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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自主國防)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김 호 징

1. 위기의 한반도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共認)하는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국가이다. 그리하여 (1) 

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2) 국민의 인권(人權)을 보장(保障)하며, (3) 법치

(法治)를 하며, (4) 권력(權力)을 분립(分立)시킨다는 것을 헌법에 밝히고 있다. UN의 세계인

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1948)의 내용이 모두 우리 헌법의 

인권조항에 들어 있다. 헌법 제3조에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島嶼)가 대한민국의 영

토(領土)라고 되어 있으며, 제4조에는 “자유민주(自由民主)적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입각(立

脚)한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推進)한다”라고 적혀있다.

2차 대전 종전 후 질서가 유지되고 언론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인구에 

비례하는 수의 대의원(代議員)을, 비밀투표에 의한 보통-평등-직접 선거로써 선출하여, 통일

입법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세 번 있었다. 즉 공정자유(公正自由)선거에 의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회가 세 번 있었다.(1) 

그런데 소련(蘇聯)군의 초급장교이었으며, 소련점령군이 데리고 와서 권좌에 앉힌 김일성

이 연합국에 의한 신탁통치를 수락하고, 한반도 전역에서의 공정자유선거에 의한 통일국가 

형성을 거부하고, 한반도 북반부에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웠다. 그리고는 1950

년 소련과 중국의 후원으로 6·25 동족상쟁(同族相爭)의 민족반역(民族叛逆)전쟁을 일으켜 

우리 민족 200만을 죽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족 지도자 조만식은 물론이고, 박헌영 이승

엽 등 동료 공산주의자를 포함하여, 1948~1987년에 160만 명의 동포를, 정치적 살인

(democide)으로 희생시켰다.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은 1990년대에 북한 주민 200만을 굶어 

죽게 하였다. 즉 김일성-김정일 부자는 1948~2000년에 우리 민족 560만 명을 죽게 한 민족반

역자이다.(2) 

세 번이나 있었던 평화통일의 기회를 김일성이 걷어차고, 한반도 북반부에서 60년간 유지

해온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세습정권은, Freedom House의 통계(3)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인

권상태가 194개 조사 대상국가 중 194위이다. 즉 김정일은 세계 제일의 폭군(暴君, tyrant)이

라는 것이다. 그리고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조사(4)에 의하면 민주주의 체제 성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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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67개 조사 대상국가 중 167위이다. 즉 김정일은 세계 제일의 독재자(獨裁者, dictator)라

는 것이다.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가 한반도 북반부에 60년 간 유지해온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과, UN에서 한반도에 있는 유일합법정부라고 인정받은 대한민국을 2010년 현재에서 비

교해 본다. 북한 : 남한으로, 인구는 2,400만 : 4,900만, 현역 군인 수는 110만 : 60만, 초등학

교 입학 후 12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는 30만 : 300만, 일인당 GDP(ppp)는 

$1,800 : $28,500, 즉 1:15.8이다.(5) 

백성을 무지(無知)하게 하고, 굶어 죽게 하면서, 막대한 수의 사병(私兵)을 거느리며, 원자

탄까지 갖춘 김정일은, 인구가 두 배 이상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대한

민국을 무력으로 정복해서 4,900만을 추가하여 노예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리는 김정일

의 군대와 휴전상태에 있다. 군사력의 우위를 선점했다고 믿는 김정일이 일차적으로 바라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이다(6).

여기에 더해서, 6·25 때 우리 영토를 침략해온 적이 있으며, 아직도 한반도에 통일 자유민

주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 외세(外勢) 중국이 압록강-두만강 너머에 있다. 후진타오

의 일당 독재정권(4)은 김정일에게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원자탄을 제조하는 것을 방관

(傍觀)하였으며, 김정일의 대남 무력행사(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를 국제 외교의 장(場)인 

UN에서 두둔하고 있다. 우리의 생명선인 무역항로는 중국의 앞 바다를 가로지른다. 두 강 너

머에 포진한 중국군은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영토인 한반도 안에 있는 것과 같다. 그

런데 바로 이 중국이 김정일의 미군 철수 요구 목소리에 화음(和音)을 넣고 있는 것이다.

   

2.  독재자는 힘 만에 굴복한다. 민주국가와 독재국가 사이의 대화나 협상

은 비생산적이다. 독재자는 거짓말 약속을 서슴지 않고 한다

The Albert Einsten Institution의 Gene Sharp 박사는 그의 연구보고서 ‘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7)에서 독재자의 특성과 독재자와의 대화나 협의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기

술하였다. 

(1)  “독재자는 그 자신을 권좌에서 밀어낼 가능성이 있는 선거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인권선언(UDHR)이나 국제인권협약에 있는 선거방식 즉 공정자유선거로는 부자(父子)가 

대를 이어 60년간 권좌에 머물 수 없다. 김일성이 1948년의 UN 감시 하의 한반도 전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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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선거에 의한 통일국가 설립을 거부한 것은 ‘선거를 감시하는 UN이 외세(外勢)’이어서가 

아니라, 선거방식이 공정자유선거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공정자유선거로는 소련군이 안기어 

준 권좌를 유지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북한에서의 선거는, 김일성-김정일의 노동당이 지

명한 후보자 1명을 대상으로, 유권자 99%가 선거장에 나가서, 비밀경찰의 감시 하에, 100%

가 찬표(贊票)를 던지는 방식이다. 인권선언이나 (북한도 비준한) 국제인권협약에 위반되는, 

분명한 부정선거(不正選擧)이다. 따라서 김정일 독재정권의 사전소멸(事前消滅) 없이는, 한

반도 전역에서 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어느 단계에선가 공정자유선거과정을 거치는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하다. 즉 북한에서의 체제변혁(體制變革)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2)  “힘(경찰력이나 군사력)의 우위를 선점(先占)한 독재자가 (대립하는) 민주(民主) 지

도자와의 대화에서, 평화공존(平和共存)의 뜻을 제의(提議)하는 것은 상대방의 항복

을 유도(誘導)하려는 위장전술(僞裝戰術)에 불과(不過)하다.”

2차 대전 전의 영국의 Chamberlain 수상과 나치독일의 Hitler의 Munich 회담, 1939년 8월

의 Moltov-Ribbentrop의 독소불가침조약, 1948년 4월 평양에서의 김구-김규식 대 김일성-김

두봉-박헌영-허헌 등의 회담, 월남전 말의 미국의 Kissinger와 월맹 외상 Le Duc Tho의 회담, 

1972년의 이후락-김영주 회담, 1992년의 정원식-안형묵의 한반도 비핵화회담, 1994년 평양의 

Carter-김일성 회담, 2000년 평양에서의 김대중-김정일 회담 모두가 독재자에게 기만(欺瞞)당

하고, 지켜지지 않았던 약속이었다. 

2005년부터 이어온 6자회담도,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에 도움이 안 되는, 민주국가 대 핵무

기보유 독재국가들의 협상이다. 김정일이 현재 원하는 북미(北美)회담도, “핵무기를 포기하

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약속할 터이니, 미국군대를 한반도에서 철수시켜라”하는 뜻을 미국에 

전하려는 것이다. 김정일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에 힘의 진공상태를 조성’해서 1950. 6. 25 전

의 상태로 회귀(回歸)시키는 것이다. 즉 무력 남정(南征)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이다. 

(3)  “독재자와 민주지도자와의 대화 협상에서 얻어지는 결론은 논리적으로 누가 옳고 그

르고가 아니라, 양쪽의 주먹의 세기 즉 무력의 상대적 세기를 반영(反映)할 뿐이다.”

천안함 사건 때의 UN 의장성명은 “범행은 있었는데 범죄자는 없다”는 식이었다. UN에서 

이사국(理事國)인 중국의 힘을 반영한 결론이다. 북한-중국-러시아의 핵보유독재국가들과 한

국-미국-일본 사이의 6자회담에서, 비핵보유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국익(國益)에 도움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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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4)  “독재자는 민주국가와의 대화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어떠한 약

속이라도 한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면 약속을 서슴지 않고 깬다.” 

독재자는 거짓 약속을 서슴지 않고 한다. 김정일은 김대중 씨에게서 돈을 받고 평화를 약

속한 후, 원자탄과 장거리(長距離) 미사일을 만들고 한국과 우리의 우방(友邦)을 위협하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군대, 언론기관, 적십자를 포함한 모든 NGO가 독재자의 

뜻대로 움직이니, 어떠한 대화도 독재자의 뜻을 전하는 것일 뿐이다. 즉 강력한 군사력을 배

경으로 하지 않은 민주국가 지도자는 독재자나 그의 부하 어떠한 기관과의 대화나 협상에서 

거짓 약속 외에는 얻을 것이 없다. 

휴전선 북쪽의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단의 운용 유지는 UN의 대북 금

융제재(金融制裁)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에게 외화벌이를 시키는 수단이 되어 있다. 북한 주민

의 인권을 유린하며, 선군정책으로 독재정권 유지(維持)에 절대적 기여를 하는 막강한 사병

(私兵, 즉 소위 인민군)을 거느리면서, 우리의 천안함에 어뢰공격을 가(加)하여 폭침시켜 장

병(將兵) 46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대낮에 연평도에 포탄을 퍼부어 비무장 시민을 죽게 한 김

정일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과 재물을 바친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역행하는 일

이다.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독재자에게 유화정책을 쓰면 실패한

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해방 후부터 있었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북한-중국-러시아(구 

소련)의 독재국가 군(群)과의 많은 대화 협상은 한반도에서의 대치상태에 아무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 하였다. 

한반도에서 군사력의 균형(balance)를 유지하는 것만이 평화유지의 길이다. 평화를 유지

하고 있으면, 김정일은 수명(壽命)을 다하여 자연사를 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보다 민주

화되어서, 덜 호전적(好戰的)인 나라로 진화(進化)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 이 진화과정은 오

랜 세월을 요한다. 

3.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력의 균형이 필수적이며 시급하다

한반도에서 평화유지의 관건(關鍵)은 군사력의 대칭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칭적 균형의 대상이 되는 군사력은 (a)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에 의존하는 군사력,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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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력, (c) 동맹국들의 결속에 바탕을 둔 연합(聯合)전력이다.   

민주주의 성숙도에 관한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통계(4)는 조사대상 167개 국가 중

에서 미국, 한국, 일본을 각각 17위, 20위, 22위의 민주국가라고, 러시아, 중국, 북한을 각각 

107위, 136위, 167위라고 한다. 러시아와 중국도 정도 차는 있으나 독재국가 군(群)에 속한다

는 것이다. 동북아(東北亞)에서 사실상의 대립세력은 핵무기 보유 독재국가 군(群)인 북한-

중국-러시아와 한국-일본-미국의 자유민주주의국가 군(群)이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은 비핵

국가이다. 김일성은 한국전 직전에 소련에 기대서 무기와 군 작전 지도(指導)를 받았으나, 아

들인 김정일은 주로 ‘혈맹(血盟)’인 중국에서 식량과 에너지를 받고 있으며, 중국의 독재자에

게서 외교적인 후원도 받고 있다.

김정일은 원자탄과 장거리미사일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을 위협해서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

수(撤收)시키겠다는 것이다. 한편 남한에 대해서는 핵전쟁 협박과 간헐(間歇)적 무력도발을 

섞어서 굴종(屈從)을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uriminzokkiri’라는 website는 “앞으로 

남한과의 전쟁은 핵(核)전쟁이 될 것”이라고 공언(公言)한다. 그리고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

에게 “평화협정을 맺고, 28,500명의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6) 

김정일은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넣고서, 한반도

에서의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국은 우방 대한민국을 버릴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6자회담에서도 김정일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폭탄-핵폭탄제조시설을 완전하게

(completely), 영원히(irreversibly), 검증가능하게(verifiably) 제거’하는 것에 동의하는 조건으

로,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약속하며 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다. 김정일이 원하고 있는 북미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무장 해제와 미군의 한반도 철수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물론 김정

일의 한반도 평화약속은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한 날부터 의미가 없어진다. 그는 미군 철수 

후 약속을 깨고 무력남침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자탄 제조의 knowhow와 우라늄광물

자원을 지닌 김정일은 언제라도 핵폭탄을 다시 만들어서 중국과 더불어 미국과 일본을 다시 

위협할 것이다. “독재자는 상대방이 원하는 어떠한 약속이라도 하며,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

면 언제라도 약속을 뒤집는다”는, 상술한 Gene Sharp 박사의 말을 상기(想起)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판단은 실제로 우리의 오랜 대북(對北) 경험과도 일치한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해서 북한과 중국의 핵전력에 대하여 대칭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 

동북아에서 지속적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관건(關鍵)이다. 일본은 2005년 현재 45,000kg

의 핵물질 플루토늄(plutonium, Pu)을 보유하고 있다.(8) 1945년 8월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

탄에는 플루토늄 약 5kg이 들어 있었다. 즉 결심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나라이다. 외교적 여건만 조성되면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

고 있다. 베이징을 사정권 안에 둔, 핵탄두(核彈頭) 장착(裝着) 순항(巡航)미사일을 탑재(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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載)한 우리의 잠수함이 동지나해 바다 깊숙이 있으면, 중국도, 김정일도 달라질 것이다. 핵위

협을 하는 적에게는 핵무기로 대응하여야 한다.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인 Walter Sharp 장군은 북한의 20만 명의 특수부대 전력에 관하여 

경고성(警告性)의 발표를 하였다.(9) 이들은 김정일이 명령만 내리면 여러 경로(經路)로 우리

의 후방에 침투하도록 맹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30여 척의 공기부양선과 260척의 함정 

및 잠수함정은 남한의 해안선에 10,000명을 기습상륙 침투시킬 수 있으며, 170대의 AN-2 수

송기와 130대의 헬기는 최대 약 5,000명의 병력을 우리의 후방에 공중침투시킬 수 있다고 하

였다. 

그런데 이를 보도한 서울의 일간지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는 김정일의 특수부대에 의

한 공격에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할 것”이라고 남의 일과 같이 전하였다. 즉 서울의 언

론이 대한민국의 안보는 미군이 없으면 풍전등화(風前燈火)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통령도, 국방장관도, 합참의장도 이에 대하여 국민을 안심

시키는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실지로 지극히 위협적이어서,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속

전속결로 단시일 내에 남한 전체를 유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1) 북한 지상병력의 많은 부분이 이미 휴전선 가까이에 전진 배치되어 있어서, 개전(開戰) 

전에 대병력의 재전개(再展開)로 인한 공격의도(意圖)의 노출을 피할 수 있다. 즉 우리 

군이 북한군의 기습공격 징후(徵候)를 발견한 지 수 시간 내에 그들은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10)

(2) 휴전선 밑에 (미발견의 것을 포함해서) 많은 땅굴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우리 

일선 병력의 전면에서는 주력부대로 월경(越境) 남침하면서, 우리 진지(陣地) 후방에는 

땅굴을 통해서 지상으로 나온 특수부대가 포진(布陣)하면, 우리 군은 앞뒤를 포위(包

圍) 당하는 셈이다. 이 상태에서 포격(砲擊)을 받는다면 우리는 많은 병력을 잃게 된다. 

만일 땅굴 출구가 청와대 가까이에 있으면 우리의 군 최고통수권자의 생명이 위험하

다. 월남전 때의 땅굴은 지극히 두려운 존재였다.

(3) 또 일부의 북한 특수부대는 우리의 후방의 지상부대, 공군기지, 해군기지, 교통 요충지

(要衝地) 등의 군사적 목표와 항만(港灣), 철도, 전력(電力), 통신, 전산, 급수(給水) 등

의 중요 국가기반시설(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에 공중 침투 또는 해안선 침투로 

동시적 타격을 가(加)할 수 있다.  또 그들은 우리 정부 요인(要人)에 대한 테러공격도 

가능하다.

(4) 공격무기의 속도와 화력이 혁신적 발전을 이룬 오늘날, 한반도와 같이 좁은 전역(戰域)

에서의 무력 충돌은 단시간 내에 승패(勝敗)가 판가름 난다. 마하 2 속도의 전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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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km를 15분만에 날아간다. 현재의 휴전선의 남북에는 도합 약 100만(남북 합하여 

약 170만의 약 3/5에 해당)의 피아(彼我) 병력이 짧은 전선(戰線)과 종심(縱深)을 이루

며 대치하고 있다. 2,300만의 인구를 지닌 남한 수도권은 북한군의 장사포(長射砲)와 

로켓의 사정권 안에 들어 있다. 따라서 북에서 남쪽을 향한 선제공격은 쉽게 성공할 수 

있다.

(5) 전사(戰史)에 의하면 성공적인 기습공격은 휴일 날 새벽에 있었다. 남한에서는 토요일

과 일요일이 휴일이다. 토요일 새벽에 시작된 동시적(同時的)-다목표(多目標) 타격의 

기습공격은 월요일 새벽까지에 마무리될 수 있다. 즉 김정일의 군대는 속전속결(速戰

速決)의 대남(對南) 전격(電擊)작전을 감행(敢行)할 수 있다.

(6) 2011년 현재 3만 명 미만의 주한 미군은 평택(平澤)과 대구(大邱)를 중심으로 하는 한

정된 지역에 포진하고 있다. 북한군은 미국 지상군과는 접전(接戰)함이 없이 수도권 대

부분을 공략(攻略)할 수 있다.

(7) 남한 인구의 많은 부분이 고층 아파트 거주자이다. 전쟁으로 단수(斷水) 및 단전(斷電)

이 되면 아파트 주민은 어려움을 당한다. 국민들의 전의(戰意)에 악영향을 미친다. 도

로에 넘쳐나는 차량들은, 차 몇 대만 멈춰 서면 도로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든다. 이는 

아군의 병력과 군수장비의 지상(地上) 이동을 막아 버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어는, 적의 기습공격 징후(徵候)를 탐지하자마자 우리 측에서 

선제공격을 해서 적을 제압하는 것이다. 적정(敵情) 확인-공격 결정-신속 정확한 다(多)목표 

동시 타격을 짧은 시간 내에 하여야 성공적인 선제공격이 된다.

정찰위성(衛星)-고공정찰기-무인정찰기-이지스(Aegis)구축함-지상 radar 등으로, 전천후

(全天候) 24시간 적정(敵情)을 감시하고 수집한 첩보(牒報)들을 신속히 종합하여 분석처리해

서 얻은 정보(情報)를,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지역에 있는 각급(各級) 

군 지휘관이 동시에 공유하고(ubiquitously) 있어야 한다. 청와대-합참본부-군본부-군단본부-

사단본부-전투비행단본부-함대사령부의 작전지휘실에는 대형 전자상황판에 종합 분석된 김

정일 군대의 움직임 정보가 언제나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어야 한다. 즉 대통령과 사단장 

등이 모든 정보를 동시에 받고 있어야 한다. 사전에 설정된 적의 기습공격 징후(徵候)의 판단

기준과, 대통령으로부터 사전에 위임받은 전결권(專決權)에 따라서, 합참의장이 신속하게 명

령을 내려 미리 배정된 목표들을 동시에 정확히 타격하여야 한다. 이에 후속하는 대통령의 

전쟁 지휘는 청와대의 문민(文民) 비서실장이 아니고, 작전상황실의 당직 현역장성(現役將

星)의 보좌와 조언(助言)을 받아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주한 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우리는 한반도의 앞으로의 평화

를 위해서도 주한미군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빈 라덴의 9·11 테러를 겪은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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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전의 미국과 다르다. 즉 미국 본토가, 작심(作心)한 소수집단의 공격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경험하고, ‘미국이 천하무적의 나라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6·25 때, 우리의 영토인 한반도를 침략한 중국은 막강(莫强)한 경제력을 토대로 패권(覇權)

주의적 성향을 보다 더 두드러지게 표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는 듯하다. 

앞서 인용한 통계들에 의하면 중국은 이집트, 튀니지, 월남보다도 심한 인권탄압의 나라이

며, 후진타오는 실각한 이집트의 Hosni Mubarak와 비슷한 독재자이다. 2010년 현재 중국은 

우리와의 연간 교역량(交易量)이 1,800억 달러 이상이고, 내왕(來往)하는 여행자 수가 연 500

만이라고 한다. 경제적으로는 상호 의존하고 있으나, 민주화되어서 패권(覇權)주의를 버리고 

이웃과 평화공존과 선의(善意)의 경쟁을 지향하지 않는 한, 군사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적성

(敵性) 국가이다.

과거 일본제국(日本帝國)은 2차 대전 전 한반도를 식민지화(植民地化)하였고, 우리민족을 

탄압하고 이차대전의 전쟁터에 징용·징병으로 우리 젊은이를 내몰아서 수십만 명을 죽게 

하였다. 현재는 동해에 있는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여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다. 분명히 우리의 정서(情緖)는 일본을 쉽게 받아드릴 수가 없다. 그러나 현재의 일

본은, 현인신(現人神)이 아닌 인간이면서 상징적(象徵的) 국가원수인 천황(天皇)이 있는 자

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일본의 무역항로 역시 우리와 같이 동지나해를 지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을 하고, 일본과도 군사적 동맹을 할 수도 있다. 서로 혈

맹(血盟)이라고 자칭(自稱)하는 주적(主敵) 북한과 부적(副敵) 중국의 해군력(海軍力)에 맞

서서, 한국과 일본은 잠수함과 이지스(Aegis) 구축함을 주축으로 하는 해군력으로 동지나해

의 무역항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R.J. Rummel에 의하면, 1816~1991년에 지구상에서, 민주국

가 대 민주국가의 전쟁은 없었으며, 이 기간에 있었던 353회의 전쟁은 모두 독재국가 대 민

주국가나, 독재국가 대 다른 독재국가의 전쟁이었다고 한다.(11) 일본도 한국, 미국과 같은 민

주국가이다. 일본이 핵무기로 재무장했다고 해서 우리와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4. 김정일 정권의 돌연적 붕괴(崩壞)와 Berlin 장벽의 도괴(倒壞)

통계에 의하면 인권을 유린하는 폭군이나 독재 권력은 지구상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

다.(12) 실지로 2011년 2월 현재, 중동 여러 국가에서 독재자에 대항해서 민주화를 이루려는 

민중 시위가 번지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정권도 언젠가는 북한 민중의 반항(反抗)에 직면할 

것이다. 단지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을 뿐이다. 북한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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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김정일 체제가 소멸(消滅)되고, 김정일의 노예상태에서 그곳의 우리 민족이 해방되고, 

그들이 자유(自由)와 정의(正義)로 가득 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서, 7,300만의 남북주민이 

하나로 단결하여 어느 모로나 자랑스러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김정일 정권이 내적(內的)인 원인에 의해서 붕괴했을 때를 가정해서, Berlin 장벽이 1989년 

갑작스럽게 무너져서 궁극적으로 동서독이 통일되었을 때와를 비교하여 보는 것은 의미 있

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동서독의 경우와 남북한의 현실-역사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

어서, 동서독의 통일과정이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동서독과 달리 김일성-김정일 

정권이 붕괴(崩壞)되어도, 점진적(漸進的) 과정을 거쳐서만 평화적 통일이 성공할 것 같다. 

압록강-두만강을 넘어오는 중국군과는 싸워서 밀어내야 한다.

(1) 독일의 분단은 1945~1989년의 44년간이었으나, 한반도의 분단은 1945~2011년의 66년

간으로 1.5배나 되며, 그 만큼 정신문화의 이질화(異質化)가 더 진행되었다.

(2) 동서독은 제한적이 나마 서로 왕래가 있었고, 라디오 TV 등의 전파의 교류(交流)도 있

어서 서로 상대방의 생활상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동서독이 극단적으로 이질화(異

質化)되는 것을 막았다. 북한은 완전한 쇄국(鎖國)으로 주민은 고립화(孤立化)되었다. 

북한은 외부의 라디오, TV 전파까지 차단하며, 주민의 외부 정보 획득을 철저히 차단

하였다. 한편 북한 정권의 보도매체는 남한에 관한 허위사실로써 주민을 세뇌(洗腦)시

켜 놓았다.

(3) 김일성이 저지른 1950. 6. 25의 민족 반역 전쟁으로 남북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犧牲)

되었다. 동서독 간에는 이러한 물리적 충돌의 쓰라린 역사가 없었다.

(4) 동서독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이념적(理念的) 대립으로도 볼 수 있다. 반면, 

남북한 대립(對立)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정권과 60년 이상 지속된 김일성 일가의 부자

세습 폭군들의 독재정권의 대립이다. 즉 선(善)과 악(惡)의 대립이다. 악을 상징하는 북

한의 기득권 세력은 민중의 보복(報復) 감정의 대상이 된다. 

(5) 동독의 후원자는 소련의 개방 개혁을 가져온 Gorbachev이었고, 김정일의 후원자는 중

국의 독재자이며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후진타오이다. Gorbachev는 동서독이 공정자

유선거에 의하여 인구에 비례하는 대의원을 뽑아서,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탄생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60년 전 지상군을 보내서 김일성을 도왔던 중공(中

共)은 아직도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국가로서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에 자유민주주

의 통일국가의 탄생을 원치 않고 있다.

(6) 1990년 당시 서독의 일인당 GDP는 동독의 2.3배(=$24,485 / $10,430)이였고 2009년의 

남한의 일인당 GDP(ppp)는 북한의 15.8배(=$28,500 / $1,800)이다. 통일을 갑자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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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부(富)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7)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는 인구 대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적고 군인의 

수는 많다는 것이다. 이는 통일을 갑자기 하면, 남한 사람은 지배층, 북한 사람은 피지

배층으로 된다는 뜻이다. 이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북한의 고학력 엘리트는 

직업을 찾아 남한으로 오고, 북한에는 저(低)학력의 주민과 군대에서 제대한 무직자들

만 남는다. 동서독도 비슷한 경험을 하였으나, 한반도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甚)할 것

이다.

(8)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주민이 핵심계층-동요계층-적대계

층으로 분류되어서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에는 약 20만 명이 

있다고 한다. 이는 동독에는 없었던 일이다. 세계 제일의 인권 탄압 체제인 북한에서는 

체제붕괴 때 북북(北北)갈등의 폭동이나 무질서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

태는 중국군의 한반도 진입(進入)의 구실을 줄 수도 있다.   

결국 김일성-김정일 정권이 스스로 붕괴한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에 명기(明記)된 우

리의 영토의 북단(北端), 즉 압록강-두만강까지 신속히 진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국군과 마

주치면 싸워서 중국군을 강 너머로 밀어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중국 군대를 또 다시 한

반도에 들여 넣어서는 안 된다. 우리 후손에게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에 의한- 우리 민족을 

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동서독과 같이,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루기는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다. 비록 

압록강-두만강 선까지의 영토를 국군의 진주(進駐)로 확보한다 하여도, 통일국가의 수립(樹

立)은 현재의 휴전선을 봉쇄(封鎖)해 놓고 점진적(漸進的)으로 하여야 한다. 북한 주민에 식

량과 연료를 무상배급해 주면서, 스스로 다스리고, 민주주의 질서를 배워가도록 하여야 한

다. 남북 총선거로써 통일국회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5. 충성(忠誠)과 자주국방(自主國防)

미국 지상군의 한반도 주둔(駐屯)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우리들 자신

과 후손의 행복 추구의 원동력인 인권을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호하여야 한다. 자주국방의 목표는 주적(主敵) 김정일 정권과 부적(副敵) 중국이 우리에게 

무력 적대(敵對) 행동을 결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즉 전쟁방지-평화유지가 일차적 목표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받는다면 동맹민주국가들과 힘을 합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국방력을 스스로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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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군 고위 지휘관은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권한은 부하에게 위양(委讓)할 수 있으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전가

(轉嫁)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방장관을 해임해서는 안 된

다. 천안함 폭침에 이어서 연평도의 포격을 받고도 신속하고 확실한 보복을 즉각적으로 못 

했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한 4,900만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군인들이 경례를 하면서 “충성!”을 외치는데, ‘충성’에는 내외(內外)의 적으로부터 우리의 헌

법과, 동포의 인권과 영토를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겠다는 선서(宣誓)의 뜻이 담겨 있다.(13) 

대통령은 이 군인들의 최고사령관이다.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상관이 대통

령의 뜻에 따르기 때문이고, 대통령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이며, 그 자

신이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지키겠다는 선서를 국민에게 하였기 때문이다. 

준전시(準戰時)인 휴전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폭군이며 독재자이며 민족반역자이

며 주적(主敵)인 김정일과 어떠한 대화나 협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대

통령이 역적(逆賊)에게 굴종(屈從)의 자세를 보이려면 먼저 대통령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미

국의 군함이 김정일 잠수함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하고, 하와이 섬이 김정일의 함포사격을 

받았다고 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취하였어야 할 대응조치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하지 않

았다.

보릿고개의 나라가, 일인당 GDP(ppp) 3만 달러의 나라로 되기 위해서는, 자유, 평등, 박애

를 기조(基調)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와 평화가 지속되어야 했고,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민족 반역자인 김일성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준 것은 젊은이들이 1950. 6. 25 때 흘린 고귀한 

피, 즉 충성 때문이었다. 그들 젊은이가 있었기에 후손(後孫)인 오늘의 우리가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 오늘의 젊은이 역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를 계승(繼承)시켜 줄 책임이 있다. “남들도 군대에 가니까 나도 군대에 갔다 오겠다”가 아니

라, “우리 가족과 동포와 후손들의 자유(인권)와 번영을 위하여 내외(內外)의 적과 목숨 바쳐

서 싸우겠다.”는 충성의 의지를 보고 싶다.

군대가 강하려면, (A1) 우수하고 충성스러운 장군과, 훈련이 잘되고 충성스러운 병사가 충

분한 수로 있어야 하고, (A2) 내외(內外)의 적에 관한 충분하고 확실한 최신 정보를 상시(常

時) 지니며, 방첩(防諜)활동을 철저히 하여 군사비밀이 적에게 누설(漏泄)되어서는 안 된다. 

(A3) 평상시 훈련을 충분이 하고, 전시는 조직적이며 신속한 공격을 하도록 용병(用兵)을 하

여, 적의 전술 전략적 목표를 타격 제압(制壓, annihilation)할 수 있어야 한다. Cyber 전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A4) 통신장비를 포함하여, 적보다 우수하고 현대화된 충분한 

양의 무기를 갖추며, 병사들을 잘 먹이며 입혀야 한다. 핵보유국과의 대결에서는 원자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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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미사일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A5) 북한 점령 후의 민사(民事) 관리 능력의 배양(培

養)과 대북(對北) 심리전(心理戰)의 활성화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강력한 국방력의 유지에

는 많은 국방비가 요구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에는 대치(對峙)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군사력의 균형(均衡)이 필수

적이다. 우리는 생존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같이 핵무장을 하여야 한다. 핵무기 보유국이 되

기 위해서는 우선 핵물질 농축, 핵물질 재처리, 핵폭탄 기폭장치에 관한 이공학(理工學)적 연

구를 조용히 활성화시켜야 한다. 미국의 외교적 수사(修辭)인 핵우산(核雨傘)을 믿어서는 아

니 된다. 미국 국민에게는 미국의 국익(國益)이 어떠한 동맹국의 국익보다도 우선(優先)이다. 

핵무장을 위해서는 미국과 정부차원의 조용한 외교적 교섭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통상-외교

도 신중(愼重)하여야 한다. 독재 권력이 지배하는 한(限) 중국은 우리의 확실한 적성(敵性) 

국가이다.

선군정책을 내세워 핵무장까지 한 세계 제일의 독재자 및 그의 전범집단과 우리는 명목상

의 휴전상태에 있으나, 실제로는 휴전 후 반세기가 넘도록 휴전협정을 계속 위반하고, 군사

적 비군사적 온갖 수단을 배합하여 대남도발을 계속하여 왔다. 전범 독재자의 광기(狂氣)와 

우리의 임전태세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전면 기습 남침을 할 것이며, 이는 그들의 일관된 목

표인, 전민족의 김일성세습 폭군의 노예화 완결작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불투명한 목적으로 평양에 가서 민족반역 전범들을 만나 담소하고 사

진 찍고 온 사람들, 사사건건 김정일의 정보원이나 대변인처럼 처신하는 사람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을 왜곡(歪曲)된 국사와 국가관으로 오도(誤導)하고, 학교와 사회를 무질서한 ‘해방

구’로 길들이려는 사람들은 일단 유사시(有事時)에는 부역(附逆)할 사람들이며 내부의 적이

다. 터무니없는 ‘광우병’을 빙자하여, 4,900만 국민이 선출한 정권을 전복(顚覆)하려고 기도했

던 (중앙청 앞에서의) 100일 시위자들, 세계 제일의 폭군이며, 세습독재자인 김정일을 따르면

서 ‘진보’라고 자칭(自稱)하는 인사들을, 선량한 시민과 후손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제재

(制裁)하고 격리(隔離)하는 것이 ‘위국헌신(爲國獻身)’이고 충성(忠誠)하는 길이다. 왜곡된 국

사를 기술한 교과서를 즉시 폐기(廢棄)하는 것이 후손을 보호하는 우리의 책무이다. 

4,900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수 내부 적성(敵性) 인사들의 사찰(査察)은 

불가피하다. 우리 민족의 성원(成員)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는 김정일

에게 추종(追從)하는 자들이, ‘인권 존중’이라는 방패(防牌) 뒤에 숨어서 헌정질서를 어지럽

게 하는 것을 방치(放置)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 유기이다. 

미국은 9·11 테러 후, 국회에서 잠재적(潛在的) 내부의 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2001년에 USA PATRIOT Act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라는 법을 제정하였



70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0, 제6호

다.(14) 미국 연방 법무성과 국토안전성은 이 법에 따라서 내부의 잠재적(潛在的) 적을 사찰하

고 색출하였다. 전 국민의 인권의 보호가 곧 국가안보이며,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소수 반

역적 인사와 범법자의 인권은 유보(留保)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60년 전 6·25 때의 부역자

들의 행적을 거울삼아서 이에 사전에 대처(對處)하여야 한다. 

폭군적 독재자와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는 국정의 우선순위를 국방(國防), 교육(敎育), 복

지(福祉)의 순으로 해서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전쟁의 억제(抑制)로 평화가 있어야 헌정

(憲政)질서 유지와 경제적 번영이 가능하다. 교육은 우리의 후손을 위한 것이고, 복지는 살아 

있는 현재의 세대를 주(主) 대상으로 한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나라의 정부와 국회는 지

역이익보다 국익(國益)을 우선(優先)하여야 한다. 소득분배지표인 Gini index의 통계치(統計

値)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보다도 부(富)의 분배가 공평(公平)

하다.(15) 선거에서 표를 더 얻으려고 지역감정이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便乘)·영합(迎合)하

여, 휴전상태에서 국방보다 복지를 강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불충(不忠)이다. 관련 정부부

처의 긴밀한 협조가 행정 능률의 관건(關鍵)이며, 또한 행정지원 대상 인구에 대한 근접지원

(近接支援)이 능률적인데, 남한 총 인구의 반(半)인 2,360만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밖에 행정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국력(國力)의 낭비이다. 이 역시 국민에 대한 불충(不忠)이다.

법치(法治)는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지키고, 헌법에 충성(忠誠)을 다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특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군의 총

사령관인 대통령부터가 필요하다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국민-주권-영토를 지켜야 한다. 

Noblesse Oblige(nobility obliges)를 실천하여야 한다. 계급이 높을수록 충성심이 강한 군대

만이 높은 사기(士氣)를 유지한다.

 

6. 맺는 말

독재자들은 자신이 지니는 권력을 절대로 자진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민중의 인권을 유린

하고 그들을 노예화하는 폭군(暴君)이나, 전쟁(戰爭)-정치적 투옥과 살인(democide)-아사

(餓死)로 권력을 유지하는 독재자(獨裁者)들과의 대결에서, 대화나 양보나 설득은 무의미하

다. 그를 굴복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민주국가의) 강력한 군사력뿐이다. 직간접적(直間接的)

으로 김정일이나 중국의 독재자를 상대로 하는 남북대화나 6자회담은 한반도의 항구적(恒久

的) 평화나 대한민국의 국익(國益)에 역작용(逆作用)을 한다. 

남한에는 헌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김정일을 지지하고 대변하며 헌법을 어기는 사람

의 두 부류가 있다. 선(善)과 악(惡)의 사이에 중도(中道)라는 것은 없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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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인권(자유-평등-박애)과 번영을 위해, 김정일과 그를 지지하는 악의 세력과 싸워서 반드

시 이겨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는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소멸(消滅)이 선행(先行)되

어야 한다. 한반도 북반부에서 체제(體制)변화 없이는 통일 민주주의국가 건설은 불가능 

하다.

독재자의 핵전력에 의한 굴종(屈從)의 강요(强要)에는, 우리 스스로의 대칭적(對稱的) 핵

전력만이 유효한 대응수단이다. 핵탄두장착 순항미사일을 탑재(搭載)한 잠수함 전대(戰隊)

로 맞서고, 김정일의 혈맹(血盟)인 중국의 베이징에도 버섯구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하루 속히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여야 한다. 현직 대통령은 핵개발에 필요한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특수부대를 포함한 압도적 다수의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기습공격은, 우수한 조기경보체

제에 의한 사전(事前) 탐지(探知)로, 과감하고 정확한 동시(同時)-다목표(多目標)타격의 선제

공격(先制攻擊)으로 제압(制壓)하는 수밖에 없다. 개전(開戰) 전후(前後) 수 시간이 대한민국

과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한다. 속전속결의 전쟁이 되기 때문이다.   

북(北)-중(中)-로(露)의 독재국가 군(群)들의 동맹세력에는 한(韓)-미(美)-일(日) 민주국가 

군(群)의 동맹 세력으로 대응하여,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동북아(東北亞)에서 평화 공

존을 유지하는 길이다. 

대한민국과 우리 겨레의 미래는 민주주의 헌정(憲政)질서를 지키려는 굳은 의지를 지닌 위

정자들의 충성도(忠誠度)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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