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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5월 5일 CNN 위성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는데 있고 여기에는 다섯 가지 요소가 포 

함된다고 밝혔다. 그 다섯 가지 요소는 첫째는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을 화해 

협력단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고， 둘째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 

선하고 정상화해야 하고， 셋째는 북한이 개방과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책임있 

는 성원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해야 하고， 넷째는 한반도에서 대량 살상무기를 

제거하고 군비통제를 실현해야 하고， 다섯째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 

고 한반도의 법적 통일에 앞서서 남북한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자유로운 인적， 

물적 교류를 하는 사실상의 통일상횡-(de facto unification)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 

들이다 1) 

이와 같은 대북정책의 목표에는 여야당과 우리 국민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 

다. 또한 과거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도 이와 같은 대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 김대중 정부는 과거의 정 

부와는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 

으로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 혹은 포괄적 포용정책을 채돼해 왔다. 김영삼 정부 

도 대북 햇볕정책을 채택했었으나 이에 대한 북한의 호웅이 좋지 않을 때는 이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았다. 현 정부가 과거의 정부와 다른 점은 우리의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이 좋지 않거나 악의적인 반웅을 보여도 이에 흔들리지 

않고 지난 1년 반 동안 일관되게 이 정책을 유지해 온 점이다. 포용정책의 포 

1) 김대중， “CNN 위성회견，" http://www.cwd.go.kr/cgi-bin/mlis t. .. ai l.cgi!v _no= 5&v 

file no=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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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란 단어의 의미는 상대방이 우리의 호의에 대해 호의를 보이지 않고 언짧 

은 반응을 보이더라도 이를 관대하게 이해하고 감싸주는 자세를 의미하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이러한 의미의 포용정책을 유지해 온 것이다. 미국 

정부는 포용정책을 인게이지먼트(engagement)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단 

어는 관계를 갖는다는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검대중 정부의 포용 

정책은 미국의 인게이지먼트 정책 보다 북한에 더 큰 아량과 이해를 보이는 정 

책이다. 

정부는 현재 대한적십자사 주도로 추진 중인 대북 비료보내기 사업기금 명 

목으로 재계에 l백억원 기탁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부채비율 감축을 

요구하면서 모금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정부의 이와 같은 대북 민간 

지원 자세에는 변화가 없다 2) 또한 우리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북한에 20만 톤 

의 비료를 제공할테니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변회소 설치에 성의를 

보이라는 차관급 비밀협상을 북경에서 진행해 왔고， 김대중 대통령은 5월 31일 

몽골에서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을 조짐이 있다”고 발언하였다 3) 그 후 장관 

부인의 “고급 옷” 의혹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고 국회의원 재선거일이었던 6월 

3일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한국정부가 비료 10만톤을 6월 20일까지， 나머지 10 

만톤을 7월까지 북한에 제공하고 6월 21일부터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 의제 

로 차관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임 장관은 앞으로 “이번 회담을 고 

위급 회담1장관-총리급)으로 발전시키고 기본합의서 이행체제 정상화를 위한 

분야별 공동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들은 남북 

한 관계가 임 장관의 발언대로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북한의 아무런 서면 

약속이 없이 비료를 먼저 제공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작년의 비료회담 

에서 견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버리고 북한에 다시 한번 일방적으로 호의를 나 

타낸 것이다 4)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큰 성의를 북한에 대해 

보이고 었다. 페리의 방북 후 발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중지라는 미국 

의 요구는 검토한다 해도 한국의 포괄적 포용정책은 거부한 것이 아닌가하는 

2) <중앙일보>， 1999년 6월 2일， 제 l 면. 

3) <조선일보>， 1999년 6월 2일， 제 l 면. 

4) <조선일보>， 1999년 6월 4일， 제 1 ， 2，'변의 관계 보도 및 사섣과 <중앙일보>， 1999 

년 6월 4일， 제 1 ， 2, 5변의 관계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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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심마저도 불러일으키고 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개의치 않고 포용정책을 

유지하고 었다. 

우리 정부가 이와 같이 일관되게 대북 햇볕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첫째 북한체제 

는 실패한 체제이고， 둘째 그렇지만 북한의 조기 붕괴 가능성은 희박하고， 셋 

째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하고， 넷째 북한은 대남혁명전략과 군사제일주의 노 

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5) 김정일 체제의 붕괴 가능성은 희 

박하나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하므로 대북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 

시켜 김정일의 북한이 대남 적대정책을 버리고 한국과 화해，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 혹은 포괄적 포용정책이 앞으로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는지， 또 정부의 대북 시각은 정확한 시각인지 

를 검토하는데 었다. 이 연구는 우선 대북 햇볕정책이 연계정책， 한국 정치체 

계의 특성， 북한이 처한 상황， 한국의 통일방안， 북한의 체제적 성격과의 관계 

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 이의 극복방향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계정책과 대북 햇볕정책 

국가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원칙은 상대국이 자국에 대해 호의적 행 

동을 보이면 이를 보상하고 악의적 행동을 보이면 처벌하는 연계(linkage)의 원 

칙이다. 상대국의 악의적 행동을 보상한다면 상대국은 보상을 또 받기 위해 계 

속 악의적 행동을 할 유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어린애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 앞으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 

에서 사탕 한 개를 준다면 그 어린애는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보다는 사탕을 

더 받기 위해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어린애의 잘못된 행 

동에 대해 계속 사탕을 준다면 그의 잘못된 행동은 지속될 것이고 그 후에는 

벌을 준다해도 고치기 어려운 체질로 고착될 위험성이 었다‘ 이와 같은 사탕을 

5) 임동원， “한반도 냉전 종식의 길<월간 조선>， 1999년 6월， pp.37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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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로 한 어린애 다루기는 처음에는 한대의 매로서 고칠 수 있는 잘못된 행동 

을 열대의 매로서도 고칠 수 없게 만들 위험성조차 있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은 1980년대 후반까지는 북한에 대해 이와 

같은 연계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견지해 왔다. 오래 전의 예를 든다면， 

북환이 1950년 6월 25일 남첨을 감행했을 때 미국은 즉각 파병으로 이를 응징 

하였고 휴전 후에는 한국과 미국은 북한 봉쇄정책을 유지하고 한국의 군사력 

을 증강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의 남침은 한국 국민들이 철저한 반공의식 

을 갖게끔 만들었다. 북한이 1972년에 한국과 함께 7.4 공동성명을 내는데 동 

의한 동기는 당시 미중간의 화해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의 한미의 대북 

봉쇄정책과 우리 국민들의 철저한 반공의식에도 있는 것이다. 한미의 봉쇄정 

책과 우리 국민들의 철저한 반공의식은 북한에게는 위협적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보다 가까운 시기의 예를 든다면， 1983년 10월 9일 버마 랭군에서 

북한이 한국 정부의 최고위 관료 17명을 폭살시켰을 때， 한국은 북한에 대한 

회담제의를 전면 중지하고 일본도 한미의 대북 봉쇄정책에 협조하게 만드는 

등 강경대책을 채택하였다. 또한 북한의 랭군 테러는 한국 국민들의 북한 공산 

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다시 유발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당시 군사독재체제에 

대한 반감에서 청년 학생들간에는 북한 공산주의에 대해 부드러운 의식도 나 

타났으나 랭군 테러는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다. 한국에 

1984년 9월 홍수가 났을 때 북한이 이를 돕겠다고 호의를 나타내고 그 후 양측 

부총리들 간의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대표들의 예비회담， 체육회담 둥의 

개최에 동의한 것은 그 전 일년간에 나타난 한미의 대북 강경대책과 우리 국민 

들의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감이 그들에게는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이와 같은 대북관계 원칙은 1993년 초 북한이 영변에 

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이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 

구)의 사찰을 거부하고 NPT(핵 비확산조약)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왔을 

때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은 북한도 가입한 NPT는 물 

론 1992년 말에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에도 위 

배되는 일이었다 6)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은 북한의 한미에 대한 악의적 행동 

6) 비핵화 공동선언 제4항은 “남과 북은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 

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가 n-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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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틀림없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무법자 국가{rogue state)"라는 것 

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미국과 한국이 연계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어떠한 방 

식으로든 응정하는 대책을 채태해야만 했을 사건이었다 

북한의 핵에 대한 미국의 여론은 강온으로 나뉘었다. 북한이 먼저 악의적 행 

동을 보였기 때문에 이를 경제적으로 응정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군 

사적 위협도 가해야만 된다는 여론이 있었는가 하면， 이 경우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미국내 의회， 언론， 전문연구기관， 공화당 행정부시대의 

최고위 외교 안보관리였던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 헨리 키신저， 제임스 베이 

커， 윌리암 로저스， 제임스 렬리7) 등은 강력한 대북 응징론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대학에서 한국정치와 역사를 가르치는 한국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와 같은 응정론을 반대하였다. 그들의 견해는 설사 북한이 핵무기를 한두개 가 

졌다고 해도 한국 안보에 큰 위협이 안되고 응징론은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다컨) 

클린턴 정부는 한때 강겸한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종국적으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고 북한으로부터 핵 개발 동결의 약속을 받아내는 선에서 1994 

년 10월 북한과 합의를 보았다. 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미국은 북한이 

영변의 5MWe혹연감속 원자로와 핵 관련시설을 해체하는 대가로 2003년까지 

2，000MWe의 경수로(100만 KW급 271>를 건설해 주고 연간 50만톤 규모의 중 

사찰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조항이다. 핵사찰은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이 거부하면 핵사찰 

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측 협상단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어떻든 비핵화 선 
언을 성사시켜야만 되겠다는 의욕에서 한국측이 핵사찰문제에 있어 이와같이 양보했 

다고밝혔다 

7) 릴리 대사는 1994년 7월 6일 필자와의 대담에서 “만의 하나라도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한국에 전쟁을 도발해 온다면， 김 정권은 단시일내에 끝장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 싸우지 않고 김 정권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말 

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는 상대방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게 좋겠습 

니다 ”라고 말하고， “북한의 김 정권이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경제는 결딴났고， 주민들 

은 영양실조이고， 군대는 GNP의 30%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가 어떻게 이 

길 수 있습니까? 클린턴 정부가 우둔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김 정권이 이길 수 없습니 

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정복， 한궁의 정치전 과제(서울대 출판부， 1997), p.447 
8) 이정복， 한국의 정치전 과제( pp.44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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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공급하고， 둘째로 미국과 북한은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양국관계를 대사급 교환단계까지 격상시켜나가고， 셋째로 남북한 간의 대화에 

착수한다는 것이었다.9) 한국은 총경수로 건설비용 46억 달러 중 70%를 부담하 

게 되었으나 미북한 관계의 정상화와 남북대화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을 기대 

하였다. 

미북간의 이와 같은 합의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두가지 사항을 첨 

가해두고 싶다 첫째는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와 미래 

의 핵 동결을 의미했지 과거 핵의 동결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도중 IAEA 사찰단의 안전감시를 받는다는 조건을 지키지 않고 

영변 혹연감속원자로의 연료봉을 수거하였고 미국은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논 

의하였지만 결국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북한이 당시 이미 핵탄두 1-2 

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문 

제의 해결을 추구하지 않았다 북한 핵의 과거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나 미국은 이 문제를 유보하고 현재와 미래의 책만 동결하는 수준에 

서 북한과 합의를 본 것이다 

둘째는 남북회담 문제이다. 원래 미북 간의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의 조건 

중 하나는 남북회담의 개최였었다. 미북간에 2단계 고위급 회담이 1993년 7월 

에 열린 이래 l년 이상 회담이 없었고， 3단계회담 개최의 조건 중 하나로 미국 

은 남북회담의 진전을 제시하였었다. 북한은 한국 정부와 “남-북 사이의 화해 

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에 1992년 서명하였었 

으나 핵문제 발생 이후에는 한국과의 회담은 중지하고 미국만 상대하고 있었 

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대화 조건에 동의하지 않자 미국은 이 조건을 철회하는 

양보를 하였다 갈루치 대사는 이와 같은 양보가 한국정부 스스로의 결정이었 

다고 1994년 7월 6일 필자와의 대담에서 강조하였으나， JO) 이는 미국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한국 스스로의 결정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이와 같은 상황은 1995년에도 일어났다. 한국은 우리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야만 할 경수로건설 협정체결의 조건으로 원래 남북대화의 재개를 요구 

9) “미합중국과조선민주주의 주민공화국간 기본합의문"0994.10.2 1) 참조， 송대성， 한반도 

평화체제 (세종연구소， 1998), pp.268-270 , 

10) 이정복， 한궁의 정치적 과제" pp.4션-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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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미국도 이에 강경하게 맞서서 북한과 협 

상을 벌일 의사가 약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한미가 북한의 악의적 행동에 대해 제재하는 연계의 원칙을 적용 

하지 않고 보상으로 해결을 모색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북한의 탁월 

한 협상력이다. 북한은 미국이 제재의 위협을 하여도 이에 굴하지 않고 “벼랑 

끝”까지 버티는 자세를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 

재나 군사적 제재의 위협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었다. 미국이 실제로 군사적 

제재를 할 경우에는 북한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고 한국과 미 

국은 이러한 전쟁 발발의 모험까지 감수하면서 북한을 제재하는 길올 돼하기 

는 어려웠다. 둘째로 한미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다. 당시는 소련과 동구권 공 

산주의 국가들이 붕괴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북한도 결국에 

는 같은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인식이 미국 정부내에 있었다. 미 

국의 협상대표들과 한국정부의 관계자들은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붕괴하지 않 

는다 해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한국과의 회담도 

진전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판단을 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 

황은 북한에 불리해질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전쟁을 초래할 위 

험이 큰 대북 군사적 제재의 정책을 택할 강력한 유인을 갖지 못했다 11) 

미북합의가 이루어진지 4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미북 합의의 내용은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경수로 건설 착수외에는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북간의 

외교관계 수립도 아직 없고 남북회담도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 포용정책을 수립하고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에 대해 간첩과 간첩선 남파， 연변 핵시설의 연료봉을 재가동하겠다 

는 위협， 금창리 지하 핵 의혹 시설 12) ，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인공위성) 발사 등 

11) 1994년 7월 초 필자는 Washington D.C.를 방문하여 갈루치 대사를 비롯한 미국정부내 

의 대북 정책관계자들을 면담 한 일이 있고 이 면담에서 이와같은 인상올 받았다 미국 

이 이와같은 판단하에 북한과 합의를 보았다는 내용은 길정우， “미정부의 대북정책 방 

향과 한국의 대미， 대북전략 궁71전량 저115권 l 호， 1999년 봄，여름{세종연구소， 1999), 

pp.133-134에도 지적되어 있다 
12) 미국 조사단이 5월 18일 입북하여 24일까지 금창리 지하시설을 조사하고 금창리 시섣 

이 미완공이고 대규모의 텅빈 동굴단지라는 l 차 검토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북한에 대 

한 핵 의혹은 아직도 볼식되고 있지 않다‘ 〈조선일보>， 1999년 5월 29일， 제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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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4자회담에 참여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이와 같은 악의적 행동을 계속 보임으로서 회담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지난 4월말의 4자회담 제5차 회담도 아무 성과없이 끝났다. 이 회담은 긴장 

완화 분과위원회와 평화체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실질토의를 시도했으나 북 

한이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여 아무 결과 없이 끝났다. 긴장완화 분과위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논의하자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고， 한미측은 

이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평화체 

제 분과위에서도 북한은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했고， 한국은 한국과 북한이 당사자라는 원칙을 밝혔다. 북한은 한 

국으로부터 미군철수와 북미 평화협정체결이라는 과거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 

도 웅직이지 않고 있고，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활적 이익이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조금도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입장을 앞으로도 

되풀이한다면 4자회담은 별 결실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3) 

북한이 미북합의 사항의 실행에 대해 지연작전과 방해작전을 구사하고 었음 

에도 불구하고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윌리엄 페리 전국방부 장관을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그의 특사로 북한에 보내 다시 한번 미국의 대북한 햇볕정 

책을 설명하고 북한의 호웅을 촉구하였다. 페리 특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 

발을 중지하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고 미국과 일본은 적성국가 교역금지 

법과 테러지원국 제재법의 적용대상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각종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페리 특사는 이러한 대북지 

원의 조건으로 남북대화의 재개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르겠으나 방북 이후 

그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남북대화의 재개보다는 핵과 미사일 개발의 중지에 

역점을 두고 북한을 설득한 것 같다. 

페리 특사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언론도 이에 대체로 추수하고 있으나 외국 언론의 평가는 그렇지 않은 것 같 

다. 미국 뉴욕 타임즈는 5월 30일 “페라는 한국 전쟁 이후 최고위급 미국 대통 

령 특사였지만， 그가 만난 북한의 상대역들은 대부분 차관급이었다”고 보도하 

고 검정일을 만나지 못한 것은 불길한 정조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또한 페라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랩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전달했지만 

13) 1999년 4월 27일，<조선일보> 제4변과 1999년 4월 29일<중앙일보〉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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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단정적인 답변도 얻지 못했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14) 

한국과 미국의 대북 햇볕정책은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정책은 과거 

북한에 대한 연계정책이 이룩한 결실만큼의 정책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미의 햇볕정책은 재검토를 해야 할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북합의 

당시에 미국과 한국이 판단한대로 한미와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 나름의 개 

혁개방정책을 채태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대남 적대정책을 완화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담진행을 지연시켜서 버는 시간 동안에 새로 

운 전략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남 적대정책을 강화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평가해 볼 필요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것이다. 

2. 한미의 정치체계와 대북 햇볕정책 

민주정치의 요체는 여야간의 정책대결에 있다. 민주정치는 인간본능에 기반 

한 적나라한 권력투쟁을 정책대결로 승화시키기 때문에 나라의 번영을 거의 

보장해 주는 정치이다 구미의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이 모두 오랫동안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주요 이유 중의 하냐는 그 나라 정치가 정책대결 중심의 정치라 

는데 있다. 여당이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야당은 그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함으로서 정책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데 공헌하 

고 있는 것이다. 정책대결의 정치는 외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대외 교섭력을 높 

여주는 역할도 한다. 한 나라의 야당이 여당보다 교섭 상대국에 대해 보다 강 

경한 정책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부의 대외 교섭력 제고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다른 정책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의회와 행정 

부간에， 혹은 여야 간에 활발한 정책논의를 보이고 있다 한국정치는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사정과 비리폭로 중심의 정치로부터 정책대결 중심의 정 

치로 아직도 탈바꿈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정부의 전유물로 

되어 있고 의회나 야당은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금창리 핵 의혹 시설과 미사일(인공위성) 발사 이후 미 의회는 미북 

14) 1999년 5월 '1 1 일，<조선일보〉 제 l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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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이행지연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미 의회는 작년 가 

올에 북한 관련 청문회를 열었고 1999년 대북관련 예산집행에 다음과 같은 조 

건을 붙였다. 즉 미 의회는 클린턴 정부가 1999년 5월말까지 북한의 핵활동 동 

결을 확인하고 미사일 협상도 추진하고 대북정책 조정관을 임명하여 대북정책 

을 전면 재접토하라고 요구하였다 의회의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 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에 

임명하였다 15) 

미 하원의 공화당 의원인 벤자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이 지난 3월 개최한 

북한 청문회에서 폴 월포위츠 전국방차관은 인도주의에 따른 대북 경제지원이 

북한의 정권과 군부를 살찌울 수도 었다고 지적하고 탈북자 지원이야말로 가 

장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그 후 5월 19일 길먼 의원은 월포위츠의 

주장대로 탈북자의 북한 송환을 반대하고 그들에게 여행경비둥을 지원하기 위 

해 3 ，000만 달러의 정부예산 배정을 요구한 북한 위협감축법(North Korea 

Threat Reduction Act)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둥을 야기 

하기 때문에 법으로 확정되기는 어렵겠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대북정서를 나타 

낸다고 하겠다 16) 

페리 조정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대북 포괄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4월 23-25일에는 호놀룰루에서 한국의 임동원 외교안보수석과 가토 료 

조 일본 외무성 총합정책국장을 만나 최종 의견조율을 했고， 5월 하순에는 이 

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포괄적 포용 

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미 의회의 이와 같은 요구는 미국 외교협회(κCounc‘〔찌: 

Fo아r떠el핑g맑n Re리l않a따tions)7가} 작년 10월 7일에 발표한 “한반도 변화에 대한 대처: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과 미국 평화연구소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불신 

과 한반도: 계산착오의 위험”에서 각각 제시한 요구와 같다. 미국내 여론 지도 

자들간에 일고 있는 대북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두 기관이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었다 

미 외교협회는 북한의 금창리 핵 의혹시설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북합의에 

15) 길정우， pp.136-137 
16) 1999년 5월 21 일<조선일보> 져1]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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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전 주변지역을 위협하는 핵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북한 

의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1998년 8월 31 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인공위 

성) 발사도 북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미 의회는 KEDO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는 입장에 근접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 

러한 일련의 사태는 미북합의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평화연구소는 1994년의 미북 합의안 서명 당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의도 

를 완전히 잘못 계산했을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협상차드에 불과하고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사활을 걸었다고 가 

정했는데 이와 같은 가정은 현재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소도 외 

교협의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한편으로는 핵 프로그랩 제거를 위해 미국과 

회담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살상무기를 수송할 수 있는 중 · 장거 

리 미사일과 미사일 탄두가 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중노선을 추구하 

고 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미북 합의와 현재의 4자회담이 

북한이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하고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세력균형을 바꾸려는 

전략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시간벌기 정책으로 전락해 버릴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 핵이 없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를 원하고 현 한국정부는 흡수통일을 반대하고 북한을 돕는데 과거 어느 정권 

보다도 전향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커다란 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웃 국 

가들이 제공하는 화해의 기회를 포착하기보다는 궁핍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원조를 요구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극빈 상태의 자원을 첨단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소는 북한의 김정일체제가 국방위원회 중심체제가 되어 당과 행정관료들 

의 영향력이 감퇴하고 인민군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이 앞으로 한미에 대해 비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한 

다면 미 의회는 미북 합의안에 대한 예산지원을 거부할 것이고 북한이 이에 대 

해 종전과 같이 벼랑끝 정책을 택한다면 한반도는 중대한 안보위기를 맞을 것 

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두 연구소는 미북합의체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적지 않은 의구심을 나 

타내면서도 이 합의안의 파기는 미국과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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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안보위기에 몰아넣는다는 근거에서 파기정책을 주장 

하고 있지는 않다. 외교협회는 초당적인 정부외 인사로 하여금 대북정책에 대 

한 전면 재검토를 부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평화연구소는 앞으로의 외교협 

상에 북한의 고위급 군 인사의 참여를 제안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대통령 

특사를 임명하여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판계국들과 정책조율을 할 것을 권고 

하고 었다 17) 

이 두 기관외의 다른 연구기관들도 북한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미 공화당의 연구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는 바로 소개한 두 기관 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소에 

서 최근 북한의 협상전략 연구서인 Over the Line 을 출간한 미 의회 공화당 정책 

위원회 국제안보-외교 자문인 척 다운스(Chuck Downs)의 <조선일보〉 대담내 

용은 공화당과 AEI의 입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북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선 클린턴 행정 

부의 대북 포용-( engagement)정책을 유화{appeasement)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북한의 김정일은 가치없는 독재자에 불과한데 미국은 그를 도우면 북한을 변 

화시킬 수 있다고 잘못 믿고 최강국인 미국이 전쟁위협을 협상수단으로 사용 

하고 있는 북한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체제붕괴라는 “ hard 

landing"을 하여 김정일을 전범으로 체포하는 상황과 한국과 협력하는 상황의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중국과 사전조율 

을 거치면 이러한 요구가 성공할 수 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북협상에서 현재 2선으로 물러나 있는 한국이 

“운전석”에 앉고 미국은 군사적 억제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 

였다 18) 

페리 전국방부 장관의 대북 정책조정관 임명과 북한 방문은 이러한 여론이 

미 의회와 행정부에 반영된 결과이다. 북한 방문을 마친 페리 조정관의 대북정 

책 검토서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을지 확설치는 않다. 김대중 정부의 

17) 미 외교협의회와 평화연구소의 문건은 궁71전략， 제5권 l 호， pp.32’-꺼7에 수록되어 

있다 

18) 1999년 4월 27일<조선일보>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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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햇볕정책과 코소보 위기도 이 검토서 작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이 

김대중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경노선을 채택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코소보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도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코소보 위기가 가까운 시일내에 미국이 원하는 방 

향으로 해결된다면 페리 보고서는 단호하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담을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당초 보다 훨씬 신중한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도 었다. 그러나 여기서 보고서 내용만큼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내에서는 의회， 전문 연구기관들이 대북정책에 대 

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기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정책조율을 하고 

또 북한과의 교섭에서도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미북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60만톤의 식량지원을 약속받고 금창리 핵 의혹시설의 사 

찰을 수용했는데， 북한의 이와 같은 결정도 미국내의 대북 강경여론의 등장과 

관계가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간첩과 간첩선 남파， 핵 의혹 시설， 미사일 발사 둥과 미북합의의 이 

행지연을 문제삼아 대북정책의 전변 재검토에 들어간 미국에 비해 한국에는 

이러한 정책검토가 거의 없다. 미국이 4년 반전 미북합의 당시의 북한에 대한 

가정이 틀린 것은 아니었는가에 대해 검토하고 북한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비 

판적 시각을 갖기 시작했는데 반해 한국정부와 언론은 대체로 북한에 대해 과 

거와 같은 가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한반도 정책을 낙관적으로 해석하고 었다. 

한국에는 북한이 붕괴하거나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에 아직 커다란 흔 

들림이 없다. 특히 한국의 TV와 신문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과 비참한 생활 

상을 계속 보도함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이 아주 어렵고 약하다는 인식 

을 심어주고 었다. 수많은 방북인사들의 방북기는 북한의 모습을 부드럽게 표 

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보도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북한이 저런 비 

참한 상태로 오래 갈 수 없다는 막연한 생각도 심어주고 있다. 적지 않은 수의 

인사들의 방북과 금강산 관광도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경계섬을 이완시 

키는데 공헌하고 었다 

한국은 북한의 간첩과 간첩선 남파에 대해서 그것이 한국의 햇볕정책을 좌 

절시키려는 북한 내 강경파 군부의 소행으로 치부하고 이에 흔들리지 않아야 

북한의 개혁개방파를 도와줄 수 있다는 해석으로 대처하였다 1')) 북한의 핵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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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시설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우려하기보다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해 

석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금창리 핵 의혹 시설에 대해서 우리 정 

부는 미국과는 달리 핵 시설이라는 확증이 없고 아직 공론화 시킬 시기가 아니 

라는 입장이었다. 일부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략 무기 개발이 사 

실이라도 그것은 외부로부터 더 많은 경제 원조를 받기 위한 정책이거나 한국 

과 재래식 군비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어 

적 수단으로 나온 정책이라고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얼마 전에 북한은 미군의 지위가 한국의 동맹군이 아니라 UN 평화군으로 

바뀐다면 한국주둔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하고 청와대도 북 

한의 이러한 의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문제가 된 적이 었 

다. 정부는 이것이 잘못된 보도이고 주한 미군은 전적으로 한미간의 문제이고 

남북간이나 미북간의 논의사항이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임을 밝힘으로서 이 문 

제는 일단락 되었다 2()) 그러나 우리들이 정부내 최고위급 인사들 간에 잘못된 

보도의 방향으로의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 각 부처는 경쟁적으로 북한에 호의를 나타내고 있는 듯한 느낌도 준다. 

1999년에 들어서도 법무부 장관은 미전향 장기수 석방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북송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고， 한전사장은 평양에 10만kw급 화력발 

전소를 지원하겠다고 발언했고， 농림부 장관은 ‘솔잎혹파리 남북 공동방제’ 

를 제얀했고， 해양수산부는 북한에 유휴선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었 

다 21) 건설교통부는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남한의 도로망을 북한의 도로망과 

연결하는 “남북한 종합도로망건설 계획”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2)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 한해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한국에 대한 

기본입장에는 아무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긍 

정적인 평가를 하고 이에 입각한 홍보정책을 펴고 이와 반대되는 의견의 확산 

에는 황장엽씨의 외부활동 금지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 지난 한해 동안만 해도 북한은 동해상 잠수정 침투사건(6.22) ， 무장간첩 침투사건(7 .12) ， 

강화도 해안의 간첩선 침투 시도사건(11.20) ， 여수앞바다 반잠수정 침투사건(1 2.17) 둥 

대남침투공작을 지속적으로 감행하였다 

20) 1999년 4월 10일，<조선일보> 제 l 면과 4면 참조 

21) 1999년 4월 8일，<중앙일보> 제5면 참조 

22) 1999년 4월 ，0일<문화일보> 제2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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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는 작년 4월 북한이 상호주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비료 지원을 거부했으나 최근에는 서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원칙을 

버리고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을 결정하는 등 북한의 대남정책에 거의 관계없 

이 일관되게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가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의 북송(1993)과 쌀 15만톤 제공~ 1995)과 같은 햇볕정책을 폈다가 북한의 

악의적 반웅에 직면하여 이를 철회하는 정책을 반복하여 대북관계에 아무런 

진전올 이룩하지 못한 것을 회고해 볼 때， 우리는 현 정부의 일관된 햇볕정책 

추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어느 정책이든 일정기간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 

으면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 통일문 

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깊은 관심을 기울였고 비전을 제시한 바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그의 햇볕정책이 멀지 않은 장래에 효과를 나타낼 것을 바라고 

있다.잉) 

그러나 이러한 햇볕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비판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햇볕정책에 대한 검토와 비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대남적대정책에는 변함이 없고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의 대남적대능력을 강화시킬 위험이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그것이 

충분히 개발된다면 한국을 이 무기의 볼모로 잡아둘 위험이 있고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에 변화가 없이는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의 해체가 오히려 위험하다 

는 지적이 신문의 칼럼에 종종 나오고 있다. 정부가 기본전략과 개념이 없이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고위 당국자들이 대국민 홍보에만 지나치게 집착해 있다 

는 비평도 언론에 나오고 있다 25) 한국 민간기업에 의한 금강산이나 공업지대 

개발이 ‘감옥 속의 개발’ 같은 것이라는 나차소네 일본 전총리의 발언도 우리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 26) 이와 같은 햇볕정책 비판은 자유주의적 시민단체와 

야당인 한나라당으로부터도 종종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비판이 

단편적이고 간헐적이라는데 있다. 정부 여당의 대북정책을 끊임없이 검토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체계적인 활동이 우리에게는 결여되어 있다 이러 

23) 1994년 4월 20일，<중앙일보〉 제2면 보도. 

24) 김대통령의 통일문제에 대한 이상에 대해서는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 단계 통얄론 
(아태평화출판사， 1995) 참조 

25) 1999년 4월 30일，<중앙일보〉 제9면 참조 

26) 1999년 4월 21 일，<동아일보>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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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동은 의회와 야당이 담당해야만 하는데， 의회와 야당은 이러한 역할을 충 

분히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북한을 과도하게 오해하였다면 오늘날의 한국에서는， 특 

히 검대중 정부 출범 이후의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을 과도하 

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두 경향은 모두 한국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손상을 미칠 수 있다. 전자의 경향은 쓸데없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후자 

의 경향은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북한의 대남적대능력 향상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와 야당의 철저한 검토와 감 

시만이 이러한 정책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면 그것은 여당의 국민적 지지율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쳐도 북한에게는 정부， 여당의 정책을 수락할 유인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정치체계는 아직도 이러한 정책대결중심체계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미국은 대북정책에 있 

어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다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한미간에는 대북정 

책에 있어 마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은 북한의 전략무 

기 개발을 막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데 비해， 한국정부는 남북 회담 성 

사를 위한 환경조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이 두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갈둥국면으로 들어갈지는 페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3. 북한의 상황과 대북 햇볕정책 

우리의 햇볕정책은 북한이 아무리 얼어붙어 었다 해도 계속 햇볕을 쪼여주 

면 녹을 수밖에 없다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의를 보이면 북한도 얼어붙어 었던 자세를 풀고 우랴와 대화하고 화해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햇별정책의 가정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와 

같은 대화와 화해의 자세를 택하느냐 안 돼하느냐는 북한이 처한 상황에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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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달려있다 

대북 햇볕정책은 노태우 정부가 서울 올림픽을 3개월 앞두고 1988년 7월 7 

일에 발표한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특별선언”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 선언에서 노 대통령은 남북 동포간의 상호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 

외 동포들이 자유로이 냥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이산가족들 간에 

서신 거래， 상호 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하고， 남북 교역의 문 

호를 개방하고，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과 북한과의 교역을 반대하지 

않고， 남북 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하고， 북한이 미국， 일 

본 둥 우리 우방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하고 한국은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27) 이 선언은 1987년 

11월 북한측에 의한 KAL기 폭파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우방국들과 국민들의 

인식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에 호의를 보인 선언이 

었다는 점에서 햇볕정책인 것이다. 

한국은 한국전쟁이래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였고， 그 후 20년이 지난 1970 

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에 선의의 경쟁자가 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7.7선 

언은 북한을 적국이나 경쟁자가 아닌 상호 협력해야 할 동반자로 본 선언으로 

대북정책의 발상전환을 반영한 획기적 선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전환이 

우리의 인식대상인 김일성 정권의 체제적 성격과 대남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 선언은 당시 소련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 

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이를 채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미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우 

리가 능동적으로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추진하고 북한이 미국， 일본과 

교류할 수 있게 협조함으로써 북한 안으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하고， 우리가 적 

극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북한 밖 사회주의권으 

로부터의 변화 압력도 가하자는 것이 이 선언의 정책적 목표였다. 

노 대통령의 이와 같은 대북 햇볕정책은 일단은 성공하였다. 이 선언의 정신 

에 따라 우리 정부는 1988년 12월 28일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에게 남북총 

리회담 개최를 제의하였고， 북한과 1989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여넓 차례의 예비회담과 두 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가진 끝에 총리를 대표로 

27) <98 통일백서>， pp.43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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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고위급회담개최에 합의를 보았다. 남북한 대표는 1990년 9월 4일 제 l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서울에서 시작한 이래 약 2년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8 

차에 걸쳐 개최하였다. 이 회담의 결과 남북한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남북 

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 

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교류， 협력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 

의서>， <남북연락사무소 섣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발효시켰 

다 28) 이와 같은 고위급회담의 개최 자체가 남북한 관계의 획기적 진전이었고 

회담의 결과도 그것이 실행된다면 남북한 간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통독 전 

의 동서독 관계와 같은 평화적 교류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1972년 7.4 공동성명이래 개최된 적지 않은 수의 남북회담에서 한국은 경제 

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로 상호간 신뢰를 먼저 구축한 후 정치적， 군사적 문제 

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온데 반해， 북한은 남북간의 정치적， 군사적 대 

결 상태를 먼저 해소한 후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를 하자는 우리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남북한 당국은 1990-92년의 고위급회담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고 타협함으로서 그간의 교착상태를 깨뜨 

혔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그 이후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을 제기함 

으로서 이와 같은 합의서들은 사문화되고 남북회담은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당시 북한이 한국과 타협하도록 만든 국내외적 상황이 무엇이었는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상황이 그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비교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우리들은 오늘날 대북 햇볕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이유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1989-92년의 기간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고 동독이 서독에의 홉수통일을 자진해서 선택한 시기였다 

서방진영에서는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슷한 운명에 처할지도 모른 

다는 막연한 예측이 나돌고 있던 시기였다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노선 

을 채택하고 자본주의국가들과 활발한 경제관계를 맺어 체제위기가 없었으나 

북한은 이와 같은 노선의 채택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 

한의 경제적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경제위 

28) 이 합의서들은 <98 통일백서>， ppλ67-새8에 수록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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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직면하고 대외적으로는 고립되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냉전시대 

북한의 강력한 지지국들이었던 소련과 중국은 이 시기에는 북한이 의지할 수 

없는 국가들로 변하고 있었다. 소련은 한국으로부터 30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받고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새로운 국가로 탄생 

한 러시아는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실제로는 파기하고 친한정책을 채택하고 있 

었다 중국도 북한과는 노선문제로 갈둥하고 1992년 8월에는 한국과 수교함으 

로서 친북한 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하였다. 당시 중국의 지도자들이 북한은 이 

미 끝장이 난 나라이고 한반도의 주역은 한국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 

지고 있었다는 얘기도 었다 29) 

북한이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서 채태한 정책이 노 대통령의 7.7선언 수용이 

었다. 이 선언에 기반해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은 남북합의가 이루어졌고 북한 

은 미일과의 관계개선 희망도 가질 수 있었다 당시 미국은 남북회담만을 지원 

하고 북한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일본은 달랐다. 한국은 오랫동안 일북 

관계의 개선에 제동을 걸어왔으나 7.7선언은 일본을 이러한 제동으로부터 해 

방시켰고 일본은 실제로 일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북간 

의 제 1차 고위급회담이 개최된 지 20일 후인 1990년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의 자민당， 사회당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 노동당과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북한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보상과 조기 국교정상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공동선언을 계기로 북한은 1991년 l월부터 1992 

년 11월까지 8차에 걸쳐 일본과 회담을 가졌다. 북한은 일본과 수교하고 일본 

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고 일본자본의 북한 진 

출도 허용하여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생각을 가졌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회담도 일본인 행방불명자 문제도 있었지만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 

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초에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는 한국정부와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는 정책결정을 내렸음에 

틀림없다. 

북한은 한국과 정부차원의 교류를 맺지 않고서는 한국의 민간부문과의 교류 

가 불가능했다 노 대통령이 남북교류를 강조했지만 그도 그 이전 정권과 마찬 

29) 필자는 도날드 그레그 전주한 미대사가 이러한 내용의 글을 <The New York Times> 

에 기고한 것을 읽은 기억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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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이 두 차원의 교류를 연계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민간부문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한국에 요구해 왔으나 한국정부는 이를 허용하 

지 않았다. 북한이 오늘날과 같이 민간부문의 교류는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정부차원의 교류는 거부하는 길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련 사람은 김일성이었고 김일성 체제는 군도 중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당과 정부 중심의 체제였다. 오늘날의 김정일 체제가 군 중 

심의 체제로 변모하고 당의 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의 역할이 쇠퇴하고 있는 현 

실에 비교할 때， 우리들은 당시의 이와 같은 체제적 특성에도 주목해야 할 것 

이다. 남북회담과 북일회담에서는 당과 정부의 관료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 

고 김일성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이 군보다 높았다고 볼 수 었다. 또한 당시에 

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그러하듯이 군이 이념적으로나 실제로나 당에 

종속되어 있었다 

북한의 김일성과 그의 고위 관료들이 한국이나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 

선 것은 이것이 북한의 붕괴로 연결될 수도 았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결 

코 아니다. 그들은 북한의 개혁 개방이 독일의 경우와 같이 한국에 의한 북한 

홉수통일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었다는 것을 대단히 우려하였다. 독일 통일 

은 북한의 지도층에게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의 경각심을 섬어주어 남북관계의 

개선에는 사실상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일성 자신도 동독이 붕괴하고 서 

독에 홉수된 과정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졌었다고 한다. 북한 지도층의 이와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국과 일본의 제의에 응한 것은 핵무기개발 

의혹과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고 한국과 정상적인 교류관계를 맺으려고 

했을는지 모른다.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었더라면 남북 

관계와 북일관계는 정상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동독이 서독과 통일 전에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군이 동독에 

주둔해 있어 군사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핵무 

기개발로 군사적 안전을 확보하고 한국이나 일본과 교류를 하려는 계획이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미국과 일본이 허용할 수 없는 것 

이었고 이에 북한도 한국과의 회담을 중지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노 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이었던 7.7선언을 1990년대 초에 일단 성공시킨 



대북 햇볕정책의 문제점과 극복방향 / 李正醒 333 

배경에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소-러관계 및 북중관계의 악화， 북한의 경제 

적 위기， 미국의 북한 냉대와 남북회담 중심주의 정책， 한국의 정부차원교류와 

민간부문 교류의 연계정책， 당 중심의 검일성체제， 은밀한 핵무기 개발의 상황 

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을 둘러싼 위기， 김 

일성 사망， 미북합의， 1995년 북한의 수해발생， 4자회담 개최， 김정일체제의 확 

립과 김대중 정권의 출범을 거치면서 변화하였다. 

첫째로 북러관계와 북중관계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러시아는 1990년대 중 

반까지 조소동맹조약을 폐기하는 친한 일변도정책을 유지했으나 그것이 오히 

려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켰다고 판단하고 한국과 북한 간의 등거리 외 

교정책을 채택하고 었다. 러시아는 1999년 5월에 북한과 새로운 선린 우호조약 

을 맺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는 국내사정의 불안정으로 한반도 문제 

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못하나 북한의 미사일(인공위성) 발사를 두둔 

하고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북압력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92년 한중수교로 북중관계는 한때 냉각상태에 빠졌으나 곧 회복되었다. 

중국은 양국교역에서 북한에게 요구했던 현금결제방식을 포기하고 우호가격 

제도와 물물교환제도를 부활시키고 1994년부터는 차관도 공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매년 50만톤의 식량， 110만톤의 원유， 250만톤의 석탄을 북한에 제공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997년 9월에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 

과 지난 4월 27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한 이 지침 관련 3개 법안은 미일에 대한 

중국의 경계섬을 제고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북한과 중국간의 전략적 협력관 

계도 다시 공고해 진 것 같다. 동북아에서 중국과 미일간에 패권경쟁이 일어난 

다변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30) 

둘째로 북한의 경제위기는 1995년의 홍수로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의 정상 

적인 식량수요는 670만톤 정도이고 단순한 생폰을 위한 최소한의 수요는 450 

만톤 정도인데 현재 북한의 농업 생산량은 300만톤 내외라고 한다 31 ) 

셋째로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을 계기로 미국은 북한과 직접 협상하게 되 

었고 북한은 한국과의 회담을 기피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보다는 미국과 합의 

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과의 대화는 거부하고 있다 1996년 4월 미 

30) 이종석， “북한문제의 국제적 쟁점· 발생원인， 양상， 전망 미발표 논문， 1999, pp.20-24 ‘ 

31) 위의 글，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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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한국이 제의하고 1997년 말부터 시작된 4자회담에서도 한국은 남북한 회 

담이 중심이 되고 미국과 중국이 승인하는 2+2의 형식을 상정하고 있는데 반 

해， 북한은 북미 회담이 중심이 되고 한국과 중국이 이를 숭인하는 2+2의 형 

식을 추구하고 있다. 

1999년 5월 말 페리 특사의 방북 후 발언내용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최우선적으로 막기 위해 미북과의 관계개선을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시 

키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페라는 방북 이후 대북 접촉 

의 결과를 충분히 공개하고 있지 않고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우리의 포괄적 포 

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웅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정부도 미국과 일본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우리측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연계시키지 말고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었다고 한다.낀 

넷째로 김대중 정부는 북한과 한국의 민간부문간의 교류를 정부차원의 교류 

와 연계시키지 않고 정경을 분리하는 새로운 햇볕정책을 채택하였다. 북한도 

이 정책을 환영하고 있고 그 결과 북한과 한국의 민간부문간의 교류는 지난 일 

년간 아주 활발해 졌다. 북한은 1998년 11 월 18일부터 한국인들의 금강산 관광 

을 허용하였고 1999년 5월 12일 현재 한국인 6만 4천명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 

왔다 이 관광사업은 북한과 현대의 정주영 회장의 접촉으로 성사되었고 현대 

그룹은 이 사업의 대가로 지난 5개월 동안 매월 북한에게 2억5천만 달러씩을 

지불해 왔다.써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1998년 한해동안 경제， 예술， 학 

술， 언론교류 등의 목적으로 3 ，3 17명의 민간인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이 숫자는 

민간인의 방북이 허용된 1989년부터 1997년까지의 총 방북인원 2，408명을 훨 

씬 상회한다 민간인 방북자들의 경우에도 금강산 방문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32) <조선일보>， 1999년 5월 29일， 제8면.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1999년 6월 5 일， 밤 10시 

’o분， KBS 1, 생방송 심야토론，<한반도， 해빙은 오는가〉에서 이것이 우리 정부의 정 
책임을 밝혔다. 

션) 현대는 199H년 말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와 2004년 4월까지 총 9억 600만 달러를 지 

볼하고 금강산 일대 개발권을 독점하기로 했다- 금강산 개발을 위해 현대는 최근 6개 

월 간은 매달 2， 500만 달러룹 북한에 보내고 ::L 후 9개월 동안은 매월 800만 달러， 또 

그 이후에는 윌 1 ，200만 달러를 보내기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객들은 하 

루에 100탈러씩의 입장료를 북한에 지볼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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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료를 지불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사료된다.씨 

다섯째로 당과 정부 중심의 김일성체제가 군 중심의 김정일체제로 변모하였 

다. 1998년 9월에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여 그 서문에서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 

원한 주석”이라고 선언하고 현존 주석제를 폐지하였다. 이 헌법은 국방위원회 

를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위원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였다 이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에 김정일이 다시 취임하였고 그의 최측근 최고위급 장성들이 위원에 

임명되었다 국방위원회 10명의 위원은 최고주민회의 주석단(1998년 10월 5 일) 

의 상위서열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국방위원장이 정치， 군사， 경제를 총 

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헌법상으로는 최고주민회의 상임 

위원장인 검영남이 국가를 대표하고 내각 총리인 홍성남이 정부를 대표하나 

이들은 모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임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었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은 북한군의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군 부 

대를 수없이 방문하고 현지 지도를 했다. 그는 군이 주민이고 국가이고 당이라 

고 칭송하고 군은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당은 

형편없다는 식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 김정일은 1997 

년 10월에 당 총비서에 추대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당 대회， 당 중앙위원회， 당 

정치국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당은 실질적으로는 총비서 지휘하의 비서들 

이 운영하고 그들이 정책안을 마련하여 정치국， 중앙위원회， 당 대회에 올리므 

로 후자의 기관들은 형식적인 심의 의결기관이나 이러한 기관들이 쉬고 있다 

는 것은 당의 역할약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었다. 북한은 새 헌법에 따른 검정 

일의 국방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사상강국， 정치 • 군사강국， 경제강국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강성대국론을 내놓고 그의 취임에 맞추어 미사일(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서 강성대국론을 뒷받침하고 었다. 김정일은 외교와 경제문제의 실 

무는 당과 국가 기관에 맡킬 수밖에 없겠지만 그의 정책결정에 있어 국방위원 

회와 군의 영향력은 김일성 시대 보다 더 클 것이다 36) 

34) <98 통얄백서>， p.48 
35)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상태가 되고 있다"(김정일이 1996년 12월 7일 측근 

당비서들에게 행했다는 비밀연설)， <월간 조선>， 1997년 4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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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로 북한은 더 이상 은밀한 핵무기 개발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금창리 

핵의혹 시설이 다시 문제가 된 바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은 이에 대해서는 강경 

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의 배경조건들은 1990년대 초와 비교해 대부분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경제위기가 지속되거나 악화되고 있다 

는 상황만이 같을 뿐이다. 그리고 이 상황만이 북한이 우리의 햇볕정책을 긍정 

적으로 고려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북러， 북중관계의 개선， 미북회담의 기회， 북한과 한국의 민간부 

문간의 활발한 교류， 군 엘리트 중심의 김정일체제，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로 

부터 오는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모두 북한의 대남타협자세에 긍정적 영 

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자세는 한국의 민간부문이 북한올 지원하는 호의를 보이면 

북한도 우리의 호의를 이해하여 종국에 가서는 북한과 포괄적인 타협이 가능 

하다는 것인데 이는 이상주의의 시각에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현실주의의 시각 

에서는 설득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본다면 앞으로 북한은 한국정부의 화해노력을 거부하 

거나， 그것을 수용하는 대가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용하더라도 남북회담을 형식적인 수준으로 묶어 놓아 유명무실 

하게 하거나 셋 중의 하나를 태할 가능성이 실질적인 포괄적 타결의 가능성 보 

다더큰것같다 

4. 한국의 통일정책과 대북 햇볕정책 

대북 햇볕정책은 우리의 통일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정책은 북한을 

우선은 연착륙-(sofr-Ianding)시킨 후에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의 

36) 김정일체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Byung Chul Koh, “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Under Kim Jong 11: A Comparative Perspective"와 Haruki Wada, “ The Structure and 

Political Culture of the Kim Jong 11 Regime: Its Novelty and Difficulties," Jae Kyu Park , 

ed. , North Korea in Tramition and Policy Choim: Ðomestic Stmctllre and External Relatiom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1999), pp.29-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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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과 한 세트를 구성하는 정책이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소련이 붕괴할 때 한 

미 양국은 북한도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동구， 특히 동독과 북한 

을 조금만 비교해 보면 이러한 예측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동구제국과 동 

독은 모두 내부사회의 저향을 받고 무너졌다. 다시 말해， 동구제국에서는 공산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내부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사회는 한편으 

로는 북한보다는 훨씬 앞선 동구의 경제발전과 종교적 전통에 기반해 있고， 다 

른 한편으로는 제한적이었지만 개방된 서방과의 교류에 기반해 있었다. 이 뿐 

만 아니라 동구에는 정치적 저항의 전통도 있었다. 스탈린 사후 1950년대 중반 

에 헝가리， 폴란드， 동독에서 일어난 저항운동， 1968년의 “프라하의 봄”운동， 

1980년대 초 폴란드 솔리데리티 노조의 반공산주의 운동 둥은 모두 강인한 저 

항세력의 존재를 알려주는 사건들이다. 북한에는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에서와 

같은 내부사회의 형성이 없고 사회가 정권에 저항한 사건도 없다 동구제국과 

북한 간에는 이와 같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들은 이를 무시하 

고 북한 붕괴와 한국통일의 날도 멀지 않았다고 막연하게 믿었다. 

당시 한미는 북한이 경제난으로 내부 붕괴하거나 붕괴에 직면하여 한국에 

무력도발을 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해 하드 랜딩(hard-landing)을 할 위험성이 있 

다고 보았다. 북한이 붕괴에 직면하여 한국에 무력도발을 한다면 그것이 북한 

의 붕괴와 한국통일로 이어지겠지만 한국의 인적， 물적 피해도 막대할 것이므 

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북한이 한국에 무력도발을 하지 않고 붕괴한 

다고 할 때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북한의 붕괴는 우리 국민들 

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었다.37) 

당시 남북한의 경제적 조건은 동서독에 비하면 너무나 열악하였다. 첫째로 

서독은 가장 경쟁력이 강한 선진 경제국이었는데 비해 한국은 아직도 중진국 

에 불과했다. 둘째로 동독의 인구는 서독의 4분의 l이나 북한의 인구는 한국의 

2분의 1 이다. 서독 주민 네 사람이 동독 주민 한 사람을 돌보면 되나 우리의 

경우에는 남한 주민 두 사람이 북한 주민 한 사람을 돌봐야 했다. 셋째로 서독 

37)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한국이 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Marcus Noland,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Challenges Ahead,"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1997년 9월 학 
술회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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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민주사회주의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은 이러한 전통이 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었다. 동독과 북한의 차이는 서독과 남한 

과의 차이보다 훨씬 컸다. 첫째 동독 주민의 소득수준은 독일 통일 당시 서독 

주민의 40%가량이었고 일인당 국민소득은 1 만 달러가 넘었다 북한은 세계에 

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고 경제는 파산상태에 었다. 둘째로 동독 노동자들의 기 

술수준은 상당히 높으나 북한 노동력의 질은 매우 낮다. 셋째로 동독은 통일 

이전에 서독 및 서구제국과 상당한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북한은 그렇 

지 못하다 한마디로， 한국은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을 홉수할 능력이 없 

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북한붕괴는 바람직하지 못했다. 

한미는 북한이 하드 랜딩을 할지 안 할지를 엄밀히 따져보지 않고 북한이 연 

착륙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미의 양국정부는 북한이 붕괴하기 

보다는 살아남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판단에 

근거한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이다. 통일은 조만간 오는데 북한이 하드 랜딩 한 

후 보다는 연착륙을 한 다음에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지금 돌이켜 

보건대 우리들은 떡 줄 사람은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데 검치국부터 먼저 마신 

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의 통일방안은 그것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든 김대중 대통령의 3 

단계통일방안이든 모두 북한의 연착륙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단계를 (1)화해 협력 단계， (2)남북연합 단계， (3)통일국가 단계 

로 나누고 있다 화해 협력 단계에서는 남북이 1992년 9월에 발효한 남북기본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립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 

시키고，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사회， 문화，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남북정상 

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 의회대표들의 모임을 두고 통일헌법을 만들어 통일 

국가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남북이 제 1단계와 2단계에서는 

1민족 2국가체제를 유지하지만 제3단계에서는 l민족 l국가체제로 통일되도록 

되어있다써)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은 통일단계를 (1)남북연합 단계， (2)연방단 

계， (3)완전통일 단계로 나누고 있다. 남북연합단계는 1 민족， 2국가， 2독립정부， 

38) 1989년 9월 II 일 노태우 대통령 국회특별연설과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 광복 

절 경축사， <98 종얄액샤>， pp.4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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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의 체제로 이 단계에서는 남북이 기존의 주권과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 

서 협력을 제도화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통치기구는 남북연합 정상회의， 남 

북연합 각료회의， 남북연합회의로 구성된다. 연방단계는 남북이 1 민족. 1국가， 

l 체제. 1 연방정부. 2지역자치정부를 갖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외교， 국방 및 

주요 내정을 연방정부가 관장하고 그 밖의 내정은 2개의 지역자치정부가 담당 

하게 된다 연방정부의 기구는 연방 대통령과 연방 의회로 구성된다. 완전통일 

단계는 남북이 I 민족. 1 국가. 1 체제. 1중앙정부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39) 

이 두 통일방안 모두에서 북한은 화해 협력 단계나 남북연합 단계를 통해 연 

착륙을 하고 그 후 남한과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룩하도록 되어었다. 그런데 마 

지막 단계의 완전통일은 두 방안 모두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북한은 화해 협력단계나 남북연합단계에서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체제를 서서히 도입하여 최종적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한국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이다 40) 

요약컨대， 한국의 햇볕정책은 북한을 연착륙시키고 그 후 최종적으로는 시 

장경제와 민주주의 통일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한 정책이 

다. 햇볕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을 위기로부터 구해줄 것이지만 중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가정을 가진 정책이다. 또한 햇볕정 

책은 김정일 체제가 밖에서 압력을 가하면 결속하지만 햇볕을 보내면 내부 알 

력이 일어나고 분열과 해체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에 입각한 정책이다. 대 

북 햇볕정책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 

의 실현에 공헌할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한 정책이다. 

북한이 이와 같이 변화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에 대해선 두 통일방안에 

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노태우， 김영삼 시대에는 우리들은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 멀지 않은 장래에 곧 올 것으로 생각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책에서는 

39) 김대중의 3 단계 통얄론; pp.34-53 
40) 검영삼 대통령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한 1994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 

와 민주”가 통일올 추진하는 기본철학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의 김대중의 

3 단계통일론 p.130에서 “남북연합단계에서 경제 교류， 협력이 심화되면 ... 북한의 경 

제는 급속히 성장하고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도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다당제와 자유 선거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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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합 단계를 10년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 돌이켜보건대 이는 너무 낙관적 

인 견해이다. 

한국의 통일은 어떻게 올 것인가? 동독 붕괴 전까지 3년간 북한 주재 동독대 

사를 지낸 한스 마레츠기는 독일의 경험으로 보아 통일은 어느 한쪽의 숭리와 

패배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두 체제 중 우수한 체제의 승리로 결말이 날 것 

이라고 말하였다. 남북한의 통일도 결국에는 우수한 체제의 승리로 결말이 날 

것이고 통일 한국에 있어 북한의 현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중 남을 것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꺼) 한국의 햇볕정책은 양 체제가 양립하는 과도기를 설 

정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통일전망에 상응하는 정책이다. 

북한의 지배 엘리트들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햇볕정책이 가지고 있는 이 

와 같은 전략적 의미를 잘 이해하고 었다. 아니， 그들은 햇볕정책의 위력을 한 

미의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보다 더 크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상대방이 우 

리 정책의 전략적 의미를 잘 몰라야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북한 

은 우리의 정책이 초래할 미래의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지배 엘리트들은 현재 한국의 햇볕정책을 그들이 생각하기에 북한의 

변화에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치고 검정일 정권에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 

하고 있다. 우선 첫째로 그들은 핵과 미사일 개발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이 

러한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에게 에너지와 식량 등의 경제지원 

을 요구하고 었다. 남북 정부간의 대화나 화해， 협력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이 

경제지원을 획득하는 천략올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 

일 개발 저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와 같은 전략에 끌 

려 다니고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이러한 자세를 수용하고 었다. 둘째로 그들은 

한국 정부와는 관계없이 한국의 민간 부문과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지원을 요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부문과의 교류확대도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강산 관광과 KEDO 사 

업이 모두 철저한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로 그들은 우리 민간부문 

과의 교류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노선을 선전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북한을 방 

문할 수 있는 남한 사람들을 선별하고 방북자들은 이러한 호의에 답하고 방북 

41)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국제학술공동연구 갤과보고서 독일통일과 한국통일의 

조건과 결과>， 1993년 11 휠， p.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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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회를 또 갖기 위해 북한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검대중 정부는 출범이래 북한과의 이와 같은 교류도 결국에는 북한의 개혁， 

개방과 남북대화의 재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과연 그렇게 될 

지 안 될지는 멀지 않은 장래에 판결이 나겠지만 우리들은 이 문제를 미리 변 

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북 햇볕정책의 목표논 북한의 대남적대능력의 유 

지나 제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정부 당국자들 

은 햇볕정책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현재는 아니라도 멀지 않은 장 

래에 달성할 수 있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5. 북한의 체제적 성격과 대북 햇볕정책 

대북 햇볕정책이 우리들이 기대하는 효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는 북한의 체 

제적 성격에도 달려있다. 북한이 처한 환경적 상황과 더불어 북한의 체제적 성 

격은 북한이 한미와 포괄적 타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북한의 김일성 체제는 수립이래 권력내부의 심각한 도전이나 일반 주민들의 

저항운동에 직면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른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다르 

다. 1950년대 중반 스탈린 사후에 노동당 간부들 중 연안파와 소련파 공산주의 

자들이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와 그의 중공업 우선주의 정책을 비판했었으나 

숙청당했고 일반 주민들은 김일성체제에 대해 반대하고 저항한 일이 알려진 

바로는 전혀 없다. 1978년부터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채태하여 사회경제체제 

가 적지 않게 변화하고 있고，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는 구소련과 동구제 

국의 공산체제가 주민들의 저항을 받아 붕괴했으나， 북한의 검일성 체제는 중 

국에서와 같온 변화도 거부하고 엘리트 레벨에서나 주민 레멜에서도 도전과 

저항을 받지 않았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과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 

가에 대해서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으나 김정일 체제에 대한 도전 

이나 저항은 지난 5년간 일어나지 않았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굶어죽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김정일 체제에 대해 불 

만을 갖고 저항운동을 하고 있다는 혼적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김정일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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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불만표시는 북한의 특권층인 해외 주재 외교관， 상사원， 유학생들， 그 

려고 황장엽씨와 같은 이데올로그의 한국 망명이 고작이다. 북한의 통치체제 

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사회적 불만표출이나 저항운동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인가? 

서대숙 교수는 김일성이 “해방 이후에 한국의 북반부를 소비에트화하려는 

소련의 조정을 받는 유력자로부터 옛 조선왕조의 악명 높던 군왕들보다 더한 

권력을 휘두르는 지배자가 되었고 그가 구축한 체제는 “공산주의 국가라기보 

다는 그의 개인적 왕국과 비슷하며 그가 다스리는 주민들은 ‘새로운 공산주의 

인간형’이라기보다는 그의 충직한 신민에 가까운” 동양적 전제주의체제라고 

비판하였다. 서 교수는 이 체제에서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는 그 범위， 강도， 

열성변에서 스탈린이나 모태동에 대한 개인숭배를 훨씬 능가하고 김일성은 주 

민들에게 그에 대한 복종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에 대한 존경， 그의 자식에 대 

한 충성까지 요구하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한국에 공산주의체제 

를 수립하기 위해 싸우고 이를 위해 죽어간 많은 한국 공산주의자들의 기대를 

저버렸고， 각 나라들이 개인적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에 이 같은 추세와는 반대 

되는 방향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 체제의 이와 같은 

성격은 우리들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바이나 서 교수를 인용하는 것은 이와 같 

은 성격규명이 한국의 반공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북한을 객관적으로 

연구하여 과거 한때는 친북한 학자라고까지 오해를 받은 서 교수에게서도 나 

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42) 

북한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만들어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황장엽씨도 

북한의 체제적 성격에 대해서는 서 교수나 한국의 대부분의 국민들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주민전체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을 내세운 전체주의적 계급독재체제가 수립되었다가 그것은 곧 김일성의 개인 

독재체제로 전환하였고， 그리고 다시 이 체제는 그의 아들 김정일의 권력세습 

으로 봉건전제주의적 독재체제로 전락하였다는 것이다. 이 체제는 지주와 자 

본가들의 특권을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구소련의 사회주의체제와 같으나 새로 

운 지배계급의 특권적 지위를 절대화하고 세습화하는 면이나 지주나 자본가 

출신들을 극심하게 차별대우하고 이 체제에 대한 불만자는 그뿐만 아니라 그 

42)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깅힐정 (서울 청계면구소， 19H9), pp.2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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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족들까지 엄한 별로 제재한다는 면에서 구소련의 사회주의체제와 다르고 

오히려 과거의 봉건체제와 같다는 것이다 북한의 통치체제가 이와 같이 변화 

한 역사적 원인을 그는 해방 전 북한이 식민지 반봉건사회였다는데서 찾고 있 

다.43) 

황씨는 또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모두 당 비서들의 독재체계를 가지고 있지 

만 당내 민주주의가 허용되는 범위와 정부의 행정경제 일군들의 지위에는 나 

라마다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수령 유일독재체계에서는 어느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당내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행정 

경제 일군들의 자립성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44) 

우리 국내의 대표적 북한 연구가인 이종석 박사도 북한의 통치체계를 유일 

지도체계라고 보고 있다. 그는 이 유일지도체계가 “인민대중을 역사의 비주체 

적인 피동체로 만들어왔으며 북한사회를 개인숭배와 기계적 집단주의가 만연 

한 왜곡된 사회로 굴절시키는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북 

한의 주체사상은 1967년을 기점으로 혁명적 수령관과 결합하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보다는 김일성의 유일지도체계를 합리화해 주는 사상으로 왜곡되 

었다고 강조하고 있다.찌 이 박사의 이러한 주장은 황장엽씨의 한국망명 이전 

에 나온 것이고 현재 황씨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북한의 통치체제는 서대숙 교수， 황장엽씨， 이종석박사와 같이 북한을 내재 

적으로 이해하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시 

대착오적인 체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 체제가 사회적 저항을 받 

지 않고 지속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체제의 구체적 특성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러시아사 연구의 대가인 리차드 파잎스는 9세기부터 19세기말까지의 러시 

아 국가 성장사를 다룬 그의 저서에서 러시아가 그 지리적 위치나 인종이나 종 

교로는 유럽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유럽과는 달리 사회(society)가 정원(p이iticaI 

authority)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었던 이유를 왕국을 왕의 개인적 세습재 

산{the personaI patrimony of the prince)으로 보는 가산적 국가론에서 찾고 있다 

43)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서울，통일정책연구소， 1998), p.83. 

44) 위의 책， p.90 

45)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5), pp.34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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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보탱(Jean Bodin)은 Six Books 01 the Comη10mν'ealth 0576-86)에서 선민들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monarchy, 사유재산의 신성불가침성을 종종 침해하는 

monarchy의 부패한 형태인 tyranny, 그리고 물리적인 힘으로 수립되어 사유재 

산을 인정하지 않고 왕국내의 모든 사람들과 물건들을 한 가정의 주인이 노예 

들을 지배하는 것과 같이 지배하는 la monarchie seigneuriale의 세 가지 군주정 

형태를 제시했다. 파잎스는 러시아가 마지막 형태의 군주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는 정권을 견제할 능력을 가질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중세이래 

근대의 사회주의이론이 나올 때까지 서유럽 제국의 정치이론과 법학에서는 사 

유재산의 신성불가침성은 그것이 종종 침해당했지만 공리(axiom)였으나 러시 

아에는 이러한 전통이 없었다논 것이다 46) 또한 파엎스는 소련 공산주의체제 

의 잔학성의 기원을 마르크스주의나 공산주의 이론보다는 러시아의 앙시앙 레 

짐의 잔학성에서 찾았다. 

현재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이와 같은 러시아의 앙시앙 레짐의 특성도 가지 

고 었다. 김정일은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개인재산처럼 세습받았고 또 북한의 

생산수단은 헌법적으로는 국가소유이고 전체주민의 소유이나 실제로는 그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다. 특히 검정일은 당 경제라는 것을 국가경제로부터 분리 

시켜 이 경제에 수익성이 높고 외화벌이에 유리한 기업들을 포함시켜 자기의 

개인소유와 같이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당 재정경리부로부터 39호실과 38호 

실과 같은 관리부서를 내와서 그것들이 그의 지도밑에 당에 속해 있는 은행들 

을 비롯한 경제기관과 기업들을 관리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는 군대경 

제도 국가경제로부터 독립시켜 그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당의 군수공업부가 

관리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황장엽씨는 북한의 당경제와 군대경제는 왕조시 

대에 왕이 직할하는 사유재산과 유사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 

지의 국가경제도 정무원 총리나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일의 숭인을 받 

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황씨는 북한경제가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라 

김정일의 개인에 복무하는 경제라고 비난하고 있다 47) 

우리 정부의 일부 당국자들은 독립체산제를 실시하고 원가， 가격， 수익성을 

46) Richard Pipes, RmJia /1ιler Ihe O!t/ Regilllf (New York:Charles Scribner’s Sons, 1974), 
pp.65-66. 

47) 황장엽， 앞의 책， pp.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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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것을 규정한 김일성 헌법 제션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 조 

항도 북한경제의 관리체계에 획기적 변화를 단시일 내에 초래할 것 같지는 않 

다 이 조항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체산제를 실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1960년대에 김일성이 수립한 관리 

체계로 모든 사업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 해당 당위원회가 되는 정치우위의 관 

리체계인 것이다. 또한 새 헌법 34조는 국가는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 

민경제의 발전계획을 세워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도 북한 경제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조항이다. 

북한은 뒤늦게나마 새 헨볍 24조에서 소비목적을 위한 개인소유와 이의 상 

속을 인정하고 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곳에 자율성을 가진 사회가 형 

성되기 어렵다는 마키버와 같은 고전적 정치사회학자의 지적에 비추어볼 때 

이 조항은 의미가 있으나 이 조항이 당장 북한에서 재산소유층을 만들어낼 것 

도 아니고 또 우리 사회에서와 같은 재산소유층을 만들어 내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북한 주민들은 거의 모두 정부의 배급에 의존해 생명을 간신히 유지하 

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 24조에 기반한 사회가 형성되어 저항이 일어나 

기란어렵다 

재산 이외에 종교도 사회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주지하다시피 동독의 

공산정권 붕괴에는 카톨릭 교도들과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북한에는 

국가나 당과는 구별되는 사회적 세력으로서의 종교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주민들이 자율적 사회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중요한 자원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북한에는 김 

정일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없는 것이다 

김정일 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체제를 

떠받쳐주는 불리적 강제력이 김정일의 수중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일성 

은 1970년대 초부터 김정일을 후계자로 만들 의도플 가지고 전제군주시대의 

왕이 적장자를 세자로 책봉하여 세자의 장래를 준비시키듯이 당과 군대에 그 

의 세력기반을 닦아주었다. 김정일은 현재 당의 총비서이고 국방위원장직과 

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맡고 있다. 당과 군대는 오랫동안 김일성 체제를 떠받 

쳐준 2대 기둥이었다. 그러나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이래 김정일은 이미 지적 

한 바와 같이 군 부대를 자주 방문하면서 당을 비판하고 군의 선봉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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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다. 

그는 1995년 신년을 맞이하여 제214군 부대를 방문하였고 이를 보도하는 

<로동신문〉 기사에는 “김정일 장군님을 결사용위하는 총폭탄이 되자”는 슬 

로건이 실렸다쩌) 북한에서는 이런 유의 보도가 계속되었고 1995년 수해로 식 

량난이 극심해 지자 1996년 신년도 <로동신문〉 사셜은 “제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인 “고난의 행군”정신을 강 

조하였다. 같은 해 6월 10일 김정일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금강산 발전소를 

시찰하였고 이를 보도하는 <로동신문>에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슬로건이 실렸고49) 그 후 <로동 

신문〉은 사설에서 “금강산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의 혁명적 군인정신은 오늘의 

‘고난의 행군’ 정신의 최고 발현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50) 1997년 신년 

도 〈로동신문> 사설은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 혁명의 기둥이며， 주체사업 

완성의 주력군이다… 전군에 수령 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이 차 

넙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5월 19일 <로동신 

문> 사설은 “당 조직들은 모든 당 사업을 인민군대가 창조한 사상과 도덕， 

문화를 따라 배우는 데로 지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서 당이 군대를 지 

도해야 된다는 공산주의 원리를 역전시키고 있다. 요약하면， 김일성 사후 북 

한군대는 공식적으로 김정일 최고사령관을 총폭탄정신과 자폭정신으로 옹위 

하고 당과 주민을 지도하는 당보다 높은 기관이 된 것이다. 황장엽씨는 이는 

북한의 독재체제가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지만51 ) 여하튼 군대는 현재 김정일이 의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력인 것 같다 52) 

김정일체제는 종국적으로는 군에 의존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을 매일 매 

일 강제적으로 통제하는데는 사회안전부와 국가안전보위부를 이용하고 있다. 

사회안전부는 공개경찰로， 국가안전보위부는 비밀경찰로 북한 주민들을 감시 

48) <로동신문>， 1995년 l 월 ’일 

49) <로동신문>， 1996년 6윌 12일. 

50) <로동신문> 1996년 10윌 18일. 

51) 황장엽， 앞의 책， p.98. 

52) 서동만， “북한 정치체제 변화에 관한 시본 정치/:11평 1998년/가을， 겨울， 통권5호， 

pp.125-15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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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기관의 요원 숫자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10만 

이상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체제에 비판적인 인사는 법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조직이나 국가안전보위부가 그에 대한 처벌을 김 

정일에게 제의하고 검이 이에 서명하면 그것에 따라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 

다고 한다.씨 

김정일체제가 경제력과 강제력을 독점하고 있다해도 이 두가지 요소가 체제 

유지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김정일체제는 시대 

착오적인 체제이고 하루 빨리 무너져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 체제는 

동요하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을 숭배하고 김정일에게 복종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게되면 김정일체제는 그 물리적 힘의 기반이 

아무리 공고하다해도 오래 지속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지도부는 이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그 때문에 북한은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공산주의 국가 

인 중국과의 자유로운 교류도 급지하는 쇄국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부는 나라를 패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이 아 

니다. 그들은 당， 교육기관， 언론매체를 통해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그의 교도 

들을 세뇌시키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숭배하도록 세뇌시 

키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계속하고 있다. 

첫째로 김정일은 김일성 생전시에 그에 대한 개인숭배 작업을 지휘하여 후 

계자로서의 지위를 굳혔는데， 김일성 사후에도 이러한 작업을 계속하고 었다. 

그의 사후 김정일은 조선민족을 “김일성 민족”으로 명명하고 김일성의 탄생연 

도(1912)를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를 제정하고 그의 탄생일을 “태양절”로 

정하고 1998년 9월 5일에 개정한 새 헌법을 “김일성 헌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헌법 서문에서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원로 

“사상이론과 령도예술의 천재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그리고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라고 선언하였다. 소련의 스탈린은 물론 중국의 모돼동까지 사 

후에는 그들의 실책에 대해 냉엄한 비판을 받았는데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의 

숭배대상으로 칭송을 받고 신격화되고 있다. 

둘째로 북한의 지도부는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그 

는 김일성 생전시에 이미 “위대한 사상가”이고 “위대한 지도자”였고 현재는 국 

53) 황장엽， 앞의 책，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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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원장과 최고사령관직을 맡은“위대한 장군”이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 

하신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위엽의 위대한 령도자”이다 54) 

셋째로 북한 지도부는 “주체사상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강성대국론”과 

같이 검일성과 김정일의 지배를 합리화 해주는 이데올로기 생산작업을 계속하 

고 있다. 특히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육체적 생명은 친부모가 주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사회정치적 생명은 “어버이 수령”이 준다는 주장으로 북한 주민들 

은 “하나의 대가정”으로 “수령”에게 충성뿐만이 아니라 효도도 해야한다는 주 

장이다. 김일성-김정일 체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나 사회주의이념이 아니라 조 

선 왕조의 오랜 지속에 공헌한 충효사상에， 그것도 사이비 충효사상에 호소하 

고 있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이와 같은 허위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허위를 북한 

주민들이 받아 드렬 수밖에 없도록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곧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를 항상 조성하고 있고 국 

제적으로도 문제를 일으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얼마 전 

일본에 미사일(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괴선박을 보냄으로서 <미일방위협력지 

침> 관련 3개 법안의 일본 국회 통과를 오히려 도와주었다. 북한의 이와 같은 

행동은 일본을 위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일중간에 긴장을 야기시키는 데도 

공헌하는것이다 

일본의 북한 연구가인 와다 하루키는 북한을 미국의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 

어츠가 말하는 “극장국가{theatre state)"의 일종이라고 주장하였다. 19세기 발리 

섬의 한 왕국에서는 왕의 신적 성격을 하나의 드라마인 왕국의 의식 

(ceremonies)을 통해서 구성했고 기어츠는 이를 “극장국가”라고 불렀다. 와다의 

견해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김정일이 주연과 연출을 모두 맏아 하나의 거대한 

쇼를 만들어내고 있는 “극장국가”이다. 북한 주민들은 극장 밖으로 나오지 못 

하고 이러한 쇼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와다는 현대국개modern state)는 완 

전한 “극장국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극장국가”는 19세기 발리 섬 

의 한 왕국의 경우와 같이 정태적인 사회(immobile society)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기 때문이다 55) 북한이 변화하여 역동적인 사회가 된다면 “극장국가”를 유지 

54) 1998년 8월 22일，<로동신문>， “정론/강성대국” 잠조 

55) Haruki Wada, 앞의 논문 잠조.CI빠rd Geertz, Negara: Ihf 재falrf 51t1le 씨 Ni’'letee1/th-æ/ltll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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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개혁개방 노선과 “극장국가”인 검정일 체제와는 이 

러한 점에서도 상호 모순관계에 있다. 

대북 햇볕정책의 목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와 같이 철저한 경제적， 강제 

적， 사상적 통제를 약화시키는데 있다. 그 중 사상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경제적， 강제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것보다 덜 어렵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사상과 주체사상，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강성대국론은 모두 현실이 아 

닌 허구이고 북한의 비참한 경제현실의 원인이 이러한 허구에 었다는 것을 북 

한 주민들이 깨우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북한의 경제체제와 강제적인 감 

시체제에 변화를 유도하는 것보다 덜 어려운 것이다. 경제체제의 변화는 상당 

한 세월이 필요하고 강제적인 감시체제는 김정일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서는 

약화되기 어려울 것이나 김정일 체제가 시대착오적인 체제라는 것은 북한 주 

민들이 북한 밖의 현실을 알기만 한다면， 혹은 “극장”밖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곧 깨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 햇볕정책은 현재 북한 주민들을 깨우치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우리 정부가 말하고 있는 금강산 관 

광의 대북 효과를 평가해 보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북한 지역의 

버스 기사들， 관광 안내원들， 그리고 산악구조대원들은 모두 한국측 사람들이 

다 그리고 우리 관광객들은 북한 지역에서의 식사도 한국에서 가져간 음식으 

로 하고 었다. 우리측은 이 관광의 대가로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은 상당한 액수 

의 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기사， 안내원， 구조대원들을 북한 주민들로 하고 

식당들을 개섣할 것을 요구하여 한국 관광객들이 가능한 한 많은 북한 주민들 

과 접촉하여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만 했다.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반대로 못한 것이나 

현대측은 좀 더 버티면서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을 해야만 했다 우리 쪽에서 먼 

저 급하게 서두르니 달러가 급히 필요한 측은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 

리측 요구를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금강산 관광은 대 

북 햇볕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 관 

광이라는 대북 햇볕정책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계심 

을 느슨하게 하게 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BμI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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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민간부문의 북한과의 교류를 허락하고 장려하더라도 이러한 교 

류가 햇볕정책의 효과가 나는 방식으로 허락하고 장려했어야만 했다.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검정일 정권에 먼저 호 

의를 보이면 김 정권도 우리에게 호의를 보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개혁개 

방정책올 채태할 것이라는 이상주의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이 과연 현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기변화{self-transformation)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갈려있다. 전향적이거나 진보적 성 

향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기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보수성향의 전문가들은 

이를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필자는 앞서 북한이 현재 처한 상황에 비추어 

자기변화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바로 

살펴 본 북한의 체제적 성격에 비추어 보아도 크다고 볼 수 없다. 김일성-김정 

일 체제의 성격은 점점 심하게 독재화되고 폭력화되고 있다. 황장엽씨를 인용 

한다면， 북한 통치자들은 소련식 사회주의 붕괴의 원인이 개인숭배와 개인독 

재의 약화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개인숭배와 개인독재， 그리고 군국주의를 오히 

려 강화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 정권의 개혁개방노선도 수정주의와 자본주의 

의 길이라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다，56)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집권자의 변화없이 자기변화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 

는 비교정치적으로 살펴보아도 긍정적인 답이 나오기 어렵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집권자의 교체를 계기로 정책노선을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집권자의 

교체가 없는 기간에 자기변화를 촉발시킬 노선변경은 일어난 일이 없기 때문 

이다 소련의 스탈린 노선 수정은 그의 사망으로 집권자가 바뀐 이후였고 후르 

시효프 이후 고르바효프 이전까지의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도 고르바효프 

라는 새로운 집권자가 나타난 이후였다 동구제국의 노선수정도 마찬가지 경 

로를 통해서였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모택동이 사망 

하고 그의 추종세력이 실각하고 둥소평이 실권을 장악한 후에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할 수 있었다 소련과 동구제국， 그리고 중국의 변화과정에 비추어볼 때 

김정일과 그의 측근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자기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대북 햇볕정책이 김정일 체제의 생명연장에만 공현하 

56) 황장엽， 앞의 책，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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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떨쳐버렬 수 없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주도하고 있 

는 현대와 다른 민간부문의 북한 지원이 김정일의 통치자금 조성에 공헌하여 

오히려 그의 세력기반을 공고하게 해주고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력만 강화시 

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대북 햇볕정책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달성 

하지 못하고 검정일과 그의 측근들의 권력유지와 북한 주민들의 노예화에만 

공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7) 

결어 - 문제점의 극복방향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은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최소한 다섯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그것이 연계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정책은 연계정책 

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의 호의에 대해 호의로 답할 커다란 제약을 느끼 

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은 한국의 호의를 악의로 답하고 있고 이 악의에 대해 

호의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햇볕정책은 과거의 연계정책 만큼의 성과도 아 

직 내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이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메커니즘이 한국 

의 정치체계에는 없거나 아주 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의회와 야당 

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의회 

와 야당은 이러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는 대북정책이 정부의 전 

유물로 되어 있고 정부의 정책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정부의 대북 협상력 

을 높여줄 수 있는 의회와 야당의 체계적 비판과 대안 제시가 없다. 셋째는 오 

늘날 북한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들이 현실주의 시각으로 볼 때는 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북한의 지속적 

인 경제위기는 대북 햇볕정책의 성공에 도움이 되겠지만 북러， 북중관계의 개 

선， 빈번한 미북 직접접촉， 북한과 한국의 민간부문간의 활발한 교류， 군 중심 

의 김정일체제， 핵무기 개발 포기로부터 오는 북한의 불안감 등의 상황적 조건 

57) 정창현， 깅정얄 (서울 토지， 1999), p.213에는 다음과 같은 조선노동당 핵심부서의 간 
부였던 신경완의 증언을 섣고 있다 “검정일은 60년대 후반부터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선심정책을 폈다. 관혼상제 때 선불 보내는 것이 일상화돼 있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생일， 환갑， 진갑 때 상차려 주는 것이 특수한 것이 아니라 대중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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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대북 햇볕정책의 성공에 도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넷째는 정부의 햇 

볕정책은 통일의 전단계로서 북한의 연착륙에 그 목표를 두고 었으나 이와 같 

은 목표를 달성하고 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적대능력의 제고에 공 

현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는 햇볕정책은 김정일 체제의 북한 주 

민들에 대한 경제적， 강제적， 사상적 통제를 약화시카자는 데 그 목표가 있으 

나 오히려 이를 강화시켜주는 역효과를 낼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었다. 

우리의 대북 햇볕정책에 나타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보완되어야 한다. 이 

를 어떻게 보완하여야 할 것인가는 또 다른 연구주제가 되겠지만 보완 방향은 

지적한 문제점들로부터 쉽게 나온다 첫째로 햇볕정책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호의표시와 연계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악의 표시로 나타난다면 즉 

각 중단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경수로 건설이나 

금강산 관광사업과 같은 햇볕정책 사업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게 발목을 잡혀 

북한의 지속적인 악의표시에도 적절한 대웅을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아니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햇볕정책이 연계정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위협 

을 느낄 때 이 정책을 수용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햇볕정책 외에는 대안이 없 

고 이 정책을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하겠다고 선언한다면 북한은 이 정책을 서 

둘러 수용할 커다란 유인을 갖지 못할 것이다 둘째로 의회와 야당은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항상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활동 

을 억제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러한 비판활동은 북한이 햇볕정책을 수용하 

는 결정을 내리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로 우리 정부는 북한이 햇 

볕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지만， 상황이 좋 

지 않을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도 보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정 

부는 햇볕정책을 북한의 대남적대능력 제고가 아니라 연착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정부는 햇볕정책을 북한 주민들에 대 

한 김정일 체제의 사상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북 햇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완 이외에도 우리의 대북자세 

에 수정이 필요하다- 첫째로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와 화해를 너무도 절실하게 

원하고 었고 북한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아들이 

기 어려울 정도로 높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대화와 화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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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은 북한이나 북한은 오히려 늑장과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 반해 한국정부 

는 안달복달해 온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인들이 북한 차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서 나온 것이나 이는 북한을 남북 대화에 끌어내는데 도움 

이 되지 않는 자세이다 북한이 우리의 선의를 선의로 응답하지 않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다른 호의를 보이기보다는 북한이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로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발언에 볼모가 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은 

한국이 군사적 위협에 아주 약하다고 판단하고 1993년 3월에는 “서울 불바다” 

의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휴전선의 대남방송에서 북한에도 공격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군 중심의 국가체제를 만들고 강성대국론을 주장 

함으로서 한국에 대해 위협적인 자세를 시위하고 있다 한국은 이에 일일이 대 

응할 필요는 없겠으나 군사 충돌시에는 한국이 막대한 손상을 입지만 북한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는 것을 조용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겠다. 한국이 북 

한의 군사적 시위나 위협에 벌벌 떤다는 인상을 준다면 북한은 대화에 응하기 

보다는 군사적 위협으로 한국의 양보를 강요할 유인을 가질 것이다. 

셋째로 한국은 대북정책의 목표를 통일보다는 남북 공존에 두어야 할 것이 

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모든 통일론을 북한은 흡수통일론으로 해석 

하고 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통일론도 적화통일론에 불과하다. 

이뿐만 아니라 남북의 통일론은 각각 국내 정치용으로 남북의 주민들이 통일 

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서독은 통일 이전에 통일정책을 

가진 적이 없다. 우리의 통일부는 서독에서는 양독 관계성이라고 불렀지， 통일 

부라고부르지 않았다 

이 외에도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일중러， 특히 미국 

과의 정책조율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우 

리 정부와는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고 었다. 첫째로 미국과 일본의 대북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이나 우리 정부의 일차적 목 

표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 ，6년간 미일의 정책적 목표 

에 우리의 목표를 종속시킬 수밖에 없었다 노태우 시대에 남북이 체결한 기본 

합의서는 미국의 북한 핵의혹 제기로 사문화되었고， 김영삼 전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를 미북합의와 경수로 건설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누차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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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에 대한 지지가 약하여 전혀 실현할 수 없었고， 현 정부도 미일의 일 

차적 목표를 먼저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었다 둘째로 김영삼 정부 

의 대북 연계정책이 미국의 일관된 대북 햇볕정책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다면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대북 햇볕정책은 미국내 대북 강경여론의 둥장으로 앞 

으로 문제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 미 의회조사국이 지난 5월 27일 의회에 제출 

한 “한국의 햇볕정책과 그 정치적 맥락”이란 보고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과 일본에 대해 한국과의 병행적인 관계증진 문제에 개의치 말고 북한과 먼저 

수교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과의 균형에 필요한 협상력을 떨어뜨 

리고， 북한이 보다 덜 타협적으로 나올 가능성만 높여준다”고 걱정하고 있 

다 58) 셋째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통일이나 미일중러의 대북 

정책의 목표는 아직도 한반도의 현상유지에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과 주변 강 

대국들 간의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차이를 선중하게 고려하여 대북정책을 조 

정해야 할 것이다. 

58) 주 32)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