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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와 한반도 연구의 접점 모색

기미야 다다시(도쿄대학교 대학원 정보학환 교수)

1)

국문요약

일본의 평화연구는 한편으로 한반도라는 일본의 평화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대상에 

그다지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한반도 연구는 평화라는 

가치에 관해 그다지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 글은 일본의 평화연구와 한반도 

연구와의 괴리 현상을 일본의 침략전쟁이라는 가해자로서의 경험과 히로시마와 나가사

키에서의 원폭투하 체험을 비롯해 전쟁 피해자로서의 경험이라는 역사적 조건과 일본이 

놓여 있었던 냉전체제로 인한 제약에 따른 일본 사회의 좌우대립 등으로 설명하고자 한

다. 일본의 평화연구는 좌우대립으로부터 ‘중립’을 지키려고 한반도를 외면해 왔으며 또

한 한반도 연구는 평화연구가 설정했던 평화가 한반도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고 있다

고 생각하여 서로 외면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평화연구와 한반도 연구와의 괴

리를 극복하기 위해 평화연구에 입각한 한반도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또 이 글은 

평화를 저해하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과 함께 수단으로서의 

평화라는 가치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평화연구의 입장에 입각하여 핵 비확산 체제가 안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핵 비확

산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핵보유국들의 안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핵보유국에 의

한 핵 선제사용 금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이 글은 북한체제 변

 * 이 글은 2011년 4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 서울대

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5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평화인문학 연구단(HK) 출

범 기념식 ꡔ통일을 바라보며 평화를 생각한다ꡕ 제1회의 “21세기 한반도와 통일 

평화”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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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체제 변혁론을 비판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한일양국이 서로 협력하여 어떤 처방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를 고찰한다. 구체적으

로는 남북경협과 북일수교에 따른 북일경협을 결합시킴으로써 북한의 경제부흥을 극대

화시킬 수 있는 청사진이 북한의 핵포기의 대상조건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주제어: 평화연구, 한반도 연구, 북핵위기, 한일관계, 핵 비확산 체제, 북일수교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들은 원래 일본의 평화연구가 적극적으로 다루

어야 했던 문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한반도 문

제는 일본사회에서는 인접국 문제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상대적으

로 관심도가 높은 문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는 그만큼 관심

을 기울이지 못했다. 사회적 관심과 학문적 관심 사이에 괴리가 왜 존재

했는지 본고는 먼저 일본의 평화연구와 한반도 연구와의 사이에 존재했

던 괴리에 관해 그 이유를 포함해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금이야

말로 일본의 한반도 연구에는 평화연구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평화연구적 시각에 입각한 한반도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

고자 한다. 

Ⅰ. 일본 평화연구에 있어서의 ‘한반도’

일본의 평화연구를 주도해 온 학회로서 일본평화학회(The Peace Studies 

Association of Japan)1)를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일본평화학회가 일본의 평

 1) 일본평화학회는 1973년에 설립되었으며 평화연구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는 유

일한 학회조직이다. 일본평화학회에 관해서는 학회지 ꡔ平和硏究(평화연구)ꡕ 
또한 웹 사이트 http://www.psaj.org/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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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연구를 대표할 수 있는지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유보하면서도 일단 

여기서는 일본평화학회를 중심으로 일본의 평화연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2) 

일본평화학회는 주로 일본의 비둘기파(평화주의적) 정치학자들을 중

심으로 다른 학문 분야에 속하는 인문사회과학자들, 때때로는 자연과학

자들도 포함함으로써 설립되었다. 그 후에는 주로 평화운동에 직접 참여

하는 운동가들이나 연구자들도 가입함으로써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3) 

그러한 점에서도 제도화된 다른 학회와는 달리 매우 유연한 제도를 가지

면서도 특히 운동가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4) 학자

들과 운동가들과의 공존이 얼마나 잘 되어 왔는지는 평가하기 어려우나 

일단 지금까지는 사실로서 공존해 왔으며 점차 평화운동 운동가들의 영

향력이 증대해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본의 평화연구는 일본의 독자적 배경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무엇보

다도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침략전쟁경험에 대한 반성에 입각했

으며 그 결과 얻어내는 전쟁 포기를 명기한 헌법 9조를 중심으로 한 평

 2) 필자는 일본평화학회 회원으로서 25년 이상 활동하면서도 사실은 평화연구자

라는 명확한 자각이 없었다. 이것은 일본의 평화연구와 한반도 연구와의 괴리

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필자가 일본의 평화

연구에 관해 논의한다는 것은 어색하다는 느낌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

리 은사이신 사카모토 요시카즈(Sakamoto, Yoshikazu) 도쿄대학교 법학부 명예

교수는 국제평화학회(IPRA: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사무국장

을 하셨던 만큼 일본의 평화연구를 이론적으로 주도하신 분이었으며 따라서 

필자도 평화연구를 항상 의식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3) 2007년 9월에 간행되었던 학회명보에 따르면 일반회원 951명인데 그중 20% 이

상은 대학에 소속하지 않는 회원들이며 이것은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에 관한 

기타 학회와 비교해도 매우 독특한 구성이다. 日本平和学会, ꡔ日本平和学会会
員名簿 2007年9月5日ꡕ (東京: 日本平和学会, 2007)를 참고로 했다. 

 4) 예컨대 일본평화학회 회장으로서 좁은 의미에서의 학자뿐만 아니라 학자이면

서도 운동을 했던 분들이나 순수한 운동가들도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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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헌법을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다. 또한 히로시

마 나가사키에서의 원폭투하로 인한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입장에 입각

해 핵무기에 대한 거부자세를 명확히 했다.5) 더구나 이론적으로는 미국

을 중심으로 한 전략연구의 시각과는 달리 이것에 대한 반발로서 주로 

북유럽의 평화연구의 이론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이

라는 과학의 기본 이념과는 달리 평화라는 가치를 명확히 지향했으며6) 평

화를 안정이라는 상태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평화라는 가치를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공정이라는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

이 없는 상태이며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도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입장을 중시한다. 또한 정부 정책에게 직접 공헌한다는 의미에서의 정책 

과학보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는 비판과학이라는 지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7) 

그런데 이와 같은 일본의 평화연구의 특징은 왜 한반도에 대한 과학적 

 5) 일본평화학회의 설립취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언이 있다. “전쟁피해자로서의 

체험을 버리지 않고 앞으로 일본이 다시는 전쟁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화연구”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앞의 웹 

사이트를 참조. 최종열람일 2011년 5월 4일. 

 6) 일본평화학회 설립취의서에는 “연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하나 연구의 

방향설정에 있어서는 결코 도덕적 중립성은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으며 

또한 학회 규칙에는 “본 학회의 연구성과가 전쟁 목적을 위해 이용될 위험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입하지 못한다” 하는 항목

이 있다. 이 항목에 해당되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으나 과거 

문제가 되었던 사례로서는 방위대학교나 방위연구소와 같은 일본의 방위성이

나 자위대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관한 것이다. 위의 웹 사이트를 참조. 최종열

람일 2011년 5월 4일. 

 7) 일본평화학회 설립 취의서에는 “우리들은 연구성과가 현존제도에 의해 이용되

는 것을 바란다. 그러나 한편 우리들은 결코 단순한 정책과학에 머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존제도에 의한 지식 악용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비판을 계

속하는 소위 비판과학으로서도 발전시키겠다고 생각한다”라는 기본방향이 제

시되고 있다. 위의 웹 사이트를 참조. 최종열람일 2011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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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그다지 나타내지 못했는가? 지금으로부터 돌이켜보면 한반도라

는 일본의 평화에 직결된 지역에 대해 일본의 평화연구가 무관심이었다

는 것은 이상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았음에 반해 

적어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학문적 관심이 별로 높지 않았다는 것을 어

떻게 볼 수 있을까? 물론 일본의 사회과학 전체로 볼 때도 한반도에 대

한 직접적 관심이 높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평화연구에 관해서도 똑

같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별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을지 모

른다. 다만 평화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되는 평화연구가 한반도

에 대한 관심이 덜 높았다는 것은 문제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8)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가? 

무엇보다도 냉전체제에 대한 평화연구의 시각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

도 냉전체제 안으로 서방 진영으로 포섭되었으나 냉전체제로 인해 분단

된 한반도와는 달리 냉전체제를 상대화할 시각이 어느 정도 허용되었다. 

 8) 예컨대 일본평화학회 학회지 ꡔ平和硏究(평화연구)ꡕ에 실린 논문 중에 한국이나 

한반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우 드물다. 먼저 지금까지 제35호까지 나왔

으나 특집으로서 한반도나 동북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 권도 없다. 또한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관해서도 한국이나 한반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단 4

개밖에 없다. 1979년 제4호에 실린 和田春樹, “<討論>韓国におけるキリスト者

の平和運動,” ꡔ平和研究ꡕ 第4号 (1979) ; 1980년 제5호에 실린 前田寿, “アジアに

みる平和地域の可能性ー朝鮮半島の場合,” ꡔ平和研究ꡕ 第5号 (1980) ; 1991년 

제16호에 실린 朴一, “ポスト冷戦と東アジアの和平·民主化ー朝鮮半島情勢を

中心に―,” ꡔ平和研究ꡕ, 16号 (1991) ; 2009년 제34호에 실린 鄭敬娥, “韓国にお

ける外国人政策の展開と多文化社会の模索,” ꡔ平和研究ꡕ, 16号 (1991)이다. 또한 

2010년 제35호에는 “‘핵 없는 세계’에 향하여”라는 특집이었는데도 일본으로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서의 한반도 핵 위기에 관한 논문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

데 일본의 평화연구에서 한반도에 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평화연구의 시각에 따른 한반도 연구로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1970년대 당

시로서는 탁월한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Yoshikazu Sakamoto, Korea as a 

World Order Issue (New York: World Order Models Project Occasional Papaer No.3,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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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일본에 있어서의 ‘보수’ 대 ‘혁신’이라는 정치적 균열은 한반

도에 대해서도 ‘친 한국’ 또는 ‘친 북한’이라는 이자택일을 일본의 정치세

력들에게 강요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평화연구는 냉전체제하 어느 한쪽 

진영을 지지하느냐 하는 선택 그 자체를 회피해야 한다는 소위 ‘중립’지

향이 애초부터 강했다. 따라서 ‘중립’을 지향하려는 평화연구로서는 한반

도라는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대상을 선택하는 것을 기피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하면 어느 특정한 정치세력과 접한 관계

를 맺는 것을 회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입장을 반영함으로

써 한반도를 연구대상으로서 제외시키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일본의 평화연구는 한반도의 남북분단체제에 대해 완전히 

‘중립’을 지켰다고 볼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첫째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친근감을 지적할 수 있다. 평화연구가 

사회주의적 이념을 완전히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나 상대적으로

는 사회주의 사상, 운동, 체제에 대해 더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의 평화연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파보다 좌파

의 영향력이 강했으며 따라서 한국, 특히 동시대적으로 박정희 정부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했다. 그런데 그럴 경우도 한국의 현 체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으나 북한 현 체제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았으나 적어

도 ‘침묵’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비판적 자세와는 대조적

이었다. 

둘째로, 평화연구가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보다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려는 비판과학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

에 한국만을 지지하려는 보수 정부와는 달리 한국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취해야 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정체체제의 폐쇄도의 차이로 기안하는 정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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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한국에 관해서는 TK생(나중에 지명관 씨라고 

밝혀졌으나)의 “한국으로부터의 통신”9)이 대표적인 것인 만큼 유신체제

하의 인권탄압 실상이 생생하게 알려졌는 데 반해 북한의 실상은 그다지 

알려주지 못했다. 따라서 반공 독재체제인 한국보다는 적어도 표면적으

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북한에 대해 친근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10) 

이것은 ‘중립’을 지향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북한에 대해 관대했

다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평화연구를 담당하는 소위 ‘진보적’ 지식인들이 남북

한에 대해 ‘중립’을 지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북한에 대해 

더 친근감을 가지는 ‘편견’을 가짐에 따라 현실을 보는 눈도 ‘흐리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만 한국으로부터 보면 이와 같은 

지식인들이야말로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 책임이나 전쟁 책임에 대해 

더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주장 자체

가 어떠한 의미에서 또 다른 ‘우월감’의 반영이었다고 비판받을 여지가 

있었으나11) 하여간 이와 같은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과 한국 사이가 

 9) 일본의 이와나미 서점에서 나온 총합잡지 ꡔ世界(세카이)ꡕ에서 1972년부터 1988년

까지 연재되었던 TK生라는 필명에 의한 “韓国からの通信”을 가리킨다. 이것은 

나중에 당시 일본에 체재했던 치명관 도쿄여자대학교 교수(전 잡지 “사상계” 

편집 주간)가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10) 일본의 평화연구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1970년대 북한을 방문해 북한을 호의

적으로 관찰하는 글을 썼다.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시오. 西川潤, “北朝鮮の経
済発展1~4,” ꡔ世界ꡕ, 1976年 2月号, 3月号, 4月号, 6月号 ; 関寛治, “見てきた北朝

鮮の現実 上 教育立国をはかる発展途上国,” ꡔエコノミストꡕ 第58巻 32号 (1980

年 8月 5日), pp. 50~55 ; “見てきた北朝鮮の現実 下 非同盟再建のニューリー
ダー,” ꡔエコノミストꡕ 第58巻 33号 (1980年 8月 19日), pp. 58~63 ; 西川潤(니시

까와 준) 와세다 대학교 교수(당시), 関寛治(세키 히로하르) 도쿄대학교 교수

(당시), 두 분은 각각 경제학자, 국제정치학자인데 일본평화학회 회장을 역임

했다. 
11) 이와 같은 시각에 입각해 잡지 세카이의 한반도 인식을 비판적으로 보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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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에

서 비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Ⅱ. 일본의 한반도 연구에 있어서의 ‘평화’

한국전쟁, 한일수교협상, 재일한국인 귀환 등 일본사회에 있어서 한반

도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낮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

도에 대한 과학적 이해 특히 한반도는 내재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그다

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일본의 한반도 연구가 냉

전체제로 인해 크게 제약받아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냉

전체제하에서 냉전체제를 어떻게 연구대상으로서 삼느냐 하는 매우 어

려운 과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냉전의 기원이나 책임을 둘러싼 논쟁에 관

해서도 정통주의(orthodoxy) 대 수정주의(revisionism)의 대립에서 나타나

는 바와 같이 매우 분열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보수적 국제정치학에 따르면 북한이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만큼 일본의 실질적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을 일본이 어떻게 지

원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 왔다. 그래서 단단한 군사력을 갖춤

과 동시에 미일동맹관계를 공고화함으로써 북한의 공격성을 봉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12)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냉전에 관해서 

북한이 더 정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만큼 오히려 공

구로서 한상일, ꡔ지식인의 오만과 편견 세카이와 한반도ꡕ (서울: 기피랑, 2008) 

을 참조. 
12) 일본의 국제정치학자들 중에서 이와 같은 보수적 이념에 입각해 활발하게 한

국연구에 몰두했던 연구자로서는 대표적인 것은 가미야흐지(神谷不二) 씨를 

지적할 수 있다. 神谷不二, ꡔ現代国際政治の視角ꡕ (東京: 有斐閣, 196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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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것은 한국 또한 한국을 뒷받침하는 미국이라는 인식에 입각해 한

국만 지원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도 있었다.13) 이와 같

이 좌우 대립이 한반도를 보는 시각을 제약하고 있었다. 그래서 좌우 어

느 쪽 입장에서도 현상유지인 분단체제의 지속은 ‘평화’가 아니다. 따라

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함으로써 통일을 이루어야 비로소 ‘평

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평화’는 

평화연구가 전제로 삼았던 평화와는 다르다. 이와 같이 평화연구가 제시

하려고 했던 ‘평화’와 한반도의 실제의 평화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존

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1965년 한일수교까지는 이

와 같이 냉전체제로 인해 제약받는 한반도 인식은 일본의 사회과학을 크

게 제약해 왔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분단체제하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하

느냐가 연구자의 정치적 이념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를 보는 시각에 관해서는 ‘중립’은 허용되지 못했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 이와 같은 이자택일적 한반도 인식을 상대화 

시키려는 새로운 시각이 나타났다. 이것은 남북한을 이념에 따라 편들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관에 따라 보려는 시각이다.14) 

따라서 지금까지 남북한 체제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하는 것은 아니

라 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과 연대하려는 입장을 제시했다.15) 그런데 이

들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 그다지 비판적이지 못했다는 결함이 있었다. 

13) 이와 같은 시각에 입각한 전문적 연구자들은 주로는 역사학자, 특히 조선사 전

공 역사학자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연구자로서는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씨를 지적할 수 있다. 梶村秀樹 씨의 저작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 梶

村秀樹著作集刊行委員会編集委員会 編, ꡔ梶村秀樹著作集 全6巻ꡕ (東京: 明石書

店, 1992~1993). 
14) 대표적 연구자로서는 와다 하루키 씨를 지적할 수 있다. 남북한을 가능한 한 

공평하게 보려는 시각에 관해서는 和田春樹, ꡔ北の友へ南の友へ: 朝鮮半島の

現状と日本人の課題ꡕ (東京: 御茶の水書房, 1987)을 참조. 
15) 青地震 和田春樹 編, ꡔ日韓連帯の思想と行動ꡕ (東京: 現代評論社, 197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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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들은 북한에서의 인권에 대해 ‘침묵’을 지켰을까? 이것도 그 이전 시

기와 마찬가지로 냉전으로 인한 제약을 면치 못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 한국사회가 경제발전을 지속시키고 나아가 정

치적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남북한 체제의 실적이 큰 괴리가 현재화됨

에 따라 남북한을 등거리로 보려는 의미도 달라졌다. 남북한 어느 쪽 체

제가 더 나은 체제인가 하는 것 자체가 문제로서 성립될 수 없게 되었다. 

당연히 남한의 시장 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한 체제라는 인식이 공유되었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 체제 경쟁에 관해서는 결판났기 때문에 

한반도 냉전체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이 더 우월한 체제를 가지고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을까. 따라서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

냐 하는 문제뿐이라는 비교적으로 낙관적 시각이 한때는 지배적이었다. 

물론 이와 같은 통일이 평화라는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지 확실

하지 않을 것이었으나 원래 한반도 연구 자체는 평화연구와는 그다지 친

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생각 밖의 일이

었다. 평화연구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장민주주의

라는 체제규범에 따른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세를 추

인할 수밖에 없었으며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관해 그다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구 동주권 국가들, 그리고 구소련

(1990년), 나아가 중국(1992년)과의 수교, 그리고 그때까지 한국이 주장했

음에도 북한의 반대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도 

1991년 실현되었던 바와 같이 점차 한국의 외교적 우위는 돌이킬 수 없

을 만큼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북한도 새 상황에 대응하려고 미국이나 

일본과의 수교를 지향했었으나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커짐에 따라 이와 같은 

새로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과제가 일본의 평화연구 또

한 한반도 연구가 직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까지의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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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는 괴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적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Ⅲ. 북핵 위기와 평화연구

일본에서의 평화연구자들로서 북핵 위기는 이론적으로 예상할 수 있

었던 또한 예상했어야 했던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북핵 

위기는 예상 밖의 일이었으며 따라서 지적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

다. 평화연구로서는 항상 핵 비확산 체제가 안고 있는 불평등함을 잘 이

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핵 비확산 체제가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깨질 것

이며 따라서 특히 개방도상국들에 의한 핵 개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평화연구자인 아리 마

즈루이(Ali Mazrui)라는 학자가 핵 군축을 촉진시키기 위해 핵 군축에 대

해 소극적인 핵 보유국들을 자극해야 하며 이것을 위해 개도국들도 핵무

장을 해야 한다는 극약적 처방책을 제시했다.16)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

한 상황이 일본에 가까운 데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

이다. 왜 그런가? 

첫째로, 일본의 평화연구가 전제로 삼고 있었던 핵 인식 때문이다. 일

본의 평화연구가 가장 심각하게 염두에 두고 있었던 핵 위협은 일본이 

핵 보유국인 미국의 동맹국인 만큼 미소 핵 전쟁에 휘말릴 것이었다. 또

한 미소 핵 군비경쟁으로 인해 핵 전쟁의 위험이 커질 것을 걱정하고 있

었다. 그러한 인식의 전제로서는 핵은 초강대국들이 소유하는 특권이라

16) Ali Mazrui의 견해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시오. Ali A. Mazrui, A World 

Federation of Cultures: An African Perspective (New York: Free Press,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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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둘째로, 북한의 의도에 관한 너무나 낙관적 평가를 지적할 수 있다. 일

본의 평화연구의 주류는 적어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반도 문제에 관

해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 나이브하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그러한 나이브한 평가의 연속선상에서 설마 북한이 

핵 무장을 진지하게 노리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가 깔려 있

었다. 

셋째로, 북한의 군사능력 또한 과학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려고 해도 그럴 만한 과학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미사일 기술도 독

자적으로 개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핵보

유국인 구소련이나 중국은 핵 우산을 북한에게 제공하기에는 신중했으

면서도 북한 그 자체의 핵무장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학

기술을 북한에게 제공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그러한 원자력이나 미사일에 관한 선진적 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17) 

그렇다면 일본의 한반도 연구는 북핵 위기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었을

까? 이것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필

자는 일본의 평화연구와 한반도 연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언제나 떠오

른 경험이 있다. 지금 돌아가신 어느 저명한 평화연구자가 필자에게 하

신 말씀이신데 “일본의 한반도 연구 특히 북한연구는 항상 현상 추인적

이며 깊이가 없다” 하는 비판이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필자는 한편으로

17)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구소련이나 중국의 역할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 

주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시오. Michael J. 

Mazarr, North Korea and the Bomb: A Case Study in Nonproliferation (New York: 

Macmilla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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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렇게 비판한다고 하면 자기가 그러한 연구를 함으로써 보여 주면 

되지, 그러지 못하면서 왜 그러한 비판만 하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다. 지

역의 사정을 전혀 모르면서 또한 지역연구의 어려움을 모르면서 왜 그러

한 비판만 내세우느냐 하는 불만이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충고로서 받아들여야 되

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받았다.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학문의 자

유가 제한되어 있었을 때 인접국인 만큼 상대적으로 관심도 높았으며 비

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일본의 한반도 연구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에서도 주목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정치가 민주화됨에 따라 

한국연구뿐만 아니라 북한연구에 관해서도 일본의 한반도 연구가 차지

할 수 있었던 비교우위가 없어짐에 따라 일본의 한반도 연구도 어느 의

미에서 벽에 부딪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한반도 연구가 어디서 

어떠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일본의 평화연구의 접근법이 한반도 연구에

게 응용할 수 있다면 그러한 비교우위를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그래서 평화연구의 시각을 살리면서 지금 우리들이 직면하

고 있는 북핵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고찰하고자 한다. 

Ⅳ. 평화연구 시각에 입각해 북핵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평화연구의 시각이라고 해도 어느 특정한 문제에 대해 획기적 처방책

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평화연구의 힘을 과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전제를 두면서도 평화연구의 힘을 살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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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점

도 있다. 

첫째로, 평화연구는 물론 당장 눈앞의 문제에 대해 대응해야 하나 그

러한 대중 요법뿐만 아니라 근본적 지료를 시도하는 데에 장점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핵 위기에 관해서도 북한의 핵 무장을 봉쇄해

야 하며 그것을 위해 북한의 국가체제가 문제이며 그러한 체제만 없애자

는 접근법은 결코 근본적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북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북한이 아니더라도 또 하나의 ‘북한’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역시 문제는 핵 비확산 체제가 안고 있는 불평등함 특히 비

핵보유국이 직면해야 할 안보불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

으로 핵무기를 가지려는 북한만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핵으로 무장하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고 해도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정당화시킬 수 없다. 모든 비핵보유국이 

핵을 가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도 일본도 핵 무장 능력을 가지

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억제해 왔다. 이것은 물론 미국의 핵의 우산으로 

인해 보호받았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보다 스

스로 핵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결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 무장은 비핵화를 선택했던 한일양국으로서는 대단

히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게 만든다. 아무리 북한이 핵 문제는 남북관계

나 북일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관계 문제라고 강변해도 역시 북한의 

핵 무장을 대단히 위협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점차 핵 무장이라는 선택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18) 일본은 아직까지 그러한 주장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18) 한나라당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들 중 한 사람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미국을 방

문 중 2011년 4월 19일 오후 4시 40분(현지 시각) 뉴욕 해롤드 플랫 하우스에서 

1시간 20분 동안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한국이 핵을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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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으나 북한의 핵무장이 장기간 기정사실로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러한 여론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한일양국은 북한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이 주장한 바와 

같이 북미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도 일본도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

에 없다고 주장해야 하며 북핵 문제에 관해 당사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

정시켜야 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핵 비확산 체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에 대해 비핵보유국에 대

한 핵 선제 불사용 등 핵 위협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

장을 제공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19) 그래서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나 북

일관계라는 양자 협상 틀 속에서도 다루어야 한다. 북핵 문제는 북한이 

핵 문제는 북미관계의 문제라고 주장20)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의 영

향력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다. 한국도 일본도 당사자

로서의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21) 그런데 당사자라는 것은 한미일이라는 

거나 개발해야 하는지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한

다. ꡔ조선일보ꡕ, 2011년 4월 20일. 
19) 에번스(Evans) 호주 전 외상 등을 중심으로 한 핵 비확산 핵 군축에 관한 국제

위원회가 2009년 11월 채택한 “제로로 향한 행동계획”은 (1) 2012년까지는 핵을 

가진 모든 국가들이 군축협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2) 핵의 역할을 핵 공

격에 대한 억지로 한정하되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3) 2025년

까지 핵무기 제로에 도달할 수 있는 상태(모든 핵 탄두수를 2,000발 이하로)로 

나간다. (4) 핵 보유국끼리의 선제 불사용에도 합의한다. (5) 그 후 핵 억지가 

불필요한 국제환경을 만듦으로써 핵 폐절을 실현시킨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안에 관해서는 당시 일본 민주당 정부 오카다

까츠야(岡田克也) 외상도 지지했다. ꡔ朝日新聞ꡕ, 2009年 11月 19日. 
20) “남조선당국이 반북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 ꡔ노동신문ꡕ, 2008년 4월 1일. 
21) 2011년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카터 전 대통령은 한국에

서의 기자회견에서 “과거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미국과만 논의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번에는 ‘핵문제든 다른 문제든 남한 정부와 직

접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핵 문제에 대한 북한

의 태도는 전과 비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자회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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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나 핵 비확산 체제 속에 비핵보유국이라는 공통적 입장

에 따라 처방책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

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한일양국이 나름대로 또한 서로 협력하면서 북

한으로 하여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해

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북한에 대해 그것을 벌 받게 만들지 않고 오히

려 보상해주는 것은 좋지 않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북핵을 포

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양보나 희생은 있게 마련이다. 

둘째로, 평화연구가 내세우는 평화가치는 평화라는 상태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그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평화도 중요

하다는 점이다. 전쟁이라는 폭력적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평화 또한 통일

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에 따른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은 인류의 역

사에서 우리들이 배운 교훈이었으며 한반도에 관해서도 한국전쟁은 어

떠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봐야 할 것

이다. 물론 목적으로서의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쟁이라는 폭력적 수

단밖에 없다는 극한적 상황하에서는 그러한 수단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

려울지 모른다. 다만 그러한 극한적 상황이 아닌 경우는 수단으로서의 

평화가치라는 것도 중요시해야 한다. 목적이나 결과를 위해 어떠한 수단

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평화연구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제에서는 무엇보다 군사적 수단에 따른 북한에 대한 침공이 

라는 수단은 그것에 대한 북한의 보복에 따라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

는 것이 예측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북한 체제에 

대한 변혁(regime change)이라는 수단도 물론 북한 민중들이 스스로 일

에 관해서는 ꡔ조선일보ꡕ, 2011년 4월 29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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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체제를 타도하기 위해 행동을 선택할 때는 몰라도 지금은 그러한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는 가운데 바깥으로부터 개입하는 것은 아무리 강

변해도 해서는 안 되는 선택지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북한체제 자체가 매우 공고한 가운데 인도적 개입이라는 것은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현 체제와의 협상을 통해 인내심을 가지고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수단으로서의 평화라는 가치를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

도 다른 길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정책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항상 느끼는 것이나 먼저 일본도 또한 한국도 마찬가지

로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북한을 움직일 수 있었던 수단을 스스로 포

기해온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

본은 북한의 최대무역상대국 중의 하나였다.22) 그때는 그러한 무역관계

를 수단으로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

런데 처음에는 납치 문제로 인해 다음으로는 핵 또는 미사일 문제 때문

에 제재를 강화시킴으로써 무역량은 크게 위축하고 말았다. 물론 북한경

제도 타격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으나 북한에 대해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압력수단도 포기하고 말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일본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한국과 중국이었다. 남북관계에는 

1990년대에 들어 교역이나 투자도 늘어났으며 특히 2000년 제1차 남북정

상회담이 이루어진 만큼 특히 경제적 관계는 축적되어 갔다. 나아가 김

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하에서는 제2차 북핵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북

22) KOTRA 자료에 따르면 1994년 북한의 교역량 21.1억 달러 중에 1위는 중국, 6.2억 

달러(29.6％)이며 일본은 2위, 4.9억 달러(23.5％)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은 3

위, 1.9억 달러(9.0％)에 불과했다. 한국정부 통계청, ꡔ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5.11ꡕ (서울: 통계청, 1995), pp.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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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경제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

선 후는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해주기만 했을 뿐 얻어내는 

것은 별로 없었으며 나아가 북한의 핵 개발까지 허용하고 말았다는 비판

에 입각해 상호주의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 양보를 끌어내려고 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들며 대신 북한을 개혁 개방시키

기 위해 대북원조를 이용하려는 ‘비핵개방 3000’을 제시하게 되었다. 지

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라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수단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권이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뜻은 좋은 정책이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바깥에서 보면 핵 문제는 북미간의 문제이며 남북간 

문제가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에 끌려가고 있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

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

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압력수단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관

광 중단 등으로 북한도 손해를 봤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이 경우는 북한

의 손해가 한국의 이익이 될 수 없었다. 한국도 북한도 서로 윈윈(win 

win)이 아니라 서로 다같이 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한일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느라고 결국 북한에 대

한 효과적 압력수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대신 북한이 의지하게 되

는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특히 북한의 핵 보유나 세습체

제에 대해 더 엄격히 반대의사를 제시해야 한다는 국내 일부 여론이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면서도 북한에 

대해 더 관대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끌어 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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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킨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비롯한 정책을 억제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없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현

재로서는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 개발 저지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

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 보유는 그다지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희생을 치르더라도 

달성시켜야 할 과제로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

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에 관해 한편으로는 중국이나 미국의 역할에 대해 기

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나 일본이 서로 

협력해 나름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도 있다

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이나 일본이 

한때 가지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탈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회를 찾아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해 한국이나 일본이 북한의 경제부흥을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해줄 수 있을 것인지를 북한에게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핵 포기

라는 전략적 결단을 재촉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에 대한 이와 같은 공여

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한국과 일본에서 상호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남

북한 협력과 북일 수교에 따른 경제협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그것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높다. 지금 일본의 대북여론을 볼 

때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더 성의 있는 가시적 조치 또는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명확해지지 않는 한 협상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다만 문제는 북한의 일방적 양보가 없는 한 아무 것도 못한다

면 일본 스스로가 전략적으로 외교를 전개할 수는 없게 된다. 나아가 일

본 국내정치는 민주당 정부의 불안정함과 진재부흥에 몰두해야 할 처지

에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획기적 선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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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어려움도 가중되기 때문에 당장 북일 수교나 북일 협상을 기대하

기 어려울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문제는 

전후일본이 전쟁으로 인해 직면해야 되는 마지막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

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도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 한

편으로는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만드는 것이 북한 체제

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간의 이질성을 좁

힘으로써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궁지에 몰리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유리한 

고지를 지킬 수 있는 것이며 북한이 경제적으로 부흥한다는 것은 북한의 

강경한 대남 자세나 핵 보유를 오히려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나 체제 격차를 볼 때 이와 같은 

염려는 기우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그래도 북한 체제의 공격성이라는 인

식과 함께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한국으로서 얼마만큼 유리하냐 하는 문

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Ⅴ. 맺음말 

평화연구, 특히 일본의 평화연구와 한반도 연구가 왜 괴리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를 설정함으로써 평화연구에 입각한 한반도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그래서 구체적 문제로서 핵 비확산 체제가 안고 있는 불평

등함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목적으

로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평화라는 가치를 중요시해야 한

다는 입장에 따라 대북정책에 관해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과 선택했어야 

했으나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선택하지 못했던 선택지를 제시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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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본이 비핵 보유국이라는 공통적 입장, 그리고 북핵 위협을 직접적

으로 받아야 될 입장에 입각해 서로 협력함으로써 어떠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했다. 물론 이와 같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보유 의지는 확고하며 여기서 제시한 처방책은 소용없다고 한

다면 이와 같은 접근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런데 북한의 

정책 자체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는 것을 전

제로 한다면 여기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핵 비확산 체제가 안고 있는 불평

등함을 극복하고 평화적 수단에 따라 북한의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할 선택이라고 믿는다. 

▒ 접수: 2011년 4월 29일 / 수정: 2011년 5월 11일 / 게재확정: 2011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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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ace Research in Japan and Its Potential 

Contribution to Korean Studies 

In Search of Korean Studies Based on Peace Research 

KIMIYA, Tadashi(The University of Tokyo)

On one hand, peace research in Japan should have had special interest 

in Korea, which has been vital for Japanese security, but actually it has not 

paid serious attention to Korea. On the other hand, Korean studies in Japan 

have not taken peace as value into serious consideration. Such discrepancy 

between peace research and Korean studies in Japan is created by Japan’s 

historical experience as both a guilty party of the aggressive war and a 

victim who had suffered from atomic bombs in Hiroshima and Nagasaki, 

and its right-left ideological antagonismsunder the cold war regime. Peace 

research in Japan had tried to keep its neutrality between the right and the 

left so cautiously that it had avoided tackling the Korean problems, which 

was very difficult to do while keeping the neutrality under the cold war 

regime. Korean studies in Japan had regarded “peace” in terms of peace 

research as so unrealistic from the view points of the re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the studies had not taken a serious approach to peace 

research. This article tries to establish Korean studies based on peace 

research. Peace research, which has regarded the causal treatment as more 

desirable than the symptomatic treatment, must take the prohibition of the 

first strike of nuclear arms against nonnuclear powers into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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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야 다다시

도쿄대학교 대학원 정보학환(The University of Tokyo, Interfaculty Initiative in Information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교수. 국제정치학, 한반도 지역연구 전공.

주요 저서로는 ꡔ박정희 정부의 선택: 1960년대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ꡕ(서울 후마

니타스, 2008) ; ꡔ韓国 民主化と経済発展のダイナミズムꡕ(東京: 筑摩書房, 2003）등. 

consideration in order to overcome unfairness included in NPT(Non-nuclear 

Proliferation Treaty) regime and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Peace 

research, which has regarded peaceful means to reach goals as important as 

achieving peace, must stop trying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y making the DPRK regime transformed only by external intervention 

because it might stir not only physical violence but also structural violence. 

Instead, ROK and Japan should persuade DPRK to abandon its nuclear arms 

and get economic resources from organizing ROK economic cooperation 

and Japanese economic aid after the DPRK-Japan normalization, and at last 

to achieve economic reconstruction. 

Keyword: peace research, Korean studies, North Korean nuclear crisis, 

ROK-Japan relation,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regime, DPRK-Japan 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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