축구대회 및 교수 .대학생 .문화계 인사 방문단의 시범

적상호교환 문제등 교류 .협력문제를 제4차 회담에서 협의.결정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력협력 문제를 비롯 철도.도로연결 .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유역수해방지사업 추진등경협관련현안문제 협의

.이산가족 생사를인 및 서신교환
2 0 0 0 . 12. 12

4 평양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 16

.북측 한라산 관광단 및 경제시찰단 파견 등의 후진일정 재조정

.어업부문 상호 협력문제 협의를 위한 단체 간 접촉 권고 등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2001. 9 . 15

5 서울 .금강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당국 간 회담
~ 1 8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등

.l. 탈냉전기(1998~현재) 27 7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를
.

2001. 11. 9 :.7 이유 :회담에서 북측은 9 .11데러사태 이후 남한의 비상경계강화 조치 및군
6 금강산

- 1 4 사적 긴장고조에 대해항의하고 비상경계강화 조치해체에 대한남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촉구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시급히 취하고 찰방 군사당국자

2002. 8 . 12 간 회담을 빠른 시일 내 개최
7 서울

~ 1 4 .적십자단체의 책임자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을 9월 4~

6일금강산에서 채최하여 면희소 설치.운영문제 등을 철의하고 제5차 이산

가족상봉을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진행할 것등 1o개항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적극 해결

.철도 .도로 건설을 동시에 딸리 진척시킬 것
2002. 10. 19

8 평양 .1차적으로 경의선을 개성공단에, 동해선을 금강산지역에 연결
~ 2 2

.개성공단 착공(12월 중)등 실무문제는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에서 협의할

것 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2003. 1. 2 1

9 서울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및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일정등
~ 2 4

.핵문제를 조속하고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
20 03 . 4 . 2 7

1o 평양 .남북 간에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 2 9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과 북측의 대구 유니버시아드 참가등

.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한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제8차 이산가족 상봉
20 0 3 . 7 . 9

11 서울 .사회문화협력 분과회의 구성 검토
- 1 2

.민간단체들의 8 .15 광복절 행사 협력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등

2 0 0 3 . 10. 14
12 평양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치 회의 및향후 장관급회담 개최등

~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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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철력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발방군사당국자회담 조속히 채최
20 04 . 2 . 3

13 서울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공단 1단계 1oo만 평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 6

.금년 상반기 중에 1만평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험력

.제9차 이산가족상봉을 2oo4년 3월 말 금강산에서 실시 등

.6자회담에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협력

20 04 . 5 . 4
14 평양 .제1o차 이산가족 싱봉행사 6월경에 개최

- 7
.제1차 장성급군사회담의 5월 중순경 개최 등

.8 .15 남북공동행사에 당국대표단 파견, 이를 위해 7월 중 실무접촉을 개성

에서 진행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분위기가 마련되는 데 따라 핵문제를 평화적으

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추진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을 8월 26일부터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금강산면회소
20 05 . 6 . 2 1

15 서울 건설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측량 및지질조사를 7월중완료
~ 2 4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시범 개시,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월

1o일 경 개성에서 개최

.을사 5조약 날조 1oo년이 리는 올해 이 편약이 월천무言임을 로인

.Jl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

.경추위 제1o차 회의를 7월 9일에서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등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豈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

천적 방안을 적극 모색

20 0 5 . 9 . 13

16 평양 .경제철력의 장애를 제거하고 투자를 원찰히 추진

- 16
.저.12차 이산가족 상봉 11월추진 및화상상봉 금년안으로 두 차례추가실시

.국군포로 .납북자문제 등은 적십자회담에서 계속 철의 등

.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조속 이행과 핵문제 평화적 해결위해 적극 협력

.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위해군사당국자회담 조속 개최
20 0 5 . 12. 13

17 제주 . 남북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를대발전
~ 1 6

. 새해를력설 계기화상상봉, 상봉행사 등 인도주의 사업적극추진

. 태켠도, 개성지구 역사유적, 북관대첩비 관련사회문화분야 긴한 협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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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H년 7월초우리측의 김일성 주석io주기 조틀불치 방침에 이어탈

북자의 집단입국, 미국의회의 북한인권범 채택등을벌미로 북한이 2o刃년 8월

3일부터 6일로 예정됐던 U1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무산시킨 이후일년가까이

남북대화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를 지속적으로 북

측에촉구하였다. 이해찬 총리와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간의자카르

타회동(4월 23인에서도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과 의지를 전달하崙.다. 이러한

럭끝에5월l6일 개성에서 이봉조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당국간회

담이성사되어 ,평양에서 기최되는 6-15 5주년 기념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장

관급을 단장으로 하는당국대표단의 파견과 제l5차 남북장관글회담(6월 2 1 - 2 4

일)재최에합의함으로써 찰북관계해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

6 . i5 민족통일대측전행사에 당국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 정동영 통일

부장관이 2oo5년 6월i7일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하였다
.

곧이어 얼린제l5차 남북딴관급회담에시 남북은 정동영 대등렁 특사의 김정일

위원찰 면담시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가치남

북관게 현안에 대해협의하고 이중l2개항에 합의하였으며, 2uo5년 9월에 재최

된제l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 노력과 군사적 긴

장완화를 위한실천적 방안모색등6개항에 합의하였다
.

2x}5년 l2월 제주&에시 매최된 제l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북은

() . l7 면담을 틀해남북관제가 여러의미있는진전을 이룩하는 등r제2의 6 .i5

시대J가 개막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광복撚주년 및6 .l5 5주년에 이룩

한심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동번영을 위해상호협 력해나가기로

하면서 ,9치항에 합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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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남북군사회담의 개최

군사분야에서는 긴장완화 및평화정착이라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실

천하기 위해남북국방장관회담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매최되었다 .

치oc)년 9월E일부터 피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l차남북국방장관

회담에서 남측은 6.i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에공동으로 노력할 것과국방장관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군사위원회 및군사

실무위원회 설치를 제의하였다. 또한상호부대이동시 이를통보하고, 군 인사

간의교류와 군사정보 교환, 남북군사 직통전화 실치등근사적 신치를 구축하

기위한조치와 당면과제인 남북철도 .도로연결공사에 관련한 군사적 협력문

제를헙의할 것을제안하였다
.

이에대해북한은 ().l5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방해를 주는군사행동을 금
2 o o o년 9월 25일 제

지하고, 민간인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보장하기 위한군사적 문7.)1와, 군사분계선 주도에서 열린 제1차

남를국방찰관회 담에서

과 비무장지때를 기방하여 남북관할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등을협의하자고 대표들이 회담시작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오

주장하였다. 또한철도.도로연결과 관련하여 남과북의인원과 차량, 기자재 른를이 남측대표 조성

태 국방부 장관. 왼목은

의비부장지대 내출입을 보장하는 문제는 실푸급에서 토의하자고 제의하였으 북측대표 김일철 인민

무력부장).

며,남북은 6 .l5공동선언 이행과 민

간인들이 왕래 .교류를 보장하는 데 제l차 남북국방장관회담
제 주

따르는 군사적 문제 해결등 5매항에
2 0 0 0 . 9 . 2 5 ~2(i

합의하였다
.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에따라

2000년 ll될부터 수시로 개최된 남북
를r

군사실무회담에서는 '동 .서해지구

lB'ar-U, U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북연결 철

도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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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2002년 9월l7일)와 '동 .서
긴J 7 ÷}-/.r1 三

o c .二. t tf#사회 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

?
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2003년 1

린린 .('. ;
& 인 월27일) 등을 채택하여?비무장지대

Q 麥 내에서의 공사와 통행을 가능하게

했다.
. f B t a

Ih-UlBlU 이러한 상황에서 제l4차 남

2oo4년 6월 4일 새벽
북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남북

까지 설악산 켄싱턴호텔

에서 일정을 넘겨가며
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되었다. 2oo4년 5월26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i차 남

마라톤 협상을 벌인 제2

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남측은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서 남측 수석대표 박

정화 해군 준장과 북측
남북서해함대사간 직통핀화 설치.운영, 경비함정 간공용주파수 설정.운영

.

. 단징 안익산 인민무력부

소장이 .서해해상에서
시각신호 제정과 활용, 불법어로행위 단속활동 관련정보교환등네가지를 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

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
시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우발적 충돌방지조치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은채

.

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

단 제거에 관한 합의피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션전활동을 중지하고 그수단들을 제거할 것을주장하였
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

누고 있다
.

다.이에남한은 매년꽃게잡이철이 되면서해상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다

는점을지적하고, 본격적인 꽃게잡이철이 시작되기 전에가시적 성과를 도출하

기위해우발적 충돌방지 방안을 우선협의하여 조치할 것을제의하였으나, 북

한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시의 선전활동 중지및선전수단 제거일정을 먼저남한

이수용할 것을촉구하였디..

제l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결과남북은 서해상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및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와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기본입장만

교환하였으며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2oo4년 6월3일설악산에서 개최

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남북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및선전수단 제거문제에 대한헙의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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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6월4일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

활동중지및선전수단 제거에 관한합의서' 를채택하였다. 이로써 남북은 5o여

년간첨예하게 대치해온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와 선전수단 제

거에합의함으로써, 군사분야에서 본격적인 신뢰구축이 이주어질 수있는발판

을마련하였다
.

그후i년여가 지나두차례에 걸친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7

월2o일, 8월i2일) 합의를 통해라o5년 광복절 6o주년에 즈음하여 8월l3일 서

해상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남북간통신연락소를 설치.운영하였고, 군사분

계선지역에서의 선전수단 제거를 완료하였다 .

5 .남북경제회담의 세분화, 제도화

2oo()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당국자 간 경제회담의 내용과 형식,의제.

1
추진방향 등에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6.i5공동선언문에

"남북한 간의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

이명기됨에 빠라, 이를실현하기 위한남북당국자 간경제회담 역시보다구체 2oo3년 11월 5일 남북

화,세분화, 제도화될 절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북당국자들은 정상회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

차 회의 침석을 위해 평

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담이있은 직후9월과 ll월 두차례에 걸쳐 남측 대표단
.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실무점촉을 갖고, 6 .

l5공동선언문의 경제관련내웅을 실현하기

위해4개경협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들합

의서는 남북한 간의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

지,상사분쟁 해결및청산결제 등을주요내

용으로 하고 있으며, 2ooo년 l2월 제4차 남

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정식으로 서명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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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o3년 8월남북당국자 사이에 발효된 합의서가 교환됨으로써 남북경제협력

과관련된 모든제도적 절차에 대한기본원칙으로 작용하였다
.

이처럼 남북경제협력에 대한제도적 기본원칙들이 합의됨에 따라이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남북당국자 간공동의 추진기구 설치가 요

구되었다. 이에따라2ooo년 l2월 남북경제부치의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급들을 위원으로 하는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05년 l o

월까피 총열한차례의 회담이 진행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크게세가지

의제를 다루었다. 하나는 남북간철도.도로연결이나 개성공단과 같이남북경

협을발전시키기 위한구체적 협력사안에 관한것이었으며, 다른하나는 대북식

량지원이나 임진강 수해방피문제와 같이남북한 당국자들이 시급히 쳐리해야

할현안사항과 관련된 의제였고, 끝으로 이들의제들을 처리해 나아가는 데에

서파생되는 여러제도적 룬제들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

2oo5년 7월 12일 서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본격 가동되면서 남북의 경제헙력 역시새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

린 제1o차 남북경제협력 운차원으로 발전하였다. 부엇보다 육로및해로를 통한금강산관광이 활성화되
추진위원최 를결회의에

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 었고, 경의선 및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남북한 경제시찰단 상
근(오른쪽)과 최영건 북

측 단장이 남북경제협력 호방른 등남북경협의 새로운 의제들이 꾸준히 발굴되어 논의되었으며 또한점
12개항이 명문화된 합의

서의 내용을 ?.고 있다
.

진적으로 실현되었다
.

남를경재聖력秊진워원회 利1o차회의 理 남측의 식량지원 등 인도적 대북

지원이 사실상 연례화, 제도화되었고
.

북측도 이에화답하여 우리측 식량지원

분등에대한모니터링을점진적으로 확

대해허출하는 것은물른, 임진강 수해

방지등남북간현안해결에도 적극협

력하는 등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남북

간직거래확대방침에 대한합의나 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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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漆 남북경제협 력추진위 원회주요합의내용 ..

차수 장소 기간 주요 할의내용

.전력분야의 협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 전력협력실무협의회와

전력실태공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및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 임진강
2 0 0 0 . 12. 2 7

1 평양 수해방지실무협의회와 임진강수해방지공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 3 o

.서울과 신의주 사이의 철도 연결 및문산 .개성 간 도로 개설

.개성공단(공업지구) 건설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협력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현지조사 착수
2002. 8 . 27

2 서울 .임남댐 공동 조사를 위한 실무접촉
~ 3 o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

장을 위한4개합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각기해당법적절차를 발아발호

.북측 경제시찰단의 남측 방문 합의

.찰방은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 .도로를 채성공단에, 동해선 철도 .도로를 금

강산 지역에 연결하여 금강산 관광의 활성화와 개성공단 건설진척을 위한실

무대책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 공포와 발측의 심업적 발식에 의힌 필요힌 기빈시설

20 02 . 11. 6 ~ 건설의 조속한 추진
3 평양

9 .할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해운협력에 관한합의서

채택을 위한실무접촉 및북측동해어장의 일부를 남측 어민들이 이용하는 문

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의 조속한 개최

.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회의의 12월 개최와 4개 합의서 후속조치 및통행 .

원산지 피인 등의 문제 협의 등

.찰방은 남북 사이에 진행되고 및는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피

20 03 . 2 . 1 1 - 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
4 서울

14 .철도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사업, 임진강수해방지사업 등 이미합의된 사

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 대책을 세워 계속 협의

.경의선 .동해선 궤도연결을 위한 행사를 군사분계선 연결지점에서 2oo3년

6월 1o일경 진행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공동조사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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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진행

.장마 전 홍수예보체계 구축

.장마에 대비남측에 임남댐의 방류와 관련한 필요한 통보
2003. 5 . 19

5 평양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 및 개성공단
- 2 3

건설을 위한 통신 .통관 .검역할의서의 조속한 발효

.금강산관광 출성화를 위하여 금강산 육로 및해로 관광을 6월중에 재개하기

위한 노력

.남측은 북측에 차관방식으로 발 4o만 톤 제공 등

.철도 .도로 연결공사를 적극 후진

.1차적으로 경의선에서 문산.개성간,동해선에서 저진.온정리 간궤도부설

과 도로 노반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착수 및관련하위규정의 조속한 제정.공포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 조치

2003. 8.26 경제협력의 제도적 로장을 위한4개합의서의 후속조치 등과남북해운합의서
6 서울

~ 2 露 발료및부속할의서 체결s 위한남북경제험력제도실무출의희 제3차 회의

.제3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1o월 초순경에 동시 개최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토의를 진행하여 수해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

.남북 간상품 및임가공 거래의 직접거래방식 를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할의에 따라식량제공과 분배현장 방문

일시 .장소 .인원수 협의 등

.경의선 .동해선의 연결구간 궤도부설과 도로노반공사의 실무적 대책 마련을

위하여 경의선에서는 2oo3년 12월 8일, 동해선에서 i2월 2일 상호 상대측

공사현장방문 및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

.2oo4년부터 시범적으로 청산결제 거래실시

2003. 11. 5~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부속합의서 체결과 문서교환 협의중에 있는 임진강
7 평양

8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토의의 조속한 타결

.개성공단에 직거래 화대등 경제협력사업의 실무적 문제 壽의를 위한 힘의사

무소 개설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를 2oo3년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 사

이에 평양 또는 개성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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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기업들의 생산 착수

.1단계 1oo만 평 개발구역에 대한 내부기반시설의 건설 적극 추진

.경의선 개성과 문산사이, 동해선 온정리와 저진사이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20 0 4 . 3 . 2 ~ 시험운행 및 경의선 .동해선 도로 포장의 조속한 완료

8 서울
5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개성공단에 직접거래 확대등을위한경제협력힘의사무소 운영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하고. 4월부터

현지조사 착수 등

.문산 .개성(전신전화국) .개성공단 통신센터 간 구성되는 광케이블 전송로를

이용한 통신 등을 9월부터 상업적 방식에 의한 공급 협조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개통 및 가능한 철도 연결구간에 래한
20 0 4 . 6 . 2 ~

9 평양 열차 시험운행 진행
5

.남북 간에 할의하었거나 가서명된 합의서들의 조속한 발호

.남측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직에서 북측에 차관방식으로 활 4o만 톤 제공

등

. 남북은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사업을 후진

.2oo6년부터 경공업과 광공업에 대해 협력

.2oo5년 9월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개성에 개설
20 05 . 7 . 9 ~

1o 서울
12

.남북 수산실무협의회의 1차회의를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여

서해상 평화정착과 남북어민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논의

.경의선, 동해선 도로철도연결사업과 관련해 8월중철도연결 구간에 대한 U

반실태를 공동점검, 1o월에 열차시험운행과 도로개통식 진행등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위한실무적 문제, 철도 .도로연

결등 기합의한 사항에 대한 지속 협의추진

11 개성 20 0 5 . 10. 2 8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민간과 당국차원에서 경제협력문제를

신속하게 지원

.차기 회담 일정 및산하 실무접촉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통해 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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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남북간 경제분야 합의서

합의서 일자

남북한 간의 투자進장에 관한 합의서 2 0 0 0 . 12. 16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2000. 12. 16
4대 경철할의서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 2 0 0 0 . 12. 16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2 0 0 0 . 12. 16

남북 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 합의서 20 02 . 12. 6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할의서 20 02 . 12. 8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20 02 . 12. 8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2002 . 12. 8

기타 경협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 20 02 . 12. 2 8

남북상사 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할의서 20 03 . 10. 12

개성공업지구와금깅산관광지구의 출입및체류에 관한합의서 2004. 1.29

남북 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 합의서 20 0 4 . 4 . 13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20 04 . 5 . 2 8

확대를 위한여러제도의 후속조치 역시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만들어낸

또다른중요한 성과였다. 실제로 남북경제협 력추진위원회는 4대경협합의서 에

대한후속조치와 남북경협 확대에 제도적 장치들을 꾸준히 의제화함으로씨 이

후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를만들었다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활성화와 그에따른남북경협의 확대는 양

당국자들에게 좀더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경협사안들에 대한실무적 논의의 필

요성을 증대시識다. 이에따라각각의 개별적 경협사안과 관련된 방북당국자 간

의회담이 급증하였빠. 2000년 리월제l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이듬해인 2c)ol년 2월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가 평양에서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실무접촉 역시같은달평양에서 처음열렀

으며,lo월에는 금강산관광 찰성화를 위한실무접촉이 금강산에서 이루어졌다
.

2oo2년 들어서는 남북철도 .도로연결실무협의회가 9월금강산에서 처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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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것을시작으로 이후2oo4년 말까지 총열네차례의 회담을 통해자재장비 제

공,신호통신 전력계통 설계, 분계역사등설계및기자재 제공문제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o(狼년 ll월에는 해운될야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남북해

운협력실무접촉이 시작되어 '남북해운합의서' 가채택되었으력 ,이후2oo4년

5월에는 판문점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가채택되었다. 이러한개별협력사안에 대한남북당국자 간의실

무접촉은 오늘날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2oo5년 7월에는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

회가처음개최되어 서해상에서의 공동어로구역 설정,불법어로활동 공동방지 .

1

수산물 생산가공 유통분야에서의 협럭등에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8

월에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l차 회의가 개최되어 북측시범농장에 육료시설

을건설하고, 비료와 농약.농기계 등농기자재를 제공하때, 종자생산 및가공

보완처리시설에 지원할 것등에합의함으로씨 북측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남북농업협력의 근본기틀을 마련하였다 .

남북경제협럭추진위원회에서 제기된 각종의제의 해결을 위한당국자

간의설부접촉 역시매우활발해졌다. 2oo2년 l2월 남북경제협력제도실부협의

회가서울에서 처음개최되었으며,이후2oo3년 7월의 제2차 회의에서는 '남북

, 1 / W -

t 를 3 ? M ?

2ooo년 11월 1 일 제2차 남북경제철력에 관한 실무접 2o訓년 2월 9일 평양 고려호텔 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촉 딩시 남측 수석대표인 이근경 재경부 차관進(왼를)와 남북전력실무할력회의 2일차 희담에 앞서우리측 수석대

정운업 북측단장이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청산결 표인 유칭무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심의인오른쪽)과 북

제.싱사분쟁 해결절차 등 4개 부문 합의서에 가서명 .
측 단장인 오광言 전기석탄공업성 부상이 악수하고 있다.

교찬한 후 익수를 나누고 및다
.

... 틸냉전기(1998~현재) 289



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합의서' 가채택되었고, 같은해lo월의

제3차 회의에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

성운영에 관한합의서' 가채택되는 등구체

적성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또한4대

경협합의서 가운데 하나인 '남북사이의 청

산결제에 관한합의서' 의구체적 이행을 위
개성에서 열린. 남북 경

제협력 문제를 상시로 해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회가구성되었으며,2oo4년 4월에 열린제3차회의에
협의할 수 및는 기구인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 서는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 이행을 위한2oo4년도 합의서' 가채택되었다
.

소. 개소식에서 남북 참

가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남북경제협력제도와 관련된 당국자 간의실무접촉은 그회의형식에서
마친 뒤 빅수를 치고 있

다.(2005년 1o월 28일) 도기존의 남북관계에서 로게변화하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상당수

의실무접촉이 서울과 개성등을출퇴근 형식으로오가면서 진행점에 따라, 이

제남북당국자 간의경제최담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닌일상적이고도 정례화된

실무회담으로 정착되었다
.

이처림 2ooo년 남복정상회담 이추의 남북의 경제회담은 단순히 총괄적

이고일반른적인 경협논의를 뛰어넘어 보다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로 확대

測3차 남북매문엽럭실무접漆 r U
? 藍 L #

. J U -

2oo3년 1o월 12일 제3차 남북해운를력실무접촉 남측 2oo5년 7철 27일 개성에서 출퇴근 형식으로 개최된 남
수석대표인 최징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인오른쪽)과 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회담에서 서해 평화정착 및 틀북
북측 단장인 차선모 육해운성 국장이 겸기도 문산臺원 어민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g 를할의하
연수원에서 공동보도문을 채택한 뒤악수하고 있다

. 고 남측대표인 심호진 수석대표(오른를)와 북측 조현주

단장이 할의서를 교활하고 및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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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있으며, 회담의 형식과 방향에서도 많은변화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특

기할만한사실은 이러한경제회담이 상대적으로 부정기적인 정치군사 분야의

회담과는 달리정례적이고 제도화된 실무접촉의 형태로발전함에 따라다른분

야의남북관계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o1c).

6 . 기타 회담

6.i5남북공동선언의 제5항 '올해 8.l5극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

문단을 교환하머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1
나가기로 한다"는 합의에 따라2ooo년 8월l5일부터 l8일까지 제l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실시되었다. 이후2oo5년 ll월까지 총열두차례의 이산가족 상블

이이루어져 l2,7o법의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함께

2oo(J년 ()월 제l차 남북적설자회담을 개최한 이후여섯 차례의 적설자회담과

네차례의 실무접촉이 이루어져 이산가족 생사와 주소확인, 서신교환, 이산가

족면회소 설치와 운영, 전생당시생사를 알수없었던 사람들의 생사와 주소확 2oo5년 8월 31일 고성

인등에합의하고 구체적인 실시방안 등을협의해 나가고 있다.

군 온정리 조포마을에서

열린 금강신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착공식
.

이산가족 면회소의 조속한 건설과

효출적 관리그리고 운영을 위해서 북측이

부지를 제공하고 남측이 건설 비용과 자재

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금강산 면회소가

2oo5년 8월 3l일 착공되어 건설중이다출 또

한 2oo5년 6월방북한 정동영 특사가 김정

일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8.l5 광복 6 o

주년을 기념하여 시범적인 화상상블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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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o5년 8월 i2일 이산

가족 화싱상봉센터가 대

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정
淺및惡

동영 통일부 징관, 한완

싱 대한적십 자사 총재 Q ' ÷ . U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

소되었다. 오른득 사진

은 8월 15일 대한적십자

사에서 최초로 열린 이

신가족 화상상봉 모습
.

린 緊'. c. 7

9를및HNU

하였다. 이에따라남과북은7월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을 갖고세부사항

을합의한 후2朧년 8 .l5행사를 계기로 남북총마흔가족이 두시간색 화상상

봉을진행하였다. 또한9월에 개최된 제l6차 남북장관급회담(2oo5년 9월i5일~i6

인에시 연내에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두차례더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제2

차화상상봉을 ll될 2f일카 E일에7 제3차 화상상봉은 i2월 8일카 9일에 남북

각마흔가족씩 실시하였다
.

이로써 남과북은화상으로나마 이산의 한을풀수있는계기를 마련하였
2oo4년 4월 27일 개성

에서 용천폭빌 복구를
으며, 향후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의견을 같이한 만큼, 고령이나 거동이 불편

위한 남북 당국 긴 .긴

급구츠회 담.메서 남측 해상봉이 어려운이산가족들도 상봉의 기회를 가질수있게되었다. 또한이는
홍재형 대표(왼를)와 북

측 최성익 내각참사 등 인도적인 문제를 첨단정보기술을통해해결하는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서큰의
이 악수하고 및다

. 의가있다
.

. i R i

i . . 7 이외에도 2oo4년 4월22일 북한용천역에서
. j D B

9 騷
n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재난구호를 위한회담

이4월27일 개성에서 열렸으며, 5월7일부터 8월 4

일까지 약3개월에 걸쳐긴급구호 물자와 시설복구

를위한자재장비를 지원했다
.

체육블야에서는 2oo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2()2 차늘길 3 길 바딧길 열때 출및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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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리)o4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선수단 참가를 위한남북접촉이

진행되어 분단후처음으로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남한에서 개최된국제경 기

에참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2ooo년 시드니올림척 개막식에서는 분단이

후치음으로 남북선수단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등 입장하였다 .

남북은 제l3차 남북장관급회담(2004년 2월3~6일)에서 제料회 아데네올

림적매.폐회식에서 남북이 공동 입장하자고 합의하였고, 그리스 아테네에서

매최편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회(A熊)차 총회에시 남북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만나, 공동입장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내에이를위한실

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박양천 대한올림적위원회 g예총부를 수석

대표로 하는9명의 남측대표단과 조상남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윈장 겸서기

장을단장으로 하는6명의 북측대표단이 데이징에서만나(2004린 7월23~ D일)

공동입장을 결정하였다. 그결과料oo년 시드니 올림적에 이어린(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남북공동 입장이 성사되었다
.

8 . l 5 통일축구경 기를 위한실무접촉이 두차례진행紅』5년 7월친,7월刻

인되어 ,8 .l5민족대축전 기간에 북측의 축구선수단이 씨울에 왔고, 남자축구경

기는개박식(8월 i4인 때,여자축구경기는 폐막식(8월 l(o) 때각각개최되었다 .

한편안중근 의사의 유해공동발굴을 위한실무접촉이 2oo5년 9월7일과

ll월 E 일두차례개최되었으터, 안중근 의사유해공동발굴 및봉환을 위한헙

의가진행중에 있다
.

7 . 3 대 경협사업의 지속적 추진

남북정상회담 이후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개성공단 건설사업 Z L

러고금강산 관광사업 등을중심으로 남북경제헙럭사임이 활성화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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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

남북 철도 .도로연결 사업은 분단의 상정인 휴전선을 가로치르인 추진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중요한 의미가 있다.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

은남북경제협 력의발전을 넘어통일로 향하는 그시작을 의미함과 동시에 시

베리아횡단 철도(TSR), 중국철도(TCR)로 연결되는 동북아 허브국가의 건설이라

는우리의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실제로 남북은 단절된 교통망을 우선연결하기 위해2ooo년 6월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직후제l차 남북장관급회담(2ooo년 7II 29-31일)에서 경의선 철

도때출.신의주) 및도로(문산.개성)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따라남한

은2000편 9월 l8일 경의인철도 .도로 연결공사에 착수하였다
.

이후料o2년 8월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도로와 동해

선철도 .도로의 착공등에합의함에 따라남북은 남북철도 .도로 연결실무협

<ir

b r.긴惡5
纖를 ...i 차

륵
출 要
출 U
6

f 린
4
일 긴를

2oo3년 6월 14일 경의

선(왼를) .동해선

철도 연결지점에서 s
철도 연결행사가 열릴다

. 7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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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철도 .도로 연결공사 개요

노선 종류 시설구조 구간 거리(km)

철도 단선 문산역(남).개성역(북) 27.3

경의선

도로 4차선 통일대교 북단(남).개성(U) 12.1

철도 단선 저진(남).개성(북) 27.5

동해선

도로 2차선 송현리(남).고성(북) 24.2

의회를 매최하고, 2oo2년 9월l8일 남북이 동시에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도

로연결공사 착공식을 기최하였다. 착공식 이후남북은 공사에 필요한 실무사항

등을협의하면서 공사를 착실히 추진하여 2oo3년 2월ll일에는 동해선 임시도

로개통식을 갖고금강산 육로시범관광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2o卵년 6

월i4일 경의선과동해선 철도궤도를 남북이 동시에 연결하였다 .

남측은 경의선 철도공사를 2oo2년 l2월 3l일,도로공사를 치o3년 lo월

3i일완료하였으며 ,남측의 최북단역인 도라산 역사를 料()2년 4월친)일 준공하

였다. 2oo5년 l월에는 남북이 차량의 운행절차와 방법, 안전과 사고처리등과

같은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인 보장에 잠정합의하였다. 이에따라경의선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하여 금강산 육로관광과 자재.장비의 수송, 평양체육관 공사

인원등의통행이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남측은 철도와 도로를 이용한 원

활한왕래를 위해2鵬3년 ll월에 동해선 통일전망대 부근과 경의설 도라산역에

남북출입사무소를 설치하였다
.

2oo4년 ll월 경의선 .동해선 도로의 연결구간 공사를 모두찰료하여 .

2oo4년 l2월 l일부터 정상적으로 이용중이며, 철도는 조기개통을 목표로 공사

를 진행하고 있다
.

경의선 및동해선의 철도 .도로연결사업은 다음과 같은의의를 갖는다 .

첫때민족의 동맥을 잇는다는 상징적 의인를 가진다. 들째,철도.도로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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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씨 남북의 교류와 9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있는물적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남북간직교역로가 확보점으로인 룰류비 절감과 수송시간 단축등

경협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빈족경제가 번영할 수있는핵심축을한

반도동서양쪽에서 연결되도록 만든다. 넷째,향후대륙횡단철도(TSR, TCR)와의

연계를 통해한반도가 동북아물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있는기틀이 된다. 다

섯째,경의선은 재성공단의 개발을 촉진하고, 인천공항의 허브기능을 강화시킬

수있다. 여섯패 ,동해선은 육로관광 등금강산관광을 활성화하고 향후설악산

과의연계관광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할수있다
.

결국경의선 및동해선의 철도 .도로 연결라업은 향후남북.대륙 횡단

철도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반도가 동북아경제 중심국

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있게하는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웅할 수있다. 즉한

반도의 평화의 상징으로시의 역할과 함께동북아중심국가로 발전하는 데 '기

회의창(window ofuppurtLinity)' 으로작용할 것이다
.

(2) 개성공단 건설사업

개성공단은 개성시 및활문군 일대에 위치하며, 공단구역과 배후도시를

포함해 총2ooo만 평(66.1km)에 랄하는 지역을3단계(2002-2012년)에 걸쳐개발

할계획이다. 사업방식은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o년 간임차하여 공업단지로

재발한 후국내외 기업에 분양하거나 관리하는 형태이다
.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린oo년 8월22일 현대아산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

@ 개성공단 개발계q 개요

구분 . 1단계 2단계 3단계 찰장구역 개성시가지 총면적

면적 . 공단 1 0 0 15 0 3 5 0 2 0 0 8 o o

(만평) . 배tz시
.

100 200 500 400 1,200

개발일정 '02~'07 '06~'09 '08~'12 추후협의 를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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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위원회가 '개성공단 개발 2oo4년 1o월 2o일에는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합의서' 를 체결하고, 2o c) 2 k - . M a | | U - - - 린 건설 착공식 행사가 개

최됐다.

년 ll월 27일 북한이 '개성

공업지구팀' 을 발표함으로

써,남북한 경제협력의 새

로운 시작을 알렸던 사업이

다. 2oo5년 5월 l9일에서

23일까지 개최된 남북경제

협력추진위윈회 제5차 회의에서는 2c)州년 6월하순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합의

하였다.

2oo3년 6월 29일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템의 하위규정인 '재성공업

지구매발규정' 과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 운영규정' 을발표함으로색 개성공단

특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고, 남북한 관게자들의 참여 속에

2oo5년 6월 5o일 역사적인 개성공단 착공식이 개최되었다
.

매성공단은 1단계료 1f)f)만 평 부지를성 공사와 할께 시템단지 2만 8천

평을조성하여 2oo4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으때 ,나머지 l,9oo만 청에대한개

. t tfwtfr~ . t .

驪

懇讚驪蘿 弱 要5
p漆a

.개설공단 절제품 생신 기념? 이 2oo4년 12를 15필 로편 북한 개성공단에서 개최되및차.(친를) 힌편 이닐 오q 서울 를데백차점 본점에서 L 시민

들이 7성공단에서 처言 생산된 리빙아트 냄비를 주매하고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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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이모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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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계획은 현대아산과 북측간에협의가 진행중이다. 2oo5년 ll월현재시범단

지입주기업 중리빙아트(주방용품), 신원消류), 에스제이테크(유압패킹), 삼덕통

상7천? 대화연료 침프(자동차부품), 부천공업(전선), 문창기업消류), 로만손州

계), 태성산업(화장품 용기), 효산에이스(공조기, 재영솔루텍(자동차 부품금형) 등은

이미제품을 생산중이다. 리빙아트는 2()o4년 l2월 l5일 개성공단 첫제품을 출

하한데이어2oo5년 4월3()일 멕시코에 첫수출 선적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

다.입주기업들은 북측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에 대해당초우려와는 달리기대

이상으로 높은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한편본단지의 경우에는 l차단지5만 차에입주할 기인D꺼이 2oo5년

9월l2일에 선정되어 ?입주절차가 진행중이며 향후공단조성은 대북협의를 거

쳐l,2단계 병행개발을 추진하는 등개발속도를 가속화해 나갈계획이다
.

개성공단 가동을 위한기반시설인 전력은 2o訴년 3월친일부터 공급되고

있으며, 통신은 장비반출을 위한절차및북측과의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로서

2o料년 l2월 28일 개통될 에경이다
.

2oE년 ll월 말현재개성공단에는 5,撚o여 평의북측근로자와 諒o여 명

의남측근로자가 함께근무하고 있으때, 매일6oo여 명의인원과 3oo여 대의차

량이군사분계선을 널어대성공단을 오가고 있다
.

l단계 지역은 섬유,봉제, 가죽.가방.신발, 전기.전자등 노동집약적 제

소및블 중심으초 한중소기업 찰단으로 즉성절으로치 국내중소기업 촬로를 제

공하는 한편남북경헙 본적화를 위한기반구축의 게기를 마린하게 될것이다
.

2단계 지역은 화학제품, 조립금속, 비금속 광물, 기계.장비등의산업을

육성해 수도권과 연계린 제조업 단지로 개발함과 동시에 서울의 금응, 인천의

물류등과협력체제가구축되도록 할것이다
.

l,2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될 3단제 사업은 정 기계 ,광학의료기

기,신물질 .생템공학, 컴퓨터 .정보처 리등첨단유망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3 o 4 하늘길 땅길 바닷길 일어 통일로

L .



하고대기업 및다국적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개성공단이 동북아의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것을목표로 하고있다.

이러한 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토지.인력이 결

합,상호이익을도모하는 경제협력사업으로서 고비용과 저효율 구조에 직면해

있는국내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한편l99o년대 초이후극심한 침체를 경

험한북한의 경제난에도 기여할것이다. 또한경제적인 상호협력은남북주민 간

의접촉을 통한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도 가속

화시켜 나가게 될것이다 .

특히재성공단개발은비무장지대를넘나드는사업으로서 남북군사당국간의

접촉과협력을필요로하게 되는데 이는군사적 긴장완화에도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개성공단은 남북간의 대규모 경제협력을 통해찰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데기여하고 이렇게만들어진 평화가 다시남북관계 진전과 우리의 경제

기반을 공고하게 하는설출환 과정을 촉진시키는 핵심적인 남북경협사업으로

서의의t]1를 지니고 있다.

한편개성공단 건설사업은 2oo2년 7월l일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변화

된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의방향과 의지를 가늠할 수있는사업이다. 재성공업지

구팀은 남한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투자도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속권과

사유권을 보장하는 한편공단안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내용

을포함하고 있다. 이는북한이 과거와는 다른형식의 경제해방정책을 추진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

(3) 금강산 관광사업

금강산관광은 '보다 많은접촉과 협력이 평화를 만든다. 는정부의 대북

정책을바탕으로 시작되었다. l9諒년 4월3o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가

발표되고, 그해6월정주영 현대명예회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아시아

.I. . 탈냉전기(1998-현재) 3o 5



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관

광및개발사업에 합의하였다
.

이어서 ll월 l8일 관광선 금강

호가 이산가족 등 龍6명을 태

우고 동해항을 출발함으로써

역사적 인 금강산관광이 시작

되었다.

금강산관광은 한때 사

업자의 자금난과 관광객의 감
반세기 민에 열린 금강

산 뱃길. 1998년 11월 소 등으로 중단 위기를 맞기도
18일 오후 5시 43분 일

반인 835명과 승무원 하됐으나, 첫관광선을 출항시킨 지4년만에금강산관광을 더욱활성화하기 위
419명. 여행 인내원과

관광버스 운전기사 98 한법적.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북한은 2oo2년 lo월 25일 최고인민회의
명. 카자츠A탄 무용수

3명 등 1.355명을 태운 상임위원회에서 정령(3373호)을 채택해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지구를 관광특별
금깅산 유림선 .금강호

.

가 동해힝을 출발편다
.

지구로 지정했다. 또한현대아산과 북한측이 2oo2년 l2월 l2일경부터 금강산
사진은 금강호 출항 전

야제 모습
.

육로관광을 실시하기로 함으로색 금강산 관광사업은 더욱탄력을 받게되었다
.

육로관광이 정례화됨에 따라관광객이 월평균 2만명을넘어서면서 조飾o4

년부터 금강산관광이 다시활성화되었다. 이에따라금강산호텔을 개관하고가

족호텔 천럼도 추진하없으며 ,국제적 수준의 골프장도 건설중이다. Dc)5년 6월

에는글강산관광이 시작된 지6년반만에관광객 i백만 법을돌파하였다
.

8 . 대북지원

국민의 정부출템과 함께남한정부는 화해협력정책을 적극추진하였다
.

이정책의 목표는 '평화, 화해.협력을통한 남북관계 개선'이었다. 이에따라

국민의 정부시기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과거여러정권과 비교할 때그내용

3o6 하늘길 쓸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븍측 강원도 고성 장전

해변에 개장한 금강산해

수욕장에서 패러글라이

과양적인 면에서 증가를 보이게 된다.
더들이 금강산 봉우리를

뒤로 힌채 멋진 비릴를

그러나 국제통화기금(湖친 관리체제를 겪어야 했던 경제위기로 국민의 하고 및다. 아래사진은

대힉생 금깅산평화축제

정부초기에는 전폭적인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데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민의 참가자들이 찰하게 를으

며 해변들 달리고 있는

정부츠기인 l998년에는 북한의 식량난 해린를 위해정부차원에서 직접치딘

을추진하기보다는 辨 7 구를통한긴급구호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등간접지원

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껸서 국민의 정부는 남북간의직접지원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

국민의 정부는 출템당시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l998년 옥수수

3만톤과 가루 i만톤(U- 1,100만 달러상당)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북한

에지원하였다. 이어서 i料9년에는 북한에 직접.撚계 원상당의 비료ll.5만 톤

때한적심자사의 비료지원 4만톤포함시 총린2억 원상당i5.5만 톤)을 지원하였으며 .

2ooo년해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비료지원이 3()만 톤(9y억 원상당)으로 증가

하였다. 2狀)i년에는 비료2o만 톤과내의l諒만 벌을직접지원하는 한편, w T I

를통해옥수수 io만 톤을지원하고 유엔아동보호기금(LIN1CEF)의 대북말라리

l... 탈냉전기(1998~현재) 3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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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방역지원에도 참여하는 등총9l3억 원상당의 인도적 물자를 북한에 지원하

였다. 2湖2년도에도 비료3o만 톤을직접지원하고 WFP를 통한옥수수 io만 톤

지원및LMcEF의 말라리아 방역지원에 참여하는 등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총

l,o75억 원상당을 지원하였다
.

聲誇兩T를하驛 국민의 정부는 5년동안정부차원에서 총3,4피억

원(2U 7,208간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추진하면서 식량

중심의 긴급구호와 병행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비료지원과 보건의료 지원등으로 그분야를 점차

확대하였다
.

참여정부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우

리가부담할 수있는능력과 국민여론 그리고 남북관계의
f壽를린

개선효과 등을고려하여 성의껏 지원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 기존의 긴급구호 중심의 지원으로부터 북한

의자림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농업생산성 향상과 병원

현대화 등을통해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개발
尸인囑團團團驪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

첫해인 2oo3년에는 정부차원에서 총l,o4i억 원

(8,702만 달러 상당을 지원하였는데 ,식량난 해소를 위한

구호사업과 전염병 방제, 나아가 어린이 등취약계층을 위

한보건의료 분야지원에도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비료
폐히가 된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현장.(위)

3o만 톤을직접지원했고,WFP를 통한옥수수 io만 톤지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이 2oo4년 4월 26일 대한

적십자사 서울지사 구츠창고에서 북한 용천 폭발사고 원,1xfo를 통한말라리아 방제, UNICEF를 통한어린이
현장에 보낼구호품을 트럭에 싣고 있다.(가운데)

등취약계층 지원등을펼쳤다. 2o料년에도 비료3o만 톤
2oo4년 4철 용천역 폭발참사로 파괴릴던 용천소학교

가 신축돼 2oo4년 9월 1 새 교시에서 개교식이 열 을 직접지원하고 국제기구를 통한옥수수 lo만 톤 지원
.

렀다.(아래)

말라적아 방제,취약계층에 대한지원등을지속하였다
.

3o8 하늘길 땅길 바딧길 열어 통일로



羽린년의 정부차원 지원규모는총 3피억 원(11512만달러에 달하였다 .

2()州년 4월 22일 평안북도 신의주 인근용천역에시 대형폭발사고가 발

생하자 우리국민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적극나섰다. 정부차원에서도 사

고다음날국무총리가 위로의 뜻을전달하는 등대북 재해복구 지원대책을 강

구해추진하였다
.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범국민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일반시민과 초

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는 학생과 청소년, 종교인, 재계,언른등각계각층으로

부터성금과 를품의 기탁이 이루어졌고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도 직접나서게되

었다. 대한적심자사 창구 @부포인를 통해서는 4월28일 의약품과 라면, 생수.

모포 등 첫번째 구호물자가 인천과 남포 간 정기항로로 출항한 것을 시작으로

열차례에 걸쳐 ln억 원상당의 긴급구호품이 해로로 전달되었다. 아울러 로핀7

억원상당의 자재.장비가 남북간육해로 또는중국단동을 경유해서 용천에

전달되었다. 이외에 민간단체 창구를 통해서도 상당규모의 물자가 전달됨으로

써웅천재해 복구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총7o(9 원이상규모

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남한의 지원에 대해북측은8월 린일사의를표

명하면서 지원물자 분배결과를 통보해왔다 .

@ 대북지원 현를 (단위. 만 달러)

구분 1995 I 1996 I 1997 1998 1999 | 2000 I 2001 2002 2003 | 2004 누계

U 23,200 | 305 2,667 1,100 |2,825 7.863 7,045 8,375 | 8,702 | 11,512 |73,594

한
민

간 25 | 155 | 2,085 | 2,085 I 1,863 ' 3,513 | 6,494 5,117 I 7,061 |14,108 42,477
국

7)1 123,225 1 460 4,723 3,185 4,688 11,376 | 13,539 13,492 15,763 25,620 |116,071
.r 4 .

U W 2 | |5,565 , 9765 |26,350 |30,199 |35,988 |18,177 35,725 25,768 |13,932 16,323 217.792

총계 28,790 |10,2251 31,073 |33,3841 40,676 \29,553 |49,264t39,260 |29,695 41,943 333,863|

lll . 탈냉전기(1998-현재) 3 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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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차원 대북지원 현황(2oo5년 11월 3o일 현재)

기간 지원규모 비고

1995년 2"13,200만 달러 국내산 발 15만 톤 직접지원(1,850억 원)

W F P 200만 달러(혼합곡물 3,4o9만 톤)

19 96년 35 o만 달러 UNICEF 100만 달러(분유 2.o34톤)

w M o 5만 달러

W F P 600만 달러(혼합곡물 9,852톤)

U N C E F 34만 달러

199 7년 2,667만 달러 uN기구 98 o만 달러(WFP 4 0 0만 달러)

UN IC EF 36 0만 달러
.

w H o 7o만 달러, U N D P 120만 달러

1998년 1,1oo만 달러 W F P 1,1000만 달러(옥수수 3만톤, 가루 1만톤)

비료 11.5만 톤 직접지원(339억 원)
1 9 9 9년 2.826만 달러

한적 및 당국 간 비료지원 총 15.5만 톤(462억 원)

2 o o o 년 7,826만 달러 비료 3o만 톤 직접지원(944억 원)

내의 15o만 벌 직접지원(352만 달러)

비료 2o만 톤 직접지원(637억 원)
2oo 1 년 7,o45만 달러

wFp를 통해옥수수 1o만톤지원(1,739만 달러)

w H o 를 통해 말라리아 방제 지원(46만 달러)

wFp를 통해옥수수 1o만톤(1,739만 달러)

2 o o 2년 8,375만 달러 w H o 를 통해 말라리아 치료제 지원(59만 달러)

비료 3o만 톤 직접지원(832억 원)

비료 3o만 톤 직접지원(849억 원)

w F p 를 통해 옥수수 1o만 톤 지원
2 o o 3 년 8,7o2만 달러

w H o 를 통해 말라리아 치료제 지원(66만 달러)

취약계층 지원(5o만 달러)

비료 3o만 톤(1,028억 원)

wFp를 통한옥수수 1o만톤지원(2,400만 달러)

2oo4년 1U1,512만 달리 w H o 를 통한 말라리아 방제 지원(67만 달러)

UNICEF를 통한 어린이 영양식 .의약품 지원(1oo만 달러)

용천재해 긴급구호 및 w H o 지원(94만 달러)

w H o 를 통해 말라리아 방제 지원(81만 달러)

2 o o 5년 15,105만 달러 조류인플주엔자 방역 지원(1 2억 원)

(11월 말) (1,511억 원) 비료 35만 톤(1,478억 원)

수해 복구지원 :응급구호 세트(2억 원)

UNICEF를 통한 어린이 영양식 .의약품 지원(1oo만 달러)

3Io 하늘길 많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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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5년 들어서 5월남북차관급회담에서의 대북지원 합의에 따라 비료

2o만 톤이치원되었고 이후추가적으로 l5만 톤을지윈하였다. 料o5년도의 비

료지원은 2oo4년 조문파동 이후l년가까이 경색되었던 남북대화를 재개시키

는데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이와함께'x7長천 말라리아 방제,UNICEF의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예년과 같이지속되었다 .

한편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의 장기화에 따라북한어린이가 남한어린

이보다 평균적으로 인장은 20cm, 체중은 l枕7;이 차이나는流'Fl3 추정)등영양부

족및발육부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인도적 당띤문제이자 통일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시 북한의 영유아(i세 이하. 23o찬 병추정)및산모(98단 념추정)에

대한지원사업 계획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중장기적 차천에서 민간.정

부.국제기구의 역할분담하에 영양개선과 질병관리, 건강관리 등3매분야에

서의지원사업을추진하는 것으로 2o編년부터 5매년 계획으로본격 추진할 게

획을수럽하였다 .

이상의 무상지원과는 별도로 2ooo년부터 매년.料만~ 5()만 든규모의 직

접적인 식량지원이 차관형식으로 이루어져 북한주민들의 식량난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2ou5년 하반기에도 제l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결과에 따라쌀 5()

만를을 지원하였다
.

卯u5년 9월에 들어북한당국은 국제기구 및비정부기구(NGO)들이 기존

에실시해온 인도적 지원를동을 2oo5년 연말까지 종료하고. 인프라 건설등개

발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따라지난l()년 간지속되어

온국계사회의 지원방식에 대한평가와 조정이 에상되나, 앞으로도 상당기간 외

부의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우적의 대북지원도 계속되어야 할것으로 본

다.특히,우적의 대북지원은 남북간 신뢰회복과 북한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중

요한의미를 가지며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투자라는 측던도 고리하여야

할 것이다
.

.l. . 탈냉전기(1998-현재) 3II



정부 .비정부의

통합적 통일노력

l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평화f화해 .협력을 통한남북관계 개선
.

을정책목표로 내세우고 적극적인 대북화해와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이는참

여정부의 대북정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남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고 할수있다. 정상회담 이후남북장관급회담과 군사회

담,경제회담 등각종회담을 통해많은합의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환경은 비정

부차원의 통일노력 활성화에도추진력을 더해주었다. 예컨대 3대경협사업의

추진과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등대북경제협력활성화를 위한제도적 조치
.

대북지원창구의 다원화 등정부의 남북관계 활성화를 위한노력은 비정부 차원

의통일노력과 접한 관게를 맺고있다. 이시기통일노력의 특징은 정부가 일

방적으로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민간과 정부가 통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

작하였으며 ,비정부 민간부문의 통일노력이 다양화되었다는 것이다
.

3I2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를일로

1



1.재야 .시민단체의 다변화

l998년 이후통일운동을 벌여나가는 단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가 독점했던 통일노력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대되고 다양한 교

류협력사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폭증하는 통일운동단체들의 숫자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않다. 2oo5년까리 통일부의 허가를 받은법인

단체는 모두l58개이나, 행정부의 해당부처에 릴인허가를 받은경우와 아예법

인신고를 하지많은단체까지 포함하면, 그수는이보다 훨씬많을 것이다. 이

단체들의 출자에 못지않게 그성격을 파악하는 데도한계가 있다. l998년 이후

드러나는 통일운동 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

(1) 인도적 지원사업

l類8년에 들어남북간교류및협력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참여가 눈에띄

게활발해졌다. 인도적 대북지원 분야에서도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점차중요성

을 차지하게 되었다. 찰은해 외찰위기 등의 영향으로 정부차원의 대북치원은

감소한 데비해,민간단체의 지원은 증가하였다. 이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l998년도의 2리.3억 원수준에서 2鵬4년의 i,6料억 원규모로 대폭증가하였다
.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이 활성화된 요인중하나는 l999년 2월 lo일

정부가 단행한 '민간차원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 로,이를통해서 민간인의

직점적이고 명실상부한 대북지원이 확대될 수있는기초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같은해 lo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처리에관한규정' 이제정되어 민간의 지

원사업에 대한남북협력기금 지원, 대북지원사업자 지정등의절차가 제도화되

었으때 이후수차례의 추가적인 조치에 의해지원시간을 단축하고 절차간소화

도 이루어졌다
.

이에따라 l999년 l2월까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나 이웃사랑회 등

.l. . 탈냉전기(1998~현재) 3I3



lo여 개단체가 대북지원 사업자로서 독자적인 창구를 개설할 수 있었다. 이후

이러한창구는꾸준히 증가하여 料o5년하반기에는 '월드비전 ,'글네이버스인

터내셔날' , '남북어린이어깨동무' 틀5o여 재단체가활발한 지원사업을 전기

하고 있다
.

민간발체들의 활동영역이나 지원방식도 변화하고 발전되었다. 우선지원

물품이 다양해졌는데 곡물위주의 지원에서 나아가 영농기구와 젖염소, 의류및

생필품까지 망라하게 피었다. 이과정에서 단체별로 지원분야의 될업화와 특화

가자발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를통해예전에 문제시되었던 지원단체 간의불필

요하고도 소모적인 경쟁을 피할수있게되었다. 또한구호차원의 일회성 지원에

서한 걸음나아가 농업생를력을 회복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지속적이고도 근본

적인개발지원의 필요성을 통일운동단체들이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협

력사업에 대한절요성을 일깨워주었다. 협력사업은 주로농업협 력사업과 보건

의료치원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

는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것도큰성과이다. 또한국내사정이 어려됐던 이시

@ 대북지원 관련 주요 민간단체

구분 대북 지원단체

남북나눔운동, 예장총회사회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대학생선교회

종교단체 (기독교), 천주교민족화해위원회(가톨릭), 불교종단협의회. 를은벗들. 조국

평화통일불교협회 .한국JTs(불교), 은혜심기운동본부(원불교)

보건단체 대한결핵협회, 대한의사철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남북협력단체 국제옥수수재단,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어린이의

약품지원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의 숲

긋네이버스인터내셔날, 동방사회복지회, 월드비전, 유진벨재단, 한국국제
구호단체

기아대책기구, 한국복지재단, 한민족복지재단, 나눔인터내셔날

기타 남북철력강원도운동본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새마을운동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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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국내의 민간단체들은 해외로 눈을돌려, 북한식량난의 실태를 알리고 국제

사회의 관심을촉구하였다.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 '인도적 대북지

원을위한한일NGo포럼' ,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국제NGo회의' 등이그대

표적인 사례이다. 또한2ool년 2월에는 민간단체들의 자체적 모임인 '대북협 력

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구성되어 정보교환이나 사업운영과 관련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2ooo년 7개 단

체(7개 사인 피.8억 원에서 2oo5년에는 27개 단체(3(n 사업) 113.7억 원으로 대

폭 확대되었다.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2oo4년 9월북민협을 중심으로 한 대북

지원민간단체와 통일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정부관계부처로 구성된 '대북

지원민관정책협의회' 가발족해 대북지원 편람을 개발하고, 분야별로 효율적인

민관협 력및단체간협조방안 등을논의하였다. 특히2oo5년에는 대북지원 l o

주기를 밭이하여 지원방식을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모자보건 .복

지,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축산 개발,농업 .보건용수개발,주거환경 개선등5

해분야에 대해 5o억 원범위내의기금을 지원하는 민관합동사업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다
.

민간단체들에 의한 인도적 지원사업의 활성화는 해방 이후6o년 간의통

일운동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주목할 만한변화이다. 무엇보다도 민간통일운동

의합템화와 대중화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은 많은국

민들이 진보와 보수를 데나 남북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2) 통일운동 주체와 노선의 다변화

l幣8년 이후 민간 시민단체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통일운동의 노선도

다양해졌다. l料8년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통일운동의 대중화를 표방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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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회의' 중심으로 다양한 성향의 정당과 단체를 포함하여 민족화해협 력범국

민협의회(민화협)를 결성하였다. 애초에 민화협은 한편으로는 남북교류와 협력

을추진한다는 목표와 다른한편으로는 남한사회내에서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 남남대화를 추진함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세

웠다.

2ooo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 .i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통일운

동은새로운 고양기를 맞미하게 되었다. 남북화해와 협력을향한변화된 정세

속에서 민화협에 참여하지 않은 진보적 단체들을 중심으로 2ooi년 3-H '6.15

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천화를 위한통일연대(통일연차' 가결성되었다. 여

기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농민총연맹(전농) 등간개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통일연대와 인화협 그리고 7개 종단은 공동으로 料ol년부터 인해맞이

행사와 6 .i5 및 8 .i5 민족공동행사를 북한은 물론 해외동포와 함께 개최하여

왔다. 2oo5년 3월에는 이러한 3자연대를 해소하고, 남한과 해외,북한의 동포가

함께 참여하는 '6 .l5공동천언 실천을 위한 남북 해외공동행사 글비위원회' 를

상설기구로 설림하였다. 준비위원회 산하에는 노동, 농민, 여성,청년학생 ,교육.

학출본부 등이있고, i6개의 지역본부도 결성하였다. 준비위원회는 2o郎년에

6 .i5 및8 .i5 공동행사를 개최했으며, 남북정부당국도 참여하였다
.

한편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이념적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

하였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일부인사들은 북한정권에 대한강한비판과 함께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북핵 위기와 관련하여

한 .미간의견조정에 어Ef움이 생기고 서해교전과 같은남북간의충돌이 발생

할때이들의 목소리는 더욱커졌다
.

또한통일운동의 인로운 흐름은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운

동단체의 등장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도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를제제기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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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판의 차원에서 崙.었린 것은아니지만, l9諒년에 생긴 '북한인권시민연합'

이나l()料년에 결성된 '북한민주화시민네트워피 는시민운동의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전자는 국제연대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며,이를위해서 인권절태를 고발하고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로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탈북자에 대한관심과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들도나타나고 있다. '북한이발주민후원회' , '선한사람를 , '좋은벗들. 등

이그대표적인 경우이다
.

(3) 평화운동의 활성화

국제적인 흐름에 비해한국사회에서는 평화운동이 비교적 늦게출현하

였고, 운동으로서의 역할도크지 않았다. 이는한반도에서는 당장전쟁위협에

대처해야 하는화급성 때문에 서구와 같은 평화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적었다. 또한 분단냉전치제의 해소라는 과제 때문에 통일운동이 항상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고조되었던 l993년에서 l994년 영변

핵위기당시에도 평화운동은 이를운동의 소재로 삼지못하였다 .

그러나 l野o년대 후반에 와서양상은 발라졌다. 우선 '평화를 만드는 여

성회' ,'평화네트워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학함께' ,'평화와통일을여

는사람들' , '평화통일시민연대' , '여성평화네트워피 등평화운동을표방하는

단체들이 새로이 등장하였고, 시민운동 내에서 를화' 라는용어가 자주사용되

기시작하였다. 이들은 주로국방정책을 감시하면서 국방비 증액반대와 국방정

책의투법성 확보등국방개혁과제를 제시하고, 북핵위기의평화적 해결과한반

도평화를 위한정책대안을 제안한다. 혹은 이를위한시민사회 연대활동을 전

개하고, 한 .미군사동맹이나 한.미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거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전쟁에 저항하는 반전운동과 파병반대운동을 전기했

1 다.국제평화를 위한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평화교육을 대중에 확산시崙다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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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성평화운동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일상생활에서 평화를 실현할 것을촉구

하고, 그확산을 위한캠페인을 전재하였다
.

2 .학생 통일운동의 분화

전대협과 한총런으로 이어진 학생들의 통일운동은 l9諒년 연세대 사태

이후커다란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통일운동이 중단된 것은아니

었다. 학생들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대한인도적 지원운동을 꾸준히 별여

나갔으터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중적인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또한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학생통일운동도

그에맞게보다더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한총련과는 별개로 남북의

대학생들이 베이징에서 미주란아 통일문제에 관해 토른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하였다(l999년 7친
.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대학생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생겨

났다. 2oo2면 대학생 통일탐구단때주평화통일민족회의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직

접북한의 대학생들과 만남을 성사시켰다. 또한같은해 lo월에는 금강산에서

남.북 .해외청년학생 통일대회를 개최하고5 6.l5공동션언 이행과 한반도에

'-DBU''

2oo4년 3월 13일 금깅산 일대에서 열편 t북금깅신새내기배움터 에 찰가한 방북 대학생5이 한E도기를 s들며 북

측공연단의 공연를 관람하고 y다. 오른? 사진은 2oo5년 5월 23일 금강산 문화최관에서 열린6 .i5공동선언 실천

을 위한 남북대학일 싱봉모임 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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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전쟁방지 등을내응으로하는공동선언문을채택하였다. l(J월의 청년학생

통일대회는 같은해8월서울에서 열린8.l5민족통일대회의 '청년학생 공동합 1

의문. 에서이미합의한 것으로서 당시북한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템과 남한

의2oo2년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청년학생위원회가 서명한 것이었다(2002년 料

월i6인. 이러한 만남은 2o郎년에도 이어져서 9월2일금강산에서는 ().l5공동

선언관철남북청년학생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어 '6.l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남

북청년학생선언' 을발표하기도 하였다. 料o4년에는 통일운동 단체인 A우다

우.주최로 남북대학생 통일상봉모임이 금강산에시 이루어쳤다. 3월l2일에서

i4일까지 열린이모임은 남한의 총학생회장단 및신입생 7oo여 명과북한대학

생loo명이 모여서 토론회와 에술공연 등의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

2()oo년대 들어학생들의 통일을 위한노력은 6.l5공동선언을 중심으로

그관철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활동도 과거와 같은대정부 투천을

통한대중동원이 아니라 북한의 청년학생들과의 직접만남이라는 형식으로 전

개되었다. 이러한학생들의 통일운동 변화는 l98o년대부터 시작된 전대협과 한

총긴중펀의 통및른동이 대학린들의 다양찰 단체찰동으로 확간된 결과이기도

하며, 남북정상회담 이후남북한의 교류.협력의결과이 기도했다. 학생들의 통

일운동도 기존의 한총련을 중심으로 하는정치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고 있다.

다양한 통일관련NGo의 가입과 연계를 통해활동하는 학생들이 늘고있으적 .

대학자체에서도 금강산 기행이나통일축제등을통해대중적인 관심을 높이고

있다.

().l5공동선언 발표이후, 우리사회의 민주화 기반위에서 학생들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의 실정에 맞게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인근과 금강산 기행, 백두산 랄사등등의 활동이 대학및관련단체와의 연계하

에서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총련뿐만 아니라 여타의 대학생 단체

들이공동으로 금강산에서 남북대학생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다. 가까운 예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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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o5년 6.i5공동선언 발표5주년 기넘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남북대학생 상

봉모임을 들수있다(5l|22~-24인. 이모임은 6.i5 남측준비위원회의 청년학생

본부가 주최한 것으로, 남북대학생들의 교류와 협력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모

임에는 북측의 조선학생위원회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홍사단대학생아카데

미전국협의회 ,한국대학원리연구회 등9개대학생 단체들이 참가하였다. 이모

임은남북학생대표들 간의만남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남북 대

학생민족자주 반전평화 공동선언' 이공동발표되었다. 5월모임에 이어7월 l 7

일에서 l9일에도 남북대학생 모임이 이어졌고? 지역별 학생들의 교류에 관해

서도의견이 교환되었다. 그간학생들의 경우만남그자체가 의미를 가졌지만
.

이제는 만남에서 교류를 지향하는 단게로 발전하게 된것이다
.

2ooo년대 이후변화된 학생들의 통일운동은 정치중심 활동이 아니라 일

상생활에서의 활동으로도 전개되고 있다. 특히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각대

학은총학생회 및화교당국과의 합의를 기초로 금강산 관광과 기행을 통해북

녘땅을직접체험하는 프로그램 등을진행하고 있다. 다른한편,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에 대한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생들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관심이 높아피면서 이와관련된 단체들이 결성되고, 활동도 나타나

고있다. 이러한 모습은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관심이 다양화되면서, 그에따

른활동들도 다양하게 나라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언른교류의 찰성화

국민의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이 추진되면서 문민정부당시간헐적으로

성사되었던 언론사의 개별방북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

r세계 9 릿 기자가 i998년 5월 리틀엔젤스 예슬단의 평양공연에 동행

취재차 방북한 이래, i998년 8월 r경향산출 이남북문화 정보화사업 실무협의

3 2 o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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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문화유적 답사차 방북하는 등언론사의 방문이 이어쳤다. l9知년 8월에는

r동아c릿가 백두산과 금강산 재발게획 취재차 방북하고, l998년 ll월에는

t기레산출 이언른교류 및문화교류를 협의하기 위해방북했다. 이렇게 l단98

년한해에만 ll건의 언론사 방북이 이주어졌다 .

l()o대 국정과제 속에북한의 방송개방과 남북언른교류를 포함시길던 국

민의정부도 방송교류를 촉진하기 위한조치들을 취해나갔다. 우선북한영상물

반입을 허용하고 북한위성방송을 부분적으로 재방했다. 이런규제완화로 남한

방송사는 처음으로 북한Tv 드라마인 <북방의 겨울)을방영했다 .

이어방송사가 북한의 영상물을 방영하는 사례가 늘기시작했다. slBs가

i9撚년 9월 <안중근 이등박문을 垈다>를 방영한 데이어KI3s가 l9燎년 l()월 <임

꺽정>을, M3c가 l9撚년 <온발전>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런방송교류는 중개업

자를통한간접적이고 일회적인 것이었으력, 북측상대도 언른기관이 아닌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였다. 교류내용도 북한영상물 수입이나 백두산 옛유

적지등일정한 북한지역 취재등으로 매우제한적이었다. 아직남북의 언론교

류는낮은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남북언른교류 운동은 남한언른인 단체가 냉담한

북한을 상대로 교류를 제의하거나 언론사가 일회성 방북을 하는수준을 넘지못

했었다. 그러나 2ooo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언른교류및협력의수준을 질

적으로나 양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언론은 우선남북정상회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화해와 공존의 가치를

국민에게 확고하게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동안언른가운데 일부는 북한에

대해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합의사

실이발표된 이후한동안 거의모든언론이 남북화해와 협력의관점에서보도를

했다. 신문은 l면을 기사없이남북정상이 만나는 사진만 게재하는 파격적인 편

집도마다하지 않았다. 방송도 이역사적 사건을 종일방송으로 중계하머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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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언론보도는 국민들의 대북인식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

남북방송기관은 남북정상회담 보도과정에서부터 협력해 회담을 공동

실황중계했다. 이경험은 정상회담 직후각종회담이나 이산가족상봉에도 적용

되었다. p 3s는 2ooo년 8월이산가족 상봉때F 3s가 기획하고, 조선중앙 Tv가

제작하는 일종의 외주제작방식의 협력사업을 처음성사시했다. 전혀새로운 협

력방식이었다. 한달뒤인9월에는 조선중앙 7v와 K料가 처음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를공동제작하고 생방송했다. 백두산과 한라산, KBs 스튜터오를 연

결하는 3원방송이었다. 다시한달뒤인lo월 sBs는 창사io주년을 맞아29명

의특별취재단을 평양에 파견, 야외세트에서 생방송으로 sBs 8시뉴스를 진행

했다.

남북언른이 정상회담 과정에 협력한 이후교류가 매우활발해져 기자뿐

아니라 언른사 경영진이 남북교류의 당사자로 나서고7 한국방송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도 북한을 방문해 ,교류의 제도화를 추구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ooo년 8월남한언른사 사장단 린명이 방북하였

으며, 이는남북언론사의 최고책임자가 처음으로 만나남북언론교류 및협력

의필요성을 논의하는 장이기도 하였다
.

8월5일부터 l2일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

하철선전선동부장, 노동신문사와 중앙방송위원회의 고위관계자 등북한언른

정책쉐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는인사들을 만났다. 사장단은 '남북언론교류 활

성화방안' 을첨부한 남북언론교류 의향서를 북한에 전달했다. 사장단은 의향

서에서"6.i5남북공동선엔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선언의 실천과정

에서남과북의언른인의 ?:할이 매우중요하다는 점을중시하여 남북언른교류

활성화에 적극나설뜻을밝히고자 한다'고 제의했다. 의향서는 또언른교류가

민족동질성과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며, 평화정착과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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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아래교류와 협력이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

장단은 이를위해 '남북언른교류협의회' 를결성

하고, 기사사진이나 영상물을 교환하며 ,각종 lTi.
취재활동 상호보장 및공동기획취재, 언른사 상

호방문, 공동연수 프로그램 개발, 언른인 토른회

개최등 시범사업을 하자고 제시했다. 남북언른

교류의 활성화 방안은 남한 언른이 오랫동안 -H

북한을 방문한 남한 언

민하고 토론한 결과물로 언른교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화 른사 사장단이 2ooo년

8월 12일 핑양 목란관에

가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제시된 것이었다 .

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기념촬영s 마친 뒤 손

언른사사장단의 방북성과는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 구성과 '남북 을 집고 오찰징으로 향

하고 있다
.

언른기관 공동합의문' 5개항으로 나타났다. 5개항은 남북이 민족의 단합과 통

일을실현하는 데도움이 되는언론활동을 전개하고, 비방중상을 중지하며 ,언

론교류와 협력을추진하고, 남북언른 간에접촉창구를 마련하는 한편북한언론

기관대표의 서울방문등이다 .

사장단의 방북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지에대해남북이 공동인식하고, 언른이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상호교류와 협

력을확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언론교류

를제도화하는 기반조성에 기여한 점도평가할 수있다. 사장단 방북은 실계남

북언른교류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어이후방송교류와 협력을양적으로나 질적

으로 발전시린다
.

남한언론은 언른교류의 단일창구를 한국린문협회 ,한국방송협회 ,신문

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로 구성된 '언론교류협 력위원회' 로정하고 산하

에운영위원회를 두었다. 북한은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가 창구역할을 담당

했다. 언른교류협 력위는 북한언른사 대표단의 서울답방을 실현하기 위해찰문

점연락사무소를 통해최칠남 r노동산출 책임주필 앞으로초청장을보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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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되지는 않았다. 언론사사장단 방북때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요청으로 시작

된판문점을 통한신문교환도 5일만에중단되었다
.

남북정상회담 및남북언른기관의 공동합의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남북언

론교류및협력의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특히인쇄매체의 교류는 남

북관계의 진전에도불구하고 별성과를 내지못했다. 신문기자교류를 위해한국

기자협회는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광복절 행사때조선기자동맹 관계자와

어렵게 접촉할수는 있었으나 원척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

이같이 신문교류의 침체와는 달리방송분야에서의 남북교류와 협력은

괄목할 만한발전을 거듭했다. 방송교류는 보도뿐 아니라 드라마와 다큐멘터 러
.

대중음악 등다양한 장르로 확대발전되어 나갔다. 교류방식도 초기의 단순한

영상물 교류에서 북한의 계작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공동제작

과장기간 기자파견 등으로 발전해 나갔다
.

2ool년에는 방송교류가 터욱활성화되면서 내용과 형식도 다양해졌다
.

H5s는 4월북한과 '5대 방송교류협 력사업' 에합의,남북교류를 체계적으로 추

진할수있는계기를 만들었다. 이어6.i5남북공동선언 i주년을 밭아방송교류

는더욱활발해졌다. 방송사상 처음으로 ? ?s9시뉴스의 일부를 평양의 조선중

앙T'v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 것이대표적으로 이는방송교류의 한

획을그은사건이라고 할수있다. M B C U '6-15남북공동선언 발표i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토른회' 보도를 위해북한에 취재팀을 파견했다. sl3s도 6 .i5선언 1

주년기념으로 평양에서 생방송으로 뉴스를 진행했다. 이어KBs는 lo월 북한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역사스페셜> 을제작했다
.

남북정상회담 이후확대되던 방송교류는 2oo2년 정점에 이르렀다. 평양

에서남한방송사가 직접취재해서 보도하는가 하면남북이 프로그램을 공동제

작하고 동시생방송하는 한편, 드라마 찰영이나 예술행사, 대중문화 공연공동

개최도 실현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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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개별적인 교류와 협력이활발해지면서 책임있는당국간에방

송교류를 제도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한국방송위원회가 정상회담 l년만인

2ool년 6월4일정부와 국회사무처,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통일관련전문가

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를구성한 것도이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것이

었다. 방송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이질적 문화해소를 위한매우효과적인

매체로서 남북화해와 평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환단에 따른 것이었

다.먼저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방송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정책적 지원

및제도적 장치의 마런을 활동목표로 삼았다. 이에따라교류추진위는 2oo2년 8

월 24일에서 26일 평양을 방문해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두 차례회담을 갖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교류 및협력에 관한 4개항 합의를 도출했다. 4재항은 (l)

남북방송협 력에관한기본합의서 체결, (2) 2003년 상반기 남북방송인학술토른

회개최, (3) 남북방송 프로그램 교환을 위한방출영상물 소재모임 개최, (4) 북

측에남북방송 공동제작을 위한방송설비 제공등이다. 이합의사항은 방송교류

및협력을위한인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진일보시킬 수있는성과였다 .

그러나 남북방송교류는 여전히 단발성 행사로 그쳐야 했고 정치상황에

민감한 영향을 받았다. 2oo2년 2월부시미국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 로

규정한 뒤분위기가 릴각되면서 방송교류도 위축되었다 .

같은해6월에 발생한 서해교전도 언른교류를 불투명하게 했으나, 8.l5

민족통일대회 및아시안게임에 북한이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이끌고 참가

해다시활기를 찾았다. 이는모두남북한에 방송교류를 안정적이고 치속적으로

추진할 수있는제도적 기반이 아직마련되지 않았음을 잘보여주고 있다.

2oo2년 lo월 북핵문제로 弱o5년 7월까지 언른교류는 비록 양적으로는

줄었지만 꾸준히 지속되었다. 理o3년 방송교류 제도화를 위한남북방송인 토론

회,방송영상물 소개모임이 개최되고 한국방송위원회가 북한에 빙송장비를 제

공해방송기출통합 기반을 마련한 것이좋은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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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o4년에는 방송 협력이 역사에 관한 남

북간의유대감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음

을보여주었다. 고구려를 중국사에 절입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해 고구려사가 한민족
(,f ' 곳

의 역사임을 부각하기 위해남북이 상호 협력한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국민적 반발이

2oo3년 1o월 7일 평양에서 열리는 .류경(柳京) 정주영체육관 개관기념
확산되면시 남한에서는 자연스럽게 남북 공동

통일농구. 를 생중계하기 위해 1일폄양으로 출발한 sBs 취재팀들이 임

진각 주차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중

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공식적 반응을 피하는 린

중한자세를 보였다. 대신북한은 남한방송사의

고구려사 관련프로그램 제작에 협력했다틀 3s

의다큐멘터리 <고구려는 살아 있다>와 M理를

다큐델터리 <살아 있는 고구려> ,sBs의 고구려

유적인 강서대묘 취재및방영을 위해북측이 적

M B c 방송 취재팀이 2oo4년 1월 22일 평잉 김일성광장에서 어린이들 극 협력한 것이다
.

의 민속놀이를 취재하고 있다
.

2oo4년 4월에는 평안북도 용천군 웅천역
... . 6

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희생자가 크게늘어날

것이라는 보도가 즉각남한에 전해졌다. 언른은

사고소식을 전하면서 순수한 동포애로 북한동

포돕기 운동에 나섰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

송협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

했으며 지면과 방송을 통해북한동포돕기에 참

여할것을촉구하는 한편, 북한동포들의 고통을
2oo4년 6릴 27일 言킁에서 최혁우(왼복) 북한 조선및화수출입사 사

징과 신헌택 아시아문화신업교류재단 이사장이 KB s 특별기t 드라마 상세하게 전달하여 지원여론을 조성했다차 K B s

<명성황후>를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하기 위해 로력힌다는 등

의 내용을 담은 문화교류 협력서를 교친하고 및다
.

는 <북긴 룡천에 새희망을) 이라는 특집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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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통해지원운동을 필쳤고, 평소대북지원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던 5 4 9 및

와 를아c릿를 비롯해 거의모든언른들이 적극적인 대북지원 캠치인을 전재

했다. 이런언른주도의 북한동포 모금운동을 통해언른이 남북화해와 공존을

위해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삼부각되었다 .

언른은 2oo5년 6.l5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하는 평양통일대축전에

관해서도 화해와 공존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

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프로듀서 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언른재단은

이행사를 계기로 2ooo년 결성되었으나 유명무실했던 남북언른교류협력위원

회를재가동했다. 그동안개별언른사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활발했으나 .

기자와 프로듀서를 대표할 수있는남북의 언론인이 직접만나언른교류를 본격

적으로 논의하는 기회는 별로없었다. 름더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언른교류를 위

해남북언른인 단체가 직접만나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협력위원회를

재결성한 것이다
.

0 )2004~2005년 남북 언른 .방송교류 협력사업

언른사
북측

내용 1 대상기관 (l選豈g)
역사극 <사육신)주문제작 사업 민화협

K B s (2005. 2. 14)
(2005. 진행 중)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북녘의 를4> 제작 9명
민화협

(2004. 1. 27) (2004. 1, 15)
M B c

개성공단 다큐멘터리 촬영 18명
민화認

(2005. 2.7~14) (2005. 2. 4)

광복6o년 특집 조용필 평양 2oo5 촬영 164명
s B s

(2005. 8 . 18~25) 7?를 (2005. 2)

아터 올림픽 중계방송지원 조선중앙방송위원회 (2004. 8 . 11)

방송위원회 동아시아축구대회 중계방송지원 조선중앙방송위원회 (2005. 7. 27)

제2회 남북방송인토른회
조선중앙방송위원회 74명

(2005. 9.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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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업의 대북투자 찰대

l99o년대 중반이후소강상태에 있던남북관계를 극복한 하나의 계기가

된것이l998년에 이루어진 현대그룹의 이른바 '소떼 방북. 이었다. 이해6월

정주영 회장일행은 식량난으로 어려움에 처한북한에 기증할 소5oo마리를 가

지고판문점을 통해육로로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같은해lo될에도 5ol마리의

소를몰고또다시 북한을 방문했다. 이러한 현대그룹의 방북은 이후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이끄는 중요한 이벤트 역할을 하였다. 무엇보다 분단이후민간

인이이끄는 대규모 방북행렬이판문템을 통해북한으로 이동한 것자체가 처

를있는일이었다. 따라서 이를허용한 북한당국의 태도에서 남한은 북한의 대

남정책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게되었다. 북한역시

l,ool마리의 소로상징되는 남한의 지원을 통해당면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해

결하고자 기대했다. 이러한 소떼방북은 국제적으로도 남북이 새로운 화해의 시

기에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알릴수있는좋은계기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l 9 9 8

년을기점으로 남한의 대북경제지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결과남북간의비

거래성교역규모가 거레성교역규모를 능가하게 되었다. 이처럼남북의 경제관

계가호전되면서 2ooo년 6월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정치

적관계역시급속도로 발핀하었다
.

현대그룹의 소메방북은 남한기업의 대북접촉은 물른남북관계 전반에

도많은변화를 가져왔다. 이를통해현대그룹이 l989년 북한의 조선아시아태

평양평화위원회와 및었던 금강산 재발관련의정서가 현실로 구체화되었기 때

문이었다. 실제로 현대그룹은 l998년 6월정주영 회장의 방북과정에서 조선아

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관광을 위한계약서' 를새로이 체결하였다
.

이계약서는 l989년과는 달리l998년 9월우리정부에 의해정식으로 남북경

제협력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 또한같은해lo월 정주영 회장의 2차방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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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됨으로써 현대와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사이에 '금강산관광에 관한 합의서' 라는보다구체화된 계약이 체

결되었다
.

현대가 북한과 맺은 게약내웅은 이제까지 우리기업의 대북투자라는 측

면에서 살펴볼 때세가지면에서 특징적이었다. 첫째, 현대는 단독투자자로 금

강산관광 및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다. 당시까지 우리기

업의대북투자는 거의모두가 북한의 해당기업과 합영회사 설림형태로 이루어

졌었다. 둘때,현대는 내금강 지역을 포함한 lo여 개의금강산 사업지구 내의토

지및기존시설물들에 대해장기간의 독점이용권 및사업권을 확보한 가운데 개

발 사임을추진할수 %,게 되었다. 인제, 현대

는 이상과 같은 권리확보의 대가로 금강산 관

t로..漆및긴h
광선 출항 이후 6년 5개월 간 총 9억42oo만

달러의 관광개발사업비를 북한에 지불할 것

을 약정하였다. 요컨대 ,우리 기업이 북한에 幽 린 " #-s,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업지역 내에 있는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임의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권리를 획득한 것이었다
.

이러한 현대의 글강산 기발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

무엇보다 남한의 일반 주민들이 제한된 지역

이지만 북한의 금강산을 대규모로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l998년 ll월 금강산 관광선이

첫출발한 이후 l999년 l2월 말까지 불과 l년

여 사이에만 무려 158,628명의 관광객이 금 1998년 6월 16일 정주영 현대그룹 회징은 .통일소. 5백 마리와 함께 틀북

긴장의 상징인 판문惡을 통과해 북한을 방문행다. 북으로 갈 소떼를 실은

강산을 다녀갔고 料o5년 6월에는 그 수가 1 트럭이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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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명을돌파하였다. l린5년 분단 이후 남북 일반주민들의 접촉을 막아할던

여러제도와 관행들이 우리기업의 대북진출과 더불어 점차변화하기 시작했다 .

남북 간의협상관행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현대의 금강산 개발사업으로

인해그동안 당국자 간의 정치적 또는 정책적 합의사항들이 우리기업과 북한

파트너 사이에서 다시한린확인되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거나, 또는 역으로 우

리기업과 북한파트너 사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남북당국자들이 피로운 정

치적또는정책적 합의사항들을도출하기도하였다 .

예를 들어 현대는 l998년 7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관광을 위한부속계약서' 를 체결했는데,이계약서 속에는 "아태측은 l992년 2

월 l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l992년 9월 l7일 발효된 남북교류협력부속

합의시에 딱라북측관할구역 안에들어오는 관광객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및무

사귀환을 보장하며, 관광객 등이북측의 관습을 따르지 않거나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광객을 북한내에억류하지 않을 절을보장한

다.'고 명기피어 있다. 이는남북당국자 간의합의사항이 금강산 관광이라는 구

체적인 현실사안을 놓고우리기업과 북한파트너 사이에및은 계약서 속에서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절미한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이러한 사업자 간의계약서

를존중하여 l998년 7월사회안전부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우리측에 보내

왔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합의내용에도 불구하고 i999년 6월우리관광객

의발언을 문제삼아 억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따라우리 정부는 현대측

에금강산 관광객에 대한추가적인 안전보장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현대는

이러한 징부의 지침에 따라북한과 협상에 나서같은 해7월 '금강산 관광시 준

수사항에 관한합의서' 및 '신변안전을 위한합의서' 를 각각 체결하였다. 남북

당국자들이 어떤정책적 합의사항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었을 때,사안에 따라서

는 이를우리측 기업과 북한의 파트너 사이의 협상을 통해해결해 나가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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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졌다는 의미이다
.

한필현대는 2ool년 그간의 해로관광에 한정된 금강산 관광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조선아시아태평양청화위원회와 육로관광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

다.이러한합의에 이어2oo2년 l2월에는 남북당국자들이 주축이 되어동해선

임시도로 연결공사를 완료하였고, 2oo3년 l월에는 제7차 남북군사실무접촉에

서동서해지구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합의서가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같은해2월시범적인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시되었으떠, 3월에는 남북경제

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금강산 육로관광이 합의되어 그 해 9월부터 본

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분단 5o여 년만에 비무장지대를 통해 남북 간의육로통

행이재개되었던 배경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기업이 북한과 맺은 경제적 합

의였던 셈이다
.

이치럼 l9誰년 시작된 현대의 금강산개발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또한 2(料心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제조업

을중심으로 하는우리기업의 대북진출 속도 역시매우빨라졌다. 실제로 l鉛5

년 의약품계조업으로 남북경제협 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녹십자의 경우 2ool년

처음으로 곡한받 의약 반제품(유로키나제)을 반입한 이린 料f널까지 출 t 만 달

러의제품을 반입하는 등 대북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2oo2년 남포지역에 자동

차 조립공장을 준공한 평화자동차의 경우에도 2o類년 말까지 '춰파람' , '배꾸

기' 등4개모델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4lo대를 판매하는 한편, 평양에 옥외광고

판을설치하고, 자동차 전시장과 주유소를 설치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wr法G의 담배 임가공, 태창의 금강산샘물개발사업 ,안동대마방직의 북

한산삼테제품생산 사업등다양한 분야의 제조업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전통적 제조업과 병행하여 IT와 소프트웨어 등 신사업 분야에서의 남북

경협 또한 계속 확대되었다. 2ooo년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삼성전자의 경

우 2o()4년 북한과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사업5개 신규과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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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할 평양역 앞에 설치 하였으며 ,하나비즈닷컴 역시
된 평화자동차의 승용차

? 파a 광고
. 중국 단동에 북한과 합작으로

'하나프로그램센터' 를 설림하

여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추진

R 繫 諒txs方 하고 있다. 2oo4년 협력사업자

i U a y y 찰? 승인을 받은 KT 또한 북한측과

음성인식 무선자동교환시스템

보강을 위한 음성 데이터 공동

구축사업을 벌이는 등 다양한 IT기업들이 북한과의 공동협력을 모색하기 시작

한 것이다
.

이처림우리기업의 대북진출 속도가 발라지고 그 형태 역시다양화됨에

빠라 이를 보다 조직화하고 효출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ooo년 우리정

부와 공찰기업 그리고 민간기업이 상위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발 개

발사업이야말로 이러한 목적에 가장잘부합하는 남북경험 프로젝트였다
.

2ooo년 8월현대그룹은 금강산 개발사업과는 별도로 북측의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와 개성시 및판문군 평화리 일대의 약2,ooo만 평(공단 8oo만

평,배후도시 l,2oo만 친을 공단으로 개발하는 이른바 재성공단사업에 대한 합의

서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개성공단사업은 그규모나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중

요성에 비추어볼 때민간기업이 홀로모든 것을담당해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사

업이었다. 이에따라 2oo3년 ()월 공단 착공식이 거행된 개성공단 사업은 현대

아산뿐만 아니라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의 사업주체가 되었고, 우리정

부 역시이를후원하는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

개성공단 사업은 '남측이 공단을 건설하고, 남측 기업이 입주하여, 북측

노동력을 활웅함으로써 생산에 임한다' 는 점에서 이제까지 전혀시도되지 많았

던새로운 형때의 경협사업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이사업은 남북한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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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의의와 미인를가늠해볼 수있는중요사업으로 인식되었다. 남측의

입장에서 볼때,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이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 .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수익모델을 재발해 나가는 데달려있다고 판단한다

면,이를가장잘살펴볼 수있는기회가 바로개성공단이기 때문이었다. 북측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의 경제협 력을통해어려움에 빠진경제를 가능한 빠른시

1
일안에회생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규모의 남측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기성

공단의 겅공여부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북측의 경우 2oo2년 ii월 '개성공업지구템' 을 발표한 이후 2脚년 6월

부터2脚년 l2월까지 노동과 세금, 출입, 기업창설, 투자등에 관한州개하위규

정을 정비하였다. 이를통해북측은 이제까지의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태도를

대폭완화하여, 재성치구의 노동력 임금을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수 및.는

수준까지 낮추는가 하면, 각종 세금이나 투자와 관련된 규제들을 간소화시키는

등남측기업의 투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였다. 남측의 경우 역시2oo2년 l2월

재성공단에 대한통관과 통신, 검역등에대한 합의서를 북측과 체결한 이후.

(S) 1 9 9 8 - 2 0 0 5년 남북한 교역 추이(2oo5년 11월 말 현재)
(단위 .1oo만 달러)

1襲98 9 2 1 3 0 2 2 2 4 1 3 0 7 1 11 2 1 3 2

1999 122 212 3 3 3 5 4 4 6 1 0 0 2 8 19 4 7

2 0 0 0 1 5 2 2 7 3 4 2 5 7 2 5 7 1 2 9 7 8 3 5 113

2 0 0 1 17 6 2 2 7 4 0 3 7 3 5 2 1 2 5 7 0 6 5 13 5

2 0 0 2 2 7 2 3 7 0 6 4 2 1 o 3 6 8 171 8 4 5 1 13 5

2 0 0 3 2 8 9 4 3 5 7 2 4 112 7 3 1 8 5 8 7 7 1 1 5 8

2 0 0 4 2 5 8 4 3 9 6 9 7 1 0 8 6 8 176 115 141 2 5 6

2 o o 5 3 o 8 6 7 0 9 7 8 1 2 4 7 1 1 9 5 151 7 7 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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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o3년 8월에서 ll월에 걸쳐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통해개성공단 조성과

관련된 대북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등이사업의 성공에 많은노력을 쏟아

찰다. 그결과 2oo5년 l2됐 현재개성공단 내의시범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l단

계본단지(loo만 평)중 i차로 5만평에대한입주가 진행되고 있는중이다
.

l998년 이후우리기업들의 대북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남북교역의 규모

또한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l995년 3억달러에도 못 미치던 남북한의 총교역

규모가 2oo5년에는 lo억 발러를 넘어섰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2oo()년대 초

반북한의 공식GDp 규모는 lo6억 달러내외에 불과하였다. 이는2ooo년 이후

남북고역 규모가 북한G料씨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7%에 육박할 정도로 커

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2ooo년 이후에는 우리정부와 민간의

대북인도주의적 지원역시큰폭으로 늘어났다. 1998'd 3,200만 달러에 머물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액이 料狀년에는 2U3,700만 달러까지 늘어난 것이다
.

l99o년대 이후 지속되는 경제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사회가 점점 터

우리측과의 상업적 거래나인도주의 적지원에 의존하지 않을수없게되었다는

의미이4.

@ 연도별 철력사업자 승인현황(2oo5년 ii월 현재)

구분 '91 '92 '93 '94 /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계

경제 1 6 4 16 13 2(4) 1 6 3 4 28(1) 14 98(5)

사회문화 2 1 7 7 8 4 5 12 14 4 6 1 0 6

f . 2 . 1 6 4 17 20 9(4) 9 10 8 16 42(1) 6 0 204(5)

경제분야 를력사업자 중 취소사유 발생으로 5건 취소 조치

출처 .통일부. 「월간교류할력동할J(20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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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 .문화계의 교류찰대와 찰동의 다각화

l9料년 이후사회문화의 교류협력은 이전과 비교하여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경제분야에 집중되었련 남북협 력사업자 승인이 料()o년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사회문화분야에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2005년

현재사회문화분야의 협력사업자 승인은 lo3건으로 경제될야를 앞서게 되었다 .

(1) 종교교류 확대

북한과의 종교교류도 전반적인 남북교류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l998년

이후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i9料년 (;월 이후2oo5년 ll월총201?I( 1,573인

의남북종교인 접촉과 l73U1(2,499인의 방북이 성사되었다. 가장눈에꼭는 것

은 i997년까지 연간한두 건에불과하던 종교분야의 직접적인 방북이 l9料년

이후크게늘어났다는 점이다. 즉l989년에서 l9린년에 3건(3인, l할5년2건2

명), 1997년 5건4명) 등이었으나, l998년에는 lo건(ii명), l9料년 9건(39템),

2ooo년 9건(47U), 2001년 ll건(86U), 2002년 l5건(165U), 2003년 22건(5N릴),

2oo4년 24건 f (Q )등으로 l998년 이후해마다 종교계의 북한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초기의 소규모 방북과는 달리l998년 이후종단과 교단의 지도자들이 단

체로연합사업을 벌여활기를 더해가고 있다.

린卵년 이후종교계 통일운동은 제3국에서의 공동행사, 회의등접촉위

주에서 탈피하여 북한에서의 연합종교행사 등순수종교적 목적의 방북으로 전

환되었다. 물른북한의 식량난 이후시작된 종교게의 인도주의 대북지원 사업이

종교계의 대북활동 가운데 많은부분을 차지한다. 북찬동포에 대한종교적 관심

에힘입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종교계가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

북지원으로 시작된 종교계 통일운동은 점차순수종교적 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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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2ooo년 6월남북정상회담 이후남북을 왕래하는 직접교류가 증대

하면서 서울과 평양을 오기는 방문행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기)ol 년8월

평양에서 개최된 '평화와 통일을 위한8.l5민족대회' 를계기로 각종단별 대표

가연합적으로 참여하는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2oo2년 lo월에는 천도교와 대종

교등민족종교를 중심으로 남과북.해외동포들이 참가한 개천절 기넘민족공

동행사가 분단이후처음으로 개최되었다. 2oo3년 3.l절행사에는 북한의 개신

교와불교, 천주교, 천도교에서 각각 l5명의 대표, 총6o명의 종교인이 서울에

와서분단후처음으로 공동행사를 거행했다. 2o린년 6월인천에서 개최된 '6.

l5우리빈족대회' 에도북한종교인이 참가하여 남북종교인이 회동했다. 이처럼

남북정상회담 이후종교계의 통일운동은 3-1U, 6-15(남북공동선언), 8.15(광복

인,l .3洲천인 등주요 기념일에 남북종교인들이 교류하는 형태로 정착되는

추세이다
.

이러한남북공동행사를 진행하기 위한종교연합모임이 요청되어 종교협

의기구의 중요성이 치지고 있다. 이런맥락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l997

인는불교와 재친교, 천주교, 천도교, 유교, 원불교, 민족종교 등7대종단지도자

들의협의기구체로 국내각종교간의교류와 화합뿐만 아니라 남북종교교류에

도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o郎년 6월에는 남북종교교류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하고 종교계의 통합적인 통일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종교교류

추진협의회' 가설림되었빠. 또한l997년 이후격년제로 베이징의 '남북종교인

평화모임' 을주도하고 있는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l999년 4월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위한종교인의 역할' 을주제로 개최된 모임(l999년 4월)에서 'l9野년

데이징설언문' 을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2oo3년 3 .l민족행

사를주관하면서 종교계 통일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

북한과 가장 먼저교류를 시작한 개신교계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와 한국기독교총인합회 ,남북나눔운동 등을중심으로 대북지원과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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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방문행사를 위해 린인한 접촉과 방북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KNCC는

산하에 통일위원회를 두고통일정책 수림과 남북교회 고류, 대북지원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l9料년 ll월 계2차 글리온회의 이후 광복절 직전주

일을 '평화통일 공동기도구일 로 지키기로 합의하고 배년 공등기는문을 함께

작성하적 예배를 하고 있다. 2o(린년 8월에는 한국기독교총면합회와 인합으로

'犯c)4 천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일 연합에배' (200 iVI 8될 i5일 )를 진행하였다
.

2oo4린 4월에는 독일개신교힙의회가 주최하는 '한딴도 평화통일 과정에서의

교회의 역할' 이라는 주제의 국제힙의회해 참석하인 북한 대표단과 교류했다
.

또한 평화통일정책협 의회(2004린 @)를 개최하고. 북한의 조선그러스도교연맹

과 금깅산기도회 (200=)년 i월)를 가졌다
.

한편 한기총은 남북교회협력위원회 산하에 북한동포돕기 ,북한초회 재

건,틀일정 책연구, 통일선교대학, 발북자 지원등 여러기구를 설립하여 다양한

통일운등을 천개하고 있다. 지덕대표회장 일행이 l99H년 북한의 아태평화위원

회의 초청으로 방북하여 수양관과 교회의 건림, 대북지원 등을 힘의했으때
.

힌국기독교교 회협의회

M D 년 !)월에는 금강산평하통일기 JT- 3](2001년 !것 l를 개최하였다. 대북지원 사 (KNCC)와 조선그리스도

교면맹(KcF 은 2o o5년

업에씨 션도적 역할을하고 있는 를화틀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 은북한어린 5a 23~24일 한반도에

서 열린 최초의 남북교

이를 위한 분유를 비롯하여 감자. 의류, 농기구를 지원하고, 봉수국수공장 운영 회 공동행사로 .6.15공

동선언 이행과 평화통일

과 수경재배에 절요한 빌가주,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 을 위힌 발북교회 금깅

신기도회 를 가됐다
.

를 위한 다니엘기도운동과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치중적 통일운동을 확산시키는 치 기여하

고 있다.

찰편 기신교게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

연회는 천양신학원 재간축을 위해 l9卵년 5월

이후 수차레 방북하였으머 ,장로교 통합교단의

재정적 지윈으로 피(터년 ()월 천양신학원 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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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공하였다. 감리교는 평양신학원에 지원을 통해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

장로교 통합교단은 북한 내 제.3의 교회건축 문제를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협

의중에 있다. 2ooo년 4월에는 남한목회자 7명이 평양봉수교회와 칠言교회를

방문하여 부활절 공동예배를 드렸으며 ,조국통일기도동지협의회는 부활절 연

합예배(2001면 3친), 조국평화통일기원 금강산 남북기도회(2002인 5월)를 개최

하였다.

불교계 통일운동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 산하 민족공동체추진

본부와 평불협 ,정토회가 앞장서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민족화합불

교추진위원회는 조블련 초청으로 방북(l999린 s월)하였는데 ,한국불교종단협의

회 차원에서 불교계 대표가 공식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다. 2000년 6월 민족화

합분코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이어받아 조계종 산하기구로 창릴한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민추본)는 2ooo년 8월 l5일 남북불교도 동시템회를 시작으로 매년

'남북불교도 8.l5등시법희' 즐진행하고, 부처님오신날 공동법회(2ooi닌 5월)를

2oo4년 11월 2o일 금 추진하며 ,남북공동연등달기 2oE 년4월.인계사터),한민족화합기도회 2oo3년 3

강산에서 한국전쟁 때

화재로 소실된 금깅산 월,친계사터 ,해글인, 금강산 인계사 대웅보편 낙심식 Mo4인 ll원) 등을 거행했
신계사 대웅보전 낙성

식이 열림다. 금깅산 4 다,또대한불교천태종은 영통사 복원을 위해弱o3년 lo월부터 기와와 나무등
대명찰 중 하나인 신계

사는 조계종의 지원으 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은 2oo4년 4월부터 조선불교도연맹과 금
로 복원型다

. 강산 신계사 복원을 위한 교류협력을 추

진하고 있다
.

평불협은 사리원에 세워진 금강국

수공장을 가동(l998년 4월때씨 인근의 유

치원과 각급학교, 템원 등에 공급하고 있

으며,북한동포돕기를 위한때북지원 사업

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좋은벗들'

과JTSQom T템린LT S()d 긴로구성된 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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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도불교통일운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 l.: B t .
다.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1996년 l2월)가 명칭을 변경한 좋은벗들

은 북한관련강좌를 기설하고 민족화합

과 통일을 위한 천일기도 정진법회를 열

며,식량과 의약품 지원에 힘쓰고 있다
.

l997년부력 북한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

치고 있는rs는 나진.선봉지 역의탁아 2o訓년 평양통일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소와유치원을 돕고 있으씨 식량 .비료등을 지원끓고 %,다
. 빙문힌 남측 참가자 중

천주교 신도들이 8월 19

핀주교게는 l9料년 l()월 북한선교위원회에서 g칭을 린경한 주교회의 일 평양 선교거리 징충

성당에서 북측의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를 을 매년 실시하여 심 신도들과 함께 미사를

드치고 및다
.

포지엄과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북지원사업 띤북한이발주민 지원사

업을주도하고 있다. 또한 김승훈 신부를 비롯한 9명의 정의구현전국사71)단 대

표는 l9料년 8월 ll일부터 북한을 방문하여 광복 린주년과 함께 장충성당 lo

돌을 기념하는 미사를 집전하였다. 또 수도회가 대북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김상진 성베네적트 수도원 신부 등이나진지 역에병윈을 건림하는 한천 의료

선교문제를 협의하기 위해북한을 방문(1997년 s11, 2()0(心 4월)하였다
.

친주교의 대북 종교교류는 긴급구호와 농업.의료 지윈등 대북피원사

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민족화해위원회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주로 활

동해왔다. 또 각 지역교구별로 민족화해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인도주의 지윈품

을북한에 보내고 있다. l9f년 북한과 첫만남을 가진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

원회는 미국과 중국에서 조선카톨력힙회와 접촉을 계속했다. l997년 ()월부터

2oo()년 3월까지 일곱 차례의 접측을 깆고 비료와 복수수 등 식량지윈과 공동이

사등의종교행사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l998년 5월 평양 장충성당에서 미사

집전을 위해 방문한 이래2차방문O'W년 i2월), 3차방문(1999년 i2월), 4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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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200()년 7됐), 5차 방문(2001년 3월),6차 방문(a()i년 7?)을 설시했다. 민족화

해위원회 대표단은 대북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차원의 방북(2001린 <)II, 2002린

l1il, 2003인 7월)을 실시하고 조설카톨책협회 대료와 인도주의 지원사업 및 장

충성당 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였다
.

천도교는 남북교류추진위원회와 동학민족통일회 등이통일운동을 이끌

고 있다. 남북교류추진위원회는 l998년 8월 '민족분단 인주핀에 즈를한 우리

의선언' 을 발표하고, l999년 5월 4기 5차운영위원회 에시 '민족통일자주 동귀

일체통일방안' 을 통과시켜 제정했다. l998년 8월 베이징에시 김광욱 교령과

유미영위원장이 남북천도교 지도자회담을 갖고 동학혁명 전적지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와 남북한 천도교 공동사업 논의를 위해 상설협의 기구를 간들기로 합

의했다. 또한 동학민족통일회는 2oc)o년 5월 때이징 에서 매최된남북천도교 실

부자회담에서 천도피 교류 확대를 합의하고, 2000년 lo월 방북차여 남북한 천

도교와 전위단체의 재건중흥 방안 및그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설도 있는 의견

을 교환하였다. 2000년 8친 이산가족 교환방문단 대표로 유미영위원장이 서울

을 방문했으때. z ol년 ()월과 8월 방북하여 합동시일식을 봉행히는 등조국의

f 9 三\

.'"2要證5 逃 U m

만를l

?oo3년 3를 ;)일 천도a 서불교구에서 열린 남북 천츠교 함동 A 일식 원불교는 2oo2년 4뭘 28일 전북 익신시 원광대 z화체육관에시 전국

o 서 남북 친도고 대표so 는들 는집고 통일을 기천차고 및다 원불교 신도 5천여 명이 참석힌 가를데 원불교 대각개교절 기념식 및

뭘드컵 설공 기원 북한동포 식량보내기 행사 를 가됐다
.

3斗o s h 길 沿길 이닷일 일이 통및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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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했다
.

천도교 중앙총부는 2ool년 6월평양에서 남북천도교 대표자회의를 개최

하고동학사적지 공동조사, 개천절 남북공동행사 등 상호교류 문제를 협의하였

다.피)()l년 9월북한을 방문한 남한 천도교 중앙총부 김필교렁일행른 a일(t;

bl)기념식' (1(S60년 4월5일. 동학이 시작된 날)등 각종 기념식을 공동개최하고. 북

한내 천도교 교당의 복원과 보수, 남북한 천도교 역사및사적지 공동 발굴과 경

전공동출판 블제등에관해 논의하였다. 북한의 단군민족통일협의회의 초험으

로 고()E년 l()원 조일에는 될단 이후 처을으로 남과북,해외동포들이 찰가한 매

천절 기념 민족공동행시를 개최하였다. 피o3년 lo월 편양 개천절 행사에는 김

철전교령등 4o명이 참석하였다
.

원불교도 l995년부터 대북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꾸준한 활동을

벌여랐으며 ,남북한삶운동본부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원불교는 북한의 관

련학자들과 접촉하며 학술활동을 통한 교류에 힘써오는 한편통일을 위한 기도

회와 법회, 강연회 등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천도교와 대종교 .

원불교, 갱정유도, 태극도, 수운교, 증산법종교 등 l4개 민족종교 교단으로 구성

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1985년 설인도 lo. 3민족행사에 참여하며 적극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그등안한국 재신교와 불교, 천주교, 천도교, 원블교 등각종단은 통일룬

제를 빈족의 시금한 과제로 여기면서 대북교류 등,많은노릭을 기울여 왔다
.

우리종교계는 북한종교인과의 교류 및빈뢰증진을 추구하는 한편,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기도회 ,법회 등 각종 모임과 통일관련 학술대회 .통일교육. 통

일기금 모금 운동 등 틀일에 대비한 범국민적 를동을 찰발히 추진해간다. 북한

내종교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히리운 상황가운데서도 종교계는 적극적 인틀일

운동을 전개할으로써 남북화해와 인족동질성 회복 및 신피구축에 크게 기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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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술, 스포츠. 학술 교글 다양화

l998년 이추 사회근화 분야의 남북교류는 국민의 정부의 정경분리정책

과 대북지원정책에 의해 활기를 데었으며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기본합의서

의정신에 입각하여 활발히 추진되었다
.

l998년 국민의 정부출템 이후문화예술분야 교류로 리틀엔절스 평양공

연과 평화친선음악회(i999년 i2z)가 성사되었다. l999년 l2윈 평양의 봉화예

술극장에서 매최된 '2ooo년 평화친선음악회' 는 남한의 청소년 인기그룹도 참

가하여 청소년들에게 통일열방을 고취하는 데크게 기여하였다. 빌 클련턴 미

대통령의 동생로저클린턴의 콘서트 형식으로 성사된 이음악회에는 남한에서

해인김과 태진아, 설운도, 젝스키스, 정클등 인기가수가 출연했고, cK商과 남한

의1\..를 통해 외부로 보도되었다. 또한 l999년에는 권옥연 등 미술계 인사 l l

명이방북했는데, 이는 원로 문화예술계 인사가 분단후 처음으로 대거평양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i 驪鵬c蘿# .

북한 민간 소년예술단으

로는 분단 9 처g으로 誇를 :1f

남측에서 공연을 갖는

평양학생소년예술단원들

이 2o o o년 5월 24일

서울 리틀엔젤스 예술회

관에서 방측 어린이들과

민나 힘께 다정하게 서

로 를고 및다
.

3斗2 하늘길 많길 바닷길 얼어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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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uo년 들어북한에술단의 남한방문이 활발

해진다. 평양소년예술단이 서울공연 Ao()년 5월)을

위해 lo2릴 방문했으며 ,평양교예단도 서울공연

7x)()인 (딘)을 위해 lo2법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시

울공연(20U(心 s될)에 l32릴 등이남한을 방문했다
.

2001년에는 남원 시림국악단이 평양봉화애

술극장에서 <춘향전>을 공연했고, 김한길 문화부 분단 9 처를으로 2oo o년 8월 21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 E

출에서 열린 KBs 교향악단과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첫 합동를

장관의 방북(2001년 3월)과 민족옷 전시회(20U1년 () 악회에서 틀측의 조수미와 북측의 리영욱이 함께 인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중 <축배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

월),남북공동사진전 <백두에서 한라까지 >천)()i년 ()

월평양. 8될서울) 등이성사되었다
.

2(x)2년 이후에는 IQ3s 교향악단의 평양공인

(2(X)2린 i)친이 성사되어 천양 봉화예슬극장에서 단

독공연 빛 북한과 합동공연을 실시했다. 또 <料 2

A t B c 평양특별공연> 에는윤도현 등남한의 신세대

대플가수가 찰가하는 공역를 린류제찰으로씨 란북

간 찰화이질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2似3년 2oo2년 9월 M B c 평양트별공연 .피 통일코리라 힙동공연

에서 <다시 만납시다>를 할창計는 남북 예술인5
.

에는 KBs 평양노래자랑(2(X)3년 s될o 있었고, 류경

정주영체육관 개관기넘 공연(2w)3년 l(천)에서는 설

운도, 이선희, 조영남. 데이비복스, 신화 등의 가수

가출인했다
.

체육분야의 남북교류는 민주노총의 남북노

동자축구대회(1999면 s될)와 현대농구단의 평양과

서울 경기등으로 내용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 ;i
다른분야애 비해체육분야에시 남북교류가 활발히 KB s와 북힌 3a誇잉많출 긍동주s 로 2oo3편 8릴 172 북

한 모란봉피서 열린 펑잉노래자랑에서 활4자들이 g 겹게 출

필쳐질 수 있었던 것은 비정치적 성격 때문이라고 s 3 고 a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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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

判oo년 들어 평양 통일탁구경기대회와 시드니 올림칙 개 .페회식 남북

공동입장, 금강산 성화채화 등이이주이졌고 2ool년에는 세계탁구대회 단일템

구성, 2oo2린 아시아경기린치 북한 대표단 참가등이 있었다. 2001년 7월에는

통일염원 ().l5금강산철리대회 ,8월에는 국.제금강산 모터사이클 투어림이개최

피었다.

2oo2년에는 북한의 남한방문이 크게중가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남북통일축구애 참가하기 위해料명이 방문했다. 또한 태권도시템단 교환

공연으로 남한의 태권도시템단 평양 방문과 북한태권도 시템단(4 l명小 남한방

분이 이루어졌라. 또한 제l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애 料8띤의 인원이 참가하

여화해와 헙럭의상징적계기를마련했다
.

라o년 대구유니데시아드대회에는 선수단 l97념, 응원단 2oo명, 취주악

단l2템 등총5z명이 남한을 방문했다. 2oo3년 7)1주토해서 열린민족통일평화

체육존화축전에는 l9o별꼭 북측참가단이 방룬했으며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기념행사에 l,o72명이 육로를 통해방북하여 남북통일농구대회를 개최했다
.

2()(린년에는 아체네를절책 해막식에 공동입장함으로씨 피)c)o년 시드니

올림적과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안경 기와 2005년 아오포리 동계아시안경 기대

회에이어국제루대 에서스포츠를 통한통일노력을 기울였다
.

학술근야는 가장 최근에 시작된 협력분야 중하나인 역사학을 중심으로

활기글 데고 있다. 20U4년 2원평양에서 개최된 '일제 약탈룬화재 공동학술 토

론회' 에시는 남북이 공동으로 민족사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남북역사

학자힘의회근 구성하였다. 2004년 4될남북역사학자협의회의 남측위원회 창림

총회에시 상치대학교 강만길 총장을 남측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북측위원장 허

증호역사학회料. 피)()4년 5될에는 '릴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

회'에참가하기 위해북측위원회 대표단 9명이 서울을 방문하여 위안부 및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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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 치해자 틀711 등애대해 남북이 한 목소리를 내

었다.

남북익사학자협의회는 2()(4년 9월에 '고구

려고분군 세게문화유산 등재 기념남북공동전시회

및학술트른회' 를개최하였고, l()월에는 '고구려고

분군 유네스코 세계틀화유산 등재 기념 남측 순회

사진 전시회' 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2oo5년 l월에 2oo4년 2월 28일 沿북역사힉자할의회 남측 깅만길 위원징파

북t 허종츠 위원장이 t북역사학자힘의회 결섬에 관한 힙의

는 데이징에서 남북역사학자헙의회 사업으로4.1 을 피 를 교환하고 및다
.

사늑박 lo()주린 게기 남북공동학술토른회와 초구

려유적 보존사업 ,고구리유물전/.1회를 개최한다는 U ei,
합의서를 채택하였고, 2005년 5월 7일친월 3l일 고

려대 박를관과 서을력사박틀관에서 '6 .15공등선

언발표 5돌과 조국광복 6o돌 기념고구려유물전시

회'를 개최하였다
.

2005년 ll월에는 남측 # g,북축 l피명이 참

식한 가운데 '개성 역사지구 세계틀화유간 등록을
2oo4년 9월 11일 금강산에서 남북 역사학하들이 참석힌 가운

데 고구려유적 세겨9차퓨신 등재기념 남북공동사진전시회가

위한 남북공동 학술토론회와 유적할사. 를 개심에
열렸다.

서기최하였다
.

2000U 6-15남북공동편언 이후 여성게의

통일운동은 한층 성숙하게 된다. 과거의 단체릴로

린행된 매별적이고 고립적인 활동을 리어넘어 () .

l 5 및 s.l5남북공동행사 言으의제로 하여 연대활
2oo5년 1la 18~21일 개성 역사지구 세계문차유신 등록을

동의폭이넓히지는 등 질적비약을 보이고 있다. 인 위힌 남븍공동 유적답사 장면.(왕건왕G 현실 입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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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활동은 통일의 축과 평화의 축에관련된 연대활동으로 나눌수 있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세연대기구, 즉민화협, 통일연대, 7대종단이 중심이 되어전체적

인연대망을 구축하고 있다
.

통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민화협의 여성위원회와 민

화협소속의 여성통일단채 l9개, 통일연대 소속 4개 여성단체, 개신교와 불교.

성균간 유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을 포함한 7대종

단의여성위원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른현재 여성단체들 중에는 민화협 .

통일연대 ,7때종단에 포힘되지 않는 단체들도 있고상위단체의 여성위윈회 형

태로존재하는 것도 적지G 다
.

2000년대 들어 한극여성단체 연합이나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YWCA) 연

합회의 본부 외에지역지부또는수원여성회 ,부산여성회 등과같은 지역여성

@ 통일 관련 여성단체

구분 소속단체

녹색어머니중앙회
.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

세계평화여성연합,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

한국여성지도자연합,

민화협 한국교회여성연할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한국여성발명협회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행주치마운동,

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통일여성안보회 등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반미여성회
.

통일연대
자주여성회 등

7대종단 각 종단 여성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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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관련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6 .l5남북공동선언 이후 여성단체들의 통일관련활동가운데 눈에

띄는 것른여성을 대상으로 한평화통일교육이 각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

이다. 가장꾸준히 여성중심의 통일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는 여성사회교육윈과

하나로교육복지연구원 등을꼽을수 있다. 또한 여성간부들에 대한통일연수도

많아졌으때 나아가 통일교육협의회(2000년 l2월 설럽q 여성분과위원회는 간헐

적이나마 여성단체 설무자나 회된들을 대상으로 하여통일교육 실무자 및통일

지도자 양성을 기획하고 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나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전국수준의 여성통일의식조사를 통해 여성의 통일의식의 현 상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모색을 시도하였다
.

츠()oi년 6 .i5남북공동선언 i주년 남북공동행사와 그()c)l년 8 .l5축전 .

2002\I 6.15남북공동선언 2주년 발북공동행사 등을민화협과 통일연대 ,7대종

단이공동재최하게 되면서 남북 여심의 만남도 이루어졌다. 특히犯ol년 8 . l 5

축전에서는 여심대표단 및 참관단 22명이 모여 2計似l 민족통일대축전 여성평

양행사. 가 성사되어 流.l5공동설언과 여성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와

토른이 있었고 공동결의문을 발표하였다. 당시의 남북여성의 공동결의에 따라

2ooo년대 남북여성의 통일노력 가운데 가장중요한 행사인 '料o2 남북여성통

일대회' 가개최되었다
.

2002년 l()월 친일과 l7일 급강산에서 남과북,해외에서 모인여성들이

분단이래최초의 여성통일대회를 개최하였다. 남한의 경우 진보와 보수를 막론

하여 전국으로흩어저 있는 여성단체들에시 참가자를 선정하였다는 정도 의의

가 있으서 ,개인과 집단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여성의 공감대를 넓혀나갔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다
.

남북 때성을 한 자리로 나오게 한 가장중요한 의제였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찰 남북과 해외의 연대는 터욱 활기를 대었다. 가장중요한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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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o2년 8월 16일 오전 서울 워커az텔에서 린 8 15 민족통일대 2oo5년 9월 12일 평양에서 열린 .6 .i5공동선언 실천과 반전평화를

회 부문별 모임에서 남북 여성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문제 등에 위한 남북여성통일연구 참가자들이 행사시작에 앞시 박수를 치고 있다
.

대해 논의하고 있다
.

피)c)o인 l2월 도쿄모의국제법정에 일본왕을 전범으로 세워 재판한 것이다. 이

재간이 있기까지 한국정친대문제대책협의회는 l992년부린 유엔인권위원회

찰가글 시작으로 l995년 6될 비엔나 세게인권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아시아의

위안부 문제가 극제 석성운동과 간나는 계기를 만들었다. 국민의 정부 이후

l9')8년 친절에 북한 '종근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가 먼

31정대협측에 '단일 주때로 만나자'는 제안을 해란고, 남한은 도쿄국제템 정에

북한도 참여해 즐것을요청해 합의를 보았다. 그뒤로남과북은2o()o년에 들어

중국상하이(4월. 남측의 공동기소장 작성체안)와 절리편 마닐라(7월 .남북공동기소

장작성원4 합의), 타이완 라이베이(()월. 공등기는장 문안조율) 등 세차례열린국

제실행위원희 회의를 통해 쟁점을 조율하였다. 마침내 린oo년 l2월 공동 기소

장을 작성하게 되었다
.

2o()o년 l2월 도쿄극제법정에는 남북여성뿐만 아니라 일본에 의한아시

아지력 피해8개국과 일본등9개국 1,000여 및의세계인권 .평화 .여성단체

들이찰여했다. 일본왕을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기는 일본의 수도도쿄에서

348 하는길 沿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히로히토 전일본찰을 '2차대전의 전범' 으로 기소하는 성과를 터두었다燎 도 쿄

에시의 i차제란에 이어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2차템정에서는 일본정부

가군대위안부조직을 필치하여 운영했음을 확인하고 '국가가 인가한 강간 에

대한유최판결을 내렸다. 그성과를 바탕으로 2c)o2년 5월3일과 4일에는 평양

에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 국제심포치업' 이매최되어 남

북은물른중국과 일본등아시아 국가와 치국, 네덜란드, 뉴질핀드 등의관계자

들이참식한 가운데 를군위안부 룬제와 강제노동, 역사패곡 등세가치공통사

안에대해의견을나누고 대책을모색하기도 하였다 .

기)()4년 5원에는 시울에서 '일본의 과거천산을 요구하는 국제인배헙의

회'가개최되어 남북의 강Ji1면행 및위안부 치해자가 참가하여 일711의 딴행을

공동으로 폭로하고 규탄하였다 .

남북를일을 염원하는

8 信 민족대축전 마지

막 닐 행사가 2oo1년 8

월 15일 오z 민족화해협

(차 沿를를동철사 를일히 력범국민협의회(준)의 한

관상 상임준비 위원징과

2000년 6월남북정상회담 이후남북간의사회교류가 찰성화되던A1 ,(i .
대축편 남측 4진본부 회

원. 실향민 등 1천2백여

15글등피편찰료및과 황복절를 기및하기 위한인간주도의 공등행사가 개최적
명이 할석한 가운데 경기

도 파 3 시 및s긱에시 얼

었다. 이를추린하기 위해남측에서는 민화협파 틀일연린 .

및다.

종단등이중심이 된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가 릴성되었

으며,북측에서는 민족화해협의회가 남북공동행사를 주간

하였다.

2()ol년에는 ().l5공동선언 l주년 기념민족통일대

토른회가 ()월 l4일부터 l()일까치 남측.i35템 ,북측5 3 @

이 찰여할 가운치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찰북은 '6-15

공동설언과 민속의 과711' 라는주제로 트른회를 차진후여

성과청린, 종교등각부분별 모임을 가졌다. 광복절 기넘

행사는 남축인원357릴이 참이한 가운데 8월l4일부터 7

... 틸냉전기(1998~현재) 3斗인



n - m
2oo4년 6월 15일 인천문학보조경기장에서 우리민족대회 남븍 대표단 2oo4년 6월 16일 인천문학경기징에서 열린우리민족대회 마라톤 경기
이 우리민족대회 통일대행진 행사장으로 입징하고 및다

. 에서활영조(가운차와 남북의 참가선주들이 슨을 잡고 함께뛰고 있다
.

2l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어 민족단합대회와 백두산 공동등반, 부문별 상봉모

임등의행사를 가졌다
.

5 ()2년에는 (i.l5찰등설언 발초 2주년 기념린족틀일대축전이 남측 2 l 7

명,북측97릴이 참여한 가운데 6월i3일에서 i6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

6 .15 통일대축전 남측
민족단합대회 ,공동사진?., 단오민속축전, 합동예술공연 등의행사를 가졌으터

.

민간대표단이 2oo5년 6 c .l5공동설언을 적극지지하고 더욱철저히 이행하자'는 호소문을 발표하였
월 14일 대힌항공 특별

기권으로 평양 순안공항
다.광복절 기념행사는 북측ii6릴이 참여하는 대규모 방남행사로 재최되었다

.

에 도착. 북측 환영객5

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

하고 및다
.

8월l4일부터 l7일까지 시울에서 개최된 8.i5민족통일대축전은 민족단합대회
.

J를으 UANG U
학술토론회 ,미술전시회 ,합동예술공연 등의행사

른?. "~. 로 치러졌다
.

I .論_

!I 2oo3년에는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

군)로 인해6.i5공동선언 기넘행사를 남북이 각

각 개최하여, 남측은 민족통일대축전, 학술회의
.

체육행사 등을서울에서 가졌다. 광복절 기넘행

사인8.l5민족통일대축전이 8월 l4일부터 i7일

3? o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1



까지평양에서 남측 인사 339댕이 참여한 가운데 動朧驪幽

기최되어 민족단합대회 ,부문별 모임,합동예술공

연등의행사를 가겼다
.

피)o4년에는 6 .l5공동선언 기념우러민족대 L 1 惡

회가남북공동행사로는 처음으로 지방인 인천에서

6월 i4일부터 l7일까지 개최되었다. 북측인사 l諒 l!i:e;.Ei

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39명의 인원이 참가한
6.15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통일대축전 개막식이 평잉 김일

가운데 통일대행 진,(). l리인 마라를대회 ,예술공연 .

성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다.(2005년 6월 14일)

체육대회 등이개최되었다. 광복절 기념행사는 남

북관계가 한때경색경으로씨 개최되지못하였다 . "I.i
z..

2()o5년은 6 .l5공동선언 발표 5주년, 광복 '11 |t 1
6o돌이 되는 민족사적 의미가 깊은해로서 ,남북과 業.J- 一및 U -L J L JL. U

해외5자는 6.l5 및8.l5 공동행사를 치르기 위한

상설기구인 6.l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과 해

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결성식을 린o5년 3월3일
자주핀화통일을 위한sl1 빈l

부터5일까지 금강산에서 기최하였다. 공동위원장
광복 6o주년을 맞아 2oo5년 8월 15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자

으로는 작낙청(남측), 안경호(북측), 곽동의 .문동환 주평화통일들 위한 8 .15민족대회에서 남과 북 .해외 대표들이

함께 겨레에게 드리는 호소문s 발표하고 및다
.

때외計을 선출하였다. 6월 l4일에서 l7일까지 평

양에서 개최된().l5통일대축전에는 295템의 남측 識r ..

민간대표단뿐만 아니라 통일부장관을 단장으로 하

는 당국때표단도 처음으로 참가하여 ().l5공동선

언의실천의지를 강화하는 게기를마런하였다. 광

복 6c)돌을 기념하기 위하여 8월 l4일부터 l7일까

지서울에서 개최된8 .l5민족대축전은 북측당국 광복 6o주년 기념 8.15 민족대축전 시 서울 출암월드컵경기장

어서 열린 발북통일축구경기를 마친 남북한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대표단과 민간대표단, 남녀축구선수단 등 북측 들고 경기장을 돌고 있다.(2005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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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2템과 해외측 242념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되었다. 특히개페막식

과벙행하여 개최된 남북툴일축구경기에는 수만명의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등 열린행사로 치적졌다
.

6 .재외동포의 연대모색라 한민족네트워크 지향

l99o년대 후반에 들어서별서 남북관계는 물른재외동포 사회의 변화도

급속하게 진행피었다. 세게화와 함께남북한 사이애 진행된 화해노력이 2000년

6.i5남북정상회담으로 구체화되었다. 특히한국의 새로운 동포정적이 재외동

료템으로 구체화되편서 ,때외동포의 통일에 리한관심은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

를맞이한 것이다
.

l99H년에 출템한 국빈의 정부는 재외동포특례법을 통해서 외국국적을

가진재외동포들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부여하여 출입국과 체류
.

국내정치.경제활동에 7.I1약이 없는보다 직극적인 동포정책을추진하려고하

였다. 그러나 중국과 독림국가인합 동포들을 배제한 채l9料년 '재외동포의 출

입국까법적지위에 관한법를 제정으로 귀결되었다. 이에따른중국동포등의

를간차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법부부는 중국동포 l세의 출입국 및국적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고국방분 대상자를 확대하는 보완대 책을내놓았다. 이러한정

책별화는 재외동포들을 더욱한국으로 향하게 하는게기가 되었고. 이들의 한반

도통일에 대한생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되었다
.

().l5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은 재외동포의 통일노력에도 한획을긋는

역사적 사편이었다. 무엇보다도 이템의 대립을넘어서 서재외등포 단체들이 모

두환영성냉을 발표하여, 인즉의 통일을 앞당기는 역사적 사간으로 반렸다. 또한

매년열리는 6.i5 기넘행시는 재외동포들을 한차리에 모으는 계기가 되고있

다.한예로유림에시는 때를런을 중심으로 한민족유럽면대 등단체들이 기념식

3?2 하늘길 땅길 바닷길 일어 통일로



을재최하였는데, 여기에 유학증인 북한학생들이 한국유학생과 함께참석해 실

내악을 인주하는 등 우정과 교류를 과시하였다. 범동포적인 행사가 된 것이다
.

또한 한친이나 북한에서 열리는 6.l5우리민족대회애 초청되어. 남북과 해외동

포가한자리에서 모이는 계기를 나련하고 있다
.

역사적인 ().l5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재일동포사회 에도 화해와 교류
.

단결과 통일의 전망을 펼쳐주는 게기가 되었다. 인록 민단과 조총런은 환영과 리

지성릴을 각기발표했지만, 양단체의 합동 성명이나 환영등의행사는 공식적으

로 실현적피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흐를이 재일동포 사회에도 나타나고 있다
.

지방차원에시 인간과 조총련의 교류가 를발해 진릿이다. 교토에서는 2000린 민

단과 조총련 그리고 교토 국제교류협회가 주축이 피어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메아리 프로젝트' 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후현 역시6 .i5선언

지지를 기념하는 를리안 한바당 을 기획하였으며. 효고현 역시공동으로 파티
2o引년 1o월 13일 민단

를 개최하였다. 중앙 차원의 민단과 조총련의 화합은 아니피반 채일동포계도 이 과 조총련 소속 재일동

포 축구 동호인들이 제

미통일의 장으로 들어선 것이다
.

주월드컵경기장 理조경

기장에서 남북 평화통일

그러나 모든 치역에서 그러한 통합이 이루어치고 있는 것은아니다. 재미 과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인 개최를 기뭔하는 친

동포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이념 갈들 구조를 경험하고 있다. 6-15남북정상회 선축구대회를 갖기에 앞

서 인사를 나누고 및다
.

담후 재향군인회 미주지부 등은즉

각적으로 국군료로 송환틀J11 의 해

결을요구하였다. 반껸 I.A 한인회가

8.l5행사를 진보단체를 포함한 .4 5

개 단체와 같이치르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같이생거났다
.

6 .l5정상회담과 세계화는 2
r 를r _ J

세대가 중성이 되어가는 재외동포

사회에서 거주국 중심의 사고를 터

는일?'71(1998 - 8 U ) 3)3



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랐다. 일본에서 제기된 자이니찌(재인 개념이 가져온

수평적 한민족 관계가 그것이다. 2ool년 3월 25일 상징적 행사가 오사카에서

열렸는데 민단과 조총련이 어울려 '하나 맞도우리' 라는 축제를 연 것이다
.

熊oo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한 재일동포 사회에서 3만 병이 참가하는 대규

모 축제가 별린 셈으로 통일에 대한 맹세와 지역주민으로서의 자이니찌에 대한

강조가 행사 기간동안 이어졌다. 이제 일본에서의 통일노력은 자이니적 운동과

결부피어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널리알릴것이다
.

거주국에 대한 강조는 재외동포가 한국이나 북한의 일부가 아닌 모국과

동등한 관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그 동등성에 기초하여 연결을 가

지는 것이수평적 한민족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외동포의 통일노력도 전개

되고 있다
.

수평적 관계의 강조는 일본에서 를리안 네트워피 란 개념으로 등장하

였다. 이는 한국이 주장하는 한민족공동체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민족공동체가

한국중심,한반도 중심이라면, 코리안 네트워크는 여러형태의세계속의한인

들이, 각지에서 하나의 중생을 형성하면서 느슨하게 연결된 형태의 혈연적 .문

화적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통일은 l차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세계에

는 여러형태의 한인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이 거주국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

이들을 연결한 네트워크가 확대되면 그런기초에서 한반도 및동북아의 평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

이런점은재외동포의 통일노력이 평화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을 시사하

고 있다. 반면개방되고 발전된 한국이 중심이 되어, 북한을 개방하고 평화적인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재외동포운동의 중심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재외동

포들은 한국이 중심이 되어서 ,혹은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형태의 네트워크

를구축하고 있다. 재외동포 단체가 새로 생기거나 통합되기도 하고, 서로 공동

의행사를 개최하기도 하는들큰 변화를 보였다. 즉 이념의 장벽을 넘어동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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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체를 구성하고 새로운 구심점을 만드는 작업이 동시 l llJl .拓
s .

에 진행되고 있다
.

그 예펄 여성들은 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창릴해

발전시諾으때 ,2(X)5년에는 5회 대회를 fx)여 명이모인가

운데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조국과해외동포를

인결하는 가교이자, 통일을 인결하는 여성의 역할을 강조 북한에서 개최된 t북한 .해외동포힉자 통일회리 에 참

가하기 위해 2oo3년 3월 25일 폄양에 도착한 남측 대표
하였다. 이치럼 과학기술인과 상공인, 무역인, 해외동포

단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및다
.

지도자, 청년등각직능별 네트워크가구축되고 있다.

또한 개별국가에 인를린 재외동포 단체들이 연합

하여한극 및 북한 정부와 일정 거리를 둔 활동을 인언하

는 단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재외동포가 중심이 뢰어 재

외동포만의 적극적 통일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국과 일본의 동포들이 연합한 모임이 대표적인 것으로 .

2oo4년 lo월 이국에서 느근한 포템형태로 출발한 재외

동포면합이 있다. 이런 촌동른 침차 재외동포의 독릴성

과 역할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핀다
. 「-<T 치

또한 북한에 대한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 지역

에서도 여러형태의 단체가 독라적으로, 혹은 한국의 간

체나 기타 국가의 재외동포 단체와, 혹은 거주국의 단체
.\ 3 l B

와 인합하여 지원활동을 전매하고 있다. l料()면대 중반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여성 참가자들 모습.(2004년 7

월 7일)

에북핵 위기로중단되었던 교류협 려은 2000년에 들어서

면서 비약적으로증가하여 일일이 적시하지 못할 정도이다. 아울러 그 영역과

폭그리고 깊이도 확장되고 있다
.

스위스에 있는한인관련단체들은 스위스 비정부 기구와 공동으로북한에

완제품이 아닌농업이나 자결을 위한기술지원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이를 씨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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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라.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동시에 북한지 역의 개방과 변화

를추진하는 데동포단체가 적극적인 힘이되고있는것이다
.

미국의 동포들 역시 이산가족 상봉과 미국의 대북한 경제계재 완화, 무

역및투자 확대의 요구를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고려하도록 국무성과 의회에

적극 건의하는 등의활동을 추진하였다. 일례로 라oo년 뉴욕의 게적 에커먼 연

방하원의원이 미국 국적를 가진 한국인의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

북한의 경제사정이 더욱악화되자과거 친북단체 위주에서 탈피하여 일

반 재미동포를 중심으로 한해외동포들의 치원이 시작되었다. 대북 지원활동을

가장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은 역시종교발체들이다. 미국의 한인감리교 연

합은 l9料년 l월부터 설교사업과 함께 가루 料톤

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전략화해연구소도 수백만 달
길찰.옥간를익상訟刻

러의 의약품을 전발하였으때 우리인족서로돕기 미

주본부도 의복과 어린이 영양식을 리급하었다. 해외

동포들의 지원활동 중 의료사업 역시중요한 부분으

로 평양의대에 인공치아 센터를 재소하고, 신의주와

마주하고 있는중국 단동에 병원을 개설하여 간접지

원하며 유진벨의 결핵진료용 차량 제공과 결핵요양
'- .

소건립등을추진하였다
.

교류협 력 분야에서는 犯ol년 5월 한인의사

D명이 북한을 방문하여 추후협력방안을 논의하였
7 " * " I

다.전통분화예술단의 를동도 활발해 ,정식으로 공

2oo4년 1o월 22일 세계해외힌인무역협회(OKTA)U 평양 인민 연비자를 받고북한 예술단이 뉴욕과 시카고 등지를
문화궁전에서 평및 옥타 무억발담회를 열및다.(위) 이어 2 o리

년 9월 8일 북한 경제인 대표단이 멕시코시리에서 열린 제1o 순회하였다
.

차 해외한민족겅제공동체대회에 참석해 옥타 회장단과 기념촬

영을 향다
.

북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재외동포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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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역할을 보여주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2oo4년 9월미국에서 l,6oo넘의 재

미한인목사들이 모여북한의 자유를 위한한국교회 인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하

였다. 이단체는 l994년부터 l995년까지 loo만 명이상을 아사시킨 북한독재

정권의 종식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이들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

과를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관심은 7o개가

널는단체가 인국에서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

다양성은 이제 재외동포 사회에서 열린한민족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는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화시대의 한민족의 통일은 '열린 한인족공동체
.

라는개념을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주장이다. 민족의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

하지않고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전세계로 확대해야 하때,재외동포를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하여, 가능한 한내국인과 청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야한다는 것이 '델린한민족공동체' 의이념적 배경이다. 진정한통일이란남

과북의시상들이 어느하나의 동질성을 강요하는 것이아니라 리름' 을우얼의

개념이 아닌차이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를아는

상태이고 이것이진정한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릿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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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6 .行 시대 개막

남북정상회담 이후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발전의 기저

에는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성격변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즉 대결과 반목의 남

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관게의 변화를

통하여 남북 간에신뢰가 서서히 형성되어갔다. 6 .K남북공동선언에 따라 구

성핀남북장관급회할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는 분야델로 다양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나갔다. 군사분계선이 열리고 한반도 동서양쪽에

서 철길이 연결되었다. 하늘길까지 열렸다. 금강산관광으로 열린바찰길과 함

께남북을 오가는 모든통로가 다시 열렸다. 남쪽의 자본 및기술과 북쪽의 노동

럭을결합해 개성공단을 재발하고 있다. 또한남북군사 당국자들이 만나군사분

계선을 열고 남북경협에 철요한 군사적 보장조치들을 취하였다. 철도 .도로 연

결과 개성공단 개발을 위한군사분야에서의 협력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산가족들의 만남도 이루어져 諒년 이상 지속된 출단의 상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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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치유되기 시작하였다
.

그렇지만 남북관계의 발전이 순탄한 것반은 아니었다. 5c)년 간 지속되어

온 분단으로 인한 냉전의 잔재가 일순간에 해소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특히

2oo2년 lo월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남북관계 발전의 흐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정책기조를

세우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이는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따른것이다
.

2o綠년 2월북핵문제라는 커다란 짐을 데안고 출범한 참여정부 역시북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병행접근 방식을 추진하였다. 우선적으로 북핵문제의 평

화적해결을 강력히 천명하고 이에대한국계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

선의노력을 해찰다. 그 결과북핵문제 해결틀인 6자회담이 마련되없다. 2년에

걸쳐 세차례6자회담이 진행적떤서 북핵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러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내용면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정체상태가 지속되

었다. 남북차관급회담 이틀때

인 2oo5년 5월 17일 개

성 자남산여관 회의장에

서 이s조 남측주석대표

(오른쪽)와 김만길 북측

1. 6 - 1 7 면발 단징(왼를)이 회담 전 악

수를 나누고 있다
.

북한은 2oo5년 2월 lo일 외무성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주장및6자회담 무기한 참가증단을 선

언하였다. 이에 따라 북핵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

여기에 김일성 주석사망料주기 조문문제와 발북자

대량 입국으로 2oo4년 7월 이후 경색된 남북관게가

맞물려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보다 심화되었

다.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정부는 핵문제를 조기

에그적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찬편남북의 공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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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과 민족경제의 군형직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중대제안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는 "6자회

담에서 북한이 핵폐기 에합의하

면현재중단상태인 KED O 경수

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UU)",U胃細. r
우리가 독자적으로 訓o만린의

減. ; .'를 전력을 3년 이내애 북핵 페기와

함께북한에 직접송전방식으로
북힌을 방문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oo 5년
제공하친# 는 것으로 북핵문체의 들파구를 마련하기 위한우치정부의 독자적

6월 17일 평양 대동강

영빈관에서 김정일 국방 이고도 전략적인 구상이라 할수 있다
.

위원찰과 오찰을 하고

있다.
북핵출제가 북한외부성 성명이후해결의 실마리를 찾피곳하고 답보상

태를 지속하자, 정부는 2o()5년 5월 l7일 남북차관급회담을 통해우적측이 중대

제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북측애 전달하고, 6 .l5 남북공동설언 5주년 공동

행사에 당국대료단 파견과 제行차 장관급회담 개최에합의하였다. 이로써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력할공간을 확대하고 남북관게의 정상화를 인하는 게

기를마련하었다
.

한달 뒤6 .l5 5주년 공동행사를 게기로 정동영 대통렁특사 방북시 김정

일국방위원장과의 띤담(6 .17 면담)이 이루어졌다. 참떠정부 이辛 최초의 대통

령특사 방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던담에서 정동영 대통령특사는 중대제안

의내웅을 심제히 설명하인시 한반s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준수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치천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과 핵폐기에 관관 핀략적 결

단을내릴것을촉구하였다. 길정일 위원장은 중대제안에 대해린중하게 검토하

겠다고 언급하면서 7월중에라도 6자회담에 복귀할 용의가 있를을 밝혔다. 이로

써궤도를 이발하였던 북핵문제가 대화국떤으로 다시계자리를 잡게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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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6 .i7면담J 주요 내용

북핵문제

.김정일 위원장은 A한반도 비핵화선언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 여전히 유호 A미국의 북한 인정 및 존중의

사가 를고하다면, 7월중이라도 6자회담 복귀 A핵문제 해결시 NpT 복귀, .AE9의 철저한 사찰 수용용의표명

A핵물질 이전 .핵실험 금지 용의 표명

미사일 문제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과 수교하극 우방국가가 된다면 미사일을 폐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남북관계

.광복 6o주년 8 .15 공동행새서울)에 북측 당국 대표단 파견

.장성급군사회담 재개 및 수산당국회담 등 분야별 회담 개최

.8 .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및 화상상봉 실시 등에 합의

와 할께대통링특사는 김정일위원장과 남북관계 발전방향에 대해 폭넓게 협의

하고, 8 .l5 광복 (綠주년 공등행사애 북측 당국대표단 파건, 장성급군시치담 개

최및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에관해 원칙적인합의를 했다. 6 .l7 면담을 게기로
8.15 민족대축전 참석

l년 가까이 소강국면에 있었핀 남북간게가 정상화되고 남북관계 도약을 위관
차 서울을 방문한 김기

발 당이서 등 북4 딩국

대표단이 2oo5년 8월
발관이 마린피없다

. 14일 오후 국립 힌충원

을 빙문해 현출팁 잎에
이후 남북관게는 제K 차 장관급회담, 8 .l5 광복制주년 남북공동행사 등

서 참배하고 및다
.

이 차질없이 진행되년서 빠른 속도로 발전

되었다. 북측 당국대표들이 분단 이후 최초

로 국림현충원을 방문하였다. 과7.j 이릴적

금기를 발피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에 관한

의지를 일중함으로써 진정한 빈족화해의 첫

걸음을 내인린 천이다. 또한 헌정사상 처를

으로 우리국회를 방를하인 그동안 미진하

였던 남북정치인 교류의 를핀파 트였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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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 제l5차 남북장관급회담 .i .
치분야에서의 진전과 함께 경제분야

에서의 협력 역시 더욱 가속되었다
.

를
1 철도 .도로 공사가 완료되었고, 금강

산관광은 loo만 템을 돌파하였으며
.

개성공발은 시범단지에 이어 l단계

본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이러

한 3대경협사업 이외에 농업, 수산업
.

경공업 ,광업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이추진되었다. 한편군사분야에

서도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져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수단이 완전

히제거되었고, 서해상 통신연락사무

소가 개설되어 남북 군사당국 간 찰라

인이 설치되었다. 이산가족분야에 있

어서도 기존의 대면상봉 이외에 정보

화시대에 걸맞게 화상상봉이 추진되

었다. 이와 같이 정치.군사. 경제.사

燎 ;-
회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된 남북교

. ... ---를를3를
7

제15차 남북징관급회담 이들때인 2oo5년 6월 22일 정동영 통일부 장l오른를)과 권 류협력은 2ooo년 6 .i5 남북공동선언
호웅 내각 책임참사가 첫 전체회의에서 인차말을 나누고 및다. 아래 사진은 다를날인

6월 23일 서울 워커a호텔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최 할송만친에서 이해찰 국무총리(왼 을 계기로 변화되었던 남북관계를 양
를에서 두번제)와 남측 수석대표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가운데). 북측 단장인 권4웅

내각 책임참새왼쪽) 등이 손을 굳게 잡고 포즈를 취하고 및다
. 적으로는 물른 질적으로도 한단계높

은수준으로 끌어을렸다. 바야흐로 '제2의 6 .乃시대' 가 열리게 된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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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9-19 공동성명 채택

한편 북핵문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정

부가 마련한 중대제안은 제5차 6

자회담 이후 l년여가 지나도 즘처
중국 다오위타이에서 열

럼일정을 잡지못했던 제4차 6자 린 제4차 2단계 6자회

담(2oo5년 9뭘 : 7 - 9

회담 개최에 강력한 유인으로 작 일) 전체회의 모습
.

r9 .l9 공동성명J 주요 내용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를인

.북한은 모든 핵무기 및현존하는 핵계9의 폐기, 조속한 NpT 및 .AEA 안전조치 복귀공약

.미국은 한반도내 핵무기 부재 및북한에 대한공격또는침공의사 부재피인

.한국은 자국영토내 핵무기 부재를 를인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핵무기 불접수 및불배비 공약

재를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및 이행 필요

.여타국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존중 및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동의

6자는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규범 준수 약속

.북.미는상호주권존중, 평화공존 및관계정상화를 위한조치약속

.북 .일은 평양선언에 따라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약속

6자는 에너지, 교역및투자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증진을 약속

.중 .일 .한 .러.미는 대북 에너지 지원 용의 표명

.한국은 2oo5년 7월 12일자 대북 송전제안 재를인

6자는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공약

.직접 관련당사국간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협상

.6자는 동북아의 안딘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6자는 '공약 대공약'. .행동 대행동. 원획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상효조를된 조치

를 취하는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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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o o 5년 1i a is~ i9일

치최된 A p E c 정상회의

시 21개국 정상들이 한

국의 전통의상인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기념촬

영을 하고 있다
.

nC U

용하였다. 이는중대제안이 북핵문제의 한축인KEDo 경수로사업과 대북에너

지지원에 대한해결의 열쇠로서 역할을 내포하고 있기때문이었다
.

2차례에 나누어 진행된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핵폐기에 관한최초의 합의

인공동성델이 채택되었다. '9 .料공동성릴' 에서북한은 모든핵무기와 현존하

는핵계획을 포기할 것임을 공약하였다. 이로써 북핵문제가 실질적 해결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또한한반도 평화체제 및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에 합

의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을 넘어서 한반도 및동북아 냉전구조 해체과정이 개

시될수있는발찰이 마련되었다. 9 .料공동성명은 淸린년 제네바 합의와 달리
.

우리의 문제에 대해우리가 목소리를 내고남북이 대화를 통해이준성과라는 점

에서더욱터 의의가 크다하겠다
.

2o流년 ll월에 부산에시 개최된AiEc 정상회의는 향후북핵문제 해결을

위한6자회담 진전에 긍정적인 여핀을 조성하였다. APEC 21개 회원국은 '구두

북핵성명' 을통해한반도 비핵화를 위한6자회담의 긍정적인 진전을 환영하고
.

'공약대 공약 , '행동대 행동' 원칙에따른공동성냉 이행을권장하였다. 이는

2l개국 정상차원에서 북책해결의지를 밝힌것으로 향후6자회담 이행방안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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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탄력을 받게될것이다. 또힌A}F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한.미,한 .중.

한.일정상회담 등을통해9 .料공동성병 이행을 위해상호협력을강화해 나

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여러정상회담을 통해誇힌대북 화해의 때시지는 앞

으로6자회담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3 . i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5 제정

2o訴년 남북관계에서 주목할 만한또하나의 진전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범률' 의제정이다
.

남북관계를 법적기반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

전부터 있어찰다. 하치만, 북한을 할국가단체' 로차정하고 있는국내법 체계

속에서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법률의 제정은 히려운 분제였다 .

2(x)o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남과북은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위에

서교류와 협럭을통해신피를 회복하고 화해와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노력의 연장선상에서 2狀)5년에는 앞시설념한 바와같

이 '제2의 6 .라시대' 라고부를 수있는괄목할 만한진전을 이룩하였다 .

변화된 상황에 딱라반국가단체와 회담을 하고반국가단체와 합의서를

체결하는 현실과 국내법체계 간의괴리를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2(狀)인 남북정상회담 이후정부내에서 법률7)1정을 위

한기초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린때 국회시기인 2(x)3년 4월理일여야의원

料템이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안)' 을공동 발의하였으나 아쉽게도 임기종료로

자등페기되었다. 이후2(諒 u 8월3일임채정 의원을 중심으로 한l25명의 여야

의원들이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안)' 을.ll월 3일정분헌 의된을 중심으로 l8명

의한나라당 의원들이 '남북핀게기본범안 을발의하였다. 그이후공청회를 거

쳐2oN년 l2월 8일 '남북관계 발전해 관한법률' 로이름을 바꾸어 국회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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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법률' 은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원칙을 비롯해, 남

한과북한과의 관계, 정부의 책무, 남북회담대표 임릴및남북합의서 체결등남

북관계 발전을 위한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동법률은 l野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교류.협력에관한합

의서' 의정신을 법제화한 것으로, 지난l99o년 '남북 교류협 력에관한법률' 에

이어분단飾년을 넘어통일로 가는과정에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이정표이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법률. 은냉전적 남북대결구도를 청산하고 평화와

공존의 미레지향적 구도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법률을 통해재

확인함으로씨 남과북이 공존공영할수 있는토대를 마련하게 된것이다. 이로써

자유빈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림하고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법률적 토대위에서 충실히 구현해 나갈수있게되었다
.

정부의 대북정책이 범적기반아래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여야의 초당

적협력과국민적 동의아래추진될 수있는확고한 기츠가 마련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의의이다. 절차적 투템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제더이상남북관계가 정쟁

의대상이 되거나, 소모적인 이념적 논정의 대상으로 삼을수없게된것이다
.

남북관계발전 기본게획의 수림,남북회담 대표임명절차 및남북합의서 발효절

차등을규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통치행위 차원이 아니라 법치행위로서 추진

할수 있게린었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법률' 의제정으로 이제남북관계는 냉전적 이념

대결을 청산하고 상생과 평화공존으로 가는국내법적 터전을마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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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 o o년 남북정상회담 추진

배경과 준비과정

(전 통일부 장관)

2 o o o 년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핵심적 역할을 諒으며, 국민의 정부에서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보를 역임하었다. 199o년부터 1992년까

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 1차부터 惡차까지 힌 번도 빠짐없이 참가하기도 하었다. 인

터뷰는 2oo5년 7월 7일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소재 남북회담사무국 2층 회의실에서 이

루어됐다
.

2ooo년 남북정상회담 추진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남북관계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몇가지모벤팀 이존재합니다麗 U .

첫째는 l988년의 7.7선언이었습니다. 7.7설언으로부터 남북관계는 화해.힙릭의길로

가기위한모색을 시작하였습니다. 두번패는 그이듬해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

간입니다. 이두가지역사적 사건으로 인하여 남북총리급 회담이 성사피기에 이르게 됩

니디.. 회담을 틀해전환기의 남북간게 발전방향에 대하여 찰북이 처응으로 합의한 남북

기본합의씨가 탄생합니다. 하피만 합의A1가 발표되었다고 해도선언적인차원에만 그치

고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간불신은 커져만 란습니다. 악화된 남북관계

가결정적으로 전찰기를 맞미할 수있었던 계기는 2ooo년의 6.i5남북공동핀언이라고

할수있습니다. 한반도 분단력사가 6.i5를 기점으로 그이전과 이후로 나눌수있을정

도 로 그 의인는 큽니다. 6.1S남북공동인언은 교류와 협력의실천을 통해상호신피를 구

축하며 통일을 목표인 동시에 차정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남북관계를 크게변화시

천습니다. 실제로 과7.j에는 천양시내에서 "하나의 조설" 이라는 슬로건을 발이발견할

수있었는데, 최근에 파서보니 流.l5 통일시대' , '통일 6-15', '우리민족끼리 이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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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i5통일시대' 등과같은표어가 굉장히 많이사응되고 있었습니다. 즉북한도 우리와

마찰가지로 통일을 현재진행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이른것입니다 .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전에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어때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는 어略한 관계를 유지해나간는지 궁금합니다 출

방북정상회담 문제는 l9料년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방안은 이미남북기본합의

서를통해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실천에 존기기만 하면남북관계가 개선될 수있글을

인식하고 이문제에 대해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는 남북두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취임사를 틀해먼저제의하였습니다 .

그다음으로는 남북관계를 실제로 발전시키기 위한정책,즉린릴정책의 추진입니다 .

햇볕정책은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한정책인데, 화해와 헙력을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천화를 만들어 한딴도에서 법적통일에 앞시사실상의 통일을 실현

하는것을목표로 합니다. 릿릴정책의네가지키워드는 화해와 협력,변화,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햇릴정책을 시행하는 데가장중요했던 것이정경분리 정책입니다. 정치.군사적인

대화를 앞세워 사회.경제적 협력을그르치기보다는 먼저경제협력을이룩한 뒤에정치

적인대화로 연결시키고자 하었던 것입니다. 이를위해국민의 정부는 민간기업으로 하

여금북한에 투자하고 경힘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귄장하였으며 또한 '인민후관' ,

즉먼저민간에서 접촉을 하고당국간접촉으로 이어지도록 권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보다많은접촉과 교류를 통한련화를 추구하고자 한깃입니다 .

또한외교적 노럭을 경주하여 치국.중국.러시아 .일본등주별4깅에게 릿릴정책

지원을 요청하고 설득해 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클린턴 당시미대통령이 국민의 정부

의대북정책에 적극호응해준 및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해결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미국은 뒤에서 적극치원할 것을약속했었틀니

다.그이후임기동안클린턴 대통렁은 이약속을 철저히 지켜줬던 것입니다. 클련턴의

포용정책과우리의 릿릴정책이정책공조를 이루어나갈 수있었습니다. 그외에일본, 중

국,러시아, EL. 여리나라까지도 지지를 해주는 국제적 지지기반 위에서 릿릴정책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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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추진했던 릿입니다
.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주역으로 누구를 雷을 수 있습니까?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랄당했던 다음인물들의 업적을 기억해

야할것입니다. 첫째,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철학과 비전,릿릴정책이 주효했고, 둘제, 경

제난과 체제위기에 처해있던김정일위원장이 생존진략 차원에서 남한으로부터 경제지

원을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된결단이 주요했습니다. 셋째, 남북간협력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바로고정주영 현대명예회

장이었습니다. 과감하게 금강산 사업을 시작하고 경제협럭사항을 논의하고, 실천해나

간정회장의 공로를 반드시 짚고및어가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대북

정책을공조해주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적극지지해준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도움

른빠쓰릴 수 設습니다
.

남북정상희담의 의제와 준비과정은 어피했습니까?

남북정상회담을 열기위한준비회담으로서 차관급회담이 진행되었는데,여기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에 대한본질적인 논의가 전혀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출 ; l

1 리하여 김대중 대통령이 특사파견을 결정하였고
.

내가두 차례방북하여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내응

을협의했었습니다. 특사로 임명하면서 김대통령

이부여한 임무는 세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때까

지잘알려져 있지않던김정일국방위원장이 도대

체 어면 인물인지 파악할 것,둘째는 정상회담을

응이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할 내용을 미리알

려주고 북한의 생각을 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마

지막으로 합의서 초안을 미리만들어오는 것이었

습니다. 합의서 초안작성은 회담을 마친후만드

는것이좋겠다고 해서미루고 나머지 임무는 모두

로二÷



수행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이과정에서 실제로 논의되었던 의제는 크게네가지였습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만들어나갈 것인가?둘제 ,통일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셋째 ,남북간당면

과제는 교류협 력인데 어떤사업부터 시작할 것인가? 넷째,이산가족의 상봉이었습니다 .

이상네가지의제를 북측에 설명하고 이에관한우리의 입장을 문서로 정리하여 건네주

어서사전에 검토할 수있도록 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그문서를 바탕으로 정상회찰

이전까지 상당한 연구를 하여서로간의 주파수를 맞추어나갈 수있었던 것입니다 .

그무렵미국과는 사전과 사후에 긴 한 협조를 해나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과는비 없이 긴 하게 협조하고 상호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었습

니다. 다만극비사항이 사전에 언론에 보도되어 일을그르치지 않도록 미국의 극히제한

된사람들에게만(대통령 ,국무장관 등()인) 보고되는 것을전제로 하여비 을 공유하었

습니다. 당시한.미간연락책은 보스워스 주한미대사와 본인이 담당했었슴니다 .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 . .

남북관계 역사를 되짚어볼 때몇가지전환의 모맨팀 속에존재하는 주요인물은 반드

시기억해야 할것입니다
.

l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만들어낸 사람은 이홍구 당시통일원 장관입니다 .

두번제로는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과정의 사령탕으로 활약

했던김종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그당시에 가장중요한 문제

가한반도 비핵화였는데, 이것이해결되지 않았다면 기본합의서는 탄생될 수없었을 것

입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 남한에 있는미군의 핵무기 철수와 팀스피 리트훈련중지가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당시의 주한미대사인 도널드 그레그를 세번째주요인

물로꼽을수있습니다. 네번째인물은 한반도가 전쟁위기에 처해있었을 때카터대틀

령의평양방문을 주선하여 위기를모면케 한사람으로, 당시주한미대사였던 레임스 레

이니를 잊지말아야 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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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과

대북지원에서 N G o의 역할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198o년대 노동운동을 하다 199o년대 초반공명선거실천시민공동위원회 사무처장,

경실련 통일협회 사무국장과 경실련 기q실장을 거쳐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출범에 참여하여 출범 4개월 후부터 사무총장으로 지금까지 재직중이다. 이 인터뷰는

2oo5년 9월 21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실에서 이루어절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 1996년 창컴하였는데, 당시의 발북관계 상황과 창템의 목

적에 대하여 설명해주시됐습니까?

i996년 당시는 체육, 문화등몇몇이벤트성 사업을 제외하고는 빈간교류가 거의부재

하였고, 남북관계 역시l994면 김일성 주석사방이후소위조문파동으로 경색되어 있었

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l995년 북한에 대홍수가 나고아사자가 속출하자 북한은 국제

사회에 치원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관계의 긴장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우리도 북의공식요구가 없는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

습니다. 찰시월드비전, 남북나눔운동 같은기존의 조직에서 조용히 북한을 도와주었으

나.보다조직적으로 북한의 동포를 도와야 한다는 필요성에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발족되었습니다
.

l9諒년 6월8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서영훈상임대표, 김수환 추기경,강적주

릴보사조실, 강원응 목사등세분의고문과 서경석집행위원장, 각계각층의 33인의 공

동대표가 주축이 되어출팀하였습니다. 우리민족시로돕기운동은 개별단체로 시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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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니라 '운동. 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운동에는 6대 종단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 그리고 변협,한국노총 등이 참여함으로써 범국민적 캠페인을 위한 연대기구

의성격을 갖는 것이특징입니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정치적 .이념적 요인을 배척하고, 한민족 네트워크를 국내

외적으로 형성하고, 대북 인도지원과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릴으로부터 의 이질성

극복과 상호협 력,민족화해를 이루고자 합니다
.

199o년대 중반 이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N G o의 대북지원 활동의 변화과

정에 대하여 설명해주시했습니까?

N G o 찰동의 대략적인 발전과정은 l料5년, 북한에서의 '큰물피해' 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환기되면서 l9인년 준비기를 거쳐,l997년에 북한동포돕기가 전국민적으로

민간차원에서 활성화철니다. l997년에는 3oo만 ~切o만으로 추산되는 국민참여가 이루

어진해로 민간교류사에 있어중요한 기점이필니다. 이후 l料流년에는 국내외의 수많은

NGo를이 연대하여 범세계적인 규모로 대북지윈을 촉구하는 행사로 이어졌으매, 이 과

정에서 해외동포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l999년 2원정부가 공식적으로 창구다원화를

채택함으로 대북피원사업자는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협상 .

방문을 할수 있게되었습니다. 料oo년부터는 정부와 r<Go가 매칭핀드의 방식으로 대북

지원에 있어서로 힙럭을 하고 있습니다
.

l996년 당시에는 '질서 있는 대북접근 을 강조하는 정부의 대북창구 단일화 방침에

따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9월 2일 대한적십자사에 북한동포운동성금 l억7천여만

원( 가루 5만 포대)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간접지원을 하였습니다
.

시민단체의 대북치원를동에서 l997년은 중요한 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와 실

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북한의 참혹한 실상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북지

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자각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l997년 4월 '북한동포돕기 옥

수수 lo만 를 보내기 범국민캠페인' 이라는 이름하에 북힌돕기운동 가두모금운동이 시

작되었고, '옥수수만찬' 이라는 이글으로 o빌딩에서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8oo여 명

이 참석하여 모금운동을 촉진시천습니다. 북한의 기아로 많은 국민이 대북지원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부정적인식이 바뀌기시작하없으며 ,북한 익시남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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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남 인식이 바뀌는 등,상호적대감이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l998년 4월 諒일올림픽공원 내 제2체육관(서울행사)에서 ,국내 각 종단 .시민단체

와 공동으로 '북한동포를 위한국제금식의 날'을 전세계린개국 lo7개 도시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김수환 추기경 발의로 바티칸 아시아 주교회의 에서 제안되었으

껴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일회적이 아년구조적이고도 장기적인 지원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같은 해 4월 재미교포 사업가인 박경윤 회장의 주선하에 서경석 목사와 베이징 에서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관계자와 접촉하였습니다. 당시 북측 참석자 중 한 명이 지금

남북장관급 회담 북측 대표인 권호웅 참사였습니다. 첫회의에서 북측은 우리민족서로

듭기운동의 활동에 대하여 이미파악하고 있었으며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민족끼 리

서로 돕는다는 차원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우리' 와 '서로돕기' 라는 단어가 좋

다며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

1999년 정부는 대북 창구의 단일화 조치를 철회하고 창구다원화 조치를 취하였는데

창구다원화의 의미와 영향에 대하여 설명해주시됐습니까?

현재대북 神를o는 협의체에 가입한 단체가 4o여 개로서 이중 메이저는 우리민족서

로들기운동, 글네이버스, 월드비전, 어린이어깨동무, 국제기아대 책기구, 한민족복지재

단,유진벨 ,남북나눌운동 등 lo개 이내입니다. 창구다원화 조치는 시민단체의 대북지

원활동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였틀니다. l料9년 2월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대북접

촉찰구 l호로 지정되면서 북측을 직접접촉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장 접근이

가능해졌고, 일설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토의와 협력이가능해졌습니

다.초기대북지원 시기와는 달리 이제는 식량과 비료지원은 더 이상국내 NGo에서 다

루지않기 때문에 모니터 링의문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제국내 部Go는 주로 농기

계와종자등농업과 축산, J)1약과 병원등보건의료, 아동교육과 복지등의분야에 대한

지원등에주력하고 있습니다
.

창구다원화 조치 이후 물론 대북지원단체 간 경생이나 협상력 약화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이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접촉창구 다

원화방침에 북측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북한은 소규모 NG o를 외면하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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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지방의 접근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합니다. 따라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원규모가 작은단체의 대북지원과 교류에 대한교량역할을 주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구조적 협력은큰규모의 NGo에서 다루어야 하나종교기관이나 의사협

회등 직능별 단체와 같이 여러분야별 교류도 자체 필요와 의미가 크기 때문에 계속 유

지확대되어야 합니다
.

향후 N G o의 이상적인 미래상은 어편 것이라고 巡시며 정부 및 기업과의 공조는 어響

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NGo의 대북지원은 '민간이 북한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도울수 있을지

에대해 의구심을 가진초기의 적정을 깨고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대북지원에 있어한몫

을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미군단의 지원이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 현재대북지

원의 방향이 인도주의적 접근으로부터 거시적인 개발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때
.

N G o . 정부 .기업의 세주체의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구

N G O - 정부 .기업은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협력과조정을 통한호과적 대

북지원을 입체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정부, 기업의 세 주체가 상호협 력하

에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정부가 전반적 사회경제개발복구와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한다면 민간은 인도적 성격이 뚜렷한 부문의 시범사업에 지원의 초점을

맞춘다든지, 또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기계지원사업에서 보듯이 이제민간은 기술

과자본을 가진농기게회사와도 공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

남북통일문제에는 제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이 보다 중요합니다. 대북지

원과교류를 통해남북이 제도의 통합을 넘어여러분야의 내부적 실질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온전한 통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인족서로돕기운

동은 인도적 성격의 개발구호의 모델을 개발하고 뜻을 가진여러민간단체나 기구들의

대북 지원과 교류의 교량역을 충실히 하여 대북 지원과 민간교류의 버팀목으로서 최설

을다할 것입니다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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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oo년대

이산가족 상봉의 성과와 의의

최영은(me-RUw 발북교류팀 팀장)

1987년에 대한적십자사에 입사하됐으며, 2ooo년 7월부터 이산가족과장과 남북교

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ooo년 8월 제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부터 2oo5년 제11차

행사까지 줄곧 실무업무를 담당하었다. 인터뷰는 2oo5년 9월 23일 서울시 중구 소재

대한적십자사 2층 사무실에서 이루어됐다
.

현재 우리나라 이산가족의 현황에 대해 말쓸해주십시오
等

이산가족은 전쟁 당시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남북으로 이산된 8촌 이내의

친인척 및배우자, 또는배우자였던 자로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범주에 들어가면

누구나 이산가족통합센터 에이산가족 신청이 가능할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청자의 거의

데부분이 배우자와 자적. 형제,조카 정도로 찬나서 가족임이 확인되는 사실관계의 친인

척으로 한정절니다
.

이산가족통합센터는 보안상의 문제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통일부가 센터를 운영하

고 자료관리를 담당하는 주간기간이며 ,대한적십자사는 전담기관으로서 설무적인 행정

업무를 찰고 있습니빠
.

이산가족의 정의대로 추산되는 구체적인 이산가족 수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대략 5 o o

만으로 추정하는 것은한국전쟁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대략諒o만 명,전쟁이후부터 휴전

까지 l(x)반 넘이찰하하고, 5()여반 법의 생사가 확인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전

체로 볼 때l친반 이산가족이라 하는 것도 찰북 각각 5雌만색을 합하여 어림잡은 수치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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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북에두고남한에 내리은 실향민의 수는l97()년도 가효적 신고자 중 l세배 실

향민을 집계한 결과 l23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리, 5년바다 조사되는 인구센서스에서

2000빈도 조사시 i세대 실향민을 대략피만5천여 법으로 추절하였승니다. 88만 댕정

도의실향민이 린인변 이후사망하였다는 결른이 q 이린추세로간다면 길게는 l()변. 짧

게는라l이내에 이관가족분제는 린1대 설향민의 사방으로 인해자인소및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애상하고 있습니다. 설제로 찰한내에서는 여러이유로 친척간의찰레가 적

어지는 점을할안할 때,실향인 i치대가 사딴한다인 2,4세배 이후로는 이산가족 문J11가

거른되지 않을것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그러나 실향2,3U대를 이산가즉의 림주에 넣

는빠떤, 남한내의이산가족른 7肺딴 명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

이산가족상봉 사업의 성과 및 업적을 개괄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

2005년 8천발린채이산가족상봉 인청민절를 料,ol 7법정도로 이산가족 수에비해

천인적습니다. 이핀차이를 나하내는 이유로는 실향빈이 끓한에 있는가쪽을 이임적차

이등으로 만나기를 윈치않거나. 북측가족이 찰한기를이 공개절 경우받게될불이익을

엄러해시 인청하치 않는경우를 들수있를니다. 또한월장이후다시꾸친남힌가족틀

의감정을 고러해씨 신침하지 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때욱안라까운 현실은 이런상

황하에서 신를인원에 비해상봉인원이 극히미미한 수준이 7,신청인윈 중약E'##. 料c)

세이상의 고령자인 5입니다 2000년 l차에서부터 2uo5년 ll차까피의 상봉인윈

10,(S85년은 방문간(찰측가족 i.2없병이 북측가족 2..#行4 z을딴남) 간찰차 상블간(북측

가쪽l,lo2댕이 남즉가족 (#l()념을 만남) 반찰을 합한수입니다. 이수치에는빈간차윈

에서제5국을 통관상봉과 화상상봉 인원은 제외최이 있출니다. 이산가쪽 상봉행사 추

린중확인된 생사확인 인원른 23小9..i념 ,생존인윈 l5,7l념. 사방인원이 8,(i린멓에 달

합니다. 대략우리측 i()()명에 배해북U.230-240멍. 북측l()u템에 대해우리측#o ~

4a() g을게산하인 한차수당 대략9ou여 g의이산가족들이 상봉을 하게절니다. 물론

i,2,3차의 경우는, 서울(워커힐호델, 린츠럴시리, 를때호델)에서 상봉을 할때비표를

마꿔가서 가족전체가 상분하는 방법을 音해상대적으로 금강산 상봉에 비해상봉인원이

많승니빠. 9伏)여 g이ll회를 거치상봉한 수로대강의 상봉인윈을 추정할 수있습니다 .

이산가즉 상블은 l985년 처음 '이산가족 고항방문단' 이라는 이름으로 남과북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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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족이 각각5o명씩 서울과 평양에 방문하는 것을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i撚9년 2

차,l鉛2년 3차고향방문단 협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2ooo년 이전에는 이처

럼세번의시도중한번만성사되었으나 2ooo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시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산가즉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산가족 상봉사업이 활기를 떠게되었습니다. l,2,

3차이산가족상봉이 서울과 평양에서 교환방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4차부터 금년

8월말에치러졌던 ll차까지, 여없차례의 이산가족상봉이 금강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상봉행사는 남측방문단(l진)의 r非일 일정과 남측상봉단(2진)의 2박5일 일정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방문단 은남측에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이산가족 신청절차를 거

.쳐최종으로 선발된 loo명을 말하며 상봉시 북측의 가족25o여 명을만나게 됩니다. '상

봉단은북측에서 선정된 l()o인에게 초청받은 5oo인의 남측이산가족을 뜻합니다
.

제3국을 통한상봉이나 생사확인은 주로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반드시 정부에

신고를 하도록 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에 대해통일부에서는 서신을 근

거로, 생사확인지원경비 8o만 원,상봉경비 l8o만 원을지급하며,교류가 지속되는 경우

4o만 원을지급하고 있습니다. 제3국을 통한민간NGo차원의 상봉은 2oo5년 8월현재

까지l,485명이 상봉하였으며, 생사확인 3,52o명 ,서신교환9,8oo여 건에이르게 되었

습니다.

화상상봉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출

화상상봉은 시범적으로 2oo5년 8월l5일 l차화상상봉이 열렸으며 3oo명을 선정하

여그중loo명의 생사확인을 북측에 의뢰하였습니다. 생사확인 결과73가족이 확인되

었으며 상봉가능한 가족은 船가족이 집게되었습니다. 화상상봉은 남측은 7곳(서울 및6

개지방), 북측은 평양한곳을선정하여 이뤄졌으며 남측挑명이 북측가족 5o명을, 북측

2o명이 남측가족 8o명을 상봉하여 총2i5명이 상봉하였습니다. 화상상봉을 통한생사

확인자는 l,l4o법에 이르게 됩니다
.

대면상봉과 화상상봉은 각기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몸이

불편한 이산가족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상봉장에서 북측가족과 만날수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면상봉처럼 만나서 따뜻한 정을나누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화상상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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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7.글를은 lo여 분간가족여부를 확인하고 난후대면상봉처럼 감동적인 시간이 전

개됩니다. 다음화상상봉부터는 규모와 인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산가족 방문단과 상봉단은 어편선정과정을 거쳐선발됩니까?

방문단 ioo인을 션정하는 과정은 세단계를 기칩니다. l단계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이

산가족정보 통합센터 에등록된 이산가족 중3oo명을 추첨합니다. 선정과정에서고령자

와직계관계에 가중치를 둡니다. 방문단(i편) 선정기준은 6o세 이상의 국내이산가족으

로한정되며 ,상봉단(2진)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규제가 없어집니다. 2단계에서는 신

체검사를 통과한 2oo릴에 한하여 북측에 생사확인을 요청합니다. 북측에서 생사확인과

정을거쳐상봉이 가능한 인원이 파악되면, 3단계에서 최종loo명을 선발합니다. 북측에

서도자세히 알려진 바는없으나 일정한 선정기준을 거쳐선발된 이산가족 理o명의 생

사확인을 남측에 의뢰합니다. 이과정에서 남측은북측이 의뢰한 2oo명 중결손인원이

거의없이평균l卯여 명정도의 생사확인 결과를 알려주지만 북측은 우리가 의뢰한

2oo명에 대하여 평균103-10=)명만을 알려를니다. 최종loo명에 선발되지 않은사람은

예비후피 5.지정됩니다. 최종선발긴 찰과북i(인명에 대해북측loo병이 ,찰측가족 5oo

여넘을상봉하고 남측i州넘이 북즉가족 250-240법 정도를 상봉합니다 .

북찰은 이산가족상봉사업을 어響게 진행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북측의 이산가족 설정과정은 알려진 바가거의없습니다. 단지l99o년대 발북한도 남

한처럼 '이산가족찾기 신청소' 라는기구를 만들어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그러나 견정기준등은알려지지 않고있습니다. 우리측에서 2단계를 거친2oo명의 생사

확인을 북측에 의뢰할 경우lo3 ~ l訴명 정도로 매번고정되게 명단을 알려줍니다. 생사

확인을 통보해준 i料~ l野명 중95w 이

상이찰쪽에서 올라간사람들인 것을블

때남한출신이라는 약점이 있으나 북힌에

서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에 한하

는것으로 짐작할 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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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기적으로 ll차까지 이산가족상봉 사업의 맹맥을 이어온 것은대외명분으로

볼수도있으나 긍정적인 일입니다. 북한내에서 이산가족을 찾는일은쉬운사항이 아

널것이라고 전문가들은추측합니다. 이산가족찾기 신청소가 설치되었다고 하나정보와

교통.통신망이 발달하지 않은상황에서는 원거주지를 떠나제3, 제4거주지로 옮긴월

북자의 생사확인을 한다는 것은수월하지 않을것입니다. 월북자를 자체관리하는 기관

을통해지위와 성분을 확인한 후남측에 통보해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북한의 정치

적상황을 감안한다면 이산가족상봉에 많은노력을 기울였다고봐야 할것입니다
.

근래에 들어북측은 다소이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l차 때북측은 이산가

족찾기(심인작업) 오류로 재북가족과 상봉하지 못한남측방문자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등기존의 태도와는 다른유연성을 보였습니다. 또한상봉시 선전웅으로 옷에

착용했던 훈장과 상장을 보여주는 정도에 그치고 선전행동들도 많이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 .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사업은 면회소가 완공되면 면회소상봉, 화상상봉을 통해더다

양한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며,기존의 대면상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바람직합

니다.

본인도 이산가족의 2세대이지만 고령이산가족이 일년에 3,ooo명 내외가 사망하는

시점에서 이산가족문제는 가장인도적으로 다루어 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상황에

가장영향을 많이받는사업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도 의미있는일이며 상황의 절박

성을감안하면 이산가족 사업실무담당자로서 서린교환, 거주지방문, 고향묘지참배 등

이이뤄질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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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본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릴영일(효원물산 대표이사)

. < =沈 . = i M i99o년대 초대북사업을 시작한 이래. 남북투자협력의 활성호를 위해 노력해활다雌

현재 남북투자기업협의회 회장과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 투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

다.인터류는 2oo5년 1o월 18일 서울시 중구소재호원물산 본人阿 N 이루어됐다 .

기업인으로서 대북사업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남북경협에뛰어든중소기업인 l호로서 국내관련팀규의 미비와 무역에 대한북한의

인프라 부족으로 많은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l9撚년도 당시경영하던 효원물산을 통

해북한과 교역을 시도하였습니다. 당시남한에서 시엔트 품귀현상이 일어나 북한산 시

멘트2만톤(시가 8o만 달러)을 수입하기 위해홍콩에서 l만톤급배를보냈으나, 북한의

선적인프라 미비로 수개월을 소비하다, 결국5천3백 톤만간신히 건질수있었출니다 .

명태천톤(시가 lo억 원)을 수입하려 하였으나 통관문제로 또다시 좌절을 겪었습니다 .

여러시행착오를 겪으면서 i992년 일본회사이름으로 평양에 사무실을 열어7년정도

운영하였는데 ,국내최초의 평양사무실입니다. 이를계기로 남북한의 경협활성화를 위

해나름대로 노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한에 있는좋은뜻을가진남북경협 중소기업

인들의 안내자로서 좋은길잡이가 되고싶습니다. 현재무역협회에서 안내와 정보공유

등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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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남북경험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협' 은말그대로 경제협력인데 아직까지 투자보다는 임가공 수준에 머물러 있습

니다. 현재개성공단 설럽은 분명찰북경협을 위한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

남북경협이 보다내실화좌기 위해서는 lo여 년의경험을 가진대북업체와 정부기관의

긴 한 정보교환을 통해대북업체가 가진정보와 인맥을 정책에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이 결은세대로 경제부문의 실푸진들을 구조조정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것입니다
.

지금까지 남북경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출

l野o년 남북교류협럭법제정이추l,ooo여 개중소기업이 대북경협을 시작하였는데 물

품반입과 임가공이 주를이루었습니다. 실제로 공장을 세워경영을한예는대여섯 기업

(남포대우, 성찰천기부속품, MRi긴기터 .스크립블, 엘칸토)에 불과한데 이것마저 현재

는중단한상태입니다. 경협초기의 l,ooo여 개기업중현재l料여 개의기업만이 남아있

으며, 대표적 기업인 성남전자마저 위기상황입니다. lo여 년동안반입.반출을 시도한

기업이 고전하는 원인은 북한에 전기.통신.정보등의제반사업이 구축되어 있지않았

기때문입니다. 또한정부의 보다적극적인 기업보호정책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으로 남북경험에 어편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북한과의 인적관계와 사업경험등대북경협에 경험이있는기존의 기업인이 많이있

습니다. 비록이들이 열악한 투자환경에서 사업에 실체하였다고는 하지만, 이설수들을

잘활용하는 것이우선중요합니다. 전쟁에 나간군인들이 부상당하여 상이군인이 피었

다고해서돌보지 않으면 안되는것처럼,이들에게도 사업성이 있다면 정부에서 협력사

업을승인해주고, 자금도 대출해주어야 합니다
.

둘째,개성공단은 기성공단대로 개발하되 개성공간반 갖고남북경협을 할수는없습

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값찰노동력을 활웅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북한의 원자재를 사

용하거나, 생산품이 북한의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은아닙니다. 따라서 개성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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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시에 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극심한 생필품 부족을 겪고있으며, 대부분의 생필품

을중국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평양, 신의주, 원산등몇군데를 공단으로 개발하

여지역에서 나오는 북한의 원자재를 이웅한 생산을 하고, 생산품 중일부는 북한시장에

서소비될 수있게하여야 진정한 윈윈전략이 됩니다 .

중소기업이 앞으로 남북경협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중소기업들은 기존의 경험을 살려대규모 공장단지를 만들수있도록 힙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통해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상생할 수있는길을찾고

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가지는 다원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며서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대단위 중소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현재지방공업이 무너져 있습

니다. 라면.비누 치약.종이.고무장갑 등중소기업이 선점할 생필품이 너무나 빈약

합니다. 이런생필품 공장단지는 북한내영세한 그를이나 옷공장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

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이런적극적인 자구책에 대해전력과 정보 .통신망등 기반

시설을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신의주는 중국시장을 겨냥한 공단으로 원산은 동해를 끼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수산물 가공란지로 개발해야 합니다. 평양과 같은거점지역에는

동대문, 남대문 시장같은대규모 치장이 개설되어 인근지역을 위한생필품 보급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같은것도 생각해볼 수있습니다. 예컨대 위층은 공장이

들어가고 아래층은 상가를 조성하여 생산과 판매의 일체형 시설을 갖추는 천입니다 .

대우.삼성.현대가 ioo명색 3飾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loo개의 중소기업이 l,ooo명

을고용하는 것이북한주민의 삶의질을높이는 데는더도움이 될것입니다. 중소기업

이막대한 자본력이나 험단산업에 대해선 한계가 있을수있지만 중소기업만의 민첩함

과전문성이 있기때문입니다. 서민경제 .서민사업에는 전문성을 가진강자가 따로있

습니다. 전업종을 가리지 말고현재북한에서 생필를으로 소비되는 질낮은중국산 상

품이남한의 제품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

발북경협의 전망이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 . .

북한이 많은부분을 양보하고 개방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대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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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인적변화가 시작피어 젊은사람으로 교체되고 있으며, 어느정도내수기방의 준비

가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사업에서는 인적유대와북한의 관행을 잘이해하는

경험있는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정부는 적극적인 북한시장개척을 통한북한경제

살리기를 추진해야 할것입니빠. 그리고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윈된경협을 구상해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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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사업의

추진현황 및 의의

조명출(개성공 단사업지원단 단장)

1襲84년 통일부 근무를 시작한 이래 통일정책실 .교류형력국 .인도지원국 등에서

총괄과장, 교류협력국장 등을 역임하및다. 2oo4년 1o월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과

함께 단장을 맡고 있다. 인터뷰는 2005 U 10월 25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소재 개성

. i l " . 공단사업지원단 집무실에서 이루어릴다
.

개성공단사업의 추진경과와 사업개요를 개괄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2000년 8원 L 일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시아배평앙평화위원회 간에 개발합의서

가 체결정으로써 개성공간 차발이 시작피였다고 힐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003년 (i

월 3()일 착공식 이추 사입을 본긱적으로 추진할 수 있됐출니다. 원때의 사업게획은

x()()년애 시작하여 2c) l2년애 마철에정이었으나 3인 정를늦취피게 된것입니다. 사업

착수에 4년이나 소보된 것은많를기업이찰여하는 사업의 성격상 주자의 안인성을 보장

하기위해우선기본적인 범적 .제도적 장치가마련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고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우리측 입장을 이해시켰으며,북측은 2 o o 2

면 ll친 s 일 개성공업지구일을 제정하고 l.f 의하위규정을 만3으로써 우리가 요구

하는 기글에 머느정도부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2()比변 lo월에는 틀일부 개성공단사

업지원단이 출법하고. 개성공단의 현지간리차 존영을 받를 개성공입지구관리위원회가

개소될으로써 치원jl1계도 를을 란천출니다
.

개성공단사업은 기성시와 인근지역에 총 2,ooo란 청(공단 8oo반 편,배후도시 l,2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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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l

만평)을 3단계에 걸쳐개발하는 방대한 계획입니다. 현재는 우선노동집약적 중소기업

공단으로 loo만 평을개발하는 l단계 개발계획(2003-2007년)을 추진중입니다. 2란계

(2006-2009년)는 공단 l5o만 평과 생활단지 ioo만 평을수도권과 연계된 산업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며 ,3단계(2008-2012년)는 개성시가지 4oo만 평이포함된 i,65o만 평을

貯와전자, 산업설비 분야의 복합공업단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l단계 본단지 본격개

발에앞서지난해부터 2만8천평규모의 시범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지

는공단개발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보완하고 개성공단에 적합한 업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인데, l5개 입주업체 중 ll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금년말까지 완전가동될 것으

로보입니다. 지난8월에는 l단계 본단지 중l차로 5만평을분양하여, 23개 업체와 l개

기관을 입주자로 선정한 바있습니다. l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3백여 개기업이 입주하게

되는데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게 되는소규모업체들을 모두 계산한다면 5oo여 개 이

상의 업체가 l단계에 진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l단계 치발사업 시행자는 토지공사가

자금과 설계 .분앙를 맡고, 현내아산이 시공을 담당합니다. 기발사업에 토시공사차 참

여하였으나 어디까지나 개성공단 개발은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이며,정부는 여러기반시

설 및제도적 장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개성공단이 발북관계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개성공단은 남북공동 번영을 위한경협사업의 상징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남한중소

기업의 활로개척과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기여하는 상생의 사업으로서 ,기발파급효과

측면에서 남측이 북측보다 더클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개성공단 개발은 경제

를통해냉전을 뛰어넘는 평화사업의 성격을 갖습니다. 개성은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

어서군사적 긴장완화에 큰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또한재성공단은 남북주민 간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성공단

은한울타리 내에서 남과북이함께생활하고 일하는 공동체의 시험장이기도 합니다
.

현재북측근로자 4,85o명이 개성공단에 고웅되어 있으며,남측근로자 55o명이 현지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2oo5년 말이면 약l만명,2o피년 말이후l단계 입주가 본격화되면

약lo만 명의남북근로자가 개성공단 내에서 함께일하게 됩니다. 개성공단은 경제협력

이외에 사회문화협 력,관광분야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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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울러 개성공단사업을 통해서 북측의 친혁과 개방노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력의 질을향상시키고, 북한이 남한의 기술과 경영기팀을 습득하며 자연스럽게 시

장경제를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팀과제도는 남측

에서팀안초안을 작성하여,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확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참여하는 남측 기업들은 토지나 노동력만이 아닌북한의 자원활용에도 관심을 기울이

1 고있지요. 예를들어남측잠사업체가 누에를 현지에서 구매하여 작업한다든지 북측기

업에대한위탁가공도 고려되고 있는데, 이는북한과의 연계를 늘려가는 데도움이 되리

라고봅니다. 북한범상으로 개성공단 제품은 북한내내수가 가능하며 ,개성공단이 활성

화되면 점진적으로 북한내 판로개척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개발이 성공적

으로추진되면 평양, 신의주, 원산등북한내다른경제특구 개발의 선도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통계적으로 현재남측에서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인원이 하루 6oo여 명에 이르고 3oo

여대차량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는북한의 최대관문인 신의주의 7배에 달하는 수로 .

북한은 이를통해여러가지경험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넘나드는 사업의

성격상 아직통행과 통관등에불편한 점이많지만, 북한은 이러한 대규모의 인원과 차

량.물자 이동에 대해나름대로 협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관련통관을 금강산

통관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북한군부의 별도검사가 생략된 것도주목

할만합니다
.

무엇보다 북한이 개성공단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공단 개발자체에

는물른남북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성공단사업을 추진하는 데 정부의 지원 방향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개성공단의 중요성과 중소기업 활로개척에기여하는 측면을 감안하여 기반시

설과공동시설의 건설,금응지원 등의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단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기반시설 건설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출지

원은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아직은 일반금융기관에서 개성공단 투자자산을 랄보로 대

출을받기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취하는 조치입니다
.

전력은 한전에서 2oo5년 3월 린일부터 시팀단지에 배전방식으로 l만 5천k'x'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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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으며 ,l단게 본단지에는 송전방식으로 lo만Kw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통신은 선

로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2oo5년 말까지 남측과 시범단피 간 직통전화를 연결할 예

정입니다. 도로는 4차친 도로를 이미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철도도 금년말개통을

득표로 마무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수시설과 폐기들 .페수 처리장은 2oo6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정부는 입주기업의 안정적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법과제도의 정비작업을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률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이를중심으로 관련부처와 사법부 .

법률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팀과제도의 초안을 마련하고 중국특구개발 사례

면구 등을추진해오고 있승니다. 특히국내의 경힘을 참고하여 개성공단의 경우는 규제

가강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운이고 있습니다
.

개성공간 사업지원조직으로는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과 치성현지의 개성공업

지구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업지원단은 치()5년 lo월 현재8개부처에서 5o여 병이

파길되어 개성공란 개발에 관한 정부 업무를 일원화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

회는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범 에의해실립된 북측범인인데, 구성원은 현재남측인원 5 7

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특비한 조직입니다. 관리위원회는 산업단지를 관리 지원하는

일종의 지자체와 같은 행정기구와 산업단지공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북한도

개성공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습니파
.

향후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는 어빈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린적으로 해결해야 할문J)1는 통행과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의가장큰 장점중에하나가 수도핀과의 지리적근접성인데,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통

행.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를여야 합니파. 배성공단이 경쟁해야 하는중국의

홍콩과 성천의 경우 초단위로 시간을 관리하면서 단축시키는 5력을 기울이고 있습니

다.북측의 초청장 7l)도가 관리위원회의 출입증 제도로 전환되고, 정부가 개발중인

RFID(Radi" Fre인iency Identification) 방식이 2o惰년 초부터 도입되면 절차가 대폭간소

화될수 있을 것입니다
.

다음으로 원산지 문제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제품은 남한에 들어을 배한국7l1품으

로인정되어 무관세가 적웅됐니다. 그러나 해외수출의 경우나라마다 다른수입국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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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준을 적웅받는데 ,대부분 북한산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미국과 일본
.

EL t 등의경우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찬로확보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현재추

진중인 Fr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통해개성공단 제품에 대해한국산과 같은특혜관세

를부여받도록 하는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성가포르이나 料TA(Ei.ir"p洲n Fi.ee

7hide Association) 등과는 이를 부여히는 것으로 타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국내외

틀산전 참가치윈, 정보 7l1공 등을통해 입주기업의 판로 확보를 적극 지원해 나갈게획

입니다.

전략물자 반출입문제와 관린해시는 산자부와 루역힙회 등파힙조하여 기업의 온라인

자가판정시스핀을 운응하고 있으적 ,미국과도 긴 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은EAR(Export Aclministmtion Regulation)에 근거하여 이중응도로 사용가능한 제품을 제

3국이 생산해 수출할 때미국의 부품과 기술이 일정비율 이상포할되어 있는경우 미국

의라이센스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를니다. 그러나 ci1국은 지난해 틀일부장관의 방미등

을통해개성공단 개발이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애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장비 간출등미국과의 협조는 원만하게 잘이루어지 리라활니다
.

개성공단의 미래를 어및게 要십니까?

사실2oo3년 개성공단 착공식 때만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성과를 예상하지는 못하

였습니다. 북측또한 초반에는 대규모 공단개발의 경험이 없었고,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

향을고려해 소극적인 리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법단지의 진행을 통해북한 실무자

들의태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제는 투자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

는 자세를 보이고 있글니다. 이처럼찰과 북 모두가 개성공단 개발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 공통 인식을 갖게되고성공할 수 있다는 확린을 갖게된것이지

글까지 시범단지 개발등을통해및은중요한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

개성공란 성공의 요건중하나는북한근로피천 질인데 .노동자들의 생산성에 대하여

입주기업들은 긍정적인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근로라는 목표달성 의식과 경쟁심

이강하며 기술습득속도가 빨라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글니다. 개성공단의 임금수준

을감안할 때,북축근로시천 생산성이 l년이내에 남한내 근로자의 7o/J 수준에 도달하번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기업들은 생각하였는데, 7~ 洲원이 지나지도 않아 그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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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세부적인 표현을 요하는 작업에

있어탁월한 작업성과를 보입니다. 남한의 경제개발 초기에 부각되었던 우리민족의 근

면성과 손재주, 기억력을 북한근로자들 역시가지고 있어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공단 입주기업이 증대하면서 이와

같은양질의 노동력을 계속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과제가 있으나, 정부는 직업훈련센터

조기건럼과 남북대학이 협적하는 산업대학 설립등을통해대처해 나갈계획입니다 .

이와함께정부는 우리중소기업들의 조기입주수요와 공란기반시설 건설등에서 예

상되는 규모의 경제측면등을감안하떠, 2단계 개발을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검

토해오고 있습니다. 2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약l천여 개의기업이 입주하게 되며, 개성공

단은서울의 금응과 인천의 물류 기능과 연계된 제조업 기지로서 우리경제에 새로운 성

장동력으로 기능을 할수있게될것입니다. 또한북한의 시장경제도입이 촉진될 경우2,

3단계에서 남북합작기업도 나올수 있으며,중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의 성공을 바탕으로

북한의 평양, 남포, 원산등지에 제2, 제3의 남북협력단지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3 9 o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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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2(K)5년른 광복脚주년을 및이하는 해로 지발流)년 간우리나라에는 라양

한변화가 함께이루어졌다. 세계여러나라의 구호에 의존하던 최빈국이 이제

는세계lo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남들이 수세기에 걸쳐이룩한 산업화를 한

세대만에이루었으며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제2차 세계

대전이후독림한 수많은 국가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이뤄낸 나라는

세계적으로 그유례를 찾기힘들다 .

지난脚년의 분단사는 곧분단을 해소하기 위한역사이기도 하다. 남과

북은때로는 치열하게 대림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도 서로의존하기도 하였

다.그사이바깥세계는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가 몰락하는 급격한 변화가 이루

어졌다. 한반도분단과분단고착의 원인이었련 국제적 냉전체제가 해체절 것이

다.언제까지나 무너지지 많고굳건할 것만같았던 분단의 일각에도 서서히 변

화의바람이 불기시작하였다. 2ooo년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결

정적계기였다. 6 .린공동선언 이후지난5년간이루어진 변화는 그범위와 폭.

.v.. 교言과 미래전략 39?



깊이와 속도에서 분단이추諒년간이루어진 그것에 비할수없을정도로 심대

하였다.

1 . 역사꼭 교를

일본의 점령으로부터 해방되면서 한반도에는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었

다.l9都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배로 끝나게 되면서 한국인들은 통일된

독림국가의 건설을 기대하였으나, 전후처리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에 의하여 점

령되는 동시에 분단되는 비운을 겪게된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기원에 대해서

근다양한 시각이 있으나, 분명힌 것은외세의 카축파 빈족내부치 억찰부족이

한반도 분단의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있다
.

料料년 일제의 혹독한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우리민족은 스스로의 운명

을개척할 수있는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없었다. 이러한 해방직후의 열악한

찰경에서 한국인들은 외세의 '분할통치' 전략을 거역하기가 어적됐다. 미국과

소린은 막시작한 냉전대림에서 승려하기 위하여 전세계에 자국에 이로운 세력

권형성을모색하였으며, 한반도도 이러한미국과소련의 대림의 틀애서 벗어나

기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

한반도를 점렁한 이후미국과 소련은 신탁통치를 결정하였고, 이를실시

하기위한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외세의 점령에서 막

벗어난 한국인들은 또다른외세통치의 형태인 신탁통치를 결사딴대하였고, 이

와더불어 국제적인 냉전의 시작으로 실탁통치 실시가 무산되었다. 결국한반도

틀제는 유엔에 넘겨졌고국제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분단이 고착화되고 말았다
.

해방직후한국인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능력과 기회가 미흡했지

만,해방이후2~3년이 지나변서는 민족분열과 영토분단을 극복하기 위한노력

을기울였이야 했다. l9料년 분단정부 수럽과정에시,유엔이 분단정부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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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터라도, 이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의 세력분할을 모적하터라도 한국인

들의민족적 단결이 있었더라면 분단의 고착화는 막을수있었을 것이다 .

민족분얼과 분단정부의 수릴은 결국 l料()년 민족상잔의 한국전쟁으로

이어편고. 다시한번한반도에 대한국제개입을 초래하여 한반도는 외세의 각

축장이 되어버렸다. 한국전쟁은 민족내부에서 빛어진 이데올로기 대림의 산를

이기도 하였으며, 세계냉 전의대리전성격을 데기도 하였다. 서방진영의 천개국

과,공산친영의 소련과중국이 참전하는 대규모 국제전으로 발전하였고, 마침내

외세는 다시한반도를 분단시키는 방향으로 전쟁을 종결하였다 .

한국전정 휴전이후한반도 내의냉전대림은더욱심화되었다. 남한정부

는 '승공통일' 을목표로 한대북정책을 구사하였고, 북한은 '혁명기지론' 등을

주창하껸시 편조선의 적화통일을 추구하였다. 당시는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시

도해야 한다는 주장만 해도반공법에 저촉될 정도로 남북한 간의대화와 교류는

전혀이루어지지 많고있었다 .

i97()년대 들어세게적인 냉전의완화와 데탕트를 배경으로 찰북한은 7 .

4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남북적십자회담 및남북조절위천회 회의를 시작하는 등

제한적인 대화와 교류를 시작하였다. 이어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의3대원칙을 선언하는 등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하였라. 한국정부는

i린3년에 비적성 사회주의권과의 관게정상화를 내응으로 하는 '(i .차선언' 을

발표하였고, 북한은 같은날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러나 l#o년대 에는아직남북찬 간에적대감과 불인이 해소되지 않았

三L, 특히정치적인 신피구측을 이를징도의 찰경이 성숙되지 않은상황이었다출

따라서 남북한 관계는 전면적인 화해분위기를 조성할 반큼의 괄득할 만한발전

을이록하기 어려됐다. i評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반 침공으로 1980년대부터 세

계가다시신냉전 시대로 접어들떤서 남북한 관계도 또한번경직되었다 .

신냉전의도래와 할께경색된남북한 관제는 l撚()년대 중반북한의 합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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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및남한에 대한수재물자 지원등으로 화해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

다.이후l98o년대 후반냉전종식 과정에서 남북한 관계는 남한정부의 i988년

7 .7특별선언과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호전되었

다.l99l년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를체결하여 평화와 통일을 향한

큰걸음을 내디됐다
.

그러나북한의 경제난에 따른체제붕괴의 위기와 l993년 3월MpT 탈퇴

선언에 빠른핵무기 개발의혹등으로 l99o년대 중반일시적으로 한반도주변정

세가상당히 긴장되기도 하였다. 미국클린턴 정부의 유연한 협상으로 북한과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및경수로 원자로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합의를 이끌어내

는데성공하였다.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과 대화는 지속되었으나, 북한은 남한

과의대화를 기피하여 남북한관계는 긴장상태가 계속되었다
.

북한핵문제 등장이후거의단절되었던 남북한 관계는 l9撚년 국민의 정

부의화해협력정책으로 점진적인 관계개선을 이루다가 2ooo년 6월역사적인 남

북정상회담의 개최를 계기로 상대에 대한신뢰구축이 이루어진다. 정상회담 이

후북한은 전방위 외교를 펼치며 개방외교를 표방하였다. 그동안적대시하던

E u 회원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하는등변화의 움직임을 나타

내기시작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한반도 정세는 새로집권한 미국의 공화당 정권이 대북정

책의변화를 모색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규정하였고, 이에대한북한의 반발도 거셀수밖에 없었다. 이후2oo2년

lo월 제2차 북한핵위기의 등장으로 한반도 정세는 다시한번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남북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중대제안을 마련하고 6 .i7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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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통해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북한의 호응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안보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모색하였다 .

우리의 노력과 유관국들의 협력의 결과, 2o料년 9월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 공약을 담은 '9 .l9공동성명' 이채택됨으로색 북한핵문제를 근

원적으로 해결할 수있는발걸음을 내릴게 되었다 .

2 .정책적 교출

한국전쟁을 치른남북한은 나름대로의 통일정책을 모색해왔다. 북한은

체제목표가 '전조선의 공산화' 이듯이 남한을 공산화하여 흡수하려는 정책을

구사하였고, 남한도 북진통일이나 별공통일 같은원색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

였다. 이와같이양측은 상대방을 흡수하는 통일을 국가목표로 삼을정도로 한

치의양보도 없는경직된통일정책을 구사하였다 .

한국전쟁 이후북한은 l96o년대부터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의하기 시작

하였다. i96o년 제시한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은북한이 남한에 대한체제적 우월

감을바탕으로 하여통일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남북한의 통일은 외국의 간섭없이자주적으로 그적고 민주주의의 기초위에서

자유로운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이루어져야 하며7 총선거가 실시될 수없는경

우,과도적인 대책으로서 남북연방제를 제안하였다 .

l評3년의 '조국통일 5대강령' 에포함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연방통

일기구에 정당및사회단체를 포함하자고 함으로씨 남한의 반독재 저항운동을

북한의 통일전선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조국통일 5대강

령의내용은 군사문제의 우선해결과 다방면적 합작, 대민족회의 소집,고려연

방제통일, 단일회원국 유엔가입 등을포함하였다 .

l卵o년 제의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림방안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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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기초위에시 남곡지역차치체를 실시하인 연방극가를 힝성하자는 내

용을골자로 하였다. 연방공화국을 창릴하기 위한설결조건으로 남한의 반공법

과보안법 폐지, 남한에서의 공산주의 정치활동 보장, 북미간의평화협정 체결

및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북한에 대한내정간섭 중지등을제시함으로써 북한

에게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이후통일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

북한은 l雌o년부터 공세적인 통일방안을 제의하였으나, 남한정부는 통

일역량을우선 갖춰야 한다는 입장에서 통일방안 제시보다는 경제건설에 더

치중했다. 그러던 한국정부도 l9鵬년대에 들어서면서 통일방안을 제시하기 시

작하였다. l982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을거쳐서,i989년 '한민족공동체 통

일방안 을제시하였으며,l9諒년에 3단계 개념이 추가되었다. 남한의 공식통일

방단인 '한i,J즉공동체 건실을 위한3반게 통일방안' 은라주.필화.인주의 3

원칙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철학을 바탕으로화해.협력과 연합단계를 거치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자유와 복지,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는 완전한 통일국가를

건설하자는 방안이c.1..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통일방안을 제시한 후남북한 정부가 얼

마나통일을 위하여 노력했는지에 대하여는긍정적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한편

으르는 틀일방안을 제의하 t서빠를한편으로는 적때적인 정책블지속하는 이

중성을 보여온 것도사실이다
.

#북한른 l對()년대 말이후틀일을 목를인 등시에과정으4. 보호, 평화글

존을위해정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공통인식을갖게되었다. 북

?..은 평화공존을 통한 '낮른 간게의 인방제' 를내/.i1우기 시작料다. 국t의정부

와할인정부는 통일보다는 틀일을 이루는 과정인 천화에 터역친을 두고있다
.

200U린 f)월 l5일 남북정상회담 공동설인 제2항해는 '받한의 련찰제와 북한의

낮은간계인방게'와의 공틀및을 인정하고 이바방에시 통일을 z진하자고 언

급이되어있다. 이는남과북이힘을합쳐평화공존하며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斗oo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1

활성화하여 평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통일에 접근하자는 것이다. 냉전종식과 남

북한의 화해 .힙력을 추진한 이후 공세적인 성격의 통일안보다는 통일을 이루

기위해서는 평화가 우선이라는 시각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에 초결을 맞추고 있

는 것이다
.

따라서 분단撚년을 돌이켜보건대 안보의 개념을 평화의 개념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절요하다. 통일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안보위협을 불식

시키는 것이우선적으로 절요한 것이다. 안보위협의 해소는 양측이 평화관계를

수림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공세적인 통일방안을 강조하기보다는

적대감을 줄이고 화해와 협력을바방으로 한 평화관게를 수릴하는 것이 진정한

틀일로 가기위한 긴 여정의 첫걸음이라 할수 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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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

통일은 어느순간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아니고, 누가가져다 주는기

적도아니다. 분단당사국들이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차이를 극복하고 제도적인

평화와 통합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느냐, 분단국 주민들이 얼마나 서로를 이해

하고하나가 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통일은 앞당겨질 수도있

고순조롭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것이다
.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내적으로 통일정책에 대한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이

다.대외적으로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지지하고 보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통일환경의 조성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제도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할것이다
.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노력도 아울러 추진

되어야 한다. 평화와 경제라는 통일과정의 두바퀴를 동시에 굴림으로써, 사실

상의통일상황에 접근하고 나아가 정치적 .제도적 통합을 이루는 계기를 확보

해야할것이다
.

斗o2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1.통일찰경 조성

통일을 위해서는 가장먼저내부적인 국민통합부터 이룩해야 한다. 북한

및남북관계에 대한시각차이로부터 비롯된 남남갈등은 물론, 정치.경제.사

회등국가전반에 대한보수와 진보의 갈등,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고있는지역

갈등등은통일의 장애요인이 될가능성이 높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전체의 시각이 획일화되는 것은바람직하지 많지만, 국가발전에 저해요인이 되

고있는국민분열은 지양하는 것이통일을 향한올바른 길이다 .

북한을 대릴과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동반자라

는시각을 가지고 포웅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지원과

교류.협력은우리의 적대세력을 살찌우는 것이아니라 어려운 이출을 돕는인

도적인 조치이고 한반도 평화를 창출하고 민족번영을 위한통일을 준비하는 과

정으로 이해해야 할것이다. 통합을 하기위해서는 통합당사국들의 경제수준이

비슷할 경우가장순조로운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되새겨야 할것이다 .

또한남북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데있어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과 -U

력도중요하지만, 비정부기구의 역할도 중요하게 대두된다. 특히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국민적 합의창출에는 시민단체와 언른등민간기구들이 적극나서

야할것이다. 시민단체의 통일운동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보완하는 데큰역할

을 할 것이다
.

통일과정에서 극복해야 할또하나의 국내적 장애요인은 통일에 대한무

관심과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독일통일의 후유증과

M F 이후경제적 어려움은 국민들에게 통일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

을생각하게 하였으며, 통일을 정서적인 측면보다는 현실적 이해관계로 인식하

게하였다. 특히신세대들의 통일에 대한무관심은 앞으로 통일과정에서 넘어야

할큰과제로 데오르고 있다. 궁극적으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한두려움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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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에대한가장중대한 국내장애요인이 될수있다. 현재여유로운 삶을영위하

고있는데 통일이 되면현재누리고 있는것을박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통일에 대한거부감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통일무관심 내지반대충의 통일에

대한부정적인 태도를 불식시리기 위해시도 통일에 대한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

대외적 통일환경을 살펴보면, 동북아의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

하여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중요하다. 과거서독의 경

우치.소와 유럽각국간의 우호협 럭관계 유지와 통일독일의 게래상에 대한존

명한비전을제시함으로씨 유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이끌어낸 바있다. 한반도

의통일이 이루어지면 자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동북아 세력관제가 재편될지

도모르고, 통일된 한국은 자국이 부담을 안고경쟁을 하여야 할강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을 가질수있다는 점을경계해야 할것이다
.

동북아지역 극가들의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관게또한한반도 통일의 장

애요인이 될가능성이 높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러시아와 중국
.

일본의 무력대림을 동반한 갈등관계는 한반도의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의

조성을 어렵게 만들것이다. 빠라서 동북아의 냉전종식은 한반도 통일의 절수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

한반도 통일에 대한국제사회의 협조를 얻기위해서는 통일한극의 외교

안보정책에 대한주변국의 염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 통일이후주

변의모든국가와 선린우호 관계를 가질것이라는 점을명확히 하여야 한다. 남

한과북한이 분단당시몇고있던때외조약과 협정들을 존중할 것이며, 통일이

후공천무사찬 원칙하에서 새로운 대주변국 관게를 모색할 것이라는 친을밝혀

야할 것이다
.

남북관계를 개설하고 발전시키는 것이통일환경 조성의 파장중요한 요

소임은 더말할나위가 됐다. 2()脚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남북관계는 어느정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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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최구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교류힙럭을지속하고 있다. 남북장관급회담, 남

북국방장관회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체육회담 등

다방를의 회담을 개최하였다. 또한개성공단을 개발하는 등단순한 경제교류의

단계를 념어본격적인 경제협 럭을추진하고 있다
.

북한핵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관계는 교류와 협럭을치속하고 있다
.

금강산 관광이 지속되고 있고, 개성공단 개발등경제교류 .협럭이확대추진되

고 있으며, 각종문화교류도 이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힌 관계가 통일로 이

어피기에는 아직크게미흡하다. 현재의 남북한 관게가 통릴로 이어지기 위해서

는 '평화체제구축' 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의단계를거쳐야할 것이다
.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출

한반도 천화체제는 글게는 남북한의 평화, 넓게는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

의다자적 평화관계 수림을 포괄해야 한다. 남북한의 평화는 현재의 교류 .협력

관게를 발전시치 결치적으로 신치를 구축하고 치이어 군사적 신피구축의 단계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l對2년에 발효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교류 .협력

에관한합의서' 를기본를로하여남북한의 평화관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일단한반도의 냉전이 종식되도록 남북한은 물른동북아 국가들의 협력

과노릭이 필요하다. 한반도를 중성으로 한주변국들의 패권경쟁 등 정치적갈

등이정리되어야 하고. 군비경쟁이완화되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한바
.

이와함께우리내부에 남아있는 냉전적 의식과 사고를 극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남북한간 빈족동질성 회복에 주력하널서 통일의 치래상을 세우고 윈

칙을 지키피 장기적인 시각에서 인내와 양보를 바찰으로한 대북정책을구사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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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남북한의 노력만으로 이루기는 어려우며 ,주변국들의 지역평화

유지를 위한포괄적이고 다자적인 협력이필수적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는남북한을 중심으로 하고주변국을 포괄하는 형태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우선

남북한 간의적대감 해소와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하면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정치적 신뢰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분단6o년을 회고해볼 때l99o년대 후반 이후남북한 관계는 상당히 안정

적인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데올로기를 떠나문화적인 교류가 이루

어지고 있고,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기위한경제교류를 넘어서 관계발전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력, 과거에는 북.미관계에 종속되었던 남북한 관계가

이제는 한반도 문제해결의 중심에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

적인측면에서의 상호불신이 해소되어 서로에게서 느끼는 군사안보적 위협도

상당히 줄어근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남북한이 심리적 측면에서 어느정도화해를 이루게 되면그다음제도적

측면에서의 평화체제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는 '평화공동체' 를 형성하여 한반

도의평화를 통일로 잇기위한것이다. 한반도 평화공동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

화를기반으로 하여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포괄하여야 한다. 남북한이 화해협력단계에서 연합단계로 가기위한

중간과정으로는 평화공동체가 바람직하다 .

평화공동체에서 제도적인 신뢰구축이 이루어지고 나면핵심적으로 다

루어야 할사항은 남북한의 군비축소이다. 남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실질적으

로감소시키기 위하여는 군비축소가 필요하다. 이군비축소는 주변동북아 국

가들과의 협력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의 주도

적 역할과 노력을 바탕으로 주변국의 참여와 협조를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달

성될수 있는 것이다
.

한반도 평화의 다자적 접근은 한반도의 평화가 주변국의 지지, 지원및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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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한반도의 평화없이동

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불가능하고, 동북아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반도

의평화와 통일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6자회담을 통해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추진에 대해합의한 것은의미있는 일이다. 앞으로 한

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논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과정과 상호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시 조화롭게 진전되어 나가는 것이중요하다. 한반도 평화

체제구축은 향후동북아의 다자적 안보협력체가 형성.발전해 나가는 데첫걸음

이될것이다
.

3 . 남를경제공동체 형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남북경제공동체를 향한준비도 병

행하여 확실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
.

통일로 가는과정에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중요한 징검다리이다. 준

비되지 않은통일이 어떤부작용을 낳근지 그리고 릴절적 찰계의 피린됐이이루

어진제도적 통합이 어떤결과를 가져오는지 독일과 예멘의 사례를 통해 알수

있다. 특히남북의 경제격차가 큰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은 우리경제에 엄청

난부담만을 가중시키게 된다. 통일을 통해남북주민의 찰의질이향상되는 것

이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인한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커

지게되는 것이다. 이러한통일은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아니다 .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은실질적인 이익의 공

유라는측면도 있지만, 미래의 역사에서 한반도가 그중심적 역할을하기 위한

기본전제라는 의미도 있다. 이미동북아 각국은 미래의장기적 국가비전을 가지

고향후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소

강사회 간설을 목표로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진행중이고,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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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정치 .군사적 위상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강한 러시아 의모토아

인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o2o년이면 아시

아 .래평양 지역에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하나의 지역경

제로통합되는 것이다
.

냉전구조의 해체와 동북아 질서재편의 역사적 전환점에서 우리에게 요구

되는것은자신감을 갖고우리 손으로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다. 불행했던 역사

를되돌아보면서 주변강대국에 친둘리지 않고우리스스로 우리운명을 결정해

나갈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펼요하다. 한국은 전정의 페허에서 눈부신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세계적 수준의 민주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방으로 이제평화번영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시점이 되었다. 料2o년 남북경제

공등체 형성은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핵심열좌이며 ,유럽통합의 모델

에서그시사점을 찾을수 있다
.

l料o년 5월프랑스 외무장관인 로버트 슈망은 유럼의 석탄과 철깅의 생산

및판대를 공동관리할 것을제의한다. 탱크와 대포등무기생산과 군수산업에 반

드시필요한 원료인 석란과 철강해 대한공동관러를 통해 경제적 협력관계를 넘

어전쟁을 통제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를 바련하고자 하는의도였다. 유럽석찬

필강공동체(ECSC) 구상은 결국경제적으로 공동시장을 이루고, 정치적으로 초국

가적통합으로 가는유럽통합의 중요한 전기를마련하였다
.

이러한 유럽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크다. 첫째, 적극적 평화를

위한경제협 력이다. 경제번영의 기회를 통해군사적 분쟁가능성을 제거함으로씨

상호적대관게를 해소하는 것이다. 평화정착의 성과가급방눈에보이지 않는다고

해서혹은일시적 긴장이 조성된다고 해서경제협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역설적

으로평화정착을 위한가장좋은수단을놓치는 결과가 될것임을유념해야한다
.

둘째, 공동번영의 호혜적 협력이다. 남북은 그동안대림하는 데만 익숙

해져있었다. 내가존재하기 위해시는반드시 상대를부인해야 했기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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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냉전시대의 대림적 논리를 가지고는 공동번영을 결코 이룰수 設다. 공동

번영의 목표설정은 자연스럽게 호혜적 관계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통일로

가는과정에시 대립되는 양측이 경제공동체 형성을통힌 공동번영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릿은향후 비경제적 존야에서 의장기적인협상과 이해관

계의조정과정을 유지시치는 동력이 될것이다
.

마지막으로 유럽석발철강공동체가 l인7년 Ec를 거처l料5년 마스트리히

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料o4로 할전하였듯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장차

한반도의 정치적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다
.

장북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결근이 필요하라. 떤저개

성공단을 건설하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며 ,금강산 관광 등 주요 경철사업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면서 경제협 력의템위를 확대하고 제도화해 나갈절요가 t ,

다.협력을확대시키고 다시제도화를 통해공고화하는 순환과정을 통해남북 경

제의상호 의존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

이를 바탕으로 호해적인산업헙 력을 확대하고 교통 .물류. 에너지, 통신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북한 경제의 차생력을 확보함으로씨 남북

경제공동체의 기할을 구축하는 것이필요하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간 계힌없는 자유부역이

이루어치는 라理년까지는 남북 공동시장 등 남북경제공동체 헝성이 가능할 것

이다.

4 .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전략 - 평화경제른

찬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관게를 이어나가

는 것이필수적이다.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없이 경제힙 력의발전은 분정한 한게

가있다. 경제협 력의편전을 위해서는 평화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경제적 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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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평화정착을 진전시킬 것이다. 즉 경제가 평화를 견인하고, 견인된 평화가

경제를 어주는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

이러찬 평화와 경제의 설순환 구조를 통해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한반

도평화체제 구축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새로운 레니엄의시작과 함께이루어진 남북관계의 변화는 분명히 통

일을지향하는 것이머 ,우리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분단의

해소는 우리민족최대의 과제이며? 통일을 이루지 않고는 광복은 영원히 미완성

에머무를 수밖에됐다. 이제더이상우리의 자손들이 세계유일의 분단국이란

굴레를쓰고 살게해서는 안될것이다
.

분단의 극복은 민족공동체의 회복이라는 당위적 측면에서만 요구되는 것

은아니다. 2l세기 국경없는 무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세계화 시대에 분단

의극복은국가 생존의 필수요건이다. 우리나라가 발도의 섬'으로고릴되어 있

는한우리는 미래를 기약할 수없다. 분단을 넘어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중심거점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은 국가존립

과발전의 핵심전략이며, 이의성공적인 실천여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것이다
.

광복編주년, 분단撚주년 그리고 6.i5 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2oo5년에

과거를 되돌아 보는것은지난6o년에 대한성찰을 통해미래를 설게하고 그초석

을計기위함이다. 이제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에게 달려있다
.

4 I o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1
1





'"'":. .'"'- 3-'a

經.72
f M T = f 設c



.남북관계 연표

W | 3:W . .\7 북7........T aU [........:. 북한

분단찰정기 .인諒fK1945.2)

1 9 4 5 ~ 1 9 5 3 \
포츠담회담(1945.7)

.모스크바 3상회의
8 .15 광복(1945.8.15)

(1945.12)

제주 4 .3사건 발생

(1948.4.3)

제1차 남북연석회의 개최

5 .1o선거 실시
(1948.4.19~30, 평인

(1948.5.10)

이승만 초대대통령 선출

(1948.7.20)

대한민국정부 수립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948.8.15)

선거(1948.8.25)

유엔. 대한민국정부가 김일성 츠대수상 선출

한반도에서 유일詰법정부
(1948.9.8)

임을 선언(1948.12.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팀(1948.9.9)

미군. 남한에서 철수완료
중국공산당. 중화인민

(1949.6.28)
공화국정부 선포

(1949.10.1)

애치슨라인 발표(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한국

제외X1950.1.12)

한국전쟁 발발

a.7? 아이젠하워정부 (1950.6.25)

출범(1 953. 1)

스탈린 사刻1953.3.5) 휴전릴정 조인19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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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기 i 제네바회피1954.4)
8월 종파사건 (1956.8)

1 9 5 4 ~ 1 9 7 0

4 .i9 혁刻1960.4.19) 김일싫 남북연방제 제안

(1960.8.15)

5 .16 군사쿠데타

(1961.5.16)

4대군사노선 채택

(1962.12.10) 1

베트남 파업 시작

중국 핵실험 성공 (1964.9.22)

(1964.10.16)

한.미주둔군 지위철정

(SOFA) 체결(1966.7.9)
중국문화대혁명(1966.8)

갑산파 숙청(1967.5)

북한 무장게릴라 청와대 미국정豈수집할 푸에블로호

기습 (1968.1.21) 나모(1968.1.23)
체코자유화운동(1968.4)

북한 무장게릴라 울진 .

1
삼척 침됐1968.11) 김창봉, 허봉학 등숙청

1
(1969.1.6)

미국 정찰기 EC-121

닉슨독트린 선언
피격(1969.4.15)

3선 채헌안과 국민투표
(1969.7.25)

대한항공기 피랍
법안통해1969.8.22)

(1969.12.11)

주한미군 감축안 발표

(1970.6) r8 .15평화통일구상선

언-,(1970.8.15)

1

부륵 차린
1



시기 국제 남 .북한 남한 북한

냉전기 要 한적. 남북이산가로문제
1 9 7 1 ~ 1 9 8 7

남북적십자. 남북 직통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전화개통(1971.9.22) 회담제의(1971.8.12)

미.중 상해공동성명

(1972.2.27) r7 .4 남북공동성명J 발

표(1972.7.4)

남북적십자 본회담 첫

개최(1972.8.29-9.2)
유신체제 출범(1972.10) 북한헌법개정. 김일성

남북조절위원희 본회의 국가주석 추대(1972.12)
파리평화협정 체결

첫개최(1972.11.30-미 2.1)
(1973.1.27)

r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J

(1973.6.23) 김영주. 남북대화 중단

선언(1973.8.28)

김정일. 노동당비서국의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

r남북상호불가침협정J 비서취임(1973.9.4~17)

체결 제의 (1974.1.18)

북 .미평화협정 제안

(1974.3.20~25)

김정일. 당의유일사상

체계 피립의 1o대원직

사이공 할락(1975.4.30) 발표(1974.4.14)

헬싱키 희딤(1975.7)

북한판문점 도끼만행

사건(1976.8.18)

박정희 대통령 사망

(197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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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발 .북할r . 남한 r.. 북한

냉전기 童 광주민주화 운동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식

1 9 7 1 ~ 1 9 8 7 (1980.5.18) 화및 r고려민주연방

공화국창립방안J 제안

(1980.10, 노동당 제6

1 차 대회)

미국 러o 건정부 출범

(1981.1) r민족화합민주통일방인

발표(1982.1,22)

r2o개시범실천사업J 제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

인1982.2.1)
하여" 발표(1982.3.31)

미얀마 아웅산 레러사건

(1983,10.9)

제1차 남북체육회담

(1984.4.9)

북한. 남한에 수재물자

차訓 984.9) r합영법J 채택(1984.9.8)

제1차 남북경제회담

(1984.11.15)

소련. 페레스트로이카

선언(1985.4) 남북국희회담 제1차예비

접촉(1985.7.23)

남북이산가족 및 예술단

교환방됐1985.9.20) 핵확산금지조인Npf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 가입(1985.1 2.1 2)

(1986.12)

6 .1o항쟁(1987.6.10)

6 .29선언(1987.6.29)

부록 斗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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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I 노태우정부 출인1988.2)

1 9 8 8 ~ 1 9 9 2
r7 .7선언J(1988.7.7)

문익환 목사방북, 김일 서울올림픽 개최(1988.9)

성 주석 면인1989.3)

임수경. 평양세계청년

학생축전 참가차 방북
제13차 평잉 세계청년

(1989.6.30~8.15) r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J
학생축전(1989.7)

베를린장벽 붕괴
발표(1989.9.11)

(1989.11.9)

미 .소 몰타 정상회담

(냉전 종식선언)

(1989.12.2)

소련 공산당 제28차

당대회(인간적 .민주적
r남북교류협력에관한

사회주의 노선 채택)
제1차 범민족대회 법률J 제정(1990.8)

(1990.7.12)
(1990.8.13~17)

J h차 남북고위급회담 한 .소 수교(1990.9.30)

동서독 통일(1990.10.3) (1990.9.4~7, 서을)

남북 유엔 동시가입

(1991.9.17)

r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소련를방 해체 관한 합의서J 채택

(1991.12.8) (1991,12.13)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

r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J 역지대 지정(1991.12.28)

A E A 임시 핵사찰단 북 채택(19 9 1.12.3 1) AE9와 핵안전협정 체결

한 방인1992.5.25) (1992.1.30)
한 .중 수교(19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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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夏 미국클린턴정부 출범 문민정부 출범

핵확산금지조인NpT)
1 9 9 3 ~ 1 9 9 7

(1993.1) (1993.2)
탈퇴선언(1993.3.12)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993.4)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국제원자력기구(1AEA)
방됐1994.6.15~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탈퇴(1994.6.13)
. 준비접촉(1994.6.28,

판문점 평화의집) r한민족공동체 건설을 김일성 주석 사를리994.7)

북 .미 제네바합의 위한 3단계 통일방안J

(1994.10,21) 발표(1994.8.15)

클린턴 행정부

신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 발표(1995.2.27) '선군정치. 개시(1995.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발족(1995.3.9)

남한, 대북 15만톤

발지원(1995)

1

1 북한 잠수정 강릉 침투
1 중국. 덩샤오핑 사망

(1996.9.18)
(1997.2.19)

대북 경수로 부지준비공
1

사 착誇1997.8.19)

1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1 4자회담 제1차 본회담 취임(1997.1 0.8)

M F 구제금융 신청
(1997.12.9)

(1997.12.3)
미꼭 대북2o만 톤

식량지원 발표(1998.2.5)

U 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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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냉전기 Il[ 국민의 정부출인1998.2) 사회주의헌법 개정 및김

19 9 8 ~현재
t북경협활성화 조치. 발 정일체제 출인1998.9)

표(1998.4.30)
금강산관광 시인1998.11)

남북해군. 치해상 교전
미국. .페리보고서 의회 북한Tv방송 시청허용

(1999.6.15)
제출(1999.9.1 5) (1999.10.22)

비국. 대북 경제제재 부분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남북정상희담 및

해제 발표(1999.9.17) 선y 발표(2000.3.9)

6 .15 남북공동선언

(2000.6.13-15, 평양) 김정일. 중국 방문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2000.5)

(2000. 6.27 ~3 0 금강산)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2000.7.29 ~31, 서울)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비전찰장기수 e3명 북출
교출.1(2000.8.15 -18)

올브라이트 미국국무장관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2000.9.2)

북 .미 공동커뮤니訓 발

방리2000.10.23 -25)
(2000.9.25 ~ 26, 제주) 표(2000.10.12)

미국 부시정부 출범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제1차

민통선내 도라산역 준공
(2001.1)

희의(2000.12.27-30, 김정일. 중국 방문
(2001.4)

9 .11 M2001 .9.11 )
평양) (2001.1)

부시 대통령, 연두교서

에서 북한을 .악의 축
.

으로 규정(2002.1.29) 남북해군. 서해상 교전 경제관리개선조치 발표

(2002.6.29) (2002.7.1)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 김정일. 러시아 방문

대치 북한선수단 .응원 (2001.7. 2002.8)

단 침개2002.9) 북 .일정상회담

부시. 국가안보전릭 빌표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 (2002.9.17)

(2002.9.17) 로 착공식(2002,9.18)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

(2002.9)

미국 켈리특사 방북
.

북한 농축우라늡 학프로

그램 AI"1(2002.10)

좌2o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g및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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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7l 7 :제 남 북할 . a U 북한

탈냉전기 理 금강산 관광지구 지정

19 9 8 ~ 현재 (2002.10)

1 개성공업지구 지정

(2002.11)

핵동결 해제 선언

(2002.12.22)

핵확산금지조인NpT)

미국과 이라크 간 전쟁 참여정부 출인2003.2)
재탈퇴(2003.1.10)

시인2003.2)

유엔인권위, 북한인권

결의안 최초 채택 퍼懼료봉 재처리작업

(2003.3.25) 개성공단 착긍
재개(2003.4.18)

(2003.6.30)

r남북 사이의 투자進장

1차 북핵 6자희담 에관한합의서J 등 4개

1 (2003.8.27~29, 북경) 경협 합의서 발호

1
(2003.8.20)

2차 6자 회담 김정일. 중국방문
1

(2004.2.25 ~28, 북경) (2004.4)

3차 6자희담 용천역 폭발사고

(2004.6.23 ~26, 북경) (2004.4.22)

미국. r북한인권법J 빌호
개성공단 시범단지 준공

.

(2004.10) 핵보유 및 6자회담
생산 시인2004.12)

무기중단 선언

정동영 대통령특사 김정 (2005.2.10)

1 일 면담(2005.6.17)
4차 6자회담 1단계 희의

제1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2005.7.26-8.7, 북경)
(2005.8.15) 8 15 남북공동행사

4차 6자회담 2단계 회
남북이산가족면회소 착공 참가차 남한 방문

의.공동성명 채택
(2005.8.31) (2005.8.14~17)

(2005.9.13-19)
남북경제할력험의사무소

개소(2005.1 0.28) 부산 Ap E c 정상회의
유엔총차 북한인권결의

(2005.11.18-19)
안 채택(2005.11.17)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r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

(2005.12.13 ~16, 제주) 률J 제정(2005.12)

1
1 주록 차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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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후기

r통일노력 龍心』은 남북관계 6o년을 역사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

이책의가장큰특징은 당국간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비당국 간교류와

협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부 .비정부 통일노력의 상호 연관성을

조명한 것이라고 할수 있타
.

이책은통상적인 경우보다는 많은편집작업을 필요로 하였다. 일차적인

편집작업은 각집필진들이 작성한 원고를 시기별로 분산시켜 배치하는 것이었

다.남북관계에 대한다양한 시각과 중요도에 대한다른생각을 한권의책안에

서조화시키는 일이이책의편집과정에서 가장어려운 일이었다. 또한중요한

사실에 대한누락이나 과장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편집작업중의하

나였다.

이책은기획단계에서부터 많은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발간위원회

회의, 통일부 T/F 팀의검토회의, 수차례의 집필진 워크숍) 그리고 크고작은간

담회등을통해책의방향과 틀을다듬어 나갔다. 이책에는 린명의 주집필진이

외에도 보조집필진, 인터뷰에 응하여 주신분들, 기꺼이 자문과 감수를 수락하

여주신분들5교정을 하여주신 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담겨있다. 임동원 세종재

단이사장,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께서는 기획단계부터 책의방향을 잡아

주시고, 일차원고와 최종원고를 꼼꼼히 검토해주셨다. 김웅진 한국외국어대 교

4 2 2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1
수,길정우 중앙일보 논설위원, 유호열 고려대 교수,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1

교수, 신효숙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윤여령 민족통일연구소 연구원, 조

영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김갑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

수,양문수 개성포럼 운영위원, 통일연구원의 전현준, 최수영,조민, 박영호, 이

교덕, 임강택 ,조한범 ;김수암? 조정아 연구위원은 중요사실의 누락과 책의균형

에대하여 조언해주셨다. 김연철 전남북회담사무국 연락과장은 개인적으로 소 .

장하고 있는귀중한 사진들을 제공하여 주셨다. 김인숙, 권혜조, 이찬희 ,김민영

연구원은 회의준비와 편집작업, 인터뷰 정리와 행정일을 도맡아 주었다. 이모

든분들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매 인터뷰 마다 참석해 한 장의사진을 위해 수시간씩 노력해주신 심환

근,임승수, 전성영 세분의 사진작가와, 좋은 책을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으신 다

해미터어의 최정윤 사장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

2o郎년 l2월

최진출 를일노력 6o친 집필책임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를양초 를일노력 編릿 T/F 팀장,통일부 혁신재정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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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위원회 위원장 :강만길(광복6o년기넘사업4진위원회 공동위원징)

위 원 :강인덕(극동분제연구소 소장), 김영희(중앙일보 극제분제 대기카), 박재규(경4 대

학교총장), 백낙청(씨울인 명예피수), 오재식 c드비전 91i. 회料, 이경숙(숙명여대 출인.

이호철(소실기, 이홍구(/.를국제포럼 이사인, 이재정(민주필화통일자분회의 수석부의@),

임동원(세종제단 이사장), 정세현(민화협 대표상임의장), 한완상('l1힌적십자사총차

집필책임 :최진욱(통일인구원 선임인구위인

집 필 진 : 김계동(국가정보대학원 교수), 김귀옥(힌성대 피수), 김근식 c남대 교≠.

김병로(아세아연합신학대 고수), 박종철(틀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승지(경최대 교수),

이대근 @항신분 국제부장), 이석(통일연구원 일÷'.위원), 이진영(인하대 교수), 정영철

(서출대 연구교수), 정현백천균간대 교수), 총용표(힌잉대 초수)

통일부 T/F 템장 :言양호憎산재정기획실장)

팀 원 :김웅희(남북회할사무극 회담운엉부料, 박갑수(통일핀육된 교수), 이정옥(릴친찰

여담당관), 김진구仰원기획괴상), 김종욱泥학보좌관), 활정주情기관), 윤민초(사무친 .

홍미루(사무란, 하경희(사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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