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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명박 정부에 남북관계: 천안함 사건 전후 비교 

제여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남한은 10년 동안 진보 정부의 집권한 후에 보수 정부로 교체해 보수적인 대북 

정책은 남북 관계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명박 시기에 남북 관계가 

악화된 주요 원인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다.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 집권 

중기에 발발하였고 애초에부터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한 영향을 둘러싼 논쟁이 

매우 많다. 천안함 사건 이후의 남북 관계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에도 광범위한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본 논문은 2008~2012년 이명박 정부의 재임기간에 천안함 

도발 사건을 발발한 전과 후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보수 정부인 이명박 시기에 남북 관계가 악화된 주요 원인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본문은 경제, 군사, 교류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명박 시기의 남북 

관계에 대해 전면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출범 초기부터 전임 정부 시기보다 매우 감축하였다. 

2008년에 3대 경협 사업 중에서 금강산 관광과 철도. 도로 연결사업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만 남아있었다. 경제협력 총액은 2008년 취임한 후에 

증가율을 계속 감소하였고 천안함 사건 발발 후에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천안함 

사건으로 일부분 경제 투자가 중단되었지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개성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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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을 받아 계속 성장하였다. 개성공단의 성장으로 인해 경제협력 총액은 

천안함 사건 발발한 전과 후에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경제관계는 천안함 사건 

때문에 악화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미 경색되었고 대부분 경협 사업이 이미 

중단되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에 당선인 신분으로 신년회견부터 

북핵 문제를 강조하였고 한미 동맹을 강화할 의지를 표출하였다. 또한 한미 

동맹을 통해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남북 관계를 추진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취임 초기부터 북한을 자극하였고 적대관계가 되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망사건,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사건, 2011년 

연평도 사건, 임기 동안 도발 사건이 잇따라 발발하였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한국경제 불경기로 인해 국방비를 대폭 증가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방위력 

개혁과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안보 문제를 보장할 계획이었다. 애초부터 

한미관계를 강화하였고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후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추구하였다.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북한에 대한 적대한 태도로 인해 남북 

군사관계는 애초부터 경색되었다.  

인적교류에서 2008년부터 대북 지원을 대폭 감축시키고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전임 정부에 대한 ‘퍼주기’라는 지적 

중에서 출범하였기 때문에 2008년 취임한 후에 대북지원은 전임 정부보다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 정부 측면의 대북지원은 점점 민간 대북지원으로 전화하였으며, 

천안함 사건 이후 민간 지원의 규모도 크지 않았다. 이산가족 상봉은 2008년부터 

완전히 중단되었고 민간 차원에서만 유지되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남한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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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태도가 악화됐고 민간 차원의 인적교류도 축소되었다. 인적교류에 있어 

정부가 주도한 부분은 애초부터 거의 다 중단되었으며, 천안함 사건 이후 민간 

차원의 교류도 하향 조절하였다. 

경제, 군사, 교류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애초부터 경색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 

경색된 남북 관계는 외부적 환경의 양형을 받았지만 주도적인 원인은 애초부터 

강경한 대북 이념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남북 관계가 부쩍 악화된 원인은 

애초부터 강경한 대북 태도와 정부의 보수적인 이념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통해 남북 관계가 쇠퇴되었지만 국내 사회에서 대립적인 대북 

태도를 일치시켰고 국제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가 견제되었다. 

주요어: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 천안함 사건, 대북정책, 개성공단, 대북지원 

학번:    2016-2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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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른 

제1절 문제제기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후에 남북 갈등이 여전히 존재해 왔다. 그러나 갈등은 

사회와 정부 대책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빈번하고 

엄청난 대북지원과 인적교류를 통해서 남북 화해 협력관계를 진출했지만, 북한이 

여전히 핵보유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위협을 가하였다. 

또한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기에 촉진하는 남북협력 사업은 사회에서 많은 

반발을 일으켰다, 개성공단 사업과 대북 지원이 ‘퍼주기'라는 지적을 불러왔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시기에 대북 평화포용정책과 한미 동맹 약화로 인해 남한 

사회에서 불만과 우려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압승했다. 그때 이명박 정부는 대북협력정책에 대한 

비판적 사안들을 정치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기존 정책방향에 집중하였다. 

‘비핵·개방·3000’구상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산출하였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평화관계를 깨뜨렸고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를 

강조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는 외교정책과 대북 정책의 원칙으로 

실행해서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 관계 협력의 기초라고 강조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보수 정부의 대표로 출범한 후에 대북 정책을 급하게 변화시켰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보수와 진보 정권의 교체 시기이자 대북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였고, 남북 관계 변천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애초부터 경색된 분위기에서 심리전과 정책이 대립할 뿐만 아니라 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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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대통령 임기 중에 발발하였다. 천안함 사건 발발 후에 남한 정부는 주변 

4국 외교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한미조사단과 UN안보리 등 다른 국가와 같이 

천안함 침몰 진실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의 조사 결과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응징’으로 

국민에게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국제와 국내에서 큰 파동이 일어났다. 천안함 

사건은 남북 관계 냉전 와중의 연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도발 

사건은 보통 남북 관계에 대해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애초부터 보수정부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이 이미 비정상 되었다. 도발 사건이 

애초부터 악화된 남북 관계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남북 관계가 급하게 악화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일고 

있는 사실인데 이명박 시기에 남북 관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보수 정부의 

남북 관계에 대해 재인식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문에서 이명박 

정부가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을 교체하는 시기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도발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후 대북 정책에 있어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 나누어 부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참여 

정부 시기에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 등 돌발 사건이 일어나는데 계속 

진보적인 대북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처리 방식과 진보적인 정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관계 변천사에서 

중요한 변동 시절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 연구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보수 정부는 출범하기부터 끝까지 대북 정책은 같은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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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했는지 어떤 시점에서 바꿨는지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다.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정권 성향과 돌발 사건은 어느 방면의 영향이 더 중요하는지를 분석하여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북 관계는 단순한 통일 안보 

문제가 아닌 한국의 국제 영향력과 국내 사회에 대해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한 정권에 대해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명박 시기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정부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대해 처리 

방식을 재검토하고 교훈과 경험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2절 기존연구검토 

본문은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이명박 시기에 남북 관계의 변동을 연구하기 

때문에 선행연구 분석은 천안함 사건과 이명박 시기 남북 관계 두 가지로 나누고 

진행한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후에 3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다. 2010년 11원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발한 후에 이명박 정부 시기에 발생한 

두 사건을 같이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있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은 연평도 

사건과 차이가 있다, 이명박 시기에 첫 번째 나타났던 비상사건으로 많은 쟁점을 

아직 존재하고 있다. 또한 천안함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을 단독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를 둘러싼 연구는 대부분 한 시기로 분석하여 남북 관계 변천사 중에서 한 

정부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정책 환경의 변화는 정책 변동에 대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이 발발한 시기로 이명박 정부의 남북 관계를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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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연구들이 주로 2010-2013년 천안함 사건 

발발한 후에 3년 이내의 연구다. 대부분 연구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과 사태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사건 이후 한국의 국내 사회와 국제사회에서 나타난 갈등을 

분석하는 연구자가 많다. 단순한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대부분 

대한민국 정부 2011년 출판한 『천안함 파격사건 백서』 책과 비슷하고 천안함 

사건 사태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남한 정부와 국제 

조치들이 조사하는 상황과 사건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문보도를 통해 

사건 이후에 사회 언론 국면을 고찰하였다. 그 중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 

국제사회와 국내사회에서 나타난 갈등도 매우 많다. 그리고 한겨레 2010년 

발행한 『봉인된 천안함의 진실: 20개의 키워드로 읽는 천안함 사건』 책은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일으키는 이슈를 키워드로 해설하였다. 그런데 이 

책에서도 천안함의 진실에 집중하여 진실성에 관한 논란을 중심으로 썼다. 또한 

사회과학 측면에서 진실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이나 과학기술 

측면에서 진실성을 규명하는 연구도 많이 있다. 연구에서 천안함 사건과 남북 

관계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내용은 많지 않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남북 관계가 대체로 천안함 사건 발발한 후에 1년 동안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연구하였다. 단순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건 이후 나타난 사회 언론에 대해 연구도 많이 있다. 

최용섭의 「천안함 사건 이후 나타난 남남갈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남한 

국내에서 나타난 갈등에 대해 분석하여 이어진 남한 사회에서 대북 정책과 

무력충돌을 둘러싼 남남갈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진부와 보수 진영을 교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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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남북 관계에 대해 토론이 많이 있는데 천안함 사건은 분쟁의 불씨로 

남남갈등이 더 심했다. 이러한 국내외 사회 언론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연구는 

도발 사건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같이 연구하는 논문도 많이 있다. 서보혁의 

「분쟁 후 인간 안보와 남북 관계-천안함·연평도 사건 사례연구」에서 두 사건의 

배경과 원인을 고찰하며 인간 안보에 대한 위협을 고찰하였다. 두 사례를 통해 

주로 남북 관계와 인간안보 측면에서 연구하여 인간 안보의 대응 전략을 

산출하였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공통성이 있으니까 두 사건을 중심으로 그 

후에 남북 관계의 인간안보 측면에서 집중해 연구하였다.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 하는 연구들이 거의 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남북 관계 변동을 집중하였다. 또한 대부분 연구는 남북 관계의 한 

측면을 집중해 분석했고 전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많지 않다. 

이명박 시기의 남북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5년 동안 남북 관계를 같이 

분석하는 연구가 많은데 중요한 시점으로 나누어 연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김형기는 『남북관계변천사』에서 시간에 따라 이명박 시기에 발생하는 중요한 

사건과 회의를 통해 대북 정책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명박 시기는 경제 측면에만 

집중해 분석하며 남북 관계의 중요한 단절 시점을 분석해 새로운 남북 관계 

조언을 창출했다. 이 책은 2010년에 작성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김형기의 저서처럼 시간에 따라 중요한 

일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연구자가 많다. 그리고 대부분 남북 관계에 대한 연구는 

한 측면만 잡으면 경제협력을 선택하였다. 이헌경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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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남북경협에 대한 전망」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주요 대북 정책을 

결합하여 남북 관계에 대해 추측하였다. 2010년에 썼던 논문이기 때문에 주요 

2008-2010년 동안의 남북 관계 분석을 통해 경제협력 측면에서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이 논문에서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수단인 남북경협의 현황과 

방향을 전망하고 연구하였다. 또한 강주현는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기 남북 

관계 및 교류와 대북지원 여론 분석」에서 문화교류와 대북지원이 사회적 여론을 

자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두 측면을 분석하여 남북 관계 여론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남북 관계를 다 연구하지 않고 하나만 잡아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이명박 시기 남북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많지 않다.  

남북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이명박 시기를 한 단계로 간주하여 

남북 관계 변동한 전환점으로 다른 시기와 같이 연구하였다. 김근식의 「남북 

관계의 구조적 딜레마와 새로운 접근」에서 남북 관계는 결론 관계에 비유해서 

김대중 노무현 시기는 신혼부부에 비유하는데 이명박 시기의 남북 관계가 완전히 

원수처럼 적대적이 되었으나 이혼 상태에 비유하였다. 이러한 재미스러운 모델은 

생생하게 남북 관계의 변동을 묘사하였다. 김형기는 『남북관계변천사』에서 

남북 분단부터 6개 시기를 나누어 이명박 정부는 남북 관계 조정기라고 

간주하였다. 김근식처럼 이명박 시기에 대해 과하게 지적하지 않지만 그전에 

화해 협력 진입기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명박 

시기의 남북 관계를 잘 분석하려면 이전의 시기를 같이 보아야 객관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시기의 대북 정책을 통해 남북 관계를 

고찰하는 연구도 대부분이다. 이창헌은 「이명박 정부 시대의 남북 관계: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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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에서 먼저 대북관계의 배경과 방향을 

검토하고 정책의 추진전략을 산출하였다. 이 논문 중에서 대북 정책에만 

집중하여 재조정국면, 악화국면, 단절국면 3가지 국면에 대로 남북 관계 추세를 

고찰하였다. 이창헌처럼 대북 정책의 한 정책에만 연구하는 학자가 있지만 

이현경처럼 다 분석하는 학자도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발발하는 시기에 

이명박 정부 남북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2013년 이후에 이명박 

시기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명박 시기의 대북 정책이 실패하고 남북 관계는 5년 

동안 계속 후퇴한다고 주장한다. 안문석의 『북한이 날로 먹으려 하잖아요』 

제10장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려 하는가’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계속 반성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창헌 (2013)의 

논문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5년 집권기간 동안 남북 관계는 긴장과 갈등, 공표와 

위협이 교차되면서 적대적 단절을 특징으로 하는 신 냉전시대로 회귀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이명박 시기에 대해 다시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많지 않다. 천안함 사건을 시점으로 이명박 시기를 나누어 남북 

관계를 분석하며 이명박 정부 남북 관계를 재평가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의 자료와 데이터가 상세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명박 시기의 남북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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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방법 

본문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2010년 천안함 사건을 전후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연구이다. 정부 정책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삼아 이명박 시기 이전의 

남북 관계 화해와 협력 진입기에 대해 먼저 연구하여 남북 관계 변동하는 원인과 

변화 추세를 살펴본다. 이어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에 대북 정책의 변동과 

변동하는 원인에 대해 깊게 탐구하여 이명박 정부의 대북 태도를 살펴본다. 

이명박 정부와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본질적인 차이점은 실용주의와 

기능주의의 이념적인 차이이다. 선행연구 중에서 남북 관계의 두 개 이념을 

이용해서 대북 정책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또한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시기에 

첫 번째 일어났던 도발 사건이기 때문에 정부의 처리 방식은 그때의 국내외 

사회에서 큰 파동을 일으켰다.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태도로 동북아시아 

나라들의 한반도 입장은 두 편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본문은 천안함 사건의 

시기로 나누어 비교 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다. 

본문의 주요 부분은 이명박 시기 남북 관계의 변화 추세를 분석한다. 이 

부분은 통일부와 통계청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통일부는 매년 통일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통일문제 이해』 전자책을 작성해서 책에서 매년의 남북 관계 

중요한 사건을 정리하였다. 또한 『통일백서』와 『국방백서』 등 통계자료를 

이용해 남북 관계의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3가지 측면을 통해 전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부와 통계청은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조사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개성공단의 출입 현황,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남북교역 액 현황 등 공개 데이터를 이용해 거시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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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객관적으로 남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선언과 정책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대북 정책은 통일부의 『남북 관계특별위원회 보고자료』를 

이용해 분석하려고 한다. 동시에 ‘비핵·개방·3000’ 등 중요한 선언은 원문을 통해 

재검토를 할 것이다. 군사 측면에서 중요한 정상회담 기록과 발언 등 공개적인 

기록을 이용해 분석하려고 한다. 외교사료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등 

사료관을 통해 정부 정책 원문을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다. 본문은 자료와 

데이터를 잘 이용해 남북 관계에 대해 개관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시기 남북 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를 잘 이용해 

선행연구의 기초에서 이명박 시기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 중에 중국어 논문은 중국 CNKI(中國知網)에서 찾았고 한국 논문은 

국회도서관 및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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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북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 

제1절 정부정책 변화의 주요 요인 

정책은 사회과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사회과학이나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Easton(1965)은 정책에 대한 해석은 정치체제에서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라고 한다. 권위자들이 일상적인 사무를 

일하면서 구성원들이 이러한 일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주어져 있다고 하여 

정책을 정치체제가 내린 권위적 결정 혹은 권위적 산출물이라고 정책의 정치적인 

권위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Lasswell(1951)은 정책의 목적과 수단 측면에서 

정책의 개념을 설명하여 ‘정책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련하는 것’ 정책 결정과 정책집행의 결합으로 파악하였다. 정책의 

정의는 학자의 연구 분야에 따라 이해와 해석이 다르다. 본문에서 주요 정부 

정책에서 대북정책을 돌려서 분석하기 때문에 Sharkansky의 개념 정의에 따라 

정책을 ‘정부의 중요한 활동’으로 분석하고자 있다. 정책학 분야에서 정부 

활동이란 정부로 사회적 가치에 대해 권위적인 배분 활동, 사회에서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과 사회설계에 관련된 활동이라고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노시평 

외, 1999). 정책은 온 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 방향에 대해 큰 영향을 미쳐서 

정부의 중요한 활동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을 분석하여 정부의 성향과 집행력에 

대해 잘 살펴볼 수 있다. 

정책의 정의는 정책의 변동 대응성(노화준, 1995:4-8)을 결정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뜻은 사회에서 나타나고 싶지 않은 것이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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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책 활동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받아서 정부 정책을 변화하는 가능성이 항상 많은 편이다. 학자들이 

제시한 정책과정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다 정책 형성, 결정, 집행, 평가 4개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유병복, 1998: 63). 이러한 정책과정은 외계 상황의 변화와 

정책 자체의 오류를 존재하기 때문에 변동하겠다. 그다음과 같이 외적인 상황과 

정책 자체 내적인 요인 2가지 측면에서 정부 정책 변화의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정책 변화한 요인 중에서 대부분은 외적 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외적인 요인은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 방식에 따라 정책 

환경적 요인과 정치 체제적 요인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정책환경은 정책체계를 돌리고 있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으로서 정책과 환경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유병복, 1998: 70). 자연자원, 풍토, 지리, 기후 등 

자연환경은 사회환경보다 쉽게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 정부정책의 

환경요인은 주요 사회환경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사회환경 요인은 사회 

내부에서 자주 변동하고 정책에 대해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경제, 

사회, 정치 요인은 사회 구성원의 일상생활을 돌리고 있어서 정부와 구성원의 

직접적인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책 문제의 소멸, 변질, 지속, 새로운 

문제의 등장 등에 따라 정책종결, 승계, 유지, 혁신 등 정책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노시평·박회서, 1999: 480). 이러한 사회환경 요인을 변화하다가 새로운 정책 

문제를 가지고 올 것이다. 정책과정의 정책형성 단계에서 새로운 의제를 

형성하여 정책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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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은 다음과 같이 경제. 사회 환경과 정치. 행정문화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 사회 환경을 변동하다가 일상생활은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된다. 그다음에 정책으로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정책변동을 야기한다. 그래서 경제. 사회 환경 

요인으로 일으킨 정책변동은 대부분 사회복지정책, 경제 산업정책, 도시 개발정책 

등 일상생활에 관한 정책들이다, 이러한 요인은 대부분 정책종결이나 감축관리의 

형태로 정책을 변동시킨다. 그다음에 정치. 행정문화는 일반 문화의 정치적 

국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문화의 관념에 정치적 수식어를 첨가한 것으로 보아 

정치적 관념이나 지배 규범 및 정치적 상징 등의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정치제도의 형성 또는 개개인의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정의한다(안병만, 1997: 85-86). 정치. 행정문화가 특정한 정책 문제는 항상 

정책결정자와 국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언론이나 대중매체의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노시평·박회서, 1999: 480). 대중매체는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책과정에서 외견을 나누어 논리하는 참여자로 

정책에 대해 의견을 주어서 정책의 변동을 일으킨다. 정책결정자와 국민은 

정책의 참여자로 사회 이슈 문제와 정치 문제를 있을 때 언론의 기능을 사용하여 

정책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토론해야 하고 정부의 관심을 받아서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정책학습을 진해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정책변동을 

야기한다. 그래서 대북 정책에서도 초점 사건을 발발하면 사회 언론은 

남북문제에 대해 큰 관심이 있으니까 대중매체나 사회 의견을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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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는 정책활동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고 정책활동의 중요한 주체이고, 

정책은 정치체제의 국제적인 형식이고 중요한 산물이다. 정책과정에서 

정치체제는 환경으로부터 사회문제를 흡수하여 정책 문제로 반영해 된다. 그래서 

정치체제는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단계에서 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정책의 

변동을 유도할 수 있다. 정치체제에서 정부의 정치이념은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다. 정치이념은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며,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고, 국민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등의 정치적 가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사고체계를 의미한다(정정길, 1997: 116). 정치이념의 개념을 통해 

정치이념은 정부의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에서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가 

임기 내의 정치 성향과 정치이념을 쉽게 바꿀 수 없지만 정권교체 시기에 정부의 

정치이념은 다르면 기본적인 정부 정책을 변동하는 가능성이 매우 큰다. 새로운 

정권을 출범하면 먼저 정책변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 정부의 집행력과 판단력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정치체제의 특성으로 정치체제의 담당자의 능력과 성향 

등은 정책의 결정과 집행 단계에 대해 영향을 미쳐서 담당자의 역할은 잘 이루지 

못하면 애초의 정책결과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담당자는 

정책과정에서 의지를 바꾸는 가능성이 있고 정책변동의 요인을 유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정치체제의 구조는 정책과정에서 정부 활동의 방법이나 양성에 대해 

지도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정책 변동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남북문제와 안보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정치이념과 행정문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대북 성격은 정부의 정치이념 중 하나이고 자신의 

행정문화를 잘 나타나기 위해서 남북관계에 따라 대북정책을 변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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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책 자체의 내적인 요인은 정책변동에 관련 부분을 통해 정책관련집단, 

정책오류, 정책집행 요인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정책을 만든 이유는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으로 해결방법은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의 특성을 통해 정부정책은 특정한 관련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규제정책의 경우에는 대상집단의 조직적 특성에 

따라 집행의 성공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노시평·박회서, 1999: 481). 규제정책은 

특정한 정책관련집단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책결정자나 

정부 내부 참여자를 만나서 협상하면 정책과정에서 변동을 유도할 것이다. 

정책관련집단은 정책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한 단체이고, 정책과정에서 이익을 

침범하거나 손해주는 가능성이 있으면 정책집행 과정에서 관련 집단의 반대와 

불응을 받을 것이다. 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집단과 피해를 먹은 집단 간에 

갈등이 심각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정책 재분배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 변동한 요인으로 정책과정에 대해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책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먼저 정책문제에 대해 올바른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인 정책과정 중에서 정책환경이나 정책결정자, 

참여자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 형성할 때 정책문제에 대해서 잘 못 파악하는 

상황이 많지 않다. 앞에서 제시한 정치. 행정 문화 환경에서 외계 사회 

구성원들이 언론과 대중매체를 통해 정책문제는 사회 이슈가 돼서 정책결정자의 

오판을 유도하게 될 수 있다. 정책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한 정책결과를 나오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정책대안은 잘못된 정책문제에 

따라 제출하여 예상한 정책결과가 받지 못해서 정책에 대해 교정이나 종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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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정책자체의 오류에서 정책변동은 꼭 정책과정의 한 단계로 된다. 

그런데 정책문제는 외계의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책자체의 

허점은 정책집행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정책은 애초의 정책문제를 

위해 설계하는 대안인데 정책환경이나 정치체제의 변화에 인해 새롭게 드러난 

문제에 대해 적응할 수 없고 정책에 대해 보완하고 개선하기 때문에 변동을 

일으킨다. 예를 들면, 초점 사건이 정책 실패의 증거를 제공하여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정책 실패에 따른 학습이 지식의 축적과 

적용을 가져오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정책형성 또는 변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이동규, 2014: 106). 

또한 정책집행 과정에서 집행조직의 능력과 순응정도는 정책변동의 요인으로 

보게 된다. 정책집행에서 집행조직의 능력이 부족하면 정책 요건을 잘 전달할 수 

없거나 정책의 강도는 약화할 수 있다. 드리어 정책에 대해 제대로 집행할 수 

없어서 정확한 결과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변화에 상응하는 

문제해결능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면, 정책집행능력이 감소하여 정책변동을 

야기하게 된다(노시평·박회서, 1999: 481). 한편 정책대상집단이나 정책집행집단은 

애초에 정책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다른 원인으로 정책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집행은 불응하고 정책은 어쩔 수 없고 변동해야 된다.  

정책변동의 요인은 학자의 연구 내용에 따라 분류가 다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정책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애초의 정책문제에 대대 잘 해결할 수 없고 

예상한 정책결과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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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소개 

2008년 2월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지적 중에서 보수적인 

성향인 이명박 정부는 등장하였다. 10년간의 진보적인 정권을 이어진 보수 정권은 

한국사회에 다시 집권하였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기에 남북간 인적 왕래 

확대, 경협사업 추진 등 관계개선을 진행하는 동시에 북핵문제를 점점 

부상하였다.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두렷한 변화를 

나타났지만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와 일치하지 않았다. 남한 측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경제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예상한 결과를 받지 

못하였다. 인도주의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표면적으로 왕래 확대하였지만 

국민들의 근본적인 만족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게다가 북핵문제는 

계속 해결하지 못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국제사회 흐름에 역해하면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막대한 위협을 초래하였다. 북한에 대해 지원과 협력은 

상응하지 않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서 대북 지적이 

발발했다. 이로 인해 김대중과 노무현 시기의 대북 정책에 대해 논란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남한 사회에서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을 인도한 정책과 북핵 

문제 해결한 방법을 기대하고 있었다.  

정부 정책은 정부의 주요 황동을 반응하여 정책 환경에 따라 계속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만들었다. 실질적인 결과와 현실적인 적응성을 강조한 

‘실용주의’ 정책 이념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남북평화통일의 

토대로 북핵 문제를 최우선 해결해야 하고 북한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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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먼저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해결한 바탕으로 ‘비핵·개방·3000’원칙을 

발표하였고 앞으로 원칙과 신뢰에 기초한 남북 관계를 정립할 것이다. 

반면에 북한 사회에는 지난 90년대 말부터 강성대국 건설과 선군정치를 

정립하였다. 국제 제재에 대한 현상타파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 실험과 재래식 전략무기의 개발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었다(통일부, 2008: 18). 북한의 이러한 정책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전에 대해 

커다란 위협이 기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반 확산(Counter Proliferation) 노선과 

역행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 강조하면 남북 간에 진정한 신뢰 

구성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대해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당선인 신분으로부터 계속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핵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였다. 국제사회도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계속 반대하였다. 그런데 북핵 문제의 해결 방식에 대해 

동북아 주요 국가들 간에 의견이 다르다. 한미일은 북핵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와 수단을 주장하는데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평화적인 회담으로 해결한 

주장하였다. 그런데 어느 수단으로 해결하더라도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공영과 평화통일의 핵심 이념이자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중에서 중요한 점은 북한의 

핵 포기이고 남북 관계는 핵문제 해결의 진도에 따라 경협 사업 확대와 인적 

왕래 추진을 유도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초기부터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향후 발전을 중심으로 ‘비핵·개방·3000’ 대북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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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였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한 후에 북한이 핵 포기와 남북 간 

상호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 관계 향후 개선한 방안과 생산적 발전 

방향을 제기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에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3가지 비전을 구현하고 하였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해야만 한반도 새로운 평화 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 

북한은 핵 개발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남북 간의 진정한 신뢰를 구성할 수 없고 

남북 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새로운 남북문제를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남한은 경제 원조를 계속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해 도와줄 것이다. 경제 이익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려고 한다. 

둘째, 남북 간 상생과 공영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 계획이다. 

남북경협 사업은 확대해야 하는데 먼저 한반도 비핵화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은 남한은 일방적 대북 지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적인 협력 방식으로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의 대북지원은 조건이 없이 일방적인 대북지원과 경제원조가 아닌 남북 

관계 중에서 북한의 수동성을 기대할 것이다. 

셋째, 남북 주민 인간적인 행복을 위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분단의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 포로 등 인도주의 문제는 잘 

해결하고 남북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남북 인도주의 행복을 같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2008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사업은 2009년 남북 



 

 19 

관계를 개선한 추세를 나오자마자 재개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계는 취임할 때 이미 핵폐기 우선 해결해야 한 의지를 

명백하게 표출하였다. 전임 정부 시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북 인도주의 

활동과 경제협력을 불구하고 핵문제를 매우 중시하였다. 남북 관계에 대한 

아름다운 구상은 다 한반도 비핵화의 기초에서 계획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 측을 

보면서 핵폐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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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개요 

이명박 정부 임기 중간에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행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남한 해군 제2함대 소속의 천안함이 침몰 함으로써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사망하고 58명이 구조되었다. 사건을 발발한 후에 정부는 

긴급하게 국내. 외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설치하였다. 3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이명박 정부는 최종적으로 천안함이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국방부, 2010: 13)”라고 결론지었다. 

동시에 사건을 발발한 후에 국내. 외 대북 정책과 사선 진상 규명을 둘러싼 

갈등은 치열하게 폭발하였다. 

제1절 한국 국내에서 나타난 남남갈등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았던 북한이 도발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었다. 진부 정권을 집권할 때 보수적인 야당은 북한의 

도발행위로 여당의 대북 정책을 지적하였다. 이명박 보수 정권을 집권한 후에 

천안함 사건을 발발하자 여야 간에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났다. 

보수진영은 천안함 사건이 발발하자 바로 북한의 도발로 단정하고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기의 대북 정책 악화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강경해졌다고 주장한 학자들이 

많다. 반면에 진보진영은 북한의 책임으로 단정하는 것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남북 관계의 악화를 더 우려하는 입장에 섰다(이우영, 2010: 52). 그리고 

진보진영은 천안함 사건의 원인으로 탄약 폭발설, 유류 폭발설, 가스 터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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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설, 승조원 불만에 의한 자폭설, 피로파괴설 등과 같이 천안함 내부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전개했다(이상흔, 2010).  

그 후에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에 둘러싼 논란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갈등으로 이어졌다. 전임 정부의 진보적인 대북 정책은 대북 포용하여 평화적인 

수단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여당은 전임 정부의 유화 

정책으로 인해 천안함 사건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고 강력한 대북 정책을 실시를 

강조하였다. 반면에 진보진영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대북 강경한 태도를 포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촉구하였다. 5월 20일 천안함사고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로 인해 진보진영의 불만이 더 초래하여 

조사단의 결과는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를 불신하다. 천안함 사건의 진상 규명은 

여야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대북 정책에 둘러싼 남남갈등이 나타났다. 게다가 

천안함으로 인해 남남갈등이 격화된 시점에서 남한 사회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시켰다(최용섭, 2011: 128). 그 후에서 경색국면 가운데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의 방북 활동은 더욱 모순을 격화되었다. 한목사는 북한의 

6.15 10주년 행사를 참석하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였다. 북한 정부의 

조직한 환영 군중집회에서‘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회생 생명들의 살인 

원흉’이라고 비난하고,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에 전쟁을 몰아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문화일보, 2010/07/22). 그 후에 조사단 공식한 결과는 남한 사회의 

불신감을 초래하였다. 동시에 보수진영은 한목사 북한에서의 언론과 행위가 친북 

매국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보수와 진부 진영 간의 모순은 더욱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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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파격 사건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이념화의 단계로 들어갔다. 대북 정책과 

대북 태도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인 충돌을 일으켰다. 보수 성향의 정부를 

집권할 때 북한과 함께 진보단체들을 상대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의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남북 관계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북한이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지적인 도발을 일으키고 빠지는 일을 반복한다면 그 

원인 규명만을 둘러싸고도 남한 사회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최용섭, 2011: 132). 

이명박 정부는 북한 문제를 일으킨 남남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통해 

보수진영의 이념성을 보일 수 있다.  

제2절 북한의 반박과 대남정책 

천안함 사건을 발발하자 보수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하였다. 

그 후에 조사단의 결과는 나와서 공식적으로 북한의 도발행위를 지적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사건을 발발할 때부터 북한의 관련성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5월 

20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및 인민무력부장 전통문, 5월 2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천안함 조사 발표가 ‘특대형 모략극’(국방부, 2010: 172)이라고 

남한에 대해 비판하고 강력하게 관계성을 반박하였다. 조사단의 발표 결과는 

직접적인 근거를 찾지 못하는데 보수적인 정치 성향이기 때문에 일부러 북한을 

지적한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북한의 도발행위를 인증하면 북핵 문제로 

국제사회의 불만이 더욱 확대할 것이다. 그래서 남북한은 사건의 신상은 상반된 

의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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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은 남한의 지목으로 인해 완전히 화를 냈어 남북 관계 단절을 

통보하는 등 강경한 위협 발언을 계속하였다.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제재에는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 조치로 대응하겠다(국방부, 2010: 172)”라고 

5월 20일에 발표하였다. 이어서 5월 21일에 대변인 성명 중에서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선언했다(국방부, 2010: 172). 북한은 남한의 지목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박하고 그로 인해 적대한 태도로 남한에 대해 

위협하였다. ‘5·24조치’를 출범하기 전에 북한도 남북 관계로 남북에 대해 

위협하여 천안함 사건을 끝난 후에 적대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북한은 진보진영과 같이 보수 정권에 대해 언론으로 보복행위를 하였다. 

5월 29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발표하여 천안함 사건은 ‘남조선의 모략 광대극’이라고 

비판하였다(국방부, 2010: 172). 애초부터 심한 남남갈등은 북한의 반박으로 더욱 

치열하게 되었다. 근본적인 증거를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파별화가 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5월 28일에 국방위원회 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북한측의 

조사 결과와 의혹을 발표하였다. 천안함 사건은 남한의 보수 정권은 자신의 정치 

이익을 위해 만든 모략이라고 지적하였다. 국제사회의 공조와 자기편의 반박은 

다시 강조하였다. 

제3절 국제사회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 파별화 

북핵 문제로 국제사회의 불만을 일으킨 북한은 천안함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더욱 끌었다. 그런데 남북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태도와 수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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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4개 국가는 다양한 의견을 가졌다.  

천안함 사건을 발발하자 3월 26일부터 민. 군합동조사단이 조치하여 미국은 

조사단을 동참하였다. 결과 발표한 후에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의심한 태도를 가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신문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보도는 남북한 객관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 기대를 제기하였다. 천안함 사건의 신상과 조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남북 관계는 객관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기대를 발표하였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해 당하였고 

한국을 전면 지원하다고 남한을 지지할 것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주변 국가는 

남북 관계 중에서 자신의 입장을 보일 수 있고 동북아시아의 사태는 점점 

한미일과 북·중·러의 3 대 3 파별화를 형성하였다. 천안함 사건의 진상 규명은 

남한 내부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치열한 의견 충돌을 일으켰다. 애초부터 

주변 4개국은 남북 관계 중에서 자신의 입장이 있지만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는 

설득력이 모자라기 인해 국제 사태는 파별화를 나누었다.  

또한 천안함 파격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 문제는 막대한 충격이 받았다. 

이러한 토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6월 26일 개최된 G20정상회의에서 개별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큰 도움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관계를 다시 강조하였다. 

이명박 정부 애초부터 게시한 대북 정책 중에서 북핵 문제와 한미 동맹 강화는 

천안함 사건으로 다시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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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천안함 사건 전후 남북 경제관계 비교 

1988 년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시작했으며, 

동시에 남북 관계의 새로운 막을 시작하였다. 대북한 의식을 점점 전화하였고 

1989년 정부 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설치되었다. 1990년 ‘7·7선언’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정식적으로 출범하였으며, 남북 

관계는 화해 협력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그런데 1992 년 5 월부터 

미국 정보당국에서 받은 위성 첩보 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핵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의심되었다. 그 후에 북한이 강력히 비난하자 1993 년 2 월 25 일에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미신고시설에 대해 특별사찰을 

했으며, 북한은 3월  12 일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로 인해 1 차 핵위기를 시작하였고 남북 관계 중에서 

북핵 문제이 섞이게 되었다. 북핵 위기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한 후에 남북 관계는 핵문제를 둘러싸고 점점 악화로 지지부진하였다. 이 

국면은 1998 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 뒤 얼음을 깨고 ‘햇볕정책’을 통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 추진되면서 급속히 도약하게 되었다. 이어서 참여 정부의 대북 

정책은 경제협력 측면에 대체로 증가세를 보일 수 있고 남북 관계 완화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북 경제협력이 계속 추진하였지만 북핵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하였다. 심지어 참여 정부 시기에 2006 년 7 월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였고 10월에 1차 지하핵실험 등 군사적 돌출 사건이 계속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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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2008-2010년에 남북 경제관계 분석 

남북 경제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지난 후에 정상화되었고 ‘3대 

남북경협 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철도. 도로 연결사업 및 개성공단 

사업은 추진하고 있었지만 남북 간에 존재하는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못하였다. 

북핵 문제가 더 악화하는 것은 남한 사회에 대해 큰 총격이 되었고 대북 정책에 

대하여 ‘퍼주기’담론을 확산하면서 한국 국내 사회는 대북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진보 정권 시기에 남북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는 오히려 불 정상적으로 되었다. 북한에 의해 끌려가는 일방적인 비정상적 

관계로 진행돼 왔다고 비판하였다. 드디어 진보 정권의 유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과거 10여 년간에 적극적인 경제협력 정책에 덕분에 

남북 관계에 대한 큰 도움에 도외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25일에 대북 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중에서 출범하였다. 북한에 대한 

비난과 불신 중에서 취임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에 진보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불신과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북한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포용의 대상보다는 변화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북한이 

변화되어야 남북 관계의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신념이 작용하였다(이창현, 

2013: 230). 정부 출범 초기에 대북 정책은 보수적인 실용주의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남한 사회는 북한에 대해 의심스럽지만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수단으로 북한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대북 정책의 슬로건은 

‘비핵·개방·3000구상’이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정책을 추진한다면 북한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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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이 3천 달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이현경, 

2010: 146).  

남북경협은 남북 관계 중에서 중요한 부분으로써 전제적인 남북 관계에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 대북 정책의 성향과 실제에 따라 

경제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2008-2010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기에 남북경협이 대북 정책의 기조와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구제적인 통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2006-2010년)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대비 증가율%) 

구분 남북교역 유형 ‘06 ‘07 ‘08 ‘09 ‘10 

반입 

일반교역·위탁가공 
441 646 624 499 334 

(38%) (46%) (-3%) (-20%) (-33%) 

경제협력 

(개성공단·금강산관광·기타·경

공업협력) 

77 120 308 435 710 

(285%) (56%) (157%) (41%) (63%) 

비상업적 거래 

(정부·민간 지원/ 

사회문화협력/ 경수로사업) 

1 0 0 0 0 

- - - - - 

반입 합계 
520 765 932 934 1,044 

(53%) (47%) (22%) (0%) (12%) 

반출 

일반교역·위탁가공 
116 146 184 167 101 

（17%） （26%） （26%） （-9%） （-40%） 

경제협력 

(개성공단·금강산관광·기타·경

공업협력) 

294 520 596 541 744 

（18%） （77%） （15%） （-9%） （38%） 

비상업적 거래 

(정부·민간 지원 / 

사회문화협력 / 경수로사업) 

421 367 108 37 23 

（15%） （-13%） （-71%） （-66%） （-38%） 

반출 합계 
830 1,033 888 745 868 

（16%） （24%） （-14%）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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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일반교역·위탁가공 
557 792 808 666 435 

(33%) (42%) (2%) (-18%) (-35%) 

경제협력 

(개성공단·금강산관광·기타·경

공업협력) 

371 640 904 976 1,454 

(37%) (73%) (41%) (8%) (49%) 

비상업적 거래 

(정부·민간 지원 / 

사회문화협력 / 경수로사업) 

422 367 108 37 23 

(15%) (-13%) (-71%) (-66%) (-38%) 

합계 
1,350 1,798 1,820 1,679 1,912 

(28%) (33%) (1%) (-8%) (14%)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우선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 참여 정부 말기부터 남북 경제관계 분석하면, 

2006-2007년간에 남북교역액은 대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06년에 북한은 

7월 미사일 발사하였고 10월에 1차 지하핵실험을 하였으니 계속 돌발사건을 하고 

있었더라도 2007년 남북교역 중에서 비상업적 발출 거래를 제외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남북교역액은 2006년 동안에 13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를 증가하였고, 이어 2007년 총액은 17억 9천8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비 

33%나 현격하게 증가하였다. 대북지원, 사회문화협력, 경수로사업 등 비상업적 

거래는 3억 6천 7백만 달러로 2006년도 4억 2천 2백만 달러 대비하여 13% 

감소하였지만, 상업적 거래는 14억 3천2백만 달러로 2006년 동기에 비해 54% 

증가하였다. 사업적 거래가 증가한 것은 광산물, 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교역과 개성공단 업체 추가 등에 따른 원부자재 반출과 생산품 반입, 의류 

등의 위탁가공을 증가한데 기인한다(이현경, 2010: 160). 참여 정부 시기에 남북 

경제관계의 증가세는 2007년 10월 4일 발표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중에서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경제협력 



 

 29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남북한 

정상들이 경제관계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낳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에 ‘비핵·개방·3000’구상으로 경제관계를 통해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강경한 경제 수단으로 북한을 

견제하였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8년부터 남북교역 총액 

18억 2천만 달러로 2007년 동기비 1% 증가하였지만 전임 정부 시기보다 

증가율이 대폭 하락하였다. 비상업적 거래는 2007년부터 하락세가 보인데 

2008년에 동기에 대비 10억 8천만 달러로 50% 이상 71%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또한 2008년에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거래의 반입은 6억 2천4백만 

달러로 3%나 감소하였다. 남북교역의 위축 추세는 2008년 이어 2009년에 더 

심해졌으며, 남북교역 총액은 약 16억 7천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18억 2천만 

달러에 비해 약 8%나 감소했다. 남북 관계 정상화된 후에 남북교역액은 

2009년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또한 비상업적인 거래를 뿐만 아니라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측면에서 2009년도 6억 6천6백만 달러로 2008년 8억 

8백만 달러에 비해 약 18%나 감소했다.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반입은 

2008년도보다 더 심해졌으며, 2009년에 4억 9천9백만 달러로 6억 2천 4백만 

달러에 비해 약 20%가 떨어졌다. 더욱이 발출 거래는 유형별과 상관이 없어 다 

하락세가 보였다. 2009년 남북교역 유형 중에서 유일한 증가세를 나타낸 

경제협력 거래는 9억 7천6백만 달러로 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런 상황은 

2010년의 통계 자료를 보면 2009년보다 완화한 추세가 있는데 남북교역액은 

여전히 19억 1천2백만 달러로 14% 증가하는데 20%를 넘지 못하였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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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역과 위탁가공 유형은 2010년의 하락세가 35%로 2009년 18%에 대비 더 

심해졌다. 남북교역의 비상업적 거래와 일반교역·위탁가공 거래는 계속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2010년 경제협력 거래 유형은 14억 5천4백만 달러로 

2009년 동기비 약 49%나 증가하였다. 2010년에 천안함 사건 발발한 후에 남북 

관계가 극단적인 대치 상황 가운데에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협력이 유지되면서 

남북교역 중에서 경제협력 상황이 증가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남북교역이 참여 정부 시기보다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3대 남북경협 사업이 출범 초기부터 큰 비해를 입었다. ‘3대 

남북경협 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 및 개성공단 사업 

중에 개성공단 사업 이외에 두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출범 2년 만에 모두 

중단되었다는 점이다(하영에·윤황, 2011: 37). 개성공단 사업은 이명박 출범 

초기에 완전히 중단하지 못하였지만 계속 요동치고 있었다.  

3대 경협 사업 중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8년 7월 11일 남측 관광객이 

북한군 초병이 쏜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때문에 먼저 중단되었다. 1998년 10월 

남한 측 현대아산과 북한측 ‘아태’간에 계약서를 체결하고 11월 18일 첫 배를 

출항시킴으로써 시작되었다(김형기, 2010: 274). 1999년 관광객 민모씨 억류 

사건, 2003년 4월 사스 비상사태와 2003년 8월 현대그룹 회장 자살 사건이 인해 

금강산 관광사업 시작한 후에 가끔 비상사태가 때문에 단기적인 중단이 되었는데 

금방 회복하였다. 1998년 첫해 1만 543명으로 출발, 1999년 14만 7460명, 

2000년 21만 2020명, 2004년 27만 2820명으로 남북 경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다. 심지어 이명박 출범 전년 2007년 10월에 금강산 관광객은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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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명으로 월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문화일보, 2007/11/02). 그러나 2008년 

7월에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중단 시작되었고 2010년까지 

계속 중단 상태로 유치하고 있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경의선 철도 및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9월 18일 착공된 후 2003년 10월과 

2004년 10월에 각각 도로와 철도의 연결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후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의 화물열차가 정례적으로 운행되었다(하영에·윤황, 2011: 37). 

그런데 화물열차는 주종 매일 1회 운행되었으나, 냉각된 남북 관계로 2008년 

12월 1일 북한의 ’12·1조치’로 인해 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있었다. 그런데 

2009년 8월 20일에 북한이 제한했던 군사분계선(MDL) 육로 통행과 한국 국민의 

북한 지역 체류 제한 조치(12·1조치)를 철회했다(중앙일보, 2009/08/22). 동해선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통행이 차단한 

상태로 있었다. 육로 통행의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냉각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준비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나타났다. 그러나 7개월 후에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을 발생하면서 이 꿈을 완전히 날아갔었다.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 불안정한 시기에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이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하나로 2000년 

8월 9일 남한의 현대아산(주)과 북한의 아태·민경련 간 ‘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개성공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 후에 

2005년 9월 개성공단 1차 24개 입주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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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본 단지 1차 분양 기업 첫 반출하였다.  

<표 2> 개성공단 생산액 및 근로자 현황 (2005-2010년) 

(단위: 만 달러/명/%) 

 2006 비교 2007 비교 2008 비교 2009 비교 2010 비교 

생산액 7,373 ▲395 18,478 ▲151 25,142 ▲36 25,648 ▲2 32,332 ▲26 

북측근로자 11,189 ▲47 22,538 ▲101 38,931 ▲73 42,561 ▲9 46,284 ▲9 

자료: 통일부. 내부행정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표 2>를 보면서 연도 별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와 생산액과 근로자 현황은 

2006년 개성공단 사업 정상화된 후에 2010년까지 계속 증가세로 나타났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에 개성공단 생산액의 증가 폭은 2007년의 151%과 

비교해 36%는 데 그쳤지만 근로자 현황은 73%로 2007년의 101%과 다 50% 

이상 넘어갔다. 그런데 2009년부터 다른 경협 사업은 더 악화해질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도 생산액은 2억 5천648만 달러로 2008년의 2억 5천142만 달러에 

대비 불과 2%나 증가하였다. 근로자 현황은 4만 2천561명으로 2008년 동기비 

9%가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10%가 넘어가지 못하였다. 2008년 동안 3대 경협 

사업 중에서 2개 다 중단되었고 경제관계가 악화하고 있었으니 2009년 

들어가면서 상반기 동안 개성공단 사업은 지속적인 생산액을 감소하였다. 

2010년의 생산액은 3억 2천332만 달러로 2009년에 비해 26%나 증가하였으며, 

상황이 개선했지만 대폭 증가세가 없었다. 

<표 3> 개성공단 입주기업·생산·수출 현황 

 개성공단 입주기업현황 

(단위: 개) 

개성공단 생산현황 

(단위: 만 달러) 

개성공단 수출현황 

(단위: 만 달러) 

 2008 2009 비교(%) 2008 2009 비교(%) 2008 2009 비교(%) 

1월 66 93 41▲ 1,887 1,803 4▼ 320 18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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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8 101 48▲ 1,768 1,845 4▼ 432 133 69▼ 

3월 69 101 46▲ 2,422 1,922 21▼ 575 200 65▼ 

4월 69 104 51▲ 1,906 1,884 1▼ 300 193 36▼ 

5월 70 106 51▲ 2,058 1,782 13▼ 256 200 22▼ 

6월 72 109 51▲ 1,846 1,873 1.5▼ 234 213 8.9▼ 

7월 72 109 51▲ 2,031 2,059 1▼ 253 232 8▼ 

8월 79 112 42▲ 2,318 2,096 9.6▼ 245 316 29▲ 

9월 83 114 37▲ 2,412 2,409 0.1▼ 282 342 21.5▲ 

10월 87 115 32▲ 2,310 2,700 16.9▼ 281 311 10.7▲ 

11월 88 116 32▲ 1,960 2,682 36.8▲ 219 271 23.5▲ 

12월 93 117 26▲ 2,224 2,592 16.5▲ 187 259 38.3▲ 

합계 - -  25,142 25,647  3,584 2,859  

자료: 통일부.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참조. 

2008년에 출범한 첫해이기 때문에 경제관계는 계속 변동하였고 증가세도 참여 

정부보다 크지 않지만 서로 탐색적인 경제관계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1년 

정도의 대결 기간을 거친 2009년부터 정부는 남북 관계에 대해 더 악화해졌다. 

북한은 2009년에 들어서자마자 1월 17일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면 

대결 태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대남 강경정책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통일부, 2010: 23). 남과 북의 강경한 태도에서 경제관계는 악영향을 받을 

밖에 없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수는 2009년에 동기 대비 계속 증가세로 보였으며, 

2009년 12월 기준 117개 기업은 2008년 93개이던 입주기업 수와 대비하여 26%가 

늘어났다. 그런데 2009년 연간 생산액은 전년 대비 2%나 증가하였지만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하락세가 보였다. 후반기 들어 ‘김대중 조문’과 ‘클리턴 

방북’, ‘현대 아산 현장은 회장의 방북’ 등으로 남북 관계가 유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개성공단 사업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이현경, 2010: 162). 

개성공단 사업의 생산 현황은 2009년 11월 2천682만 달러로 2008년의 1천960만 

달러와 동월 대비하여 36.8%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출 현황도 2009년 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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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만 달러로 2008년의 245만 달러에 비해 21.5%가 증가했다. 이어서 2010년 2월 

1일 ‘제4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과 3월 2일 ‘개성공단 3통 

실무접축’을 개최하여 3통 문제를 해결해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인해 5월 ‘5·24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당분간 금지하고 개성공단 밖에서 

이루어지는 임가공 사업도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다(통일부, 2010: 65). 2008년부터 

신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이 때문에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영향이 

미쳤지만 남북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남북 경제관계가 답보한 수준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사업적 거래는 증가하고 있었다.  

제2절 2010-2013년에 남북 경제관계 분석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살얼음을 밟는 것 같은 

남북 관계는 완전히 깨졌다. 조사 과정을 거쳐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 그동안 만행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 한 태도를 선언하였다. 

같은 날 향후 대북 경제관계와 문화교류에 관한 조치 ‘5·24 대북조치’를 

발표했다. ‘선박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신규 투자 불허(5·24 대북조치, 

2010)’ 등 경제관계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천안함 사건을 발생한 후에 남북 

경제관계가 2008~2009년도에 비해 더 악화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표 4>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2010-2014년)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대비 증가율%) 

구분 남북교역 유형 ‘10 ‘11 ‘12 ‘13 ‘14 

반 입 일반교역·위탁가공 334 4 1 1 0 



 

 35 

(-33%) (-99%) (-75%) (0%) (-100%) 

경제협력 

(개성공단·금강산관광·기타·경공업협력) 

710 909 1,073 615 1,206 

(63%) (28%) (18%) (-43%) (96%) 

비상업적 거래 (정부·민간 

지원/사회문화협력/경수로사업) 

0 1 - - 0 

- - - - - 

반입 합계 
1,044 914 1,074 615 1,206 

(12%) (-12%) (18%) (-43%) (96%) 

반 출 

일반교역·위탁가공 
101 - - - 0 

-40% - - - - 

경제협력 

(개성공단·금강산관광·기타·경공업협력) 

744 789 888 518 1,132 

(38%) (6%) (13%) (-42%) (119%) 

비상업적 거래 (정부·민간 

지원/사회문화협력/경수로사업) 

23 11 9 3 4 

(-38%) (-52%) (-18%) (-67%) (33%) 

반출 합계 
868 800 897 521 1,136 

(17%) (-8%) (12%) (-42%) (118%) 

총계 

일반교역·위탁가공 
435 4 1 1 0 

(-35%) (-99%) (-75%) (0%) (-100%) 

경제협력 

(개성공단·금강산관광·기타·경공업협력) 

1,454 1,698 1,961 1,133 2,338 

(49%) (17%) (15%) (-42%) (106%) 

비상업적 거래 (정부·민간 

지원/사회문화협력/경수로사업) 

23 12 9 3 4 

(-38%) (-48%) (-25%) (-67%) (33%) 

합계 
1,912 1,714 1,971 1,136 2,342 

(14%) (-10%) (15%) (-42%) (106%)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2010 년 상반기 ‘5·24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1~6 월 간 남북교역 총액은 9 억 

9천 413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남북교역규모는 4월부터 1억 8천 998만 달러로 

3월 2억 2천만 달러에 비해 5.9%가 감소했다. 이어서 5월에 1억 5,653만 달러, 

6 월에 1 억 2,275 만 달러로 계속 감소해졌다. 2009 년 동기비 증가세로 

나타났지만 2010 년 동년 전월에 비해 계속 하락세로 나타났다. 2009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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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부터 남북 경제관계가 개선하였지만 천안함 비상사건이 인해 냉각한 

관계로 다시 돌아갔었다, 심지어 그전에 비해 더 악화해졌다(통일부, 2010). 

2010 년 후반기 ‘5·24 조치’의 ‘남북 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였다’ 내용으로 남북교역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 거래는 2010 년에 435 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비 35 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개성공단 교역의 증가에 힘입어 2009 년의 16 억 7 천 908 만 달러 

대비하여 약 14%가 증가한 남북교역 총액은 19억 1천2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비상업적 거래는 2010 년에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여 전년 동기에 비해 23 백만 

달러로 38%가 감소했다. 그러나 2010 년 개성공단 관련 교역은 14 억 4,286 만 

달러로 2009 년의 9 억 4,055 만 달러 대비 53.4% 증가하였다(통일부, 2012). 

‘5·24 조치’의 영향으로 신규 투자와 체류인원 등이 제한되었지만 2009 년 8 월 

20 일까지 지속된 ‘북한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조치’ 해제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대해 반등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2010년 상업적 거래는 14억 5천 4백만 달러로 지난해 976백만 달러 대비 49% 

증가하였다.  

2011 년 들어가면서 ‘5·24 조치’ 실행되었으니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2010년의 4억 3천5백만 달라는 2010년 불과 4백만으로 99% 대폭 감소하였다. 

비상업적 거래는 1,153만 달러로 전체 교역의 0.7%를 차지하여 지난해 2,298만 

달러에 비해 48% 감소하였다. 한편, 사업적 거래는 17 억 2 백만 달러로, 

남북교역 총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경제협력 거래는 16 억 

9천8백만 달러로 2010년도의 14억 5천4백만 달러에 비해 17%나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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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기본적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 거래는 유일하게 

증가세로 나타난 교역 유향이다. 비상업적 거래와 일반교역·위탁가공교역은 거의 

단절하는 국면이 되었고 경제협력 거래이 증가했지만 남북교역 총액은 지난해에 

비해 10% 감소하였다.  

이어서 2012 년 ‘5·24 조치’ 기조에서 남북교역액은 개성공단의 생산성 증가 

등에 따라 19 억 7 천 1 백만 달러로 2011 년의 17 억 1 천 4 백만 달러에 대비 

15%나 증가하였다. 그중 반입은 지난해 대비 18% 상승세를 보이고 10 억 7 천 

4 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발출은 8 억 9 천 7 백만 달러로 전년보다 12% 

증가하였다. 중단된 일반교역·위탁가공 거래는 유연화 조치(교역기업의 선급금 

회수 허용)의 영향으로 인해 불과 84 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비상업적 거래는 

2007 년부터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2012 년도 불과 906 만 

달러로 지난해 1 천 2 백만 달러에 비해 약 25% 감소하여 전체 교역에서 0.5%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한편 사업적 거래는 19억 6천2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고, 그중에서 개성공단 관련 교역은 19 억 6 천 1 백만 달러로 99.9%를 

차지하였다.  

2010 년 천안함 사건으로 남한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행위에 대해 더 이상 

인내심이 없고 북한의 변화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5·24 조치’ 후에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 교역과 비상업적인 거래는 거의 동결 상태로 되었으며, 

경제협력 사업은 유일한 개성공단으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3 대 남북경협 사업’은 2008~2009 년 2 년 동안 급하게 악화하였는데 

2010~2013 년간에 계속 변동하고 있었다. 2009 년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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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방북 마지막 날인 8 월 17 일에 “남측 인월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 지역 체류를 역사적인 10.4 선언 정신에 따라 원상대로 회복하기로 

하였다”라고 발표했다(연합뉴스, 2009/08/21). 이로 인해 2008 년 12 월 1 일 

중단된 육로 연결사업을 다시 시작하였다. 통행 문제를 개선하여 개성공단 

통행이 1일 23회(하 절기 기준, 동절기는 21회)로 복원되었다(통일부, 2010: 63). 

철도·육로통행 사업은 정상화된 후에 왕래 차량이 남북 경제관계 안정 시기처럼 

그렇게 많지 못하였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좋은 영향을 미쳤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8 년 7 월 11 일 남측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을 일으켜 

중단되었다. 그때 정부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및 

신변 안정 보장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남한 국민의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후 관광을 재개한다는 약속하였다. 이어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0 년 2 월 8 월 개성에서 ‘금강산. 개성관광 관련 당국 간 실무회담’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은 사건에 대해 태도가 다린 북한은 무조건적인 

관광사업 재개를 주장하면서 남한은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급기야 

2010 년 4 월 3 일에 북한이 남측 당국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과 온천장 및 면세점 등 5 개 부동산을 몰수함과 

동시에 나머지 민간투자의 부동산도 모두 동결시키며 그 관리인원마저 

추방시키는 조치(조선신보, 2010/04/23)를 공표하였고 금강산 관광사업은 문을 

닫게 된 실정이었다. 이어서 2011 년 8 월 22 일에 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를 출범하여 8 월 25 일에 남한은 <금강산관광사업 

대책법>를 구성한 후 대응조치를 취하여 왔다. 그 후에 남북한은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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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에 대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및 일방적 조치의 중단. 철회를 

촉구하였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경영 문제를 겪고 있는 금강산지구 

투자 기업에 대해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왔다. 2012 년 9 월부터 12 월까지 

40개 기업에 긴급운영경비 4억 2,5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였다(통일부, 2013: 

92). 그러나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의 불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남한 

국민에 대한 신변 안정 보장을 먼저 약속해야만 재개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2010 년 5 월 24 일 발표된 ‘5·24 대북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은 경제협력만 

남았으며, 경제협력 사업은 개성공단만 잘 유지하고 되었다. 2010 년 상반기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교역 중에서 69.5%로 치지했는데 후반기부터 개성공단만 

있어서 남북 관계에 대해 더 중요한 역할을 되었다. 이어서 2011 년에 99.1%로 

치지하였고 2012 년에 99.5%로 다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통일부, 2013). 

경색국면에서 개성공단의 정상화 유지와 계속 성장세는 남북 경제관계에 대해 

위로를 주었다. 

<표 5> 개성공단 생산액 및 근로자 현황 (2010-2014년) 

(단위: 만 달러, 명, %) 

 2010 비교 2011 비교 2012 비교 2013 비교 

생산액 32,332 ▲26 40,185 ▲24 46,950 ▲17 22,378 ▼52 

북측근로자 46,284 ▲9 49,866 ▲8 53,448 ▲7 52,329 ▼2 

자료: 통일부. 내부행정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수가 2010 년 46.284 명으로 전년대비 약 9% 

증가함에 따라 2011 년 49,866 명으로 전년대비 약 8% 늘어났다. 그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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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도 전년에 비해 7% 증가하여 53,448 명으로 기록하였다. 한편, 개성공단 

생산액은 계속 증가하여 2009 년의 변동을 거쳐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 3 년 

동안 증가율은 20% 상하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1 년에는 40,185 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24%나 증가하였고 2012 년에 전년 동기에 비해 17% 증가하여 

46,95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5·24 조치’에서 신규 

투자를 금지한다고 발표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투자를 제한하고 남한 

국민의 신변보호를 위해 체류인원을 평소 수준의 50~60%로 축소하였다(통일부, 

2013). 그래서 남북 경제관계의 과실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 및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는 입주기업의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2011 년 10 월에 ‘유연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2012 년 4 월 13 일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야기하였다. 이로 인해 

남한 정부는 개성공단 남북 주재원의 보호를 위해 24 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수시로 통행 상황을 검사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였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북한의 도발 사건과 남북 악화된 경제관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남북 경제관계를 전면적으로 보면 악화하고 

있었지만 개성공단을 통해 경제관계는 조심하게 계속 신행하고 있었다. 

개성공단이 덕분에 2010년부터 경제관계는 완전히 중단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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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2008-2010년과 2010-2013년 남북 경제관계 비교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부수 정권의 불신감 확대와 새로운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를 안고 선출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남북 관계는 표면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과 그 진행과정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있었고,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실망감과 안보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오히려 높아져 

있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 관계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생과 공영’의 남북 관계 발전을 대북 정책의 목표로 정하였다. 동시에 

상생과 공영의 남북 관계를 이룩하기 위해 한반도 안전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할 수 있고, 상생과 호혜의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적대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새로운 남북 관계 발전을 거부하였다(통일부, 2010).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한 후에도 핵문제는 제외한 채 민족공조를 강조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운 대남정책을 실행하고 있었다. 남북 경제관계는 10여 년간의 발전을 

불구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되었다. 출범 초기부터 남북 경제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서로 불신과 적대감을 강화하였고 5년 임기 동안 

경제적으로 계속 대결하여 상호 제약하여 균형을 이루는 기본적인 국면을 

정하였다.  

또한 임기 중간에서 2010년 발발한 천안함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고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되는 한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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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경제관계도 ‘5·24 조치’로 인해 

제자리걸음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진보와 보수 정부를 교체한 시기에 5년 동안 

천안함 사건 발발한 2010년으로 구분하여 2008~2010년과 2010~2013년간에 대북 

정책은 경제관계에 대해 영향을 미치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남북교역의 경제협력은 계속 늘어났지만, 출범 

초기부터 남북교역 총액의 증가율은 하락세로 나타났다. 비상업적 교역은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정부. 민간 지원, 사회문화협력과 경수로 대북 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말하는 것이다. 교역의 성향은 남한은 북한에 대한 지원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북 정책의 영향이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축소한 

비상업적 교역량을 통해 남북 경제관계는 이명박 출범에 따라 악화하는 추세가 

시작하였다. 북한은 초기부터 이명박 정부의 보수 성향에 대해 비판하고 지적한 

것으로 인해 남북 관계 냉각한 상태로 되었다. 또한 정부는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의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상업적 

거래부터 먼저 감소하였다. 일반교역·위탁가공 거래는 2008년에 증가세로 보인데 

2008년 말부터 지속적인 북한 도발행위로 인해 북한에 대해 회의적이고 경제관계 

더 악화해졌다. 2009년부터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 교역은 하락세를 보였다, 그 

후에 2009년 후반기 남북간 교류와 대화로 관계를 개선하지만 2010년 상반기 

급하게 천안함 도발 사건을 발발하였다. 이로 인해 2008~2009년 2년 동안 서로 

간 계속 떠보고 대결하는 경제 상태가 ‘5·24 조치’로 인해 일반교역·위탁가공 

거래는 동결 상태에 되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정부의 보수적인 태도로 인해 

북한의 불신을 초래하면서 지속적으로 도발 사건이나 비난 언론을 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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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남한 정부와 사회는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여 경제수단으로 북한을 

제한해서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양적인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발 행위가 더 빈발 되었다. 천안함 사건은 남북 경제관계 중단된 

중요한 원인이라기보다는 낙타의 등을 꺾는 마지막 한 짚이처럼 남한은 북한에 

대해 실망한 계기이다. 

둘째,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3대 경협 사업인 금강산 관광과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중단되었지만 개성공단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은 전임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관계를 불구하였으며 보수적 태도로 남북 

경제관계를 유지하는데 개성공단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2009년 

전반기에 북한의 ‘12·1 조치’와 계속 발발한 군사 도발 사건으로 인해 

개성공단 생산 현황은 악화되었다. 그래도 몇 개 원을 지난 후에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 성장해졌다. 2008년 북한은 발표한 ‘12·1 대남 조치’이든 2010년 남한은 

발표된 ‘5·24 대북조치’이든 경제관계의 다른 반면에 대해 다 큰 총격이 

추었지만 개성공단이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생산액과 근로자 

현황은 계속 증가세를 나타났다. 심지어 2010년 ‘5·24 조치’에 따라 남북 통행 

상황이 악화해져서 정부 측면은 입주기업들한데 지원을 주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어느 한 쪽의 힘에 의해 결정하는 사업이 아니라 남북한같이 추진해야만 

운행할 수 있은 사업이다. 그래서 경제관계가 악화하더라도 개성공단이 덕분에 

남북한 협력이 완전히 중단한 상태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은 남북교역의 

반 이상 비중을 치지하여 2010년 후에 99% 이상 상당한 큰 비중을 치지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불구하더라도 중단하면 남한 경제사회에 대해 큰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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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수 있다. 동시에 2007~2008년 세계 금용위기는 한국 경제에 대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관계임뿐만 아니라 경제 

수입에 대해도 많은 도움이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원치는 ‘상생과 

공영’이고 북한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면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를 자극하기 위해 ‘전 핵 포기, 후 지원’의 

경제 수단으로 채용하지만 북한과 완전히 단결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기대한 

경제관계가 아닌다. 개성공단의 성장으로 인해 천안함 사건을 발발하더라도 남북 

교역 총액은 별로 변화하지 않았다. 

셋째, 남북교역 총체적인 추세는 5년 도안 계속 변동하고 있었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5년의 남북교역 총액 변화 추세를 보면서 진보 정부 시기에 

대비 경제관계는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가끔 증가세를 나타내지만 큰 폭의 증가 

추세가 없었다. 또한 남북교역은 남북 간의 도발 사건과 대화 교류 등 외계 

환경의 영향으로 변동을 쉽게 일으켰다. 북한은 남한에 대비 지적이 많이 

나타났다. 도발 사건을 자주 발생한 2009년에 남북교역은 8%가 하락하였고, 

천안함 사건을 발발한 후에 2011년에 10% 감소하였다. 다른 시기에 증가세가 

있지만 20%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를 실시하여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갔었다(대통령실 2009: 44). 그래서 행위·실천을 

중시함으로써 진리를 동적 과정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행위와 동발 행동을 중시하여 급하게 경제 측면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경제관계는 위계 환경의 변동에 따라 변화되었다.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는 ‘전 핵 포기, 후 지원’의 원칙에 따라 비상사건을 발발했을 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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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 악화로 북한을 경계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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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천안함 사건 전후 남북 군사관계 비교 

한반도는 분단한 후에 6.25 북한 기습남침으로 한국전쟁을 폭발하였으니 

오랫동안 남북한 군사관계가 적대한 상태에 있었다. 북한은 6.25 전쟁을 끝난 

이후 국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그 기도에 실패한 후에 끊임없이 군사도발이나 

기습 사건을 이어갔다. 그래서 교류와 협력 측면에서 서로 정상화를 

시도했더라도 군사관계는 항상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국가 안보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군사관계는 경제관계처럼 쉽게 개선할 수 없다. 

그런데 김대중 국민정부의 출범에 따라 대북 정책은 평화적이고 유화적인 태도로 

전변하였다. 대북 안보관은 ‘튼튼한 안보에 바탕을 두고,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여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킨다(박용옥, 2008: 55)’는 것이며,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한은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평화공존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남북 군사관계 측면에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여 근원적으로 안보 

문제를 방지하는 이상주의적인 안보관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참여 정부 시기에 

전임 정부의 대북 태도에 따라 계속 진보적인 성향을 유지하였으며 

‘평화번영정책’을 실행하였다. 동시에 취임 첫해인 2003년 광복 58주년 

기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안보가 자주국방역량으로 실현하여 주한미군의 

의존 중에서 벗어나고 싶은 의지를 표출하였으며, 2005년에 ‘국방개혁 2020’을 

제기하여 국방개혁을 통해 국방력을 올려서 자주국방이 될 계획이다. 남북 군사 

회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평화적인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여 

남북 군사관계 정상화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결국 북한의 핵무장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한미관계가 약화시키기 때문에 군사 측면에서 남북대화 불평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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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런데 유화정책이 인해 남북 경제관계와 문화 교류는 도약적인 발전이 

되었다. 10년 동안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총리회담을 두 차례를 개최했으며, 

3대 경협 사업을 촉진했고 이산가족 상봉과 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남북 관계에 

표면적으로 괄목할 가시적 발전이 취득하였다. 반면에 국방안보 측면에 남북한은 

북핵 문제에 대해 공식을 잘 될 수 없고 북한은 계속 핵 보유 강조하고 있었다. 

남북한의 군사전략은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북한은 군사 수단을 통일하려고 

하는데 남한은 평화 수단으로 통일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10년 동안 지나간 

후에 남북 군사관계는 북핵 문제이 악화되었고 남한은 군사 회담 중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시에 한미관계 약화와 중국 실력 부상 등 

국제 환경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국방·안보에 대한 불신감을 더 강해졌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남북 군사관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둘러싼 두 가지 

소리를 나누었다.  

그러나 국민의 안보·국방 인식은 정반대의 양극화 현상이 있으면 국가 안보에 

대해 매우 위험한 일이다. 객관적 안보 환경과 남북한 정책을 바탕으로 통일한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와 기대감 중에서 이명박 정부를 

출범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하기 전에 10년간에 대북 유화정책을 유지하기 

때문에 군사 측면에서 남북 관계 정상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은 남북 

군사관계 중에서 주도권을 점점 잃어버렸다. 한국 사회에서 대북 태도도 

양극화를 되었다. 그래서 출범 초기부터 국민들이 새 정부의 대북 군사적인 

정책을 기대감이 많이 있다. 이념적으로 양극화되었던 국민의 안보 인식을 한 



 

 48 

방향으로 수렴시키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미 동맹 복원도 실현될 수 있는 책무를 

가지고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였다. 

제1절 2008-2010년에 남북 군사관계 분석 

이명박 정부의 전임 정부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 경협과 교류를 촉진하여 

남북 관계 진전을 창출하였다. 그런데 막대한 대북 지원을 하더라도 북한이 계속 

핵 보유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위협하고 있었다. 국민들이 진보적 

정권의 대북지원에 대하여 ‘퍼주기’라고 지적하고 국방·안보 측면에 ‘지난 

10년은 부분적으로 발진했지만 경쟁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다(머니투데이, 

2007/02/28)’는 군사관계에 대해 원망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애초에부터 전임 정부와 완전히 다른 

대북한 태도를 표출하였다. 2008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라는 등식은 맞지 않다.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게 오히려 남북 

관계를 더 좋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미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세계일보, 2008/01/15)’을 대답하였고 한미관계 강화를 통해 북미관계를 

개선하여 남북 관계 개선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악화된 한미관계를 

강화해 미국과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힘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또한 

6월에 발표된 대북 ‘비핵·개방·3000’ 정책이든 7월에 다시 강조한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이든 다 북핵 문제를 무전 해결해야만 남북 관계 정상화를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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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남북 군사관계는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한국의 주도권을 되찾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은 애초에부터 북한의 불만을 일으켰다. 2008년 

4월 1일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에서 ‘북남관계의 앞길에는 험난한 

가시밭이 조성되었으며 그것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로동신문 2008/04/01)고 경고하였고 이명박 시기부터 남북 군사관계는 

쉽지 않을 것을 예고하였다. 출범 초기부터 남북 군사관계로 남한에 대한 위협을 

가한 북한은 2008년부터 계속 도발 사건을 일으켰다. 아래 거시적인 통계 

데이터와 구체적인 군사 사건을 통해 2008~2010년 천안함 사건을 반발하기 전에 

이명박 정부의 남북 군사관계는 어떤 변화를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표 6> 2006년~2010년 한국 군사력 비교 

자료: 국방부, 『국방백서』 

구분 2006 2008 2010 

병력 

(평시) 

계 67만 4천여 명 65만 5천여 명 65만여 명 

육군 54만 1천여 명 52만 2천여 명 52만여 명 

해군 6만 8천여 명 6만 8천여 명 6만 8천여 명 

공군 6만 5천여 명 6만 5천여 명 6만 5천여 명 

주
요
전
력 

육
군 

부
대 

군단(급) 12(특전사 포함) 10(특전사 포함) 10(특전사 포함) 

사단 50 46 46 

기동여단 19 15 14 

장
비 

전차 2,300여 대 2,300여 대 2,400여 대 

장갑차 2,500여 대 2,400여 대 2,600여 대 

야포 5,100여 문 5,200여 문 5,200여 문 

다련장/방사포 200여 문 200여 문 200여 문 

지대지유도무기 20여 기(발사대) 30여 기 (발사대) 30여 기 (발사대) 

해
군 

수
상
함
정 

전투함정 120여 척 120여 척 120여 척 

상륙함정 10여 척 10여 척 10여 척 

기뢰전함정 10여 척 10여 척 10여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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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함정 20여 척 20여 척 2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10여 척 10여 척 

공
군 

전투기 500여 대 490여 대 460여 대 

특수기 80여 대 

(해군 항공기 포함) 

50여 대  

(해군 항공기 포함) 

50여 대  

(해군 항공기 포함) 

지원기 190여 대 공종기동기 

(AN-2 포함) 

40 

여 대 

40여 대 

훈련기 170 

여 대 

180여 대 

 헬기 680여 대 

(육. 해. 공군 헬기 

통합) 

680여 대 

(육. 해. 공군 헬기 

통합) 

680여 대 

(육. 해. 공군 헬기 

통합) 

예비전력(병력) 304만여 명 304만여 명 320만여 명 

*남북 군사력 비교를 위해 육군 부대. 장비 항목에 해병대 부대. 장비도 포함하여 산출함 

*질적 평가 표현이 제한되므로 공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양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임 

북한군의 전쟁 지속력이 부족한 약점을 극복하려고 해서 북한은 병력을 

증강시키고 기동력을 향상시키며 화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다(김열수·김경규, 2015: 15). 냉전 시기 끝난 후에 북한의 병력은 

1988년의 87만 명-1995년의 104만 명-2000년의 117만 명으로 계속 

늘어났었다. 이어서 이명박 정부를 취임한 후에 북한은 계속 선군정치를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병력은 2008년에 119만 여명으로 2006년 

117만 여명보다 2만 여명을 확충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시기에 군사적 측면에서 

남북 적대관계로 처하고 있었지만 군사력은 거시적으로 보면 출범할 때 오히려 

2006년보다 감축하였다. <표 6>를 보면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한 첫해 병력 

총계는 65만 5천 여명으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기의 67만 4천여 명보다 무력 

1만 9천여 명이 감축하였다. 해군과 공군의 병력은 변화를 없지만 육군은 

3.5%로 1만 9천여 명을 축소하였다. 군비 측면에 육군의 장비는 2006년의 

2500여 대 장갑차와 비해 2008년에 2400여 대로 감축하였지만 야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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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의 5100여 문보다 100여 문을 증가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대지 유도무기 1가 2006년의 20여기보다 2008년에 30여기로 

50%로 증가하였다. 해군의 비치는 2006년에 비해 변화가 전혀 없지만 공군은 

전투기가 10여 대를 감축하였고 특수기가 37.5%로 축소하였다. 2010년에 들어간 

후에 군사력은 2008년과 비슷한 성향을 표출하였다. 군대의 병력은 육군의 

감축하기 때문에 병력 총계는 2008년의 65만 5천 명보다 2010년에 65만 

명으로 5천 명을 감소하였다. 또한 군비 측면에 장갑차와 야포를 100대를 

증가하였지만 공군의 전투기를 10대를 축소하였다. 대신에 훈련기가 10대를 

증가하였고 예비병력은 16만 명을 늘어났다. 군사력의 통계 데이터를 보면서 

군사력의 비치 측면에 이명박 정부 취임 초기에 전임 정부 시기와 비해 변화가 

큰지 않았다. 병력은 대총 감축하였지만 군비 전력의 증가로 서로 상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명박 출범 초기에 남북 군사관계는 군사력의 경쟁이 아니다고 

말을 수 있다.  

2005년 5월 노무현 정부가 자주국방력 강화책으로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여 이를 2006년 12월에 법제화가 되었다(박용옥, 2008: 57). 이로 인해 

한국의 국방예산 중에서 방위력개선비를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6년에 설정한 국방개혁 2020은 한국 경제의 실질 성장률을 4.8%로 전망하고 

이에 따라 국방예산 증가율 ‘06-10년’간 평균 9.9% 증가, ‘10-15년’간 평균 

                                                

1 지상(함상)에서 발사되어 지상(함상)의 목표를 공격하는 유도무기 체계를 말한다.(이태규, 

『군사용어 사전』,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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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증가, 그리고 ‘16-20년’간 평균 1.0% 증가로 설정하였다(박창권, 2009: 

130-131). 그런데 실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불과 2.2%가 되었다, 

단순한 국방예산의 증가로 국방 실력을 향상하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다. 이명박 

정부 취임한 후에 계속 국방개혁을 촉진하여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정책은 

기존의 방위산업 기능과 역할을 전통적 국방. 안보 범주에 국한되었던 차원을 

벗어나(김광열, 2014: 192)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 측면에서 방위산업 영역을 

화장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문제 불경기로 인해 국방비를 증가할 수 없는데 방위력 

개혁을 통해 국방 실력을 발전할 것이다. 또한 방위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경제발전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방과학기술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방. 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국방연구개발 예산 비중을 2012년까지 7% 수준으로 

늘어날 계획이다(국방부 국방정책, 2008: 173). 

<표 7> 2006년~2010년 한국 국방예산 추이 

(단위: 억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재정 1,469,625 1,565,177 1,795,537 2,035,497 2,012,835 

증가율(%) 8.69% 6.50% 14.72% 13.36% -1.11% 

국방비 225,129 244,972 266,490 289,803 295,627 

증가율(%) 6.68% 8.81% 8.78% 8.75% 2.01% 

정부재정 대비 

점유율(%) 
15.3 15.7 14.8 14.2 14.7 

방위력개선비 58,077 66,807 76,813 87,140 91,030 

증가율(%) 7.72% 15.03% 14.98% 13.44% 4.46% 

국방비 대비 

점유율(%) 
25.8 27.3 28.8 30.1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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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운영비 167,052 178,165 189,677 202,663 204,597 

증가율(%) 6.33% 6.65% 6.46% 6.85% 0.95% 

-병력운영 105,682 110,831 116,817 119,133 121,204 

전력운영비 대비 

점유율(%) 
63.3% 62.2% 61.6% 58.8% 59.2% 

-전력운지 61,370 67,807 72,813 83,530 83,393 

전력운영비 대비 

점유율(%) 
36.7% 38.1% 38.4% 41.2% 40.8% 

자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통계연보』. 

그래서 2008년에 정부 재정 수준은 2007년의 1,565,177억 원과 비해 

1,795,537억 원으로 14.72% 대폭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2007녀의 6.5%부터 

14.72%로 늘어났다. 그런데 국방비는 2007년에 비해 266,490억 원으로 8.78% 

증가하였지만 증가율은 2007년의 8.81%보다 조금 하락하였다. 그 후에 

2009년에 국방비는 계속 증가하였지만 증가율은 하향 추세를 보일 수 있다. 

2009년의 국방비 증가율은 2008년보다 조금 하락하였고 8.75%로 되었다. 

이어서 2010년에 정부 재정이 2,012,835억 원으로 1.11% 감축하였고 국방비 

지출은 295,627억 원으로 불과 2.01% 증가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금융위기로 경제문제가 있더라도 정부 재정이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국방비의 

증가율은 하락하였지만 계속 증가세로 나타났다. 2008년 초기부터 북한의 적대 

태도와 북핵 위기로 인해 국가 안보 측면에 강한 압력을 받았다. 이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율은 2008년에 불과 2.2%, 2009년은 -1.0~-0.8%로(박창권, 

2009: 131) 되었지만 국방비 예산은 계속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국방 개역을 이루기 위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증가세로 

나타났다. 2008년에 전 세계 금융위기로 비롯된 경제침체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국방예산 환경을 크게 악화시켰다(박창권, 2009: 130). 이러한 경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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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2008년 취임 초기부터 바위력개선비의 증가율은 하락하였지만 국방비 

대비 점유율은 계속 증가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기 국방개혁 제시 초기에 

2007년은 2006년의 방위력개선비 58,077억 원보다 66,807로 15.03% 대폭 

증가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취임한 후에 여전히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2008년의 증가율은 14.98%로 2007년보다 조금 하락하였지만 국방비 대비 

점유율은 2007년의 27.3%에 비해 28.8%로 나타났다. 경제문제이기 때문에 

2009년도 증가율은 13.44%로 계속 하향 조정하였지만 점유율은 30.1%로 

늘어났다. 또한 전력운영비의 분배는 병력운영이 방향을 바꾸어 전력운지로 

투자하였다. 병역운영의 점유율은 2006년의 63.3%-2007년의 62.2%-2008년의 

61.6%-2009년의 58.8%로 계속 하향 조정하였고 전력운지에 대한 투자로 

방향을 바꾸었다. 국방 예산 측면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충 

전임 정부의 정책을 연장하였고 북한을 방위하기 위해서 국방개혁을 통해 

현대적인 국방 건설을 강화하였다.  

이명박 정부 취임한 후에 남북 관계는 급하게 적대적인 위험한 상태로 

되었지만 경제침체 문제로 인해 군사력과 군사비를 대폭 증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새 정부는 국방개혁과 현대화 군력 양성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다. 

이명박 정부는 자주적인 국방 실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출범 초기부터 표출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발표한 ‘비핵·개방·3000’ 대북 정책은 북핵 문제에 대한 

강조와 대북 강경한 태도는 북한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이어서 북한은 2008년 

3월 27일 개성공단 내 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남한 당국자들을 추방했으며,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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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에는 모든 남북 당국 간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접촉을 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였다(이창헌, 2013: 238). 남북 

간에 이명박 정부 취임한 후에 바로 불신감과 압박감을 강조하였으니 북한은 

남한에 대한 도발 사건과 자극적인 언론은 2008년부터 끊임없이 발발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가장 핵심적인 정책 수단인 한미 

동맹관계에서 대북 정책 불일치의 어려움도 직면하였다. 2008년 6월 26일 북한이 

핵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하기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과 적성국 교역 

금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중앙일보, 

2008/06/24). 이로 인해 북한은 무기추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회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의 제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북한은 제시한 핵 문제가 ‘핵시설 폐쇄’ 단계를 거쳐 ‘핵시설 불능화 및 신고’라는 

2단계를 마무리 짓고 마지막 3단계인 ‘핵폐기’로 넘어가는 중대 국면에 

진입했는데 핵무기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은 한미에 대해 가장 

염려스러운 대목이다(중앙일보, 2008/06/27).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해 

실망스럽지만, 핵 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2008년 7월 11일에 발생한 ‘금강산관광객 충격사건’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가 남북 관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를 다시 파멸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18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북한에 ‘전면적인 남북대화의 재개’를 제안하는 

날에 북한군 초병에 의한 남한의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이창헌, 2013: 240).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적대 태도를 

유출하였지만 구체적인 수단을 채용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금강산 총격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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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병 안전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오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대책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거부로 

남북 관계를 더 악화한 죄악의 구렁에 몰아넣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으로 북한 통치 체제의 유동성이 커지면서 한미 군사 

당국은 한미 연합 계획인‘작전 계획(OPLAN) 5029 2 ’를 검토하였다(동아일보, 

2008/09/13).  

그 후에 2008년 12월 1일에 북한은 바로 대남 강경한 정책을 

제시하였고 ’12·1 조치’로 남북 군사분계선의 통행 제한을 포함하는 남북 인적 

교류를 더 악화되었다. 그런데 2009년 상반기에 미국의 정권 교체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였고 1월 30일에 북한은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돼 

모든 합의 상항’에 대한 무효화를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 관계는 잠깐의 

평화를 지나갔었다.  

그러나 표면적인 평화는 쉽게 깨뜨렸다. 2009년 5월 25일에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위기지수를 높은 수단으로 오바마 정부를 접근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가 유연한 대화와 협상을 토한 문제 해결방식을 

선호하지만 비핵화 없이는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경한 

태도로 전화하였다. 2009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발생한 북핵 문제는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안보에 대한 최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한미 양국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2 ‘개념계획 5029’는 1996~1997년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한 미국 측의 문제제기로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에 만들어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 변고 등 크게 5가지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다. 가령 북한 내 쿠데타 등으로 내전사태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하누국으로 

화산되지 않도록 봉쇄하고, 북한 정권이 통제력을 잃어 쿠데타 세력이 대량살상무기를 탈취하거나 
북한 의부로 반출하려 할 경우 한미 특수부대를 투입해 제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동아일보 

200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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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11월 10일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인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사이에 교전이 발생했다(국방부, 2010: 255). 제1·2 연평해전의 교훈을 

통한 이번 남북 군사 교전 주에서 남한 은 절대 우위를 취득하였다.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군은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작전예규와 교전수칙에 따라 

제대로 대응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동아일보, 2009/11/16). 

이명박 정부 집권부터 적대한 남북 군사관계는 대청해전으로 인해 서로 인내심을 

완전히 없어졌고 군사관계가 더 악화되었다.  

제2절 2010-2013년에 남북 군사관계 분석 

대청도에서 남북 간 정면 교전했지만 남한은 두 차례 연평해전의 교훈을 통한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였다고 말을 수 있다. 그런데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발발한 천안함 사건은 남한 정부와 국민의 

마음속에서 다 큰 상처를 남아있었다. 이 사건으로 남한 해군 병사 40명이 

사망하였으며, 6명이 실종되었다(이동규·양고운, 2010: 461). 한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3월 31일에 바로 한·미·영 등 4개국 

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군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였다. 5월 20일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결과라고 발표하였으며, 국제와 

국내에서 2가지 소리가 나왔다. 또한 이 사건으로 남북 군사관계는 북핵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도발 사건도 한반도 안보에 대해 큰 위협이 되었다. 북핵과 

한반도 안보 문제는 남북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로 

되었으며, 한미일과 북·중·러의 3대 3대립 구도는 탈냉전 시대에도 크게 바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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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한국 국내에서 천안함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군사정책에 대해 

갈등이 많이 나타났다. 온 사회에서 국가 안보와 남북 군사관계에 대해 큰 

변동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천안함 사태는 한국의 안보태세를 재점검하고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 5월 4일 전국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 연설을 

통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구성을 제기되었으며, 회의의 최종보고서 가운데 

국방개혁 관련 분야의 개선방안은 국방선진화를 제시했다(대한민국 정부, 2011: 

161). 이러서 합동참모본부는 천안함 도발 사건 이후 전 작전사령부에 즉각 

대응태세를 확립하도록 했으며, 북한 도발 시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여 작전을 

종결한다는 것이었다.  

<표 8> 2010년~2014년 한국 군사력 비교 

자료: 국방부, 『국방백서』 

구분 2010 2012 2014 

병력 

(평시) 

계 65만여 명 63만 9천여 명 63만여 명 

육군 52만여 명 50만 6천여 명 49만 5천여 명 

해군 6만 8천여 명 6만 8천여 명 7만여 명 

공군 6만 5천여 명 6만5천여 명 6만 5천여 명 

주
요
전
력 

육
군 

부
대 

군단(급) 10(특전사 포함) 12(특전사 포함) 12(특전사 포함) 

사단 46 46 44 

기동여단 14 14 14 

장
비 

전차 2,400여 대 2,400여 대 2,400여 대 

장갑차 2,600여 대 2,700여 대 2,700여 대 

야포 5,200여 문 5,300여 문 5,600여 문 

다련장/방사

포 

200여 문 200여 문 200여 문 

지대지유도무

기 

30여 기 (발사대) 30여 기 (발사대) 60여 기 (발사대) 

해군 수상함정 전투함정 120여 척 120여 척 110여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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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함정 10여 척 10여 척 10여 척 

기뢰전함정 10여 척 10여 척 10여 척 

지원함정 20여 척 20여 척 2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10여 척 10여 척 

공
군 

전투임무기 460여 대 460여 대 400여 대 

감시통제기 50여 대  

(해군 항공기 포함) 

50여 대  

(해군 항공기 포함) 

60여 대  

(해군 항공기 포함) 

공종기동기 40여 대 40여 대 50여 대 

훈련기 180여 대 190여 대 160여 대 

 헬기 680여 대 

(육. 해. 공군 헬기 

통합) 

680여 대 

(육. 해. 공군 헬기 

통합) 

690여 대 

(육. 해. 공군 헬기 

통합) 

예비전력(병력) 320만여 명 320만여 명 310만여 명 

*남북 군사력 비교를 위해 육군 부대. 장비 항목에 해병대 부대. 장비도 포함하여 산출함 

*질적 평가 표현이 제한되므로 공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양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임 

북핵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천안함 사건은 이 시절에 발발한 후에 

긴장한 남북 군사관계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다. 국민의 불만과 지적을 

대응하기 위해서 천안함 사건을 끝난 후에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런데 2009년부터 전 세계적인 신종플루(H1N1)의 유행에 따라 

2010년에도 지속되었다. 군대는 집단생활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감영이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2010년 천안함 사건을 발발한 후에 군사력의 변화는 생각보다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2012년의 남한 병력은 육군 병력의 감소로 인해 2010년의 

65만여 명보다 63만 9천여 명으로 1만 1천여 명을 축소하였다. 그런데 전력 

측면에서 장갑차와 야포를 다 100여 대를 증가하였고 훈련기가 10여 대를 

확충하였다. 천안함 사건을 발발한 후에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출범 초기에 

제시한 국방개혁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인력 활용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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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10년~2014년 한국 국방예산 추이 

(단위: 억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정부재정 2,012,835 2,099,303 2,231,384 2,406,702 2,472,032 

증가율(%) -1.11% 4.30% 6.29% 7.86% 2.71% 

국방비 295,627 314,031 329,576 344,970 357,056 

증가율(%) 2.01% 6.23% 4.95% 4.67% 3.50% 

정부재정 대비 

점유율(%) 
14.7 15.0 14.8 14.3 14.4 

방위력개선비 91,030 96,935 98,938 101,749 105,096 

증가율(%) 4.46% 6.49% 2.07% 2.84% 3.29% 

국방비 대비 

점유율(%) 
30.8 30.9 30.0 29.5 29.4 

전력운영비 204,597 217,096 230,638 243,221 251,960 

증가율(%) 0.95% 6.11% 6.24% 5.46% 3.59% 

-병력운영 121,204 128,186 134,923 142,718 148,409 

전력운영비 대비 

점유율(%) 
59.2% 55.8% 52.6% 49.8% 48.1% 

-전력운지 83,393 88,910 95,715 100,503 103,551 

전력운영비 대비 

점유율(%) 
40.8% 41.0% 41.5% 41.3% 41.1% 

자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통계연보』.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총 352억 원의 예비비를 

확보하였으며, 탐색·구조 장비 보강과 초계함과 호위함의 성능개량 사업 등 

분야에 집행하였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방위력 개선은 더욱 긴급했다. 

방위력 개선 분야는 대북 억제 능력을 확보하면서 미래의 다양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핵심 전력과 기반 전력을 구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국방부 국방정책, 2010: 181). 그런데 도발 사건에 대해 많은 정책 개선을 

제시하였지만 국방예산을 통해 거시적으로 한국의 국방 실력을 보면 큰 변화가 

없었다. <표 9>를 보면서 2010년의 정부 재정 수준은 2,012,835억 원으로 

2009년보다 1.11% 감축하였지만 국방비가 계속 증가세로 나타났다. 그런데 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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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끝난 후에 국방예산은 증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국가 경제난으로 인해 

재정예산은 2011년에도 2,099,303억 원으로 2010년의 2,012,835억 원보다 불과 

4.30% 증가하였다. 국방예산의 증가율은 2010년의 2.01%보다 조금 증가하여 

6.23%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2년에 재정예산은 6.29%로 2011년의 4.30%보다 

상승하였지만 국방예산의 증가율은 오히려 4.95%로 2011년보다 떨어졌다.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은 남한에 대한 위협이 더 악화하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국방개혁을 통해 국방.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천안함 사건을 발발한 후에 

2010년에 군사비의 증가율은 하향으로 인해 방위력개선비의 증가율은 4.46%로 

2009넌의 13.44%에 대비 대폭 하락하였다. 2011년에 2010년보다 조금 증가하여 

6.49%로 증가하였지만 2012년에 증가율은 다시 하락하였다. 그런데 2011년까지 

방위력개선비는 국방비 대비 점유율은 계속 증가했으며, 2011년에 30.9%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2년 이명박 정부 집권 말기에 국방비와 방위력개선비의 

증가율은 다 하향 추세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강조한 한미 동맹관계는 천안함 파격 사건으로 더 

중시되었으며, 2010년 6월 한미정상회단을 개최하고 한국은 2012년의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 시기를 2015년 말로 연기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 

합의하였다(이창헌, 2013: 247). 천안함 사건은 남한 정부와 사회에 대해 큰 총격이 

되었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통일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였다.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평화·경제·민족공동체의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제안하였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재시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해안포 170여 발을 연평도로 발사하여 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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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고, 2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이동규·양고운, 2010: 462).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긴장한 군사관계는 

개선하지 못했는데 연평도 피격사건이기 때문에 더 냉각한 관계로 되었다. 심지어 

이번에 진상 규명하는 필요가 없고 북한군에 의해 남한 영토가 직접 공격을 받는 

명백한 군사도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연속적인 군사 도발행위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해 철저하게 실망하여 연평도 사태에 대한 담화에서 ‘더 이상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 포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연합뉴스, 

2010/11/29) 고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북한의 자주적인 변화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하였는데 끊임없이 북핵 개발과 도발행위로 인해 북한에 

대해 완전히 실망하였다.  

이어서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집권은 말기로 되었고 남북 간의 대결 국면은 새로운 양상을 기대되었다. 그래도 

2012년 12월에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발사에 이어서 2013년 2월 

12일에는 3차 핵실험을 강해하는 등 북핵 개발행위가 남북 군사관계를 더욱 

강경하게 되었다. 김장한 군사관계와 북핵 문제는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해결하지 못했고 다음 정권에 넘겨주고 마무리하였다.  

제3절 2008-2010년과 2010-2013년 남북 군사관계 비교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진보적인 성향으로 남북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끊임없이 진행하였다. 또한 노무현 시기에 국방개혁을 통해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약화해졌다. 이로 인해 한국의 국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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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북한의 위협을 받아서 온 사회에서 불안감이 매우 강하였다. 그래서 북한의 

핵 포기와 한미관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많았다. 한국 사회에서 남북 관계를 

둘러싼 남남갈등 중에서 이명박 정부를 출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월 

당선인 신분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 발표할 때 군사관계는 북핵 문제와 한미 

동맹을 강조하였다. 집권 초기에 대북 강경한 태도로 인해 북한의 불만을 

초래하였고 남북 군사관계는 급하게 적대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출범 초기부터 

이미 정부의 보수적인 이념으로 악화된 남북 군사관계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발발한 후에 악화되었지만 강경한 대북 정책의 강화로 간주할 수 있다. 

2008~2010년과 천안함 사건 후에 2010~2013년의 남북 군사관계 비교는 아래와 

같이 분석할 것이다.  

첫 번째, 거시적으로 군사력과 군사비의 통계 데이터를 보면서 천안함 사건 

발생 전후에 변화가 크지 않았다. 1980년대 초반까지 국방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5%, 정부 재정 대비 30% 수준을 점유하였다(국방부 국방정책, 2008: 92). 그런데 

남한은 1974년부터 자주국방 태세 구축을 목표로 현대화 국방 사업을 발전하기 

위해 율곡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국방 사업의 발전은 단순한 국방비 

증가만 의존할 수는 없고 국방비 예산이 효율적인 배분으로 자주적 국방력 증강 

계획을 이룰 수 있다. 반면에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와 세계 금융위기 등 경제문제로 인해 국방비의 감축 추세가 

지속되었다. 이런 상화에서 그래서 2008년 국방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2.76%, 정부 

재정 대비 15.2%이며, 전임 정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2010년에 

경제문제가 더 심화해졌으며, 정부 재정의 증가율은 2009년보다 1.1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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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졌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오히려 

국방예산의 증가율은 출범초기보다 하향 추세로 나타났다. 

<그림 1> 2008-2013년 국방예산 추이 비교 

                                                             단위: 조원 

 

자료: 국방부. 『국방백서』. 

<그림 1>를 보면서 이명박 정부 2008년부터 정했던 5년 임기에 국방예산 

계획은 실제적인 국방예산은 다 미완성이 되었다. 2008년의 계획에 따라 2013년 

임기 끝날 때 40.9조 원을 투자하려고 한데 실제적 2013년의 국방비는 불과 

34.5조 원이 되었다. 또한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국방개혁 계획을 제시하여 

방위력 개선을 통해 국방 현대화를 이룰 것이다. 이어서 이명박 정부 출범한 

후에 2008년부터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개념을 제기하였으며, 

방위력개선비를 중심으로 국방력을 진일보할 것이다. 그런데 방위력개선비도 

계획보다 5.6조 원을 미완성하였다. 2008년 집권 초기부터 국방예산을 증가하여 

대북 강경한 군사수단으로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경제 불경기이기 때문에 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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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사건을 발발하더라도 국방예산은 계획에 따라 증가하지 못하였다. 천안함 

사건은 한국 사회에 대해 큰 총격을 일으켰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대북 강경한 태도는 남북 군사관계에 대한 영향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 천안함 사건 이후에 한반도 안보 문제는 남과 북의 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동북아시아가 두 편으로 갈라섰던 국제문제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핵 문제에 대해 한미 입장 일관성을 강조하였으며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북핵 문제에 대해 

유화 태도로 처리하였으며, 남북 군사관계 중에서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또한 

국가 안보는 미국의 협력을 벗어나고 자주적인 현대 국방을 이룰 것이다. 2006년 

10월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공식 

합의했고, 2012년 4월 17일부로 해체될 예정이다(박용옥, 2008: 57). 이로 인해 

남북 관계는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발전되었지만 한국의 안보 문제는 매우 

위급해졌다. 이명박 정부 취임한 후에 바로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였고 2009년 

6월 16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은 미래비전 공포로 그 방향은 제시되었다.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정책이 다르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는 비슷하고 북한 

비핵화가 되어야만 북미관계 정상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전임 

정부의 경험에 따라 남한의 힘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려워서 한미협력에 

의지해 한반도 비핵화를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핵무기를 집착한 북한은 초기부터 

이명박 정부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 후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해 실망하였고 한반도 군사관계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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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두 편으로 되었으며, 

보수와 진보의 두 개 진영을 나누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실시한 실용주의 

외교정책은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공동의 입장을 취하는 것을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천안함 사건을 발발한 후에도 바로 한·미·영 등 

4개국 인원을 포함된 민·군 합동조사단을 조직하여 남한 편의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천안함 사건 이전에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만 관심이 

많았고 그 후에 한반도 안보 특히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해 동정심을 생겼다. 

이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대북제재를 

요구하였다.  

세 번째,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서로 적대관계로 북한의 도발행위는 끊임없이 

발발하였고 남북 군사교류는 거의 단절한 상태로 되었다. 전임 정부는 평화와 

교류의 수단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군사교류는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2007년 1년 만에 11차례 군사회담을 개최하였고 그중에서 3번 

장성급회담을 진해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집권 후에 강경한 태도로 인해 

남북 군사관계는 냉각한 상태로 되었으며, 2008년에 교류 단절을 둘러싼 

군사실무회담을 2번만 개최하였다. 심지어 2009년에 대청해전을 발발하더라도 

군사회담이 한 번도 거행하지 않았다. 이어서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남북한은 다시 협상에 끌어들였으며, 남한은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을 

추궁하였고 북측은 남측의 조사 결과 불인정을 강조하였다. 그 후에 이명박 임기 

끝날 때까지 한 번만 회담이 남았다, 2011년 남북 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의제와 일정 등 합의하기 위해서 제39차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였다.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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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부터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력한 불만이 표출하여 끊임없이 

도발행위를 하였다. 2008년의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 2009년의 대청해전, 

2010년의 천안함 사건, 2011년의 연평도 교전은 5년 임기 동안 계속 도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남북 군사관계는 이미 심하게 악화되었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을 발발한 후에 그냥 대북 강경한 태도를 다시 강조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 5년 임기 끝난 후에 남북 군사관계가 질적인 악화되었던 제일 

중요한 원인은 피격 사건이 아닌 정부 이념이다. 초기부터 대북한 강경한 태도는 

북한의 적대를 초래하였고 남북 간의 군사 대결이 이미 시작하였다. 방위력 개혁 

계획과 한미 동맹 강조는 2008년부터 강조하였고 강경한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었다. 천안함 사건을 발발하기 때문에 한국은 생생하게 안보 위협을 

느꼈고 국제사회와 같이 북한에 대해 제재하려고 하였다. 또한 연속적인 피격 

사건이 때문에 남한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이 더 시끄러워졌고 대북 태도는 

하나로 되었다. 도발 사건 등 외계 환경은 보수정부의 남북 군사관계에 대해 

영향이 있었지만 정부의 강경한 대북 이념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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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천안함 사건 전후 남북 인적교류 비교 

보수적인 정부나 진보적인 정부는 남북 관계는 발전하는 최종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한민족 단결을 이룰 것이다. 군사관계와 경제관계처럼 한반도 안보와 

경제성장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인적교류는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남북 관계의 한 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인적교류는 개성공단 등 

경제분야, 예술 체육 종교 등 사회문화 분야, 대북지원 분야, 인산가족 분야 등 

남북 교류관계를 포함한 복잡한 교류관계이다. 경제분야의 교류는 주요 경제관계 

부분에서 제시했던 개성공단을 둘러싼 부분이고 이 장에서 주요 사회문화교류, 

대북지원 및 인산가족상봉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1989년 6월 12일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시행한 후에 남북한 주민의 

왕래와 문화교류는 정상화된 것이다. 그런데 1989년 노태우 정부 제시한 후에 

1998년까지 10년 동안 방북 인원수는 미미했으나 진보적인 김대중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출범한 후에 남북 교류 급증하였다. 남북한 왕래와 인적교류는 

정책 변화와 사회 여론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보적인 정부 집권 

시기에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한 대북 융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옴으로써 

인적교류 측면에서 거대한 성과를 취득하였다. 1998년부터 시작하여 2002년 

말까지 5년 동안 방북 총 인원수는 37,572명을 기록하였으며, 2002년에 북한 

중민의 방남 인원은 1,052명이 남한을 다녀갔다. 노무현 정부 집권 후에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김대중의 포용 정책을 계승하여 ‘평화번영정책’을 

표방하였다. 2007년 집권 말기에 남한의 방북 인원은 1년 만에 158, 170에 

기록하였고 2002년의 12,825보다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전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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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빈번한 남북 인적교류로 남북 관계는 표면적인 평화를 취득하였지만 

북한이 도발행위와 핵개발을 불구하여 계속 증가했던 인적교류는 사회에서 

원망한 소리가 점점 커졌다.  

1995년부터 북한은 대홍수 피해로 스스로 식량난 문제를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북한의 

식량문제와 보건 관련 지원을 지속하게 되었다. 이어서 1998년 진보 정권인 

김대중 정부를 집권 후에 대북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대북 지원을 계승하여 매년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 6.15 남북정상희담 준비과정과 6.15공동 선언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전후로 대규모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이 

이루어졌다(강주현, 2013: 91). 2000년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1999년의 339억 

원보다 978억 원으로 약 3배 정도 늘어났다. 또한 그 후에 대북 지원의 규모는 

계속 1000억쯤 유지했고 노무현 정부 출범한 후에 더 확장하였다. 2005년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2006년 미사일 발사 실험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에 김대중 시기보다 2배 정도 

증가하였고 대북 지원은 2000억 원 수준을 달하였다. 북한의 도발행위와 

국가안보를 모른 체해 주었고 계속 대북지원을 증가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북핵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에 논쟁을 일으키는 동안 노무현 정부는 대북지원을 

지속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무상 지원의 규모는 엄청나게 쏟아부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퍼주기 식 대북 지원’ 혹은 ‘북한의 술책에 끌려가는 정부’라는 

지적과 비판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보 정권인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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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포용정책으로 인적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엄청난 규모의 대북 무상 

지원으로 인해 한국 국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전임 정부의 

성향이 다린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였다.  

제1절 2008년-2010년에 남북 인적교류 분석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이 이른바 ‘퍼주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적 결과에 기초해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비핵·개방·3000구상’을 제시하였다. 핵폐기를 먼저 해결해야만 남북 

관계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국민 사회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퍼주기’라는 비판과 이명박 정부 보수적인 이념으로 인해 남북 인적교류 

측면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특히 대북지원은 처음부터 남한 정부는 북한의 

국민이 근본적인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할 때 인도주의 완치로 북한에 대한 

원조이다. 경제관계 및 군사관계는 남북 간 서로 협력과 사호 작용하는 관계와 

다르고 대북지원은 단순한 남한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도움일 뿐이다. 그래서 

정부의 대북 정책과 환경영향에 가장 민감하다.  

<표 10> 2006~2010년 대북지원 현황 

(단위: 억원)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정부차원 

무상지원 2,273 1,983 438 294 204 

증가율 (67%) (-13%) (-78%) (-33%) (-31%) 

식량차관 0 1,505 0 0 0 

민간차원(무상) 
민간차원(무상) 709 909 726 377 201 

증가율 (-9%) (28%) (-20%) (-48%) (-47%) 

총액 총액 2,982 4,397 1,164 671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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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24%) (47%) (-74%) (-42%) (-40%) 

자료: 통일부 내부행정자료 

이명박 정부의 남북 관계 이념은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었기 때문에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주력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2005년 2월에 

북한은 핵 보유를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 2006년에 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실험을 연속적으로 강해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적을 

초래하였고 대북지원 규모는 급하게 감소한다. 또한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은 

2006년에 9% 떨어졌다. 그러나 진보 정부인 노무현 정부는 2006년에 무상 

지원이 여전히 67%로 엄청난 규모를 증가하였다. 식량지원은 2006년 취소하기 

때문에 대북지원 총액은 24% 하향하였지만 그 다음 해 2007년에 바로 

회복하였다. 노무현 집권의 마지막 시기에 대북지원은 무려 4,397억 원을 

기록하였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은 전임 정부와 완전히 다르다. 

대북지원의 ‘퍼주기’ 비판을 벗어났고 초기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8년에 

식량지원은 취소하였고 대북 무상 지원은 438억 원으로 2007년의 1,983억 원에 

비해 78% 대폭 감소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라 20%를 축소해 726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2008년 이명박 집권 

후에 정부와 민간 차원 대북지원은 다 급격히 축소하였고 총액은 50% 이상 74% 

감소하였다. 그 후에 2009년 ‘이산가족 상봉 회복’, ‘김대중 조문’, ‘클린턴 방북’, 

‘현대 아산 회장 방북’ 등으로 남북 관계가 유화 국면으로 접어들더라도 대북 

지원은 계속 감소하였다. 2009년에 정부 무상 지원은 294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33% 감소하였다. 민간 대북지원은 377억 원으로 48%를 

축소하였으며, 전년보다 하향 추세가 더 확대하였다. 그 후에 2009년에 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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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해전 사건과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더 

위험해졌으며, 2010년 정부의 대북지원은 전년도에 비해 31%를 감소해 불과 

204억 원을 기록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78%를 대폭 감소한 후에 

2009년과 2010년도 계속 하락세를 유지해 1000억 원 이상의 규모가 없었다.  

<표 11> 2006~2010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이 

(단위: 건, 명) 

구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당
국
차
원 

생사확인 
건 1,069 1,196 0 302 302 

명 8,314 9,121 0 2,399 2,176 

서신교환 
건 0 0 0 0 0 

명 0 0 0 0 0 

방남상봉 
건 0 0 0 0 0 

명 0 0 0 0 0 

방북상봉 
건 594 388 0 195 191 

명 2,683 1,741 0 888 886 

화상상봉 
건 80 278 0 0 0 

명 553 1,872 0 0 0 

총계 

건 
1,743 

(12%) 

1,862 

(7%) 

0 

(-) 

497 

(-) 

493 

(-1%) 

명 
11,550 

(14%) 

12,734 

(10%) 

0 

(-) 

3,287 

(-) 

3,062 

(-7%) 

민
간
차
원 

생사확인 건 69 74 50 35 16 

서신교환 건 449 413 228 61 15 

상봉 건 54 55 36 23 7 

총계 건 
572 

(-53%) 

542 

(-5%) 

314 

(-42%) 

119 

(-62%) 

38 

(-68%) 

총액 총액 건 
2,315 

(-16%) 

2,404 

(4%) 

314 

(-87%) 

616 

(96%) 

531 

(-14%) 

자료: 통일부 내부행정자료 

6.25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가족 고향과 가족. 친척들에 대해 

절절한 그리움과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인도주의와 민족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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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으로 남과 북이 협력해서 2000년 김대중 정부 시기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은 8월 15일 광복절에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후에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간 인적교류 사업 중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초기에 대북지원 측면에 감축할 뿐만 아니라 전임 

정부 시기에 계속 추진했던 이산가족 상봉도 급격히 쇠퇴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취임한 후에 이산가족 상봉 사업은 정부 차원에 완전히 중단하였다. 민간 

차원은 유지하였더라도 314건으로 기록하였고 전년에 비해 42%를 감소하였다. 

보수 정부인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남북 교류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표출하였다. 2009년 상반기에 남북 관계를 융화해졌기 때문에 중단되었던 남북 

적십자회담이 8월 26일에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한국은 인도주의 

정신 존중의 원칙, 근본적 문제 해결의 원칙, 상호 협력의 원칙 등 인도적 문제 

해결 3원칙을 제시하고(통일부, 2010: 104)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였다. 중단하기 전에 계속 유지한 생사 획인과 방북 상봉 사업을 

회복하였지만 화상상봉은 여전히 중단한 상태로 유지하였다. 당국 차원의 상봉은 

2009년 497건으로 2007년의 1,862건에 비해 74%를 감소하였으며, 인원수는 

2009년 3,287명은 2007년의 12,734명보다 74%를 축소하였다. 전임 정부 

시기와 대비해 여전히 큰 격차가 남아있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회복으로 인해 민간 차원의 상봉은 2009년에 119건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62%를 줄였다. 이어서 2010년 이산가족 상봉 사업은 당국차원은 3,062명으로 

2009년보다 7%를 감소하였지만 상봉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였다.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계속 줄였으며, 감소율은 2009년의 62%와 비슷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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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를 줄였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남북 인적교류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드러났고 2009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회복했더라도 전임 정부의 규모를 달하지 

못하였다.  

정부 주도한 남북 인적교류는 보수 정부인 이명박 대통령을 취임한 후에 

급격히 줄였지만 사회문화예술 등 측면의 남북 인적교류는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2009년 11월 2일에 한국미술협회 여서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 

KOREA 여성. 오늘 전’이라는 주제로 남북 여성화가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남북 여성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했으며 예술에 대해 공동 탐구하고 교류하였다. 

남북 간에 분단으로 정부의 성향이 다르지만 사회문화의 교류는 한계가 없다. 

학술교류 측면에서 2004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을 승인한 후에 

2009년도에 남북공동집필회의를 4차례 개최하였다. 2010년까지 어휘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집필 작업을 하고 있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은 2010년도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 분석 작업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한 후에 사회문화적 교류는 전임 정부보다 줄였지만 

중대한 협력 사업은 계속 유지하였다. 사회문화교류는 참여자와 조직자가 거의 

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영향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다.  

2008년부터 급격히 쇠퇴했던 대북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대북한 냉각한 태도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인적교류의 주요 사업은 

초기부터 거의 다 경색한 국면이 되었고 2009년 회복했더라도 진보적인 정부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취임한 후에 바로 ‘퍼주기’의 비판을 벗어났고 인적교류 

측면에서도 실용주의 원칙에 따라 대북 압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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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2010년-2013년에 남북 인적교류 분석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인적교류 측면에서 대북 명백하게 압박한 성향을 

표출하였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을 발발한 후에 이명박 정부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전사회에서도 대북 지적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인적교류는 더 

어렵게 추진할 것이었다. 천안함 사건을 발발한 후에 남한 국내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일으켰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한 태도에 대해 

논란이 발발했으며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비판한 목소리도 나타났다. 그런데 

남남갈등에서 의견이 다르지만 북쪽부터 받았던 위협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해 남한은 2010년 5월에 ‘5·24조치’를 제시하였고 남북 간 인적교류는 

초기부터 악화된 상태는 계속 하향 추세를 유지하였다.  

<표 12> 2010~2014년 대북지원 현황 

(단위: 억원)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정부차원 

무상지원 204 65 23 133 141 

증가율 (-31%) (-68%) (-65%) (478%) (6%) 

식량차관 0 0 0 0 0 

민간차원(무상) 
민간차원(무상) 201 131 118 51 54 

증가율 (-47%) (-35%) (-10%) (-57%) (6%) 

총액 
총액 405 196 141 183 195 

증가율 (-40%) (-52) (-28%) (30%) (7%) 

자료: 통일부 내부행정자료 

그런데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제시한 「5·24조치」는 영유아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하였다(통일부, 2013: 144). 이어서 2010년 11월 23일에 발발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 대북 지원은 일시 중단되었다. 그래서 <표 12>를 보면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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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대북 지원은 2010년의 204억 원은 전년에 비해 31%를 감소하였으며 

민간 차원도 2009년보다 47%를 축소하였다. 2008년부터 하향 조절한 

대북지원은 2011년에 계속 유지하였고 정부 무상 지원 규모는 65억 원으로 

68%를 대폭 감소하였다. 2011년에 대북지원 규모는 100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였다. 2011년 3월 말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품목 중에서 전용 

우려가 적은 물자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을 재개하였으며, 2011년에 

131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어서 2012년 6월부터 북한에서 수해를 발생하였고 

남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 지원을 계속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미 악화된 남북 관계로 인해 2012년에 정부 차원의 지원 규모는 

불과 23억 원을 기록하였고 계속 하향하여 전년에 비해 65%를 감축하였다. 민찬 

차원의 대북지원은 하락세로 나타났지만 북한 수해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10%만 

감소하였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도발 사건을 빈발하였고 북핵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더욱 소극적이었다. 그 후에 2013년 

새 정부를 취임하더라도 불과 133억 원을 기록하였다.  

<표 13> 2010~2014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이 

(단위: 건, 명)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당
국
차
원 

생사확인 
건 302 0 0 316 0 

명 2,176 0 0 2,342 0 

서신교환 
건 0 0 0 0 0 

명 0 0 0 0 0 

방남상봉 
건 0 0 0 0 0 

명 0 0 0 0 0 

방북상봉 
건 191 0 0 0 170 

명 886 0 0 0 813 



 

 77 

화상상봉 
건 0 0 0 0 0 

명 0 0 0 0 0 

총계 

건 
493 

(-1%) 

0 

(-) 

0 

(-) 

316 

(-) 

170 

(-46%) 

명 
3,062 

(-7%) 

0 

(-) 

0 

(-) 

2,342 

(-) 

813 

(-65%) 

민
간
차
원 

생사확인 건 16 3 6 9 6 

서신교환 건 15 21 16 22 11 

상봉 건 7 4 3 3 5 

총계 건 
38 

(-68%) 

28 

(-26%) 

25 

(-11%) 

34 

(36%) 

22 

(-35%) 

총액 총액 건 
531 

(-14%) 

28 

(-95%) 

25 

(-11%) 

350 

(1300%) 

192 

(-45%) 

자료: 통일부 내부행정자료 

2008년 이명박 정부 집권한 첫해에 완전한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사업은 

2009년부터 재개하였다. 그런데 2010년에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등 북한 

도발행위로 인해 남북 간 왕래의 위협성이 높아졌다. 도발 사건을 발발하더라도 

북한에 대해 해석과 대답이 없기 때문에 남북간 인적교류와 국민 신병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2011년부터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사업은 

다시 중단한 상태로 되었다. 그런데 이산가족들의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 문제이다. 정부 차원에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되었지만 민간 차원은 2011년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생존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에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생사확인은 

3건을 기록하였고 교류 규모는 총 28건이 되었다. 전년에 비해 26%를 

감소하였지만 정부 차원 단절한 분위기에서 어렵게 버텨냈다. 이어서 2012년 

6월에 처음으로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통일부, 2013). 

이로 인해 2012년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25건으로 2011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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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를 축소하였지만 생사확인은 3건을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산가족 

상봉 사업은 다시 중단한 상태로 되었지만 민간 차원의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어서 2013년에 새 정부를 출범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정부 차원에 재개되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을 발발한 후에 이명박 정부는 ‘5·24조치’로 인해 남북 간 

인적교류는 더 악화되었고 이산가족 상봉 사업과 대북지원은 대폭 쇠퇴되었다. 

사회문화 분야의 인적교류는 단결하지 않았지만 도발 사건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유지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도 발굴조사사업’은 2011년 

12월 철수한 이후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해 불만과 부인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북쪽의 소극적인 태도는 사회문화 분야의 인적교류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2012년 2월 이명박 정부 말기에 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 예술감독은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북한의 은하수 관현악단과 리허설을 진행하였다. 천안함 

사건을 발발한 후에 인적교류의 규모가 감소하였더라도 민간 차원의 교류가 

완전히 중단되지 못하였다.  

제3절 2008-2010년과 2010-2013년 남북 인적교류 비교 

10년 동안 진보 정부의 집권으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기조를 계승하여 

노무현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펼치며 대북 지원과 인적교류는 엄청난 규모를 

펼쳤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남북 인적교류의 바탕을 철저하게 다졌고 

노무현 정부는 임기 동안 남북 인적교류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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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대규모 지원과 빈발한 인적교류로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핵 

시험을 초래하였다. 남한 사회에서 대북 지원에 대한 피로감과 진보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점점 높아졌다. 2006년 북한 핵 시험으로 국제사회에서 

비판과 지적을 받아서 국제지원을 급격히 감소하더라도 노무현 정부는 여전히 

엄청난 규모로 대북 지원을 펼쳤다. 북한에 대한 원망과 당국에 대한 실망은 

국민의 불만을 일으켰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보수적인 이념을 지지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압도적인 우세로 대통령을 당선하였다. 또한 임기 첫해부터 보수적인 

성향을 표출하였고 대북 인적교류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북 

적대한 태도로 인해 5년 동안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행위와 언론을 하였기 때문에 

인적교류 측면도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  

첫째, 대북지원은 초기부터 정부의 보수적인 태도로 대폭 감속하였고 이후 5년 

동안 계속 하향 조정하였다. 남한 사회에서 진보 정부에 대한 원망한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청난 대규모 대북 지원이다. 그래서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는 대북 지원을 78%를 감소하였고 그 후에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였다. 천안함 사건을 발발한 후에 감소율은 전년에 비해 확대하였지만 

2008년 출범한 첫해에 대비하면 달하지 못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 

대북 정책’ 중에서 핵문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남북 관계 개선과 대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보수적인 이념을 

생생하게 표출하였고 대북 지원 ‘퍼주기’의 비판을 벗어났다. 또한 2008년 

초기에 이명박 정부의 적대한 태도로 북한의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을 

도발하였기 때문에 남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높아졌다.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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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정부 보수적인 이념과 북한 도발 사건으로 대북 지원은 이미 심하게 

쇠퇴하였으니 2010년 천안함 사건을 끝난 후에 계속 보수적인 정책을 따라 

악화되었다. 

둘째, 남북 이산가족 상봉 사업은 정부 정책과 외계 환경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이산가족 상봉 사업은 2000년부터 인도주의 원칙으로 남북 간 

인적교류 사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남북한에 대해 경제와 정치적인 

실질적인 도움이 없지만 한민족 공동체 형성과 국민 인도주의 관심을 나타날 수 

있다. 진보 정부 시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이산가족 상봉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2008년 바로 중단되었다. 그 후에 이산가족 고령화와 인도적인 

원칙으로 2009년에 남북 관계 완화할 때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되었다. 진보 정부 

시기의 교류 규모를 달하지 못하였지만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개선하는 상태를 

나타냈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행위로 인해 남한 시회에서 대북 

지적과 적대감을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은 다시 중단된 국면을 

초래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사업은 정부와 대부분 국민에 대해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이념과 도발 사건을 발생할 때 변화를 쉽게 일으켰다.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국민의 대북 감정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하향 

조절하였지만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인도적인 협력 사업은 정부의 근본적인 

이익과 상관없기 때문에 정치이념과 외계 환경에 대해 더 민감하다.  

셋째, 남북 간 사회문화 분야의 인적교류는 민간 차원의 협력을 의존하였고 

외계 환경과 국민의 대북 인식에 가장 민감하다. 예술·문화·종교·체육 등 포함된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인적교류는 대부분 민간 차원에 자발적으로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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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다. 그래서 보수적인 정부를 출범한 후에 소극적인 정부 환경하에서 

인적교류를 감소하였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활동과 교류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취임할 때 진보 

정부를 지지한 국민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 기대감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인식 조사 중에서 적대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2007년의 9.7%과 

비슷하고 불과 10.5%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남한 국민들이 안보를 위협을 받았다. 북한에 대한 원망과 비판한 

목소리를 높아졌다. 2010년 적대 대상으로 인식한 응답자의 비율이 약 2배를 

증가하였고 역시 21.5%로 높게 나타났다. 2010년 이후에 사회문화교류는 

유지하였더라도 쇠퇴한 추세를 보였다.  

남북 간의 인적교류관계는 경제관계 및 군사관계와 다린 민간 차원과 국민의 

태도와 관련성이 적지 않다. 그래서 대북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사업 중에서 정부 

차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보수적인 이념으로 인해 급격히 

쇠퇴하였다. 2010년 천안함 도발 사건을 발발했더라도 2008년 악화된 정도를 

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사회문화교류는 국민의 동참을 추구해야 해서 북한의 

도발행위는 쉽게 국민의 불만을 일으켜 자발적으로 인적교류를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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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6.25전쟁으로 인해 한반도는 남북 2개 정권을 나누었고 그 이후 남북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은 남한 사회에 정치 이념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어서 

민주주의 체제로 정치과 언론은 자유화되었고 구 소련과 중국이 갑자기 한국의 

우방이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 개선으로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가 

타결되었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합의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무뎌지기 시작하였고, 남북 관계 및 통일문제 연구가 다각화되기 

시작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질적인 남한 사회에 남북 관계에 대해 다원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진보 성향인 ‘햇볕정책’으로 대북 

이념이 보수에서 진보로 변화되었다. 그 후에 노무현 정부는 계속 

평화포용정책을 계승하여 남북 관계를 급격히 추진하였다. 반면에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 사건으로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 점점 확대되었고 한국 국민은 

정부의 통치 이념에 대해 회의한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진영을 집권할 때 

보수적인 정당과 시민단체는 ‘친북·반미’한 대북 정책에 대해 ‘색깔론’ 

‘퍼주기’라는 비판과 지적이 계속 나왔다. 2005년 북한은 핵보유 선언과 2006년 

제2차 핵실험으로 남한 사회에서 대규모 논란을 일으켰고 진보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확대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보수 성향인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우세로 당선되었다. 국민들의 보수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출범하기 때문에 

집권 후에 바로 보수적인 대북 정책을 제시했다. 2008년에 제기한 ‘상생과 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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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은 북핵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만 남북 관계 추진 과정을 계속할 수 

있고 한미 동맹을 통해 협력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보수 이념으로 초기부터 북한의 적대감을 초래하여 5년 임기 동안 도발 사건과 

위협 언론이 끊임없이 나왔다. 합동조사단은 북한이 어뢰를 발사하여 천안함을 

침몰시킨 결과로 인해 남한 국내 사회와 국제 사회의 논쟁을 일으켰다. 정부 

정책은 정부의 주요 활동으로 정부의 이데올로기와 정책 환경에 민감하다. 

보수와 진보 정권교체 시기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보수적인 이념을 고수하여 

2008년 초기부터 강경한 수단으로 남북 관계를 악화시켰다. 천안함 사건으로 

정책 환경이 변화되었고 비상수단이 나타났지만 이명박 정부의 초기보다 달하지 

못하였다. 천안함 사건을 발발한 시기로 나눠서 정부 이념과 정책 환경을 둘러싼 

변화된 남북 관계에 대한 분석은 아래와 같다.  

남북 경제관계는 천안함 사건 발발하기 전에 3대 경협 사업은 이미 2개 

중단되었고 개성공단만 남아있다. 2008년 7월에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되었고 2008년 12월에 북한의 12·1 조치로 철도. 도로 

연결사업도 중단되었다. 2009년에 북한 쪽에서 12·1 조치를 폐기했더라도 전임 

정부의 전성기로 달하지 못하였다. 2008년 말에 보수 정부의 강경한 정책 

이념으로 인해 경제협력 사업은 개성공단만 남아 있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남한 정부는 바로 5·24 조치로 통해 북한을 압박했지만 개성공단은 

여전히 유지하였다. 또한 유일하게 유지한 개성공단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교역 

규모가 계속 증가세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거시적으로 보면 남북교역 총액은 

2010년 전과 후에 변화가 크지 않았다. 5·24 조치는 강경한 정부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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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했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남북 경제관계는 개성공단으로 

완전히 중단되지 못하였고 교역 총액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8년부터 

정치 이념으로 냉각한 경제관계는 도발 사건이 발발하더라도 더 이상 악화되지 

못하였다. 

남북 군사관계는 집권 후에 급격히 적대 상태로 되었고 한반도 안보 문제와 

북핵 문제는 잘 해결되지 못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강조로 인해 북한의 적대감을 일으켰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관계를 

강화하면서 북한은 도발행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전에 ‘금강산 피격사건’과 ‘대청해전’을 발발했지만 남한은 대규모 손해를 입지 

않았다. 천안함 사건은 남한 해군 병사 40명이 사망하였으며, 6명이 실종되었다. 

남한 해군은 북한 도발행위를 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보가 엄청난 위협을 

받았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남한 정부는 새로운 대응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 2008년 제기된 한미 동맹과 방위력 개선을 강화하였다. 2008년부터 

한미 동맹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발발한 후에 국제협력을 추구하였다. 그런데 5년 임기에 북핵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였다. 2012년 12월에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발사에 이어서 

2013년 2월 12일에는 3차 핵실험을 강해하는 등 북핵 개발행위를 계속 

진행하였다.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북핵 문제와 남북 군사관계가 

악화되었지만 한반도 안보 문제는 국제화되었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았다. 

남북 인적교류는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거의 중단된 상태였다. 2008년 정부가 

주도한 대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사업은 전임 정부보다 급격히 쇠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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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은 2008년부터 완전히 중단되었고 2009년에 재개하였다. 그런데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제시한 5·24 조치로 다시 단결되었으니 임기 끝날 

때까지 회복하지 못하였다. 대북 지원은 전임 정부 시기에 빠르게 성장한 

사업인데 ‘퍼주기’라는 비판한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그래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2007년보다 78% 축소하였다. 그 후에 계속 하향 

조절하였고 천안함 사건이 발발한 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한 추세를 계승하였다. 

정부 차원 주도한 인적교류는 보수적인 정치 성향으로 2008년부터 거의 단결한 

상태가 되었다. 민간 차원의 인적교류는 식민의 대북 의식에 따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으로 적대감을 느낀 국민은 자주적으로 교류를 감소하였다.  

보수 정부인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보수한 태도를 명백하게 표출하였기 

때문에 경제관계와 인적교류는 소극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군사관계는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에 정치 이념이 

악화되었지만 도발행위가 발생할 때 응급조치로 적대감이 더 심해졌다. 이명박 

정부의 남북 관계는 천안함 도발행위의 영향을 받았지만 보수적인 이념은 정부 

정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남북 관계가 악화된 

원인은 천안함 사건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애초부터 강경한 보수적인 대북 

정책이 때문이다. 전임 정부가 개선한 남북 관계는 보수 성향으로 다시 냉각하게 

되었지만 국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보를 보장하였다. 북핵 문제는 임기 동안 

해결하지 못했지만 대립한 국민의 언론이 동일하게 되었다. 정부와 국민은 

마음을 합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한 결심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제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본문에서 남북 군사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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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주요 군사력, 군사비, 군사 회담, 군사도발행위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펼쳤고 그중에서 군사력 연구는 국방부의 통계자료인 『국방백서』를 이용해 

고찰하였다. 그런데 정부 『국방백서』는 2년에 한 번씩 공개적으로 출판하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이 발발한 후 2009년의 국방력 통계 데이터가 없다. 이로 

인해 5년 동안 연속적의 데이터를 통해 군사력을 분석하기 어렵고 정책 이념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전략은 방위력 개선을 통해 국방 강화했으며, 

2009년에 신종플루의 유행으로 군사력 증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2009년과 

2011년에 군사력은 대규모 변화가 있으면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감소시킨다. 

이후에 『국방백서』는 해마다 통계하면 정책 연구에 대해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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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 under the Lee’s 

Government:  

-Comparison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Chenoa Ship incident- 

QI RUYU 

Korean Studies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8, 10 years after the Progressive Party came into power, South Korea began to be 

governed by a conservative government. This change in political concept has exerted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 South Korean society has launched a 

heated discussion on the real reasons for the deterioration of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 

under the Lee Myung-bak’s conservative government. The Cheonan Ship Incident in the middle 

of the ruling period also brought a fatal blow to this relation, which, therefore, has also attracted 

extensive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Korean domestic society. Based 

on the time of the Cheonan Ship Incident in 2010, this paper, aiming at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 explores real reasons for the its deterioration 

from the aspects of economy, military affairs and personnel exchange by analyzing the changes 

of this relation before and after the Cheonan Ship Incident in the period of Lee’s administration 

from 2008 to 2012. 

In terms of economy, compared with the previous government, since the beginning of L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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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economic exchange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have been 

significantly reduced. In 2008, among the three major economic cooperation undertakings, the 

Mount Kumgang sightseeing and the railway-road connection were completely interrupted, 

with only a Kaesong Industrial Park being left. Since 2008, the growth rate of total economic 

cooperation has fallen sharply. After the Chenoa Ship Incident, the growth rate continued a 

downward trend while the Kaesong Industrial Park still maintained a state of growth, making 

the overall trend of the economic cooperation before and after the Incident has not changed 

much. The deterioration of the South-Nor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is not due to the 

Cheonan Ship Incident, but to the decline of most economic cooperation undertakings since the 

Lee’s Administration took office. 

In terms of military affairs, when the then president-elect Lee delivered his New Year's 

speech in 2008, he stated that he would focus on resolving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deepening the South Korea-US alliance in the future. To solve such nuclear issue through 

allianc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ly by first solving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can we promote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 Strong conservative attitudes caused strong dissatisfaction and hostility in 

North Korea in the early days of its inauguration. Since 2008, North Korea has never stopped 

provocative actions against South Korea, such as the "persecution of tourists in Mount 

Kumgang" in 2008, the "Battle of Daecheong" in 2009, the "Cheonan Ship" in 2010, and the 

"Bombardment of Yeonpyeong" in 2011. However, due to the economic depression in South 

Korea caused by the financial crisis, after taking office, the Lee’s government bega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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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 the measures of "national defense reform" and "strengthening the South Korea-US 

alliance" to safeguard national defense security. From the beginning of the South Korea-

American alliance to the aftermath of the Cheonan Ship Incident, reinfor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was called for. Conservative military policy and hostile attitude towards North 

Korea led to the serious deterioration of military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from the very beginning, but the Lee’s government finally formulated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based on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erms of personnel exchanges, humanitarian assistance for North Korea has been greatly 

reduced since 2008, and the meeting of separated family members have been completely 

suspended. Lee’s government came to power in the national criticism of the previous 

government's "Nice guys finish last". It immediately reduced its support for North Korea, and 

gradually changed its source of humanitarian assistance from government t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ince 2008, the government has completely stopped family members from 

meeting their separated relatives, but only maintained some folk activities. Following the 

Chenoa Ship incident, South Koreans’ hostility towards North Korea has gradually deepened 

thus significantly reducing private contacts. The government-led personnel exchanges began to 

decrease dramatically after the Lee’s government came into power, while the private exchanges 

were cut down after the Cheonan Ship incident.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has deteriorated seriously since the Lee’s 

government took office. Although a series of unexpected incidents such as the Cheonan Ship 

incident have had a certain impact on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 the conservative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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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government has played a more crucial role. Although the deterioration of the South-

North Korea relation during Lee’s period was influenced by many external political 

environments, a leading contributing factor was the conservative political consciousness of the 

government itself. On the one hand, Lee’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have generated 

heightened tension in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 On the other hand, the originally 

opposed attitudes towards North Korea turned to be congruent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explored as a means of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  

Key words: South-North relation, Lee’s government, Chenoa Ship incident,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Kaesong Industrial Park, Humanitarian assistance for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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