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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법 륜｜ 3

●인사말

법 륜 평화재단 이사장

세기 말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시작된 조선의 개항은 결19

과적으로 한반도가 세계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

니다 지금 세계는 세기 냉전체제 해체와 탈이데올로기에. 20

이어 전지구적 환경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지역과,

국가의 경계마저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에서도 한반도는 세계인들의 머리 속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

민지 동족간의 전쟁을 치른 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급, , ,

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한 나라 월드컵 때 보여준 폭발적인 잠재력을 지닌 나라 등,

으로명암이엇갈린모습으로기억되고있습니다.

분단 년 한국은 세계 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어 정보화 사회의 최첨단을 걷고 있으63 , 12

나 급격한산업화와민주주의로내부갈등이심화되고 다문화사회로가면서모두를통합해, ,

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또 다른 반쪽인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하.

여 안정된출발을했지만오늘날심각한경제난으로일부주민들이아사위기에처해있고

수령독재체제로인해국제사회로부터열악한인권침해국가로비판받고있습니다.

북핵문제로야기된 자회담과북미관계의진전은불행중다행으로 모처럼한반도를둘6 ,

러싼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자는 논의로까지 이어져 다른 어느 때보다 주변국의

호의적인 협조 아래 통일코리아가 곧 다가올 현실처럼 일정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남북한의 긴장국면은 모처럼의 호기를 놓치게 되는

건아닌가하고우리를긴장하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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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건국 주년이되는해입니다 사람도나이예순이면희로애락의모든순리를이60 .

해한다고 합니다 남북의 갈등과 대립으로 빚어진 한반도와 동북아의 갈등을 이제는 지혜.

롭게 성찰하며돌아볼때입니다 과거의아픔과상처를딛고현재의문제를슬기롭게풀어.

가면서 미래의 발전을 건설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남북의 통일은 세기와 세기가 남. 19 20

긴 문명사적 과제를 해결하고 세기에 새로운 모습의 미래문명을 열어갈 것입니다 서로21 .

다름을 인정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지혜가 필

요합니다 평화재단은 이제 화합과 상생 공존의 새로운 문명적 전환을 이루어가는 통일코. ,

리아의 모습을때늦지않게준비해가고자합니다 갈등의골을넘어이제는통합과상생의.

시대 속에서 한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며 세계 속에서 통일된 코리아의 의미를 잡아보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자 준비한 이번.

심포지엄에많은관심과격려를보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2008 7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제마당 발 표[ 1 ] 1 ｜ 최원식 5

● 제 마당[ 1 ] 발 표 1

동아시아공동의미래를찾아 한중일 국의민족주의를넘어: 3

동북아의평화를위한비망기 민족주의와민주주의- : -

최원식 인하대 인문학부 교수

소강상태의최근동북아정세1.

소강과변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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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공동의미래를찾아 한중일 국의민족주의를넘어: 3

동북아의평화를위한비망기 민족주의와민주주의- : -

발 표 1 최원식 인하대 인문학부 교수

평화재단에서 내게 준 주제는 동아시아 공동의 미래를 찾아 한중일 국의 민족주의를: 3「

넘어 이다 순항하다가도 기회만 오면 타오르는 민족주의의 충돌들로 문득퇴행을 거듭하.」

곤 하는 동북아 정세를 돌아볼 때 특히 한중일 세 나라의 민족주의를 어떻게 넘어서느냐, ,

하는 문제는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그 공존공영 의 미래를 여는 데 관건적 요소, ( )共存共榮

가아닐수없다.

물론 민족주의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극복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오직 부정의 대,

상으로만 치부해선 곤란하다 이는 꼭 서구의 충격 이후 동아시아 각국이 간난 속에서 오. ,

늘의 형세를 이룩하는 데 기여한 민족주의적 동원력의 효용만을 염두에 두어서가 아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동북아에서 민족주의는 강고한 현실성을 획득했고 또 앞으로도 일,

정한 역할을 맡을 것이 예상되기에 그저 넘어서자고 또는 넘어서야 한다고 공자 말씀만, ,

외워서는 오히려 극복의 가능성으로부터 더 멀어질 염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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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언어주술에서 벗어나야 할 터인데 그 동안의 민족주의적 충돌들을 곰곰이 살피건,

대 그들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드는 것이다 년. 2002

한일월드컵공동개최같은전화위복 의사례도없지않았거니와 최악의갈등들조( ) ,轉禍爲福

차도상호교류또는상호침투의심화를반증하는것이기도하기때문이다.

이 점에서 나는 한중일 세 나라에서 작동하는 민족주의의 기제를 좀 더 냉철하게 관찰

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한다 세 나라가 처한 현실에 즉하여 차별된 형태로 드러난드러나. /

는 민족주의의 생태를 실사구시적 으로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그 안에서 극복의( )實事求是的

싹을 탐색하는 방법적 선회가 요구되는데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짝으로 세워 고찰하는,

것도한방편이겠다.

소강상태의최근동북아정세1.

최근 동북아시아 각국 특히 한중일 세 나라는 국내문제로 소란하다 중국은 쓰촨, . ( )四川

지진참사로 한국은 미국 쇠고기 파동으로 일본은 헌정사상 초유의 후꾸다 야스오, , (福田康

총리참의원문책결의)夫 1)로 그런데내우 가외환 으로연동되곤하던관례를. ( ) ( )內憂 外患

깨고기이하게도나라사이의관계들은소강상태에진입한느낌이다.

사사건건 대립했던 중일이 수교 주년 을 전후해 본격적인 월시대로 들어섰다35 (2007) .

년 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얼음을 깨는 방중 년 월 원 자바오2006 10 ( ) ‘ ’, 2007 4阿倍晉三

총리의 얼음을 녹이는 방일 그리고 년 월 후꾸다 총리의 방중에 응답하( ) ‘ ’, 2007 12溫家寶

여 올 월 후 진타오 주석이 중국 정상으로서는 년 만에 봄나들이 방일에 나5 ( ) 10 ‘ ’胡錦濤

섬으로써 년 월 고이즈미 준이찌로 전 총리의 야스꾸니 참배 이후 조2001 10 ( )小泉純一郞

성된 중일관계의 겨울에 마침표를 찍은 느낌이다 그 사이 물론 해프닝도 있었다 쓰촨에. .

구호품을 보내는 데 자위대 소속 수송기를 파견하려다 불난 틈에 물건 훔치는‘ ( )趁火打劫

격이라는중국여론의강력한반발로무산된경우가그것이다 중일전쟁당시국민당정부’ .

의 임시 수도 충칭 이지진지역가까이있다는사실과공습의기억이새로(1938~45) ( )重慶

운 쓰촨 하늘에 비록 수송기일지라도 일본자위대 소속 비행기가 유유히 떠가는 것의 상징

1) 보도에 의하면 월 일 일본 참의원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총리 문책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은 법적6 11 .
구속력이 없기에 그 의의에 과민할 필요야 없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점에서 귀추를 눈여겨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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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일본 조야 가 경시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하순 일본의 미사일 구축( ) . 6朝野

함 다까나미 가 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 입항하리란 보도는 흥미롭다 년( ) 2 . 2007高波

월 일중일국방장관회담에서이뤄진합의에따라지난해 월말중국미사일구축8 30 11

함 션전 이일본하루미 에입항( ) ( )深 晴海圳 2)한 데 대한답방으로일본구축함이드디어중

국을방문한다니수송기파견무산을만회한진전이아닐수없다 작은물결들이때로헤.

살을놓겠지만큰흐름을뒤집기는어려울듯싶다 요컨대중일의화해는이제전략이다. .

이 기조에서 본다면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 가스전을 일본과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는 것

또한 놀랄 일이 아니다 츈샤오 일본명 시라까바 등 개의 가스전이 양국의 배. ( : ) 4春曉 白樺

타적경제수역 에걸쳐있다는일본의주장에대해그동안중국은단호했다 결코양(EEZ) .

보할 수없는주권이라는방패로무장했던중국이그런데방패를짐짓비킴으로써현안중

의 현안을 해결했던 것이다 중국은 대국굴기 에서 도광양회 로 복귀한. ( ) ( )大國崛起 韜光養晦

것인가 베이징올림픽의성공을향해질주하다가티베트사태와지진참사등뜻밖의암초를?

만난중국의곤경이일본과의화해에박차를가한셈인데 동아시아의평화라는대국, ( )大局

에서는의미있는진전이라고보아도무방할터이다.

중일 화해에 반해 그 동안 친 했던 일본과 타이완의 관계는 균열하고 있다 월 일. 6 10

타이완 어선이 센까꾸 열도 근해에서 일본 순시선과 충돌해 침몰한 사건을 계기로 센( )尖閣

까꾸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비등한다 그런데 타이완과 일본( ) .釣魚島

의 긴장이라는 국면은 간접적으로는 중일화해 직접적으로는 양안관계의 봄이라는 국면- , +

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탈중국을 지향했던 민진당의 쳔 수.

이볜 대신 국민당의 마 잉쥬 가 새 총통으로 취임하면서 심각한 갈등을 겪( ) ( )陳水扁 馬英九

던 양안은 바야흐로 봄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월 국민당 주석 우 보슝 이 베이징. 5 ( )吳伯雄

을 방문 후 진타오 공산당 주석과 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집권당 주석이 만난 것, 28 .

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이라는데 후주석이 공식석상에서 우주석의 지위(1949) ,

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더욱 놀라운 변화다 하루 전에 후주석과 회담한 이명박. (李明

대통령의 방중 보도 못지않은 대접을 받았다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닌 모양이다 그 동안) .博

타이완의 행보에 어지간히 애를 끓였던 중국으로서는 마총통의 취임을 차 국공합작으로3

이끌 절호의 기회로 파악하고 있다는 속내를 보인 터인데 양안은 바야흐로 일로순풍, (一路

2) 년 월말 중국 구축함 션전이 동경 하루미항에 정박한 것은 북양함대 소속 젼 워앤 이 일본을 방문2007 11 ( )鎭遠
한 년 이후 무려 년 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본은 이 구축함의 시설과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1891 116 .
는 데 깜짝 놀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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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년만에복원된중국의해협회해협양안관계협회와타이완의해기회해협교류) . 9 ( ) (順風

기금협회는 월 일 회담을 통해 월부터 주말 직항노선을 열고 중국 관광객의 타이완) 6 13 7

관광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일중각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국에 대한 각. ( :一中各表

기 다른 해석을 용인한다의 원칙 아래 드디어 역사적인 첫 하늘길이 열리는 결실을 얻게)

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타이완과 일본의 갈등이 이 지역에 최근 조성된 평화무드를 뒤.

집을 파괴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양안관계와 중일관계가 모두 양호하.

기 때문이다 미국이타이완에대한무기판매전투기와미사일등 억달러를보류했다. ( 120 )

는 보도에 유의하면 양안관계의 진전에 미국 또한 우호적인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가지,

게 된다 월 일일본이타이완에공식사과함으로써일본과타이완의긴장이일단진정. 6 20

국면에들어선것은양안관계와중일관계의양호함이일본과타이완의갈등에긍정적억지

력을행사하고있음을잘보여준다고하겠다.

이명박정권 등장 이후 자칫 갈등할 소지도 없지 않았던 한중관계는 이대통령의 방중으

로균형을잡았다 정상회담 을통해 비록북중관계보다낮은단계지만 기존의 전면. (5.27) , , ‘

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중관계를 격상시키는 데 합의한’ ‘ ’

것은 그 단적인 표현이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상호보완적이며 한국이 한쪽으로 치우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이대통령의 언명도 새 정부 출범 후 기존의 한미

동맹 일변도로 복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중국 측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한

터다 한중일 자 협력을 위하여 올해 월 일본에서 국 정상과 외교부장관이 만날 예. “ 3 9 3

정 동아일보 이라는 대통령의발언 또한 주목할 대목이다 기존의 한미일 관계”( 2008.5.30) .

를 다시 중시하면서도 탈냉전 이후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그것대로 챙긴다는 복선을 깐

것이데 해볼 만한 줄타기라고 하겠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동맹 우호체제, . ‘1 3 ’3)를 굳이 들

지 않더라도 한국 또는 한반도의 운명에 미치는 중국의 그림자는 장대하다 이 점에서 어.

렵게성사된이대통령의쓰촨방문도긍정적이었다 문제는방문이후다 한국정부의성의가. .

구체적인실천으로실현되어야이번방중이단순한달래기차원을넘어서는것이라고중국

정부와 인민이 수긍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중 사이에는 증대하는 교류에 자연스럽게.

부대 하는 갈등의 품목들이 엄존하고 있다 무역마찰 동북공정 탈북자 송환 그리고( ) . , , .附帶

3) 우리도 다극화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중 러 일과는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 , .
동맹 우호 체제가 우리가 나갈 길이다 중러 다 우리를 침략했고 마침내 일본이 병탄하지 않았나 미‘1 3 ’ . , ?

국이 일본의 식민지 침략을 지지해 줬는데 만약 미국이 그때 반대했으면 일본이 못했다 미국은 그렇게 중요.
하다 미국이 안정자 균형자 역할을 해주면 그 셋에 대한 견제가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 나라와도 관계, .
를 잘 유지해야한다 그래야우리가안정이되는데 그게 자가되면동북아안보체제다 한겨레. , 6 .” 2008.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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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북한문제 한중관계보다도 한 차원 높은 전통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

북중관계도향후북한문제를한중이공동으로관리하는데극복해야할과제”4)가 아닐 수

없다.

한일관계 역시 안정적이다 지난 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문제를 들고 나와 예민했. 5

지만 한국의반발에일본이후퇴함으로써더이상연소하지는않았다 한일은오랜충돌의.

경험속에서간헐적으로다투지만그럼에도공생할수밖에없음을인정한부부처럼싸움의

규칙에암묵적으로적응한것같다 미국일변도의고이즈미퇴장이후 특히동북아시아의. ,

협력을 중시하는 후꾸다 총리가 등장한 이래 한일관계에 오랜만의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

북일관계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회동 에서 북한이 일본. (6.13)

인납치문제 재조사와 요도호 관계자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세기 입항 등

대북경제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데 합의하였다는 보도는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물론.

합의사흘만에여론의악화로일본정부는유보로돌아섰지만결국은북일교섭이진6.13

전될 공산이 크다고 판단된다 요도호 납치 사건만 해도 그렇다 현재 북에 남아있는 명. . 7

의 납치관계자들은무고한인민들에게폐를끼친이사건에대해깊이반성하면서강력한

귀국의사를 보이고 있다는데 야마나까 유끼오 구원연락센터 사무국장에 의하면 일본 정, “

부 특히 경찰은 요도호 관련자들이 귀국해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는,

것보다 현재 상태로 남아 있는 게 북한 봉쇄를 위해 더 낫다고 생각 한겨레”( ,『 』

한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 이번 북일회동이 일본을 존중하면서 상황을 타개하2008.6.20) , . “

려는 미국의 중재로 마련된 것 동아일보 이라는 점도 그렇거니와 최근의”( , 2008.6.14) ,『 』

동북아정세를감안할때 이제북일교섭도때가꼭찬듯싶다, .

소강과변법2.

이처럼 동북아가 잠재적인 갈등들을 안고 있음에도 최근 소강상태에 들어선 것은 왜 그

런가 아마도 부시의일방주의가한풀꺾이면서도래한북미관계의변화가큰원인이아? ,

닐까 싶다 일본교과서 문제 와 중국의 동북공정 년에 시작되었으나 한국에서. (2001) (2002

비등한 것은 년 등으로 동북아시아가 한창 시끄러웠던 세기 입구 어름이 바로 식2004 ) 21

4) 전병곤 한중정상회담 통일시대 면, , 2008.6, 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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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난에 이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로 북한의 차 핵위기가 발발한 시대라는NPT( ) (2003) 2

점을 상기하면 한반도의분단에급격한변경이시도된때한중일사이의갈등도착종했음,

을 다시금 확인하게된다 북의붕괴를겨냥한부시정부의정책이한반도분단체제의평화.

적 해소를지지하는안팎의역량에부딪쳐변화하면서한반도가상대적안정으로돌아섰으

니 과연북한문제는이지역의평화에관건중의관건이아닐수없다, .

한반도의 안정이 긴요하다는 데 동의한 국제정치적 타협 속에 간신히 이룩된 최근 동북

아시아의 소극적 평화를 하나의 체제로 들어올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요구되는가 일언?

이폐지 하면각나라국민들사이에진정한우애가싹터야한다는점이다 정부( ) .一言以蔽之

간타협에의거한소강적평화상태에도불구하고국민간우애는아직도멀다 후주석의방.

일에 대한 일본매스컴의 반응은 의외로 냉랭했다 역도 마찬가지다 일본을 바라보는 중국. .

의 여론은더욱강경하다 정부간교섭만으로국제관계를안정시키기는어렵다 상대국여. “ .

론의 신뢰를 받게 하는 퍼블릭 디플로머시에 유독 서툰 두 나라지만 이런 대 여론 외‘ ’ , ( )對

교를 잘하지 않으면 중 일관계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후지와라 기이치- ” (藤原歸

의 지적은 정곡을 얻은 것이다 훈풍 속 중 일 국민끼린 왜 멀까 동아일보) .( - , ,一 「 」『 』

이 현상이 어찌 중일에만 적용될까 외압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외톨이 신세인2008.5.30) ?

북한은 우선 제외한다손 치더라도 한일 한중은 물론이고 양안 사이도 그렇다 국민당의, , .

친대륙정책에대한야당을비롯한타이완의여론이비등하고있다는데 제 개념, ( , 3白永瑞 「

의 중국과 분단체제론 서남통신 두 정부의 정치적 친선이 양안의 국민적, , 2008.6.10)」

우호와는거리가있다는반증일터다.

국민간 화해를 기초로 정부간 화해가 이루어지면 말할 나위 없거니와 후자가 전자를,

이끈다면 그또한 차선일 수있다 그런데 동북아 국에서 물론국민간의 교류면에서냉. 3 ,

전시대와는비할바없는진전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아직도정부간화해가국민간화해,

로 잘 이전되지 않는다 사실은 이 지역에서 국민 사이 또는 인민 사이의 국경을 넘는 교.

류 자체가 일천하다는 점에 착목하자 그처럼 유구한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쇄국이 장기지.

속함으로써 특히 한반도의 분단을 경계로 신판 쇄국이 교착하면서 교류는커녕 적대적 무,

관심이이지역에팽배했다고해도지나친말은아닐것이다.

이 점에서 최근 인터넷을 통해 분출되곤 하는 한중일 세 나라 젊은이들의 민족주의 전

쟁이란반일 반중 반일의형태로나마폭발하는상호관심의표출이라는역설이성립할지도, ,

모른다 다카하라 모토아키 는 인터넷을 서식처로 삼는 새로운 도시적 하위문화. ( ) “高原基彰

의 하나”5)로 자리 잡은 신민족주의의 차이에 주목한다 경제성장이라는 공통된 국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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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설정함으로써성립할수있었던 고도성장형 내셔널리즘 면에대해서젊은이들‘ ’ ”(19 )

의 신민족주의는 사회유동화속에내던져진계층의내셔널리즘 즉 개별불안형 내셔널리“ ” ‘ ’

즘 면으로 분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도성장은 일부 기득권층의 배만 불려 왔(61 ) . “

다는 일종의 억울한 감정과 중간층의 대열에 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기초한” “ ”

후자는 전자에 비판적인데 면 반 유희적 움직임 면 또는 취미화한 내셔널리,(20 ) “ ( ) ”(21 ) “半

즘 면이라는 형식 또한 그렇다 중간층이 분해의 압박에 직면한 동시성 그 불확실한”(123 ) . ,

미래에서 속절없이 흘러오는 불안이야말로 아시아 이웃에 대한 취미적 적대의 기원이라는

진단이흥미롭다 세계적경제대국으로우뚝하지만그만큼그늘이깊은일본 개발독재를통. ,

한 압축성장이후 민주화와불황이손잡고찾아온한국 그리고개혁개방이래경제적풍요, ,

를 향해질주한끝에신판양무 의위기에직면한중국 다른경로들을통해유사한곤( ) ,洋務

경에직면한한중일세나라젊은이들이신민족주의로경사되는현실이침통하기조차하다.

그런데 두 민족주의를 섬세하게 분별하는 일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양자의 비

연속성이현실화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회의적이다 그는후자를 다원화내셔널리즘 전. “ ”,

자를 균질형 내셔널리즘이라고도 지칭하는데 면 그 균열이란 실제 전투 속에서는 가“ ” ,(43 )

뭇없이 사라지곤 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차이의 토론이라기보다는 차이를 지우는 제론. (齊

으로 달려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하기 때문이다 신민족주의의 배경이 아시아) . “論

멸시의 전통이아니라 불투명한미래의 전망 면이라고하더라도불안이멸시로전화, ”(115 )

한 점에서는 양자는 연속적이다 젊은이들의 신민족주의를 구민족주의로부터 구원하기 위.

해서도 불안이멸시로전화하는회로를차단해야마땅할터인데 이제는교류와충돌의지,

루한 또는 유희적 반복에서 한걸음 진화해야 한다 충돌에 잠재된 친교에 대한 갈증과 신.

민족주의의 균열을 자상히 독해하면서도 우리 안에 억압된 아시아를 일깨움으로써 한국인,

이면서 일본인이면서 중국인이면서도 동시에 동아시아인이라는 공감각 을 어떻게, , ( )共感覺

계발하는가 이것이문제다, .

동아시아인이라는 공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시민적

차원을 더욱 강조해야 하는 단계에 도착한 것이 아닐까 경제성장의 조 는 정치적 무? “ ( )燥

력감의울 과표리일체를이루고있다 면는다카하라모토아키의지적처럼 경제적( ) ”(247 ) ,鬱

성장의 혜택을 듬뿍 받은 바링허우 년대 출생자세대의 거침없는 민족주의의 그( : 80 )八零後

5) 다카하라 모토아키 한중일 인터넷 세대가 서로 미워하는 진짜 이유 삼인 면 이하 이 책 인, , ( , 2007), 34 .『 』
용은 따로 주를 달지 않고 이 책의 면수만 표시함.



제마당 발 표[ 1 ] 1 ｜ 최원식 13

늘이란 바로 민주주의의 문제인 것이다 이는 비단 중국에만 해당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

한국도 일본도민주주의는 아직도 도정에 있다 민족주의를 근본에서견제하는 민주주의의.

재발견 또는 전인류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절실하다 이미 지적했듯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는 꼭 대립적인 것은 아니다 민족주의가 민주주의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민주.

주의가민족주의를통해실현되기도한다 한국사를돌아보건대 민주주의가민족주의를각. ,

성시킨 월혁명 이전자를대표한다면 민족주의가민주주의를일깨운 운동4 (1960) , 3.1 (1919)

은 후자에 가까울 것이다 이처럼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흥미로운 관계를 이루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특히 독립과 자주가 초미의 과제인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민족의 이름으로,

유보되곤했다 더구나러시아혁명 이후 세기사회주의 레닌주의모델및그아시. (1917) ‘20 ’(

아적 변종들가 동아시아의 요괴로 횡행하면서 민주주의는 자주 형해화했다 중국과 북한) .

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은 물론이고 일본과 한국등 그에 대립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민주주의는반공을빙자하여자주왜곡되었던것은주지하는바가아닌가?

이 점에서 최근 동북아 나라들 사이의 평화는 변법의 적합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바.

깥을 빙자하여 내부 개혁을 유보하는 핑계를 제거한다는 소극적 측면에서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지역의평화가변법의추진을안팎에서돕는인큐베이터라는적극적의미에서더욱

그렇다 쓰촨지진참사가 부리는 마술에 주목하고 있지 않은가 날림공사로 피해가 집중된. ?

아이들을잃은학부형들의집단적항의와구호품을빼돌린관리들의파렴치행위에대해현

지 주민 수천 명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했다는 보도 등을 감안컨대 이 재난의 폐허

에서민주주의가싹트고 있다는어떤감동을맛보게 된다 티베트사태에 대해 민족주의를. “

무기로서방에대항하면서과연소수민족에게민족주의를포기하라고요구할수있느냐고”

반문한중국언론인장핑 이결국당에의해직위박탈된사건 동아일보( ) ( , 2008.5.8)張平 『 』

과 비교하면 금석지감이다 아마도 쓰촨 이후 중국민주주의의 불씨는 새로운 분기점을 맞.

이할 터인데 그렇다고 중국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서방 또는 그 아류 매체들의 방향 역,

시 긍정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중국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면 민족주의가 폭발한다. .6) 티베

트사태가 한창 달아 올랐을 때 중국의 민족주의는 그 반동으로 더 거세게 타올랐으니 바,

링허우세대를선봉으로장핑을매국노로규탄한조리돌림이인터넷을타고흘러넘쳤던터다.

6) 김대중은 말한다 만약 미국이 일본과 함께 중국에 과도한 군사적 압력을 가하면 중국의 민족주의는 폭발하.“
고 군부가 세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위험한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이 위협을 느끼. .
지 않을 만큼의 균형 잡힌 군사력만을 유지하고 중국의 내정에 전념하도록 유도한다면 다시 말해 일종의 햇,
볕정책을 실시한다면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가져 볼 수 있다 한겨레, .” , 2008.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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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북아시아의지역적소강 은각나라의변법추진에절호의기회를제공하고( )小康

있다 북미관계의안정과함께아시아에서 번째로치러지는베이징올림픽또한이지역의. 3

평화기조를적절히받치니 중국은물론 북한도신판변법으로가는길을지혜롭게모색할, ,

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변화는 결국 그를 빙자하여.

민주주의가더급진적이거나더보수화하는일본과한국의민주주의를공화의이름으로협

치 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들어 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동북아시아 각 나라( ) .協治

의 국민들 사이에 동아시아인이자 세계시민으로서 진정한 우애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

날 그 지루한성공으로가는길을함께만드는일이야말로진정우리시대의보람이아, ‘ ’

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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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당[ 1 ] 발 표 2

건국 주년 한국 현대사의 성찰과 한민족의 미래60 ,

미래를 향한 교훈의 추출을 위한 하나의 시도- -

김학준 동아일보 회장

머리말I.

논리 전개의 기본 틀II.

남북상호보완 전제 아래서의 발전전략 및 통일정책 대III.‘ ’

남한단독생존가능 전제 아래서의 발전전략 및 통일정책‘ ’

국제관계 전반에서의 냉전체제 붕괴가 한반도에 미친 영향IV.

남북화해주의의 확산과 비정통적 반대 의 시민권 획득: “ ” “ ”

맺음말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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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주년 한국현대사의성찰과한민족의미래60 ,

- 미래를향한교훈의추출을위한하나의시도 -

발 표 2 김학준 동아일보 회장

머리말I.

이 글은 대한민국 건국 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주최자 평화재단의 요청에 따라60 , ,

대한민국이걸어온길을재조명하고거기서대한민국의미래방향과관련해교훈을추출하

려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 연결된 글을 필자는 이미 부분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이글은새로운독창적발상의산물이라기보다기존의발상을되풀이하면.

서 보다 정 하게 다듬어보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특히 처음부터 확실하게 말해두고자 하.

는 것은이글이완결된논문이아니라토론을위한발제의초고라는점이다.

논리 전개의 기본 틀II.

제한된 지면 안에서 건국 주년을 재조명하기 위해 하나의 기본 틀을 설정할 필요를60 ,

느낀다 그것을 민주화 대 산업화라는 국가발전 목표의 대비로 또는 보수주의 대 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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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주의라는 이념적 성향의 대비로 또는 남북한 대결주의 대 남북한 화해주의라는 민족’ , ‘ ’ ‘ ’

문제 해결방안의대비로각각설정할수있을것이다 그러한틀의타당성을인정하면서도. ,

필자는 대한민국을 완결성의 국가로 보는 입장과 미완성의 국가 또는 부분국가로 보는‘ ’ ‘ ’ ‘ ’

입장의대비라는틀을덧붙이고자한다.

그러면대한민국을 완결성의국가로보는입장과 미완성의국가 또는 부분국가로보‘ ’ ‘ ’ ‘ ’

는 입장이란 무슨 뜻인가 이 용어들에 대해서는 그 적실성에 대해 필자도 여전히 심사숙?

고하고 있으며앞으로더정교하게다듬으려고한다 그전제아래이발제에서는일단잠.

정적으로쓰기로하고 대체로다음과같은설명을시도하고자한다, .

전자의 입장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는 대한민국 헌법“ .”

제 조에 적절히 압축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개헌을 했지만 이3 . ,

조항에 대해서는한차례도손을대지않았다 한차례도바뀌지않은조항들가운데하나.

가 이영토조항이다.

그러면 이 조항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조항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에 대해 배타적?

이면서 독점적인 주권을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치권을 또는 관할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완결성의 국가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 조항은 자연히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별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뜻

을 쉽게 말해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부인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 .

이 조항은 통일이 대한민국의 주권 아래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격이 유지되는 체제 안으로

북한을흡수함을함축하고있다.

이 조항은 어떤 배경에서 성립된 것일까 첫째 이 조항은 동서냉전 시대에 미국중심의? ,

서방권에서 통용되던 반공주의반북주의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사람은 공산주의 아래서는 결코 살 수 없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 .

지향하는국가를 비록그것이분단국가로불린다고해도건국하지않으면안된다는신념, ’

이 강하게 깔려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산주의 아래 살게 될 개연성을 봉쇄하기 위해.

서는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북한의 동일민족에 대항해 미국을 비롯한 이민족의 자유민주주

의국가들 및 국제연합과 제휴하고 그들과의 협력 및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에대조적인생각을가진사람들이엄연히존재했다 이들에따르면, . ,

전자의 발상은 동일한 민족은 단일한 국가를 세워야지 복수 의 국가를 세워서는 안‘ ( )複數

된다는 동일민족 단일국가의 등식에 어긋난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미완성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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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또는 부분국가 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을 주도한 사(partial state) ,

람들은민족의분단을추구한분리주의자들이거나심지어반 통일세력으로간주된다( ) .反

둘째 이 조항은 단순한 반공주의 반북주의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하나의 완결된 국가, -

로 간주하는의식적이건무의식적이건간의믿음을반영하고있었다 대한민국건국그자.

체로 경술국치로 사라졌던 민족국가의 복원이 실현됐으며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완결된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안으로 해체되거나 용해돼야 할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이러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대한민.

국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들은 통일이라는 이름 아래 타협돼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가치들

이었다 바꿔 말해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적 명분은 결코 통일과정에서 타협되거나 약화돼. ,

서는안됐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믿음 그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러한 믿음에 전반적이건 부분적이,

건 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엄연히 존재했다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은 결코 대한민국 안으로 해체되거나 용해될 존재가 아니며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해체또는용해를추구해서는안된다는입장을취했다 그들가운데극단적.

인 사람들은한민족의역사적정통성은대한민국이아니라오히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 있으며 따라서 통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주도돼야 한다는 믿음마저 갖고

있었다 그들이지닌생각의한부분은우리가앞에서이미살폈는데 여기서지금말한부. ,

분까지합쳐다음에서요약하기로한다.

요약을 위한 핵심적 개념은 정통적 반대 와 비정통적 반대‘ (orthodox opposition)’ ‘

이다 새삼설명할필요없이 이개념은미국의정치학자들인새(unorthodox opposition)’ . ,

뮤얼 헌팅턴 교수및즈비그뉴브레진스키교수가 그리고프랑스의정치학자인모리스두,

베르제 교수가이미정립한것이다 그리고이서방권정치학자들의개념을한국정치의분.

석에활용한한승주교수등에의해국내에소개된것이다.

이처럼 이미 널리 알려진 개념이지만 오늘 이 토론의 편의를 위해 한국의 상황에 적응,

시켜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정통적 반대는 대한민국 건국의 명분을 수용하는 전제 아. ‘ ’

래 보다 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완결성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들, ,

과 인사들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통적 반대는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 ’

구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비구조적 반대 이다 이것에‘ (non-structural opposition)’ .

비해 비정통적반대는대한민국건국의명분에회의를품거나도전하며심지어대한민국, ‘ ’

의 사회경제적구조에반대하는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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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정통적 반대는 구조적 반대 로 나타난다 이 비정통‘ ’ ‘ (structural opposition)’ . ‘

적 반대 또는 구조적반대가사회전반에만연되면그것은혁명의여건을조성하게된다’ ‘ ’ .

대한민국의건국이후전개된 년의역사는이개념들로써설명될수있다 단순화시켜60 .

말할 때 일차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전자와 후자 사이의 갈등과 대립, ⑴

으로 이차적으로 정치적 반대에 있어서 전자와 후자 사이의 갈등과 대립으로 파악할, ⑵

수있겠다.

남북상호보완 전제 아래서의 발전전략 및 통일정책 대 남한단독생존가능III.‘ ’ ‘ ’

전제 아래서의 발전전략 및 통일정책

돌이켜 보면 사실상 내란이나 다름없었던 극심한 좌우투쟁을 겪는 가운데 친미적 친국, -

제연합적 우익의 승리에 따라 대한민국은 건국됐다 달리 표현해 대한민국의 건국에 동의. ,

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배제된 채 건국됐다 그러했기에 비록 건국이 됐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안전은 확실하지 않았다 비정통적 반대의 또는 구조적 반대의 세력이 강력. ‘ ’ ‘ ’

한 존재로 명시적형태이든잠재적형태이든 존속하고있었기때문이다 이점은건국직, , .

후에 이른바 여순반란으로 불리는 좌익군부세력의 반란 군부 일부에서의 조직적 월북 그, ,

리고국회에서의주한미군철수운동 주한유엔위원단철수운동등에서잘표현됐다- .

이러한상황에서 대한민국정부는어떻게대응했던가 이물음에답하는개념으로발제, ?

자는 아미타이에트지오니교수가제시한 사회적통합을위한 대힘 을빌리고자‘ 3 (power)’

한다 첫째 명분의 힘 또는 규범의 힘이다 둘째 실용적 힘 또는 경제적 힘이다 셋. , ‘ ’ ‘ ’ . , ‘ ’ ‘ ’ .

째 강압적 힘이다 강압적 힘의 극단적 표현은 군사력의 동원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 ’ . ‘ ’ .

하는 것은 강압적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폭압적이라거나 불법적이라는 나쁜 뜻을 지닌‘ ’ ‘ ’ ‘ ’

것은 아니라는점이다 모든국가는국가의안전과치안의유지를위해합법적으로 강압적. ‘

힘을행사하고있음이그점을말해준다’ .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명분의 힘을 대한민국은 국제연합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합법, ‘ ’ ‘

정부이며이른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한반도의북반을불법적으로강점한채정부를

참칭한반국가단체이고이른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수상김일성은소련의괴뢰

이면서 이 반국가단체의 수괴이다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북진통일론으로’ .

구호화됐다 이구호는일정한기간상당한힘을발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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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실용적 힘 또는 경제적 힘의 발휘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하, ‘ ’ ‘ ’ .

자원이 풍부했고 일제의 공업시설이 비록 손상된 형태이나마 대부분 잔존했던 북한에 비

해 상대적으로 지하자원이 부족했고 대부분이 농업지대였던 남한에서 신생국가의 정부가,

실용적 힘 또는 경제적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비록 제한된 범위 안에서 주‘ ’ ‘ ’ .

어진 것이었으나 미국의 경제원조가 그나마 대한민국의 경제를 거의 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돼야 할 것은 당시 대한민국의 지도자나 국민은 정통적 반대의‘ ’

입장에 섰건 비정통적반대의입장에섰건간에거의모두남농북공 의발상위‘ ’ ( )南農北工

에서 남북상호보완주의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바꿔 말해 농업국가인 남한은 단, . ,

독으로는 생존이 가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장차 공업지역인 북한을 흡수통일함으로써만 생

존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남북협상론자들 역시 남한은 단독으로는 생존이 가능하지.

않다고믿었다 그러한믿음에서그들은북한과의교류협력을중시했던것이다. .․
셋째 실용적힘이발휘되지않는상태에서 대한민국정부는사회적통합을위해 강압, ‘ ’ , ‘

적 힘에 의존했다 그리고그 강압적힘의행사를뒷받침한정치적법적도구들을확충했’ . ‘ ’ ․
다 그행사가합법적이고따라서정당한경우들도있었지만그렇지않은경우들도있었다. .

대한민국이건국초기부터서구에서 경찰국가로각인됐던까닭이후자에있다‘ ’ .

김일성이스탈린및모택동과의공모를통해일으킨 전쟁은결과적으로우선대한민625․
국정부에 명분의힘을크게보강시켰다 대한민국이건국되지않았더라면북한의남침을‘ ’ .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며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공산주의 아래서 노예적 노동자로 살게‘ ’

됐을 것이라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

로 공식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평화를 위한 협상을 제의한 직후 남침을 도발한 사실은 대

한민국국민대다수로하여금북한의평화협상제의는위장된평화공세에지나지않는다는

믿음을 쉽게 말해 북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이러한 불신은 협상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

개선및궁극적통일을추구해야한다는협상주의자들의또는평화통일논자들의논리전개

에부담을주었다.

이러한사회심리적분위기속에서 반공주의는다수국민사이에자발적으로성장했으며,

정당성을 획득한 반면에 비정통적 반대는 호소력을 크게 잃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좌, ‘ ’ .

익세력에 대해 저질러진 국가폭력 그리고 거기에 더해 무고한 양민에 대해서도 저질러진,

국가폭력은 비록 잠정적으로는 강압적 힘에 의해 은폐됐거나 심지어 정당화됐지만 뒷날‘ ’

대한민국 정부의 명분의 힘에 큰 부담을 주게 되며 뒷날 비정통적 반대 세력의 성장을‘ ’ ‘ ’



제마당 발 표[ 1 ] 2 ｜ 김학준 21

돕게된다.

전쟁은 이어 한반도에 이른바 동란체제를 형성시켰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6·25 . ,

이 전쟁을전장에서군사적으로정지시킨휴전조약그리고휴전직후성립된한미상호방위

조약이 국제체제로서의 동란체제를 지탱시키는 양대 지주였다 그리고 이 전쟁을 겪으면서.

급격히 성장팽창한 군부가 국내정치에서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가운데 이 동란체제를 내부․
적으로지탱시켰다 이것은에트지오니의표현을빌린다면 사회적통합을위한 강압적힘. , ‘ ’

의 강화를의미했다.

전쟁은대한민국의경제를실질적으로파괴했으며 국제연합및미국의원조에거의6·25 ,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었다 전후복구도 국제연합 및 미국의 원조에 의존한 상태에서 시.

도됐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사회적 통합을 위해 실용적 힘을 발휘하기란. ‘ ’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부흥부를 중심으로 산업개발계. 1950

획이세워지고부분적으로추진되는가운데뒷날추진되는공업화와경제개발의내부적기

초가마련되기시작했다.

앞에서 살핀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당정부 아래서 자유민주주의

를 실험했다 그 실험은 시련을 겪었다 반대세력에 대한 불법적 억압과 심지어 사법살인. . ‘ ’

이 때때로저질러지기도했고 부정선거로상징된 국기 흔들기차원의반민주적, 315 “ ( )國基․
폭거가몇차례나타나기도했다 그러나거기에맞서 월혁명을성사시킬정도로국민들” . 4

사이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확산되어 있었으며 강력한 야당 역시 뿌리를 내리고‘ ’

있었다.

월혁명에 따라 성립된 민주당정부는 당연히 민주화를 자신의 역사적 명분으로 받아들4

였으며 자유민주주의의큰 틀 안에서 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함으로써민주화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강화시키고자했다 대외문제에관해서는반공주의의기조위에서친미 친국제연합. -

정책 및 북한불승인정책을 유지했다 그러나 국민의 힘에 의한 자유당정부의 붕괴는 에트. ,

지오니의 표현을 빌린다면 강압적 힘의 결정적 약화를 가져왔으며 강압적 힘이 사실상‘ ’ ‘ ’

무력해지자자유당정부아래억압됐던 혁신세력이표면위로등장했다 비정통적반대를‘ ’ . ‘ ’

또는 구조적 반대를 상징했던 그들은 민주당정부의 친미 친국제연합정책 및 북한불승인‘ ’ -

정책에정면으로도전하면서한미동맹의폐기및북한과의화해를제의했다.

군사쿠데타의 성사와 그것에 따른 군사정부의 성립은 상황의 반전을 가져왔다 이것의.

의미는여러각도에서검토될수있겠으나여기서는이발제와관련해몇가지만지적하기

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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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치적 대의명분의 변화이다 공화당 정부는 조국근대화를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 ‘ ’

대의명분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적 대의명분을 후퇴시켰다 이것의 극단.

적 표현이 한국의 민주주의 아래서의 유신체제였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적 대의‘ ’ .

명분에서후퇴하게됨에따라자유의공간은제약됐고인권은억압됐다.

둘째 조국근대화라는 정치적 구호에 압축된 산업화에 국가목표의 최우선순위를 두었, ‘ ’

다 여기서중시되는것은북공남농이라는기존의남북상호보완성발상자체의수정이었다. .

풀어 말해 남한을북한과의보완없이단독으로생존가능한존재로성장시키려는발상위,

에서 산업화를 추진한 것이다 그 점은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한 논리에서도 발견된다 한. .

일국교정상화와그것에따른일본으로부터의산업개발자금의확보는북한과의제휴에의한

남한경제의 성장 및 발전이라는 남북화해주의적 선택의 거부를 의미했던 것이다 베트남‘ ’ .

전 참전역시민주우방들과의유대라는논의이외에산업개발자금의확보에도도움이된다

는 산업화의 논리 속에서 합리화됐다 바로 그 점에서 비정통적 반대 세력은 공화당정부. ‘ ’

의 한일회담성사및베트남전참전에극렬히저항했다고하겠다.

비록 적잖은 문제점들을 만들어낸 것이 사실이었고 또 그 점 때문에 비판과 반대에 직

면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 산업화정책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공화,

당정부가 실용적 힘을 발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정부의 유효성은‘ ’ . ‘ ’

쿠데타가 낳은 정당성의 결여를 보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 . ,

이 산업화정책은 궁극적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경제대국 및 무역대국의‘ ’ ‘ ’

기초를닦았다.

셋째 이미 이 사실에서 보이듯 공화당정부는 반공주의의 기초 위에서 대북대결주의를, ,

지향했다 이것은 당시 폭력적인 조선혁명론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과격하면서도. ‘ ’

강경한군사노선을추구한김일성의대내외정책과맞물리면서남북관계를긴장의연속으로

고정시켰다 이것은또한대북화해주의를지향한당대의 비정통적반대 세력과갈등을빚. ‘ ’

어내는 결과를 초래했고 자연히 비정통적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 ,

정통적 반대 세력에 대해서도 용공분자라는 딱지 붙이기 를 자행함과 동‘ ’ ‘ ’ (name-calling)

시에 강압적 힘의 행사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북대결주의 아래 국가의 강압‘ ’ . ‘

적 힘은크게강화됐으며동시에남용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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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전반에서의 냉전체제 붕괴가 한반도에 미친 영향IV.

남북화해주의의 확산과 비정통적 반대 의 시민권 획득: ‘ ’ ‘ ’

년 월에 전후 세계사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동서냉전의 상징이던 베1989 11-12 .

를린장벽이붕괴된데이어미국대통령조지 부시와소련공산당서기장미하일고르H. W.

바초프는 냉전의 종식을 선언했으며 몰타선언 그 여파 속에서 루마니아에서는 민중봉기( ),

가 발생해장기공산독재자차우세스쿠를처형했다 그러한일련의변혁에이어 년과. , 1990

년 사이에 유럽에서 공산정권들은 모두 붕괴했으며 동서독은 서독으로 흡수통일됐고1991

소련이 해체됐다 중국과 베트남 및 몽골도 정치에서는 공산당 당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 1

경제에서는 자본주의 방식을 대폭 채택했다 몽골은 곧 다당제로 전환했다 핵개발로 붕괴. .

의 위기에대처하려고시도하던북한에서는 년에김일성이사망했다1994 .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는 한반도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 영향은 북한에서는 오히.

려 김정일 중심의 억압체제를 강화하고 핵공갈정책을 구사하는 냉전시대적 대응으로 나타

났으나남한에서는반냉전적또는냉전수정적대응으로이어졌다 단순화시켜말한다면 냉. ,

전체제의 산물로서의 발상과 제도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 그 도전의 중심에는 남북대.

결주의에맞서온남북화해주의그리고대한민국적정치질서와사회경제구조에깊은의문을

제기해왔거나 심지어 그 질서와 체제를 변경시키려고 시도해 온 비정통적 반대 또는 구‘ ’ ‘

조적반대 세력이서있었다’ .

그 도전 앞에서집권세력은또는보수주의적정부 예컨대 노태우정부와김영삼정부- , -

는 정통적 반대 세력의 제의들은 물론이고 비정통적 반대 세력의 제의들 가운데 일부를‘ ’ ‘ ’

수용했다 냉전이 완화되던 년대에 이미 공화당 정부 역시 그러한 경향을 보였다. [ 1970 .]

그리하여북한불승인정책은대외적으로는사실상폐기됐으며그것에연결됐던제도들은대

내적으로는크게완화됐다.

그런데 년이후마침내 비정통적반대 세력이집권하게됨으로써진보주의적정부1998 ‘ ’

예컨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가 출범하게 됐으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정치사- , - ,

전반과 대북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단순화시켜 말해 이 정부들이 이. ,

끌던 년의 시대에 와서는 지난날의 비정통적 발상이 시민권을 획득함으로써 정통적10 ‘ ’ ‘ ’ ‘ ’

지위를 획득하게 됐으며 지난날의 정통적 발상은 비정통적 지위를 감내하지 않으면 안‘ ’ ‘ ’

되게된것이다.

이러한 정통과 비정통이 역전된 상황에서 지난날의 정통 세력은 반기를 들었다 이‘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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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집권세력을 친북반미좌파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집권세력의 퇴진을 또는 타도를 외‘ ’ ,

쳤다 이 도전에 대해 집권세력은 이 세력을 수구냉전반평화 세력으로 단정하고 이 세력. , ‘ ’

의 역사무대로부터의퇴진을요구했다.

년 월의 대통령선거와 년 월의 국회총선은 이른바 진보주의적 정권의 후2007 12 2008 4

퇴를 그리고이른바보수주의적정권의출범을가져왔다 이로써 비정통적 지위로격하됐. ‘ ’

던 원초적 정통적 세력은 다시 정통적 가치들을 앞세우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원래의‘ ’ ‘ ’ .

비정통적반대 세력의저항운동은계속되고있다‘ ’ .

맺음말V.

이발제를마치면서 발제자는한반도와똑같이냉전의산물로서의분단국가였던독일을,

떠올리게 된다 독일의 상황과 한반도의 상황 사이에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

그 점을 인정하면서도 독일로부터참고가될만한몇가지사실들을발견할수있다고생,

각한다.

우리가 흔히 서독이라고 불렀던 독일연방공화국은 처음부터 독일연방국을 분단된 독일

의 한 부분으로 바꿔 말해 부분국가로 간주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완결된 국가로 간주했,

다 자연히 우리가 흔히 동독이라고 불렀던 독일민주공화국을 하나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간주하지않고자신에게흡수되고용해될잠정적존재로간주했다 달리표현해 이미완결. ,

된 국가로서의 독일연방공화국의 가치들이 독일의 동부로까지 확산되고 수용되는 것을 통

일로간주했다.

이러한 전제 아래 독일연방공화국은 우선 대내적으로 자신을 민주공동체와 복지공동체,

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자석 이론에 입각해 독일연방공화국이. ‘ ( ) ’磁石

힘 있는 커다란 자석으로 성장해 강력한 자력을 발휘함으로써 광범위한 자장 을 형성( )磁場

하는 매력적인 국가로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동시에 대외적으로 자신을 서방세계의 일원.

으로서서구민주주의국가들과더불어유럽을하나의협력공동체로발전시키는방향으로국

정을이끌었다 이대내외정책이마침내 불가능한사명으로불리던독일의통일을실현시. ‘ ’

켰다고하겠다.

이미 많은 지도자들이 강조했듯 우리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대내적으로 충실하면서도,

건강한 민주복지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반도를 비핵화되고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평화공동체로발전시켜야 한다 동시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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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국가들과 더불어 동아시아를 하나의 협력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방향에 힘을 보태야 한다

고생각한다.

이것은 정통적 가치들을 옹호하려는 세력과 비정통적 가치들을 중시하는 세력 사이에‘ ’ ‘ ’

역사적 타협이성사될때가능할것이다 그타협은정당정치와의회정치의성숙과법치주.

의의 확립 속에서 그리고 복지의 공정한 향유를 통한 계층 사이의 갈등과 심지어 증오의,

완화속에서가능할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능하는 힘은 바로 명분의 힘 곧 규범적 힘과 실용적‘ ’ ‘ ’ ‘

힘 곧 경제적힘이다 강압적힘의행사가점점어려워지는상황에서 명분의힘과 실’ ‘ ’ . ‘ ’ , ‘ ’ ‘

용적힘의행사가우리가지향하는목표의달성을가능하게해줄것이다’ .

명분의 힘과 관련해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명분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 , . , ‘ ’

정부와정치지도자들은보수주의자이건진보주의자이건간에도덕적으로존경받을수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없는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은 명분의 힘을 내. ‘ ’

세우는 데 한계를 만나게 된다 둘째 최근 널리 쓰이는 용어로 소통이 중요하다 정치를. , . ,

미국의정치학자헤럴드라스웰은 가치들의획득이라고본반면에유대계독일출신의미‘ ’

국 정치사회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소통이라고 보았다 오늘날 독일의 대표적 사회학자로‘ ’ .

불리는 위르겐 하버마스 역시 아렌트의 전통 속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글‘ ’ .

자 그대로 한 사회 안에서 소통이 신속하면서도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성공적 정치의,

요체가된시대에우리는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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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박명규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소장

최원식 김학준 두 분의 발제문은 건국 주년의 시점에서 통일코리아를 생각하는 평화, 60

재단의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들을 두루 다루고 있다 흥미있게도 최원식.

선생의 글이하 글 이 한중일 동아시아 지역을 시야에 넣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 1) · ·

호 소원과변법의동학에초점을맞춘데비해김학준선생의글이하글 은주로한반도( 2) ,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지난 년의 건국사 내지 민족사를 개관하는60 ‘ ’ ‘ ’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오늘의 주제를 생각할 때 매우 적절한 지적 분업이란 생각이 들면서.

도 그만큼두분의논지를함께묶어생각하기가쉽지않은어려움도있다 하지만진지하.

게 또 열린 마음으로 두 분이 제기한 의제들을 궁구하는 것이 비단 이 심포지엄에서만이,

아니라앞으로우리사회전반에요청된다고생각한다.

먼저 두 분의 논지를 비교 정리하고 각각의 발제에 대한 논평 및 질문 그리고 마지막, ,

으로함께제기할문제를언급하는순서로논평하고자한다.

발제문 비교1.

두글을보면서세가지를생각하게된다 하나는과거 현재 미래라는역사에서의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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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제이다 글 이현재에주목하면서미래를읽으려하는데비해글 는과거에주목하면. 1 2

서 현재를 고찰하는형식을취하고있다 과거는현재와미래를규정하는근거이자조건이.

면서 동시에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벗어던져야 할 굴레가 되기도 한다 과거에의 지나친.

집착과강조는자칫미래에의폭넓은변신과진전을막을수있지만현재를규정하고있는

역사적 원리를 무시한 미래지향성은 허황된 이상주의나 무책임한 낭만으로 빠질 수 있다.

건국 년을맞으면서과거 년의역사와앞으로전개될미래를어떻게연결시키면서현60 60

재를이해할것인가가중요한질문으로부각되는것이다.

글 은 현재의 동아시아 상황을 답답하게 만드는 역사적 조건들을 적시하면서 무언가1

새로운전망과변화를위해서는과거의틀 한국이나중국 일본이고수해온자기들만의사, ,

유방식이나삶의지향으로부터과감한탈피가필요하다는전망을내놓고있다는점에서과

거보다는 미래에 주목한다 반면 글 는 년을 관통해온 어떤 설명의 틀 또는 대한민국. 2 60 ‘ ’

역사를 규정한 구조적 조건에 주목하는데 이런 과거로부터 존속해온 틀의 설명력 내지‘ ’ ‘ ’ ,

역사적규정력이 세기미래역사에까지어떤변수로작동할것인지를자문하게된다21 .

두 번째문제는세계사와민족사의연관문제이다 두글모두냉전과탈냉전의세계사적.

전환이 한반도에서의 민족사 국가사와 결부되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그 차이도, .

뚜렷한데 글 이 탈냉전 이후의 질적 전환과 단절에 주목하면서 한중일 국간에 소강상태1 3

속에서도 진전되고 있는 어떤 소통과 화해의 새물결 변법에 적합한 조건의 형성과정을, ‘ ’

드러내고자 한다 반면 글 는 탈냉전이 한국사회 구체적으로는 북한불승인정책에 기초했. 2 ,

던 전통적인 남북관계의 전환 비정통적 반대세력의 부상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 ’ .

세계사와 동북아의 지역사 한반도의 민족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사를 각기 어떻게 연, ,

결시켜이해할것인가가주요한지적과제임을보여준다.

세 번째로는 북한문제 또는 북한이라는 변수에 대한 해석 문제이다 글 은 북한문제가, . 1

동북아의 상호협력 및 평화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보고 있고 글 는 북2

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또는 체제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핵심과제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두 글 모두 북한이라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의미.

나 문제의식은 다르다 실제로 현재 한반도나 동북아 세계사의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은 예. ,

외적이며 비정상적인 정치단위라 할 수 있으면서도 바로 그 때문에 한반도 및 동북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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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에중요한변수가되고있는데이를어떻게설명할것인가를다시금생각케되었다.

글 에 대하여2. 1

최원식 선생의 글은 문학적이면서도 역사적이고 그런가하면 사회과학자 이상으로 현실

을 읽는 예리함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에세이 같으면서도 그 속에 놀랄만한 내공과 사고.

의 깊이가 내재해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우아한 문체와 시공을 오가는 예화들이 어느.

정도 실상에 즉하는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다 또 필자의 희망사항과 미래‘ ’ .

전망이과거사나현실상황을설명하는틀과너무깊이결부되어있을지모른다는의구심도

따라올수있다.

1 동아시아의 민족주의가 문제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넘어서야한다는 순진한 언어주) ‘

술론 비판에 공감한다 세 나라가 처한 현실에 즉하여 차별된 형태로 드러난 민족주의’ . - ‘

의 생태를 실사구시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그 안에서 극복의 싹을 탐색하는 방법적

선회 가 요청된다는 주장은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는 반일 반중 반한의 정서조’ . ‘ , , ’

차 상호관심의 표출이라는 역설로 읽을 수 있다는 지적은 동의하지만 그것이 민족주의‘ ’ , ‘

의 충돌로 가지 않을 조건과 가능성을 엄정하게 따지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실제로 필자’ .

스스로다카하시모토아키의 유형론을비판하고상호관심성이격렬한대립과멸시로이어2

질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기때문에그런조건에대한탐색이더욱요청된다.

2 필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국 상호이해에 기초한 동아시아인으로서의 공감각) ‘ ’

형성을 강조하는데 다소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피하기 어렵다 좀 더 구체적이고 중단기적.

인 매개변수나 조건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예컨대 언어의 문제를 깊이. ‘ ’

생각하지 않으면서 소통과 상호이해를 논의할 수 있을까 필자가 지적했듯이 정부간 화해?

가 국민간의 화해로까지 진전되기 위해서는 소통의 일상화가 필요한데 커뮤니케이션 장이

부재한현실은결국담론의장을국경으로막아두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동아시아국

가들이 최소한 자국어 이외에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중 하나를 배우도록 권장하는 것 같, ,

은 장기적인 정책적 합의나 교육개혁의 비전을 키워나갈 필요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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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점에서 다카하라 모토아키의 개별불안형 내셔널리즘과 취미적 적대 개념에 대) ‘ ’ ‘ ’

한 적극적 이해가필요하지않을까싶다 필자는이지적을흥미있게인용하면서도이것을.

질적으로 새로운 것 또는 미래전망을 지닌 것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구민족, . (

주의의 멸시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 크게 본다 하지만 이 부분을 새롭게 읽을 가능성.)

은 없는가 가볍고 취미지향적이며 개별적인 특징을 갖는 따라서 이데올로기적이기 보다? ,

는 생활세계 착형인흐름이취미를매개로 개별적관심을소재로 새로운연대나사고의, ,

가능성을열어갈동력을가질수는없을까 이문제는최근한국의젊은이들에게서발견되?

는 스포츠 내셔널리즘이나 한류 내셔널리즘과 같은 현상을 단순한 옹호비난의 양분법이/

아닌방식으로고찰할필요성을제기한다.

4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연계 전인류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자각 필요성에 공감한다) , .

이 점에서 동아시아 민족주의에 주목하는 것 이상으로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상호성 공통,

성을 주목하면서 주요 의제로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발전정도 또는. ,

이해의 차이가 동아시아 국 사이에는 존재한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억압적3 .

체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의 문제가 동아시아를 상호연대로 묶어줄 보.

편적 가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상호대립과 갈등의 쟁점으로 이용

될가능성도없지는않다 특히북한의민주화문제와관련하여필자의의견을듣고싶다. .

5 최근 동북아를 소강상태로읽는눈 한중 중미 중일 한일사이의미묘한변화들) ‘ ’ - , , ,

을 주목하면서현재의소강이중요한 변법으로이행할‘ ’ 가능성을탐색 한반도분단에급-

격한변경이시도된때한중일사이의갈등도착종 북한문제는이지역의평화에관건중-

의관건이라고본시각에주목한다.

이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회담의 틀을 접맥시켜 볼 필요가 있다 또 북핵문- 6 .

제라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계적인 쟁점을 둘러싼 갈등해결의 메커니즘을 동북아 공동의

문제의식과 결합시켜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문제를 민족문제로부.

터 분리시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핵확산방지와 평화체제의 형성이라는 보편적 과제와

결합시켜이해할필요도분명하다 결국동북아의반목과분열 그리고미래적인공존과평. ,

화라는문제에서사고해야함을말해주는것이라하겠다.



32 년 평화재단 심포지엄2008 ｜ 건국 년 통일코리아를 바라보다60 ,

글 에 대하여3. 2

김학준회장의글은다른글에서도그랬듯이매우명료하고분명하다 이런명쾌함은개.

별 논문으로서는큰장점이고토론의요점을명확하게해준다 하지만복잡다단한역사현‘ ’ .

실 가운데 일면적인부분만을강조한다는비판에취약할수밖에없다 물론발제자스스로.

도 이 글의 제한성을 유념하고 있지만 년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려는 자리에서 굳60

이이틀을강조하는이유나함의가좀더분명해졌으면한다.

1 이 글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년 이상을존속해오고현재 국가군에속해있는대한민국의실체성을근거로하면60 OECD

서 지난 년의 역사를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분명 타당하다 논평자 역시 최근 대한민60 .

국 국가성의 역사적 변화와 현재적 함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정통과 비정통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할 당위성을 보장하는가에 대해서는 의‘ ’ ‘ ’

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틀 만으로 건국 년의 민족사를 포괄하는 것이 무리일 뿐 아니라. 60 ,

사실은 이 틀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자기발전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대한.

민국의 국가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일차적인 이유는 그 정통의 보존을 위해서라기보‘ ’

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정통비정통 구별을 부차화시킬 정도로 새로워진 대한민국의 사회‘ / ’

체제에대한정확한이해가필요하기때문이아닐까싶다.

2 대한민국의 정통비정통 논의의 핵심에 북한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 그 점에서) / .

북한에 대한 인식은 대한민국의 자기정체성을 비추는 중요한 타자이자 거울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과연 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상호대립적인 조건이 불변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60

기 보다는 년대이후에들어서현저한질적전환이일어났다는것이논평자의생각이다90 .

다시 말해 탈냉전과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민주화와 산업화의 결과 대한민국 정통성, ‘ ’

내지 국가성의 핵심은 더 이상 북한문제에 결박당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 .

화 민주주의 시민권의 확장 삶의 질 다원화 등등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다양한 가치, , , ,

의 영역으로그정통성의기반이이행하고있다는것이논평자의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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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평자는 이런 의미에서 적어도 현재에 와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과)

남북상호보완주의가 배치되지 않는 조건이 창출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가성.

이 반드시 대북적대주의를 요청할 필연성은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김대중 노. ,

무현 정부의 출현을 비정통적 반대세력의 집권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할지 의문이다 오히.

려 북한에대한유화적인정책을추진하는세력조차집권할수있을정도로대한민국의체

제유연성 내지 민주주의가 발전하였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필자 스스로?

앞으로 필요한 방향이 정통적 가치들을 옹호하려는 세력과 비정통적 가치들을 중시하는‘

세력 사이에 역사적 타협이 성사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방향으로의 진전을 위해서라’

도 전통적의미에서의정통비정통론은큰변화가필요한것이아닌가싶다/ .

4 한국의 진보주의 보수주의의 성격 역시 최근 현저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이 점에서 정통적반대와 비정통적반대의개념도달라질필요가있다 예컨대반북사회‘ ’ ‘ ’ .

주의나친북자본주의의논리가등장할수있는데한국진보주의나보수진영내부에서나타

나는 새로운 지향이나 균열을 설명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한반도 남북한 내지 대한민국의

현재를 구성하는 기본틀 자체의 역사성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탈‘ ’ .

냉전 세계화의 주요한 전환이 건국 주년을 읽는 기본틀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측면이, ‘ 60 ’

있다고 보는데 세기 현재의 시점에서 건국 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21 , 60

사고의 틀이 무엇일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싶다 평화와 같은 가치가 그 한 대안이 될 수‘ ’ .

도 있지않을까?

5 독일의 경우와 관련하여 좀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즉 서독이 자기 체제를 부정적이) .

거나 미완성의 국가로 보지 않았던 것은 인정하더라도 서독이 끊임없이 전체로서의 독일‘ ’

을 헌법적 개념으로 강조했던 것을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법학자들이 굳이.

강조한 분단국가 개념이나 전체로서의 독일과 같은 개념들은 반드시 서독이 스스로를 완‘ ’

결된 국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독일의 경우를 통해 미완성완성 전체부. / , /

분의이분법이아닌 좀더미묘한논리적 정책적예지의가능성을찾는일이필요하지않, ,

을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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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명분의힘을중시하면서도덕성과소통을강조한것에공감한다 또대한민국의정당) .

정치와 의회정치의 성숙 법치주의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지적에도 동의한다 강압적 힘이, .

점차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명분의 힘과 실용의 힘을 키워야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다만이명분의힘을가능케하는 도덕의내용을무엇으로채울것인가를좀더진지하게‘ ’

궁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단순한 개인차원의 윤리만을 강조하는 개인윤리적 도덕론. ‘ ’

만으로는 세기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리더쉽을 인정받기 어렵다 물론 인간적 도덕성을21 .

무시한 전략이나 집단이익을 강조하는 것이 도덕적 명분을 제공해주지 않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 한반도가 처한 복합적이고도 다면적인 문제들 그 역사적. ,

조건과 변화하는 상황을 냉정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세기를 책임있게 준비하는 지21

적 정치적예지를 갖출 때 비로소 필자가 말하는 명분의 힘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기 위, ‘ ’ .

해서는 지난 년의 과거사를 돌아보면서 또한 미래의 통일코리아 동북아의 평화를 내다60 ,

보는비전을구체화시키는작업도반드시필요한일이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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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윤명철 동국대학교 교양학과 교수

제 마당의주제는세계속의한반도와동아시아의 세기이고 그가운데발표 은 한1 21 , 1 ‘

국현대사의 성찰과 한민족의 미래이고 발표 는 동아시아 공동의 미래를 찾아 한중일’ , 2 ‘ :

국의 민족주의를 넘어 입니다 전체 주제와 함께 제 마당의 큰 주제도 시의적절하고3 .’ . 1 ,

작은발표주제들도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먼저 역사학자로서 몇 가지 견해를 간단하게 발표하고 발표문에 대해서 약간의 보완설,

명을요청하겠습니다.

민족 및 민족주의의 문제는 비단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현대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전개되는 세계질서 재편전략과 맞물려 있다 여기서 동아시아라는 말은 실로 애매.

모호하다 동아시아를 동쪽 아시아라는 서아시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동북아시.

아와 동남아시아지역을포함한넓은지역이다 싱가포르의전수상이었던리콴유가말했.

듯이실제로그렇게변해가고있다 그러나아직은동아시아라고하면한국 중국 일본그. , ,

리고러시아의일부가포함된극동 지역을가리키며넓은범위의동아시아중에서(far east)

도 핵심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몽골 티베트 베트남 위구르 등 주변부 국가들의(core) . , , ,

운명과도관계가깊을뿐만아니라적지않은영향을끼쳤다.

역사학자의 관점과 현재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고려한다면 머지않은 장래

에동아시아에도어떤형태든간의정치공동체가탄생하는것은자명한일이다 미국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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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서구의몇몇강대국들은군사동맹외에도경제공동체에해당하는블럭을추진하고있

다 이른바 세계화와 지역화 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 제국. (regionalizaion) ,

주의 시대에 유행했던 국제주의 와 다른 점이다 이 작업에 대한 동아시(internationalism) .

아의 대응이라는수동적측면뿐만아니라인류문화의발전과정으로보아불가피한미래의

상황이다.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 아세안자유무역지대 의 창설 목(ASEAN, ), +3 , (AFTA)

표 아시아 통화기금 을 창설 및 아시아 기축통화의 제안 등이 있다 따라서 세기, (AMF) . 20

초를 전후한 시대와는 또 다른 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3+1

연출하고 있다 서구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협력과 공존이라는 명분과 실리가 절.

실하지만 그 중간 단계로서 경쟁과 갈등은 불가피하고 심지어는 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하, ,

지 않고있다.

중국은 년 월에이른바정부의주도아래고구려를비롯한우리역사를왜곡시키는2002 5

작업인 동북공정을 개시했고 서북공정 서남공정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의 역사왜곡을 일‘ ’ ,

삼고 중국은 년현재이미경제적으로세계강국의반열에들어섰고 이제는군비경쟁, 2005 ,

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켰고 나진 선봉지구의 관리권을. ,

획득하여 동해진출의 출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또한 년 이래 시작한 역사. 1981

왜곡 작업을 또 다른 형태로 진행시키고 있으며 야스쿠니신사 참배시도 독도영유권에 대, ,

한 시비를강화시켜나가고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고 있다 더욱이 영유권 분쟁이라는 예민한 차원에서.

는 센카쿠제도중국은 조어도라고부른다 분쟁등실로무력충돌의직전까지와있다 미( ‘ ’ .) .

국은 중국과 비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거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몇몇 나라들을 동원하

거나지원하면서고립시키거나 힘을약화시키려는외곽포위전략을시도하고있다 예를들, .

면 러시아 몽골 타지키스탄 키르키즈스탄 그리고 최근에 부상한 인도 등을 이용하고 있, , , ,

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전통적이지만 년 이후에 우방으로 편입된 일본을 효율적인 견. 1950

제세력으로이용하는전략이다 이미 차미일동맹관계를맺으면서최근에는안전보장협의. 2

회를 매개로 해서 군사일체화를 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전개되는 동아시아의 주.

도권을 놓고 한국은 뒤로 제쳐둔 채 중국 일본 미국이 노골적으로 갈등과 각축전을 벌이, ,

는 상황으로변하고있다.

그런데 그 갈등과 충돌의 주된 요인으로서 민족주의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오늘의 주제나 발표의 부제인 민족주의를 넘어서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물론 필자는‘ ’ .



제마당[ 1 ] 토 론 ｜윤명철 37

이러한 곳에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요인의 하나임은 부,

정하지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 국 또는 지역은 민족 및 민족주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3 3+1

갖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민족 및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자기견.

해를 밝혀왔다 언어와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

도 한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민족 및 민족주의는 근대 이후의 동아시아 역.

사와 접한관련이있다 동아시아는근대화가시작되는 세기를전후로한시대에세계. 20

질서의 질서재편과 맞물려가면서 다소 복잡한 구도로 변했다 서구세력의 압력과 침략을.

방어하는 전략 속에서 지역은 협력과 공존 대신에 갈등과 전쟁 점령을 택했다 이 과정3 , .

속에서방어와공격의정당성을찾는방편으로서민족또는민족주의라는근대적인언어와

개념이 적용됨으로써혼란을 가져왔다 거기다가 세계의 전환을 비자발적으로 수용한 비서.

구권의 정치적인 언어들이 지닌 숙명이지만 이 용어를 역으로 과거의 역사에까지 적용시,

킴으로서지극히근대적인관점으로각지역의역사를재단하기까지하였다.

이와같은몇가지요인때문에 민족및민족주의의개념과역할등에대해서는서구의

개념과도 다를 뿐 아니라 지역 국가들 간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국가 내부에서도3 .

혼란이 그치질 않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작동하고 있고 향후에 더 강한 요인으로 작동할. ,

수 있는민족및민족주의의내용에도적지않은차이가있다.

만약 동아시아 공동의 정치체 경제체 문화체도 좋다 를 지향한다면 또 그렇게(EAU) ( , .) ,

될 수밖에 없다면 민족 및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실제 여부에 대한 검증은 물론이지만 적,

어도 해석의 코드로서 내부는 물론이지만 동아시아 공동의 이해가 필요하고 해석의 기준,

이 필요하다 그를위한전제로서동아시아지역의역사에대한구체적이고 사실적인이해. ,

가 필요하다 현재 지식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별개로 동아시아 역사의 실.

상이 있다 그리고 비록 먼 옛날 수 천년일수도 있지만 그 때부터 형성되어온 그 역사적. , ,

인 경험의 총체는 결국은 우리가 근대에 말하기 시작한 민족과 민족주의의 형성 및 역할

과관련이깊다.

동아시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다른 지역과 다른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오늘 회의.

의 대주제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지리와 기후를 비롯한 자연환경 다양하면서도 조화를 이, ,

룬 문화 각각 다른 경제구조 등 동아시아 전체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갈등하면서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절묘한 역할 분담 등의 특성이 있다 필자는 이를. ( 東亞地中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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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서 해석하고 있다 지경학적 으로는EastAsian-mediterrean-sea .) (Geo-economic)

경제교류나교역등을하면서상호필요한존재로인식하여왔다 왜냐하면자연환경이워.

낙 다르므로 생산물의 종류가 색달랐기 때문이었다 농경문화권에서는 삼림문화나 유목문.

화 해양문화권의 생산물이 필요했고 상대적으로 유목이나 삼림문화권에서는 농경문화의,

생산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는 적대관계에 있더라도 교역을 할.

수 밖에없었던것이다.

또한 정치적인 경험도 매우 독특하다 동아시아는 크게 보면 일찍부터적어도 세기 이. ( 7

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번도 섞임이 없이 비교적 독자성을 유지한 채 각각 구별되는 정) 3

치체제를 형성해왔다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용어 사용과 해석에서 다소간의 혼란이 있.

을 수 있지만 혈연적으로 언어적으로 역사적으로 같지 않은 점이 많다 이미 동아시아, , , .

지역에서 최초의 정치체인국가가 형성될 때부터 달랐으며 이러한 인식과 체제는 계승되어,

왔다 최근에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작업은.

이에 대한 거부작업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지역들은 지리문화적 으로도 문화. (geo-cultural)

의 공유범위가 넓었다 유교 불교 등 종교현상뿐 만 아니라 정치제도 경제양식 한자 생. , , , ,

활습관 등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한국과 일본은 세기 이전까지는 교류가 빈번했고 혈연. 7 ,

및 언어 문화적으로 유사한 면이 많았으며 특히 정치체제가 형성되고 재편되는데 상호,

접한관련을맺었었다.

이 때문인지 동아시아는 정치적인 독자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일반적으로 전 지역이

동질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 외부세계에서는 이 지역을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보기도 하였.

다 또한 이들 정치체제들은 세기 이후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큰 전쟁을 별로 일으키. 7

지 않았다 다만 한국 지역이 위로는 북방종족 및 중국과 새로운 국가가 탄생할 때 마다.

몇 번의 대 전쟁을 벌였고 일본과는 임진왜란이 있었다 이는 동아시아 외의 다른 지역과, .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빈도수나 규모가 적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은 방식의. 3

차이가 있지만각각해당된내부지역을정치적으로통일해왔고 이결과가최근에말하는,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민족국가인것이다 이러한점은앞으로동아시아가긍정적인공, , “ ” .

동체를 구성하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인식을 세계로 확대하면서 동아시아 외에.

도 다른 종족들과 문화가 있으며 그것들에 비하면 동아시아 내에서의 차이점은 이질성이,

아니라동질성내에서의고유성으로받아들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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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국가들은거친시련의한가운데놓여있다.

민족 및 민족주의라는 단어 또는 개념과는 별개로 각 지역 집단들은 생존전략을 짤 수

밖에 없다 한 인류문명의 대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맞이할 것인가 서구 주도의 세계. ?前無

화 작업에서 어떻게 하면 동아시아의 자주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지? 3+1

역의복잡한관계를어떻게설정해야할까 등에대한고뇌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

이러한 불가측성의 시대일수록 기본적인 원론을 인식하는 일은 중요하다 국가 간의 관.

계에서한중일 지역또는민족국가들은경쟁과갈등을벌이지만 동아시아라는관점에서· · 3 ,

는 때로는 협력때로는경쟁을벌이고 세계사적관점에서는협력과공존을모색할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한 도구로서 민족 및 민족주의의 성격과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건설. ,

적인 관점으로재해석할필요가있다 어쩌면원래우리의인식속에서자라온민족주의의.

함의는공존과상생 자유가아닐까, ?

이런 의미에서 발표자가 서두에서 나는 한중일 세 나라에서 작동하는 민족주의의 기제“

를 좀 더냉철하게관찰할필요가크다고판단한다 세나라가처한현실에즉하여차별된.

형태로 드러난드러나는 민족주의의 생태를 실사구시적 으로 추구함으로써 오/ ( )實事求是的

히려 그 안에서 극복의 싹을 탐색하는 방법적 선회가 요구되는데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짝으로세워고찰하는것도한방편이겠다 라고말한부분에대해서는공감하는바가많다.” .

다만문장상으로는이해하기힘든부분이있어서몇가지질문하고자합니다..

1 발표자는 소강상태의 최근 동북아 정세라는 소제목 아래 비교적 상황을 우호적이고.  
낙관적으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해줄 수 있는지 토론자. .

는 역사학자이므로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서 상황이 더 우려할 만한 단계로 상승하고

있다고판단합니다.

2 중국이말하는 중국이표방하는민족및민족주의에대하여좀더역사적인접근이필. ,

요하다생각합니다.

현재의 용어와 개념을 갖고 지난 역사전체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용,

어는 사용하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우리가 통상, .

이해하는민족또는민족주의와는다른점이있다 동북공정서남공정서북공정 공. 探原

정 등을 추진하면서 을 주장하고 중화문명의, ‘ ‘ ’多地域 文明起源說 統一的 多民族國家
범주를 확대하면서 소위 을 내세우고 있다 티벳 사태에 대한 중국인들의, ‘ ’ .中華民族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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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등에서 보이듯 중국의 민족주의는 현재의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국가주의 민족. ,

주의 문화제국주의등의구분이필요하지않을까요, ?

중국민족주의의바라보는선생님의관점은어떻습니까?

3 소강과변법이라는소제목아래.  
다카하라의글을인용한내셔널리즘의몇가지새로운유형화작업은재미있습니다.

이러한 삼국 젊은이들의 심리 즉 불투명한 미래의 전망이란 요소는 세기를 전후한, “ ” 20

시대에도 적용되고 어느 시대에나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민족모순이 심화될 때는 계, ?

급모순 또한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 알고 싶어 읽어볼.

예정입니다 혹시그책을읽지못한청중들을위해보완설명해줄수있습니까. ?

4 민족모순이 극대화된 일제시대에 인간주의와 보편성을 표방하는 단군을 상징과 구심점.

으로하면서독립전쟁을전개했던움직임은민족주의에대한오해를불식시킴과동시에

대안과 모델로서 설정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물론 우리 역사상에는 이러한 예를 여러.

번 찾을수있습니다 토론자의견해입니다. .

5 민족주의와민주주의가짝을이룬다면 이것은대외적으로는다른주변국가와의공존을. ,

전제로해야합니다 즉반제국적인성격을지닌민족주의를말하는데 그렇게생각하시. ,

는지요.

한국의 일부 세력들에게도 충고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능력을 보유하고 제국주의라는, ,

역사적인 전력이 있는 중국 및 일본 내부의 지식인들에게 동아시아 공동을 전제로 한

민족주의의 유효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민족의 통일이 궁극적으로는 동아. ‘

시아 전체의평화와공존을가져오며공동체로진행하는첫걸음이될수있다는것등’

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델들을 다양하게 제시해서.

논리적으로뿐만아니라역사적으로설득할필요가있습니다 혹시대안모델을갖고계.

신지요?

이 외에 많은 것을질문하고 배우고싶지만 주어진 한계로 인하여 다음 기회를 기약하, ,

고자합니다.



제 마당[ 2 ] 토 론 ｜ 윤해동 41

●토론 통일코리아와동아시아공동체

윤해동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통일코리아 와 동아시아공동의미래1.‘ ’ ‘ ’

평화재단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건국 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통일코리아의 미래를 전60 , ‘ ’

망하고 이를 동아시아공동의 미래와 관련시키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심‘ ’

장하다 우선 통일 이후 한반도의 모습을 통일코리아라고 명명함으로써 통일의 과정에서. , ‘ ’

남북한이 체제적 우위를 다투는 발상을 배제하고 있다 체제적 이념적 갈등을 배제함으로. -

써 통일의과정은 한반도너머로열려진과정이된다 그리하여한반도통일의과정나아‘ ’ .

가 바야흐로 도래할 통일코리아는 동아시아의 미래와 긴 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 .

이처럼 통일코리아와 동아시아의 미래는 우리의 실천에 의해 좌우될 공동운명으로 엮여있

는것처럼보인다.

동아시아로열린두개의 국민국가2. ‘ ’

김학준선생은구서독이 자신을서방세계의일원으로서서구민주주의국가들과더불어유“

럽을하나의협력공동체로발전시키는방향으로국정을이끌어 마침내불가능한사명으로”

불리던 독일의통일을실현시켰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와마찬가지로한국역시 대내적으. “

로 충실하면서도 건강한 민주복지공동체로 발전시키고 한반도를 비핵화되고 전쟁의 공” , “



42 년 평화재단 심포지엄2008 ｜ 건국 년 통일코리아를 바라보다60 ,

포로부터 해방된 평화공동체로 만들어나가며 동아시아를 하나의 협력공동체로 발전시” , “ ”

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한국 내의 정통적 가치를 옹호하는 세력과 비. ‘ ’ ‘

정통적가치를중시하는세력 사이의 역사적타협이성사되어야한다고보았다’ ‘ ’ .

그렇다면 한국을 완결성의 국가로 보는 정통적 가치와 미완성의 국가 또는 부분국가로‘ ’ ‘ ’ ‘ ’

간주하는 비정통적 가치 사이의 역사적 타협이 가능한가 그 타협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 ? ,

무엇을의미할것인가?

년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두개의국가가수립되었1948 ‘ ’ ‘ ’

다 이 두 개의국가는각기자신의통치권이한반도전역에미치는것으로헌법에규정하.

였고 상대를 반국가단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따라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합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했다 한국전쟁은상대를무력으로통합하기위한두개의국가간의충돌이.

었으며 이는 한반도 전체의 시각 혹은 국가 내부의 시각으로 보면 국민화과정의 일환곧, (

국민형성전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두 개의 국가는 본격적으로) .

국민만들기 과정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두 개의 국민국가가 상호경‘ ’ , ‘ ’ 쟁하면서도 국민형성

을위해서는상호의존하는관계로정착되었다 이를 적대적의존관계로지칭해왔다. ‘ ’ .

근대국가로서의 국민국가는주권국가로서의속성을가지는것으로간주된다 주권은대내‘ ’ .

적으로 분할 불가능하고 양도할수 없으며 대외적으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하지만 남북한은 각기 자신의 영토로 규정한 지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지 못했으며. ,

인민주권의 실현에 있어서도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상태를 노정해왔다 그럼에도 남북한.

두 개의 국가를 주권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근대적 주권은 언제나 불완전.

한 것이었기때문이다.

그런점에서주권국가이자국민국가인한국그리고또는북한의국가적성격을 완결성 대/ ‘ ’

미완성이라는대쌍관계로해석하는것은이제지양해야한다 남북한은각기스스로를불‘ ’ .

완전한주권국가로간주하고있지만대표적으로헌법의영토조항 대외적으로완벽한주권( ),

을 행사해왔고대내적으로 국민국가로서 국민통합을 지향해왔다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민.

국가가존재하고있을따름이다.

정통적 가치와 비정통적 가치의 역사적 타협의 가능성은 한반도에 두 개의 국민국가가‘ ’ ,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아가 이 두 개의 국민.

국가는 상호적대성을제거하고의존성을강화하며 그통합의전망을한반도를넘어동아,

시아로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북한이 상호적대성을 제거하고 의존성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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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서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협력 및 공동안보체제의 형성은 점차 더 큰 비중을 차,

지하게될것이다 동아시아로열린두개의국민국가 논리에서그동안화해하지못했던. ‘ ’

두 가치가타협할수있는가능성을확인할수있겠다.

동아시아시민사회 에기반을둔 변법3.‘ ’ ‘ ’

동아시아 지역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냉전 아래에서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왔으며 이를,

바탕으로급속한경제성장을이룩해왔다 년대탈냉전이후 무역과자본이동을중심. 1990 ,

으로 한 경제분야뿐만아니라 제한적이나마정치군사 부문에서도위로부터의동아시아협·

력 논의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하지만더욱주목해야할것은문화노동력상호인식등. · ·

의 영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동아시아가 아닌가 한다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

사회는 문화와노동의교류와이동에기반을두고점차다문화사회로변모하고있으며 여,

기에서 동아시아시민사회 형성의가능성을확인할수있다‘ ’ .

최원식 선생은 중국과북한의변화가 일본과한국의민주주의를공화의이름으로협치하‘ ’ ‘

는 더욱성숙한민주주의로만들어나갈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면서 소강국면을형성하’ ,

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의 평화 속에서 동북아 각 나라의 국민들 사이에 동아시아인이자‘ ’ ‘

세계시민으로서의진정한우애가형성되는변법의가능성을확인하고자한다 대단히감동’ .

적이지만 일면적이라는 느낌도 없지 않다 정부간 화해를 견인할 수 있는 국민간 화해, . ‘ ’

곧 동아시아시민사회의형성가능성에대해서소극적인입장을취하고있기때문이다.

식민주의와 전쟁 그리고 냉전이지배하고 있던 동아시아에서 새로운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화해에 바탕을 둔 국민들 사이의 상호신뢰 나아가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 시민사회‘ ’ 그리고 이에합당한새로운동아시아적정체성을형성할수있을것인

가 지난한과제가아닐수없다? .

고도성장형 내셔널리즘 균질형 내셔널리즘으로부터 개별불안형 내셔널리즘 다원화 내셔‘ ’= ‘ ’=

널리즘으로 이행한 각국의 내셔널리즘이 드러내는 취미적 적대가 인터넷을 통해 분출되‘ ’ ,

는 이른바동아시아지역청년들의 민족주의전쟁의본질이라는데동의한다면 그것은이‘ ’ ,

미 민족주의 전쟁이아닌듯싶다 왜냐하면개별적불안은이미사회내부의계층적적대‘ ’ .

를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불안이 취미적 차원에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

취미적차원에서표출되는불안이설령다른국가와사회에대한 멸시로비친다고하더라‘ ’

고 그것은그리우려할만한것이아닌듯하다 각국의청년들이공유하고있는불안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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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것이기때문이다 불안은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로.

부터기원하는것일터이다 이런점에서 역으로청년들이공유하고있는불안으로부터동. ,

아시아시민사회의동질성을확인하고공감각을계발할수있지않겠는가?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반드시 대립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지극히,

정당하다 민족주의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계발하고 그에 기반하고 있을 때에는 건강하다. .

또 인민주권적가치에기반을둔민주주의는언제나보편을지향한다 그런점에서인민주.

권과 국민주권이 지향하는 가치는 다르다 국민주권적 가치에 기반을민주주의는 민족주의.

와 친연성을 가질 수 있지만 국민주권이란 언제나 국민통합적 지향에 기반을 둔 배제를,

동반하기 때문에그가치는언제나제한적이다 그런점에서국민주권적통합에바탕을둔.

민족주의는 병리적일 수 있다 항상 민족주의적 가치를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

문이다.

동아시아시민사회적정체성이민족주의에기반을두고형성될수없다는것은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동아시아 각국의 국민통합을 넘어선 지점에서 도래하게 될동아시아 시민사회의.

신뢰와정체성을바탕으로보편을지향하는동아시아공동체를만들어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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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프로세스와 통일비전 통일 왜 지금 말하는가- ,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평화와 통일의 이중주. ( )二重奏Ⅰ
분단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1.
역사의 신 은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2. ( )神
북한체제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3. .

통일방안과 한반도 평화체제.Ⅱ
남북한 통일방안 남북연합 대 연방제1. :

가 남북연합 과도기적 통합체제. < > :
나 북한 연방제 체제보존의 방어적 반 통일론. < > : ( )反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2.

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특성.
나 평화체제 선 평화 후 통일. :‘ , ’

북한의 미래전망과 통일.Ⅲ
개혁개방의 비전1. ․
정치적 전망 정권연속성2. :

통일 프로세스 비핵화와 개방. :‘ ’Ⅳ
비핵화 및 개방1.
북한의 변화와 통일 모멘텀2.

가 시나리오 비핵화 진전 개방 진전 는 에 비해 비핵화 진전 개방 진전. < > : / (a' a , )Ⅰ
나 시나리오 비핵화 진전 개방 퇴조 는 에 비해 비핵화 진전 개방 후퇴. < > : / (b' b , )Ⅱ
다 시나리오 비핵화 거부 개방 퇴조 는 에 비해 비핵화 퇴행 개방 후퇴. < > : / (c' c , )Ⅲ
라 시나리오 비핵화 거부 개방 진전 는 에 비해 비핵화 퇴행 개방 진전. < > : / (d' d , )Ⅳ

통일 비전.Ⅴ
들이닥치는 통일 떠안는 통일1. ,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 남북한 에너지 공동체 추진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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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프로세스와 통일비전 통일 왜 지금 말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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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의 이중주. ( )二重奏Ⅰ

평화통일은우리민족의지상 목표이다 평화와통일은서로떨어질수없는관계이( ) .至上

나 한반도의평화는한민족의통일에앞서왔다 그러나지금우리의과제는평화와통일의, .

협연 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이에 평화를 위한 통일 통일을 위한 평화를 모토로 삼( ) . “ , ”協演

아야 한다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다 평화의 원칙아래 그. . ,

리고 평화적 방법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때이다 이런 점에서 통.

일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 민족적 삶의 정상회복과 민족경제의 활로개척 그리고 북한체제, ,

의 미래대비등의세차원에서제기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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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은한반도의공고한평화를보장하지못한다1.

분단평화의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 평화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 분단국가 상태에서‘ ’ . ,

공고한 평화상태로의전환은쉽지않다 아직도지속되고있는한반도분단체제는세계적‘ ’ .

냉전체제의 하위체계로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적 대결구조에서 비록 차가운 평화였지만‘ ’ ,

역설적으로 상당기간 분단평화의 시대를 구가했다 즉 남북한은 각 진영의 전초기지로‘ ’ . ,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통제아래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과 무력충돌이 억제봉합된 상태 속․
에서 각각의 체제유지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미소 냉전체제의 와해로 그때까지 균형을 유. ․
지해온남북한역학구도는깨졌다 여기에다날로커져가는남북한국력격차는북한의위.

기의식을한층고조시켰다 그후균형회복을위한북한의모색은결국핵무기개발로나.

타났다 북한의 핵개발로 안으로는 실패한 북한 경제를 더욱 피폐화시켰고 밖으로는 한반. ,

도와동북아지역의안정과평화를위협하는악순환구조가형성되었다.

남북한역학구도의균형상실은세계사적변화를거부해온북한사회주의체제의고유한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앞으로 균형의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바로 심대한 불균형. ‘ ’

자체가 본질적으로 한반도 불안정의 요인이며 한국의 안보와 미래에 대한 위협 요인이다, .

여기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북한의 개방과 경제회복을 위한 대

외적환경조성이중요하다는데에관심이집중되었다 그러나남북한의안정적발전을통.

한 균형회복의문제는세계사적흐름에부응하지못하는북한체제의고유한속성으로인해

실현가능성을확신하기가무척힘들다.

역사의신 은더이상우리를기다려주지않는다2. ( )神

민족적 삶의 정상회복과 민족경제의 활로개척이 시급하다 분단 구조가 지속되는 상태에.

서 한민족의역동적인미래를열어갈수있는가하는데에회의도심각하다 세계대국으로.

뻗어나가는 중국은 지금 우리를 무척 두렵게 한다 북한은 지금 중국의 경제적 영향권 아.

래 빠른 속도로 편입되고 있다 북중 간 전형적인 선진국과 후진국 간 교역 방식인 남북. ‘․
교역 형태는북한경제의취약성을구조화시키고북한경제의자립적성장기반구축을저’

해한다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의 규모 확대와 다변화로 북한의 대중 예속이 한층 심. ( )對中

화되고있다 남북한분단상태가더지속된다면우리는어느날문득중국의변방으로전.

락한북한을만날지도모른다.

남한은 섬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타국과 반세기 이상 항공기나 배로 연결되어왔다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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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와육로가끊긴이래태어난대부분의남한사람들은섬과같은환경에익숙해왔다 천. 5

만 인구가 가뜩이나 좁은 땅에서 미래를 꾸려가기에는 벌써 한계상황에 다다랐다 대륙을.

통한 세계와의연결로한국인의왜소화된심성을정상화시켜야한다 이좁은공간에서지.

역감정과 같은 소모적이고 비뚤어진 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탁 트인 세계관‘ ’

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과 동북아 지역에 대한 활발한 진출과 투자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길이다 분단 상태에서 민족적 삶의 정상적인 회복과 한국경제의 활로개척은 항.

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통일을 장구한 평화 과정의 끝에서 기다릴 것인가 그렇잖. ,

으면 지금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 역사의 신 은 북한 정권에 결코 우호적일? ( )神

수없으며 한민족의미래를더이상기다려주지않는다, .

북한체제의미래를대비해야한다3. .

북한의 미래는불투명하다 북한사회는이미오래전부터미래에대한전망을상실하였.

다 북한정권의 변화의지 는 회의적이며 변화에 대한 새로운 자세. ‘ ’(Will to Change) , ‘ ’(New

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소극적인Attitude towards Change) . ·

태도와 세계사적 추세에 역행하는 행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한다 북한은위기의실체를객관적사실적관점에서파악하는능력을상실했으며 위기극. · ,

복을위한합리적수단을창출하는사상과실천의지의부재도이미뚜렷이드러났다.

미국의대북강경책포기 국제자본의유입 남한의대북투자및경협증대등의일련의과, ,

정이 정착되면 수령체제의 북한이 정상국가로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적 시나리오는 재검‘ ’ ‘ ’

토될필요가있다 그러나그러한시나리오가폐기되는것은곤란하다 다만바람직한시나. .

리오만이 대북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설정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대

비는한계에봉착될수도있다.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그리고 남북한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평화통일의 원.

칙아래 남북한합의통일의추구이외의다른방식의통일은고려의대상이될수없다 통.

일과정에서 남북한 분쟁과 주변 강대국의 개입과 간섭의 가능성은 반드시 회피되어야 한

다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 속에서 통일의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평화와 함께. .

다시통일을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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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방안과 한반도 평화체제.Ⅱ

남북한통일방안 남북연합대연방제1. :

남북한은 민족 국가체제인 완전통일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체제가 일정 기간 공존1 1

하는형태인복합국가형태를지향하고있는데에공통점이있다 복합국가. (composite state)

는 국가연합 연방국가 공영방(confederal state), (federal state), ( , commonwealth)共榮邦 등

의 형태가 있으나 한민족 통일과 관련하여 국가연합과 연방제가 각각 주장되었다 일반적, .

으로외교권 군통수권 탈퇴절차등의중앙정부권력의집중과분산형태에따라연방국가, ,

와 국가연합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남북한 통일방안은 공동선언 에서 남측의. 615「 」․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의 인정을 통해 이 방향에서 통일을‘ ’ ‘ ’

지향시켜나가기로합의하였다 이로써남북한통일방안의마침내접점을찾았다. .

가 남북연합 과도기적통합체제. < > :

남측의연합제안은일찍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을통해확립되었다 즉‘ ’ . ,｢ ｣
이 통일방안은 단계적점진적 통일 과정으로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이‘ ’⇒ ⇒․
제시되었다 여기서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 간 대립과 적대의 관계를 한반도 평화체제. 「 」

구축을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시기로 설정되었다 남북연. ｢
합 단계는 남북연합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면서 사실상의, ‘｣ ․ ․ ․
통일 상황을 실현해 나아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국가 완성 단계는 민주’ . ｢ ｣
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통일헌법을 확정공포하여 법적제도적 통일을 이룩하고 정치경제,․ ․ ․ ․
사회문화등부문별통합을완성해나가는시기이다.․

연합제안의모태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기능주의적통합론에입각한통일방안이었‘ ’ ｢ ｣
다 이는 경제 사회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한 기능적 통합의 수준을 높여. ,

나간다면 궁극적으로 정치 군사적 부문에서의 통합으로까지 진전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

반한 통합론이었다 이를테면 낮은 단계의 정치 로부터 높은 단계의 정치. ‘ ’(Low Politics) '

로의 상승적 진전을 기대한 통합론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주의적 통합'(High Politics) .

론은 동등한국력을가진국가들사이의다양한부문의상호침투현상과는달리남북한국

력차이에서엄청난열세에놓인북한이수용하기는쉽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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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연방제 체제보존의방어적반 통일론. < > : ( )反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북한이 처음부터 변함없이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 ’

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북한 연방제는 명칭의 지속성과는 달리 초기의 적극적공세적 통. , ․
일론에서점차수세적방어적논리로 바뀌었다 통일전선전략으로제기된연방제는 년. 1990․
대들어와통일론이라기보다는오히려체제보존을위한방어적논리로변하였다.

북한연방제통일방안의근간인노동당제 차대회 에서제안된 고려민주연6 (1980.10.10) ‘

방공화국 창립방안에서이미 각 지역의사상과제도가 인정되는남과북에서는연방정부’ “

의 지도하에 지역정부가 독자적 정책의 추진을 밝혀 국가연합에 가까운 연방제가 제의되”

었다 그 후 북한은 민족 국가 제도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방안에 입각. ‘1 1 2 2 ’

하여 외교권과 군사권을 지역정부에 위임한 이른바 느슨한 연방제를 제안하였다김일성, ‘ ’ ( ,

이는 북과남에서로다른제도가현실적으로존재하는조건에서누가누구를1991.1.1). “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고 김일성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 1991.4.19; 6.25)

수 있는방도로강조되었다.

김일성은 상대방을 먹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통일론을 적극 반대하면서 제도통일은‘ ’ ‘ ’

후대의 몫으로미룰것을주장하였다 이러한변화과정을거쳐북한연방제는남북정상회.

담에서 마침내 낮은단계의연방제 로나타나게되었다 이처럼북한의연방제‘ ’(2000.6.15) .

통일방안은 초기 대남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으로 공세적 통일론으로 제안되었으나 후기에,

는 북한의통일담론의과잉에도불구하고 체제보존의논리로수세적방어적성격의반, ( )反․
통일론으로변화되었다.

한반도평화체제와통일2.

가 한반도평화체제의특성.

한반도 평화체제구축문제는통일론과의연계속에서제기된사안은아니나 북한핵,

문제해결과함께남북한경제협력의제도화차원에서한반도의안정적인평화구조의토대

마련이 선결 요건이라는 데서 출발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 정전상태가 공고한 평화. ‘

상태로전환되어안보 남북관계및대외관계등의측면에서평화가보장되는제도적상태’ ,

를 뜻한다 즉 평화체제는 전쟁의 법적 종결 및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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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마련함으로써정전상태를평화상태로전환하는한편 남북및국제적차원에서상호적,

대적 긴장관계를 초래했던 제반 긴장요인들을 완화해결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발전이 실현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성 요소로는 평화협정.

체결 남북간군사적긴장완화및신뢰구축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과북미및북일관, , ․ ․
계개선등을포괄한다.

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접근은통일을지향하는분단국가의특수성을반영하지않을수

없다 이런점에서한반도평화체제의세측면의특성을지닌다 첫째 완결된체제가아닌. . ,

과정 으로서의평화체제를지향한다 즉 평화체제는단순히전쟁의법적종결에국(process) . ,

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및국제적차원의제반긴장요인들을포괄적으로해결하면서평,

화를 제도화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장기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은.

평화협정체결을비롯한포괄적이고장기적과정으로이해된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문제이자 국제적 사안으로 접근되는 과제이다 한반도, .

평화문제는정치 군사 경제등다양한분야에서민족내부적요소와북미및북일간안, , ․ ․
보 현안 등 국제적 요소들이 혼재되어 상호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

축은관련당사국들간국제적협력을통한조화와보완이요구되는과제라고하겠다.

셋째 그럼에도한반도평화체제는한반도의통일과무관할수는없다 따라서한반도평, .

화체제는 평화적점진적 통일의 제도적 기반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일반‘ ’ .․
적인 평화 프로세스와는 달리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 평화공존의실현과 남북연합으로,

의 진입을 위한제도적기반을제공하는과도기적체제로접근되어야함을의미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정에서한반도문제의과도한국제화를지양하는한편 남북,

당사자간해결노력과국제적협력의조화가중요시된다.

나 평화체제 선평화 후통일. : ‘ , ’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를위협하는북한핵문제를해결하기위

해서는북미간대타협과함께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제의구축을통한북한의체제보,․
장을 위한 우호적인 조건을 마련하자는 데 포커스를 맞춘다 즉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

대북 적대시정책의포기와함께북미관계정상화가이루어지면핵문제의해결뿐만아니라,․
한반도평화체제구축도가능해진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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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그동안 한국전쟁 이후 줄곧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평화협정 문제를 제기해왔으

나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진지한 관심을 얻지 못했다 그러던 중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

년대 들어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체제위기 돌파전략으로 핵’90

개발을 추진하자 핵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년 제 차 자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자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2005 4 6 ‘919 ’ 6․
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는 가운데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

포럼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을 합의함으로써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말하자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

축의일환으로새로운조명을받게되었다.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뼈대였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통일 비전과 관련하여․
당장의 통일보다는 현 남북관계 상황을 토대로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구현해 나가,

면서 평화적점진적 통일을 추구한 데 특징이 있다 평화적점진적 통일 과정은 한반도 평.․ ․
화체제 구축과 더불어 경제사회공동체 형성을 통해 진전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
서 정부는 먼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 ,

해 나가며 이를 통해 북한의 역량이 커지면 국가연합단계를 거쳐 통일에 이르게 되는 점,

진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독일동포간담회는 입장을 밝”( , ’05.4.13 )

혀왔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의 문제 한 가운데 북한 문제가 있다 북핵 문제와 북한의.․
경제실패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국제적 배제 등의 외적 요인에도 원인이 있지만 북

한체제의 고유한 속성 즉 일인 지배체제의 억압성과 한계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크다, ( ) .一人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핵문제와 북한 경제실패를 외적 요인의 해소 즉,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철폐와 국제사회의 대북 우호적 환경 조성 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접근하였다 이에북한핵문제해결을위해서는북미관계정상화를통한평화체제구. ․
축이선결과제로주장되었다 그러나북미관계정상화의과정 절차 방식에대합합의도출. , ,․
은쉬운과제가아니며 더욱이인권과민주주의가철저히배제된독재체제에대한미국의,

불신은 미국의 정치적전략적 판단만으로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다 북미 관계정상.․ ․
화가김정일체제하에서완전한핵포기를보장할수있다는확신도뚜렷하지않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대북정책의 최고목표로 삼았지만 한반도의 안정적,

인 평화구조 구축 과제는 아직도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 상태이다 북한은 핵보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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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고 빈사상태의 경제상황으로 남북한 국력격차는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 .

화체제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은 한계에 부딪힌 측면도 있지만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문제에서 새로운 방안의 주장은 또 다른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

축은 북한 체제문제 자체에서 기인하는 한계도 있지만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들의,

의지와 합의는 북한의 체제안정에 긍정적로 작용하면서 북한이 모험적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혹을 억제시켜주는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넘어 동북아의 다자간 평화협력,

틀의모색도가능하다는점에서더욱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할과제가아닐수없다.

통일과 관련하여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선 평화 후 통일 논리에 입각해 있다 이는‘ , ’ .

평화를 위해 통일을 유보할 수는 있으나 통일을 위해 평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다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정착시켜나감으로써 남북경협의확대 속에서 북한의 경제회복과.

더불어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되어 간다면 통일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남북한 법적제도적 통일을 추구할 경우 북한. de jure․
은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로 오히려 남북관계를 경색긴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평화 담론 이외의 통일 논의는 불필요한 이념적소모적 논쟁을 가져온. ․
다는논거에서통일논의자체의자제가요청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리는 통일과 관련하여 남북한 간 장기공존을 전제로 남북연「

합 을 추구하였으며 평화정착과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체제는 연착륙 할, ‘ ’(Soft Landing)」

수 있다는가정과기대에입각하여추진되었다 그결과남북한교류협력의확대와평화정.

착에만주력함으로써통일문제는마침내역사의먼지평위로 려나고말았다.

북한의 미래전망과 통일.Ⅲ

북한은 실패한 국가 이다 실패한 국가 북한은 과연 정상국가로 회복될 수‘ ’(failed state) .

있을까 사회주의적 정상국가는 당 국가체제의 회복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국가기구의? ‘ - ’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측면에서의 과제가 제기되는.

데 북한의개혁개방과그리고후계자구도마련을통한북한권력구조의예측가능성의문, ․
제가해결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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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의비전1. ․

북한은 자체 자원의 동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부 경제의 회복을 위해 외부경제의 수

혈이 절실하다 이에 개방은 불가피하다 또한 노동의욕의 상실과 제도화된 사보타지를 극. .

복하고 생산동기와 사회적 효율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점.

에서 개혁개방은 북한 경제회복을 통한 정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정책이다 북한의개방은자본주의적시장경제와의접합으로 전혀이질적이고침투적인. ,

경제체제에 대한 개방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자폐적인 경제체제로 개방을 통해 폐쇄. ,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힘들다 개혁개방은 체제보장을 위한 것이어야 한. ․
다 체제보장을 위해서는 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

핵개발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체제보장을 위한핵개발은 개혁개방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 .․
처럼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보장을 위한 핵개발 간의 악순환 구조가 북한문제의 본질이․
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한체제는 본질적으로 상호 비타협적 모순관계이다 북한의 시장경.․
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개방은 세계사적 경험에 비추어 다른 코스의 발전 경로를 발견할․
수없는역사적필연이다 그러나대미관계개선이어느정도이루어지고개혁개방의국제. ․
적 환경이 우호적인 상태로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현 정권이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
적체계적으로추진한다는판단은힘들다 시장경제와외부정보유입에따른최소한의대중.․
적 자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개혁개방은 북한 정권의 기반을 급속히 무너뜨린다 이는.․
누구보다도북한현정권의수뇌부측에서충분이인식하고있는문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면 북한이 중국식 개혁모델을 선택하여 개발독재 형태의 경, ‘ ’

제성장을 통해 북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는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식 또.

는 베트남식개방모델을선택하기가쉽지않다 우선북한최고지도자의등소평식의사고.

와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등소평의 지도력과 노선은 중국 지도부 내에서 오랜 기간 동.

안의 실용노선과 이념중시 노선 간의 투쟁의 산물이나 북한 역사는 개인우상화와 유일체,

제 확립 과정 이외에 국가발전 전략을 둘러싼 어떠한 노선투쟁의 경험은 없었다 또한 집.

단지도체제를 중시하여 사회주의적 당 국가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한 중국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북한의경우국제사회의우호적분위기속에서개방을추진한중국이나베트.

남과는 달리 미국과의 비우호적 관계 그리고 남한에로 흡수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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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개방 결단을 가로막아왔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적극적인 개방이 추진되고 개발독재.

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데에는 이 두 나라에는 남한의 존재와 같은 또 하나의 중‘

국이나 또하나의베트남이없기때문이다’ ‘ ’ .

정치적전망 정권연속성2. :

후계자 구도 확립은 독재체제에서 독재자의 유고시 국가통치체제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

도록 하는 중대한 정치과정이다 이는 독재체제의 정권연속성의 보장을 통해 가능하다 그. .

러나전통적인왕조국가가아닌근대적국가체제를구비한나라가운데개인숭배통치체제

를 구축해온 독재국가치고 권력승계 문제를 평화롭게 이룬 국가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렵다.

독재체제에서 후계자 확립은 독재자의 유일권력체계를 부정하고 권력누수현상과 레임덕을

초래하는역설로인해독재자의생전에이문제의해결은좀처럼이루어지기힘들다 이는.

어느 면에서 독재권력 자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모순적 현상이다 북한 정권의 후계.

자 구도 문제도 북한체제의 정치적 전망을 한층 암울하게 하며 미래 전망의 불투명성을,

증폭시킨다.

이처럼북한의체제유지콤플렉스는개혁개방에대한 정치적 결단을어렵게하며 개방‘ ’ ,․
쇼크를 방지하기 위한 억제비용이 개방효용 편익을 넘어서는 구조에서 정상국가로의 변화

가능성을기대하기는무척어렵다 통일과관련하여중장기적전망하에북한체제의 충격. ‘ ’․
에 외적충격이든내적충격이든 따른다양한변화양태에대한예측과합리적대책을- -

신중하게 모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체제의 평화적 재조정 단계. ‘ ’(readjustment)

체제 국가 수준에서 가전제되어야개혁개방을향한북한의변화를기- (regime)/ (state) - ․
대할 수 있으며 북한사회의 미래 전망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재조정 단계는북한현정권다음의정부이를테면 포스트김‘ ’(readjustment) , ‘ (Post Kim)’

정권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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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프로세스 비핵화와 개방. : ‘ ’Ⅳ

현 단계에서 통일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개혁과의 관련 속에서 접근될 수 있다.․
북한은 경제회복을 추구한다면 어떠한형태로든지 변화는 불가피하다 북한체제의 향방을.

가름하는 변수는 비핵화와 개방개혁의 문제이다 북한의 불가피한 변화 과정 속에서 통일.․
의 계기가 나타날 수 있으며 거꾸로 한반도의 보다 공고한 분단구조의 형성으로 귀착될,

수도있다.

비핵화및개방1.

비핵화< >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핵심적 사안이다 년 월 현재 북한은. 2008 7 , 2007

년의 합의와 합의에기반한핵시설불능화와핵프로그램신고서를제출함으로‘213 ’ ‘103 ’․ ․
써비핵화 단계는일단마무리되었다 다음단계인비핵화 단계는본격적인핵폐기단계2 . 3

를 의미한다 북한이제출한핵프로그램신고에대한 완전하고정확한 검증사찰이이루어. ‘ ’ ․
진다면 다음단계로본격적인핵폐기를위한북미간협상이제의된다 검증이완료된다, .․
음 핵무기를 해체하고 핵물질을 반출하는 핵폐기 문제는 북한과 미국 차기 정부와의 협상

과제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북한의 핵능력은 플루토늄 생산시설 확보한 플루토. ,△ △

늄 플루토늄기반기타핵시설 우라늄기반비 핵계획등을포함한다, , .△ △

비핵화 는 불능화 에서 핵폐기 에 이르는(denuclearization) (disablement) (dismantlement)

전 과정을 포괄한다 비핵화는 궁극적으로 북한 핵무기의 완전 해체 및 핵물질 반출 상태.

이나 이러한핵폐기완료상태는비핵화의최종적단계를말한다 한반도비핵화프로세스, .

의 최종 단계인 완전한 핵폐기는 상당한 비용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바 비핵화는 핵,․
폐기완료상태에까지이르는전과정을의미한다 따라서비핵화는핵문제해결의특정한.

상태 를의미하는것이아닌 핵문제협상의이행실천의일련의 과정 으‘ ’(status) , · ‘ ’(process)

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협상 결렬 상태가 아닌 교착상태를 포함한 협상틀 유지 상태는. ,

비핵화과정 으로간주할수있다(denuclearization process) .

핵폐기를 향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구축은 비핵화 제 단계 협상을 통해 핵폐기의 입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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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및 출구 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도출되면 본격적인 비핵화 프로세스’(Entrance) ‘ ’(Exit)

구축된 셈이다 따라서핵프로그램의완전하고정확한 검증사찰 핵폐기 입구로본다. ‘ · ’ = ‘ ’

면 핵무기 해체 및 핵물질 반출 출구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비핵화 진전에 맞추어, ‘ ’ = ‘ ’ .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동북아 평화안보 메커니즘 구축 문제 등을/ , ,․ ․
추진하게된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의 생존전략으로서 체제보장의 문제이다 북한의 완전 핵포기 문제는.

북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미 양자 간 상호작용에 달린 문제이다 미국의 대북 체제.

보장에 대한확신은핵포기에긍정적영향을줄것이며 미국의대북압박은핵보유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견해이나 이와 반대의 가정도 성립된다 즉 미국의 대. , . ,

북 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보유 의지를 굽히지 않을 수 있으며 역으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 핵포기를 결단할 수도 있

다 어느경우에도미국의비핵화를위한대북정책은북한정권의안정과직접적인연관성.

을 지닌다.

개방< >

개방은 단순한 지역적 개방을 넘어 북한이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존중하는 보편적 가치,

및 규범 즉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과 제도화 추진 과정을 의미한다 북한이 개방을 통해, .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편입되어야 본격적인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개방을 위해 미국과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필요하며 이는 북한의 정상국가로의. , ‘ ’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정상국가화는 핵문제 비확산문제 인권문제 등의 진전. , WMD ,

과정에서달성될수있다.

북한은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해 경제개발이 필요하며 경제개발을 의해 개방을 하지 않,

을 수없다 즉 개방하지않으면경직된체제의붕괴를억제할수없다 반면에개방시스. , .

템을 추구하면 점진적인 경제회복이 가능해질 수 있지만 외부 정보의 유입과 민주화 요구

로북한정권이의도한바와는달리정권또는체제붕괴를유발할수있다 이러한비핵화.

와 개방의딜레마를전제로 통일문제를비핵화와개방관계를통해살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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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변화와통일모멘텀2.

비핵화개방< / >

가 시나리오 비핵화진전 개방진전 는 에비해비핵화진전 개방진전. < > : / (a' a , )Ⅰ

이 국면은 북미 핵협상의 순항 속에서 북한의 개방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으로 가장 바람,․
직한시나리오이다 여기서비핵화즉 핵폐기는북미관계개선을의미한다 핵폐기가이행. , .․ ․
실천과정에진입하면한반도의안정과평화정착의분위기속에서북한의적극적인대외개

방과 함께 남북경협이 활성화된다 그러나 점차 개방의 폭과 템포가 빨라질수록 그 만큼.

북한주민들의경제적 정치사회적요구도높아진다 이국면에서북한정권의상투적인외, .

부 위협에대한대내적단합호소도더이상통하지않으며 개방국면제체를역전시키기,

도 불가능해진다.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개방 수준이 상당히 높은 단계로 진전되면 주민들의 경제적 자유․
화와 정치적 개혁요구 상황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체제전환의 강력한 압력

에 부딪히게 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번영 속의 정권몰락이 초래될 수 있는 시나리오로. ‘ ’ ,

시장경제의 전면적 수용 요구와 함께 독재체제의 거부로 체제가 급격히 붕괴되는 상황이

전개되거나 또는위로부터의평화적인체제전환과정권교체가이루질수도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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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나리오 비핵화진전 개방퇴조 는 에비해비핵화진전 개방후퇴. < > : / (b' b , )Ⅱ

이 국면은 북미 핵협상 순항 속에서 대외 개방보다는 오히려 대내 통제를 강화하는 상․
황으로 먼저체제정비후개방을모색할수있는시나리오이다 이상황은비핵화협상진, .

전으로 북미관계가 개선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어 가면서 대외적 차원에서는․
우호적인 국면이 나타난다 이 경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주저하거나 개방 수준이 미약할 경우 대내외적 압력을

받게된다.

이 시나리오는체제보존에대한우호적인국면과개방을통한경제발전의필요성사이의

불일치로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점차 개방 수준을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시나리오 상황으로발전되거나 핵협상의결렬로 시나리오 또는 시나리오< > , < > < >Ⅰ Ⅲ Ⅳ

상황으로악화될수있다.

다 시나리오 비핵화거부 개방퇴조 는 에비해비핵화퇴행 개방후퇴. < > : / (c' c , )Ⅲ

이 국면은 북미 핵협상이 결렬되거나 경색국면 속에서 핵보유를 부각시키면서 체제유지․
를 강화하는 상황으로 개방 거부와 함께 북한사회의 시장화를 강력히 통제하면서 한반도,

안보위기가 발생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시나리오이다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외부세계.

와 거래할 수 있는 유용한 자산은 핵이든 대량살상무기이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여긴다 핵이 없다면 세계의 어느 나라도 북한에 큰.

관심을가질이유가없다 따라서김정일정권은어떠한경제적 정치적보상에도불구하고. ,

완전한핵포기에대한결단을쉽게내릴수가없다.

북한의핵보유의지가명확한상황에남한을비롯한국제사회가북한의개방에협력적일

수가없으며 북한은폐쇄체제속에서자력갱생을외치게된다 이러한상황은경제적피폐, .

에도 불구하고 선군정치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통제와 억압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

현재보다 더 가혹한 통제와 억압은 장기간 지속될 수 없으며 머잖은 시기에 북한체제의,

내부파열 로인한체제붕괴의가능성이매우높아지게된다(implo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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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나리오 비핵화거부 개방진전 는 에비해비핵화퇴행 개방진전. < > : / (d' d , )Ⅳ

이 국면은 북한이 핵포기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지 못해 결국 북미 핵협상이 결렬되거나․
경색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 개방전략이 추진되는 시나리오이다 북한이 핵포기.

에 대한대가로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가수용하기힘든요구를내세울때핵협상은답보

상태이거나결렬될수있다 경제적자립구조를구축할수있는전폭적인지원요구 북미. , ․
수교에따른북한정권의불안과두려움 주한미군철수요구등으로핵문제해결이지지부,

진한상태에도외부지원과경제회생을위한개방은불가피하다.

미국의대북압박정책이강화되는분위기속에서북한은중국과남한의대북지원을기대

하면서특히 정치적경제적대중 의존도를높여가게된다 이시나리오에서개방은중, ( ) .對中․
국쪽으로열린문이다 이러한상황이지속되면북한은궁극적으로중국의영향권아래편.

입되면서 친중 국가로 전락되어 분단구조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 .親中

국면에서는북한내부에서대북지원협력파트너문제와관련하여친중파와친남파로크게

나눠지는현상이예견된다.

북한은 년후반기부터핵시설불능화수준의비핵화를전제로북미협상틀을유지2008□ ․
하면서 통제된 개방 개혁없는 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현 단계 비‘ ’, ‘ ’ . <

핵화개방 의 수준은 위의 좌표 제 국면의 아주 낮은 단계 이하의 상태로 파악할 수/ > (a )Ⅰ

있다 북한의 대외 개방은 체제유지의 물적 토대 확보 수준에서 개방의 폭과 템포가 결정.

될 것이다.

북한의 개방전략은 식량 지원 등의 국제사회의 원조 자원서해유전 탐사권리 및 광, (① ②

물자원개발권 양도 폐된 특구개발 노동력 송출 등의 네 측면에서 추진될 수 있다) , .③ ④

대외 개방의 방향은 남한을 일단 배제한 채 중동 동남아국가 등을 타깃으로 삼을 것EU, ,

으로 보인다 년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가 이루어지면 경제개혁과 서방과의 경. 2008

제관계를 확대하는 개방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요구.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소화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길러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비핵화 제 단계인 핵폐기에 적극적인. , 3

태도를 보여야 한다 요컨대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정권의 변화의.*

지가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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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어떠한형태로든변화가불가피한상황에처해있다 비핵화와개방의두변수를조합.

하여북한체제의머잖은미래를전망한위의네시나리오는모두북한의변화과정에서 통일‘

모멘텀이나타난다는사실을말해주고있다’ .

통일 비전.Ⅴ

들이닥치는통일 떠안는통일1. ,

통일은 점진적단계적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와 달리 들이닥치는 통일. “ ”,․
떠안는 통일의 형태로 나타날 개연성이 훨씬 높다 통일은 과도기적 형태의 남북연합이“ ” .

나 연방제형태가장기간지속되거나짧은기간동안집약적으로나타날수있다 또는그.

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통일코리아는 곧장 일국.

체제로 귀결된다 어떠한경우라도우리는통일상황을신중하게관리하면서통제할수있.

어야한다.

북한은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 “

가 아니라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전쟁위·

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신보” (「 」

나아가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 가능하게 실현할 데 대한2008.6.27). “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자는 자기의 의무 이행에 대해 다같이 검증 감9·19 6 ,

시를 받아야 할 것 임을 밝혔다북한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 , 「 」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남한을 포함한 한조선반도 주변의 비핵2008.6.27). ( )

화로 주장하고 있으며 검증 및 모니터링의 대상은 북한만이 아니라 다같이, ‘ ’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 ‘

화로 접근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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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로 통일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될 경우에도 남북한 주민의 절대 다수의

의사에 기반한 합의통일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전 통합을 통한 일국체제로.

가기 전에과도기적통합형태가일정한기간동안지속될수있는데 이단계를안정적으,

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시급하며 그러한평화구조속에서남북한통일협정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 .

완전 통일이든 과도기적 형태이든 연방제 형태의 통일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 ’ .

북연합이든 연방제든 과도기적 통합 형태를 주도할 수 있는 측은 남한일 수밖에 없다 그.

런 점에서 북한이 주장해온 연방제 방식을 맹목적으로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오히‘ ’ .

려 이미 북한체제의 유지방어를 위한 논리로 변한 북한의 연방제 방식의 수용은 북한의․
입장을충분히고려하면서도 다른한편급격한통일상황으로인한혼란과무질서를관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방제는 자치 와 분권 의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 ( ) ( )自治 分權

현할수있는제도이기도하다.

평화와통일로가는길 남북한에너지공동체 추진2. , 「 」

북한의 경제회복과 자립적 경제기반 구축은 더 이상 북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 자체의 능력과 조건으로는 회복 불가능하다 북한의 경제회복은 이제 우리의. .

문제로 남한의 책임이자 남한의 역할이 요청된다 공장 등 산업구조나 도로철도 등 사회, . ․
간접자본은일제 시대의유물로대부분피폐화된상태이다 사회적자산은대부분노( ) .日帝

후망실 된상태로활용이거의불가능하다( ) .亡失․
공장을 돌리거나 농업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에너지 문제가 보장되어

야 한다 아무리 고유가 시대라지만 에너지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고 농업도 정상화시. ,

키기 어렵고 철도도로등길도닦을수없다 따라서북한은안정적인에너지공급체계를, .․
확보하지않으면안된다 이는남북한협력으로해결할수있다. .

남북한 에너지 공동체 형성이 급선무다 즉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개발과 그리고. , , ,「 」

원자력의 연구와 활용 분야에 있어서까지 남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남북한이 함께.

손잡고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등세계각지에서공동으로에너지개발사업이나합, ,

작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중아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국가들과 북한의 전. , ,

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는 남북한 에너지 공동체 의 전망을 밝게 한다 중국 또는 핵협상.「 」

을통해에너지를구걸할수밖에없는북한의절박한에너지사정을충분히고려하여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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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찾는데 협력해야 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남북한이 함께.

사할린 인도네시아 등 해외의 석탄광구 개발을 추진하여 당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이는 남북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하다 또한한국 북한 러시아 사이의. . , ,

에너지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에너지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면 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3

는결과를도출할수있다.

우리 정부의 비핵개방 구상은 남북관계의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제시된 구상이다‘ 3000 ’ .․ ․
이구상은 비핵 보다는 개방에방점을찍을수있는정책으로 개방을위해서는보다대‘ ’ ‘ ’ ,

대적이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추진하겠다는의지의 발로로 이해된다 비핵화 문제는 한국.

의 독자적인과제가아니며 북미관계를기본축으로하는 자회담의틀속에서접근되는, 6․
과제이다 비핵화과정은북미관계의유동적인전망속에서상당한기간이소요되는문제. ․
이나 자회담 틀이 깨지지 않는다면 비핵화 과정은 유지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6 ․
다 따라서이과정에서우리정부의역할은보다적극적이고체계적인남북경협으로평화.

와 통일의 토대를 다지는데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의 역할에서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 .

올해 건국 주년을 기념하는 경축사를 통해 대북 에너지 지원과 함께 남북 에너60 ‘815 ’ 「․
지공동체 제안을기대한다.」

마지막으로통일은누구를위한통일인가를묻고싶다 통일은두말할필요도없이한민족.

모두의 밝은미래와행복을가져오는 사업이어야하지만 통일의최우선적수혜자는누구‘ ’ ,

보다도 먼저 북한 주민들이어야 한다 통일은 백 년 동안의 노예적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북한 사람들이 마침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희망의 팡파르로 울려 퍼져야 한다.

지금 우리정부는북한주민의삶의질향상에대북정책의초점을맞추고있다 이는올바.

른 방향설정이다 요컨대 북한주민최우선원칙으로통일을추진할때통일은찾아온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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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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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북한정세의인식과바람직한대북정책의방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대북정세인식과대북정책목표1.

대북정세인식(1)

북한은 사회주의체제가갖고있는모순뿐만아니라 동구권사회주의국가들의몰락이후,

국제적인 고립 속에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령화에도 불.

구하고 후계구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

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떠한 북한정세관에 기초해 있는가 북한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조기붕괴론과점진변화론의두가지로나눠볼수있다.

조기붕괴론은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이 계속되고 주민들의 일탈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량탈북사태가 재연되는 등 위기가 빠르게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에 바탕,

을 두고 있다 특히김정일위원장의권위가크게실추되어주민들의충성심이약화되었으.

며 관료들의부패가만연하고주민통제시스템이약화된점을조기붕괴가능성의주요요인

으로보고있다.

점진변화론은 북한체제가 갑작스럽게 붕괴하기보다는 점진적인 해체과정을 겪게 될 것

으로 보고 있다 점진변화론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체제 파급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즉. . ,

계속되는 경제난에 따라 정치권력의 사회적 기초가 변화되고 있으며 정치권력의 성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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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방식에변화가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하지만이러한변화가갑작스런붕괴로이어.

지기보다점진적인체제이행으로나타날것이라고전망한다.

조기붕괴론이나 점진변화론 모두 북한의 경제난이 계속 악화되어 주민들의 반발이 늘어

나고 있으며 북한 정치체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한다.

조기붕괴론은 북한체제의 붕괴를 가정하고 우리의 급변사태 대비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

는 반면 점진변화론은 북한체제의 내부동향 분석과 미래 전망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에,

초점을두고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세관에는 조기붕괴론과 점진변화론의 양시각이 혼재되어 있다 하.

지만 조기붕괴론은 취약한 경제체제와 강고한 정치체제 사이의 비대칭성이라는 북한체제‘ ’

의 특징을간과하고북한의붕괴를바라지않는국제사회의역학을과소평가했다는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북한체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기보다 김 위원장의 급서 등 돌발.

상황을전제로대책을주장한다는점에서주객이전도된측면이있다.

반면 점진변화론은 노태우 정부의 특별선언 발표 이래 년 남북기본합의서, 7.7 1991 「 」

체결과 공동선언 정상선언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의 토대로 기능해 왔다 제6.15 , 10.4 .「 」「 」

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대북관련 국정과제들을 보면 점진변화론의 관점에 입17

각해 평화공존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세관은 일부.

북한조기붕괴론의영향을받기는했으나기본적으로는점진변화론에입각해야할것이다.

현단계대북정책의목표(2)

대북정책과 관련한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비핵개방 구상 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 ·3000「 」

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비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비. (‘

핵 이고 다른 하나는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사회적 정상국가화 개방 이다 경제난’) , · · (‘ ·3000’) .

에 따른 사회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국경통제와 치안유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점진변화론에 따라북한을 실패한국가 로보기보다는 실패중인국가‘ (failed state)’ ‘ (failing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이 실패중인 국가라는 점에서 북핵문제의 해결과 병state)’ . ‘ ’ ,

행해평화체제구축과체제이행을통한정상국가화를대북정책의목표로삼아야한다.

먼저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평화체제의 수립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삼는다 북한의, .

핵무기 개발은 전세계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국제적인 관심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대북정책의 출발점은 북핵문제의완전한 해결에.

맞춰져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이룩해야 한다 현재 남북한은 국제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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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여전히전쟁이끝나지않은정전체제아래에있지만 정전체제의관리임무를지고있,

는 군사정전위기능이정지되어있는등불안정한상황에있기때문이다.

다음으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경제시스템이 붕괴되고 북한주민의, .

인권유린이심각한상태에있다 뿐만아니라국제불법행위와대량살상무기개발 수출등. ․
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실패중인 국가 불량국가 로 취급‘ (failing state)’, ‘ (rogue state)’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개방 구상 을 본격적으로 가동함으로써. ·3000「 」

국제사회의정상적인일원이될수있도록북한체제의이행을도울수있을것이다.

정상국가화의 대내적 측면으로 북한주민의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고 중앙집권적 계획경,

제에서 벗어나시장경제로이행해야한다 대외적측면으로 북한과미국 일본의국교수립. , ,

을 통해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실현토록 지원한다 남북관계적 측면으로 잘못된 관행을 시. ,

정하고통일부 통전부의좁은틀을벗어나전면적인협력관계로재정립한다- .

대북정책의전략적기조2.

원칙있는포용정책(1) ‘ ’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봉쇄론과 포용론관여론 유화론으로 대별된다 먼저 봉쇄정책( ), . ,

은 북한과의대화보다는군비경쟁을통한체제우위를강조하며김정일정권의종식에목표

를 두고 있다 봉쇄정책에는 전면봉쇄정책과 맞춤형 봉쇄정책이 있다 유화정책은 북한의. .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거부하면서도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핵포기를 유도하고 대화단절

을 우려해 북측이 꺼려하는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다 포용정책은 회유압. ·

박 등다양한접근을통해점진변화를유도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붕괴론적 대북정세관의?

영향으로 일부맞춤형 붕괴론의영향이 보이기도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포용론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신정부에 들어와 대북 포용정책이라는 명칭을 회피하려는 분위기가 있지.

만 포용 의개념이고유명사가아닌일반명사라는점에서굳이이를기피할, ‘ (engagement)’

필요가없다 포용론이라는전략적기조는유지하되 대북정책의전술적인운영방식을개선. ,

하는등탄력적인자세가필요하다.

이처럼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은회유와압박을균형있게취해야한다는점에서 원칙‘

있는 포용정책 이라고부를수있다 원칙있는포용정책(Principled Engagement Policy)’ . ‘ ’



68 년 평화재단 심포지엄2008 ｜ 건국 년 통일코리아를 바라보다60 ,

에서는 회유일변도의 전술보다는국제공조를적절히활용하는회유압박을배합하는탄력·

있는전술운용이필요하다 다만 고강도의군사적대치지역이라는분단상황특성을감안. ,

하여 압박의경우에도원칙적으로비군사적수단으로제한해야한다, .

포괄적병행접근(2)

이명박 정부의대북정책이 비핵개방 구상 으로알려져있지만 이구상이대북정· ·3000 ,「 」

책과 관련된 국정과제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신정부의 대북정책.

은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의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북핵폐기의‘ ’ △

우선적 해결 비핵개방 구상 추진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 남북간 인도적 문, · ·3000 , ,△ △ △

제의 해결 등 접히 연관된 개 과제가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국정과제를4 .

어떻게접근할것인가를놓고 정부내에서도연계론과포괄병행론의두가지해석이있다, .

먼저 연계론은 비핵개방 구상 을 북한이 먼저 비핵화하고 개방하는 조건에서, · ·3000 1「 」

인당 불이달성되도록지원하겠다는 것으로해석한다 즉 핵을확실히포기한다GNI 3000 . ,

는 조건조건절하에서 핵폐기가 이루어지고 비핵화가 되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북한주민[ ]

의 인당 국민소득이 년 이내에 달러가 될 수 있도록 지원결과절한다는 조건부1 10 3,000 [ ] ‘

지원 구상으로해석하는것이다 하지만이렇게해석할경우북한이비핵화하지않을경우’ .

당장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북핵문제와 경제적 지.

원을연계시키는선핵폐기론은 자회담의병행해결론과상충되는문제점을안고있다6 .

그 대안으로생각해볼수있는것이병행론이다 참여정부의대북정책도북핵문제의해.

결과 경제협력을 병행 추진한다는 전략이었다 이러한 병행론은 경제협력을활성화하여 남.

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켰고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핵문제의 완· ,

전한 해결은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수정 보완된 포괄병행전략을.

고려할필요가있다.

포괄병행론은 북한에 대한 핵폐기 노력에 역점을 두면서 기존 남북경협을 함께 추진한

다는점에서기존의병행론과같지만 북핵폐기의단계별 로경협의속도와우선순, (phases)

위를조절한다는점에서차이가난다 즉 철저한비핵화까지장기간이소요되는점을감안. ,

하여 비핵화의진전단계에맞춰교류협력을병행적으로추진하는것이다, .․
비핵화단계핵시설불능화핵신고 비핵화착수 비핵화완료에맞춰인도적지원 소비( · , , ) ,

재 생산재 등에서 경협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는 상호주의 또는 행동 대 행동 원, , SOC ‘ ’ ‘ ’

칙을 관철한다 다만 자회담이 진행 중일 때는 북측의 반발을 고려하여 명시적 연계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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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암묵적연계방식을채용한다.

이상과 같이 이명박 정부 내에 혼재하고 있는 정세인식과 대북정책 목표 대북 접근법, ,

등을정리해보면아래의 표 와같다< > .

표 대북정책의 두 가지 인식과 접근법< >

제 접근법1 제 접근법2

정세인식
조기붕괴론
(failed state)

점진변화론
(failing state)

정책목표 자유민주통일 정권타도( ) 평화공존 정상국가화 평화체제( , )

정책기조
맞춤형 봉쇄

(tailored containment)
원칙 있는 포용

(principled engagement)

접 근 법
연계론

(linkage approach)
병행론

(paralle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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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통일한국의비전1.

우리는한반도통일을민족지상과제로이야기하고있다 그런데정작통일국가의미래상.

이 무엇인지 그안에서우리가어떤의식과생활양식을요구받게될것인지그구체적그,

림에 대해서는 현실적 인식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이 이루어진 후 안.

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등제반분야에서우리가어떤변화를경험하게될것인지 그· · · ,

리고 밖으로는국제사회에서우리의위상이어떻게달라지고주변국과의관계는어떻게설

정될 것인지 뚜렷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명백한 대.

답이없고서는전략과접근방식이제대로세워질수없고무엇을취하고무엇을버릴것인

지가모호하게된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왜 통일을 원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중요하다 우.

리가통일을원하는것은한마디로더욱안전하고더욱잘사는미래를보장받자는데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

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건국정신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정의와 인권 행복. ,

이 보장되는사회를건설하고평화적통일을지향토록헌법에명시하고있다 통일은바로.

이 헌법정신에충일한토대위에서이루어져야하고또이루어질수밖에없다.

세기 새로운 국제질서가 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국토도 좁고 자원도 없는 우리가 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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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국가발전을기해나가기위해서는북한을시야에넣을수밖에없다 분단에길들여.

진 우리의좁은시각을바꾸어민족전체의외연을확장한다는인식하에포괄적이고탄력적

인 전략을 짜야만 한다 즉 분단이 국가발전의 한계였던 시대를 넘어 오히려 통일추구 과.

정 자체가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 민족의 사는 마.

당과 사는 방식을 바꾸고 역동성을 찾는 길이 열리게 된다 통일이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지워진 부담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국가발전역량을 강화하는데 선순환고리로 작용할 수

있도록지혜를모아야할것이다.

통일한국운위의시기적타당성2.

지금 이 시점에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이야기하고 그 로드맵을 그려 볼 실익이 있으며

현실적여건이이를뒷받침하는것인가 역사는대나무가자라듯마디를그어스스로단락?

을 지을 뿐만아니라그양상은다르지만순환구조를갖기도한다 남북관계사를돌아보면.

대체로 년을 마디로 하여 질적인 전환과정을 밟아온 것으로 보여진다 건국 주년이10 . 40

되던 해인 년 이전은 남북이 냉전구조 속에서 체제우위경쟁에 매달렸고 서로의 실체1987

를 인정하지 않았던 시기였으며 여기서는 구체적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세계질서의 대.

전환이예고되고남북간에힘의저울추가확연히기울기시작한 년은중요한기점이1988

된다 우리 측에서는 선언이 나오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되어 대북정책의 기조. 7.7

에 큰 변화가 왔고 북한 측도 체제생존이 당면과제로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년 말, . 1991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물론 탈냉전시대로 접어드는 초기단계에서 내재하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지만 년 이후 년간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공존함으로, 1988 10

써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는 세계사와 민족사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는 공통인식을

마련한시기였다.

년 이후 년간은 이러한 공통인식을 확장하고 기존 합의사항을 부분적으로 실천1998 10

에 옮김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진입한 시기였다 북핵문제와 남남갈등문제가 그 속.

도를 제어하기는 했지만 큰 흐름은 역사의 정방향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다 이제. 2008

년을 기점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음으로써 앞으로의 년10

이 갖는 의미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을 심화시키고 평화공존의.

제도적 장치를마련하는방향으로움직일수밖에없다 대결과갈등은민족전체의이익과.

번영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자명한 교훈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세계사적 흐름,

그리고북한이처한현실과선택의폭이이러한전망을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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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실천이다3.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미래상이 정립되고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준비를 해나가야만 한다 준비가 없으.

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과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고 평화와 안정이라는 명분하에

주변국들의 개입과 분단의 고착화라는 불행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통일한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은 대의에 부합하는 목표와 주도면 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당장 이를 실천해 나

가야한다 그래야만우리가북한주민이바라는모델국가가될수있을뿐아니라 통일을. ,

앞당기는 길이 열려질 것이다 통일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을 한꺼번에 치.

유해주는만병통치약이아니기때문이다.

성숙한민주시민의식의배양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국가는 자유 민주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다, , , .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어떤사안에도다양한의견이있기마련이다 그러나각기의이익추.

구가 도를 넘어 사회 전체가 분열되어 갈등을 빚고 심지어 갈등을 위한 갈등을 양산하는

식으로 표류한다면 민주주의가 통합의 원리로 작용할 수 없게 된다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냉전시대에나 통용되던 것으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남북 주민이 함께 살게.

되는 통일국가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을

지양해 나가야한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다원적이고관용적인 가치를존중하며 이질.

성을 서로 인정하고공존한다 그렇기때문에제반분야에서의발전도필요하지만보다중.

요한 것은 바람직한 정치문화의안착과 개개인의민주시민의식의 성숙이다 우리가 다문화.

시대에 적합한 민주시민의 가치관과 태도를 갖추어야만 북한 주민에게도 압축된 민주화의

경험을 요구할 수 있고 통일사회에서의 문화심리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내,

적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통일국가에서의 사회통합을 가능케 하는 중심 기둥이 무.

엇이 될 것인가를 상정하면서 우리사회는 타협과 관용 균형의 정신아래 하루속히 갈등해,

소 시스템을갖추어야만할것이다.

남북교류협력의확대②

통일국가에서는 민족구성원 모두가 시장경제의 원리하에 창의와 능력으로 이익을 추구

하고균등한기회를보장받음으로써보다나은생활환경을누릴수있어야한다 남북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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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을지속적으로확대해온것은이같은민족의번영된미래를구현해나가려는노력

의일환이다 물론체제위협에직면한북한이실익확보에만치중함으로써그동안많은문.

제를 야기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당위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 경제살리기의 출로를 열고 장기적,

으로 경제 전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이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상호의존성을 높여 나간다면 북한 스스로.

가 경제작동체제의변화를선택하는환경을조성할수있을것이다.

이같은의미에서남북간교류협력의확대는정치군사적문제와의절대적균형차원에서·

보다는 호혜와상응성에기반을두고꾸준히접근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통일.

이 이루어졌을 때 경제기반시설이 황폐화되고 다른 나라에 종속되어 껍데기만 남은 북한,

우리에게짐만되어스스로의성장동력마저잃게만드는북한을우리가과연원하는것인

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통일상황에서 경제공동체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새로운 국가발.

전 전략을수행해나가기위해서는단순한교류협력사업을넘어북한경제의구조적개선을

위한계획과투자 공동프로젝트의개발과국제금융기구와의연계등을우리가주도해나,

가는것도진지하게검토되어야할것이다.

북한주민의생존권보장③

우리가통일된후만나고같이살아야할사람은누구인가 바로북한주민이다 그들이? .

공동체의발전에아무런기여도못하는유휴인력으로남거나내적통합이불가능하게되어

진정한의미의민족공동체를만들지못한다면그러한통일은지금의상황보다가치를부여

받지 못할 것이다 통일국가에서는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갖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

장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측에 글로벌 스탠다드의 인권을 요구하고 우리를 모델.

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생존권적 기본권 즉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최대의. ,

인권문제이다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적 자유권이 나올 수가 없다 우리가. .

통일된 국가에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실천한 입장에서 당당히 만나고 또 그들이 우리와

마음의 통일을 이루어 민족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이런점에서북한주민에대한식량및의약품과생활필수품지원은통일을대비하는첫걸

음이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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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의협력과지지확보④

평화체제구축을비롯한한반도문제는기본적으로남북간의문제이자국제문제이다 실.

질적당사자인남북의의지와노력도중요하지만국제사회의지지와협조가없이는통일과

정을 밟아나가는데 많은 장애와 애로를 감내해야 하며 통일된 국가도 우리가 원하는 미래

상에온전히접근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 특히한반도주변 국의안보전략은우리의통. 4

일추진 과정에서의 역할에 반드시 호의적이지만은 않으며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서는 주

변정세가 언제든지 불안정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중요한 원인 중.

의 하나가서독이그동안지속적으로외교역량을강화하여주변국에대한설득노력을기

울여왔고이를바탕으로결정적인계기에긍정적협력을이끌어낸데있다 평화체제구축.

과정은 동북아안보협력체제와 맞물려있으며 북한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참여도 주변국의,

협조와 직결되어 있다 또한 북한은 체제유지와 정권의 안정을 담보받고 밖으로부터 경제.

적 지원을 획득하는것을당면목표로하고있다 우리가통일과정을잘관리하고종국적으.

로 우리가원하는통일국가를완성하기위해서는이러한북한의실정과주변정세에면 히

대처하는 외교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현안 해결에 치중하는 단편적인 국.

익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성취한 통일국가의 위상과 역할이 어떠할 것인.

지 항구적으로 안전과 번영이 보장되는 민족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지를 내다보,

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외교전략을 짜고 이를 실천에 옮겨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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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당[ 2 ] 발 표 2

한반도 통일을 넘어 통일의 문명사적 의의-

법 륜 평화재단 이사장

분단극복과통일비전.Ⅰ

하나의민족 하나의공동체가갖는비전1. ,

민족정기의회복2.

통일 남북한상생의길3. ,

통일로가는길.Ⅱ

어떤통일을준비해야하는가1.

통일코리아 도연방제2. ,‘9 ’

북한인권문제와북한내부의인권운동3.

한국정부의통일정책4.

통일코리아의미래.Ⅲ

통합민족사확립1.

역사에서배우는교훈2.

통일코리아의비전 환동해경제권3. ,

한민족통일 공존문명의개창. , ( )開倉Ⅳ

통일코리아가창조하는미래 새로운문명1. ,‘ ’

새로운문명 의전제조건2.‘ ’

원효사상속의화합과통합의논리2.

통일코리아 공존의문명을열어가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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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통일을넘어 통일의문명사적의의-

발 표 2 법 륜 평화재단 이사장

분단극복과 통일 비전.Ⅰ

하나의민족 하나의공동체가갖는비전1. ,

우리민족은오랫동안통합된국가를유지해왔습니다 그러한민족공동체가둘로나뉘.

어 지낸 것이 어느 덧 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인류 역63 . .

사를 살펴보면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었지만 때로는,

여러 민족이하나의국가를형성하는경우도꽤보편적으로보입니다 그러나하나의민족.

이 두 개 이상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일시적으로존재했다가곧통합되었습니다 이런점에서같은민족이두개의공.

동체를만드는것은역사적으로자연스럽지못하다고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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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유럽은서로다른민족끼리단일경제와정치의공동체를만들어가고있는중입

니다 유럽공동체의 흐름에 비춰보면 한민족이 통일로 가는 길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

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을 통한 강제 흡수의 방식으로 통합해서는 안 되겠지만 통일을.

억지로막아서도안됩니다 통일이그냥자연스러운흐름에의해이루어져야합니다 주변. .

국과의관계속에서외세의개입등걱정되는요소들도있지만통일의길로나아가는기회

는열려있습니다.

분단이 지속되면 북한은 중국에 자원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중화경제권에 귀속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국가를 이루게 되면 커다란 한민족경제권이 형.

성되어 오히려 동북 성이 자원과 노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비시장으로도 기능하게3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통일코리아는 대륙으로의 진출은 물론이고 동해를 중심으로 주변국.

과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 러시아 연해주의 자. ,

원 중국 동북 성의 노동력이 결합하여 환동해 경제공동체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3 .

젊은이들에게는이런통일의비전을제시해줘야합니다.

민족정기의회복2.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은 대륙으로 연결된 길목에 북한이 자리잡고 있어서 섬과

같은조건에처해있습니다 그러다보니어느새우리의사고에는대륙적시야를잃어버리.

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 세계를 보는 눈이 크게 열리지 못했고 우리.

들의 마음까지도폐쇄적으로변한면도많습니다 국토가오랜동안분단된상태에서그와.

같은조건에처해있다보니민족적심성도상당히왜곡되고축소되어기형적심성이형성

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유럽의 젊은이들이 자전거나 기차를 타고 유럽대륙을 다니면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

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비행기가, .

아닌 자전거나기차로한반도와동북 성 연해주를누비게되면기질과심성이달라질것3 ,

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는 동북아 공동체 의식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 .

활기찬 기상이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

는 지름길이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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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남북한상생의길3. ,

통일을 남북한의 어느 한쪽이 패배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통일을 이. ‘

기고지는 승부의관점에서바라보는것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 우리역사를한번돌이켜’ .

보면 신라가 가야를 흡수합병 할 때는가야왕족을 신라왕족으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였습니,

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신라와 가야에 속했던 지방 사이에는 서로 지역갈등이 없습니다. .

그런데백제를통합할때는전쟁을통해강제적으로통합하면서지배계층을처벌했기때문

에그것이오늘날까지전라도와경상도간지역갈등의요인이되고있습니다 오늘날남과.

북의통일과정도신라와가야의사례에서배울필요가있습니다.

만약 북한 체제가 붕괴되어 남한에 흡수통일이 된다면 현재 북한의 지배계층은 남한

의법률에의해자신들이처벌받을거라고생각하여중국이나제 국으로망명하는길을찾3

을 것입니다 이는 민족적 비극일 뿐만 아니라 민족 에너지 낭비입니다 지금 우리는 식민. .

지 지배를 했던 일본하고도 과거사를 정리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계속 이렇게

민족 내부에서 파괴적분열적인 데에 에너지를 소모하면 참된 통일국가를 꿈꿀 수 없습니․
다 통일은남북한이모두수용할수있는상생의길을통해이뤄야합니다. .

흔히 남한은 자본주의 북한은 사회주의로 체제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

의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그 정치체제가 어떠하든 경제구조는 시.

장경제가 자연스러운 추세입니다 그러나 시장에 마냥 맡겨놓는 것보다 시장경제를 약간.

통제하면서 인간이 좀 더 중심에 서는 시장경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식 시장경제는 너무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지속가능한 문명

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식 시장경제보다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

적 시장원리가좀더인간적으로보입니다 시장원리를존중하되 인간의얼굴을한시장경. ‘

제 전체 인류가 공존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이 가능한 시장경제이어야 합니’, ‘ ’

다 한국은인간의얼굴을한시장경제로나아가야하고 북한은봉건적인시스템을청산하. ,

고 민주주의와시장경제로좀더다가와서점차통합으로나아가야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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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통일을준비해야하는가1.

앞으로 세계정세는 미국과 중국의 세력경쟁으로 나아가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미

국을 중심으로 세력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맺어 동.

아시아 역학관계의 변화에 대응할 것이고 한국은 한미일 국 협력체제를 중시하는 방향, 3․ ․
으로나아갈것입니다 이런구도에서북한은북중 북러동맹으로나아가지않을수없습. ,․ ․
니다 이렇게 가면 한반도는 갈등의 완충지대가 되어 분단이 고착화하는 것은 물론 남과. ,

북이각각강대국간갈등의선봉에서는악역을맡게될지도모릅니다.

그러나 남북이 서로 잘 협력하여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잘 풀어 나가면 한반도가 오히

려 강대국 간 평화의 완충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미국의 도움 아래 남북통일을 이루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

장바람직해보입니다.

통일국가 성립 후에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의 중간 지대로 힘의 균형을 점차적으, , ,

로 옮겨서 한반도가 동아시아 평화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를. ‘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평화구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역사적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의 개혁.

개방과 경제개발을 도와야 합니다 북한이 경제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

러나김정일정권이유지되는한개방과개발이가능할것인가하는문제에대해서는말하

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개방을 하면 체제붕괴로 가기 쉽고 개방을 하지 않아도 개발이 제. ,

대로 되지 않아체제붕괴로갈가능성이많습니다 이래저래북한의체제붕괴가능성을배.

제할수없습니다.

김정일정권이점차적변화를추진하는과정에있을때체제가무너지게되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기 동안은 오히려 북한체제를 관리,

해야 합니다 설령북한에새로운정부가들어서더라도일정기간동안내부의체제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정일 정권의 붕괴 혹은 유지는 통일로. ,

가는길에있어서실제로는그다지중요한변수가아닙니다 그렇지만우리는붕괴나유지. ,

이 두가지경우를동시에고려해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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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과연 북한이 개방을 할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개방으로 나아.

가게 하기 위한 단계 조치로 먼저 외부의 안보 요인을 해결하여 체제붕괴위기에 대한 불1

안요인을해소해주어야합니다 이런기초위에김정일 인에게집중되어있는권력을공. 1

화국 헌법에 맞게 우선 노동당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적어도 인 독재가 당 독재로 전환. 1 1

되어 당내 민주주의 정도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체제 변화.

를 기대할수있습니다 북한이그렇게해나갈수있도록밖에서도와주고기다려주는분.

위기를조성해야합니다.

북한의 경제개발은 남한과 연관된 통합경제개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를.

보면 개방 후 여 년 동안이나 경제발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만 이제야 겨우 성장의 기20

초를 마련했습니다 북한이 독자적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취한다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더.

라도앞으로 년이지나야현재의베트남수준이될것입니다 그것은주변국가들의발전20 .

속도로 볼 때실패한것이나다름없습니다 그러나다행히도북한은베트남과달리한국의.

경제발전노하우를전수받을수있을뿐만아니라남북한통합경제구조로감으로써경제성

장속도를빠르게할수있습니다.

통일코리아 도연방제2. , ‘9 ’

북한당국은통일을우려하고회피하고있습니다 이런북한을어떻게하면통일을향.

한 실천적 과정 속에 포용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북한은 가입국이. UN

므로 먼저북한의국가주권을존중해주는자세가필요합니다 통일로나아가는과정에서.

도 북한정부의국방권과외교권을인정하는한편북한지배계층의신분유지를보장하고주

민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이 보장되도록지원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통합국가로 나아갈 준비.

를 해가면서북한이경제성장과민주화과정을점진적으로거쳐내부민주화와경제성장을

어느정도이루어냈을때통합을추구해야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중요합니다 평화체제가 수립되어 남북간.

군사적 대결이 종식되고 북미 간 수교를 이뤄냄으로써 북한이 외부의 적을 핑계로 내부,․
개방을하지않는빌미를주지말아야합니다 북한체제의외부적위협요인을제거해주면.

김정일 정권이 주민을 통제할 핑계거리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외부의 안보장,

애 요인을제거해주는것이개방의필요조건이될수있습니다 북한이중국수준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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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개방을 이루게 되면 한반도 통일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남한은,

북한에대해애정을가지고돕되섣부른흡수통일을시도하지말아야합니다.

한반도통합의길은첫째평화체제수립 둘째각자독립성을유지한채로상호협력을,

하는남북연합 그리고마지막에가서통합하여하나가되는순서를밟아야합니다 궁극적, .

인 통합의 경우 먼저 남한을 서울과 도로 나누어 연방 형태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북한, 5 ,

을 도로나누어남북한을 도연방제로통합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습니다3 ‘9 ’ .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좀 더 폭넓게 확장해야 합니

다 큰 단위의 지자체에 교육 복지 치안 등의 권한을 넘기고 사실상 지방을 준 연방. , , ( )準

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남북한을 자연환경과 문화적 공통성에.

따라 나눠 도연방제로가는방안을검토해야합니다 남북연방제를추진하면우선남, ‘9 ’ .

북간 세력균형도 맞지 않을 뿐더러 대결구도가 지속되기 쉬운데 이런 점에서 남과 북의,

연방보다는남과북이 헤쳐모여를하는방식이현실적이기도하고미래지향적입니다 이‘ ’ .

러한 다지역 연방제는 지역갈등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남과 북의 대결구조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통일국가의 정치구조로는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

므로 지금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한부터 미리 통일에 대비한 연방시스템을 준비할

필요가있습니다.

덧붙여 북한 사람들이 패배의식을 덜 느끼고 지역 간 독자성을 가지면서 영역별로, ,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경험과 사례에서 배.

울 것이 많습니다 환경 경제 분야는 세계정부의 성격을 갖는 국제기구에 맞추어 협력하. ㆍ

고 복지 교육 치안 분야는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외교 안보 분야는 중앙정부가 맡으면, ,ㆍ ㆍ ㆍ

서 지역정당과 전국적 이념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 내각책임제 형태를 취한다면 민족의

통합이비교적합리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것입니다.

북한인권문제와북한내부의인권운동3.

남북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의 개방과 경제개발 뿐만 아니라 인권상황

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입니다 먼저 북한 정부가 인. .

권을 탄압하는사정을알아볼필요가있습니다 북한은개인의인권보다국가주권을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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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때문에국가주권을지킨다는명분으로개인인권을탄압하고있습니다 그런점에.

서 국가 주권이 인정되는 외적 분위기가 개선되면 개인 인권을 탄압하는 명분이 약화되어

개인인권문제를개선하는데도움이될수있습니다.

파렴치범은공개처형을하고있는데그처형방법이매우비인간적입니다 이런반인륜.

적 인권 침해는외부사회에서감시하여비판하고문제제기를해야합니다 정치범수용소.

는 우선 외부세계의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수용되어있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러므로북한당국이일차적으로가.

족들부터 풀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본인 즉 당사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당국이 정치범들을 처벌할 때 주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이 아닌.

대 원칙입니다 이런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처벌은 철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10 . .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처벌된 가족과 본인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최소한.

법률에의한공개재판이가능하도록하고적어도북한법에보장된인권이지켜지도록요

구해야합니다 여기에다보안원 군대 검찰등에서일하는사람들의인권의식을함양시키. , ,

는 것이 절실합니다 절차법을존중하고준법정신을함양하기위해이들의외국연수를적.

극 권장해야합니다.

북한인권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내부에서 인권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중적 각성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국제사회의 압력보다

전태일분신이더결정적인계기가되었습니다 헌법에보장된 노동 권을주장함으로써‘ ’ . ‘ 3 ’

탄압의 명분을 약화시켰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북한 법체계에 보장된 생존권 등 기본권과.

관련된 것부터 요구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장마당에서 장사하게 해 달라 이런 것. “ .”

들이 점차 인권운동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장사의 자유 통행의 자유 개인농으로의 전환. , ,

등 개인의 생존권적자유를보장하는물적토대를마련해나가면서 자발적차원의생존권,

과 자유권을함께개선해나가야합니다.

한국정부의통일정책4.

현 정부는 통일정책을 수립할 때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중 좋은 점은 이어가고 부족,

한 점은보완해야합니다 남북관계에서햇볕정책은상당한성과를가져왔습니다 첫째 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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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에서전쟁의위협이완화되었고긴장 갈등이많이해소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대북인, .

도적지원의확대로북한에서굶어죽는사람이없어졌습니다 둘째 북한사람들의남한에대. ,

한 생각이많이바꿔졌습니다 식량지원 농업지원등으로주민들의의식이아주많이변했. ,

습니다 장마당 등이 의사소통구조로 기능하면서 대화와 토론이 활성화되었고 사회적 정보.

유통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북한 정권에 대한 불평에서부터 잘잘못을 평.

가하는데까지로발전했습니다.

그러므로지난정부의대북정책의기본방향은존중되어야합니다 남북간대결과적대.

적 의식을 해소한 일은 아주 소중한 성과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북한 정부 중심의 대북정.

책만 펼치고 주민 중심의 대북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인권정책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을 확실히 보장해줘서 주민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았더라면 대북인도적지원이 북한의 체제유지에만 기여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대주민 정책이 부재했다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남한사회내에서도보수세력의지지를받지못했고북한내에서도.

민심을 크게 얻지 못했습니다 쌀 지원의 경우를 보면 차관형태로 지원했는데 이것보다는. ,

무상으로 주는인도적 지원을하고 대신투명성 확보에더노력을기울여야했습니다 또, . ,

생필품 지원을 더욱 확대해서 한국 상품이 북한시장에서 이상을 차지하게 해야 합니50%

다 개성공단에서생산되는상품의절반이상을북한시장에팔도록해서북한중산층이사.

용하도록 공급했으면 한국산 생필품이 북한주민들의 생활필수품이 됨과 동시에 주민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상품이 되어 동경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층 이상의.

소비시장을 잡아야 설령 남북 사이에 정치적으로 갈등이 생겨도 남북이 더 이상 적대관계

로되돌아갈수없게됩니다.

지난 정부는 평화정착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통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 부분을 발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데 북한붕괴론으로 너무 기울어져 오,

히려 북한에 남북경색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회담을 통해 평화정착. 6

을 추진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처럼남북관계의경색이장기화하면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이나중에가서오히려북한의

체제강화에기여했다는비판을받게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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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코리아의 미래.Ⅲ

통합민족사확립1.

생물종이 다양해야 자연이 풍요롭듯이 인류문명도 다양해야 문명이 풍요로워집니다, .

그러므로 개별민족단위의고유한문화적정체성이회복되어야합니다 이런측면에서우.

리의올바른역사관정립이필요합니다 역사관 특히고대사의정립은우리민족의뿌리를. ,

찾기 위함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웃 민족인 몽골족 만주족 거란족 일본족 등에 대한 역, , , ,

사와문화도동시에배움으로써이웃민족과문화에대한존중과이해도가능해집니다.

민족의뿌리를올바르게아는것의중요성은국난을겪었을때잘드러납니다 근대에.

일어났던동학혁명 일제의침략에맞서치열하게전개했던무장독립투쟁 일본제국주의지, ,

배기에오히려한글을발전시키고우리고대사를대중화하여민족의식을고취한활동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인식은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독립운동사만 보더라도 남한의 독립운동사에는 학교 세우고 만세를 불렀. ,

다는 개량주의적 독립운동 방법밖에 없었고 북한에는 김일성 중심의 무장독립투쟁 역사만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정체성 경쟁을 하면서 남북 모두 근대사를 왜곡시켰습니.

다 그결과근대독립운동사의내용과정신이아주편협하게기술되고말았습니다 근대사. .

에 있어서 조국 광복을 위한 무장투쟁 민족사관 정립 등 독립운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산업을 진작시킨 개량주의운동도 아주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민족 자, , .

주의식이 결여된 상태였다고는 하나 식민지 지배 상태에서 배운 근대적 지식과 기술도 중

요합니다 이지식과기술이오늘날한국의경제성장과현대기술개발의기초가되고있다.

는 점을부정할수없기때문입니다.

이제 통합의 민족사가 필요합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가졌던 민족 자주정신은.

물론 친일의입장에선근대적기술축적까지도아우르는다양한사실들이모두우리민족,

사의일부로미래를준비하는데통합적으로어우러져야합니다.

해방 이후의 분단사를 살펴보면 남한은 거듭된 자기부정을 통해서 오히려 정당성을

점점 회복해 왔습니다 북한은 건국주체 세력의 민족적 도덕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민중. ,

의 생존권도보장하지못하는현실로인해그정당성을점점잃어가고있습니다 분단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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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기위해서는남한이통일의주도권을잡되 북한의역사적정당성을어느정도긍정,

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북한 내 민족주의 세력과 남한 내 친일세력의 존재까지 모.

두 포용해야합니다.

고대사 정립을 통해서 중국을 근대사의 정립을 통해서 일본을 그리고 현대사의 정립, ,

을 통해서미국을재해석하고통합해냄으로써민족의열등의식을극복하고보다당당히세

계사속의통일코리아로나아가야합니다 역사의식이있어야민족적자긍심이생길수있.

고 식민지경험의상처받은마음도치유할수있습니다, .

역사에서배우는교훈2.

우리는 지난 역사적 경험을 잘 살펴서 현재를 바로 보고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한.

국 고대사를 바로 보면 고대사 속에서 통일코리아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발해와 신라.

가 서로적대감을가지고대립하는바람에발해가멸망하자그영토와역사마저도잃어버

렸습니다 임진왜란때도조선은명나라가조선을도운의리에치우쳐기울어가는명과날.

로 승하고있는청나라의역학관계를제대로보지못하고계속명나라편을들다가병자호

란을초래해삼전도굴욕을당하고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현재 세계 최대 강국이지만 점차.

약화되어 가고있는미국과 급격하게성장하고있지만아직은약한중국이라는강대국사,

이에 남과 북이놓여있습니다 통일코리아를달성할남한이이런국제관계속에서어떤태.

도와 관점을가지고 어떻게균형잡힌외교를할것인지를우리는역사적경험속에서배,

워야 합니다 우리 근대사에 등장했던 개화파의 역할을 보면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일본의힘을빌려자주독립을이루려고했지만결과적으로는일제의지배를자초하고말았

습니다 개인이건집단이건어떤의지를가지고있느냐하는것도중요하지만 아무리선한. ,

의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역사적 흐름을 잘 읽지 못하여 슬기롭게 대응하지 못하면 역사적

과오를범하게됩니다.

통일코리아의비전 환동해경제권3. ,

통일코리아는 동해를 중심으로 중국의 동북 성과 러시아의 연해주 일본까지 포함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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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벨트인 환동해경제권의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국대만홍. ․ ․
콩싱가포르를 통합하는 중화경제권을 추구할 것입니다 중화경제권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
에중국과경제공동체를만든다는것은현실적으로중화경제권에흡수되는것을의미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동북아시아 경제권은 통일코리아 중국의 동북 성. 3․ ․
러시아의 연해주일본을 아우르는 환동해 경제권입니다 역사적으로 발해와 신라와 일본의.․
경제협력을 연상케 하는 경제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환동해 경제권은 면적에서나 인.

구 면에서나 자원 기술 자본 노동력에서 에 버금가는 규모의 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 , , , EU

습니다.

한민족 통일 공존 문명의 개창. , ( )開倉Ⅳ

통일코리아가창조하는미래 새로운문명1. , ‘ ’

통일코리아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적 경험이 세계에서 새로

운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나라 중 선‘ ’ .

진국 대열에 들어선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와 자본, .

주의를모두겪었고 동족간전쟁도치렀고 서양문화와서양종교가들어와사회의주류를, ,

형성하고있는나라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통종교가아직그대로살아있습니다 한때. .

노동력을수출해서외화를획득하던나라가지금은노동력을수입하고있는나라가되었습

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요소들이 우리 사회 안에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

다른 것들을 조화시켜 통합해 낸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인류 문명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

이런 경험을살려필리핀 인도 스리랑카 중국등의나라가안고있는소수민족들의분쟁, , ,

해결에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민족 종교간의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면 우리가 국제적 리, ,

더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실패와 성공 경험을 잘 살려낸다면 제 세계. , 3

국가들이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잘 보호하면서 동시에 경제개발도 해내는 그 방향성을,

제시할수있습니다.

대체로 후발 국가는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면서 개발로 나아가는데 한국은 이제 모,

방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기술과 대안문명을 창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속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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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이 구축된 새로운 사회 모델을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월드컵.

때의 붉은 악마들의 응원열기와 태도 촛불시위 등은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세계는한국사회의이러한현상들에대해비상한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 .

운동 후 중국에서 운동이 일어났듯이 아마 올림픽 이후에는 중국에서도 촛불31 54 2008․ ․
시위와같은사회운동이일어날것입니다 이처럼우리가한국사회의갈등을풀어가는방.

식을 창의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개발한다면 이것이 새로운 문명운동의 한 유형으로,

인류사회에기여하는문화운동의하나가될것입니다.

새로운문명 의전제조건2. ‘ ’

인류사회에 평화와 통합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정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

기 위해서는 북한정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바뀌어야 합니다 북한정권은 가해자이면.

서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와피해자를다만족시킬수있는방법은가해자도피해자.

라는 생각을하게하면해답이나옵니다 국군포로와납북자문제등도지금까지생각해왔.

던 것과는 다른방식으로해결을시도해보아야합니다 과거의친일세력이나북한의권력.

층의일탈행위도지금부터는징벌이아니라모두민족사안으로끌어안는자세가필요합니

다 이런 통합을 위해서는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를 용서해 주는 리더십 피. . ,

해자를포용하고격려해주는리더십이야말로참으로이시대가요구하는리더십입니다.

새로운 문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기심과 욕망을 일부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촛불집회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태도 문제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와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게 되었는데 쇠고기 문제는 여러 문제들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촛불은 이명박 정부의 비민주성에 대한 저항입니다 박정희 리더십에 향수를. ‘ ’ .

느끼는기성세대와는달리 젊은이들의요구는정국운영을민주적으로하라는것입니다, .

그러나 지금 촛불집회에 모인 젊은이들은 자신들이나 가족들이 먹을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로 분노하고 있지만 북한 동포들은 옥수수 한줌이 없어 굶주림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촛불집회에모인사람들이이런이웃의고통을외면한채자.

신의 건강만을걱정한다면 그운동의동력은이기심에서비롯된것이아닌가걱정되는측,

면이 있습니다 이제는남을위해촛불을들수있는이기심을넘어이타심으로나아가는.

새로운문명으로전환해야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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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사상속의화합과통합의논리3.

원효 사상의 핵심은 화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쟁은 원효 사상의 근본을‘ ( )’ .和諍

이루는 화해 와 회통 의 논리체계를 이르는 말로 원효로부터 시작되어 한국불교( ) ( ) ,和解 會通

의 전통이 된 평화사상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통일 신라의 정신세계의 구심점이었던 화쟁.

사상은각자의다른주장과생각이대립과갈등으로가는것이아니라조화와균형을이루

어 서로 공존하도록 하는 사상입니다 이는 서양의 평화사상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겠습.

니다.

예를 들면 서울을 어떻게 가는가 하고 누가 물어 보면 인천 사람은 동쪽으로 간다‘ ?’

고 하고 춘천사람은서쪽으로간다고합니다 이렇게동쪽과서쪽이라는방향은다르지만, .

둘 다 서울 가는 길이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 달리 말하는 까닭은 각자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화쟁은 다른 하나를 고쳐서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

둘을 모두 받아들여서 다툼 없이 화합시키는 사상입니다 각자의 주장 속에 각기 옳은 측.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주장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적당한 자리에 놓아 전체를.

화합시키는것입니다.

이긴자가다가지는것이아니라용광로처럼서로녹아들여서 쟁을 화하는것 이‘ ’ ‘ ’ ,

것이 바로 원효의 화쟁사상 입니다 불교의 중도 사상과도 연결되는데 중도라는 것. ( ) , ‘ ’中道

은바른길즉정도 의다른말이기도합니다 이를테면극단에치우치지않는길입니( ) .正道

다 신라가통일이후삼국의민심을수습할때 화쟁사상이사회통합의과정에중요한기. ,

능과 역할을했습니다 삼국이통일된새로운시대에는과거삼국이다투던시대의승자와.

패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 억압과 차별이 없는 새로운 사회를 지향했습니다 정토세계를, .

향한원효의정신세계는오늘날통일로가고자하는우리앞에 오래된미래로되살아나야‘ ’

합니다 지배자의 권위의식도 버리고 피지배자의 피해의식도 버리게 한 원효의 삶에서 우.

리는사회적의미를되돌아보고배워야합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같은 뿌리를 가진 부여족으로서 민족사의 정통성을 가지고 서로 경

쟁하며 강성했지만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정통성이 약하고 무척 폐쇄적이었던.

신라가 오히려삼국을통일했습니다 그이유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첫째주체적입장에.

서서 전통 문화의 토대를 견지하면서 외부 선진문물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신라가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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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공인할때에도가야를통합한이후에그토착화한불교를수용했습니다 불교는. AD 48

년에 가야에 전래된 후 여 년을 지나는 동안 상당히 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즉 자주500 . ,

적 입장에서 불교를바라보고수용한것입니다 둘째신라는화랑이라는높은기상과기백.

을 갖춘 요즘 같으면 훌륭한 통일일꾼들을 조직적으로 길러내었습니다 셋째 신라는 법흥, .

왕 이래로 국운이 일어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는 국운이 쇠퇴하고 기.

우는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큰차이가있었습니다 또고구려는중국에새로운패자가등. .

장하는 시대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한 외교정책을펴는 데 실패했습니다 연개소문의.

독재체제는중원의패자와대결국면으로만몰아갔지변화하는국제정세에적절히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백제역시신라와의경쟁에만치우쳐당시주변정세를제대로살피지못했습.

니다 그런데비해신라는주변정세의흐름을제대로읽고수 당과손잡고삼국통일의미. ㆍ

래를추구함으로써마침내통일대업을이루어냈습니다.

지금 남북한을 보면 남한은 국운이 흥하고 북한은 쇠하는 분위기입니다 남한은 출발.

초기에는 정통성이 부족했지만 서구 문물을 꾸준히 받아들여 자기갱신을 계속 해 왔습니

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적 자립의 기초를 성공적으로 일구어냈습니다 철강 자동차 전. . , ,

자제품 등 중공업 분야의 기반산업을 발전시켜 자립경제 시스템을 갖춰 민족적 자립경제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독재정치에 대한 비판은 마땅히 해야 하지만 이렇게.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한 데 대해서는 올바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
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와 외교적 자세는 자주적 입장에서 균형 잡힌 외교를 하는

데아직도큰장애가되고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외세의 개입을 반대하고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고는 있지만 경제적 자립

구조를 마련하는데 실패하여 결국 현재 중국의 경제적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습니다 지금 민족의 분단이 발해와 신라의 관계처럼 남북조 시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 ’ .

통일을 지향하며 남북한 통합구조로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통합된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완충지대 평화지대로서경제적번영을이루어야합니다 통일이야말로민족, .

의 진로를 결정하는 최고의 요인입니다 강이 충돌하는 한반도에서 동북아의 평화지대로. 4 ,

통일코리아의위상을정립해야합니다 백만해외동포들이야말로통일코리아의커다란자. 7

산입니다 남한과 북한 여기에다 해외동포까지 화합하고 통합시켜 하나로 살려내는 데는. ,

화쟁적 개념이필요합니다 통일코리아를만들어가는 방법으로 화쟁의 통합을 깊이 연구해.

야 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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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코리아 공존의문명을열어가야4. ,

한국사회는 종교 이념 체제 문명 등 세계적인 요소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더불어 살, , ,

아가고 있는 아주포용적인사회입니다 진정한종교는종교를믿지않을자유까지포함해.

야 합니다 무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종교사상의 독재입니다 우리 사회는 무종교 불. . ,

교 개신교 카톨릭 그리고 천도교 원불교 유교 무슬림 등 다양한 종교가 함께 어울려, , , , , ,

있습니다 우리사회는사상적포용성이아주높은편입니다 그런데북한의주체사상과반. .

공이데올로기는 획일사상입니다 우리의 전통도 미래의 비전도 될 수 없습니다 미래 문명. .

은 모든것에열려있어야하고다양성을인정하는속에서창조성을발휘하는것입니다.

한국사회는 새로운 사상적 실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 .

운 문명의 창출은 결코 과거의 방식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차원에서 차원으로. 3 4

한 차원 높여 아주 관점을 달리 해야 새로운 사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

한 역사적 경험을 했습니다 봉건제 식민지 전쟁 기아 독재 산업화 민주화 공산주의. , , , , , , , ,

자본주의 사회주의 서양종교 동양 전통종교 토착신앙 모방 창조 한류 개량한복 전통, , , , , , , , ,

문화 등 정말 다양한 경험의 산실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 갈등이 아.

니라조화와균형을잘이루면풍부하고다양한문화를가진통일코리아의모습이될것입

니다 또 그런 통일코리아의 경험을 잘 살리면 문화적 종교적 갈등으로 충돌과 분쟁을 겪. ,

고 있는 세계적갈등문제에해결의실마리를제공할수있을것입니다 공존의논리와윤.

리를말하고 대안적해결방안을제시할수있습니다, .

평화사상 환경 친화적인 생태적 삶 문화적 가치 중시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물질적, ,

가치에 대한집착이적은정신문화가인류문명의새로운가치로재발견되어야합니다 또.

한 통일코리아는 빈곤퇴치 평화정착으로소수민족이나 소수인종등 약자를존중하고 배려,

하는 공존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일코리아는 민족통일을.

넘어 인류 문명에 비전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헤게모니.

를 향유하는 국가로 통일코리아의 위상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북구. , , 3

국 등이세계속에서독특한이미지를가지고있는것처럼통일코리아는이보다더독특한

이미지를 지닌 국가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는 동서의 만남과 통합문명 세. , 21

기 새로운인류문명의발상지가될수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보수파는 민족적 비전을 가지고 강성 코리아 부유한 코리아 자주적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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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를 지향하고 그와 달리 진보파는 세계적 보편성에 기반하여 생태환경 제 세계 빈곤, , 3 ,

퇴치 소수자 문제 등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 .

래서 보수냐 진보냐 할 것 없이 모두 민족과 인류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함께 고

민하는 그런통일코리아를우리가건설해내어야합니다, .

그래서 통일코리아는단순히분단된민족의통일이라는과거사의청산이아니라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내는 미래비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통일코리아가.

민족문제를넘어인류평화와복리를증진하여미래문명의새로운장을열어감으로써 세, 21

기 인류사회에 희망의메시지가되어야합니다‘ ’ .

지금 우리는 문명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펼치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북녘 동포

들의아사는계속되고있습니다 우리가아무리가치있는사회운동을하더라도북녘동포.

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 현실적 문제를 외면한다면 그 어떤 운동도 보편적 도덕성을 가질

수없습니다 지금우리가그어떤운동을하든지북한주민의기아를해결하고북녘동포.

들을살리는쪽으로함께가야그운동이제대로빛을발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일코리아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북한동포들의

아사를 막는 일입니다 남북한과 해외동포를 합한 천 백만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고통. 7 8

받는 사람은 천만북한동포들입니다 그들이통일코리아의최대수혜자가되는그런통일2 .

을 우리가 이루어 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있는 통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민주통일. ,

코리아가이루게지게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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