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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Korea has maintained an idea of revolution of South Korea based on ' 

Democratic Theory' as a strategic plan to South Korea. However, 

internationally isolated position of North Korea because of political 

changes of socialists in East Europe including Russia in late 1980s and 

difference in national power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emanded 

changes or modification of the policy to South Korea.    

  North Korea pursued improved relations with U.S.A. to guarantee security 

of its political system as well as South Korea to meet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al conditions. In the negoti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A. caused by nuclear matter in 1993, it improved relations with the 

U.S.A. by concluding North Korea and the U.S.A. Agreement focusing on 

security of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support. 

  North Korea excluded South Korea completely in the proces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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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otiation. The reasons are presented as follows: South Korea was 

considered as being dependent on the U.S.A. and in particular, since death 

of Kim Il-sung, ' a call of condolence' in South Korea worked as a final 

factor. So, it has been assumed that North Korea decided to maintain hostile 

political relations against South Korea till the late period of President 

Kim Young-sam's reign.   

  As of June 2000, North Korea definitely showed its changed policy in the 

South and North Korea Summit Conference. Such changes are found in changes 

of  recognition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internal factors of North 

Korea, and demand of improved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y international societies. 

  The friendly policy of South Korea to North Korea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economy and politic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of 

president Kim Dae-jung brought on changed recognition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North Korea was doubtful that the policy was designed to unify 

the North Korea in the beginning, but it was convinced of the policy because 

it was consistently implemented despite of the West Sea battle and detention 

of tourists of Mt. Geumgang. Therefore, North Korea changed its recognition 

to South Korea positively. 

  North Korea faced the worst economic crisis in 1990s and did its best to 

overcome the crisis through ' Sungun Politics ' and ' the Powerful Nation 

Principle'. In late 1990s, it achieved some success. However, North Korea 

felt that there was a limit to economic recovery in its internal power and 

recognized that improved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as 

necessary to prepare stable bases of external capital inflow and economy. 

  Therefore, North Korea pursued improved relations with U.S.A. to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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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political system, which resulted in interests in Korean peninsular from 

neighboring countries. In particular, China, which is a traditional friendly 

nation of North Korea, recognized that political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r was necessary to stop expansion of the U.S.A. and demanded 

improved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us, the improved relations and exchange according to the policy to South 

Korea of North Korea played a positive role in political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r. However,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till stand opposite 

each other in political and military policies. To minimize the hostile 

relations, it is believed that the second summit conference is necessary. 

The first summit conference achieved innovative results and it is expected 

the second conference will help relieve political and military opposition. 

  For the purpose, relations between the U.S.A and North Korea which were 

frozen since the government of president Bush should be improved. And a 

peaceful atmosphere should be prepared in Korean peninsular, in which both 

South and North Korea cooperate each other fo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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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989년 말부터 1990년 초까지 진행되어진 소련의 연방해체로 시작된 사회주의권의
체제변화 및 붕괴와 같은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한반도 내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
며 특히 북한으로서는 체제생존의 위기까지 몰리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사회주의권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남북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90년대의 북한의 모습은 위기탈출을 위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크게 염두해 두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와는 다르게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였고,오히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남한을 제외하는 모습
으로 비춰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1998년대 말 남한의 과거정부와는 다르게 김대중정부의 정경분리 원칙에 의

한 대북포용정책에 힘입어 남북관계는 점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대남정책의 전향적인 변화의 모습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록 발전되고,특히 남북교류분
야 중 경제협력분야 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이는 그동안 남북에 존재했
던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토대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처럼 1990년 초반의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제적 고립과 국내의 어
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고,이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은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졌으나 김대중정부 들어서 서서히 변화의 모습을 보였고,정상회
담을 통해서 변화된 대남정책의 모습은 실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대남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변화된 부분을 북한내부의 요인

으로만 찾으려는 경향과 이를 국제정세와 연계시켜 체제존속 유지 보호를 위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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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책의 변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물론 북한 내부 요인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의한 북한의 정책적 수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그 변화가 당시 상황을 모
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전술로서의 의미로 규정하는 것은 북한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
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 보여준 변화된 모습을 제대로 설명할
수 가 없다.
이에 필자는 북한 대남정책의 변화를 1990년대 이후 어떠한 요인에 의해 북한의 대

남인식이 변화하였고,2000년대 북한 대남정책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즉 북한의
선택이 단순히 체제,존속,유지,보호가 아닌 급변한 국제정세 인식과 대남관의 인식
전환에 따른 북한 대남정책의 변화를 찾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논문의 연구 범위는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즉 1990년대 급격
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북한의 인식과 대응전략,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서 북한
의 대남정책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변화되었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이를 위해
과거 북한 대남관 형성과정을 살피고,그에 따른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을 1980년
대까지 살펴봄으로써,이후 1990년대 급격한 정세변화에 북한이 어떠한 대외․내 인식
에 의해서 대남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였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의 남한에서 발행됐던 북한자료와 논문,그리고 북한에서

발행되는 조선로동당자료집,김일성 선집,김정일 선집,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등의
문헌들을 참고하여 대남정책의 변화를 연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1990년대 북한의 국제정세에 따른 대응전략과 요인을 살펴

보고,남한에 대한 인식전환의 형성시기와 그 변화요인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에 기인하였는지 그리고 정상회담이후 북한 대남정책의 변화는 어떠했는지를 살피고
자 한다.
2장에서 북한이 해방이후 대남인식에 따른 대남관의 형성과정을 검토하여 북한의

대남전략인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남조선 혁명이 대남정세 속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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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고,또한 북한의 통일방안이 남한과 대립관계 속에서 대남정세변화와 그 변
화속에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1990년대 북한의 국제정세 인식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 대남정책

의 점진적 변화를 살펴 2000년 정상회담이 성사 될 수 있는 대남정책의 변화요인과
대남인식의 전환점을 찾고,1990년대 남북교류의 현황과 추이를 살피고자 한다.
4장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보여준 대남정책의 변화된 모습과 정상회담이 가져

온 의의와 이러한 북한의 변화로 인한 남북교류분야에서의 북한의 태도를 살피고,마
지막 5장에서는 2장,3장,4장을 통해 미래의 남북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
제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이며,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에 기초 향후 진행되어야 하
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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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북한 대남관의 형성과 통일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제1절 대남관의 형성배경과 특징

북한 대남관의 형성은 대남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책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즉
북한이 남한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그 인식의 차이에 따
라 어떻게 대남정책이 변화하는지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북한의 대남인식은 전통적
으로 남한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강제로 점령한 식민지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
었다.
북한은 북조선로동당 2차 대회에서 해방 이후 남조선에 주둔하는 미국의 정책에 대

해서 “해방민족의 온갖 민주주의적 창발성들을 억제하면 조선민족을 분렬하며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 도움을 줄 온갖 반동세력들을 조장비호하고,진주하는 첫날부터 인민위
원회들을 해산하고 미군정을 창설하고,친일파 민족반역자등 반동분자들을 남조선에
집중 반동세력들을 강화하고 있다”1)고 주장하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미군정의 정책면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미군정은 진주

이후 남한에서의 모든 정치활동을 제한시켰고,일제하에서 일본에 비호를 받으며 활동
했던 관료와 군인,지주 등의 세력들을 등용시켰었다.이러한 미군정의 정책에 대해서
북한은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해방하는 것과 파쇼적 반동세력에 대해 혁명을 통해 남
한에서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대남전략의 목표로 추구하고,북한에서 혁명역
량 강화의 목적으로 민주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 민주개혁을 단행하고 성공하기
조건으로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게 된다.

첫째,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각 정당과 각파들을 망라하는 민주주의적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함으
로써 광범한 애국적 민주력량을 묶어세워 우리 민족의 완전자주독립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둘째,민주주의적 건국사업에서 가장 큰 장애물인 일본제
국주의잔재세력과 국제반동의 앞잡이를 비롯한 모든 반동분자들들 철저히 쓸어버림으로써 나라의 민

1) “전후의 국제국내정세”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Ⅰ』, (국토통일원, 1988),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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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발전을 순조롭게 하여야 하겠습니다.셋째로,각 지방에 참다운 인민의 정권인 인민위원회를
조직 하고 민주주의개혁들을 실시하며 경제를 부흥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임으로써
민주주의독립국가건설의 기본토대를 튼튼히 닦아야 하겠습니다.넷째로,이와 같은 모든 과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공산당을 확대강화하며 사회단체들의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2)

김일성이 북조선 로동당2차대회에서 이처럼 제안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해방직후
미군정이 점령한 남한에서 전국적 범위의 혁명을 수행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이와는
반대로 북한에서는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세력이 활동이 남한보다 용이했고,경제적으로
도 남한보다 우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 우세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과 동시에 전 한반도의 통일 실현을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이것이 ‘민주기지’건설이다.‘민주기지’란 혁명하는 나라의 한 지역에서 승
리한 혁명을 공고히 하여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담보하는 근원의 역할을 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당을 창건하고,당의 영도 밑에 인민정권을 세워야 하는 조건이 필요
하다.이러한 조건은 김일성을 비롯한 항일 유격대 세력은 1930년대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서 인민정권의 건설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방된 후로 북한지역에서 ‘민주기지’
건설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였다.‘민주기지론’은 북한이 대남전략
의 일환으로 사용되게 되는데 당시 북한의 정치적 총노선이자 실제활동의 지침이라
할 수 있고 1950년부터 1980년대까지 일정기간 북한의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되게
된다.
정전협정 이후 ‘민주기지론’은 통일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사용되었는데,김일성은 정

전을 평화구조로 전환시키고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반부 민주기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공고화해야 할 조선혁명의 절박한 요구이며,북반부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근절하고 반혁명이 지반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도시와 농촌에 사회주의 진지를 확고
히 축성하는 것은 조선혁명의 가장 중요한 담보”3)라고 강조하였다.이는 평화통일을
위한 강력한 물질적 역량의 필요성과,이를 위해서 확고한 민주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2)“새 형태의 인민정권수립과 북조선 민주개혁을 위한 우리당의 투쟁”,앞의 책,(서울:국토통일원,1988),
p.134.

3)이연,“북한 통일정책과 고려연방제안의 성격”,『역사비평』,역사문제연구소,Vol,No.3(1988),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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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었다.
1960년 남한에서의 4.19혁명이후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완성하는 실천적 요소로서 이

른바 3대혁명역량 강화 전략을 내세웠다.즉 기존의 북한자체의 혁명기지역량,민주기
지 건설을 포함한 남한혁명역량,그리고 국제적 혁명지원역량의 강화를 내세우게 되었
다.3대혁명 강화노선은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
되는데,3대혁명을 첫째,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
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이며,둘째,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강하게 묶어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셋째,조선
인민과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조국의 통일,조선혁명
의 전국적 승리는 3대혁명역량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4)
이러한 배경에는 4.19혁명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대중당의 민주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으로의 발전시키지 못한 점과 진보적인 정당의 역량 부족,그리고 제
일 중요한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동원하지 못한 점을 근본
적인 실패원인으로 인식했었다.5)
3대혁명 강화노선의 내용은,우선 대내적으로 민주혁명기지노선에 기초하여 남조선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혁명기지로서의 북한의 능력과 역할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이
를 위해서는 주체사상 체계에 의한 북한주민들의 정치사상적 무장강화,자립적 민족경
제 건설을 통한 혁명역량 강화,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군사혁명 강화 등
세 가지 방도를 강조하고 있다.특히 군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위적 군사노선에 따
른 전군의 간부화,장비의 현대화,전인민의 무장화,전국의 요새화 등 4대 군사노선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남조선 혁명강화 차원에서는 남한 내부의 모순을 최대한 첨예화시키고 지하당 조직

의 확대,다양한 형태의 통일전선 형성 등으로 남한 내부에서 인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와 같은 남조선혁명역량 강화는 남한
민주주의 운동 적극지원,남한 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4) 이연, 위의 논문, p.54.

5)“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Ⅲ』,(서울:국토통일원,1988),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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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일전선 형성,반혁명역량 약화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한 내 지하당 건설공작
과 국가보안법철폐 등 대남선동으로 표출되었다.
국제혁명역량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국의 통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으로,북한은 조선의 혁명을
세계혁명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의 승리는 남북조선에서 혁명
역량을 강화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가,못하는가에
달려있다”6)강조하였다.즉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하여 조선혁명을 하는데 있어서
미․일 세력들을 고립시켜 이들의 세력을 남조선에서 몰아내어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
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했다.

남조선 혁명가들은 로동자,농민을 비롯한 혁명군중이 있는 모든 곳에서 당력량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남조선 혁명 조직들은 반제,반제,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밑에 모든 애국적 정당,사회단체와 각계각층 군중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망라하
는 반미 구국통일 전선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합법 및 반합법 투쟁과 비합법적 투쟁,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과 같은 여러 가지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옳게 결합하여 혁명운동
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7)

조선혁명은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많은 인민들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남조
선에서 남한혁명가들이 인민들의 사상교육을 통하여 이들을 이끌고 대중운동과 투쟁
을 통하여 혁명역량을 강화해야만 투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혁명의 목적에 대해서 김일성은 다음과 제시하였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이 투쟁을 통하여 정치적 군대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축
적하여 나간다면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준비 있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하여 군경은 현 반
동정권을 뒤집어엎고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세움으로써 남조선혁명의 목적을 이룩하고야 말 것입니

6)“국제혁명 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앞의 책,(국토통일원,1988),p.71.
7)“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위의 책,(국토통일원,1988),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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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결국 혁명역량 강화를 통하여 남조선 혁명이 승리하여 남조선에 참다운 인민정권이
서게 되면,북과 연합하여 조국통일의 과업을 순조롭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혁명
을 우선 1단계로 당장의 사회주의 정권내지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기보다는 남한인민
들이 투쟁을 통하여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도록 하여,2단계에서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당면목표로 하고 마지막 단계로 북한과 연합하여 통일의 수순
을 밟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전략의 배경에는 6.25전쟁으로 인한 남북분단이
장기화됨으로써 남북한의 상반된 정치․사회체제가 고착화 되고 조국통일이 점점 어
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었고,특히 남한에서의 5.16군사혁명으로 탄생된
군사정권이 초기부터 ‘반공정책’을 꾸준히 추진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등,북한으로서는 스스로의 힘에 의한 통일의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남한 내 친
북혁명 세력의 생성과 자생력 확보를 통해 혁명기지전략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말 동서진영은 화해의 기운이 감돌았는데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루

어진 ‘핑퐁외교’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또한 남한 내부적으
로도 1971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야당후보 김대중이 ‘남북교류론’과 ‘3단계 통일론’
을 주장하면서 통일문제는 다시 물리력으로 억누를 수 없는 전민족적 관심사로 떠올
랐다.이 과정에서 1971년 9월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재회문제를 주제로 하여 분단이후
최초의 남북한 만남인 적십자 회담이 성사되기도 하였다.9)
적십자 회담이 진행되고 와중에 남과 북은 1972년 7월 4일 여러 차례의 비밀접촉을

통해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는데,그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통일원칙으로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민족대단결을 도모한다.
2.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
3.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제반교류 실시 합의

8)『조선로동당략사』,(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1979),p.656.
9)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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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북적십자 회담 적극 협조
5.서울과 평양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6.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이와 같은 합의사항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

위와 같이 남과 북은 합의하였지만 조국통일 3원칙이 갖는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현
격한 해석상의 차이를 나타낸다.북한은 3원칙 중 자주원칙이야말로 기본원칙이며 근
본입장으로서 반제투쟁을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 각각
독자적인 내용을 가지면서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자주원칙은 3원칙의 중핵으로서
다른 원칙들의 성과적 실현의 결정적 조건이자 확고한 담보라고 규정했다.10)
이처럼 해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전 민족적 열망 속에 남북대화를 진

행했지만,1972년 남한의 유신체제출범은 남북대화의 장애요인이 되었고 결국 1973년
8월 남북대화는 중단되게 된다.
1980년대 들어서 북한은 ‘남조선혁명’의 장기적 성격을 인식하게 되는데,이는 사

회․제도적으로 남과 북의 현격한 차이와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력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남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데에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또한 1980년
대 후반의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공존’의 필요성을 인식하
게 되었다.북한은 1972년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조국통일 3원칙 중 ‘민족대단결론’
을 강조하게 되었고,북한은 당시 1972년 당시 합의된 ‘민족대단결론’을 구체적으로 체
계화시키게 되었다.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 김일성 시정연설에서 제
시한 조국통일 5대방침에서 거론된 ‘민족대단결론’은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
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간부들과의 담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다.
이후 북한은 1993년 4월 6일 김일성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

령」제시하였다.10대강령의 요지는 “민족이 대단결로 중립적인 통일국가 창립,민족
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조국통일 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분
열과 대결을 조성시키는 일체정쟁중지,서로 신뢰하고 단합하고,서로의 주장이 다르

10) 이연, 앞의 논문,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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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이며,개인과 집단이 소유한 재부
를 보호하고 민족을 위해 이롭게 이용할 것이며,교류를 장려하고,조국통일을 위해
서로 련대하고 단합하며,민족통일과 조국통일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 한
다”11)고 제시하였다.이 10대 강령은 1998년 4월 18일 김정일의 5대 방침을 통해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민족대단결론의 주장의 배경에는 1960년대 이후 30여 년간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대남인식에서 알 수 있는데,첫째는 군사정권에 대한 반정부-반체제,둘
째는 반미-민족통일이란 반미자주화투쟁이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김영삼정부의 정통성으로 더 이상 남한정부를 반민주

정부로 비난할 구실을 잃게 되자,대남인식의 다른 축인 반미 자주화 투쟁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이 투쟁을 통해서 같은 민족끼리 조국통일을 도모하고 한반도에서 미
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1993년 4월 7
일 북한총리 강성산이 10강령제안설명 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강성상은 설명에서
“외세의존정책 포기,미군철수,한미군사훈련 중지,미국이 핵우산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12)”주장하면서 한반도의 불안과 군사적 긴장 지속의 원인을 미제국주의와 남조선의
극소수의 반민족세력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다.

11) 《로동신문》,1993,4,8.
12) 《로동신문》,19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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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각자의 국력의 차이와 대내외의 정세에 대응전략에 따라서 적
극적이거나,소극적인 통일정책을 내세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남한보다 우세했던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통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남한
의 국력이 북한을 능가,압도하게 되자 통일방안 역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럼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 ‘민주기지론’이라는 전략에 입각하여 북한 내 기지건설과 함

께 모든 세력의 통일전선적 연대를 모색하여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1948년 북로당
2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은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방식을 제시하게 되는
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직접적,평등적 비밀 선거에 기초하여 최고입법기관을 전조선적으로 선거할 것을 주장합니다.이와
같이 선거된 인민의 최고입법기관은 헌법을 승인하고 민족적 융성과 함께 인민을 행복의 길로 인도
할 진정한 민주주의인민정부를 반드시 조직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선거와 이런 방법으로 정부
를 수립하는 것은 오직 외국군대가 철수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13)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북한의 제안은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두 차례의 미소공위가
결렬되면서 미국은 한국문제를 일방적으로 자신이 주도하는 유엔에 이관하게 된다.이
후 유엔한국임시단이 조직되었고,1948년 2월 유엔소총회는 남한단독선거 실시를 결정
하였다.사실상 미국은 이미 미․소간 합의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포기한 상태였
다.14)이에 북한은 “미국반동파들의 로선은 조선을 인공적으로 분렬하며 유엔의 이름
밑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반동정부를 수립하며 남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려는 로
선15)이라고 규정하였다.

13)“전후의 국제국내정세”,앞의 책,p.133.
14)기광서,“북한체제의 수립과 발전”,『북한정치론』,(을유문화사,2001),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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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의 결정은 좌파세력뿐만 아니라 일부민족진영 우익인사까지도 반대하게 이
른다.남한단독선거를 통한 분단의 현실이 가시화되자 북한의 지도부와 반단정 세력은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남북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된다.남북연석회의는 남한에서 온 좌
익 및 반단정 중도․우익세력의 대표들이 민족분단 저지라는 목표하에 공통의 입장을
표방한 해방 후 처음이자 마지막 회의였다.
1949년 6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명의의 ‘평화적 통일방책선언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통일사업은 조선인민 자신의 힘으로 필히 실천,② 미군의 즉
각 철수,③ 유엔한국위원단의 즉각 철수,④ 남북조선의 통일과 통일적 입법기관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⑤ 제정당․사회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선거지도위원회의 지도하
에 선거 실시,⑥ 1949년 9월 입법기관 선거 실시,⑦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대책의 강구,⑧ 선거지도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남북조선에 현존하는 경찰기관
은 선거지도위원회의 직접 관할하에 둠,⑨ 선거에 의해 수립된 입법기관은 조선공화
국의 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의해 정부를 구성16)등이다.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
시,통일을 실현 할 것을 주장하였는데,이러한 북한의 통일방책 선언은 북한 최초의
구체적 통일방안이었다.이후 전쟁이 끝나고 1954년 제네바회의에서 북한은 “조선민주
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에 의하여 각각 선출된 남북조선대표
들로서 전조선위원회를 조직”하여 총선거법 초안을 준비할 것과 6개월 기간 내에 일
체의 외국군대를 철수할 것을 제의하였고 중립국 감시 하에 남북한총선거 통일안을
제시하였는데,이러한 195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은 남북한총선거를 통한 통일실현이라
는 것으로 대표되고 있었다.이러한 북한의 통일방안은 통일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확
보할 수 있다는 인식해서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북한의 통일 방안은 1960년 8월에 제시된 남북연방제 제안이다.이때 남한

의 정치적 상황은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퇴진하고 곧 이어서 장면 정부가 탄생
하였으나,혁신정당들이 대거 등장하였다.사회가 극도의 변화요구에 휩싸여 있는 상
태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평화적 통일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
15)“전후의 국제국내정세”,앞의 책,p.130.
16)『조선중앙연감』,(1950년),pp.89～93.정봉화,『대결에서 공존으로』,(서울:한울아카데미,2000),p.97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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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국가정책으로까지 수렴되지 못했다.이러한 남한의 정치변화 및 혼란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 통일기회가 도래하였다고 생각하였다.그리하여 1960년 8월 15일 해방
15주년 경축대회 연설을 통하여 처음으로 ‘연방제’실시를 제안하였다.이 때 제시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외국의 간섭 없는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남북
한 자유로운 총선거를 실시한다.② 아직 남한당국이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 조치로 남북한연방제를 제의한다.③ 만일 상기 제안들을 남한이 동
의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실업계 대표로 구성되는 순전한 경제위원회라도 조직한다.④
남북한 문화사절 왕래와 과학,문화,예술,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다시 제의한
다.⑤ 남한에서 미군의 즉시 철퇴를 요구하며,남북대표들이 평양이나 서울 또는 판
문점에서 만날 것을 남한당국과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에게 제의한다17)라
고 하였다.
이 제의에서 우리가 유의하게 바라봐야 할 점은 이때의 연방제는 최초의 연방제 제

의라는 것이다.연방제를 수립하기 위한 총선거는 남한에서의 미군을 비롯한 일체 의
외국군대의 완전한 철수를 전제로 한다는 것과 남북연방제가 통일문제 해결에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몇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의 선택으로 제의되었고,남북연방제는 과도적
조치로 현재의 남북 정치체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개념상 연방제 보다는 연
합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18)즉 이 연방제는 어디까지나 ‘차선책’으로서 “통일적인 연합
정부가 못되어서 통일적인 국가적 지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이 연방의 ‘최고민족
위원회’에서 경제․문화교류와 상호 협조를 보장하여 단계적으로 조국통일을 성취하자
는 낮은 차원의 제안이었다.19)
전반적으로 북한경제건설의 우위에 자신감을 배경으로 한 이 제안은 표면적인 연방

제 보다는 ‘남조선혁명’의 문제에 두어졌다.북한은 실질적인 대남정책의 핵심이론 틀
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남조선혁명론’을 구체화시켰다.이 제안은 “남북한의 통일
적인 전국적 혁명의 승리는 이른바 ‘조선혁명’의 관점에서 정리된 ‘남조선혁명론’은 우
17)김영재,“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 분석,”「한국정치외교논총」,한국정치외교사학회,Vol.22,No.1(2000),
p.386.

18)김영재,위의 논문,p.386.
19) 이연, 앞의 논문,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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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해야 하며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동
시에 남조선에서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20)라는 입장에서 구체화되었다.즉,‘남조선혁
명론’에서 전체 조선혁명은 ‘남조선혁명 다음에 조국통일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달성되
는 것으로 보았다.이는 조국통일문제는 남조선혁명이 수행되는 조건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인식이었고 이러한 인식의 결과는 1960년대 북한의 대남정책은 통일의
전단계로서 남한혁명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북한의 이러한 제의는 당시 남한의 장면 정부에 의해서 즉각 거부되었지만,남한 내

북한과의 협상을 주장한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이나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그리고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등 혁신계의 지지를 받는 등 남한의 자주적 평화통일
운동에 광범위한 반향을 일으켰고,연방제를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확정지었다.
그러나 1961년 남한의 군사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정책은 공세적으로 변화하였고

북한은 남조선 혁명을 통해 ‘선혁명 후통일’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 연방제를 제안한 이후 김일성은 1973년 6월 23일 ‘조국통일 5대 강령’을 천

명하면서 ‘고려연방공화국’창설을 제안하였다.김일성이 제안한 5대방침은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인 대치상태의 해소와 완화,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21)등이다.
조국통일 5대강령은 1970년대 북한의 통일정책노선에서 기본강령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는데,이 제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앞의 세 가지의 제안은 기존의 북한이 밝
혀온 제안이지만 뒤에 두 가지는 전혀 새로운 제안이다.1960년대 제안한 연방제는 외
세의 간섭을 배제한 채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남한이 받아들이
지 않을 경우 그 차선책으로 연방제를 받아들이라는 것과 달리 통일을 위한 가장 합
리적인 제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이었다.
20)김일성,『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이종석,앞의 책,(1998),
p.89에서 재인용

21)조선로동당출판사,앞의 책,p.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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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데,이러한 배경
은 남한의 경제발전의 인식과 ‘남조선혁명’이 현실적으로 반북이데올로기란 벽의 가로
막혀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단일한 국호로 유엔 가입은 한반도 문제
를 국제문제로 부각시켜 풀어보려는 의도이기도 하지만,1991년 남북이 각각 유엔가입
하게 됨으로써 이 강령의 사문화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당 대회 보고문을 통해 남한정권의 교체,보안법 폐

지,대미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 선결조건이 충족된 후 연방제 국가를 창
립한다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라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이 방
안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연방조직과 구성의 기본원칙,연방의 조직,10
대 시정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일성은 보고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해방후 오늘날까지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 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
른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어
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만일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그렇
게 되면 도리어 분렬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한나라에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 같이 살 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국가안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
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22)

이와 같은 주장은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민족대단결의 관점에서
상호인정 내지 용납하면서 통일연방정부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남과 북에 두 개의 지
역자치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이 연방제안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과도적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연방국가로

서 통일을 이룩한 최종적 통일국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두 개의 지역정부는

22)“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Ⅳ』,(서울:국토통일원,1988),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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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독자성을 유지한 채 결합되어 하나의 연방을 이룬다.이때 북한은 ‘고려민주연
방공화국’을 영어로 표기한데 있어서 ‘연방’을 ‘국가연합적’이라는 뜻의 ‘Confederal’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그 법적 지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연방적
(Federal)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보다 더 가깝다.양자간의 차이는 주권의 소재에 있는
데 국가연합이 1국가 2주권 체제라면 연방국은 구성국의 주권을 하나의 연방국가의
주권으로 융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둘째,종래의 통일방안이 연방제 방안을 ‘그 중의 일부분’으로 내세웠으나,이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유일한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한다.즉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60년대에는 당시 최상의 통일방안이었던 남북
한 자유총선의 하위개념으로 출발하여 70년대에는 오히려 상위개념으로 바뀌었고,80
년대에는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포기하였다.
셋째로,70년대의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국호에 ‘민주’를 첨가하여 ‘고려민주연방공

화국’으로 발전시켰다는 데 특징과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23)
이처럼 북한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을 제안한 배경에는 남북한간에 심화

되고 있는 사회성격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즉 사회주의 제도
와 자본주의 제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1980년대 들어서면서 남조선혁명의 장
기적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고,남북간의 통일은 과도체제의 수준을 넘어서 공존이 가
능한 통일된 연방제 틀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남북한간의 상호 불인정과 상승해온 적대감은 그 동안 양측에 무모한 군비경

쟁을 부추겨 왔었다.특히 북한의 경우 1960년대 중반이후 경제발전 지체현상이 장기
화되면서 엄청난 군비부담을 안았고,전쟁의 위협이 상존해 있었기 때문에 양 체제의
장기공존을 더욱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었다.
이처럼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은 지금까지 북한이 내놓은 통일방안 중 가장

정교한 것이며 이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이 사실상 분단국가 내의 두 체제
의 평화공존 방식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은 1980년대 이후 한반도에서 남북관계에서 주도적으로 대남정책을 추

23)김영재,앞의 논문,p.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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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했던 북한에서 남한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게 되었다.
남한은 1980년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토대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관계를 확대시키고,대북정책을 적극적이고 공
세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였다.1988년 2월에 취임한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
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이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그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해외동
포를 비롯한 남북간에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고,적십자회담을 통한 이산가족들간에
생사확인 및 상호방문,남북교역의 문호개방,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남북간의 대결
외교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이익추구,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 추구24)”를 내
용으로 한다.
이러한 7.7선언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북한역시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당위

성에 기초하여 남한정부가 북한과의 적극적인 상호교류 및 공산권 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목표로 한 적극적인 조치였다.그리고 1989년 9월 11일 제 114회 정기국회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천명하였다.이 방안은 7.7선언을 계승하는 정책으로서 국회
에서 노태우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해 발표되었다.이 통일방안은 남북간에 누적된 불
신과 대결의식,그리고 이질화 현상을 그대로 둔 채 일시에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그 주요내용으로는 “통일국가의 미래
상으로 민주국가 제시,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민족공동체 헌장 채택,과도적 통일체제
인 남북연합 건설,통일헌법에 따른 통일민주공화국 수립,남북연합단계에서 민족공동
체 헌장에 따른 기구를 두기로 하는”25)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노태우 정부는 7.7선언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기초하여 남북고위급 회담을

비롯하여 각종 남북대화를 추진하였으며,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
력을 경주하는 한편,이를 법적으로 보장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기도 하였다.
남한의 통일방안에 북한은 “두개의 조선으로 분렬을 고착화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한정 없이 끌려는 제2의 분렬방안이다.북한을 반국가단체구성으로 적대시하고,북한

24)노중선,『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서울:사계절,1996),p.312.
25)노중선,『남북대화백서』,(서울:한울 2000),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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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떠한 접촉도 범죄시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도대체 공동체와 련합이 어
떻게 이루어질 수 있고 교류와 협력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26)라고 남한의 통일방안
에 대해서 맹비난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 배경에는 미군문제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것을 외면한 채 제시한 통일방안은 의미 없다는 표면적인 이유와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그리고 대외적으로 소련의 해체와 사회주의권의 변혁과정의 따른 위기감,마지
막으로 그 동안 북한이 주장해왔던 단일국호로의 유엔가입이 무산되고 남한주도의 남
북동시 유엔가입을 저지 하고자 하는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었다.

26)“두개조선을 추구하는 제2의 분렬방안”,《로동신문》,198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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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1990년대 북한의 대남인식과 정책의 변화

제1절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대남인식

1.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북한의 대응

1985년 3월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서기장으로 취임한 이후 소련의 경제․정치․사회
등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혁․개방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27)고르
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소 양극체제로 이루어진 이념대립
현상과 세력확장을 위한 군비경쟁에서 소련이 패배한 결과로 볼 수 있다.이에 따라
소련은 적극적인 평화공존과 긴장완화의 추구,그리고 지역분쟁에 대한 개입 축소,외
교의 효율화를 표방하였다.또한 소련이 동맹국을 간섭하지 않겠다는 정책전환을 하게
되었다.
소련의 동맹국의 불간섭 정책에 의해서 동유럽국가들은 거센 정치․경제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헝가리는 다당제를 채택 공산당을 해체하게 되었고,유고슬라비아는
1989년 정치개혁안을 발표하여 공산당의 독재를 종식시켰고,폴란드 에서는 1989년 8
월 비공산당 정부가 등장하였으며,체코슬로바키아도 1989년 12월 공산당 지배를 포기
하였다.루마니아 역시 1989년 12월 루마니아 공산당 대회에서 서기장으로 재선되어
그해 12월 31일 공산당을 해체하였다.동독은 1989년 11월 11일 국경을 개방하여 독일
분단의 장벽이 무너졌다.1991년 12월 18일 사회주의권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연방이 해
체되고 독립국가연합이 창설됨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의 한 축을 형성했던
사회주의권이 와해되기 시작하여 1992년 말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러한 1980년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불어 닥친 소련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권

27)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의 특징은 ① 이데올로기보다는 현실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 ② 경제개혁과 함
께 정치,사회개혁을 병행하면서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변혁적인 다원주의적 개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는 점 ③ 엄격하게 통제된 되었던 정보의 개방과 그에 따른 참여의 확대 지향 ④ 대 서방에 대한 개방과 교
호적 협력을 강조하는 등 평화공세적 경향을 추구 ⑤ 수동적 자세를 탈피하여 개혁적 의지를 가지고 담고
있는 능동적 개혁의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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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몰락 내지,공산당의 해체 등 일련의 현상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북방삼각관계의 두
축 중에 한 축을 잃게 됨으로써 북방삼각관계의 붕괴를 맞게 된다.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의 침공으로 야기된 걸프전은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고 소련과
미국중심으로 전개되던 국제정세는 미국중심의 일방적인 형태로 진행되게 되었다.
중국역시 1988년 올림픽 이후 남한과의 경제교류를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으로 전

환 남한과의 무역량을 급격히 확대하였으며,대한반도 정책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실
리적인 경향으로 전환하였다.천안문 사태28)를 계기로 북한과의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
기 하였으나,경제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미국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써,국익을 위한 실리주의적 입장을
취함은 물론이거니와 대남정책 역시 정치․경제적 교류협력을 증대함으로써 이러한
대외정세에 따른 북한의 위치는 급속도록 고립화 길을 걷게 되는데 이러한 국제정세
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은 논설을 통해 드러내게 된다.

사회주의혁명의 앞길에는 멀고 험난한 진뻘길과 불타는 강도 있을 수 있으나 고난의 행군을 계속
해 나갈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르죠아 사상에 문을 열
어주고 인민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오지 못한 사회주의는 좌절을
면할 수 없다.29)

이 논설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도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는 의지의 결
연한 표현이기도 하겠지만,북한 내의 경제적 상황의 악화,남한의 정치․경제적 성장
등으로 완전한 고립된 상황을 맞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국내외적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한 담화에서 사회주의 좌절의 근본원인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내부에 있다고 강조하였
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8)1989년 6월 4일 미명에 민주화를 요구하며 베이징의 톈안먼(천안문)광장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던 학생 ·노
동자 ·시민들을 계엄군을 동원하여 탱크와 장갑차로 해산시키면서 발포,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으로서 이 사
건을 계기로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비인도적 처사에 강력한 항의를 받았
다.

29)《조선중앙방송》,19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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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하게 된 근본원인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
주의 본질을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이해하지 못한 데로부터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줘 나가지 못한데 있다.(중략)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결함을 범할 수 있으나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로동

계급의 당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중략)
사회주의나라 당들은 마땅히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서 동지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겠으나,

지난 기간 일부 사회주의나라 당들은 국제당이 있을 때의 낡은 관계의 유습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써,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습니다.(중략)그 결과 사회주의나라들의 사상적 통
일과 동지적 협조관계가 심히 약화되었으며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와 맞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30)

이처럼 김정일은 담화에서 사회주의 붕괴의 근본원인을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이해하지 못하고,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원칙을 견지하지 못한 점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상적 통일 및 협조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에 대항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쇄적인 붕괴 사태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 대 초반 공산권의 붕괴와 동구 국가들의 체제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고립을 피하려고 노력하였는데,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1989년 4월 조자양의 방
북,1989년 11월 김일성의 방중,1990년 3월 강택민의 방북,1990년 9월 김일성이 방중
고위지도자들의 빈번한 상호방문을 통하여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1990년 10월
한․중 무역사무소 개설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우호관계는 손상되지 않았으며,김일성
은 1991년 10월 중국을 방문하였고,1992년 4월 양상곤 국가주석이 방북함으로써 북한
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의 급변은 북한으로 하여금 운신의 폭을

좁게 하게 만들었고 국제적 고립상태를 초래하게 되었다.고립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는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앞서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고,관계개선을 위한 대남정책 또한 통일보다는 북한사회주의의 보호․유
지라는 방어적인 형태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결국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시
도하게 되고 남북유엔동시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게 되었다.북한의 사회주

30)김정일,“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로동신문》,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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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권의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대남인식은 당시 남한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즉 사회주의권
이 변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는 북한을 남북대화로 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
황을 초래하였다.

2.대남인식의 계승과 굴절

1990년대 초반 남북관계는 남북합의서 채택으로 한층 진전되는 듯이 보였지만 북한
은 체제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안정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인
식을 하게 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최우선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198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었는데,북한의 대미접촉은 1980년

후반 북경에서 정무참사관급 외교관 접촉을 시작하였고 1992년 12월까지 28차례의 대
화를 가졌으며,유엔과 뉴욕에서도 고위급 인사의 접촉이 이루어졌다.북한은 한․중
수교날인 1992년 8월 25일자 로동신문 논설을 통하여 북․미 관계개선을 촉구하였다.
북한은 1992년 9월 8일 국가수립 44주년 기념행사 보고문을 통해 북․미 관계개선

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

만약 미국이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흐름에 맞게 성근한
입장에서 조미관계를 개선하는 길로 나온다면 우리도 과거를 돌아다보지 않고 앞을 내다보며 나갈
것이며 지난날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미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31)

이러한 대미접촉을 위한 노력과 의지의 표현은 고립된 상황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부분과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한반도 내에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필수
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대미접근 논리로서 로동신문 논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조선반도의 안전을 유지하려면 동북아세아지역에서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어야 한다.조미,조일 관

31)”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을 끝까지 관철하자“,《로동신문》,19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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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정상화는 이 지역의 정세를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중략)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
하고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이 문제는 우리와 미국,남조선사이에 해결되어
야 하며,북남합의서에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킬 데 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이 진심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조건이 없으며 우리와의 관계에서 풀지 못할 문제란 없을 것이다32)

이와 같은 북한의 입장은 미국이 한국전쟁과 정전 협상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
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이 평화보장과 통일실현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한반도의 평화보장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미국이 취해 할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의 입장에 대해 미국은 먼저 핵 의혹 제거를 요구 북미관계

는 개선되지 않았다.그러던 중 북한이 1991년에 들어 영변의 핵 시설이 핵무기 제조
에 사용될 수 있는 재처리 시설로 알려짐에 따라 국제사회의 긴장을 유발하게 되었다.
핵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북한은 1992년 1월 31일 핵 안전협정
에 서명,북한이 핵 시설이 IAEA의 감시하게 놓이게 된다.그리고 수차례의 임시사찰
을 받게 되는데 임시사찰 과정 속에서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북한이 거부
이에 불복하여 1993년 3월 NPT를 탈퇴하게 되는데,로동신문 논설을 통하여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전쟁책동과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안의 일부 계층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이다.”33)라며 탈퇴의
정당성을 설명하였다.이러한 북한의 NPT탈퇴는 사찰에 불합리성에 대한 거부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미국의 의해서 움직이는 NPT기구와 더불어서 미국의 소극적인 북
미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한 일종의 압박수단의 여지가 작용했을 것이다.
북한이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NPT를 탈퇴하게 되자 미국은 직접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게 되었다.1994년 2월 21일 「북․미 기본합의문」채택은 북한으로 하여금 북미
관계 개선에 기대를 나타내게 되는데 “기본합의문이 원만히 리행되면 조미사이의 적
대관계해소와 신뢰조성이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이른바 핵문제라는 것은
32)“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자”,《로동신문》,1992.7.27.
33)“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최고 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위적 조치를 선포한다”,

《로동신문》,19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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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적으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34)”라고 하였다.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주력하
게 되는데,1994년 10월 「제네바기본합의서」35)체결로 북미간의 협상은 타결되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남한을 철저히 배제하는 대남정책을 추구하게 되는

데,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미국으로부터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확보가 체제유지의 핵심
관건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또한 남한의 미국 종속성에서도 찾을 수 있었
다.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남한은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과의
대화만 지속되면 남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따를 것이라는 대남인식이 작용하
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일

방적인 남한배제정책을 취하기는 어려웠다.특히 문민정부인 김영삼정부가 민주적 절
차에 의해서 들어섰기 때문에 북한역시 김영삼정부와의 남북관계의 원만하게 유지하
기 위한 관계를 도모할 수밖에 없었고,남북정상회담을 합의하기에 이른다.그러나 정
상회담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김일성의 사망,그리고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조문문제
가 불거저 나오면서 남북관계의 갑작스럽게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이후 조문문제에 있어서 김영삼정부에 적대적 입장을 극렬하게

나타내게 되는데 “민족도 모르고 조상전래의 미풍량속도 모르는 이런 자들이 그들의
머리위에 군림하고 있으니 통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김영삼 집
단이야말로 력사에 둘도 없는 민족반역집단이다.짐승만도 못한 현 당국자들을 하루빨
리 제거돼야 한다.”36)등의 표현을 쓰면서 강한 반감을 드러냈었다.김일성 사망 이후
남한에서 발생한 조문파동은 남북관계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남북관
계의 경색은 김영삼정부 말기까지 계속되게 되었다.

34)《로동신문》,1994.2.21.
35)합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소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함.
2.양측은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함.
3.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함.
4.양측은 국제적 핵비확산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함.
-노중선,앞의 책,(1996),pp.563～564.

36)“김영삼집단에 민족의 이름으로 철퇴를 안겨야 한다”,《로동신문》,199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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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남정책의 전개와 대남관계에 대한 입장

1.대남정책의 전개 양상

국제정세의 급변에 따른 북한의 대내외적 위기는 북한이 대남정책을 평화공존 정책
으로 전환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였다.1989년 9월 8일 국가수립 41주년 경축보고대
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하여 김일성은 “우리나라의 북과 남에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
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제
도를 그대로 두고 두 자치정부를 연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여야
합니다”37)라고 지적함으로써 ‘남북공존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1989년 ‘신년사’를 통해 연방제 통일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당,각파,각계각층의

의사를 대표하는 ‘북남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하였다.1990년 ‘신년사’에서 남북이 자유왕
래 실현 및 전면개방을 제기하고,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대표들의 협상회의 소집을 제의하였다.또한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
기 제1차 회의에서 행한 김일성의 시정연설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조국통일 5개 방침"을 제시․체계화하였는데,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마련,둘째,분단장벽을 허물고 북
과 남 사이의 자유내왕과 전면개방 실현,셋째,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
경을 마련하는 원칙에서 대외관계 발전,넷째,조국통일을 위한 대화 발전,다섯째,조
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적인 통일전선형성 등이다.38)이는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남조선
에서 핵무기와 미군을 철수시키고,민족의 화해를 위한 근본조건을 내세웠고 조국통일
을 위해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외관계를 발전시키고 남북대화
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며,통일의 주체는 조선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한 방침이

37)김일성,「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조선중앙년
감』,(조선로동당출판사,1989),p.29.정봉화,앞의 책,p.196에서 재인용.

38)김일성,“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키자”,《로동신문》,19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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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과 북이 ‘남북공존’을 이루기 위한 반드시 지키고 합의해 될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었다.1991년 북한은 유엔에 남한과 동시 가입하게 된다.하나의 국호로 유엔가
입을 주장하던 북한의 기존의 방침을 벗어나 국제상황과 남북관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었다.1992년 2월 제6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기본합의서’를 채
택․발표를 하게 되는데,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쌍방관계가 통일지향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인정하고,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하면서 화해,불가침,교류․협력 3부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게 된
다.

첫째,화해를 위하여 남북 쌍방은 체제인정․존중,내정불간섭,비방․중상금지,파괴․전복행위를
중지하고,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민족 존엄과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쌍방은 무력불사용,분쟁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불가침 경계선 설정이 합의하

는 한편,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통제 비무장지대이 평화적
이용,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단계적 군축 실현 검증 등의 문제를 협의․추진하고,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셋째로 쌍방은 교류․협력을 위하여 경제교류․협력,과학․기술․교육․문화예술․보건․체육․

환경과 언론․출판 교류,이산가족문제 해결과 민족구성원의 자유왕래․접촉 등 인적 교류,교통로
개설,우편․통신 교류,대외공동진출 등을 실시한다.이와 함께 남북한은 고위급회담 테두리 내에서
합의서 이행․준수를 위해 합의서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정치․군사․교류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
를 구성하고,3개월 이내에 연락사무소,군사공동위원회,경제교류공동위원회 및 부문별 공동위원회
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하였다.39)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맞물려 진행되는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는 국제정세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즉,급격한 사회주의 몰락과 탈냉전분위기는 북한으로 하
여금 현실적 판단을 하게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남북기본합의서’채택으로
남북관계는 활기를 맞게 되었다.

39)정봉화,앞의 책,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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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이 핵문제를 통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남한정부
에 대한 배제정책을 사용하게 되고,특히 김일성 사망 직후 남한에서 발생한 조문파동
으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맞게 되었고 김영삼 정부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한정부에 대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우선 북한당국과 북한주민들의 김대중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도 다른
정부와는 확연이 다르다.
북한지도부는 선거를 통해 김영삼정부가 탄생되었지만 박정희-전두환-노태우정권의

군사정권의 연장선에 있는 정부로 인식했었다.반면에 김대중 대통령은 1970년 이래
줄곧 ‘독재정권에 탄압을 받으면서도 저항을 멈추지 않은 민주인사’로 널리 각인되어
왔기 때문에 김대중정부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인식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긍정적
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정부는 출범이후 북한의 남한배제전략을 극복하고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관련하여 대북포용정
책을 추구하게 되는데,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우선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수렴
현상을 가속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전략적 공세주의로 볼 수 있다.둘째,연계적 상호
주의가 초래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정경분리를 통해 신뢰구축의 계기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비연계적 상호주의이다.셋째,강력한 안보기반에 기초한 포용․유화정책은
비연계적 상호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전략적 이원
주의이다.넷째,남북한과 주변국의 정책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국제 공조주의이다.40)
기존의 대북정책의 특징이 엄격한 연계적 상호주의 적용에 있었다면 대북정책의 기

조를 이루는 비연계적 상호주의는 정경분리를 통해 신뢰구축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은 김대중정부 출범 초기인 1998년 3월4월에 대체로 연북화해를 요구하며 관망

자세를 취하면서,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간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1998년 4월 18일 남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 50주년 기념 중앙연구회 토론

회에 보낸 서한에서는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라
40)김영재․이승헌,“남북한 신정부의 대북․대남정책”,『국제정치논총』,한국국제정치학학회,제39집,1호
(1999),pp.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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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표를 4월 29일 공개하였다.
이 서한에서 김정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천명하였다.

1.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2.애국애족의 기치,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합니다.
3.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서는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4.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5.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왕래하고 접촉하며 대화
를 발전시키고,련대련합을 강화하여야 합니다.41)

김정일의 서한 내용은 남한 새 정부의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
선”이라는 적극적인 대북 화해정책에 대응하여 대남정책의 기본방향을 천명한 것이다.
김정일은 남한의 연북화해정책으로서의 전환,반통일적 법률 기구의 철폐,외세의

지배․간섭 반대 투쟁 등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내용을 반복하긴 하였으나,민
족대단결 5대방침의 표현은 남한 당국과의 대화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남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활용하여 남북대화에 호응 의사를 보임으로
써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지원 획득 및 대미․일 관계개선의 명분을 축적하는 동시
에,남한의 연북화해정책의 전환을 촉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였
다.
1998년 4월 11일17일까지 열렸던 북경 차관급회담에서 김대중정부가 비료제공 대신

에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진일보한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자 북한은 당황함과 동시에
실망감을 나타냈었다.
그리고 이 북경회담 이후로 북한은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기

시작 하였다.북한은 북경 차관급회담이 남한정부의 상호주의에 걸려 성과 없이 결렬
되자 그해 5월부터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북한은 김대중정부
가 “문민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밝고 있다42)”고 비판했으며 “남조선 당국의 상호주의는
41)김정일,“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로동신문》,1998.4.29.
42)《평양방송》,1998.4.28.이종석,“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한의 대남정책변화,”『계간사상』(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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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두철미 반민족적인 분렬의 논리이며 대결의 론리이다”43)라고 규정하였다.또한 햇
볕론을 “반민족적이고 침략적인 것이 본질”로서 “북한 내부를 와해해 보려는 악랄성과
교활성을 겸비한44)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이러한 논조를 통한 비난을 통해 북한은
일체의 당국자간의 관계개선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포용정책의 전면적인 부정 대신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포착

하여 활용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경제난 타개를 위한 경제적 실용
주의 채택과 내부적 변화,그리고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부분적인 인식변
화,그리고 미국의 대북강경론 부상45)에 대한 대응이라는 3요소의 결합속에서 이루어
졌다.그런데 북한의 대북포용정책의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북
한은 1999년 서해교전,1999년 7월 무장간첩 변사체 발견 등 일련의 사건을 둘러싸고
여론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김대중정부가 과거정권과는 달리 신중한 대응을 하며,일관
되게 포용정책을 구사해나가는 것을 보면서,적어도 현 정부의 반대결정책의 진의를
파악하기 시작한다.또한 적지 않은 곡절과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 원칙아래
현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줄곧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북한은 김대중정부의 확고한 정경분리 정책의 의지를 읽었으며,자신들의 도발

적 행동에 대해서도 감성적 대응을 자제하는 정책 기조를 “현실”로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적대적 정책이 아니라는 점
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변화됐음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선전적인 대남 비난은 그대로 하면서도 남한의 정경분리정책을 역으

로 활용하여 민간수준에 ‘돈이 되는 교류’와 경협의 활성화를 추구하였다.그 예가
1998년 가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성과와 김정일의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

p.115에서 재인용.
43)“북남관계에서 ‘상호주의’는 통용될 수 없다”,《로동신문》,1998.5.23.
44)《평양방송》,1998.7.6.이종석,위의 책,p.115에서 재인용
45)1998년 북한 금창리 핵시설에 대한 의혹이 대두되고,대포동 발사 시험 등이 잇따라 쟁점화되면서 이 문제
는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일본까지 자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의 진척을 막게 되고,대북강경론이 부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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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은 북한의 변화된 인식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2.대남관계의 태도와 입장

대남정책의 변화는 남북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를 보여 주고 있었고 이는 당국간
차원의 회담과 민간차원의 교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먼저 당국간 차원에서의 북
한의 태도와 입장을 살펴보면 1990년대 당국간 차원의 회담은 과거에 비해서 활발하
다고 볼 수 있지만 큰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었다.이는 당국간 회담에 정치
적 상황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정부로 가면서 당국간 대화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는 있었지

만,전향적인 현상만 보이고 있었던 게 전부였다.반면 민간차원의 교류와 경제협력은
과거에 비해서 교류의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1980년대 말 국제정세는 사회주의 체제변화와 더불어서 냉전시대 미․소 양대 세력

이 1989년 12월 몰타회담으로 냉전상태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으면서 탈냉전의 국제적
기운이 더욱 가속화되었다.이러한 국제적 평화무드 속에서 남과북도 한반도의 냉전상
태를 해소해보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는데,1989년 강영훈 총리가 북한 연형묵 정무원
총리에게 “남북간에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가기 위
해 남북고위당국자간에 회담을 열 것을 제의합니다46)”라고 하였다.남측의「남북고위
당국자 회담」개최를 제의에 북한 연형묵 총리 역시 「남북고위 정치,군사회담」개최
를 수정,제의함에 따라 남북관계도 마침내 화해와 협력을 향해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
하게 된다.
1989년 2월 8일 1차 예비회담이 시작되어 1990년 7월 26일까지 총 8차 예비회담을

열었는데,8차 회담에서 「북남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다방면적인 협
력과 교류를 실시 문제에 대하여」47)를 의제로 결정하고,회담명칭은 ‘북남고위급회담’

46)노중선,앞의 책,(2000),p.49.
47)8차 예비회담에서는 회담명칭은 ‘북남고위급회담’으로 하고 1차 회담은 9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제2
차회담은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양에서 하며 그 이후의 회담일자는 매차 회담때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
면 회담장소는 평양과 서울에서 하기로 함.《로동신문》 19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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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1차 회담은 9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제2차 회담은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양에서 하며 그 이후의 회담일자는 매차 회담 때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면
회담장소는 평양과 서울에서 하기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가 합의되었다.
1990년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에서 양측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1차 남

북고위급 회담이 열렸다.고위급 회담에서 남측은 역시 기능주의적 단계론의 연장선상
에서 강영훈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남북의 경제와 사회문화교류를 우선시하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채택을 주장했고,북한 연형묵정무원 총리는 기조연설
에서 군사,정치문제를 우선시하여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을 주장하였다.
당시 양측이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항목들은 비슷하면서도 기본
입장이나 앞뒤 선택문제 그리고 그 방법들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양측이 내놓은 내용 중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남 북
군사적 신뢰구축의
제도적보장

․ 정치적 신뢰구축 후
불가침 선언

․ 남북불가침선언
․ 북미평화협정체결

군축의 제도적 보장
․ 합의사항 이행보장을 위한
현장 공동검증단 상주감시
단구성운영

․ 상대측 지역 현지사찰을 통
한 군축합의 이행사항 검증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 남측 국방장관과 북측 인민
무력부장간 직통전화 설치

․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실
현 평화적 목적 이용

․ 군사정보상호공개 교환

․ 남북고위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군사연습 사전통보

정치적 신뢰구축 방안
․ 상대방에 대한 지명공격,
비방중상,전단살포 및 휴전
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 중지

․ 호상 비방중지,대결고취
하는 정치행사 금지

교류증진
․ 경제교역개발,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공동 대외진출

․ 철도 및 도로복원,전신
전화 개통

․ 경제적 합작과 교류
․ 대외경제 관계협력 도모
․ 교통체신망 연결

<표 1>남과 북이 제시한 항목비교(유사점)

출처 :노중선,앞의 책,(2000),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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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남 북

논의 우선순위 및 선행과제
․ 선 다각적 교류협력의 남북관

 계개선 기본합의서 채택

․ 선 정치적 군사적 대결 해소

․ 팀스피리트 군사연습중지

․ 유엔 단일의석 가입

․ 문익환, 임수경, 문규현 석방

체제문제  상호 정부인정 존중  ‘두 개 조선’ 절대불가

유엔가입  남북동시가입  통일 후 가입(단일의석가입)

군비통제 필수조건  정치적 신뢰구축  외국무력 철수(미군, 핵무기)

군축방안
 무기중심이 감축(공격형에서  

 방어형 전력구조)

 병력중심의 균형감축

 (군사장비 질적개선 중지)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  당국간의 대화와 협상
 통일에 배치되는 법률 제도

적 장치 및 물리적 장벽 제거

<표 2>남과 북이 제시한 항목비교(차이점)

출처 :노중선,위의 책,p.55.

이처럼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은 남북 양측이 각각 자기측 입장만을 제기했을 뿐 합
의점을 찾지는 못했던 관계로 공동발표는 없이 양측 대변인이 회담 종료 후 각각 자
기측 입장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1차 고위급 회담에서 유엔 단일의석 가입,팀스피리트 훈련,방북인사 석방

문제 등 3가지 문제를 제기 하였지만,유엔 단일의석 가입문제는 판문점 중립국감독위
원회에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는 의견접근만 보게 된다.나머지 두 문제는 남한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게 되었다.그러나 북한은 남과 북이 제안한 여러 가지 사안 중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하였고 총리를 대표로 하는 고위급 회담개최에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의견절충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데,48)이와 같은 북한의
입장은 고위급 회담자체의 지속적인 개최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표시
라고 볼 수 있었다.

48)《동아일보》,1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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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1차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부분은 없었지만 1970년대 초 남북당국자간의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각종 남북대화 과정에서 남북간에 제기되었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언급하였는데,이는 남북간 긴장완화 및 통일을 위한 원칙과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처음으로 남북 고위 정부당국자간 공개회담에
서 밝힌 것이라는 데에 커다란 의미가 있는 일이다.
2차,3차,4차 고위급회담을 거치면서 양측은 단일합의서의 명칭과 구성 내용 등을

합의함에 따라 그 내용조정과 문안정리를 위한 양측대표접촉이 11월 중순 이후 4차례
진행되어 남북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 접근을 보게 되었다.

▪‘남북화해’분야 :① 상대방 체제 존중 ② 상호 내정 불간섭 ③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 중지
④ 일체의 파괴 전복행위 금지 ⑤ 국제무대에서의 대결 중지와 상호 협력 ⑥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설
치
▪‘남북불가침’분야 :① 상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 ② 분쟁의 평화적 해결 ③ 군사당국자간의 직

통전화 설치 ④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설치
▪‘남북교류협력’분야 :① 여러 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 ②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③ 육로,해

로,공로 등 통행로 개설 ④ 우편과 전기통신의 교류 ⑤ 경제교류와 협력 실시 ⑥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회 설치49)

그러나 현 정전 상태를 남북 사이의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문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에 관한 방법 문제,불가침의 이행보장 조치,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천기구 문제 등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제5차 고위급회담에
서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결국 양측은 회담과정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절충하여 군사,정치문제와 교류․협력

문제를 모두 포괄적으로 다루는 합의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1991년 12월 1112일 서울에서 열렸던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수많은 토의 끝에

남북 쌍방은 1991년 12월 13일 오전 10시 남북양측의 수석대표가 「남북사이의 화해
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전문과 제1장 남북화해,제2장 남북불가침,

49)노중선,앞의 책,(2000),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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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남북교류협력,제4장 수정 및 발표 등으로 나뉘어 모두 25개 조항으로 된 합의
서를 채택,서명하였다.그리고 1992년 2월 1920일 평양에서 열렸던 제6차 고위급회담
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공식 발표시켰다.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공식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주요내용으로는 남과

북이 핵무기 실험,사용금지,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핵관련시설의 대한 보유금지,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실시,핵통제기구 구성,문건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발
생50)등이다.
이처럼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은 북한에게 있어서는 현실적 고려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것이다.표면적으로는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개선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 몰락에 따른 국제정세의 급변과 북한경제의 침체,핵무
기 의혹으로 인한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의 어려움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고려에 의한 선택이 불가피 했을 것이다.
합의서 발표이후 이어진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측은 남북고위급 회담 테두리 안에

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남북군사분과위원회,남북교류 협력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정부 공식 대표가 최초로 서명하여 발표시킨 합의문서였

다.이는 7.4남북공동성명서와는 차원이 다른 문서였다.기본합의서에는 남북관계가 서
로 다른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로 명시되었으며,7.4공동성명의
통일3원칙이 재확인되었다.또한 제5조에는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
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
사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라고 하여 군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 합의에도 도달하
였다.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 합의서에서는 남북의 경제․사회문화교류를 전면적이고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조치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그러나 남북
고위급회담은 기본합의서 및 부속 합의 문건들이 채택되고 그의 실행을 모색해야 되

50)《로동신문》,199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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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계에서 8차 고위급회담을 끝으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이는 북한 핵개발 의
혹이 점차 증폭되는 과정에서 1992년 10월 초 미국은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
하겠다고 발표했다.이 훈련은 매년 해오던 것이기는 했지만 1992년에는 남북 화해 분
위기 때문에 취소되었다.북한은 1992년 11월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를 이유로 남북
대화를 중단했고,북한 핵개발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자 남북관계는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남한 내부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남북한이 급격한 관계개선이

조짐이 보이자 남한 내부의 극우 보수 세력들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이른바 ‘남남갈등’
의 문제가 나타날 조짐이 보이기도 했다.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을 때 당시 여당
은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여기에 대한 분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 남북기
본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는 물론 지지결의안도 상정하지 못했다.이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승인절차를 거쳐 국가주석이 최종적으로 서명한 것과 대비가 되는 것
이었다.이와 같은 남남갈등의 조짐은 김영삼정부 시기 이른바 ‘조문파동51)’으로 이어
지게 된다.일부 보수적 인사들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집어넣은 것
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노태우정권을 비판하기도 했었다.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정부는 군정종식을 선언하면서 ‘문민정부’를 표방하였다.

그런 만큼 처음에는 통일과 남북화해를 주장한 민주화 운동세력의 요구를 수용하여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펼쳤었다.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선언했다.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
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북한 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하
기 위해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다52)”고 하였고,그리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는 김일성주석과의 정상회담 추진을 밝혔다.김영삼정부는 1993년 3월 19일 한국전쟁
당시 종군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장기수가 이인모 노인을 북으로 송환하였다.
이는 북한에게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나,이런 와중에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가 고
51)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서에서 ‘조문을 받아들이겠다’는 발표를 하였다.이 짧은 성명서 발표는
남한사회의 엄청난 정치사회적 파동이 일어났고,결국 조문파동으로 이어졌다.

52)노중선,앞의 책,(1996),p.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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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북한 핵 위기국면과 남북관계 개선을 둘러싼 국내 보수,진보세력이 갈등하는 과정

에서 김영삼정부의 정책은 심각하게 동요하였고,그 와중에서 남북관계는 냉탕과 온탕
을 변덕스럽게 오갔다.
김영삼정부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북미 직접 협상이 전개되자 남북한 특사

교환 등 남북대화를 여기에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는 미국과도 갈등을 야
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갈등을 야기시켰다.두 차례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
표 접촉이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 대표의 이른바 “서울 불바다”발언이 터져
나오고,이를 남한의 언론들이 자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심각하게 냉각되
었다.핵문제를 둘러싼 북미협상도 교착상태를 면하지 못했고,1994년 5월 6월 영변
원자로의 연료봉 제거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북한 무력제제 계획까지 운운되는 등 한
반도는 일대 긴장상태에 돌입하였다.
1994년 6월 18일 미국 전직 대통령 카터의 북한방문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는 해결

의 실마리를 다시 찾았고,김일성은 카터에게 남북정상회담의 의향이 있으니 이를 김
영삼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상황은 급변하여 1994년 6월 28일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열리게 되는데,남북회담 사상 가장 긴 13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53)’를 마련하게 되었다.김영삼 대
통령이 7월 25일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그
러나 회담직전인 1994년 7월 9일 정오 북측으로부터 ‘김일성주석 7월 8일 사망’발표
를 듣게 되었다.그리고 북측은 1994년 7월 11일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김용순
명의로 남측의 이홍구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북측의 유고로 “남북정상회담을 연기할

53)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쌍방은 북남정상회담을 1994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다.체류 일정은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다.
2.다음 회담은 쌍방 정상의 뜻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3.북남 회담 대표단과 구성과 규모,회담 형식,체류 일정,선발대 파견,왕래 절차,편의보장,신변 안전보장,
기타 실무절차 문제들을 각기 예비접촉 대표 1명,수행원 2명으로 구성되는 대표접촉에서 토의 합의한다.
4.대표접촉은 1994년 7월 1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가진다.
쌍방은 화해와 단합,신뢰와 리해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북남최고위급회담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하여 함께 노
력한다.-《로동신문》,19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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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고 통지해 옴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은 무기 연기된 채 무산되고 말았다.
김일성 사망 후 남측의 일부 정치인과 사회․인사들의 조문단의 파견을 거론했으나,

이는 보수적인 정치인과 언론으로부터 심각한 반발을 가져왔다.남한의 조문파동에 대
해 북은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이라고 분개했고,남북관계는 다시 교착상태로 빠져 들
었다.
1995년 북한이 심각한 수해를 입어 식량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김영삼정부는 1995년

5월 26일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인 부대조건 없이 북측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하고 차관급 회담을 제의하였다.
같은 해 6월 17일 북한에 15만 톤의 식량제공을 위한 차관급 회담이 북경에서 이

루어졌다.북경회담에서 결국 남한이 쌀 15만 톤을 제공해주기로 합의하였다.이는 무
려 1,850억원이 소요되는 대북 지원으로 단일 대북지원으로는 가장 큰 액수였다.이
로서 남북관개 개선의 물꼬를 다시 트려고 하였으나,6월 25일 북한에 지원된 쌀을 실
은 씨아펙스호가 동해항을 떠나 북으로 향했지만,북한해역에 도달했을 때 북한 관리
들이 국기를 달지 않기로 한 합의를 깨고,씨아펙스호가 북한 해역에 도달했을 때 강
제로 인공기를 게양하도록 했다.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여 추후 지원이 재개되
었지만,8월2일 에는 삼성비너스호 1등 향해사가 선내에서 청진항을 촬영하다가 억류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그 해 10월 15만 톤의 북한 식량지원은 112일만에 마무리 되
었지만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 분위기 창출에는 예상과는 달리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1990년대 초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기를 맞

이하는 시점에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조문파동 등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한내
부의 갈등,북한 잠수함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는 심각하게 동요했다.그 결과 남북기
본합의서에 명시된 양측의 합의는 전혀 실현을 보지 못했다.또한 남북기본합의서의
틀 자체가 계속되는 남북관계의 동요 속에서 사실상 실종되는 양상을 보였다.이는 문
민정부라고 불리우는 김영삼정부의 이르러서도 크게 변화되지 못한 것이었다.
1998년 김대중정부의 등장으로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모습으로 개선된다.이는 김대

중정부가 집권 초기 무력사용불허,흡수통일배제,교류협력 증진이라는 대북정책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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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칙을 천명하였고,김영삼정부와는 달리 정경분리 원칙을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1998년 4월 4일 북측은 중국 베이징에서 비료지원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차관(부

부장)급 남북당국자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하였다.이는 김대중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있는 당국자간 회담이었다.
북한은 전화통지문에서 “남측 통일부 성원들이 지난 3월 말 베이징에서 제의한 바

있는 북과 남 사이의 비료문제 등 서로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우리
측에서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을 오는 4월 11일 종전대로 베이징에 보
내기로 했다54)”고 하였다.
이에 남측은 대북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측이 제의한 남북차관급회담 수락의사를 공

식 통보하였다.4월 6일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명의의 전화통지문을 이호성 북한적
십자회 중앙위원장 대리 앞으로 보내 “우리측은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비료문제를 포
함한 상호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해 정세현 통일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
단을 보낼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정세현(통일부차관)과 전금철(정무원 책임참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

북당국 대표간 회담이 1998년 4월 11일 베이징에서 열리게 되었는데,남북대표단은 첫
날 회담에서 각각 기조발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개진한 뒤 남북관계 개
선 및 대북 비료지원 등 상호관심사에 관해 논의하였다.
남측은 기조발언에서 ① 이산가족 면회소와 우편물 교환소의 판문점 지역 설치 문

제 ② 고령이산가족들의 개별방문 및 상봉과 함께 시범적 사업으로 고향방문단 교환
실시 ③ 쌍방 최고당국자들이 지명하는 특사교환 ④ 남북관계를 제도적으로 추진해나
가기 위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분야별 공동위원회 전면 가동 ⑤ 96년 11월 기능 정
지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정상 가동,그리고 남북간 협력차원에서 비료를 지원할
수 있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북쪽의 상응한 조치55)가 필
요하다고 하였다.그리고 북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하고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전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료지원이 이루

54)《한겨레신문》,1995.4.6.
55)《한겨레신문》,199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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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쌍방 대표단은 토의를 계속했으니 진전이 없었는데 남측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방

안들과 비료문제를 포함한 상호관심사들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북측은 비료문제를 포함한 상호관심사가 되는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회담에 나왔
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회담은 김영삼정부 에서의 경색되었던 남북관계를 바뀐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남

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4월 18일 성과 없이 헤어지고
말았다.이는 애초 북한이 회담에서 비료문제만을 다루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남측이
비료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들고 나오자
남측의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김대중정부 들어 처음 가졌던 당국간 회담이 성과가 없었던 것은 당시 남과

북의 수석대표들의 발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남측의 정세현 대표는 “새 정부의
바람직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주의라는 레일을 반드시 깔아야 한다.일반적
으로 주고 상대방의 호응이 없는 정책을 바람직하지 않다.이번에 어렵더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고,전금철 북측대표는 “남북대화라는 게 역시 어렵다.솔
직히 비료문제가 절박하다.그러나 우리 국가철학인 자주성을 비료와 바꿀 수는 없다.
서로간의 큰 견해 차이는 비료지원이라는 인도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시키
는 데 있다.남쪽이 내놓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해결 방안은 인도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남쪽 정권의 복잡한 정치적인 계산을 깔고 있는 것이다56)”라고 하였다.
남북쌍방은 1999년 4월 23일 중국 북경에서 예비접촉을 가진 뒤,5월 12일부터 차관

급 실무자들이 3차례에 걸친 비공개 당국대표 회담을 갖고 나서 6월 3일 다음과 같은
“남북차관급회담 합의서”를 발표하였다.

1.남쪽은 1999년 6월부터 7월까지 비료 20만 톤을 제공한다.그 중 6월 20일까지 10만 톤을 전달
한다.
1)비료의 종류는 남쪽의 생산계획에 따라 조정하되,북측의 희망을 고려한다.
2)수송절차는 쌍방 적십자사가 1997년 5월 26일과 7월 25일에 합의한 구호물자 전달 절차를 따

56) 《한겨레신문》,199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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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되,수송통로에 해주항,원산항,청진항을 추가한다.
2.남과 북은 6월 21일부터 쌍방 차관급(부상급)당국회담을 개최한다.
1)회담제의는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당면문제’로 하되 이산가족 문제를
먼저 협의한다.

2)회담장소는 1차는 베이징으로 하고,그 다음부터는 다시 협의 확정한다.
3)회담대표는 각기 차관급(부상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3명으로 하며,필요에 따라 늘릴 수 있다.
4)회담형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합의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 수 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6월 22일과 26일 북경에서 쌍방 각 3명의 대표들이 만나 두
차례 남북차관급 당국회담이 열리게 되었다.그러나 1999년 6월 15일에 있었던 서해교
전으로 회담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북한은 서해교전 사건을 남측의 ‘도발사건’
으로 규정하고 “대결사태가 첨예화되는 속에서 쌍방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않았댔자
결실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과거 대화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며 “남측이 이 사
건에 책임을 지고 온 민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57)고 주장하였다.
남측은 서해사건은 정전체제 관리차원에서 판문점 장성급 회담을 통해 협의해야 하

고 차관급 회담에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고 하였으나,북측은 회담을 가로놓인 장
애를 제거하기 위한 책임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맞서 결국 회담은 결렬되었다.그
리고 7월 1일과 3일 두 차례의 수석대표자간의 단독 접촉이 이루어졌으나 합의점을
결국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처럼 남북관계에서 당국간 차원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에

따른 전향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군사적 대치 상황과 맞물려서 남북간에 정치
적 상황이 크게 작용했었다.이러한 요인으로 당국간 차원의 남북관계는 일시적인 측
면이 강했고 지속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민간차원의 교류는 당국간 차원과는 달리 활발했다고 볼 수 있

다.1990년 초반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에 따른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교류가 이어졌었고,특히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인적교류가 활발했었다.
1990년 10월 평양에서 범민족통일음악회58),남북통일축구대회 등이 개최되었고,

57) 노중선,앞의 책,(2000),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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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3월 일본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남북 단일팀이 참가하고,같은 해
5월 포르투칼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축구선수권 대회에 단일팀 구성이 이루어지는 등
의 획기적인 진전을 보이기도 했었다.
그러나 1993년 북한 핵문제로 인해 한동안 남북교류는 정체상태에 머무르다가 1995

년 9월 정부가 민간차원에서 대북지원 허용조치를 발표를 계기로 민간차원에서 특히
인도적 차원에서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996년 9월 북한의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한때 중단되

기도 했으나,동년 12월 북한의 공식사과 이후 재개되었다.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계
속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1997년 3월 31
일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산 쌀 추가 허용 등 대북지원 품목
확대와 경제단체를 통한 기업체의 대북지원 참여를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기탁성금이 증대되고,지정기탁 등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1997년 4월 18일 대한적십자사는 대북지원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
자 접촉을 제의하였다.남북적십자는 1997년 5월 북경에서 2차에 걸친 대표접촉을 개
최하여 5월 26일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59)를 채택
하였다.
이로써 그간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간 직접전달 방식으로 전환되고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제도적 틀이 마
련되었는데,합의서의 내용은 “남북간 구호물자 직접전달,수송경로 및 대상지역 확대,
지원주체 명기,지정기탁”60)등 그동안 국내 민간단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
로,민간차원 대북지원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남북간 상호신뢰 조성 및 남북관계 개선
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7년 7월 2325일까지 개최된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 1차 지원에 이은 2

차 지원 문제를 협의하고,7월 25일에는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절

58) 범민족통일음악회는 1990년 10월 평양과 같은 해 12월 서울에서 개최됐었다.

59) 《조선일보》, 1997. 5. 27.

60) 노중선,앞의 책,(2000),pp.200～20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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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남북적십자간 2차분 지원 합의는 그간 1차분 지원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물자 검수방식,분배과정 입회 및 분배결과 통보 등 제반 문제점
을 보완함으로써 남북간 구호물자 직접전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지원에 대해 일부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직접전달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전반적으로 국내 민간단체들은 대한
적십자사를 통한 대북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었으며,그 결과 남북적십자간 회담이 5년
여만에 재개되어 남북간 직접전달을 실현할 수 있었다.
1997년 5월 26일 남북적십자간 제1차 합의서 채택 이후 6월부터 7월 말까지 옥수수

기준 5만 3,800여 톤의 식량을 북한의 신의주,만포,남양과 남포항,흥남항을 통해 전
달했으며,이어 7월 남북적십자간 2차분 지원 합의에 따라 8월부터 10월 말까지 옥수수
기준 총 5만 2,800여 톤의 구호물자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대북활성화에 정부는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의 자율성

을 최대한 보장,존중한다는 차원에서 1998년 3월 18일과 9월 18일,1999년 2월 10일과
10월 21일 4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시행하게 되는
데,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한적을 통한 민간단체 개별지원 시범적 허용 민
간차원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 민간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침 발표61)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범국민운동 등 민간 관계자의 구호물자 분배

확인 및 대북지원 협의를 위한 방북이 성사되었으며,‘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1998.4.25)행사 등에 있어 언론사의 후원 및 ARS모금이 허용되었고,북한에 제약
공장․합영농장 설립 등의 사업 추진이 승인되었다.
1998년 3월 중순에는 2차분 추가물량으로 17만 달러 상당의 비료 800톤을 지원하였
고,이어 제3차 합의서 채택으로 3차분 대북지원이 4월에서 6월까지 추진되었다.3차분
지원규모는 총 935만 달러 상당으로 식량,비료,의약품 등이 전달되었다.아울러 9월
부터는 3차분 추가 지원물량으로 1,133만 달러 상당의 옥수수와 밀가루,분유 등이
지원되었다.특히 3차 지원에서는 기존의 해로 및 제3국 경로 외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기탁한 한우 1,001두가 최초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두 차례에 걸쳐 전달
61) 통일부,앞의 책,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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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999년에는 3월 1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비료지원 국민모금계획 발표에 따라 1,027만 달
러(123억원)상당의 비료지원 모금이 이루어졌으며,이를 재원으로 1999년 36월에 걸쳐
비료 4만여 톤을 지원하였다.이밖에 20여 개 단체가 식량,비료,의약품 등 281만 달
러(33.7억원)상당의 물자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북한에 전달하였다.
1999년에는 민간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통한 민간대북지원 활동의 활성화 및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구다원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민간단체 명의의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되자,소량․적기지원이 가능하여 북한 농업개발 지원 등의 대북지원 사업이 용
이하게 되었으며,절차 간소화로 준비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62)이 조치 이
후 1999년 12월 말까지 ‘한국이웃사랑회’등 10개 단체가 개별 독자창구로 지정되어
67억원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도표 1>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추이
단위 :만달러

출처 :『2002통일백서』,(통일부,2002)p.215.

62) 통일부, 위의 책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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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은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이를 양적으로도 이를 크게 확대되는 등 민간의 대북지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
였다.또한 대북지원의 내용도 초기의 식량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농업개발․보건의
료․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지원
품목도 농자재․농기구,전문의약품․의료기기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이처럼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정부의 제도적 보완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에 대한 적극성으로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었다.특히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서 민간단체들에게 많은 자율성을 보장,질과 양적인
측면에서도 역대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과는 별도로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교류가 이어졌다.그 대표적

인 사업이 금강산 관광사업이라고 볼 수 있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경제협력차원에서도 의미가 크지만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측면에

서 다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1998년 6월 16일23일간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은 소떼를 몰고 전격적으로 북

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김용순 북한 아·태평화위 위원장,이성대 대외경제위 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1998년 6월 22일 「금강산 관광을 위한 계약서」63)를 체결함으로써 금강
산 관광사업에 합의 관광사업이 시작되게 되었다.
김대중정부 초기 정부는 대북관계 개선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대북대화의

루트를 개설하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적지 않게 고심했었다.현대의 축적된 각종 정보
와 인맥이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 금강
산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대의 적극적 사업진행으로 대화를 관광사업에 대한
대화를 재개하는 등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64)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은 소 5백 마리를 이끌고 판문점을 경유해 방북할 있도록 북

한이 판문점을 개방한 사실은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조짐을 보이는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었다.
63)《한겨레신문》,1998.6.22.
64) 오수열,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과 금강산사업의 평가”,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학회, Vol.25 

No.1(2002),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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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김대중정부 초기까지의 북한의 대남관계는 당국간의 접촉은 기피하면서
남북적십자회담과 민간차원의 지원,교류분야에는 응하는 유연성을 보였다.이러한 북
한의 모습은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즉,남북당사자간에 있어서의 대화는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비당국간
의 식량지원이 남한이 주도적으로 추진되었고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인적교류와 더불
어서 경제교류의 급격한 증가 이러한 현상은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을 시사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남북당사자간의 대화와 교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

을 안고 있었는데 특히 정치적 안정이 뒷받침 되지 못했고 이러한 안정 없이는 남북
교류 역시 정치적 사안으로 쉽게 한계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북한역시 남한당국
과의 정치적 적대관계의 지속은 남북교류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대적 관계의 부분적 완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시사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는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께서는 지난해 8월 4일 발표하신 조국통일노작에 이어 지난 4월 18일 또다시 역사적인 민족대단결총
서를 발표하시어 온 민족앞에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과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명시하시었다.특히
민족대단결을 위한 5대방침의 하나로 북남관계 개선의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신 것은 중대한 의미
를 가진다.남조선당국은 응당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한다.65)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정치적 안정의 뒷받침 없이는 교류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
다는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남북교류의 제도화 부재이다.정치적 불안감이 계속되더라도 제도적 틀이 마련

되면 교류가 지속될 수 있지만 이런 제도화의 부재는 언제나 남북교류가 중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기 때문에,남과 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국간 회담을 통해서 남
북교류에 있어서만은 중단 없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
었다.

65) “북남관계에서 ‘상호주의’는 통용될 수 없다”, 《로동신문》, 1998.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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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1990년대 대남정책의 특징과 한계

1990년대 북한의 대남정책의 특징은 시기별로 1980년 후반부터 1990대 초반에 이르
는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남정책과 미국과의 핵 협상에 따른 김영삼정부
시절의 대남정책,그리고 1990년대 후반 북한에 대해 대북포용정책을 수행했던 김대중
정부의 초기의 대남정책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1990년 초기의 북한의 대남정책의 특징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몰락

내지 체제변화로 인한 북한의 국제적 고립화 현상을 탈피하고 체체존속을 유지하기
위한 남북평화공존정책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1980년대 말 국제상황에서 탈피하고자 대남정책을 평화공존 정책으로 전환

하기 시작하기 했고,1989년 남한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제정한 이후
남한과의 민간차원의 경제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고,대남정책에 대해서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를 통해 ‘조국통일 5개 방침66)’으로 체계화하였다.그
리고 1990년 1차남북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게 되고,1991년 9월 남북이 동시에 유
엔에 가입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북한이 대남정책은 동구사회주의 몰락과 더불어서 서독의 경제력을 바탕

으로 하는 동독의 흡수통일에 따른 일련의 국제정세 인식에 따른 위기적 분위기와 남
한경제가 북한경제를 추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을 할 수 있다
는 인식 속에 체제붕괴내지 위기를 막기 위한 대남정책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1990년 중반의 대남정책 특징은 미국과의 핵협상을 통한 체제의 안전보장을

받기위한 김영삼정부시절의 남한배제 정책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일찍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특히 1990년 초반의 국제

66) 내용 : ①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마련, ② 분단장벽을 허물고 북

과 남 사이의 자유내왕과 전면개방 실현, ③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원칙에서 

대외관계 발전, ④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 발전, 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형성 등이다.

   -《로동신문》, 199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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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급변에 따른 북한의 대내․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였다.미국과의 관계개선은 한반도내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고,이 정치적
안정속에서 체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3년 NPT탈퇴를 계기로 미국과 직접핵협상을 시작한 북한은 1994년 북미협정을

체결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게 된다.이 시기 북한정책은 철저히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을 배제하는 정책을 핵협상 직후부터 김대중정부
가 들어서기 전까지 정책을 추구하게 된다.
이는 북한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정전협상의 당사자이며 이후 한반도 문

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관계의 특수성을 인식
미국을 통한 남한에 압력 내지 대남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두 마리의 토끼
를 잡으려는 북한의 전략이었을 것이다.또한 당시 김영삼정부에 대한 불신도 한몫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김영삼정부 초기 남북문제에 있어서 군사정부와는 달리 전향적
사고를 취했던 김영삼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일성의 사망으로 정상회담이 유보
가 되자,당시 남한 내에서 일어났던 ‘김일성 조문파동’과 더불어서 남남갈등이 김영삼
정부의 ‘정경연계’가 북한으로 하여금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었을 것이다.
특히 이 ‘조문파동’은 당시 남과 북이 정상회담에 합의하고,조심스럽게 관계를 조율

하던 남북관계가 일거에 대화단절의 적대적 관계로 급변하게 만들었다.뿐만 아니라
‘조문파동’은 북한이 미국에게 “그들이 남한을 상대하지 않고 미국만을 상대하려 하는
지”를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대미일변도 정책을 합리화
할 수 있는 구실을 주었다.또한 조문파동은 북한 정권을 강화시키는 데도 한몫을 하
였다.즉,‘조문파동’에 대한 북한언론의 격렬한 반한논조와 반한선동이 주민들을 격앙
시키고 대남 적개심을 심화시켰으며,그것은 고스란히 ‘인민’과 ‘지도자’의 단결로 이어
져 위기에 찬 김정일정권을 내부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67)
셋째로,김대중정부시절 ‘햇볕론’이라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북정책의 전

향적 변화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정부 초기 북한은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 불신 내지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67) 이종석, 앞의 책 (1998), p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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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김대중정부가 북한문제에 대해서 과거 정부와는 달리 정치와 경제를 연계시
키지 않고 ‘정경분리’원칙을 확고히 추진하는데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다.
특히 금강산관광 초기 ‘서해교전’과 ‘민영미 억류사건’과 같은 사건에도 금강산관광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고,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남한정부의 모습 속에서 남한정부의 정
치와 경제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중을 인식하게 되고,북한에게 일정정도의
신뢰감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은 대남정책에 있어서 ‘관민분리정
책’을 취함으로써,남과 북의 민간차원의 경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옹호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북한의 남한정부에 대한 신뢰에 따른 변화는 남북경제교류를 통해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서 북한에 대한 불신을 잠식시키고,대북한 투자를 유인하여,경제난 돌파와 함께 국
제사회에서 고립적인 위치에서 탈피해 보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1990년대 북한의 대남정책은 어느 정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을 드러

내고 있는데,1990대 초반 ‘남북기본합의서’체결로 남북간의 대결에서 공존으로의 전
향적 모습과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민간차원의 활발한 교류와 남북경협 역시 초
기에는 북한은 제한적이나마 경협확대가 진행되기도 했다.이는 북한내부의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 있어서도 1994년 핵협상 타결로 미국과의 관개개선은 이루어졌

지만,미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불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특히 핵협정 타결이후
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특히 핵문제로 인한 미국과의 갈등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
고,북미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남북관계에 있어서도 1990년대 전
보다는 전향적인 대남정책을 취하고 있지만,이는 어디까지나 남북한 경제협력분야의
활발한 교류와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접촉뿐이었다는 점이다.물론 미국의
한반도내에서의 특히 남한정부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남한정부의 대북한주도권
이 없는 게 현실이지만,남북당사자들간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직접적인 활발한
대화모색과 교류가 있지 않는 한 북한역시 대남정책을 추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
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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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2000년 이후 북한 대남정책의 전환과 전개

제1절 대남정책의 전환 요인

2000년대 들어서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북한의 모습은 대남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
되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변화하
였는데,그 요인으로는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의 남북관계 개선요구와 대내적으로는
1990년대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 그리고 남한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대남정책 전환
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1.대외정세의 변동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남북관계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요구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
남정책 전환의 요인을 만들었는데 특히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지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로 북․미관계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1998년 북한의 금창

리 지하시설에 대한 의혹이 다시 대두되는 동시에,대포동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이 잇
따라 대두되면서 이 문제는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일본까지 자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이러한 북한의 일련의 행동에 미국은 대북정책을 재검토
하게 되고,한․미․일 안보협의를 토대로 월리암 페리 정책조정관을 통하여 ‘포괄적
접근안’을 북한에 제시하였다.
페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 대화 및 개혁․개방에 호응할 경우

미국이 대규모 식량지원,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지원,경제제재완화조치,정치․경제․
사회․문화교류의 확대,북한체제 존립보장,북․미 및 북․일 수교 등을 제공하는 것
으로 압축된다.둘째,미국 정부 내에서 대북정책 수행을 위해 체제를 강화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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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서 간 대북정책 조정을 위한 대사급 고위직을 임명한다는 것과 셋째,한․미․일
3자 조정 및 감독그룹회의를 존속시킬 것,넷째,미의회 내에서 대북정책을 초당적으
로 추진 할 것,다섯째,위와 같은 접근과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의한 긴급상황 가능
성에도 대비할 것 등이다.68)
이러한 미국정부의 행보에 미국 내에서도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북한에 대해서 포용보다는 강경정책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클린턴 행정
부는 북한과 1999년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미간 베를린 협상을 타결지었고,북․미
관계는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이처럼 북한의 미국일변도의 대외정책
추진은 상대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자국의 이익이 결부된 주변국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대한반도정책으로서의 선회를 촉발하였고,그 결과 국제적 고립을 일순간 타파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외관계개선에 있어서 북한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게 남한과의 관계개선

이다.즉,미국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이 주변들국까지도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증가시
키는 결과를 가져왔고,미국과 일본의 경우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북한에게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특히 북한의 절대적인 우방인 중국은 한반도에 관한 한 자국이 일정한
역할을 하기 원했으며 특히 탈 냉전이후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배적 영
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했고,이를 위해서 북
한과의 관계 복원69)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김정일체제 공식 출범 이후 1999년 6월 대규모 고위급 대표의 중국 방문,그리고 김

정일의 중국 방문으로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북․중 관계는 새로운 장으
로 접어들었다.또한 외부지원과 서방기업의 북한 내 진출을 원하는 상황에서 기업들
의 남북의 평화분위기 조성과 안정은 중요한 요인이었다.이러한 상황은 북한지도부에
게 남북관계 개선이 없는 한 대외관계와 자본의 북한유입 등의 외부지원을 더디게 할

68) 이창헌, “북․미 베를린 협상타결 및 ‘페리보고서’ 이후의 과제와 남북한 관계 전망”, 『정치정보연구』, 한국

정치정보학회, Vol.3 No.1(2000), p.173.

69) 김일성 사후 중국과 북한은 최고위급 회담이 부재했고, 1997년 2월 황장엽 비서의 망명문제 처리에 대한 

북한의 불만, 4자회담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북한의 입장,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북한의 비판

적 입장 등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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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밖에 없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북한역시 경제 회생에 있어서도 남한이 필수적인 파트너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

에 대외요인은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2.국내적 변화 요구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국가의 최고 직책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에 재추대된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후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
행해 왔었다.그러나 1990년대 누적된 경제난으로 체제존속의 위협마자 느끼게 되자,
김정일은 대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사우위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96년부터 김정일이 행한 현지지도의 성격에서도 쉽게 알 수 있

는데,1996년 김정일은 군부대 방문 21회,군부대가 투입된 건설현장 방문 8회,군체육
단 방문2회,군관계 예술공연관람 8회를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수치는 1995년에 군부대
방문 7회,군관계 투입건설현장 방문 3회,군관계 예술공연관람 3회에 비하면 급격히
증가한 것이었다.70)
또한 1997년 2월 김정일 55회 생일에서 김영남은 축하문을 통하여 “혁명군대가 혁명

의 주체의 핵심력량,주력군을 이루며,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는 독창적인
군중시사상을 내놓았다.”라고 하였는데,이는 군사우위정책 즉 ‘선군정치’의 제도화의 징후
를 보여준 것이었다.
북한은 김정일의 군사우위정책에 대해 “군사를 중시하고 총대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하는 것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확고한 의지이다.”71)라고 하였는데,이러
한 선군정치에 부응하여 군부역시 “수령결사옹위정신,육탄정신,자폭정신’을 서약함으
로써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고 있으며”72)라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군
부의 영향력이 체제의 모든 부문에 미치는 군사통치체제의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70)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546.

71) 《로동신문》, 1997. 10. 10.

72) “우리 인민군대는 언제나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 영광 떨칠 것이다”, 《로동신문》, 199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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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러한 ‘선군정치’의 배경에는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난으로 모든 경제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식량배급마저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또한 외부
정보의 유입증대로 주민의식 변화와 함께 체제 비판의식이 확산도 가능하게 하는 요
인이 되는 등 최악의 경제난과 더불어서 체제유지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북
한의 경제위기 극복을 ‘선군정치’를 통해 극복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1998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당이 내세운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위업은 주체

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우리나라의 국력을 정치와 군사,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
야에 걸쳐 최고의 경지에 올려 세우기 위한 거창한 애국애족의 위협이다73)”라는 ‘강성
대국론’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북한에서 말하는 강성대국은 국력이 강한나라,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규정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강성대국이 되
려면 군사강국,정치강국,사상강국,경제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선군정치’,‘강성대국론’의 배경에는 풀리지 않는 북한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용자원인 군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제건설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
이고 북한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였고,이는 대
남정책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3.남한측 정세와 입장전환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다.남한은
IMF사태를 맞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으나,과감한 경제개혁 조치와 외화통제를
통화여 서서히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출범과 동시에 김대중정부는 ‘무력도발불
용’,‘흡수통일배제’,‘화해와 협력의 적극 추진’등의 3대원칙과 경수로 건설 및 식량지
원,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교류확대,특사교환,남북정상회담 용의 등을 내용으로 하
는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김대중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오며,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화해협력을

73) 《로동신문》, 199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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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해 왔었다.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역시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북한의 우방국에게도 대북포용정책의 진의를 설명해주고 이해
하도록 설득하기도 했다.이런 김대중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전방위 외교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협력체제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다.74)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의 반목과 대립,갈등의 구조에

서 화해와 협력,평화를 모색하자는 정책이었다.그리고 국제적 고립과 어려운 경제난
에 처한 북한의 위기를 흡수통일이라는 불안감의 의구심을 걷게 해주는 정책이었다.
즉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가 오히려 남한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급격한 정세변화는 남북한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책이기도 하였고,서서
히 북한을 개혁․개방의 문으로 유도해 내려는 정책이기도 하였다.
어려운 경제난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북한은 식량문제 외에도 산업자원 조달을 위

해서 외부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는데,남한정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했으
나,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했었다.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 북한은 초기에는 “반민족이고 침략적인 본질로서 내부를 와

해시키려는 악랄하고 교활성을 겸비한 정책75)”이라고 논평하기도 하였다.즉 일종의
불안감과 의구심을 동시에 나타내기도 하였다.남한내부 역시 이런 유화적인 정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안보태세의 약화를 초래 한다는 등의 일부 국민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철저한 정경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비교적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구하
게 되었다.
일관된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에 북한도 입장전환을 하게 되는데,대북정책 추진 과

정 속에서 ‘서해교전’과 같은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음에도 남북교류를 중단시키지 않
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자,대북포용정책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고,이러
한 시각을 바탕으로 북한은 남한과의 민간경제교류 이외에도 당국간 회담 등 남북대
화모색의 적극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이러한 남한정부의 대한 인식전환은 대남정책
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74) 이종석, 앞의 책, (2000), p.120.

75) 《평양방송》,19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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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남정책의 전개와 특징

1.당국간 관계 차원

2000년대 들어서 북한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의 모습은 남북당국자간의 회담을 통해
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해 6월 남북한간의 정상회담 개최는 1절에서 언급했듯이 김대중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과 북한의 김정일을 비롯한 지도부의 대외인식에 전략적 변화,그리고 북한내
부요인 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된 회담이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응하고,그 이후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

서의 원만한 대외관계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대외정세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 걸쳐 2박3일 동안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한 국민 모두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이 회담에서 두 정상은
「6.15공동선언」을 통해 반복과 대립의 역사를 마감하고,평화정착과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회담기간동안 양정상은 ‘민족화해와 통일문제’,‘긴장완화와 평화정착문제’,‘남북간교

류․협력활성화 문제’,‘이산가족문제’등의 문제를 논의했고,특히 남북이 대결을 지속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남북간에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하고,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남북간에 구호나 원칙보다는 실천이 중요
하다는 데에 합의를 보았다.
양정상은 협의결과를 통해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되는데 요지를 보면

나라의 통일문제를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
은단계의 연방제안’76)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할

76) 6·15남북공동선언은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지금까지
상대방의 통일방안을 '적화통일론'혹은 '흡수통일론'으로 규정하고 경계해 왔던 것이 남북한의 현실이었다.
그런 점에서 남과 북이 분단 55년만에 서로의 통일방안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획기적 사건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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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남북교류의 활성화와 이상과 같은 합의사
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 등이다.77)
이와 같이 남북정상은 5개항의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일대 큰 획을 긋게

되는데 민족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그 의미와 성과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남북관계를 대결에서 공존의 패러다임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

련하였다.남북의 지도자는 현재의 양자관계를 규정하는 적대적 대결상태를 종식하고,
평화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로 사실상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적대적 대
결과 반목으로 일관했던 남북관계를 공존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돌파구
를 찾았다.물론 이 합의가 실천되어 한반도 평화의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까지는 적지
않은 굴곡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날 남북관계 변화가 탈냉전,사회주의권 붕괴,
남북간 역량격차 심화라는 구조적인 환경에 직접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에 장기적 관점에서 그 역진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둘째,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지도자간에 직접 합의한 남북공동선언문을 채택하

였다.공동선언문은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합의하고,서명한 최초의 문서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선언문은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의미하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식되고 있다.사실 1991년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 이후 북한도 군사·외교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 그동안
주장해 왔던 연방제를 국가연합과 비슷한 형태로 점차 수정하여 왔다.이런 상황에서 북의 연방제는 우리의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과 공통점을 찾아가게 된 것이다.남북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연방국가의 존
재여부 및 국방·외교권의 행사주체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① 남북이 흡수·적화통일을 사실상 포기하고 ②
체제의 공존을 인정하며 ③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④ 지역정부간 협력기구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
지고 있다.한편 북한은 10.6개최된 [고려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방안 20돌 평양시 기념 보고회]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최초로 제시한 바 있다.동 보고회에서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
북의 현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
를 내오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북한이 이번에 제시한 '낮은 단계 연방제'의 개념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민족통일기구'에 대해서는 구
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요컨대,통일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1989년 채택한 남북연합제를 일관
되게 추진하고 있으며,북한이 제기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이러한 우리 입장에 접근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77) 통일부, 앞의 책,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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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크다.
셋째,대북포용정책의 당면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정

부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당면 정책과제를 이산가족문제의 해결과 남북한
경제협력,사회문화교류,당국간 대화 상설화 등을 추진해 왔었다.그런데 바로 이 과
제들이 남북공동선언 제3,4,5항으로 명시되어 실현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즉,대북
포용정책은 공동선언 제3,4,5항을 통해서 이제 모색단계를 넘어 적대적인 남북관계
를 허물고,‘사실상의 통일상태’를 향한 본격적인 장정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포용정책이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은 포용정책의 목표가 남북기
본합의서 체제의 전면적인 가동이라는 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 가동의 계기가 마련되
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넷째,남북 정상은 사상 처음으로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였다.통일방안은 그

동안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경쟁적으로 내놓던 측면이 있었다.그러나 이번에 통일의 초보적 단계에
대해서 인식의 공유를 도출해 냈다.그리고 그 공유는 북한이 자신의 연방제안을 수정
함으로써 가능해졌다.이는 북한이 그동안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용한 바 없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자신의 안임을 확인한 데서 분명히 알 수 있었다.그러나 양측은
낮은 단계의 통일조차도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간다’는 식으로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어가기로 하였다.
다섯째,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의 민족 내부적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남북분

단은 외세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오늘에 이르러서까지 이를 남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실정이다.그만큼 지금은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의 주체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였
다.특히 한반도문제가 ‘페리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해결방식에 의존하는 경향
이 커진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체가 남북당사자임을 명확히 했다
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여섯째,탈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도 정세불안정 요인으로 남아있는 한반도 냉전구

조 해체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특히 남북한은 그동안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요인이었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오히려 새로운 평화질서 구축의 주도력으로 등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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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78)
이와 같이 북한이 남한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한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파트

너로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이러한 인식은 결국 북한이 일시전략과 국면전환으
로 남북관계를 이용하려는 전략은 어려워졌다.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기적인 측
면에서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국가발전전략 하에서 적절히 활용하리라 본다.또한
남북정상회담은 남과 북이 통일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었다.
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제5항79)을 통해 남북공동선언에서 합

의한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
기로 합의하였다.이에 남과 북은 2000년 6월부터 남북장관급회담,남북군사분야회담,
남북경제분야회담,남북적십자회담 등 다방면에 걸쳐서 당국간 회담을 진행하기 시작
하였다.
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도 후반기에는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적십자회담

을 필두로 해서 14회 당국간회담을 성사시켰다.그리고 2001년에는 8회,2002년에는
33회,2003년에는 38회,2004년에는 25회가 열렸다.
장관급 회담분야는 남한정부가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따른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은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에서 열렸으며,「공동보도문」을80)채택,발
표하였다.1차 장관급 회담을 시작으로 이후 남과 북은 14차까지 장관급 회담을 개최했었

78) 이종석, 앞의 책, (2000), pp.102~105.

79) 「6.15공동선언 제5항」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80)<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요지 >
O남북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
O2000년 8․15를 계기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O2000년 8․15에 즈음,남과 북,해외에서 각기 지역별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며,그 실천을 위한 전
민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협력 및 적절한 관련 조치

O민족적 결의를 모으는 행사를 개최
O총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 연결 및 빠른 시일 내 관련문제 협의
O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남북회담사무국,「남북대화 제67호」,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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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은 남북간 화해‧협력이 군사분야 에서도 균형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남북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 필요성을 북측에 지속적으
로 제기하였다.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0년 8월 29일에서 9월 1일 사이 평양에서 개최
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이와 관련하여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지도록 협
의한다”81)고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은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두 차례 개최되었다.남측은 조성

태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가,북측에서는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을 단
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가 각각 참석하였다.이틀간의 걸친 회의에서 “남북 양측은 역
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군사적으로 보장해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실무기구를 구성해 경의선 연결 및 도로 개설 사업을 적
극 추진하기로 합의”82)하였다.
남북경제분야 회담은 다른 분야의 회담에 비해서 다양하면서 구체적인 분야로 확장

되면서,활발한 교류를 이루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

전시키기로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구성,운영에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2000년 12월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총9차에 걸
친 회담이 개최되어 철도,도로 연결,개성공단 건설,전력협력 등 남북한 경제협력 활
성화를 위한 현안 사항들을 논의해 왔었다.
이 외에도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개성공단건설 실무협

의회,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남북해운협력실무
접촉 등 다양한 사안들을 두고 실무접촉을 포함한 비교적 실속 있는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였다.
사회․문화 분야는 6.15남북공동선언 제3항에서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 교환,

81) 《한겨레신문》, 2000. 9.  2.

82) 《한겨레신문》, 2000.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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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 등 인도적 문제를 풀어나가기로’합의한데 따라 금강산에서
세 차례에 걸쳐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였다.이후 2004년 용천재난구호회담 등 아테
네올림픽 개․폐회식 남북공동입장을 위한 실무접촉 등 인도적 지원 문제를 다루었다.
이처럼 당국간 회담에서 보여준 정상회담이후 북한의 변화된 모습은 남북관계가 남

북당사자간에도 충분히 대화를 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할
수 있었다.

2.민간관계 차원

대남정책의 전환으로 인한 민간차원의 교류는 정상회담이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특히 인적교류는 김대중정부 출범 후 그 이전보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이는 김대중정부의 ‘정경분리’원칙이 대북정책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에서도 나타나듯이,북한은 남한의 정경분리에 입각한 남북경협과
비정부간 교류에 이미 호응하고 있었다.이러한 입장은 1998년 4월에 있었던 전민족대
단결 10대강령 발표 5주년 행사를 통해 “남조선에서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협력과 교
류를 추진하겠다는 말도 하는데 만약 그것이 조국통일을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
라면 우리는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아량을 갖고 대할 것”83)이라고 하여 김대중정부의
정경분리 원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이처럼 민간차원의 교류는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많이 기피되어 왔던 사회운동,노

동운동,시민운동 단체의 교류도 이루어졌다.2001년 5월 금강산에서 남측의 한국노총
과 민주노총이 북의 직업총동맹과 노동절을 맞아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하였다84).또한
같은 해 8월에는 평양에서 8.15남북공동행사가 개최되었고,개성공단 건설 등 경제분
야 관련하여 북한방북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83) 《로동신문》, 1998. 4. 7.

84) 《조선중앙통신》, 200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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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방문
인원) 237 257 18 12 536 146 1015 3317 5599 7280 8551 128251528026213

<표 3>연도별 북한방문 현황
단위 :명

출처 :통일부,『통일통계-남북인적교류』

경제교류분야는 정상회담 이후 환경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정상회담으로 인한
정치군사적 분쟁의 가능성의 감소로 안정된 기반위에서 경제협력의 규모가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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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연도별 북한방문 현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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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또한 그동안 남북경제교류에 있어서 문제시되었
던 제도적 문제의 해결이라 볼 수 있다.
즉,투자보장협정85)미체결로 인한 자본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고,이중과

세 방지협약이나,투자수익에 대한 송금보장 등 까다로운 제약이 그동안 남북경제교류
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남북 당국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제도적인
틀이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되었다는 점이다.또한 2000년 이전에 경제협력 분야
가 민간차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정상회담 이후에는 공공차원으로 까지 확대되었
다는 부분이다.
공공 차원의 남북경제협력 가능성은 북한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고,사회간접시설의 공동이용라는 측면과 통일 후
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남한에게도 공동투자의 참여가 충분한 경제성을 지니기 때문이
다.마지막으로 남북경제교류에서 통일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상회담에
서 통일의 전단계로 느슨한 연방제와 초기단계의 국가연합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는 조항을 공동선언 2항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협력의 목표도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
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다.따라서 경제협력의
목표가 통일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그 지평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86)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의 본격적인 개발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와 비거래성 대

북지원 확대에 따른 비거래성 교역이 증가되고 있다.표4에서도 보듯이 2003년까지
남북교역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4년 들어서 소폭 줄였는데,이는 용천재해와
같은 대북인도적 지원이 늘면서 실질적인 교역은 늘었으나,대북인도적 지원은 교역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전체교역상으로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5)민간기업의 해외투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간에 미리 체결하는 협정
86) 이영선․윤덕룡,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전망”, 『계간사상』(2000), pp.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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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교
역
액

13 111 173 187 195 287 252 308 222 333 425 403 642 724 697

<표 4>연도별 남북교역액 변동 현황
단위 :백만불

출처 :통일부,『통일통계-남북교역』

대남정책 전환이후의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특징은 1990년대와 달리 남북한 정부당국
자가 남북협력사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점이다.특히 2004년에는 개성공단사업의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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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연도별 남북교역액 변동 현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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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추진과 더불어 이외 지역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상회담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즉

「6.15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제4항87)에 의거 더욱더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경의
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 등이 본격적인 이용이 이루어지면 남북교역에 있어 장애
요인이었던,물류비 절감,수송시간 단축 등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실질적인 협력이
될 것이고,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무장지대 이용과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금강산관광 역시 관광초기
어려웠던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고,이제는 육로관광까지
하게 되었다.이런 모습은 남한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북한역시
공동선언의 의미를 살리고,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 남북화해 협력에 동반자로서의 역
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서 북한의 경제교류협력분야에서의 변화는 확연하다 볼 수 있

다.북한은 2000년 ‘고난의 행군’이 종료됐음을 선언하고 향후 강성대국 건설에 나설
것은 다짐했었다.특히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사상강국,군사강국,경제강국으로 이뤄
진 강성대국 건설 과제 가운데 경제강국 건설만이 남았다’라며 경제 부흥에 총력을 기
울일 것은 선언했었다.그리고 경제부흥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류,EU가입국 나아가 일본과의 수교를 적극추진하며 경제교류 확대에 나섰다.88)
이러한 북한의 행보는 1990년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였음을 의미하였고,체제안정

감을 바탕으로 경제문제에 있어서만은 실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87)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분야
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88) 이경수, "남북경협과 북 경제성장 전략", 『민족21』(서울: 남과북이 함께한 민족21, 2004), Vol.43,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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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북한 대남정책의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의 미래

2000년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그들의 대남정책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주었는데,그것은
반세기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주한미국의 철수문제를 주둔자체는 인정은 하되,성
격변화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이는 평화유지군의 성격으로 남한에 존
재한다면 그 주둔 자체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들의 통일방안이 지닌 상극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남한의 통일방안과의 공

통성을 찾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다는 점이다.그동안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상대방을
제압하고 한반도의 통일정책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경쟁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서
로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초보적 단계에서 통일방안의 인식의 공유를 나타냈다는 점이
다.이는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자신의 안으로 내놓은 데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한정부가 줄곧 주장했던 평화정착을 위한 교류․협력의 실천을 받아들였

다는 점이다.즉 이산가족문제해결과 남북한 경제협력,사회문화교류,당국간 대화 상
설화 등을 말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공동선언 제3항,4항,5항에 명시되어 구체화되고,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에 적극성을 띠게 되는데,이는

1990년대 북한이 남한당국을 배제한 체 미국과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하려는 ‘통미
배남’정책의 수정내지 변화된 모습이라는 점이다.
남북경력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1990년대 당국간

에 경제협력보다는 민간경제협력에 의한 교류활성화에 치중했던 북한은 민간경제협력
은 물론이거니와 당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점인
데,그 대표적인 예가 경의선․동해선․도로연결과 개성공단사업의 추진,그리고 금강
산 관광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로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정책의 큰 변화는 남북정상회담이 그 매개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걸림돌이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는 사실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1999년 북․미 협정 체결로 관계개선을 추구해온 북한은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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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이후 줄곧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2차 세계대전이후 냉전을 주도했던 미국과 소련이 1980년 말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내지 체제 변화로 인해 더 이상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는 점이다.즉 미국의 일방적인 외교정책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클린턴 정부와는 다르게 부시정부의 강경일변도의 외교정책은 더욱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특히 부시 취임 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일방적 양보불가론’,‘엄격
한 상호주의론’,‘철저한 검증론’,‘평화선언불가론’,‘재래식 무기감축론’.과 MD체제의
확산과,대량살상무기 반확산의 최우선 대상으로 북한을 삼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하
다.이러한 부시정부의 외교정책이 다시 불거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의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로 인한 남북관계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

였다고 볼 수 있고 당분간 이런 기조는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실질적인 한반
도 내의 안정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북미간의 관계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과 북미회담으로 문제를 해
결하려는 북한과의 이견 대립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그러나 북미간
의 관계개선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우선 미국이 처한 상황이 그러한데
현재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끌긴 했지만 그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나친 전비와 더불어서 미국경제의 재정 적자의 폭이 커지고 이에 이란의 핵무기 개
발의혹까지 겹쳐 북한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이런 상황에서 주
변국의 북미관계개선의 도모는 미국으로 하여금 뒤로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에 도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활발한 움직임은 이런 미국을 더욱더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북미간의

관계개선은 결국은 한반도 내의 평화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그리고 남
북간에 2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차
정상회담이 당사자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2차정상회담은 이런 북미간의 원
만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북당사자간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확실한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1차 정상회담이 남북교류의 중심을 둔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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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면 2차 정상회담은 이러한 교류를 통해 조성된 평화무드를 정치적으로도 이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의 남북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
로 전환,바로 이 점일 것이다.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여전히 남아있는 남북간에 군사적 대치상태를 완화하고,그

긴장완화 속에서 남북간에 경제교류를 통해 경제 공동체를 형성,현재 양과 질에 있어
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남과 북의 경제적인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경제공동체 형성은 교류협력 심화의 결과이자 통일의 중간목표이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간에 평화통일에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한 경제공동체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와 경제

정책을 기반으로 공통적 경제생활을 하는 것으로서 국민 또는 국가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할 수 있다.남북한 경제의 보완적 발전을 고려하면서 교류․협력이 전개됨으로써
나중에 시장이 단일화와 경제 질서가 단일화되는 것이 이러한 경제공동체의 최종모습
이 될 것 이다.
경제공동체의 모습이 당장의 통일로 이어지는 아니다.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으로서의 평화정착에 큰 역할을 할 뿐이지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민
족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향후 평화 정착을 거쳐 통일과정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통일
비용’의 절감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통일비용의 비용의 절감은 통일조국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남북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해줄 것이다.물론 이러한 과정과 결
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북․미간에 관계개선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
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남북관계의 앞으로의 모습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이상으로 발전

될 가능성의 여지가 충분하고,이는 남북모두에게 역사적 사명의 의무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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