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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글은 스마트파워 개념을 적용하여 대북정책 추진체계를 검토하려는 시도이다. 북

핵 문제가 해법을 찾기 어려운 현재의 조건에서 당장의 해법 추구보다는 중장기적인 대

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발상을 갖고 접근하기 위해서 최근 미국을 중심으

로 대두하고 있는 스마트파워 개념은 유용성을 갖고 있다.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구성된 

하드파워와 문화, 정치적 가치관, 그리고 대외정책에 토대한 소프트파워를 잘 결합시켜 

놓은 스마트파워는 비록 개념화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대북정책 논의에서 간과돼 온 한국

의 매력 자원들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대북정책은 북한, 국내사회, 국제사회 모두를 고려하면서 추진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북한에 대한 하드파워의 구사에만 관심이 집중되었다. 또한 대북정책

의 내용 외에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결합시키는 정부

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스마트파워는 북한에 대해서도 한국이 갖

고 있는 매력 자원을 동원하고,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스마트파워 전략 하에서 대북정책 추진체계를 위해서 첫째, 정부 차원에서 정책 추진

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향상시켜야 하며, 둘째, 스마트파워 전략을 대북정책에 있

어서 실천하기 위한 정부 부처 내 인적·조직적 개선을 추진해야 하고, 셋째, 정부와 민

간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넷째, 시민사회 내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

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대북정책, 대북정책 추진체계, 스마트파워,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북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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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이 글은 대북정책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최근 미국

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파워’(smart power) 개념이 어떤 유용성을 가

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시론적 성격을 갖고 있다. 스마트파워

는 하드파워(hard power)와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잘 버무려 놓은 힘

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드파워, 즉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

니라 하드파워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프트파워, 즉 문화, 외

교 등 무형의 매력적인 힘도 갖춰야만 비로소 스마트파워를 보유하게 되

는 셈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이 같은 개념이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어떤 의미와 의의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대북정책은 일차적으로는 북한을, 그리고 국내 사회,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삼는다. 대북정책이 타깃으로 삼는 대상이 복합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만일 이 중 어느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하드파

워 또는 소프트파워 중 하나를 잘 구사하면 될 수 있다. 예컨대 북한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대북정책이라면 하드파워의 적절한 배합만으로도 대

북정책을 훌륭하게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북한과의 교류가 지극

히 제한적이므로 소프트파워가 구사될 여지가 적은 까닭 또한 하드파워에 

대한 의존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대북정책

에 있어서 하드파워는 “채찍[군사력]이냐, 당근[경제력]이냐”라는 이분법

에 함몰돼 있으며, 그 적절한 배합조차 항상 논의대상에서 비껴나 있다.

대북정책의 지평을 넓혀놓고 보면 북한만을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당

장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지만 중장기적 전망 하에서 추진돼야 할 정책

의 일관성을 위한 국내정치적 지지와 합의 기반은 물론이고, 핵문제와 

같이 국제협력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한 접근에도 도움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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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대북정책은 이와 같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맥락에서 사고돼야 하

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프트파워를 곁들인 스마트파워 개념의 유용

성은 한번쯤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스마트파워 개념

과 북한 문제 간의 상관성에 대해 언급하고 대북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하

는 데 이 개념이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를 개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글은 스마트파워를 대북정책 추진체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도외시했던 

소프트파워와 스마트파워의 현실적 적실성을 대북정책을 사례로 해서 

검토하려는 시도이다.

Ⅱ. 북한 문제의 고질성과 스마트파워

2009년 하반기 북핵문제는 여전히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지구촌 위

를 비행하는 죽음의 여신 발퀴레(Die Walküre)를 연상시킨다. 4월 5일 ‘인

공지구위성’인 ‘광명성 2호’라고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위성체를 로켓에 

실어 발사했고, 5월 25일엔 2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감행했다. 그 사이 

북한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했고, 변의 사찰관을 추방시켰으며, 폐연

료봉 재처리에 착수했다. 이로써 2007년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타

결된 북핵 불능화를 담은 ‘2·13합의’ 국면은 적어도 2009년 하반기 현재 

종언(終焉)을 고한 것처럼 보인다. 더 중요하게는 2006년 10월의 1차 핵

실험에 이은 2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공고화된 것처

럼 보이게 되었다.1) 미국의 오바마(Barack Obama) 정부는 핵실험 직후 

 1) 6월 13일 북한은 전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여 제재결의안 

1874호를 통과시킨데 대해 “핵보유국인 우리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담은 북한 

외무성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 있기 한 달 전인 4월 20일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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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제1874호를 이끄는 

기관차의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5개월째 강도 높은 대북 압박 국면을 이

끌고 있다. 출범하기 전 북미관계 개선의 진앙지(震央地)가 될 것으로 각

광을 받았던 미국 민주당 정부는 그런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남북관계 역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온 경색 상태를 크

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인 2009년 4월 21일 개성

공단에서의 임금 인상과 토지 사용료 요구 등 사업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북한의 통지가 전달되어 남북 경협의 상징물인 개성공단의 운명

이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더욱이 개성공단에서 근

무하는 현대아산 직원이 북한에 의해 억류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북한 

문제는 1998년 이전의 상황으로 거침없이 회귀하는 양상을 보 다.

제어할 수 없는 핵무장화의 길로 질주하고, 남북관계를 비틀어 버릴 

듯 덤벼들었던 북한이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유화적인 태도로 표변했다. 

주지하듯이 클린턴(William Clinton) 전 대통령의 방북을 요구하여 성사시

킴으로써 억류했던 미국인 여기자 2명을 석방하고, 현정은 현대 그룹 회

장의 방북을 수용하여 억류 직원을 풀어주는 조치를 취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신호탄으로 북한은 전방위적 대화 모드로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조문하기 위해 서울을 방

문한 김기남 조선노동당 비서는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북

한이 남한과의 대화 국면에 갈급하다는 인상까지 심어주었다. 이명박 정

부 들어서 처음으로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개최되었고, 북한

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http://app.yonhapnews.co.kr (2009-04-21 10:09 송고). 또한 2008년 

말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 사령부(JFCOM)가 발간한 “2008 합동작전 평가보

고서”에서 북한을 아시아의 핵보유국으로 적시한 바 있다. 

http://app.yonhapnews.co.kr (2009-04-24 10:38 송고).



대북정책 추진체계와 스마트파워❙ 7

의 임진강 무단 방류 사태로 한국인 6명이 사망한 이후 이 문제를 논의

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도 개최되었다. 게다가 싱가포르에서는 정상회담

을 위한 막후 접촉도 있었다. 그야말로 2009년 남북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그러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기시감(旣視感)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위기 조성과 유화적 태도, 이어서 대화 국면, 협상, 합의, 그리고 이행 과

정에서의 결렬, 다시 위기로 이어지는 ‘제자리걸음’의 양상이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과거 북핵 국면에서 늘 보아왔던 기억의 소산일 

터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볼 때 북한 문제는 고질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도 상당 기간 그렇게 남을 것이다. 작금에 드러나는 북한의 유화적인 태

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1993년에 시작된 1차 북핵 위기 이래로 북한문

제(North Korea problem)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은 이 문제가 쉽게 풀

리기 어렵다는 사실만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 이와 같이 

북핵문제를 포함해서 북한문제가 고질적인 이유는 그것이 북한의 정권

과 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유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탓이라고 하지만, 사실 북한이 

남한을 포함해서 대외적으로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경제교류를 비

롯해서 국제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나선다면 북한을 적대시할 나라는 

하나도 없다. 결국 도발적인 대외정책과 폐쇄성은 북한 내부의 억압성과 

통제성과 맞물려 있는 것이고 이는 정권의 문제가 근저에 자리하고 있다

는 의미일 것이다.3)

 2) 북한 문제란, 북한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

지만, 그것들이 한국과 주변국들의 외교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점

에서 문제적(problematic)이다.

 3) 북한의 정치체제는 ‘혁명전통’에 의해 많은 부분 규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의 권력세습에 의

해 북한의 정권이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만일 권력이 세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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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고질적인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북중 수

교 60주년을 맞이해서 평양을 방문한 원자바오(温家宝) 총리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을 비롯해서 다자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언급함으

로써 6자회담의 불씨는 아직 살아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만일 6자회담

이 재개되면 북핵 협상의 모멘텀은 되살려질 것인지, 그리고 북핵 문제

는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것인지.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간

의 비 접촉은 일단 불발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 재개될 가능성

은 있는 것인지, 만일 재개되어 북한이 정상회담의 의제로서 핵문제 논

의를 수용해서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남북관계는 전면적인 개선으로 들

어갈 수 있을지, 이 모든 의문을 떠올려도 답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마도 기시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문제의 해법은 

없는 것인가. 아마도 당장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핵을 선

선히 포기하지 않을 것은 분명해 보이며, 그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미국 

등 6자회담의 5개 참가국이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내용이나 그것을 

주는 절차에 관해서도 합의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9월 21일에 천명한 ‘일괄타결’ 방안(Grand Bargain)은 

‘크게 주고, 크게 받겠다’는 것인데, ‘몸값’을 끊임없이 불리고 있는 북한

의 행동을 보면 과연 얼마나 크게 줘야 할지 알 수가 없다.4) 또한 한국 

혼자서 주겠다고 나서도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줄 

수도 없다. 북한은 핵문제의 협상 상대는 미국이라고 우겨대고 있는 상황

에서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중국조차 북한에 대

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체돼 왔다면 북한도 여타 공산권 국가들이 겪었던 

체제 이행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이 개

혁·개방의 정책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 김정일의 선호 때문이라기보다 정

권의 계속성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결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

니다.

 4) 북한이 북핵 협상을 핵군축협상으로 전환시키려고 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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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압력 행사를 아예 정책 선택지에서 제외시켜 버린 상황이다. 결국 해

법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푸는 데 초점을 맞춰서

는 해법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추진하고 수행하는 대북정책의 정당성과 

매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해법 아닌 해법이 아닌가 한다.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북핵문제는 북미 양자대화든, 6자회담이든 재개되더라도 

당장 궁극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핵폐기 절차

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 시한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

다. 과거와 같이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만

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 큰 결단’을 내려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모든 

핵폐기 조치의 패키지를 수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과정은 단기간으

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 대가로 줘야 할 인센티브 패키지가 하루아침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미수교나 안전보장을 문서로 확약

하는 방식이야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단기간에 할 수 있겠지만, 한반도 

평화협정의 내용을 채우는 일은 관련국들의 협상이 있어야 하므로 경우

에 따라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더구나 경제지원 패키지는 

최소한 2~3년부터 5~6년 정도는 걸려야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5)

그러면 이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북한의 핵폐기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간은 북한체제의 전

환 문제와도 깊이 연관돼 있다. 뇌졸중으로 인해 건강 이상을 겪은 김정

일 국방위원장이 2009년 4월경부터 삼남(三男)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첩보가 외부세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 정

권의 권력승계가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북한체제가 머

 5) 만일 경제지원 패키지에 경수로가 포함된다면 이의 건설 기간이 최소 5~6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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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않아 불확실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

라서 이 고질적이면서도 불확실성에 빠져있는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

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게 아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왔

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사했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반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만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적

어도 방법론과 접근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구상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다.

이러한 고민과 반성을 위한 준거로서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스마트파

워 개념이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

다.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적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

는 스마트파워 전략은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국무장관이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우리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도구를 집어 들기 위

해서 우리에게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즉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정치

적, 법적, 문화적 도구들뿐만 아니라 그 도구들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이

른바 ‘스마트파워’라는 것을 구사해야만 한다”고 천명한데서 도드라진

다.6)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오바마 정부의 

스마트파워 전략은 벌써부터 국제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스마트파워의 원조 격인 소프트파워(soft power) 개념을 적극적으로 벤치

마킹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이 글은 스마트파워의 개념을 대북정책을 추진하

는 데 있어서 적용할 수 있을지, 적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할 

 6) “Statement of Senator Hillary Rodham Clinton Nominee for Secretary of Stat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January 13, 2009 ; 

<http://foreign.senate.gov/testimony/2009/ClintonTestimony090113a.pdf>. 같은 연설

에서 클린턴 국무장관은 “스마트파워에 있어서 외교가 대외정책의 선봉장

(vanguard)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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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갖는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갖는

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논의되는 스마트파워 개념을 우리의 대북정책

에 기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구

상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파워 개념의 유용성을 응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스마트파워 

개념은 그 다음이라는 말이다. 당연하게도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은 스마

트파워를 마음 놓고 운위할 수 있겠지만, 스마트파워라는 개념이 미국적 

맥락에서 나온 개념이므로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

지도 않을뿐더러 불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Ⅲ. 스마트파워, 대북정책을 위한 새로운 자원인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의 스마트파워위원회(Commission on Smart Power)가 내린 스마트파

워의 정의는 “하드파워도 소프트 파워도 아닌, 그 둘의 솜씨 좋은 조합이

다. 스마트파워는 통합 전략, 요소 기반(resource base), 그리고 하드파워

와 소프트파워 모두를 끌어다 미국의 목표를 달성시킬 도구 모음을 발전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7) 하드파워가 국가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당근’―경제지원, 협력 등 경제력에 토대한 힘―과 ‘채찍’―폭력 등 

군사력에 토대한 힘―을 구사하는 힘을 말한다면, 소프트 파워는 이러한 

힘과는 달리 문화, 정치적 가치관, 그리고 대외정책 등 세 가지 자원을 

통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능력, 즉 매력을 말하는 것이다.8) 

 7) The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Washington, D.C.: The CSIS Press, 2007), 홍순식 옮김, ꡔ스마트파워ꡕ (서울: 삼

인, 2009),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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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마트파워 개념을 낳게 한 결정적인 계기는 스마트파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나이(Joseph S. Nye, Jr.)가 1990년대 초부터 제기한 소프트

파워 개념의 등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많지는 않더라도 최근 

소개도 됐고, 비판도 이뤄진 바 있다.9) 나이는 소프트파워가 주로 세 가

지 형태 그러나 여전히 두 개념 모두 명확한 실체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하드파워를 갖춘 강대국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소프트파워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정당성”이야말로 “소프트파워의 핵심”이고, 이를 통

해 “매력”(attraction)을 갖게 된다.10) 나이가 말한 소프트파워는 곧 매력 

자원인 셈이다. 그러나 나이는 매력이 권력 현상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주로 프로파간다나 공공외교

(public diplomacy)를 통해 특정국가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동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11) 김태현은 이를 보완하면서 현실

의 외교협상에서 매력이 권력자원으로 구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설득, 둘째, 도덕담론과 “개전사유(casus belli)를 위한 쟁투”, 셋째, 국제레

 8) 위의 책, pp. 37~38 ; Joshph S. Nye, Jr.,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홍수원 옮김, ꡔ소프트파워ꡕ (서
울: 세종연구원, 2004), p. 39.

 9) 중국의 소프트파워 개념에 입각한 대외전략에 대해서는 신종호, “중국의 소프

트파워 외교의 전개와 국제정치적 함의”, ꡔ국가전략ꡕ, 제15권 1호 (2009) ; 김애

경, “중국의 부상과 소프트파워 전략: 대 아프리카 정책을 사례로”, ꡔ국가전략ꡕ, 

14권 2호 (2008)을 참조할 것. 개념의 비판에 대해서는 Taehyun Kim, “Wielding 

Power Softly? U.S. Power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국제정치학회 춘계회

의 발표논문, 2009년 4월) ; 김태현, “외교력 연구: 개념적 분석과 정책제언”, 

ꡔ국가전략ꡕ, 14권 1호 (2008)을 참조할 것.
10) CSIS,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p. 38.
11) 김태현, “외교력 연구: 개념적 분석과 정책제언”,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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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의 활용이다.12) 설득은 상대방의 의견을 바꾸어 순응을 유도하는 행위

이며,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협박과 회유를 포함한다. “채찍”과 “당근”의 

논리도 동원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태현의 견해는 소프트파워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역으로 하드파워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스마트파워

로 전환되어야 함을 함축한다고 하겠다.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담론을 구

축하는 것이야말로 명분 싸움이며, 궁극적으로 개전사유를 위한 쟁투라

는 것이다. 즉 무력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다. 물론 여기서의 무력사용이란 순수한 의미의 군사력의 사용뿐만 아니

라 경제제재 등을 포함하는 ‘채찍’에 해당하는 조치를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레짐에 적응하거나, 나아가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를 국제레짐에 반 되도록 함으로써 매력을 권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에서 볼 때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는 스마트파워로 변증법적으로 종합될 수 있다. “스마트파워는 본질적으

로 정당성을 가진 강력하고도 대적할 수 없는(insurmountable) 힘이다.”13) 

그러면 이 같은 스마트파워와 소프트파워의 개념이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에 새로운 통찰력을 줄 수 있는 개념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문제가 갖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Ⅱ장에

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문제는 고질적이다. 상황이 같은 패턴을 띠

고 반복되고 있을 뿐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양상이다. 북

한의 정치상황이 지금과 같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문제의 해법을 찾기 

12) 위의 글, pp. 19~22.
13) Kim, “Wielding Power Softly?”, p. 9.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의 관계에 대한 중국

에서의 논의도 이와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신종호, “중국의 소프트파

워 외교의 전개와 국제정치적 함의”, pp. 38~39. 이런 점에서 스마트파워의 개

념은 미국에서 나오기 전에 중국에서 그 단초가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중국에서 소프트파워 전략을 대외정책과 외교에서 활용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4 ❙통일과 평화(2호·2009)

어려울 것이다. 둘째로는 북한문제는 우리의 총체적인 대외관계에서 계

속해서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의 대외관계는 국력의 신장

과 대외적 경제교류의 막대한 양적 규모에 비춰 볼 때 북한문제에 의해 

결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4) 셋째로는 통일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문제이다. 현재로서 남북한이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룰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장차 북한에서 새로운 정권이 등장

해서 체제 개혁과 개방을 통해 경제상황을 증진시키고, 정정을 안정시키

면서 동시에 남북한 간의 전면적인 교류가 시행된다면 통일 논의가 이뤄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한 조건과 변수가 너무 

많아서 매우 불확실하다. 반면에 북한 정권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의 

가능성은 이 가능성보다는 높아 보인다. 그것의 바람직함은 차치하고 만

일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우리가 주도해서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 만일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역량이 부족해서 흡수통일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면 이는 민족적, 국가적 비극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당장 신속하게 핵문제를 포함하여 북한 문제를 해

결하는 데 그치는 정책 세트로 구성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국제사회

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고

려될 필요가 있다. 문제 자체가 너무 고질적이어서 우리의 정책 선택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며, 1993년 이래 목격해 

왔듯이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른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보다는 북미관

계가 열쇠로 대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는 

우리의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소위 4강 

14)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과 북핵 문제 해결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은 단

적인 예이다. 이라크 파병의 정당성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북한문제 해결을 위

해 파병해야 한다는 논리는 파병의 정당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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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라는 것도 상당 부분 북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경제 문제 등 다

른 문제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협력하기 어려운 외교적 사안으로 구성

돼 있다. 통일의 가능성을 상정할 때는 더욱 더 복잡하고 불확실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사활적인 국가이익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대북정책의 기초적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면 

스마트파워는 전환의 준거로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물론 기계적인 

적용은 남북관계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당연히 경계돼야 한다. 특히 미

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파워는 초강대국인 미국에나 걸맞은 개념

이고 전략이다. 스마트파워위원회는 “세계적 공공재”에 투자함으로써 미

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완함으로써 스마트파워가 돼야 한다고 주장

한다.15) 한국이 세계적 공공재에 투자할 만큼의 강대국도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다. 더구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그런 관념이 생성된

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스마트파워 개념 또는 전략은 우

리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 등의 하드파워의 현실적 조건 위에

서 우리가 간과해 왔던 소프트파워를 신장시킴으로써 대북정책을 중장

기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며, 동시에 스마트한 대북정책 추진체계를 구축

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화와 개방, 그 중에서도 비핵화를 가장 중요한 목

표로 내걸고 이것을 막대한 경제지원과 연계시키고 있다. 이 발상은 기

본적으로 경제력이라는 하드파워에 역점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논리적인 구성에서도 직설적이고 노골적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

제협력, 즉 한미 공조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더구나 스마트파워

의 핵심 요소인 실용주의(pragmatism)를 강조하고 있어 스마트파워 전략

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친화력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서 김대중－노무

15) CSIS,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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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면 궁극적으로 핵문제 등 

정치군사적인 사안들도 해결될 수 있으며, 북한체제도 변화시킬 수 있다

는 믿음에 기초해서 대북정책을 폈다. 역시 하드파워, 즉 경제력에 기초

한 대북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나 국

제사회의 협력보다는 상대적으로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전통적

인 대면외교에 치중하 다. 전반적으로는 어떤 정부든 한국의 외교, 특히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하드파워에 경도되어 있다. 대북

정책은 북한을 설득하거나 회유하는 데 경제력을 동원하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스마트파워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동맹 관리, 

파트너십, 제도의 측면 외에도 공공외교와 경제통합 등 미국에서 스마트

파워의 대상 역으로 삼고 있는 것의 적용을 고려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한 동맹유지와 새로운 파트너십의 확보, 북한문제

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대한 이해 및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북

한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을 국제협력체제로의 적용 노력, 북한문제 해결

을 위한 우리의 외교 역량 제고와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

력을 주도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

다. 결국 세 가지 방향에서 스마트파워 전략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

째는 국내적으로 이와 같은 대북정책의 다층화, 복합화, 다변화에 대한 

동의가 마련돼야 하며, 둘째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구

상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가 마련돼야 하고, 셋째로는 북

한 경제개발을 위한 기반과 방안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경제 분야의 

외교도 마련돼야 한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이 말이 쉽지 현실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러한 구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북한문제의 핵심이 결국은 북한의 체제변화, 즉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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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개방에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귀속될 때 비로소 핵문제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문제, 인권문

제 등이 해결될 수 있으며,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북한문제 해결의 과정을 위기의 연속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

라,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공공외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을 타깃으로 하여 ‘시선끌기’와 ‘통 큰 협상’에 주력한다면 한

국은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이른

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상황이 온다면 한국 정부는 그러한 여론에 

려 수세적이며, 보여주기 위한 외교를 하게 될 공산이 크고, 이는 대북정

책에도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16) 따라서 이제는 보다 적

극적으로 우리의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 해결의 주도권

을 조용히, 부드럽게(softly), 그러나 강인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파워 전략이 함축하는 정책 가운데 가장 초보적으로 해야 할 일

은 대북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재정비일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의 대북정

책의 스마트파워를 다지는 기초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스마트파워의 개

념에서 스마트파워를 진화된 형태의 파워로 볼 수 있는 요소가 권력자원

의 관리 측면에서 발전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권력을 형성하는 권력자

원들을 분절적으로 활용했다면 스마트파워는 그것들을 체계적이고 조직

적으로 운 하고 관리한다. 정부 부처별로 같거나 비슷한 업무들을 통합

하여 중복의 낭비를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핵심 사항

으로 부각될 수 있는 문제는 조직과 예산의 조율과 운 을 맡은 관리기

16) 필자는 한국 사회의 통미봉남(通美封南) 논의는 한국 사회 스스로가 갖는 피해

의식 또는 남북관계의 적대성에 기인한 구조적인 측면에 의해 비롯됐다고 본

다. 말하자면 실체가 별로 없는 현상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와 분단구조 관련 이슈를 다뤄나간다면 이런 현상은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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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관리자의 역량이 뛰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스마트파워의 조정 

기능을 상실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

드파워와 소프트파워는 군사, 경제, 외교, 문화 등 권력자원에 토대를 두

는데, 스마트파워는 조율 및 운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과연 권력이

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를 구성하는 자원들이 서로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단순히 물리적

으로 결합할 경우 스마트파워의 핵심인 조율 및 운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17) 단순하게 말하면 스마트파워 전략의 장점이자 동시에 한계는 이 

전략을 추진하는 주체가 스마트해야 한다는 동어 반복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하에서는 대북정책 추진체계에 있어서 스

마트파워 외교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 스마트한 대북정책 추진체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스마트파워 외교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정책추진체계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정책추진체계는 

정책결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파워 외교에

서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정책을 결정하는 절차와 과정이 스마트해

야 하며, 또한 정책의 컨텐츠를 아무리 스마트한 것으로 채워도 이를 집

행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면 스마트파워 외교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더

구나 스마트파워 외교는 하루아침에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매우 장기

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마트한 정책을 스마트하게 집행하는 시스

템이 존재해야 효과가 보장된다. 

17) “해제: 스마트파워 이해를 돕기 위한 쟁점 정리”, CSIS,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 pp. 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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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존재한다. 물론 정책결정 자체가 대통령이나 소수의 측근들

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한국에서는 정책결정체계가 무정형이거

나 자의적이다. 그러나 스마트파워 전략과 같이 기존의 개념을 뛰어 넘

는 정책 방향이 설정될 경우 그에 걸맞은 정책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의 정당성을 통해서 정책의 힘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정책의 내용이 정확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과정의 정당성을 경시하

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순간 스마트파워 외교는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 역대 한국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내용과 담론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서 정책결정의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에는 무관심했다. 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 갖춰

졌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은 물론 아니며, 정책집행을 통해서 정책의 정

당성은 끊임없이 창출돼야 한다.

미국에서 스마트파워 외교를 생각한 사람들은 스마트파워 외교를 위

해서 기존의 정부 조직을 재편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내오는 것에는 매우 

신중하다. 그에 따르는 예산도 문제지만, 새로운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

능하기 위한 정치적, 문화적, 제도적 장치들이 함께 마련돼야 하기 때문

이다. CSIS의 스마트파워위원회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 

스마트파워 전략의 효과적인 실천을 확보할 묘책은 없다. 그리고 스마트

파워위원회는 전면적인 정부 재조직을 제안하는 일은 철저히 피하고자 했

다. 상자를 이리저리 옮기고 새로 조립하는 것이 항상 옳은 해답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차기 대통령은 정부 구조와 준비성을 전략적으로 재평가해

야 한다.18)

이를 위해서 스마트파워위원회는 “제기되는 문제들은 새 기구의 출범

18) 위의 책, pp.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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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기존 기구에 새로운 임무 부여를 요구”하며,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겠지만, “개혁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차기 행정부가 다음

의 다섯 가지 원칙을 따르기를 제안”한다고 한다.19)

1. 스마트파워 전략은 미국이 경쟁 사안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기를 요구

한다.

2. 미국은 개발과 외교, 공공외교의 고유한 차원을 하나로 통합하고 향상

시켜야 한다.

3. 의회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스마트파워 전략을 뒷받침할 적절한 

권한과 예산을 갖춘 기구(structures)를 개발해야 한다.

4. 미국은 더 많은 자유재량권과 자원을 현장 조직으로 이양하고, 그들이 

결과에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5. 정부는 민간 역과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소프트파워 자원에 접근하여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20)

이로 미뤄 볼 때 스마트파워 전략을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적용하면, 

우리의 대북정책 결정과정도 변화해야 한다. 우선적인 과제는 정책이 결

정되는 행정부 내에서의 체계가 통합돼야 하고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 된

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정책과 관련되는 부처나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

하는 시스템이 장착돼야 한다.21)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이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실장, 국가안보보좌관/NSC 사무처장, NSC 

사무차장 등 직함으로 나뉘었던 역할을 통합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그리고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의

장직을 맡고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실장, 청

19) 위의 책, pp. 162~163.
20) 위의 책, pp. 163~164.
21) 정부 내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해서는 전봉근,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조정체계

의 특징과 의미”, ꡔ정세와 정책ꡕ (2008년 5월호)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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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 6인이 고정 구성원으로 참가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참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두드러진 특

징은 외교부와 외교부 장관이 외교안보통일정책 조정의 중심축이 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명칭의 고위급 통일외교정책 

조정회의를 운 하여 왔으나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외교부 장관이 그 

수장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할 때 남북한 중심

적, 국내 정치적 고려를 최대한 배제하고 국제사회와 실용주의적 관점에

서 대처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와대의 외교안보통일 비서관실이 노무현 정부 이전 체제와 유

사한 형태로 환원되었다. 김 삼, 김대중 정부 하에서는 외교안보수석 아

래에 통일, 외교, 국방, 국제안보 등 4개 비서관실을 두었다. 비서관실은 

각각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의 파견 직원으로 충원되었고, 사실상 이들 

부처의 청와대 연락사무소 역할을 수행하 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유사

하게 외교안보수석실에 통일, 외교, 국방 비서관 외에 대외전략비서관실

을 포진하게 함으로써 과거로 회귀한 양상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NSC

를 중심으로 조정역할을 하던 것과는 큰 차이를 갖는다. 다만 대외전략

비서관실이 전략기획과 정책조정, 그리고 일종의 ‘리베로’ 역할을 담당한

다는 특징을 갖는다.

지난 1년 반 동안 드러났듯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

안보정책은 통합된 정책결정 및 조정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

다. 역시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정책 조정 및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다. 현재의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는 대북정

책의 전략적 구상이나 정책의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간사를 

맡고 있는 이 기구는 표면상으로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관련 부처의 장들이 모인 이 기구가 각 부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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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를 넘어서는 전략을 수립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관(급)으

로 구성된 기구가 상시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가의 외

교안보정책의 전략적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상시적인 체계

가 구축돼야 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2008년 6월 하순부터 2009년 2월까

지 이 기구는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을 제외하면 전원이 외교통상부 출신

이 담당했다. 금년 2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비로소 외

교부 출신과 비(非)외교부 출신이 동수를 이루게 될 정도로 외교안보정

책에서 외교부의 입지가 강화됐다. 외교부 출신 구성원들이 한국 외교안

보정책의 핵심인 대북정책의 전략 구상을 담당하지 말라는 법은 물론 없

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외교부는 북한문제를 국제적·외교적인 사안으

로 접근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갖는 특수성에 대해서

는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22)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전략 구상이나 정책 조율 등을 통한 정책결

정체계의 상위에 서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조직적 한계

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

서관실(이하 외안비서관실)이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외안비서관실에는 

대외전략비서관실, 외교비서관실, 국방비서관실, 통일비서관실이 있다. 

2009년 11월 현재 대외전략비서관실과 통일비서관실의 수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비서관실에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비서관들과 행정관들이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지금의 외안비서관실 체제로는 컨트

롤 타워의 역할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대통령

22) 이런 점에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두고 “이게 외교부 간부회의지 청와대 안

보회의인가”라는 비판이나, 외무고시 10회인 김성환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간

사로서 외무고시 7회인 선배들인 유명환 외교부 장관, 그리고 당시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을 ‘컨트롤’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일도, “이명박 정

부 외교안보 라인 180일 막전막후”, ꡔ신동아ꡕ (2008년 10월호), pp. 16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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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관련 사항의 경중을 따져 보고사항을 전달하고, 역으로 대통령의 지

시사항을 부처나 아래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제약이 있

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가안보를 총체적으로 짚어보면서 대전략을 구

상하고, 그 전략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과 내용, 우선순위를 건의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23)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에 최우선적인 노

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전략적 비전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의 수립에 그다지 많은 비중을 두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발생

하는 현안에 대해서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적 대응이 표출되고 있다

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외교안보라인의 체계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평가다.24)

이러한 평가가 사실이라면 사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북정책에서 스

마트파워 외교전략을 수행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강화하여 범부처 정책조정 기능

과 정무적 판단 기능을 갖고 스마트파워 전략을 조타하는 역할을 적극적

으로 담당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각 비서관실은 해당 부처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부처의 정

책적, 정무적 조정에 나서야 한다. 외교안보수석실은 정책기획, 조정, 평

가, 점검 등 간접 업무에 충실하고, 직접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일선 

업무는 가급적 피하고, 무엇보다 스마트파워 전략을 기획하고 전략적 구

23)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현재의 수석비서관 체제로는 어려워요. 나도 과거에 

청와대에서 비서관 생활을 해봤지만, 비서관은 대통령이 잘못된 지시를 내려도 

그걸 그냥 전달하는 역할 밖에 못 합니다.”라고 지적한다. 정세현, “꽉 막힌 MB 

대북정책…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쓴소리: ‘북(北) 버릇 고치겠다고? 게도 구

럭도 다 놓칠라…’ ”, ꡔ신동아ꡕ (2008년 7월).
24) 황일도, “ ‘MB 용인술’로 해부한 외교안보라인 난맥”, ꡔ신동아ꡕ (2009년 6월), 

pp. 146~1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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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따라 입안되는 정책이나 행동을 평가하며, 점검할 수 있는 내부 역

량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외교안보수석실을 확대·개편하는 것도 모색해 

봐야 한다. 실제로 정책 조정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결합되어 나

타날 때 의미가 있다. 각 부처 고유의 역할은 그대로 두되, 대북정책을 

복합적으로 사고하고 추진하는 것이 스마트파워 전략이라고 한다면 컨

트롤 타워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

력의 확대도 필요하다. 스마트파워 전략에 대한 행정부와 입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외교안보수석실과는 별도의 보다 강력한 추진기구

가 설치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25) 전임 정부가 보유했던 국가안전보

장회의(NSC)와 같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기구가 필요하

다. 그러나 한국적 풍토에서 기구의 자율성이나 역량은 상당한 부분 대

통령의 신임을 받으면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장에 따라 좌

우되는 경향이 강하다. 제도를 통한 역할의 보장이 아니라 인물을 통한 

역할의 보장이 이뤄지는 정치문화적 풍토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더

욱이 민주화의 분위기 속에서 강력한 권한을 갖는 기구에 대한 거부감이 

의회와 시민사회에 뿌리 내려 있어서 정상적인 의회의 법적·제도적 지

원을 받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부의 것은 무조건 배

척한다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합의가 이

뤄질 수 있다면 어렵다고 가능성을 제외시키는 것보다 정부가 나서서 적

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도 정권 교체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이

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가안보정책을 결정하는 체계가 바뀌게 되면 

25) 스마트파워위원회의 권고사항에서도 국가안보자문위원과 관리예산처(OMB) 

처장 직위를 겸직시켜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조정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 

CSIS,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pp. 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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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안보 자체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파워 전략을 운위

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컨트롤 타워로서의 외교안보수석실 또는 새로운 기구는 스마트파워 

전략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내부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민

간 전문가들과 정책공동체 또는 인식공동체(epistemological community)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민간 전문가들의 역할은 항상 보

조적인데 머물러 있었다. 기껏해야 정부 정책의 홍보 역할이나 자문 역

할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 경우에도 정부와 이른바 ‘코드’가 맞는 사람들

만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한국 고유의 정치문

화이자 학계의 문화가 작용한 탓도 크지만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구조

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파워의 개념을 둘러싸고도 논란의 소지

는 있지만 대체로 “포용이냐 강압이냐”, “채찍이냐 당근이냐”의 이분법적 

논쟁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에 향후에 전

략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정

책결정과정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스마트파워 전략의 중

요한 요소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민간 역과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소프

트파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국책 또는 민간 부문의 씽크 탱크들의 역할과 참여폭의 확대가 

필요해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당장에 효

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정부가 다양한 씽크 탱크들의 활

용을 중요한 대목으로 인식한다면 다소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씽크 탱크에서 만들어지고 제안된 다양한 방안들이 스마트

파워 전략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면 컨트롤 타워에서 조율하고 조정해서 

각 부처에 전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관계자들과 민간 또는 

씽크 탱크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

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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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과 절차를 통해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만들어지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북정

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줄이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정부 내외에서 기본적인 정책추진체계가 마련되면 구체적

으로 스마트파워 전략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조직을 제도화시켜나갈 수 있다. 고려해 볼 수 

있는 분야는 우선, 스마트파워 전략이 우리의 외교력을 어떻게 신장시켜

야 가능한가를 살펴봐야 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실력의 

행사가 매력자원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궁극적으로 외교적 향

력으로 발전하려면 실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곧 외교적 태세

(diplomatic posture)의 문제다. 외교적 태세란 적극적으로는 국가의 이익

을 추구하는 외교과정에서, 소극적으로는 국가이익에 대한 외부적 충격

―기회와 위협―에 대한 외교적 대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일관성 있는 행

위패턴을 말한다.26)

외교협상에서 외교관들은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이익”이라는 논리를 동

원한다. 실체가 모호한 국가이익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그것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납득시키는 외교관이 유능한 외교관이다. 그러기 위해서

는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핵심요건이다. 따라서 정책과정 및 정

치과정의 민주화는 두 가지 점에서 외교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첫째는 

소프트파워의 자원, 즉 매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둘째는 행태적 차원의 

소프트파워 즉 외교협상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한 나라 외교력의 가장 

큰 소프트파워 자원의 하나는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그리고 그로

부터 도출되는 일관성 있는 외교 태세라는 결론이 가능하다.27)

26) 김태현, “외교력 연구: 개념적 분석과 정책제언”, p. 27.
27) 위의 글,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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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대북 및 외교담당 부처의 인적, 조직적 역량 강화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전문지식 축적 및 전문가 양성이다. 소프트파워는 국제

정치의 도덕담론을 지배하는 힘이고 외교력은 국제 레짐을 마스터할 때 

나온다. 지금까지 주로 지역을 위주로 조직되고 운 돼온 외교통상부의 

조직과 인사를 기능 역으로 확대하고 기능 역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전

문지식을 축적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문적 기능

역의 확대이다. 셋째, 기능 역의 확대는 내부 인사정책의 변화를 필

요로 한다. 이와 같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국제정치에 대한 전문

성이 인적, 조직적 역량에 침투해 들어가야 스마트파워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국내적으로 대북정책결정에 있어서 스마트파워 전략이 필

요하다는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통일교육이 보다 세련되고 정교하

게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민 여론의 지

지를 받지 않고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대북정책이란 탄력을 받

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 비중을 대폭 

늘렸다.28) 사실 우리 사회에서 통일교육은 정부 정책의 홍보로 전락하

다.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이 바뀜으로써 교육 현장

에서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국내적으로 대북정책이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구조 위에서 추진되었을 때 국제사회나 북한에게 정책이 갖는 무게

가 인식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이 통일문제에 대

해 충분히 숙지했을 때 우리 사회가 향후 북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될 것이다. 스마트파워는 정

부 관료나 전문가들만의 전문성에만 토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28) 통일부의 2010년 예산안에서 학교 통일교육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714% 증가

시켰고, 사회 통일교육에도 180% 가량 늘렸다. ꡔ동아일보ꡕ, 2009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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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총체적인 역량의 강화 위에서 실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개발을 위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모델링하고 

이를 북한에 설득하는 데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29)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컨텐츠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이 

‘베이징 컨센서스’를 통해 중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수출하는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30) 또한 탈북자 문제에 대한 보

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홍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실을 가지면서도 조용하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에

게 한국의 매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

한에 대한 스마트파워의 구사는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된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치 한 계획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29) 나이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소프트파워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성공 사회의 매력적인 대안”이며, “한국

의 소프트파워를 부단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ꡔ뉴스위

크 한국판ꡕ (2009. 1. 21), p. 48.
30) 사실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표현이나, 그 표현이 담고 있는 내용, 즉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후진국에 유용하다는 주장은 중국에서나, 국제학계에서 여전

히 논쟁의 대상이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 견해가 오히려 소수 견해로 남아 있

다. 다수는 이러한 표현이 미국식의 경제발전 모델을 지칭하는 워싱턴 컨센서

스(Washington Consensus)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지 않는다. 이 표현

을 처음 구사한 사람은 요슈아 라모(Joshua Cooper Ramo)이다. The Beijing 

Consensus (London: Foreign Policy Centre, 2004). 이 논쟁에 대해서는 A Report 

of the CSIS Smart Power Initiative, Chinese Soft Power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the Developing World (Washington, 

D.C.: CSIS, 2009), pp. 22~24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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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 글은 북한문제가 해법을 찾기 어려운 조건에서 당장의 해법 추구보

다는 중장기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발상을 갖고 

접근하기 위해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대두하고 있는 스마트파워 개념

을 여하히 적용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려는 목적을 설정했다. 대북정책 

자체가 북한문제의 해법을 찾기보다는 국내적으로는 갈등의 소재가 되

고, 국제적으로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를 경원시

하는 인식이 존재하게 하는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법은 어차피 찾

기도 어렵고, 이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한국 혼자의 힘으로는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해법 자체보다 해법을 만들어나가는 방식의 

정당성, 즉 정책결정체계의 정당성과 이를 통해서 결정된 정책의 정당

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이 갖는 매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책이 갖는 간

접적이고 근본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정책은 외교정책의 한 부분일 수 있다. 대북정책이 갖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현실이지만, 북핵문제로 인해 상당부분 국제

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북한만

을 겨냥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대북정책도 국제사회를 의식하

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정책으로 존재해야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

나 동시에 대북정책은 북한을 고려한 정책이어야 한다. 남북관계는 대북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정당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이다. 

반드시 남북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한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때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인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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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에서 그렇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체제의 장래가 매우 불확실하

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들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

이 한반도의 미래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북한 

정권이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한국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

히 북한 정세의 주도자라는 권리를 내세운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개

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또한 그런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서 북한 정권이 개혁·개방이라는 전기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한국 정부의 자세가 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요컨대 대북정책은 한국이 북한문제에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 관리하

고,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스마트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역대 한국 정부가 취해온 정책결정체계

와 집행체계, 즉 정책추진체계를 스마트파워 외교전략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자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이지만, 적어도 북한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드파워의 자원과는 불균형

을 이루고 있는 소프트파워의 자원을 증대시키는 노력과 함께 현재 작동

하고 있는 정책추진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무엇보다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현저하게 취약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

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접수: 2009년 11월 11일 / 수정: 2009년 11월 26일 / 게재확정: 2009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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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lementing System of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Smart Power

Ryoo, Kihl-jae(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paper explores how the concept of smart power could be adapted 

into the implementing system of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Given the 

unresolved nuclear situation with North Korea, it would be useful to 

consider a new paradigmatic shift for the mid- and long-term policy towards 

North Korea, with the concept of smart power that recently stemmed from 

the United States. Although smart power denotes combination of the hard 

power consisting of the military and economic strength with the soft power 

based on culture, political value, and foreign policy, is not clear in 

conceptualization. However, it is bringing attention to what we call the 

attraction resources of South Korea, in the discussion for the policy towards 

Pyongyang.

The North Korea policy could not be expected to be effective until it 

takes North Korea,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ciety into account in its 

implementation stage. Previously,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was 

predominantly involved with hard power, that lacked interest in the efforts 

by the government to incorporate various resources in the process of the 

policy-making and policy-implementation. Smart power strategy focuses on 

mobilizing attraction resources vis-a-vis North Korea, and on legitimizing the 

policy-making and policy-implementation of North Kore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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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ꡔ김정일 시대의 북한ꡕ(공저), ꡔ북한은 어디로 

가는가ꡕ(공저), ꡔ박정희시대 한미관계ꡕ(공저), “1960년대 북한의 숙청과 술타니즘(Sultanism)

의 등장”, “통합과 선린을 위한 21세기 한반도 민족주의의 모색” 등이 있다. 

This paper argues the following four points in order to enhance the 

implementing system of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 the context of 

smart power. Firstly,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function of the control 

tower in coordinating the policy-making process. Secondly, in order to 

implement the smart power strategy in its policy, it needs to reform the 

human and organizational institutions within the government. Thirdly, the 

cooperating system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should be elaborated. 

Fourthly and lastly,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the civil society’s 

understanding of the North Korea problem and national reunification.

Keywords: North Korea policy, implementing system of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smart power, hard power, soft power, North Korea 

nuclear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