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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제네바 정치회당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협상이 실패한 이후
남과 욱은 한반도 평화체제수립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서로 상반된 주장을
전개해왔다 주된 쟁점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딩사자문제였다 1954 년

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유엔 당사자주의률， 북한은 닙욱 당시지주
의률 주짐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이 남북 당시자주의흩 북한은
욱미 딩사자주의흩 주징해오고 있다 이 굴온 한반도 핑회체제에 관한 남과
욱의 입장이 수립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전반적 한반도전략의 차원에서 운석
하고지 하였다 또한 당사자문제와 함께 핵문제률 중심으로 향후 헌반도 평
화체제 논의과정에서 제기될 쟁점들을 겁토하고지 하였디

추제어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 당사자주의， 욱미 당사자주의‘ 새로운 영

화보장체계

I. 한반도문제의 유엔확와 통일-명화의 분리
한반도문제의 유엔회부 유엔 당사자주의 훨 남북 당사자주의

〈 한국 군사정전에 판한 협정 ) ( 1 953.7.27. 이하 ‘정전협정’ )은 한국전쟁의 최종
썩인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쟁 당사자 간의 무력행사흘 일시적으로 중

단시킨 과도적 군사협정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정전협정 제4조 60항은 관련 국가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선연구경비에서 지~!되는 용일학 연구사업 "1 에 의해 수앵되

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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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여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국
문제 ( Korean (야잉tion) 의 명화적 해결을 논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1954
년 4월 26일부터 6월 1 5일까지 제네바에서 냥과 북을 포함해 미국， 소련‘ 중국 퉁
1 9개국이 참여한 고위급 정치회담이 개최되었다

정전협정에서 규정한대로 회당의 주요 의제는 외국군 철수와 한반도문제의 평
화적 해결방식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우선 외국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연합군측은

침략군인 중공군의 우선 철수흘 주장한 반연， 공산측은 모든 외국군대， 즉 중공군
과 유엔군의 즉각적 동시철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합군측은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엔군 철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다음으로 한반도문
제의 영화적 해결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선거에 의한 평화통일을 주장했다 그

러나 연합군즉은 중공군이 먼저 철수한 조건에서 유엔 감시 하에 남북이 인구비례
에 의거해 총선거를 실시， 흉일국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하 .유엔감시 인구비례

총선거론’ )이었던 반면‘ 공산측은 모든 외국군이 철수한 조건에서 냥북의 대표들
이 동수로 참여하는 전조선위원회’ 를 구성해 선거법을 마련하고‘ 공산욕과 비공
산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중립국감시단의 강시하에 총선거 흘 치르자는 입장(이하
중렵국갑시 지역 H] 혜 총선거론 )이었다(홍용표 2006 이신청 2006)
양측의 의견은 다음 2가지 점에서 화해가 불가능했다 첫째， 공산측은 인구비에

방식으로 흉일국회 의석을 배갱할 경우 인구수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북한(한반
도 전체인구의 1 /4) 이 남한에 홉수통일 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북한휴 대표로
참석한 남일(1 954 ，

70-74) 외무상의 표현에 따르연 연합군측안은 “냥조선의 제도

를 북조선에 확장시키려는 시도”에 다릅 아니라는 것이다 반연 연합군측은 전조

선위왼회에서 냥과 북이 통일의석을 차지할 경우 욱측에 유리한 선거법이 제정되
지 않올까 우려하였다 한국측 대표로 참석한 변영태(1 954 ， 178- 184) 외무장관의

표현에 따르연 ， ‘전조선위원회라는 것이 수락되면 즉시 압도적 세력올 가진 세뇌
부대가 되어버힐 것-이라는 우려였다 더욱이 한국은 유엔이 숭인한 유일 합법정

부였기 때문에 통일한 대표성올 인정하 라는 공산측 요구는 수용할 수가 없었다
둘째‘ 공산측은 교전 당사자인 유엔군이 한반도 통일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공정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북한체제를 홉수통일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었다 따라서

선거전에 유엔군 철수가 불가피하며 유엔은 한반도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다 . 이것이 북한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주한미군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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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흔 의 기왼이있다 반연 연합군측은 제 2차 유엔총회 ( 1 94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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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에서 유엔 한

국잉시위원단을 설치하여 총선거를 치르기로 한 결의가 있었고 북쪽에서 선거를

치르지 못한 것은 소련이 부당하게 잉시위원단의 방북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므로
선거를 통한 통일문제는 여전히 유엔의 관환하에 있다는 입장이었다(최종기

35-37)

1983 ‘

이는 결국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유엔의 권위와 권한을 인정하는가의

문지l 였다

결국 제네바 정치회당은 이 2가지 시각차룹 홉히지 못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되고 말았다 따라서 남는 문제는 향후 한반도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정이었다 여기서도 공산측과 연합군측의 견해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회당 마지악 날인 1 954년 6월 15일 남일(1 954. 70-73) 은 당장 선거를 통한 통일의
방식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연， 우선 평화유지에 관한 합의라도 봐야한다여‘ 갱
전의 공고화와 정전상태로부터 공고한 명화에로의 정진적 이행’‘ 올 보장하기 위한
6개항올재안하였다

(j)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외국군대의 쩔수
@ I 년 내에 납과 북의 군대수릎 각각 \0만 영 이하로 갑축

@ 남과 북의 내표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전상태를 정차적으로 퇴치하기 위
한 조건들을 조성하며 쌍땅의 군대 용 명화상태로 전환시키는 운제를 심의하
여 북과 남의 정부에 해당한 협정을 체결할 것올 제의”하며 또한 이 위원회
에서 외국군대의 쩔수와 남북군축에 관한 제반 대책을 강독

@냥과 북이 다른 국가와 맺은 군사조약은 한반도의 명화적 용일과 양립이 불
가능

@ 전조선위원회혈 구성하여 냥과 북의 경제 및 문화교류륨 발전시키는 문제툴
협의

@ 한반도의 명화척 발전을 제네바 갱치회당 창가국들이 보장
(j)항과 @항은 북한이 이후 수십 년간 반복해서 제안할 주한미군 철수와 남북군
축에 관한 사항이며 .0항은 한미상호방위초약(1 953. \0 . 1). 즉 한미군사동맹의
폐기를 요구한 것이다 보다 흥미로운 것은 @.@.@ 조항이다 @항은 통상 냥
북 평화협정에 대한 최초의 제안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나 이 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인다 당시 북한의 재안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자. 즉 .정전협정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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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할 평화협정 쓸 :111 결하자는 지1 안이 아니라 ’정전의 공고화 라는 대 전제하에서

명화의 실질적 조건릎올 ut란하는 운제에 내헤 남북 간에 협정을 체결i;t자는 제안
이었다 나아가 1 %2년 10월 23일 김일성 ( 1 %2) 의 남북 평 화협 정 제안도 비 록 평
화협정이라는 용어룹 사용하기는 했지만 정전협정올 대체하는 영화협정올 체결하

자는 의미가 야니라 냥북 간에 불가칭， 군축 미군철수 풍에 관한 협정을 맺자는
것으로 -명화의 실질적 조건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위엔회 ;<112차 회의에서 빅성 철 ( 1973 ，

1 973년 3월 15일 냥북조절

327-331 ) 부총리는 냥북군축 및 미 군철 수와

함께 -북남 영화협 정을 세 결하여 이 모든 것을 확고히 당보하며 상니1 앙에 대해 우

력을 행사하지 않쓸 것을 내 외에 선포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로부터 유추해보연

당시 북한의 남북 평화협정 구상은 사실상 남북 왈가칭협청올 의마하는 것이고.
그 구성요소로 미군철수， 남북군축 갈가침선언올 포함하는 구도였던 것으로 보인
다 그러 고 미군철수와 남북군축이 먼저 이루이지고 그 후 혹은 거 의 통시에 불가
침선언 이 채택됨으로씨 남북 맹 화협정。| 완성되는 구도였 다
정선협갱올 내체할 남북 평화협정’ 윤 세질하자는 제안은 1 972년 l 윌 1 0일 김일
성( 1 9713 ) 이 요미우리신문 기자들과 대 담하는 과정에서 처음 나용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미군철수와 평화협정의 선후문제에서도 입장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r김
일성저작집j 올 살펴보면， 1 %2년 10웰 23일 이후 김일성이 남북 명화협정올 재안
형식으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오두 6차레 정도이다， 1965년 l 원 8일 위싱띤 조선
운재연구소에 보낸 서한， 1%9년 9월 2일 핀란드 민주갱년동앵대표단과의 회담，
그리고 1 970년 조션노동당 제 3차 대회 사엽총화보고에서는 先미군철수 後남북 평
화협정 체결올 주장하고 있다 즉 ‘한국 이 미군융 내보낸 후 재주둔융 반대하는

퉁 미군철수를 공식적으로 당보하는 형대료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구상이
었다 반연 1972년 | 원 10일 요미우리신문과의 대당부터‘ 같은 해 5월 26일 뉴욕타

임즈와의 대담. 그러고 갈은 해 6월 21 일 워싱턴포스트와의 대 담에서는 光납북 평

화혐정 치l 결 . 後미군철수룹 주장하고 있다

1)

이는 명화협정을 채결하여 한국전쟁

옹 공식적 으로 종결시키고 나연 주한미군 주둔의 영분이 사라진다는 판단에 근거
한 것이다 그이나 1974년 3월 25일 붙과 2년도 안왜서 북한은 허당 ( 1 974 ，

455-

464 ) 부총리의 써l 안을 용해 이픔 폐기하고 북미 평화협정 제안으로 입장올 바 꾸었

1) r쥐 일성저작집 j 각 권 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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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웰흔 여기서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이었 다 2) 요컨대 1972
년 l 원 이전까지 북한의 평화체제 개념에는 고유한 의미의 썽화협정

개념이 포

함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북한은 ‘평화와 판련된 협정 일반’ 이과는 의 u]~ 평화
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을 따릅이다 따라서 현재 동설치렴 되어 있는
북한은 1954년 6월이나 늦어도 1 962년 10월부터 1 974년 3월까지는 납북 평화협정
을 주장했다 는 해석은 재고힐 필요가 있다

@항애서 오히려 주목해야 할 부운은 남북 공동위원회에서 외국군 청수와 납북

군축 문제 동을 관리하자는 부분이다 이는 제 네바 정치회담의 결렬로 한반도문제
가 유엔으로 이관되어 국제화되는 상황에서‘ 평화의 실질적 조건 혹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서 납과 북이 중심이 되자는 ’남북 당사자주의’ 의 원칙을 표현한 것이
기 때문이다 이를 @항과 연결시키면， 한반도 평화를 남북이 주도하고 그에 대한

국제 보장은 나며 지 세 네바 정치회당 참여국이 하는 2+ 1 7의 구상으로 블 수 있다
납북을 제외한 나머지 17개국 중 실제 한반도 평 화보정의 주채기 될 수 있는 국가
는 띠국 소렌， 중국 퉁이기 매문에 남일의 이 재안은 1 970년대 후반부터 한국이
제안하고 있는 2+ 2 ( 남북+미중) 구상의 원조격이 라고 을 수도 있 다
남일의 제안에서 가장 주옥 되 는 부분은 몽일문제와 맹화문제가 일시적이나마 분
리해서 정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분단 이후 냥과 북의 정책제안올 흉틀어 통일과
평화가 분리된 경우는 이것이 치음이었다 이런 점에서 남일의 재안은 통일을 통

한 평화‘

이른바 적극적 명화관에샤 팽화를 동한 통일.‘ 이 른바 소극적 형화관으

로 나가는 단초를 연 것으로 평가휠 수 있다

3)

이와 관런하여 @항은 기능주의적

E영화관을 반영한 것인 네 이는 1 960년 남북연망제안에서도 그대로 계 숭되었다

요컨 대

북한의 제안은 선거를 통한 통일문제는 향후 정치회담을 열어 다시 논

의하기로 하고‘ 우선 시급한 평화문제는 남과 꽉이 주도하여 논의하자는 평화체제
문제에서의 남북 딩사자주의를 표현한 것이었다

만면 같은 날 채댁된 연합군측

16개 팍 공동성명은 한반도문제흘 유엔으로 회부하며 ‘ 연합군측이 >1] 안한 망식으
로 선거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여기서는 평화와 통일

2)

이 제안에서 허담은 과기 북한의 평화세안올 나열하며
혐징

정진협정쓸 대체할 냥북 평화

;<1\ 안이 1 972년 l 월 김일생에 의해 치융 지|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김일성의 요

，，\우리신운과의 대당옹 의띠하는 것이다

3) 식 극적 평화와 소극적 영화에 대해서는 함액영 (2002 ，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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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가 분리되지 않았다 결국 연합군측 공동성명은 유엔이 한반도문제의 해결
을 주도하고 이후 평화까지 보장하는 유엔 당사자주의 플 표현한 것이었다
(j)유엔온

‘ 한국문제의 명화적 해걸올 위하여 조정역할올 수행할 충분하고

정당한 모든 권한율 갖고 있다

@ 통일， 독렵왼 민주한국올 수립하기 위하여 토착인구에 정비례하여 국회의원
올 선출할 ’진정한 자유선거 가 유엔의 감시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4)

2 한반도문제의 분화’ 통일과평화의 분리
1954년 1 2월 IJ 일 유엔 제 9차 총회는 제네바 정치회당의 실때를 인정하고 연합

군측 보고를 숭인하였다

5)

이에 따라 한반도문제는 유엔으로 회부되었으며‘ 1 6개

국 공동성명 에서 채택된 2개의 원칙 즉 유엔감시 인구비례 총선거에 의한 한반도
문제 해결(통일)의 원칙과 한반도문제에 관한 유엔 조정권한 인정의 웬칙용 국제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숭인되었다

당시 유엔무대는 미국올 비롯한 서방측의 통제하에 있었으며 회원국 중 소련 동
공산진영은 소수였다(최종기 1983). 따라시 1 957년 제 11 차 유엔총회 때부터 매번
2개의 원칙이 서방측 안으로 제안되어 숭언을 받았으며

유엔군 철수문제도 ‘한반

도문제가 항구적으로 해걸되면 철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결의되었다이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산진영 회원국의 숫자도 늘어났고 특효1 1 960년대 중반 이
후에는 지113세계 신생독립국들과 비동맹국가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상당수는 공산진영에 동조하고 있었기 때 문에 이때부터 유엔무대의 역관계가 변
화하기 시작했다 한때 70%를 넘었던 서방측 제안에 대한 지지융은 정차 하락하

여 %년대 후반부터는 간신히 50% 를 턱걸이하는 상황이었다 끼 이에 따라 한반도
4) 갱봉화(때'5 ， 109) 에서 재인용
5) UN General Assc mbly Resolution 8J1(lX) (1 954. 12 , 1J)
6) UN Gcneral Assc mbly Resolution 1180(Xll)( 1957 , 11 , 29 ), 1264(XlII )( 1958 , 11, 14),
1455(XIV ) (1 959 , 12 , 9) , 1740 (XV I) ( 196I , 12,20) , 1740 (XY !I ) (J 962 , 12 19)
1964(XVm) (1963 , 12, 13), 2132(XX)(1965 , 12, 21)
7) 1947년 제 2차 유엔총회에서 1 975년 제%차 유엔총회까지 한반도문제에 대한 표결 흉계
는 최종기 ( 1983 ，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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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엔총회 §뭔3문제 결의안의 주요내용 (1 957-197이
J웅일앤칙

유엔권한

유엔군 유엔사 영화엄경

남북당사자주의

재네바회당에서 유

11 차

(57. 1, 11 ) 엔측이 세시한 용일
씬칙”에 따라 한반
1 2:Á~
(57 , 11 , 29)

도운새해깅
한반도문재가 항구적으

@ 세네 ’'1 회당 에서

’3차

유엔측이 재시한 왕

14차

l간도운제해결

R 해경되면

유앤군

정수

(58. 11 . 14) 일원혀1)에 I아파 한
(59. 12, 9) @ 죠기에 자유선기
실시

(j) 유앤군의 대우문온

1 6차

유엔온 한반도에

(6 1. 12, 20)

서 칭략용 격퇴하

17차

(62 , 12. 19)
18사

(63. 12, 13)

고 영화와안보용
(한국의 군사쿠데타 복~!하며
잔고허한듯)

문제의

영화적 혜질융 종

이 "1 철수한상황

@한안도문찌가항구척
으로 애질되언 냐미지도
철수

재한 충분하고 갱

20차

당한권한용보유

(65 , 12. 21)

~모든 한국인의 자

21 차

(66 , 12. 19) 유로운 의사표현애
기초한 용일의 조건

(j) 유앤군의 대부용은

융조속히 창출

22사

(67. 11 , 16)

빠진정한자유선기잔

유앤온한반도에서 이 "1 청수한상황

양해 용일이 잉 수 있 영화와 안보정 유

깅차

(68. 12 ,

2이

24차

(69 , 11 , 25)
25차

(70 , 12 , 7)

도륙깐련장λ1 o}린

지하고

문제의 앵

@ 모든 한국인의 자

화직 해걷용 중재

@ 나"1 지는 영화와 안
보 용 유지하기 위해 주
둔 이1

@대한민국이 요갱하거

유로훌의사표현에 기 한 총판하고 갱당 나 한반도문제가항구적
초한 용일의 조건융 한권한융보유

으로 해결되연 냐어지도

장용

켈수

@진정한자유션거환
용혜 홍일이 힐 수있
도꽉잔연 장치 ul 린

1) 유엔감시 인구비에 총션거에 의한 용일

* 1 960년

1 5차 총회 1 964년 19차 총회에서는 한반도문제 토의가 이루이지지 않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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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관한 유엔의 결정 내 용도 초금씌 변화하기 시작했다
1966년 제 2 1 차 총회부터 1 970년 제 25차 총회까지의 유엔 결의안을 이전과 비 교

해보연 우신 유엔의 한반도문제 해결에 판한 권한은 그대로 인정되었으나 한반도
에서 침략을 격퇴하고 평화와 안보를 획-원 하는 것과 관련된 권한은 명화와 안보

의

유지’ 에 관한 권한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의 주둔 이유가 명화와

안보의

유지 . 로 명문화되었다 다음으로 유엔군 철수의 조건으로 한반도문제의

항구척 해결에 더해 한국의 철수요구를 첨가하였다 통일 이전이라도 한국의 요구
가 있으연 철수할 수 있다는 의 01 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네바회담에서 유엔측이 제시한 통일원칙
( 유엔감시 인구비레 총션거에 의한 통일)이라는 표현이 .한국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기초한 통일”로 변경되었다는 정이다 울론 -진정한 자유선거에 의한 몽
일”이라는 조건을 청가하여 제네 바 정치회담 1 6개국 공동성명의 제2윈칙을 상기
하고자 하었으나， 공동성명에서는 진정한 자유선거가 유엔강시 인구비 례에 의한

총선거로 영문화되던 반면 이제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이제는 선거에 의한 통일 자체플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해
칠 수 있는 ’조건 응 조속히 창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1 968년 제 23차

총회부터는 .조속히 라는 문구도 삭제되었다 8) 이는 분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조
기통일의 가능성이 점정 낮아지띤샤

몽일올 통한 명화 의 이상론보다 .평화를 통

한 통일 의 현실론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현실올 반영한 것이다
1960년대 들면서부터 남과 북은 그간의 조기통일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정차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통일의 문제와 평화
의 문제는 분리되어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제네바 정치회담 이후 한국의 공식 동

일방안은 유엔감시 인구비 에 총선거에 의한 통일 이 었다 물론 이숭반 대 통령의 본
심이 북진통일에 있었올 수도 있으냐 이 는 공식 똥일방안은 아니었다 이는 북한
이 공식적으로는 연방제와 총선거에 의한 봉일을 주장하연서도 이연에서는

남조

션혁영 올 꿈꾸었던 것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박정회 정부 역시 유엔감시 인구비
혜 총선거를 공식 통일방안으로 내세웠다 그러다 1 974년부터는 유엔감시륜 -공갱

8) UN Gencral Assembly Re잉lution 2깅4C XXI )( I 966 . 12 . 19). 2269 (XXl I)( I967. 11 . 16)
2466(XXIll )(I968 . 1 2.2이 2516(XXIV)( I969. 11 . 25 ). 2668(XXV)( 1970. 1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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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한 관리와 감시”로 이l 세하기는 했지만 인구비례 총선거에 의한 통일의 원칙은 변

경하지 않았다

9)

그러 나 흉일의 시기에 대 헤서는 장기적 관짐올 채택하였다

박정희 대흉령은 집권 초반부터 먼저 실력을 배 양한 후 통일올 추구하겠다는 엽
장을 표명했다(허문영 2αJO ，

51).

1%7년 l 월 17일자 박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따르

연 실력lIij 양이란 ‘경제건설과 민 주역량의 배양" 0] 었다 “우리의 경제

우리의 자

유‘ 우리의 민주주의가 북한으로 넘쳐흐릎 때 그것이 곧 동일의 길 이파는 것이다
(대통령 비서 실

1966 , 925-926)

이는 당시 남북간 역량이교에서 한국이 뒤지는 상

황을 반영한 것으로 힘을 길러 남북간 역판계에서 우위릎 차지한 후 한국 주도의
흉일윤추구하겠다는입장이었다 근대화릎통일의 중간옥표로설정한 이 른바 ’光
건설 後통일’ 론이었다 악 대 통령은 1970년 1 월 9일자 연두교서에서

통일로 가

는 가장 가까운 길 이 우엇이냐? 그것은 건설올 서둘러서 국력을 강화해 나가고
북괴보다 모든 연에서 우월한 지위를 빨리 확보하는 길밖에 아무 것도 없다.고 주
장했다(대몽령 비서실

1971‘ 25-31 )

그려고 19껴년 8월 1 5일 광복질 기념사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헤 남북한 상호불가침협정을 제절하고. 남북대화와 다각적

교류협력올 실시하여‘

이를 바당으로- 인구비례 총선거로 통일올 이록한다는 평

화통일 3 대원 칙을 제시하였다(허문영 2αJO ，

51)

통일은 장기적 과제이며

당장은

평화가 시급하다는 'Jë평화 1&통일’ 론이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무력통일 시도가 실패한 다음부더는 미군철수

이후 선거에 의한 조기몽일올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다(김일성
일성

1957 , 89-83

남일

1959 , 99- 108)

1955 ‘ 80-85: 김

그러 나 1 960년대 들면서부더 조기통일의

기대는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1960년 8윌 14일 김일성 ( 1 960 ) 온 광복절
15주년 경축사에 서 총선거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연땅제를 설시하여 교류협펙올 강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파도적으로

남북

외세간섭 배제 (미군철

수)와 함께 “북과 납 주민의 자유로운 내왕이 전조선 자유선거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기 한국에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특히 북한 내에서

호진적

통

9) 한궁의 동일방안에서 인구비예라는 문구기 삭재된 것은 전두환 정부 때부터이다 선두
환 정부의 〈민촉화합 민주동일방안〉과 노태우 정부의 〈 한민축공동셰 용일‘상안〉에서는
인구 비에 총선기가 아니라 -흉일헌업에 의한 총선기”가 제시되었고

나아가 김영삼 정

부의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 건설올 위한 3단계 l웅일앙안)에서는 종선거
에 의한 몽일 규징 자새도 삭세되었다 허운영 (200)，

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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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이 재퉁장한 l 쨌년부터는 先혁명， 後용일’을 주장하며 선거에 의한 동일은
형식적으로만 언급되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기도 했다 예컨대 1 %8년 9월 7일 김
일성(1 968 ， 278-319) 은 공개연설올 통해 ‘똥일은 미제칭략자들올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냥조선 괴뢰정권을 때려 부순 다옴에야 비로소 이록될 수 있다i 고 주장

하연서통일의 구채적 방도야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다며 사실상 선거통일론올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
1970년대 들어 동서 데탕트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은 다시 선거통일론을 주장했
으나 그것은 이미 조기통일에 대한 기대와는 멸어져 있었다
12일 허담(1 97 1 ，

274-297)

예컨대 1 97 1 년 4월

외무상은 8개항의 명화통일방안올 발표하연서. 미군철

수 이후 남북 총선거가 완전한 통일의 방안이지만 당장 이것이 불가능하다연 남
북연방제를 실시하여 정차 완전한 통일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는 얘60년 김일성
의 남복연방제 제안과 유사하지만， 무게중심은 선거몽일에서 연방제로 좀 더 옮겨
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 972년 6월 김일성(1 972b) 은 통일은 .총선거에 의한 방

법도 있고. 연방제를 거쳐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1960년의

제안에서는 연방제가 총선거의 선결조건이었다연 이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통일
방법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 975년 9월 28일에는 -나라와 민족이 30년
동안이나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하여도) 당장 총선거릎 실시하기 어
려울 수 있다”며 남북연방제 를 거쳐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 단합이 이루어진 이
후i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세올 수 있다는 기대를 밝혔다(김일성

1975)

그러나 이 대담 이후 김일성은 죽올 때까지 단 한 번도 냥북 총선거를 언급하지 않
았다 이로써 북한에서는 선거통일론이 완전히 사라졌고， 1 980년 10월 고려민주연
방공화국 방안에 의해 납북연방재가 과도적 조치가 아니라 완전한 통일방안으로

정식 숭격되었다
이처렁 남과 북 모두 통일을 장기적 목표로 인식함에 따라 혁명올 위해서건 평
화적 건설을 위해서건 통일에 이르기까지 분단체제롤 명화적으로 관리하며 나아
가 명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평화체제가 흉일문
제와 분려되어 상대척 독자성을 띠기 시작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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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반도문제의 풍북아확: ‘직접관련 당샤자’ 협 ‘실질적

당사자’
1 한반도문제의 탈유엔화와 북미 평화협정 제안
유엔감시하 선거홍일론이 자취를 갑충에 따라 한반도문제의 탈유엔화 역시 탄
력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1 97 1 년과 1 973년온 중요한 분기정이었다

197 1 년 제 26

차 유엔총회에서는 중국의 유엔가입이 숭인되었으며， 1 973년 제 28차 총회부터는
북한에 옵서버 자격 참석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온 한국전쟁의 직접 당사자
로서 한반도문제에 관한한 소련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북한의 입장올 지지했다 더
욱이 중국과 북한은 오랫동안 비동맹외교를 중요시하고 추진해왔기 때문에 대거
유엔회웬국이 된 신생독럽국과 비동맹세력국가의 표결에 상당한 영항을 미칠 수

있었다 따라서 서방측온 가급척 유엔총회에 한반도문제를 상갱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결의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천략올 추구했는데， 꺼126차 ( 1 97 1 년)와 제 27차

(1 972년 ) 총회에서는 그것이 성공했지만

북한이 옵서버로 참여한 제 28차 총회

(1 973년 )에서는 대 결이 울가피하였다
거1128차 총회 개최툴 앞두고 1 973년 6월 23일 박정회와 김일성은 같은 날 각기
‘평화통일 외교갱책’

(6.23 특별선언)과

‘새로운 평화통일 방침 (조국통일 5대강

병)을 발표했다 제목과 달리 그 내용은 동일의 방침이 아니라 단기간 내 통일이
팔가능한 상황에서 .통일의 여건’을 초성하기 위한 방침이었다 다시 말해서 제안

의 초점은 통일이 아니라 평화에 있었다 박정회는 명화공존이 세계사적 조류라며
단기간 내에 통일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국통일이라는 민족 지상의 염원을 국제정
세의 현실 속에서 추구할’ 방법론으로 남북대화와 합께 남과 북의 유엔 동시가입

올 제안했다 물론 이는 장정적 조치로 -북한올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r 즉
똥일의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붙였다(대통령비서실 1 9껴， 165)
이에 대해 김일성( 1 973a) 은 2 개 의석 동시가입롱은 분단영구화론이라껴， 만일 통

일 전에 냥과 북이 유엔에 가입하려면 연방세가 실현된 다음 단일국호(고려연방공
화국)로 가입하자고 재안했다
총회 에서 북한대표 리종목은 한반도문제릎 유엔에 회부한 것은 내정 간섭올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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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유엔헌장 위반이라며 한반도문제의 탈유엔화른 주장했다 또한 외세의 내정
간성 도구인 한국통일부홍위원단 (UNCURK ) 과 유엔사의 해체 i 그리고 주한미군을
비롯하여 유엔사 깃발 아래 있는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한
반도 통일의 현실적 조치로 연방제를 강조하였다 . 이에 중국대표 황화와 소련대표
말리크를비롯하여 무려 JI 개국이 토론에 나서 리종목의 주장올척극지지하였다

유엔무내의 세력관계가 급변함에 따라 서방측은 기존의 입장올 연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우선 한국똥일부흥단의 자진해체를 권고하고(권고에 따라 1 974년 해체)，
유엔사 해체문제는 안보리에서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할 것올 권고했으며， 남파 북
의 유엔 동시가입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내놓았다 한국은 정전협정올 유지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마련된다연 유엔사 해체문제릅 논의할 수도 있으나. 주한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으로 유엔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
파고 못올 박았다 상호 간에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표 대원이 임박했으나 마침

키신저-주은래의 북경회담에서 통일부홍단을 자진해체 하는 조건으로 표 대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제 28차 총회는 결의안올 산출하지 않었다
그러나 이는 표 대결올 | 년 연장한 것일 뿐 다음 헤인 1 974년 제 29차 총회에서는
표 대결이 불가피하였다 결과적으로 서방흑안이 찬성

61 ,

반대

42,

기권 32로 가

까스로 통과되었으나， 그 내용은 이전파는 판이하였다 기권표가 32표나 나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안일 서방측이 과거의 결의안들융 답습했다연 표 대철에

서 숭리릅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최종기

1983 , 48-52) 그렇다면 제 29

차 총회결의안과 그 이전 결의안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첫째

선거통일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66년 제 2 1

차 총회 때부터 끼iI네바 정치회담에서 유엔측이 제시한 동일원칙-이라는 표현은
한국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기초한 몽일-로 연경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함
께 ‘진정한 자유선거를 통해 통일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떤 장치 (뻐'!lIlgemem) 를
마련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선거통일론의 여지를 냥겨두었다‘ 그런데 제 29차 총
회 결의안에서는 이 추가조항마저 삭제되었다

둘째， 한반도문제에 관한 유엔의 중채권한이 크게 위축되었다

1 % 1 년 제 1 6차

총회 때부터 모든 결의안에는 -유엔은 한반도문제에서 영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문제의 I영화척 해결올 중재할 충분하고 정당한 권한 (righlS )을 갖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제 29차 총회 결의안에는 ‘한반도의 명화와 안보의 유지를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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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유엔의 지속적인 책임 (responsibility) 이다-는 조항으로 대체되 었다 다시 말해

서 유엔은 한반도문제 중에서 평화와 안보에 대해시만 관여할 수 있고， 한반도문

제의 해결‘ 즉 통일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게 되었 으며 영화와 안보에 대한 관여
의 폭도 권한에서 책염으로 축소된 것이다 나아가 -남북대화블 똥한 한반도 동일
촉진- 조항이 추가되어 통일문재에 관한 남북 당사자주의 왼칙이 처음으로 확랩되
었다
마지악으로 셋째

유엔사 해체의 가놓성이 처음으로 시사되었다 그러나 유엔사

헤세를 위해서는 그것올 대 신하여 갱진협갱을 유지할 대안장치가 마련되어야 한

다는 전제조건이 붙이 있었다 또한 해당 문제플 유엔 안보려에서

직접 관련 당사

국들과 혐의하여 처리하도록 권고했는데‘ 안보리는 만장일치재로 운영되기 때문
에 어느 누구의 반대만 있어도 유엔사 해체는 윌가능했다 나아가 북한의 업장에
서는 유엔사 해채를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목적 이 었는데

이에 대해서

는 일체의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10)
따라서 1975년 재 3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올 포함한 공산측운 한반도문제에 관
한 유엔의 모든 권한음 박탈하는 것과 함께 유엔사 해채， 그러고 무엇보다 주한미

군 철수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여기서 주한미 군 철 수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비롯한 공산측이 내놓은 제안이 ”정전협정올 대체하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었다 유엔무대에서 평화협정 새결문제가 제기왼 것은 제 30차 유엔총회가
처음이었으며

또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북한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명화협정-의 개념은 1 972년

l 월 10일 요미우리신문 기자와의 대당파정에서 김일성에 의해 처음 제기된 것이었

다 그러나 당시 제안은 북미 명화협정이 아니라 남북 평화협정이고. 그 주된 취지
는 남북 간에 평화협정을 맺어 한국전쟁용 공식적으로 종결시킴으로써 주한미 군

을 철수시킬 여건올 조성하자는 것이었다 이로씨 그간의 先띠 군철수‘ *명화협정

(실제로는 불가침협청)의 입장은 光명화협정‘ 後미군철수의 입장으로 변화되었

다 그러나 크게 보연 양자는 모두 미군철수 문제에 관한 남북 당사자주의‘ 의 시
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네 바 정치회담에서 남일의 제안 이후 북한이 일관되게 견
지해온 입장이었다

에컨대 김일생 ( 1 955 ， 84-85) 은 1 955 년 8 월 1 4 일 광복철

10) UN Gcncral Asscmbly Resolution 3333 (XXIX) (197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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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경축사에서 냥북군축

불가침선언과 함께 외국군철수를 한국’ 에 제안했

다. 또한 1 962년 10월 23일에는 냥북군축과 미군철수를 담보할 ‘평화협정’ (불가침
협정) 체결올 역시 ‘한국 에 제안했다(김일성 1962) . 1973년 4월 5일 북한 정무원

총리인 김일 ( 1 973. 379-396) 역시

우리나라에서 미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자η 는 재안을 ‘한국’ 에게 내놓았다 그에 따르연‘ 당시까지 북한은 우려

130여 차례나 통일한 제안을 한국에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처럽 2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미군철수 문재에서의 남북 당사자주의

는 왈과 두 달 후에 북마 당사자주의로 반전되었다 1973년 6월 23일 김일성은 -새
로운 평화통일 방침 ” 이른바 〈조국통일 5 대강령 〉 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제안하연서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에

제안했던 것이다‘ 이것이 과거의 방칭들과 구분되는 〈조국통일 5 대 강령 〉의 ”새로

운‘ 부분이었다

11)

그리고 이제 미군철수 문제에서 북미 당사자주의가 확립된 이

상 남북 평화협정이 북미 명화협정으로 대처l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왜냐하
면 북한에게 평화협정이 펼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미군철수이기 때문이다

1973

년 1 2월 3 1 일 김일성(I973b ) 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

방침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허당 ( 1 974 . 455 -464) 외교부장은 1 974년 3월 g일 최
고인민회의 쳐11 5 71 제 3차 회의에서 북미간 직접- 명화협정 체결올 제안했으며， 갈
은 날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공식화하는 대미 서한을 채택하였다.
허당은 제안에서 북미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 후.
평화협정에 포항될 내용으로

@

북미간 상호 불가칭서약 및 군비 경쟁 중단 ，@ 한

반도 경 내 로의 군수물자 반입 중단，@ 한국의 대북 전쟁도발 방지 보증，@ 한반
도문제에 관한 내갱간성 중단，@ 유엔사 해체 및 모든 외국군 철수‘

@ 한반도에

II }{초국용일 5대강령 〉운 (j) 냥욕간 군사객 대치 및 긴장상태 해소，@ 남북간 다앙연척인
교류협력，@ 납북의 각계각충이 참여하는 ‘대민족회의 ‘ 소집‘

@ 단일국호(고려연방

공화국)에 의한 납욕연방제 실시，@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퉁이다 이 중에서 파
거에 션례가 없었던 새로웅 주장온 @뿐인데 이는 당시 한국이 2개 의석에 의한 유엔
가입올 추진하고 있던 정세상의 변화흘 반영한 것일 따륨이다 김일성(1 973.) 옹 이 3가
지를 열거한 후 그것이 ’남조선 당국자들-에 대한 제안임용 분명히 했다 그러고 곧이
어 ”이와 함께 우리는 미국이 오늘의 급변하는 갱세샅 똑바로 보고 납조선에서 송쁨빨
리 자기의 군대용 철거시키며 우리나라에 대한 칭략과 간성책동올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혔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척 경험과 쟁정

R

외국의 군사기지냐 작진기지 설치 금지 둥을 열거하였다 그리고 명화협정 체결문
제활 논의하기 워하여 북미 간에 -군.A}정전위웬회보다 한 급 높은- 회담을 제안하
였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갑자기 남북 영화협정에서 북미 평화협정으로 입장올 변경
했던 것일까? 허담은 영화협정에 대한 한국당국의 무성의

한국의 군사통수권은

실질적으로 미군이 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전협정 의 서명당사자 중 현재 한반

도에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당사자는 북한파 유엔군이며 유엔군의 실체는 미군이
라는 접 동을 들었다 그러 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당시 국세청세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1969년 7월 25일 닉슨 대통령은 팝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아 국가에
의한 아시아 안보" (Asia for Asians) 를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
수흘 추진하기 시작했 다 이는 베트남전쟁 으로 국력과 위신이 크게 실추된 상황에

서 나옹 짓으로 깨트냥전쟁과 같은 지역분갱에 더 이상 끌려들어가기 싫다’는 의
미 였 다(Lee 2αl6，

67-70) 이후 주한미군 챙수문제는 여러 차례 굴곡이 있었지만‘

1 980년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10여 년간 한미양국의 가장 첨예한 이슈로
남아 있었다 주한미 군 철수를 골자로 하는 북미 평화협정 재안온 이러한 분위기
에 연숭한 것이다 특히 북한은 1973년 l 월 27일 베트남전쟁 을 종식시킨 따라 명
화협정 (Paris Pcace Accord ) 에 크게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협정에는 미국 북
베 트남(월앵) , 냥배트남(월남) 그리고 냥베트남 해방전선(베트콩)이 참여했지만

실질적 주체는 미국과 북베트남으로 인갱되고 있었고 12) 특히 “협정 조인 후 60일
이내에 미군올 철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 다， 미국은 파리 명화협정을 홍
해 냥베트남에 대한 안보공약을 사실상 포기했으며

인 1 975년 4월 30일 냥베트남올 합락시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북베트남은 2년 후
13)

한편 북한이 남북 당사자주의에서 북미 당사자주의로 입장올 변경한 것은

1973

년 제 28차 유엔총회부터 융서배 자격으로 참석이 가능해졌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간 북한이 남북 당사자주의흘 주장한 것은 한반도문제가 서방측의 지배하

12) 파려 평화협정은 4자에 의해 정식조인되기 션에 l 윌 깅일 미 국과 북에트남 간에 이미
가조인된상태였다

13) ’ Paris Peace Ac∞며S.M

hup://en.wiki뼈li • .orglwiki/Pa끼s]eace_Accαt1 (검색일

2008 ,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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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유엔으로 회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네바

정치회당이 실패한 이후 북한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서방측 대화상대가 한국뿐
이었다는 현실을 반영한 깃이었다 따라서 이제 유엔총회애서 직접 자신의 목소리
를 낼 수 있게 되었고 더구나 유엔의 세력관계가 번화되어 자신에게 유리한 결의
안올 도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남북 당사주의는

그안큼 얼 젤실해졌던 것이다

2. 유엔 제 30차 충호1:

직접 관련 당사자 對 ‘실질적 당사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1975년 유엔 제 30차 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문제

가 최대의 화두로 부각되었다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 처l 결과 주한미군 철수. 유엔
사 해체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공산진영과 상당수의 비동맹국가 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한국파 미국 역시 어떻게 든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마련하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 975 년 9월 키신저 국무장관은 냥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

여하는 4자회담올 최초로 지l 안하고 냥과 북에 대한 주연국가들의 교차숭인올 제안

하였다(윤덕민 2(06) . 10웰 2 1 일 한국의 김동조 ( 1 975.

163- 167)

외무장관 역시 정

전협갱의 효력을 유지하고 주한미군 청수를 반대하는 전제 하에서 유엔사 해체와
유엔군 칠수에 동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문제를 포함하여 정전협정을 항구적

영화조치로 대체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직접 관련 당사국들’ 의 협상올 제안

하였다 특히 그는 북한의 북미 명화협정 주장과 관련하여 ‘민족자결을 지지한다
는 북한이 어떻게 한반도 평화에 관한 제반문제 룹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며 한국은 .휴전의 왈가철한 당사자이며，영화유지의 주왼
당사자-라고 주장하였다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직접 관련 당사국들 간의 협상이
열리더라도 그것은 냥파 북이 주도해야 한다는 웬칙올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10월 24일 북측 대표 리총목(1 975. 770-78 1 ) 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즐 달성하는데서 ‘미국과 해결할 문제가 따로 있고 냥조선과 해결할 문제가 따로
있다고 반박했다 명화협정은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 인 북한과 띠국이 체결

하는 깃이 타당하며

‘평화협정이 체걸되 어 미군이 철수한 다음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달성하는 문제는 미 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냥조선 사이에 해결
힐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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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북간 긴장완화와 군축의 구도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7 . 4 공동성영 〉에서 합의

한 자주적 해결‘ 의 왼칙은 미 군철수 이후의 문제. 즉 남북간 긴장완화와 군축 그
리고 장기적으로 똥일의 과정에 적용되는 현혀이지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군 철
수문제에서 남북 당사자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냐 .
한국과 북한의 입장 그리고 각각을 지웬하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부딪혀는
가운데

유엔 >1]30차 총회는 1 975년 11 윌 1 7일 서로 모순되는 2개의 질의안을 통

시에 통파시컸다 우산 명화협정과 유엔사 해체 및 유엔군 칭군 문제률 살펴보띤‘
친서울적 결의안 (3390A ) 14)은 정전협정의 유지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고 정전협정
올 유지하기 위한 다른 대안장치가 마련된다는 진제하에서 유엔사 해체 및 유엔군
철수들 지지하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러고 장차 정전협정올 대체하여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새로운 엄정올 체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언저 ‘직접 관련 당사국
들 (dircctly conccrnc-d pmties) 의 협상을 촉구하었다

반면 친평양적 결의안 (3390B ) 1 5)은 무조건 유엔사를 해체하고 유엔의 깃발아래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한다는 맥락 하에서 정진협정의 -실질척 당사
자틀‘ (real pmtiesl 이 평화협정올 체결하도록- 촉구하였다 여기서 -실질적 당사자
들 이한 북한과 미국으로 해석되었다 한연 주한미군 철군과 관련해서도 친서울적

결의안은 -유엔사가 헤채되는 그날부터 남한에 유엔 깃발아래 어떠한 군대도 잔류
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 친평양적 결의안은 유엔사를 해채하고 유엔
깃발아래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선

자의 경우 당시 유엔사의 통솔을 받딘 주한미군이 다른 통솔기관으로 16’ 이관될 경
우 주한미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것이지안 후자의 정우에는 당시 ”유엔 깃말 아래
냥한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군 에는 주한이군이 포함되기 때문에 명액히 주한
ll] 군 첼수를 의띠하였다

그 외의 사항들은 친서울적 결의안은 1 974년 제 29차 총회 결의안올 그대로 유지
하였다

반띤 친평양적 질의안은 29차 결의안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포함시켰다

14) UN Asscmbly Res이ulion 3390(XXX)(A)C1 975. 11 . 18)
15) UN Asscmbly Resolulion .l 390(XXX )(B)( 1975 . 11 . 18)
16) 이 경의안에 대한 대용으로 1 978년 11 월 한미연합사령푸가 창설되있고 주한미군에 대
한 동솔은 유엔사에서 한미연합사로 이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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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엔총회 효택운제 결의인의 주요내용 (1974-1 975)
용얼앤혀

유앤권한

유앤군 유앤사 영화협갱

남북당사자주의

한국인의 자 유앤헌장의 옥척과 안보리는 직점판련 당사국등파
유로훈의사 왼혀에 부용하여 1
29차

(74. 12. 17)

의 협의흉 흉뼈 유엔사의 혜쩌

표현얘 기초 한딴도에서 평화와 잊 그것올 대제하여 갱전협정
한 명화척 안보의 유지흘 보 옴 유지하기 위한 장치용 "f띤
용일

장하는 것온 유앤

하는운제흉고려힐것

한반도용일융 축진
하기 위하여 남북대
화훌지속

의지속객인책잉

(j) 오든 직집 판련 당사국툴용
갱션협갱융 대체하고， 한반도에

서 긴장올 싼화하여 항구적 평
화용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장
치애 관한협생에올잉
한국인의 자
30차

유로운 의사

친서울

표현얘 기초

(75. 11 . 18)

한
용일

영화적

유엔헌장의 옥척과
원칙에 부용하여.
한반도에서 영화와

안보의 유지흩 보
장하는 것온 유엔

의지속척인책임

@ 그 첫 단쩨 초~1 로서 요든
켜정 판련 당사국툴은 가능한 이

혼 시일에 회당융 시작하여 정천
협갱용 유지하기 위한 장치률이
마련핑과 합께 유엔사를 빼쩌

@

한반도의 영화걱 용
일용촉진하기 휘하
여냥혹대화용지속

1976년 l 행 l 일자로 유엔사

가 혜채되어 그냥부터는 남한애
유앤 깃발아래 어떠한 군대도
냥아있지 않도욕 하기 위혜(그
에까지는) 위 토륜들이 싼료되

고 정전협정용 유지하기 위한
대안적장치율융마련

한반도애서 영속성
한국인흩용 있는 영화훌 보장

30차

친명양

(75. 11 . 18)

@ 유앤사융 얘셰하고 유앤 깃

@한반도용일용가

양아래 냥한에 주둔하고 있는

속화하기 위하여 낭

모든 외국군대용 철수하는 것

가능한 이 흔 하고 자주객이고 이핑수적
시일내얘자 'll화적인 용일옳 @ 정천협갱의 실질적 당사자동
주.영화， 민 촉진하기 위하여 용 한반도에서 긴장올 완화하고
족대단결의 한국 내부문재에 명확훌 유지 강화하기 위한 조
3 대 앤혜 에 대한 외국의 간섭
기초하여 자 을 종식 시 키고 긴

치로서‘ 유엔사훌 혜체하고 유
앤의 깃냉아래 냥한얘 주둔하고

륙대화톨혹진

@ 냥욕용 군 "1 정생
중안，군측 무장충툴
방지， 상대방에 대현

무역융^f용 보충 동
의 조치용용빼 군사
적 대치용 재거하고

주객이고 명 장올 찌거하며 우 있는 오든 외국군대즐 철수한다 한반도얘서 영속적인
영화훌유지
화적인 용일 장충툴융방지하기 는 맥락하에서 정션협갱융 영
@이흉륭혜 자주척
외한 새로운 결정 화혐쟁으로대쩌
흘달성
이고 명화적인 동일
적 조치가시급
올가속화

한반도 평화께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생정

꺼

우선 통일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1 972년 (7.4 공동성명 〉에서 합의된 자주， 평화통

일 민족대단걸의 3 대 봉일현칙을 천명했다 다음으로 한반도문제에 관한 유엔의

권한올 완전히 삭제하고 ’한반도 내부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종식시킨다“는
조항올 삽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려종목 ( 1975 ‘ 77이은 재 30차 총회가

I/μ”기

똥안이나 계속되어옹 유엔에서의 조선문제 토의를 끝장내는” 총회가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 바 있다 마지악으로 냥북 당사자주의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남북대화

를 똥한 통일 촉진 에 피해 이를 위해 남북간 군축과 긴장완화 불가칭 보장 둥 실

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이 를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이후에 추진할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제 30차 유엔총회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결의안을 동시에 통과시컴으로써， 리종
옥의 기대처럽 한반도문제의 유엔화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반도

문제 (Korean Question ) 는 유엔무대에서 다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의 남북 당사자주의와 북한의 북미 당사자주의가 대링하는 가운데 동북아의
지역문제로 즉 남과 북 미국과 중국 둥 직정 관련국들의 이해관제가 걸린 문제로
‘동북아화’하였다

III .

다자적 접근의 모색과 4자회담

1 동상이몽의 다자회담 구상
1 979년 7월 l 일 한미양국은 3자회담을 제안하면서 한반도문제 동북아화의 첫 신

호탄을 쏘아 올렀다. 박정회 (1979. 1057- 1063)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은 한미 정상
회담 직후 가진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재확인합과 동시에 한반도

의 항구적 명화정착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남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자간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반도 명화와 긴장완화

문제를 논의할 남북미 고위당국자회당을 북한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미양
국의 제안은 남북미 3자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올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한

반도 명화와 관련하여 한미양국의 관심은 갱전협정을 유지하는데 있었으며 3자회
담은 당시 막혀있던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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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연 북한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조속한 대체를 요구하고 있었다 1984
년 l 월 1 0일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는 공동명의로 대미

대냥 시한을 채

택하고 3자회담 제안을 받아들이띤서 3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미 간에는 명화협정
을 남북간에는 불가침선언올 채택하자고 재안하였다 평화협정 체결협상에서는
핵무기 및 미군 철수를 플자로 하는 평화보장 문제를. 불가칭선언 세 결협상에서는
남북간 무력사용 반대 및 군축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여타 한국과 미국이 관심
있어 하는 다른 의재들도 다콜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노동신문

1984/01 / 11 ).

3자

회담의 를 내 에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툴 별도로 진행하자는 제안으로 남북대화
우선을 요구하며 북미대화를 거부해온 미국을 견인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
다

이는 북미 평화협정 제안 이후 유치되어온 光북미회담. 後남북회담의 구도를

포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평화협정 체결의 관침에서 보자연

북한과 미국이 주도

하고 한국은 참관자(툴러리)로만 참여하는 ‘2+ 1 의 구상이었다

따라시 한미양국은 남북대효}를 우선 추진해야 하며 필요하다띤 3자가 아니라 4
자회담올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 1 984년 l 월 ” 일
손재식 ( 1 984.

1216- 1218) 통일원장관은 북한의 제안이 얼마 전 자행한 아용산 테

러를 무마하기 위한 평화공세에 불과하다고 보연서도. 남북 각료급회담 (고위급회
담)올 열어 불가침선인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 영
화보장과 통일문제에 대헤서는 운단과 한국전쟁에 ‘직접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관계국들”이 함께 참가하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북측 세안의 의

도에 회의감을 표명하면서‘ 만일 한반도문제에서 남북 이외의 나라가 참석해야 한
다연，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4자회담을 제안했다 또한 한반
도 문제에서 주체는 냥파 욱이기 때문에 남북대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올

다시 강조하였다

11)

이는 북미 직접 대 화와 3자회담을 거부한 것으로 한미양국의

2+ 2’ 방식의 접근을 공식화시켰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3자회당을 성사시키자연 들러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한
국의 의구성올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다 1986년 1 2월 김일성( 1986) 이 시정연설올
17) 당시 띠국의 4자회담 제안은 한국의 강녁한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3자회담의 경우 북
한파 미국이 협상올 주도하면서 자셋 한국이 툴러 리로 전딱하지 않용까 하는 우려 때문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미 국무부의 성영
무부관리들이 언급한 내용의 웬문은 심지연 (200 1 .

슐츠 국무장관파 동아태 당당 국

386-395)

한반도 명화셰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생정

저

통헤 3자회담을 주장하면서도 처음으로 남북간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필요성
올 받아들이고 그것이 성공할 경우 냥북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한 깃

도 이런 액락이었다 나아가 북한은 1. 987년 7월 23일 정부성명올 똥해 보다 확설
한 미끼를 던졌다

우선 냥과 북은 1988년부터 1991 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군축을

실시하여 1 992년부터는 각기 10안 이하의 병력을 유지하며 ， 다음으로 남과 북의

병력이 ’먼저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데 따라 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남과

북의 군사릭이 각기 10만으로 갑축외면 미국은 핵무기를 비 롯한 모든 무력을 철수
하자는 제안이었다(조선중앙년감 1988, (문건 및 자료면 )l

이는 그간의 光미군철

수 後남북군축의 주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남북군축과 미 군철수를 병행하자는 제
안이었다 더욱이 남북군축이 미군철수의 여건올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한반도 평
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제안이었다
이에 대해 1 988년 10월 1 8일 노태우(1 988 ，

152- 154 )

대 통령은 제 43차 유엔총회

연셜에서 냥북 정상회담을 열어 남 북간 교류협력， 통일 방안 군축， 그리고 정선협
정의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대체 운제를 논의할 것올 제안하였다 이는 북측의 군
축재안에 대한 호용인 동시에

남북 평화협정 에 대한 한국정부의 최초의 공식제

안이었다 이에 북한은 11 월 7일 노 대통령의 군축문제 협의의사를 환영하며 장문
의

포괄적 평화보장방안 을 제안하였다 첫째‘ 통일지향적 명화 외국무력(미군)

철수에 의한 명회‘ 남북군축에 의한 명화， 그러고 당사자간 대화에 의한 평화 둥
평화보상 4원칙올 채안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문제의 당사자는

냥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1 국과 조선의 북과 냥- 이라며 한국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다음으로 3자회담과 별도로 남북간 고위급 정치군사회당올 개최하여
’당띤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항 것올 제안하였다 여기서 ”당연한

갱치

군사적 문제는 3자회담에서 다룰 본질적 뭄제인 미군철수 및 남북군축올 제외한

나이 지 문제들， 예컨디| 상호 비방 중지나 직통전화 개설 적대적 군사훈련 중단 둥

이른바 운용적 군비통재의 과제들이 지1 시되었다 또한 3자회담과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이 성과를 내연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미군철수 및 남북군축 제안은 87년 징부성명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2가지
정에서 차이가 있었다 우선 핵을 포함한 미군무력과 남북무력은 단계적으로 갤수
하지만 미군철수와 남북군축 간의 연계는 말진되지 않는다 더 욱이 한반도 평화보
장에서 미군의 존재가 가장 큰 장애이며. 이 문제의 해결은 남북간 긴정완화에도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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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오히려 과거의 光미군철 수론으로 회귀한 느껑마저
준다 다옴으로 3자회당올 분명히 재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즉 “3자회담에서 미 군
철수와 남북군촉을 합의하여 그것을 조미사이의 명화협정과 북남사이의 불가칭선

언으로 확인하고 고착시킨다-는 것이다 18) 이는 북한이 평화협정 문제에서 여전히
’2+ 1’ 의 구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국은 3자회당 제안올 계속 거절하였다 예컨대 노태우 ( 1990‘

152- 154)

대통령은 1990년 8월 15 일 팡복절 45주년 경축사를 통해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
들 간의 회의를 열어 남북간 붙가칩협정 및 정전협정의 명화협갱으로의 대체문제
를 논의할 것올 제안하였다 이에 북한은 기존의 남북 불가칭선언과 북미 명화협
청 주장올 지속하연서도 새로운 정근전략올 채택했다 즉 기존의 3자회담 제안올

철회하고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분리하여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19) ‘ 1+ 1+ 1‘
의 구상이었다 이러한 진략 하에서 북한은 남북 고위급회담올 통해 1 99 1 년 1 2월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관련 부속합의서를 타결 짓고 이로써 냥북간 불가침 및

군 벼통제 문제에 관한 합의는 완료된 것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제는

북미협상을 통해 북미 명화협정올 체결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20) '3- 1’ 의 구
상이었다
북한은 자신의 요구를 판철하기 위해 정전체제툴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들올 취

18) .포광적 평화방안T조국의 자주척 명화웅일융 촉진하기 위한 포괄객인 평화보장 대
책‘ ) 은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갱무원 연합회의 명의로 채태되었다

(조선중앙년강 1989 , ( 당 및 국가 주요회의연 } )

19)

1 990년 5월 3 1 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성회의

갱무원 연합회의 영의로 제

안한 〈조선반도의 영화흩 위한 군축제안〉은 .미국이 3자회담에 용하지 않는 죠건에서

무한정 (남북간) 군축문세 논의를 미륭 수 없다-며 남륙간 군축 및 불가침 논의와 북띠
간 평화협정 논의 용 운리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는 -죠미회담이나 3자회당에 나

와야 한다-며 3자회담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나아가 1991 년 l 월 l 일 김일성 신년사

에서는 냥륙간 용가칭션언과 북미 명화협갱 세철융 주장하며 더 이상 3자회답 제안올
하지 않고 있다(조선중앙년감

1989 ‘

〈당 및 국가 주요회의연 } : 조선중앙년강

1991,

(당

빛 국가주요회의연 ))

20)

북한은 냥욕 기본합의서률 교류협력과 왈가칭 및 군비 용제에 판한 합의로만 파악하지
만 한국은 합의서 제5조의 -남파 북온 현 정전상태툴 냥북 사이의 공고한 명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조항을 들어 냥북 평화협갱 셰걸의 근거를
마련한 문서로 파악하고 있다

한반도 명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생정

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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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 1 년 3월 한미양국이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 대 표를 미군 장성

에서 한국군 장성(황웬탁 소장)으로 교체하자 북한은 이를 정전협정 위반。l 라고
주장하며 1 992년 8월 북측 군사갱전위원회 수석 대 표를 소환해버렸다 또한 1 993년
4웰과 1 995년 2월에는 중립국감독위훤회에서 각기 체코와 폴란드 대표단을 철수
시키고 1 994년 1 2월에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중국 대 표단을 철수시켰다 그리고

1 996년 4월 4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군사분계선과 비 무장지대의 관리업
무 퉁 정전협정 준수 임무를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다음 날부터 공동경 비 구역 북

측 초소에 정전협정상 규정인원 30명보다 않은 130명 - 260명의 종무장병력을 투
입하여 사흘간 시위를 벌였다(임수호 2007 , 212-213)

이렇게 정전체제를 뒤혼든

다음 북한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 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1994년 4월 28일 북한은 외교부 성멍을 통해 미국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정전
협정은 명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 종이장으로 전락하고 군사정전위원회는 주인 없
는 기구로 유명무실해졌다 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진기구를
대신하는 ( 새로운) 명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북미협상올 요구하였다(조선
중앙년감 1995 , (문건 및 자료면 ) ) 또한 1 995년 2월 25일에는 외교부 대 변인 담화
를 동해 새로운 명화보장채계 수립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고 한국은 자격이 없

다며 자꾸 ‘분수없이 끼어들게 되면” 남북 기본합의서가 액지화될 수 있다고 위협
했다(허문영 외 2007 , 193- 195) 그리고 1 996년 2월 22일에는 외교부 대변인 담화
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보장장치’ 를 마련하자연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

어야 하지만， 그것이 당장 어렵다연 정전협정이 유명무실화된 마당에 무장충돌아
라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 . 라도 마련해야 한다며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

립하기 위한 “전개된“ (발전된) 제안을 내놓았다(노동신문 1996/02/ 23)

CD 정전상태를 명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북미 잠정협정 올 체결한다 잠정

협정은 완진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올 대신한다 여기에는
군사분계선파 비무장지대의 관리

무장충돌과 를발사건 발생시 해결방도

군사공동기구의 구성과 임무 및 권한 둥의 내 용을 당는다

@잠정협정올 이행

감독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북미 공똥군사기구” 을 조직， 운영한다

@ 장정협정 제결과 북미 공동군사기구 조직과 관련하여 (북미간) 협상을 진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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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요구에 대해 한미 양국은 다시 4자회담

카드를 꺼내툴었다

1 996년 4월 1 6일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을 갖고 항구적 평화체제가 수럽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하고 영화체
제 구축의 주체는 납과 북이어야 한다는 정올 강조했다 그러연서 남북간 대 화 및

교류의 촉진 ， 긴장완화，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 땅안을 논의할 남 북

미

중의 4

자회담을 열자고 제안하였다(대통령 배 서실 1997, 205- 206) 당시 남북관계는

조

문파동 이후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따라서 한미양국온 일단 4자회담올 열어
남북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헤 남과 북이 회담을
주도해나가게 한다는 ‘4-2’ 의 구상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 996년 9월 2일 외교부 대변인 답화를 통해 만일 회답에 참여
하게 된다면， 논의의 초정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되어야

하며

이미 남북 간에는 기본합의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굳이 새로 남북협상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신문

1996/ 09/ 03) 또한 회담은 4자회담이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3자회담“이 타당하
며‘ 굳이 중국을 참석시키려연 “먼저 3자회담을 진행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중국을
포함시 51] ，，}"는 '3+ 1 ' 의 구도를 주장하기도 했다 . 결국 북한은 한미양국이 대규모
의 식량지원올 약속하고 나서야 4자회담에 참석하였다(박영호 2αXl，

145- 150)

2 ， 4자회담과 주한미군 철수문제

4자회당은 1 997년 3월 - 6월까지 3차례의 3자(냥북미 ) 공동절명회

8월 - 11 월까

지 3차례의 4자 예 비 회담올 통해 참여 당사국의 범위와 의제를 조융한 후， 1997년

1 2월 - 1 999년 8월까지 본회담을 6차례 갖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본회담은 제네
바에서 열렸는데

이는 4자회담이 제 네 바 정치회당을 44년 만에 재개한다는 의의

가 있었기 때운이다 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에 관한 문세 였
다

4자회담은 한미양국과 북한이 대치하는 가운데. 중국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 구
도로 진행되었다 특히 중국은 결정적인 문제에서 북한의 손을 들어 주지 않거나
한미양국의 편에 섬으로써 북한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한국은 북한
이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4자회담을 열기는 했지만 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정껑과 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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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논의는 남북이 주도하고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보장자 역
할에 국한되기를 바랐다 또한 장차 4자회담과 냥북대화를 병행해나간다는 입장융
가지고 있있 다 북한 역시 미국이 북미 직접 협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
이 4자회 담에 참여하기 는 했지만， 회담과갱에서 논의는 북한파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장차 4자회담과 북한 유엔사 장성급회망 1)을 벙행해 나
간다는 엽장이었다 냥과 북은 모두 ‘4-2 의 구도를 갖고 있었지만 주요 당사자에

대한 생각은 판이하였던 것이다
한편 미국은 냥북대화를 촉진 하는 계기로 4자회당올 활용하려는 입 장이었다 북
띠 간에는 1 993년 6월부터 핵과 미사일운제 를 중심으로 직접 협상이 개최되고 있
었다 이는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핵과 미사일문제를 북미간 현안으로 따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 나 문께는 한국의 소외였고 이 로 인해 한" 1 동맹에도 파열
음이 ’갈생하고 있었다 또한 미 국은 군사정진 위왼회가 마벼된 상태에샤 정진채제
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4자
회당을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중국은 북미정근을 차단하고 미 국의 영향력 확

대 를 견제하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4자회암에 참석하였
다 따라서 중국은 4자회담이 북띠 주도로 진행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요히
려 남북이 주도하기를 기 대하였다 이 런 차원애 서 중국은 때로는 한미양국의 입장
을 지지하고 때로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연서 중재자 역할을 통해 자신의 입지
를 확보하고자 하였다(박영호 2αlO，

159- 168)

4자회담 본회담에서 가장 첨애한 쟁점은 역시 평 화협정의 당사자문제와 주한미
군 문제었다 북한은 예상대로 정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 인 북미 긴에 명화협갱

올 셰질해야 한다는 입장이었 다 정진협정 당사자 중 현재까지 한반도에 군대룰
주둔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미국뿐이라는 것이 그 근거였다 그러나 한미양국은

21)

1992년 8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한퇴한 이후 북한은 조선인민군 판운정 대표부’ 같 설
치하고 북미 공동군사기구 설치블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한미양국은 군사정전위원회
에 복귀할 것융 촉구했으나 성과가 없자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 대표와 북한군 대표 간
에 정성급회당올 세안하였고 북측이 이를 수용하여 1998년 l 원부터 북한유엔사 장성
급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회담에는 유엔사측의 한국-미국-영국-호주(혹은 프랑스 ) 대
표 4영. 북한군즉 내표 3명 둥 모두 7명이 참석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 8월 제 14
차 회의활 마지막으로 더 이상 회담에 창석하지 않아 현계는 유영우실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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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주장은 정전협정의 서영당사자 (signarory )와 조약당사자 ( pany) 를 혼통한 것

이며 22) 나아가 설사 한국이 청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하더라도 정전협정의 당
사자와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정을 들어 한국이 명화
협정의 주된 당사자임올 주장했다 평화협정은 단순히 정전협정올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명화파피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한국의 역할을 빼고 한반
도의 평화를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액숭주 2006 , 265) 따라서 중
요한 것은 중국의 입장이었다 중국은 북한을 고려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 북한과 미국 주도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영
향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했고‘ 따라서 한미양국의 남북 당사자주의에 동조하는 입
장이었다
한편 4자회담의 의제와 관련하여 한미양국은

합의가 쉬운” 남북간 긴장완화나

신뢰구축 문제부터 먼저 논의하고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 문제 퉁 합의가 어려운
문제는 정차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반연 북한은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

문제 등 ”근본문제 n 를 제쳐두고 긴장완화 문제나 논의하자는 것은 문제해결을 회
피하기 위한 기도라고 비난하였다 중국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

은 채 4자회당에서 북미관계 개선문제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영호 2뼈.

170- 175 )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있어서는.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
라 주둔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4자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한반도 명화체제 구축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올 경우 남북한의 군사력과 주한미군

올 포함하여 한반도의 모든 군대의 구조나 배치문제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

다걱) 반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문제의 우선 의제화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중국
22) 유엔군사령관이 한국을 대리하여 서명했올 뿐， 한국은 엽연히 갱 전협정의 조약당사자
라는 해석이다(외무부

1998 . 148- 150: 재성호 200), 26-38)

23)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은 1 999년 4월 8일 국가
안보회의 결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CD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한미간의 문제이며， 냥북간이나 북이간에 논의휠 사안이 아니다

한반도에 칭략의 위협이 있는 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수척이다 @ 평화체제 구축문제
에 실질썩인 진션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의 모든 군대의 구조나 배치문제에 대한 논의
가 가능하다， 이때는 남북한의 군사력과 주한미군올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는 한미공동의 입장이다

@ 한반도에 형화체제가 구축되고 1 홍일이 。l 루어진 후에도

한반도 명화체채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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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명확한 입장올 표영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편이었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주한미 군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정한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왜 냐하연 북한은 탈냉전 이후 주한미군의 주둔올 용인하는 듯한 입
장을 표명해 왔기 때 문이 다 특히 2뼈년 6월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정일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올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몇 단계를 거치면서 변 화해왔다 앞에서도 살

펴보았듯이， 갱진협정 이후 북한은 주한미 군(혹은 유엔군)의 즉각적 철수를 요구
해왔다 그러다 1972년 l 웰 1 0일 김일성이 ‘ 정전협정을 대체 할 남북 영화협정” 체

결을 요구한 이후에는 先남북명화협정， 後주한미군철수를 주장했으며

이는 1974

년 3월 허당의 연설올 계기로 先북마평화협정. 後주한미 군철수로 변화되었다 그
러나 이 모두는 크게 보연 주한미군 즉각철수론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입장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 987년 7월 23 일자 정부성명에서부터였다
여기서 북한은 주한미군이 남북군축에 맞춰 “단계척으로

철수헤도 좋다는 입장

을 밝혔다 이어 1 990년 5월 3 1 일 조선반도의 명화를 위한 군축제안‘ 에서도 같은
1메시 지를 반복하였다(조선중앙년감 1991, ( 당 및 국가 주요회의편 ) )‘ 이어 김일성

( 1 99 1 ) 은 1 99 1 년 6월 5일 -북남 쌍방이 10만 명 이하로 무력을 감축할 때까지 주한
미꾼이 단제적으로 철수”하연 된 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시 말해서 남북간의
실질적 군축 이전까지는 주한미군의 주둔융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 었다 24) 남북
간의 실질적 군축은 통일단계로 진입할 때 가능하다고 한다연 이는 통일과정에서
미군이 동북아지역의 안갱자 역할올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 바랍직하
다 박종철 (2006 ，

11 6) 재인용

24) 북한의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론은 냉션 종식 이후 띠 국의 해외미군 감축계획에 연숭한
다는 의미도 있었다

1 989년 7월 미 상원은 넌-워너 수정안 율 흥해 해외미군 갑축계

획을 작성할 것올 국방부에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l옛년 4월과 1 99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동아시아천략구상 (터S I) 올 제출하였다 한국 일본 헬리핀 주둔 지

상군과 일부 공군병력용 향후 10년간 3단계에 걸쳐 감축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에 따

라 주한미군 일부의 l 단계 감축이 실행되었으나 2단계 갑축은 핵 위기의 발발로 199 1 년
11 월 정식으로 동질되었다 이후 클린턴행갱부는 동아시 아 주둔미군용 헌 1 0만 명 선에
서 동절하기로 갤갱했고， 이에 따라 뼈 | 년 부시행정부가 퉁장항 때까지 미군감축온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김일영 외 2003 셰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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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올 용인할 수 있다는 의미 로 해식되있다 김일성의 이 발언은 이후
북한 고위인사들에 의해 여러 차례 표명된 .주한미군 주둔용인론’의 기반이 되 었

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25)

• 1992. 1 김용순‘캔터 회담에서 김용순 노통당 국제 비샤 의 발언
• 미군주둔올 용언하며 연땅재용일 이후에도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허I (일본
의 위협을 고려해) 단계적 철수도 가능하다

• 연방제 통일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포함 남북이 제결한 모든 조약
은존중될 것이다

• 1992. 6 하와이에서 열린 〈 한반도평화와 남북통일에 관한 6개국 회의 〉에서
리상로 외교부 군축평화연구소 고문(북일수교협상 대표)의 〈 마이니 치〉 인터
뷰 (6.

23)

• 한이상호방위조약을 포합 1홍일 진에 남북이 외국과 세결한 모든 죠약은 통
일 후에도 존중되 지 않으연 안 왼다

• 멸요하다연 주한미군이 동일 후에 단계적으로 철수해도 좋다 한국과 미국
이 북한의 위협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주한미

군은세류해도좋다쩌

• 1995 9 생릭 해리슨 방북 당시 북한인사 인터뷰
• 김영남 외교부장 주한미군이 남한에 존속하는 상황에서도 남북간의 연방
을구성할수도있다

• 리찬복 조선인민군 판문정대표부 대표 (조선인민군 중장) 우랴는 현실적인
미국의 아시아 전하상 미군이 당장 내일 켈수하지 않으리라는 것올 알고 있
다 우리가 왼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닌 척대적 관계의 종식이다

• 1996 .4 미국 조지아대학 학술회의에서 북한인사 땅언
25) 이하의 발언 들은 다음을 창조하여 재구성 Witet 띠 (2004 ， 12- 13): 세계일보 1 992/1이/
%

한겨 레신문

1992/ 06/ 25. 1992/06/ 26 , 1992/ 06/ 27, 1995/ 10/ 04 , 1996/ 05/ 01, 1999/

어/07 : 동아일보 X뼈1/08/ 1 9 ， 2000/08/3 1.

26) 그러나 리상로는 사흩 후 〈 한겨레신문〉과의 인미뷰 (6. 26) 에서는 이 발언올 뒤집었다
첫 쩌 미군이 지금 당장 나가는 게 좀 불가능하다연 연방제 행식의 통일이 설현될 때까
지 단계격으로 철수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는 겔수되어야 한다 둘째 한미방
위조약은 만민족적 군사조약이므로 연방제가 실현되연 청에되어야 한다 6 , 23 인터유
와 6 26 인더유 중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 마이니치 〉가 인터뷰 내
용을 과장했융 가능성도 있지만 인더유가 언론에 공개되이 북한 내에서 문제 가 되 자
〈 한겨레신문〉을 통해 해영성 인터뷰 릎 했올 가놓성 도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정험과 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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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주한미군이 g영화유지지 역힐올 수행한다
연 주둔에 반대 하지 않는다

• 박숭덕 빈축문제연구소 회장 \"11 국은 한만도에서 평화유지지로서의 직접적
이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었다

• 2000. 6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 발인에 대한 김대중 대몽령의 진인
• CNN 인터뷰 (2000 8, 18) 주한미군에 대해 김 위원장도 동북아의 세력갇
형을 위해 동일 후에도 주둔해야 한다는 내 말에 동의했다

• Washinglol1 POS( 인터뷰 (2α10. 8, 30) 김정일 위원장은 주한미군의 필요성
을 주장하는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했다 한반도는 일본. 중국， 러시아 퉁
강대국들로 울러싸여 있기 매문에 주한미군이 남아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의 말을 듣고 매우 놀놨다

여기샤 주목해야 할 것은 1 996년 4웰 이후 2뼈년 6월까지의 공액이다 주지하

듯이 1 996년 4월은 한미정상이 4자회담을 제안한 시점인데

이 l에부터 주한미군

주둔용인흔 대신 북미 평화협정체결 주장과 미군철수롱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
딘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외교부는 1 994년 4월 28일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 룹 저l 안했는데 당시 그것이 무잇을 의미하는지， 즉 전통적인 북미 평화협정
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보다 유연한 제안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 용

을 밝히지 않았었다

1 995년 9월 생릭 헤리슨의 방북 당시 김영냥 외교부장 강석

주 외교부 부부장 동은 그 내 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한다(한겨레신문 1995/
10/여)

'

평화협정의 실현은 극히 꽉잡한 문제이기 매문에 당장의 관심사항은 아니다

그렇지 안 정전협정이 적대국가 사이에 맺이진 것이기 때문에 북미관계 개선을 꾀
하고 있는 현 국면에는 빚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명화보장 세계‘ 라는 안을 제기
했다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

한미군이 한반도 진역에 내한 안전보장 구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한미군 첼
수는 동북아시아의 힘의 갇형을 깨뜨릴 수 있으며 특히 일본의 재무장을 초래할
수도있다

이는 미군주둔 용인론과 액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96년 2월 22일 원

칙적으로는 북미 평화협정플 체견해야 하지만 당장은 장정혐정을 체경하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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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북미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연‘ 잠정협정 세안은 북미관계 개선으로 가는 데 걸림돌인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회피 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북한의 주장은 완전히 바찌어버렀다
1 996년 9월 2일 북한은 외교부 대변인 당화를 통해 더 이상 미군이 주둔할 명분
이 없다며 4자회담이 개최된다연 미군철수가 주된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당화를
발표했다(노동신문

1996/ 09/ 03) 또한 1 997년 l 훨 l 일 신년공동사셜은 올해의 투

쟁구호로 민족자주화투쟁을 제시했다 신년사냐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민족자주화

투생올 요구한 것은 1 992년 이후 처음이었다 1 997년 8월 노동신문은 북띠 명화혐
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는 “철회할 수 없는 웬칙적 입장‘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암-인 주한 "1 군을 ‘ 조 기에 완전칠수”하라고 요구했다(노동신문

1997/ 08/ 06 , 1997/ 08/ 16). 1 997년 9월 5 일자 노동신문은 동일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올 확립하는 문제로서 미 군철수를 -펼수적 전재-로 한다고 주장했
다 이후 이러한 주한미군 쩔수주장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주장과 함께 4자회담 과

정에서， 그리고 200J년 남북정상회담 이진까지 무수히 반복되었다 27)

IV . ‘9.19

프로새스’ 와 남은 쟁점

4자회담은 얘99년 8월의 재 6차 본회담올 끝으로 성과 없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회는 지속되 었다 1 998년 집권한 김대중 대통

령은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연서도 미국파 일본 동 주변국의 대북접근을 적
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 이 에 따라 미국은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북미
수교와 맞바꾸는 페리프로세스. 를 가동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은 김대중 정부의
척극적인 대북 교류협력 의사에 보조를 맞춰 先북미대 화， 後남북대화 입장 ， 이른

바 똥미 봉남의 정책올 철회하고 북미 대 화와 남북대 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27)

1 996년 가을부터 2(0)년 남북 정상회당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북한의 강경한 주장이 4자
회담에서 숭기용 잡기 위한 협상전술인지 아니연 북한체제의 보수화 즉 선군정치의 동

장에 따른 정책적 선회인지는 불운영하다

한반도 명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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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올 취하였다 이에 따라 2뼈년 6월 15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

이 개최되어 통일방안 동에 대 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해 10월 1 2일에는 조선
인민군 차수 조명록이 워싱턴올 방문하여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명화체제 구축

에 관한 의지를 당은 북미 공동 코뮤니케 를 발표하였다 특히 여기서 북한은 한반
도 명화체제 구축에는 “4자회당 둥 여러 가지 방엽이 있다@고 합의하여 향후 4자

회당이 다시 개최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그러나 2001 년 출범한 부시행청부는 클린 턴 행정부의 대북정 책을 재검토하연

서 북미접근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9 ‘ 11 테러 이후 네 오콘과 공화당 애파
들이 외교정책을 주도하연서 북한과의 대화는 진지한 문제해결보다는 북한의 블

순한 의도를 드러내 ‘처벌을 위한 국제연대 를 구축하려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딸
았다 또한 부시행정부는 2뼈년 6월 남북정상회당과 200 1 년 9월 북일정상회담 이

후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던 남북. 북일관계릎 흉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서 2002년 10월 북핵위기가 재발하였고 2003년 3월 미국이 이 라크를 침공하연서
한반도에는 ”이라크 다옹은 북한n 이라는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북한은 ‘물리

력에는 풀리력으로‘ 맞선다는 초강경의 입장 하에서 2003년 l 월 말부터 제 네바합
의로 동결됐던 핵시설올 재가동하고 플루토늄 재처리에 나섰다 이에 미국은 주한
미공군 전력을 증강하연서 북한에 대해 ‘미국은 2개의 전쟁에 동시에 대처할 능력

이 있다，‘ (럽스펠드 국무장관 2003 , 2 , 5)

군사적 융션올 배제하지 않는다 ，’‘ (파

월 국무장판， 2003 ， 2 ， 6) ， "모든 융션이 열려있다’(부시 대 통령，

2003 , 2 , 7)

동 강

경한입장올표명하였다 이서럽 미국과북한이 상호억지력으로 ‘대화‘롤해나가
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내 중국이 개입했고 핵문제를 혐상올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렀다

그러나 2003년 4월부터 개최왼 3자회담(북미중)과 2003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열린 1 - 3차 6자회당에서는 先핵포기. 後보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핵포기와 보상의 동시행동을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이 충돌하연서 아무런 성과도
내 지 못했다(임수호

2007 , 제 6장)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I영화체제 논의의 새로운 전기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선언 으로 촉알되었다‘ 2005년 2월 1 0일 북한은 외무성 성영을 통해 -우리는

부시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고립압살정책에 맞서 자위를 위헤 핵무기를 만들

었다‘여 6자회담에 무기한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조 선중앙통신 2005/

02/ 10) 나아가 3월 2일에는 외무정 비 망록올 통해 미사일시험발사 유예조치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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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유효하지 않다여 미국이 ”조건과 병운 을 안들어줘야 6자회담에 냐갈 수 있

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 2005/ 03/ 02 ) 이런 가운데 북한은 2005년 3윌 3 1 일 외
무성 대댄인 담화를 똥해 “동질과 보상과 같은 주고받기식의 문제를 논할 시기는
지났다-며 6자회담의 ‘군축회담 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미가 기술적으로 전

쟁상태에 있고‘ 납조선이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는 조건에샤 그전까지는(그것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핵무기 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조선반도에서 전쟁올 막
고 평화와 안정올 보장하는 기본 억제력(억지력)으로 된다‘고 주장했다(조선중앙
동신 2005/0ν31 ) 다시 혜서 비핵화의 진제조건으로 기숭적 전쟁상태의 해소

곧 평화협정 체결과 핵우산의 제거

곧 한미군사통맹의 사실상의 해채를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2005 년 7월 22 일 외무성 당화에서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었
다
Q)조선반도의 정전체제활 평화체제로 전환하게 되연 핵문제의 발생근원으로

되고 있는 띠국의 대조신 직대시갱책과 뻐위협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며. 그
것은 자연히 비핵화 실현에로 이어지게 휠 것이다 결국 평화체제 수립은 조

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노정으로
왼다

@ 조선반도에서

괄안정 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곧 조

선반도문제의 팽화적 해걸과징으로 된다. 그러므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재
재 수립과징은 반드시 조미사이의 평화공존과 북남사이의 명화통일올 실현
하기 위한 환경죠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

우리는 ’미국올 비 롯한 유관세력들‘ 이 평화체제 수힘과 관련한 우리의 정당

한 주장에 옹당한 주목을 돌리고 긍정적으로 호웅하기를 기대한다(조선풍앙
통신

2005/07/ 22)

Q)은 평화체제의 수립이 완전한 비핵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의미로 비핵화 과정

과 평화체제 수립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을 지적한 것이다 이 는 2α15년 9월
제 4차 6자회답에서 채택된

9 . 19 공동성명’ 에서 비 핵화와 함께

되는) 적젤한 별도 포럽(이하

( 6자회담과 구분

한반도평화포럽’ )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에 관한 협상을 가진다 는 조항으로 반영되있다 @에 서 북미간 평화공존의 환경
조성 이란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 ( negative securily assurðnce) 과 북미관계 개선
에 대한 요구로 보이며

냥복간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조성 이 란 남북 군축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정험파 갱생

더괄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보인다 그리고 @에서

미국을 비 롯

한 유관세력들 이란 한반도 평화체제문제의 당사자를 지적한 것으로
성멍 에서는 ”직접 관런 당사자들 (direcùy

relat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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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9 공동

이라는 문구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 충 상당부분이 9. 1 9 공통성명에 반영될 수 있었딘 것은 미
국의 정책전환이 없었다띤 불가능했을 깃이다 2005년경 필립 겔리코 01 국무부

고문은 유협의 냉진종식과 봉합 경험을 한반도문제에 적용한다는 구상 하에 캘리
코 보고서 를 작성하여 라이스 국무장관과 부시대통령의 숭인을 받았다 이에 따
르면， 정진협정을 영속적인 평화조약으로 바꾸고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며 동북아
의 다자간 안보협력틀을 구축하며

미국의 강요기 아니라 한국 스스로의 국익에

따파 한미동맹 유지를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퍼한 틀 속에서 북한 핵
문제에 접근한다는 구상이었다(융덕민
‘

9 . 19 공동성명

겪기는 했지만

9.

2007 . 7)

이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북한의 핵실험 등 우여콕절을
1 9 프로세스는

2.

13힘의와

10 . 3합의를

거치면서 구체화되었

다 그러나 2008 년 하반기 핵 검증과 관련하여 북미 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연
서 6자회담은 오바따 행정부 들이 서도 개정휴업 상태 를 벗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에 북한은 2뼈년 4월 로켓발사에 이어 제 2차 핵실험파 대 륙간탄도미사일 ( ICBM )
시험발사를 강행올 예고하며 북미간 빅딜 을 위한 새로운 협상판 짜기 진략에 돌
입한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북미 양자회당이나 6자회담이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그러고 그에 따라 ’한반도 평화포힘 이 언제 가동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

황이다 이하에서는 한반도 평화포힘이 가동된다는 전제 하에 혐상에서 쟁섬으로
등장할 부분을 간략히 겁토하는 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써， 평화체제의 당사자운제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운제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으포 한미양국의 남북 당사자주의와 북한의 북미 당사자주의 기 대립해왔
다 그러나 최큰에는 남북미 3자 당사자주의로 입장이 수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
고 있다 2005년 7월 22일 북한 외무성이 평화체제 당사자로 지목한
한 유관세력들 과 관련하여

같은 헤 8훨 한성렬 북한 유엔대표부 차식대사는 미

국과의 비 공식 접촉에서 남북미 3자를 언급하였다

28) 조성쉰 (2007 .

미국을 비룻

28)

특히 그는 2004년 5월 (USA

47) 에 따르연 북한은 1998년 6원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에서 한국을

당사자로 인정한 낭북미 3자 장정평화협정 처1 결흘 처음 세안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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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여ay )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군 대 를 주둔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명 화체
제 구축의 당사자이며 그 선에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올 밝힌 바 있다 한
반도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나라는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다 (Slavin

2004)

부

시대통령 역시 2006년 11 월 18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을 포기하연 전쟁종결올 선언하고 명화조약올 맺융 수 있다-며 냥북미 3자의 조건
부 종전선언 가능성을 내비 진 바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포럽에 3자만이 참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 '2IXJ7년

10

월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0 , 4합의에는 -냥과 북은 항구적인 명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데 인식올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
도 지역에서 만나 총선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한다" (제 4항)고 되어 있다 그 직
후 10월 7일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은 명화체제 수립에서 배제되 지 않옹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현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본객으로 4자체제

이다，‘(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3자 또는 4자안은 북측 재안이고 ， 중국이 원하

연 포함될 수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고 밝히는 퉁 사태 진화에 나섰다 중
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OCIR ) 푸멍즈 원장조리에 따르연.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
제 수립과정을 방관만 하지 않을 것이며 .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다며 명백히 2+2( 남북 + 미 충)의 구상을 갖고 있다 한다 ( Mengzi

2007)

네그로

폰테 미 국무부 부장판 역시 2007년 10월 23 일 미국기업연구소 (AEI) 연성에서 한
반도 명화체제의 당사자는 남북한과 함께 미국. 중국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
다 (여인곤

2007 , 196)

중국 배제는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 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

은 '2IXJ7년 키신저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북한의 전략척 관계는 북한에 도웅이
되며 지역올 안정시킨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더욱이 그는 뉴욕에서 열린 토론회
에서도 -중국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이 없다 미국온 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 고 발언했다고 한다(윤덕민 2007 , 6}, 그러나 이는 미국과 중국 간
에 등거리외교를 휠쳐 최대의 이익을 산출하겠다는 구상이지， 중국올 배제하고 친

미국가가 되겠다는 구상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과거 4자회담 준비과정에서 중국
배제론올 주장하다 결국 4자회담에 참여했듯이， 결국은 중국의 참여를 수용할 가
능성이 높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에 ‘성의 를 보여야 할 것이고 이 과

정에서 북중 밀착을 막기 위한 미국과 충국의 대북 접근경쟁이 발생할 가농성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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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의 판계문제이다 과거 4자회 담 때와 달리 현재는

비 핵화가 한반도 영화체제 구축의 핵심 구성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노무현 정부
는 한반도 평화포럽 에 서 평화협상을 벌이다가 정치적 추동력이 필요할 때 4자가

종전선언을 한다는 구상올 갖고 있었다(외교통상부 2007)
일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는

그러 나 2007년 10월 8

종전선언 또는 평화체제 논의의 선결조건은 북한 핵

무기와 프로그랩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라고 밝힌 바 있다 명화협정이 곧

종전이 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올 계기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종
전선언은 비핵화의 마지악 단계에 가서나 가능하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07/

10/ 25 ) 그 러나 2007년 1 2월 3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과 라이 스 국무장관이 핵
불능화와 신고 이후 핵폐기 과정에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로 합의함
으로써 논란은 종식되었다(여인곤 2007 , 195)
이렇게 보면 9 , 19 프로세 스에서는 ”핵 신고 빛 불능화 -

상 시작 •

핵 폐기 과정 본격화 -

한반도 종전선언 •

한반도 평화체제 협

핵 폐기 완료 •

한반도

평화협정 치l 결 ”의 구도하에샤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따른다

하나는 노무현 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합의된 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정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과연 비 핵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핵 폐기로 볼 것인가 하는 정 이다
한미양국은 한반도 비 핵화를 3 단계로 보고 있다 지 난 2007년 8월 종료된 핵시

설 폐쇄/봉인이 l 단계이고， 핵 불농화와 신고가 2단계이며‘ 나머지 핵 프로그램
해체 및 핵무기 해채를 포괄적으로 3단계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
프로그램 해제와 핵무기 헤체를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핵 프로그램은 북

미수교나 경수로제공 퉁의 보상과 교환할 수 있지만. ‘이미 만든 핵무기”는 북미

수교 이후에나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29) 실제로 북핵 3단계를 위해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에는 핵무기는 제외되어 있는데‘ 부시행정부는 이를 수용하였다
따라서 부시행정부 역시 북한파 마찬가지로 3단계가 아닌 4단계 비핵 화 구상을 가
지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이국은 3단계에서 플루토늄을 전량 반출함으로써 실제

29) 01 는 2003년 1 2월 16일 리근 북한 외 무성 미 주국 부국장。1 01 국 민간정책연구기관인 국
가갱책센터 (CNP) 에 보낸 공개답변서에서 처 응 주장되었다(러 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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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폐기의 효과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
에 사용왼 플루토늄까지 해외반출에 동의할지 미지수라는 쟁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상과 한미통앵 간의 충돌에 관한

문제이다 .9. 1 9 공동성명 제 l 조는

미 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

띠 핵무기 혹은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침공할 의사가 없다 고 밝히고 있다
이는 소극적 안전보장에 관한 공약이다 비핵보유국에 대현 핵보유국의 안전보장
은 적극적 안전보장 (positi ve

secwiry

assurance) 파 소극적 안진보장으로 나쉰다 전

자는 어떤 비 핵보유국이 핵보유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받거나 핵위협을 받을 때

제 3의 핵보유국이 군사적 지원을 통해 안진을 보장한다는 개념으로서. 떼우산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반연 소극적 안전보장은 핵보유국이 비 핵보유국에 대해 핵사
용 및 핵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올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그 약속
이 신뢰할만한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비핵보유국은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원하는 반연 핵보유국은 그러한 구속은 자국의 행동능력을 제약하기 때문에 꺼려
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한국

북한

미국의 관계처럼 어떤 나라 ( 미국)가 A ( 한

국) 라는 비핵보유국에 적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동시에 B ( 북한)라
는 비핵보유국에 소극척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1 만일 A 와 B가 적대국일 경우‘
A에게는 핵우산의 약화 안보공약의 후퇴로 비치게 된다 rtf 과서 미 국의 대미 소

극적 안전보장과 대냥 적극적 안전보장은 딜레마의 관계에 있으며(임수호 2007.

134) 북한으로 하여금 마국의 소극적 안진보장을 믿지 옷하게 하는 핵심 근거가
되고있다 .

북한이

이미 만든 핵무기”는 북미수교 이후에 나 논의할 수 있다고 주징하는 짓

도 핵무기를 북미수교를 압박하는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지만 실
제 북미 수교 이후 새로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차드로 남겨두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만일 후자일 경우 북한은 그 실현가능성과 무관하게 해무기 폐기문제를 미
국의 니l 남 핵우산 폐기나 주한미 군 지위변경 문제 퉁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
남 적극적 안전보장을 폐기함으로써 대북 소극적 안전보장을 확설히 하겠다는 구
상인 것이다 실제 북한은 2009년 l 원 13 일과 1 7일 외무성 발표형식으로 미국의

대냥 핵우산이 폐기되어야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임수호

2009)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 한미군사동맹의 요체
인 대냥 핵우산을 폐기할 수는 없는 일이며 . 이에 따라 향후 북미협상이나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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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tabljslùng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Contentions between Two Koreas

Li m, 500 -뻐

l 뼈$때 E따1OO1K: R쨌Iφ 뼈n이e

Since the rupture of the negotiations in 1954 Geneva Conference on the Korean Peninsular
Question,the Two Kore<ι have long contended with eaιh other on tlle issue of establishing the
Korαm

Peninsula Peace Rcgimc (KPPR). 끼le main poinl of conlcn tÎ on hM becn Lhat of ‘ who

would be entitled to participatc in negotiating the eswblisrunent of the KPPR: From 1954 to
early 1970s, South Korea mainwined the position that th밍 United Nations was the only key
party , whilc North Koπaar딩ued that the Two Koreas IVcre thc key parti앉 From mid-1970s to
today. however , Seoul has been arguing tbat tI, e TlVo Koreas are the key panies, IVhi le

Pyongyarlg claims DPRK and thc U.S. as tlle pmties of concem. Th is paper uies to analyze tlle
shifting positions of the TlVo Koreas relative to the issue within the spherc of the grand
st.rntegl~、 이

lhe lWQ KOrea5. Moreover, by focusing on the parties of concem and (he nuclear

problem, it will al50 examine the fmure points 01" contention that will arise during the course of
discussing the Korean Peninsula Pe;:lce Regimc hcreafter

Keywords: Korean Pcninsula Peace Rcgime. Directly-related Parties (T wo Koreas) , Rω|
Parti앉

(Nonh Korea and U.S.). New Peace Arrnn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