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번영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남․북한
사회통합의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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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글의 연구 목적은 남․북한의 통합조건이란 관점에서 노무현(盧武鉉)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Peace-Prosperity Policy)에서 고려해야 할 남북사회통합의 바람직한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 글의 연구방법은 통합을 하나의 과정과 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와이너(Myron Weiner)의 개념을 수용하고, 그 개념 하에 제이콥(Philip E. Jacop)의 10가지 통합
조건을 남북사회통합의 조건으로 변용․활용하는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따라 이 글의 전개내용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내용을 고찰하고, 남북사
회통합의 조건을 설명하고 난 후 평화번영정책에서 추진해야 할 남북사회통합의 방안을 제안하
고, 결론을 맺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적 고려사항은 지리적 일체성, 민족의 동질성
(homogeneity), 상호교류성(transactions), 상호신뢰성, 상호경제이익의 접근성, ⑥ 민족공동체의
가치공유성, 정치체제의 안정성, 최고지도자의 상호공조성, 통일정책의 효과성, 통일국가의 역사적
경험성 등 10가지 차원에서 남북의 사회통합을 위한 공통적․긍정적 조건요인을 중심으로 추진해
야 한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평화번영정책의 남북사회통합을 위한 장기적 추진방안은 인식적, 현실적, 목표지향적 3가
지 차원에서 평화번영정책의 추진방향을 실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노무현 정부
는 인식차원과 현실차원에서 먼저 단기․중기․장기적 정책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 과
정에서 남북사회통합의 강도가 높아지면 목표지향적인 통일국가수립도 가능해진다고 분석되었다.
이 글의 토론에서 결론은 민족, 평화, 통일의 상호상대자라는 기본 관점에서 남과 북의 사회통
합에 접근하는 평화번영정책의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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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 글의 연구 목적은 남․북한(이하 남북이라 기술함)의 통합조건이란 관점에서 노무현(盧
武鉉)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남북사회통합의 바람직한 추진방안을 모색
하는 데에 있다.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평화번영정
책으로 제시하였다. 한 마디로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추
구하고 있다.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남북한의 공동번영은 분단 반세기 동안 단절된 영토, 민
족, 교류협력관계, 신뢰성, 경제적 이익, 공동체가치, 정치체제, 최고지도자, 정부, 이념, 역사 등
에 대한 통합의 과정이 우선 전제되어야 구체화될 수 있다. 따라서 평화번영정책에서 고려해
야 할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는 남과 북의 분단과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장차 통일에 대비하
는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미․소의 38도선 분할에 의해 분단된 남과 북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소의 이데올로기적 냉전구조에 의해 움직였던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도 속에서
(Powers 1971, 531; Lippmann 1947, 31ff; Paterson 1974, 575-576; Kennan 1967, 294-295) 분
단 고착의 길로 나아갔다. 그 가운데 한반도의 냉전구조도 남과 북에서 각각 1948년 대한민국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에 이어 결정적으로 1950년 북한의 남침에 의한 한국전쟁
으로 인해 지역적․이데올로기적 두 의미의 봉쇄선(containment line)에 의해(Nagai․Iriye
1977, 15-16)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한반도의 분단구조, 냉
전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마디로 해방이후 지금까지 남북의 분단은 지리적 분단, 정
치적 분단, 민족적 분단의 3단계를 거쳐(이상우 1993, 361-362) 1991년 남북의 유엔동시가입에
의해 국제법적 국가분단의 4단계로(윤황 1999, 230-232) 고착화․심화되었고, 1990년대 새로운
국제질서의 탈냉전 기류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가 지나고 있건만 아직도 한반도의 분단구
조와 냉전구조는 해체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지금도 분단과 냉전구조의 해체1)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통일과
통합의 의미도 그만큼 복합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새롭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남과 북의 통합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따라 통일
이전에 양측 사회간의 접근을 통해 교류와 적응의 복합적인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회통합을 준
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차원에서도
우리의 내부적인 통합조건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남북의 사회통합조건을 형성하자는 것을 전
1) 한반도의 분단구조와 냉전구조에 관한 의미, 내용, 그 해체방안 등은 통일연구원(1999)에서 자세히 논
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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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부적 사회통합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진정한 남북의 사회통
합은 통일이후에까지 갈등으로 연결되어 어려워질 수 있거니와 이를 위해 평화번영정책의 사
실상 장기적 추진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 이 글의 연구방법은 통합을 하나의 과정과 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입
장을 취하고 있는 와이너(Myron Weiner)의 개념을 수용하고, 그 개념 하에 제이콥(Philip E.
Jacop)의 10가지 통합조건(Jacop and Toscano 1964, 16-44)을 남북사회통합의 조건으로 변
용․활용하는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
현대의 통합이론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제시․논의되고 있다.
특히 정치학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된 통합이론에 의하면, 통합의 정의는 크게 분류하여 과정과
조건으로서의 두 가지 통합 의미를 가지고 있다2) 즉 통합을 하나의 과정으로서 보느냐
(Lindberg 1963, 6; Mitrany 1966, 97; Haas 1958, 16; Haas, Ernst B. 1958, 29; 이상우 1986,
161-162), 아니면 하나의 조건으로서 보느냐(Deutsch 1957, 158; Etzioni 1965, 4; Galtung
1968, 377-378; Jacop and Toscano 1964, 14; 이상우 1986, 163)라는 두 입장을 말한다. 이 두
입장을 종합하여 와이너(Myron Weiner)는 통합의 정치학적 정의를 포괄적인 5가지로 제시하
고 있다(Weiner 1966, 551-553; 이용필 1992, 12-13). 이 글에서는 통합을 하나의 과정에서 어
떤 조건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제한한다. 즉 통합은 일정한 지역내에서 그 주민들 사이에 평화
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기대를 오랫동안 확언하기에 충분히 강하고 광범위한 공
동체의식과 제도 및 실천성을 갖게 되는 상태의 조건이라고 보며, 이 때 공동체의식이란 공동
의 사회적 문제들이 평화적 변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거니와 해결될 수 있다는 논지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그리고 평화적 변화란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이 대규모의 물리적 힘에 기초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Deutsch 1957, 5).
이러한 통합의 의미는 곧 구성원들의 일체감이라는 감정을 중요시하는 통합의 상태를 말하지
만, 여기에 동일의식 또는 자의식이라는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Jacop and Toscano 1964, 14)
이의 개념 하에 통합을 하나의 과정으로서 보고 있는 학자들 중 제이콥(Philip E. Jacop)이
제시한 10가지 통합조건을 이 글에서는 남북의 사회통합조건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왜냐
하면 제이콥의 통합조건은 남북의 동질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을 설명하는데 좋은 시사점
을 주고, 그 동질성의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통일대비 사회통합의 정책추진에 대한 방안을 규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학의 통합이론들이 모두 유럽의 다원주의 선진산업국가들간의 다자간 통합과정
을 경험으로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이론을 남북의 사회통합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적

2) 오기성(1998, 38-39). 그러나 이용필 교수에 의하면, 국제정치학에서 통합의 정의는 단일국가 안에서
의 통합조건이나 과정과 관련된 국가통합,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간의 통합과 관련된 지역통합
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용필(199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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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의 문제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는 비판이 있다(정용길 1989, 229; 박영호․박종철
1993, 34).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이콥이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통합조건을 현재 남북 체제의
특성적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남북의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가능조건으로 변용하
고자 의도하였다. 즉 제이콥의 제시에 의한 10가지 통합조건(Jacop and Toscano 1964, 16-44)
에서 ｢① 지리적 인접성(proximity)→ 지리적 일체성, ② 동질성(homogeneity)→ 민족의 동질
성, ③ 상호교류(transactions)→ 상호간의 교류․협력성, ④ 상호간의 인지(mutual knowledge)→
상호간의 신뢰성, ⑤ 기능적 이해관계(functional interest)→ 상호경제이익의 접근성, ⑥ 공동
체적 특성(communal character) → 민족공동체의 가치공유성, ⑦ 정치구조(political structure)
→ 정치체제의 안정성, ⑧ 주권(sovereignity)→ 최고지도자의 상호공조성, ⑨ 정부의 효율성
(governmental effectiveness)→ 통일정책의 효과성, ⑩ 통합의 경험(integrative experience)
→ 통일국가의 역사적 경험성｣으로 변용하였다.3)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따라 이 글의 전개내용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
책 내용을 고찰하고, 남북사회통합의 조건을 설명하고 난 후 평화번영정책에서 추진해야 할
남북사회통합의 방안을 제안하고, 결론을 맺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Ⅱ. 남북사회통합의 조건
1. 지리적 일체성
우리나라는 동반구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즉 동서로는 동경124도에서 동경 132도,
남북으로는 북위 33도에서 43도까지에 걸친 수리적 위치에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연적
위치는 아시아대륙의 동변부와 태평양의 북변부에 돌출하고 있는 반도적 위치에 있다. 이는
동부아시아 중앙적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부와 도서지역과 직결시킬 수 있는 국가발전
에 유리한 위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지정학적 위치가 중
국본토와 일본열도의 중간적인 육교적 위치로서 러시아와 미국과도 인접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인접국과의 육교적 성격에 따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국가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홍시환 1987, 195-199.)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국경은 1712년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진 이래 주변국과 미정립내지
3) 이 점에서 본 논문은 남북통합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되 기존의 논의들이 통일
이후의 통일한국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통일한국을 지향해 나가는 통합의 과정과 조건에 중점을 두
고 분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통합의 조건들을 제시한 제이콥의 이론을 변용․활용하고자 했다. 한국
정치학회(1993); 한국심리학회(1993); 민족통일연구원(1994a, 199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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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상태로 이어져 오던 국경․영토문제가 불행하게도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의 국권이 찬탈
됨과 동시에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에 이용됨으로써 가일층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
는 실정이다.
또한 제2차세계대전이후 우리나라는 일제의 지배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국토가 남북으로 분
단됨으로써 국경 및 영토정책 내지 관리가 양분화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남북은 자연히 북방의 국경․영토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북한과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
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한국과의 입장차이 내지 시각차를 여러 면에서 보여 주고 있다. 예
를 들어 중국의 백두산 천지분할 경계문제․간도문제, 러시아의 녹둔도 점유문제 등에 있어서
남북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양태진 1996, 153-154, 165-173).
오늘날 우리나라는 매우 유리한 지리적 위치가치를 가지고 있다. 즉 ① 아시아대륙의 내부
에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② 태평양과 동남아시아 각지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③ 3면이 바다로서 해양발전에 유리하고, 1면이 육지로서 대륙
진출에 유리한 위치에 있고, ④ 온화하고 생활에 알맞는 유리한 자연환경을 가지는 북온대에
위치하고 있다(홍시환 1987, 202)
이러한 우리나라의 위치가치는 남북이 지리적 일체성을 가질 수 있는 통합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현재 남북은 과거 일본의 대륙침공에 따른 기지화의 지리적 위치를 점검할
수 있는 일체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현재 남북이 궁
극적인 공통시각으로(양태진 1996, 174-177)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체성을 보여주
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과 함께 일본의 독도영유권문제에 대해
공동대처할 수 있는 외교적 채널을 가동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민족의 동질성4)
민족(nation)의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견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하나의 견해는 민족의 객관적․사실적 요소로서 혈연, 지연, 언어, 종교, 정치․경
제․역사적 운명 등을 찾는 것이고, 또 하나의 견해는 주관적․심리적 요소로서 정신, 의식,
감정 등을 찾는 것이다(차기벽 1990, 45-62)
이러한 민족의 객관적․주관적 요소들 중 남북의 주민들이 동일한 민족임을 뚜렷하게 내세
울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즉 언어, 혈연, 지연, 자의식 등이 우리민족의

4) 본 논문에서 남북통합의 조건상 민족동질성 회복을 중요시한 것은 분단반세기 동안 체제와 이념의 차
이로 인해 남과 북이 각각 민족의 이질성을 갖고 있는 현실 속에 처해 있는데, 결국은 민족동질성 회
복을 통해 1민족1국가의 통일국가수립단계로 이어지기 위해 반드시 단순히 전통적 동질성 회복에 주
력하는 차원이 아니라 통일미래지향적인 민족동질성 회복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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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조민 1994, 37-43). 그 중에서 남북의 주민에게 민족의 동질성을
가장 객관적인 요소로서 표출할 수 있는 것은 언어와 혈연이라고 하겠다.
첫째, 언어라는 측면에서 우리 민족은 가장 뚜렷한 동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남북이 해방이후 55여년이란 긴 시간의 분단고착화로 들어감에 따라서, 남북의 언어 이질화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언어는 아직까
지 명백한 언어소통의 장애를 일으켜 언어학적 집단분리에 이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서 현 시점에서 남북의 언어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간의 주장이 상호 공통되고 있
는 것은 남북학자들의 공동연구 및 공동토론이라고 할 수 있다(조오현 1997, 254). 남북학자들
의 다방면적인 교류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
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밖에 한국내에서 남북 언어실태에 대한 조사가 의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의 기관 및 연구소 등에 의해 북한용어대사전의 편찬을 비롯해 남북어휘사전의
편찬 등을 통해 남북용어의 이질화 극복을 위해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점도 의미있는 작업이라
고 할 수 있다.
둘째, 혈연적 측면에서 민족의 동질성은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강한 혈연적 유대감을 절
실하게 나타내준다. 이 점에서 남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2003년 3월말까지 적십자간 시
범적 교류사업을 실시하여 상봉 6회 6,210명, 생사확인 2회 2,267명, 서신교환 1회 600명의 실
적5)을 올렸다. 분단 이후 남과 북은 당국차원에서 지금까지 총 7차례, 남북정상회담이후 6차
례 남북이산가족상봉을 가졌고, 올해 4월 30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오는 6월경에 제7차 이산가족상봉행사의 합의도 이루어 냈다. 이처럼 남북이산가족상봉사업은
우리 민족의 성원이면 누구나 혈연이 우리 민족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데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현재 남북이산가족은 모두 500만-1,000만 정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99, 106)라고 알려
지고 있다. 이 때 이산가족은 1945년 9월이후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
태로 거주하고 있는 자와 그들의 자녀를 말한다.6) 이 문제는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산가족에 대한 생사확인․서신교환 및 상봉을 위해 이미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과 1991년 ‘남북협력기금운
용관리규정’(통일부 1998, 113-114)의 제정․시행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지원해왔다. 그러
나 그 동안 북한은 이산가족의 재회와 교류를 부분적․간헐적으로 시도해 왔으나 기본적으로
월남자들에 대한 적대정책, 외부사조의 유입에 대한 통제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산가족문제의
5) 통일부, ｢최근 남북관계현황｣(www.unikorea.go.kr, 2003/4/11)
6) 북한에서는 ‘이산가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을 비롯한 국제적으로도 ‘이산’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통일
부(199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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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로 나왔다. 하지만 1990년대말부터 남과 북은 과거와 달리 이산가족문제
의 해결을 위한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나타냈다. 예컨대 1998년부터 2002년 11월까지 정부 및 민
간차원의 이산가족상봉은 총 1,824건(연평균 약 365건)이었다. 그 중에 정부차원에서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2년 11월까지 5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으로 1,004건
(5,400여명) 상봉이 이루어졌고, 민간차원에서는 820건(연평균 164건)으로 과거 연평균 20명
대비 8배의 증가치가 나타났다. 이산가족 생사확인의 경우에는 1998년부터 2002년 11월까지
정부 및 민간차원의 생사확인은 총 3,338건인데 정부차원에서는 5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과 2차례의 생사․주소확인 등을 통해 1,669건이 확인됐으며, 교류주선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는 1,669건(연평균 351건)으로 과거 연평균 127건 대비 약 2.8배가 증가했다. 또한 이산가족 서
신교환의 경우에는 1998년부터 2002년 11월까지 정부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서신교환은 총
4,106건(연평균 850건)인데 정부차원에서는 1998년 이후 671건 서신교환이 성사됐으며, 민간차
원에서는 3,435건(연평균 723건)으로 과거 연평균 506건 대비 약 1.4배가 증가했다(통일부
2002, 86-87).
이와 같은 사실은 남과 북이 혈연에 의한 민족동질성 차원에서 이 문제의 접근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토대마련에 나서고 있음을 뜻한다.
이 점에서 참여정부는 현 시점에서 일단 단체적․개별적인 차원이라도 남북이산가족들이
정기적인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이산가족교류의 지원을 계속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남과 북이 2002년 9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했던 면회소 설치 장소문제와 관련하여
동부지역의 금강산지역 설치와 서부지역의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지점 추가 설치문제, 그리
고 금강산지역 면회소의 우선 남북공동 건설 착공문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상호간의 교류성
해방이후 1960년대까지 남북간의 교류는 국제체제의 냉전 상황하에서 매우 제한된 형태의
문제제기 혹은 정치적 선전의 장에 머물렀다. 남북적십자회담으로 대표되는 1970년대 남북교
류는 과거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주민들간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남북의 교류․협력은 당국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
으며,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체육회담과 적십자회담 등이 있었고, 남북경제회담과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등 정부와 정치분야에서의 공식적인 접촉이 행해짐으로써 남북의 대화창구가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제도화된 틀 속에서 남북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활성화된 것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
서부터였다. 우리 정부는 1990년 2월 문화교류활성화를 위한 ｢남북문화교류5원칙｣의 발표, 동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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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의 제정, 남북협력기금의 조성 등을 통해 남
북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조한범 1998, 20-23). 곧 이어 남북은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약칭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효시켰다(통일원 1992, 1).
특히 남북교류협력은 1990년대말부터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남북
경제협력사업 중 1998년말부터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된 이후 2000년에 경의선․동해선 철
도․도로 연결사업도 합의되어 2002년 12월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가 완공된 후 2003년 2월
말 개성공단 사전답사 및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시되었고, 개성공단 개발사업도 2003년 2월말
육로사전답사의 결과를 토대로 양측 사업자간 6월말 착공식의 개최에 이어 개성공업지구법의
하부규정 등에 대한 양측간 협의가 현재 진행중이다. 그밖에 남북교류분야는 문화․예술․학
술․체육․종교․방송 등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주로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이루
어지던 민간 교류행사도 서울․평양․금강산 등 한반도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언론․방송
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8월 ｢언론사 사장단｣ 방북을 계기로 남북교류가 활성
화되었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1998년이후 남북합동음악회, 공동전시회 등 남북교류가 확
대되었고, 특히 체육 분야에서는 1999년 ｢남북노동자축구대회｣ 평양 개최(8.12～13)이후 2000
년에는 ｢시드니올림픽 개막식｣ 남북선수단 동시입장(9.15), 2001년에는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9.29～10.14) 등 괄목할만한 교류를 이루었다. 민간단체 행사분야에서도 대규모 남
북공동행사를 통한 남북주민간 접촉 및 부문별 교류가 확대되었고, 종교 분야에서는 각 종
단․교단을 중심으로 여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지속적으로 남북교류가 이루어졌고, 교육․학
술 분야에서는 동북아 교육문화협력 재단과 북한 교육성이 공동으로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등 꾸준한 교육․학술교류가 실시되었다(통일원 1998, 78-82).
그와 동시에 남북교역도 1998년에 2억달러에서 2000년과 2001년에는 4억달러, 2002년 11월 현
재 5억6천만 달러로 증가(통일부 2002b, 5-6)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성은 남과 북이 교류협력의 지속과 필요성에 대한 합의
점을 어느 정도 도출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계속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시킴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간 사회통합의 토대작업을 구축해 나아가
야 할 것이다. 단기적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냉전구조가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
리 정부는 당국자간 남북교류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도 비정부기구에 의한 남북교류
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상호간의 신뢰성
현 시점에서 남북간의 신뢰성은 통일대비 사회통합을 위해 최우선적인 조건이면서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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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통합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상황에서는 1991년 9월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과 동년 12월 남북한의 ｢남북사
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서명,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과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무산, 1996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북한․미국․중국의 4자회
담 대북제의(동아일보 1996/4/16) 이후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전까지 3차례의 초기
회담․3차례의 예비회담․1차례의 본회담 개최,7) 1994년말 한국에서의 김일성 조문 파동,
1990년 북한의 남침용 제4땅굴 발견 이후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후 계속된 북한의
대남간첩침투사건․잠수함 및 잠수정침투사건․북방한계선 월경사건 등에 의한 도발 지속은
그 동안 남북관계에서 대화 및 접촉(또는 교류와 협력)의 재개와 중단이라는 악순환의 반복을
뜻한다. 이 점에서 현재까지 북한이 대남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
로 남북관계에서의 신의와 도덕은 지켜질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당국 및 민간 분야의 교류․협력관계에서 과거와
달리 상당히 유연한 자세로 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남과 북의 주민들은 상호간에 대화와 접
촉을 통해 분단 반세기 동안 쌓여온 적대감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는 교감을 나누고 있다. 특
히 북한당국의 차원에서 남과 북의 주민들 간에 대화와 접촉에 대한 체제의 선전선동적 측면
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남과 북의 주민들이 체제와 이념의 벽을 넘어 만나고 대화하고 손
을 잡게 된다면 분단과 냉전의 구조 하에 키워진 상호 불신감과 적대감은 그만큼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불신감과 적대감의 해소는 남과 북의 상호 신뢰성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먼저 북한과의 공식적 접촉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남과 북의 상호신뢰감을 높여가면서 장기적 관
점의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남북이 동등한 자격과 권리
를 가지고 상대주의(상호주의) 원칙하에 남북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상호 화해와 교섭에 참가
할 때 분열상태의 극복과 남북간의 신뢰성은 가장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 요인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서 ‘국가의 평화․안보’와 ‘북한과의 교류․
협력․번영’을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즉 양궤도정책(dual-track policy)으로 풀어가
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즉 평화번영정책이 확고한 평화 보장을 위한 국방태세 확립을 추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을 위해 남북 군사관계 진전을 위한 여건조
성과 점진적․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통일부 2003, 29)할 구상이 구체적인 현실
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필자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국
7) 이 때 초기회담은 1997년 3월 5일, 동년 4월 16일-21일, 동년 6월 30일 개최됐고 예비회담은 1997년 8
월 5일-7일, 동년 9월 8일-19일, 동년 11월 21일 개최됐고, 1차례의 본회담은 1997년 12월 9일-10일
개최됐다. 그 후 본회담은 1998년 3월 16일-20일, 동년 10월 21일-24일, 1999년 1월 18일-22일 3차례
더 개최된 바 있지만 현재까지 4자회담은 의미있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헌경(199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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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책과의 추진을 완전분리하여 상호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왜
냐하면 국방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국가의 모든 정책적 변화 및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항상 영토․국민․주권의 생존을 유지․보호하는 국가의 안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에 반
하여 통일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적절한 정책의 변화를 통해 언제나 통일여건을 마련해나
가는데 초점을 둘 수가 있기 때문이다.

5. 상호경제이익의 접근성
북한경제는 1990년 이후 지속․누적․악화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식량난’에 의한
탈북자와 아사자의 증가(김영윤 1997, 49-53.; 김영윤 외 1996, 6-8; 월간 조선 1999. 7,
62-107), 1994년 7월 북한의 약 50여년 동안 1인 절대권력과 장기집권자인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 죽은 지도자에 의한 국가통치방식인 기상천외한 ｢김일성 유훈통치｣(또는 유훈정치)의
실행, 1997년 10월 김일성의 장남이자 후계자인 김정일의 당총비서직 공식취임과 동시에 1998
년 9월 ｢김일성헌법｣에 의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체제 구축으로 국제공산주의사에서 최
초로 부자권력세습체제의 가동, 1990년대 내내 국제사회로부터 끊임없는 핵개발의 의혹과 미
사일의 발사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조성(김학준 1996, 404; 동아일보 1998/7/17; 중앙일보
1999/7/25; 한겨레신문 1999/7 30)과 북한에 대한 주변4국의 영향력 확대의 경쟁 심화(송문홍
1997, 228-241) 등은 1990년대 내내 북한체제의 불안정을 점증시키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은 줄
곧 필사적인 경제난의 해결책 모색 등에 집중하면서 체제의 지탱력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간의 체제경쟁력에서도 이미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2000년대부터 북한은
발빠르게 남북관계개선의 장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체제의 급변사태없이 지탱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경
제력의 회복이 가장 중요시된다고 하겠다. 이 점에서 1990년대 북한의 교역상대자로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이어 3위권에 해당되고 있다(윤황 1998b, 307)는 점은 북한이 대남경협접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뜻한다.
1990년대 한국경제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큰 폭의 마이너스 무역수지와 총외채 증가의
행진8)에 연이어 1997년 IMF체제의 돌입함으로써 경제위기 속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IMF관
리체제에 들어간 한국경제는 지난 한국의 30여년에 걸친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의 자존심과 긍
지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의 신용과 능력을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 결과 온 국민은
8) 1990-1996년의 경우에 예를 들면 무역수지는 1990년 -48.2억달러, 1991년 -96.5억달러, 1992년
51.5억달러, 1993년 15.6억달러, 1994년 -63.4억달러, 1995년 100.6억달러, 1996년 -206.2억달러에 이르
고 있으며 총외채는 1990년 317.0억달러, 1991년 391.4억달러, 1992년 428.2억달러, 1993년 438.7억달
러, 1994년 568.5억달러, 1995년 784.4억달러, 1996년 1,044.7억달러에 달하고 있음. 통계청(1997, 124,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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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국가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처하였다. 이로 인해 김대중 정부는
우선적으로 한국의 IMF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력의 회복에다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
를 둘 수밖에 없었다. 즉 경제력 회복이 한국의 민주정치발전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고, 또
한 그것이 남북관계의 변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의 동인이라는 점에
서, 실질적으로 대북경제협력은 한국의 경제적 이익추구와 맞물려 민족의 공동이익을 증대시
키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1990년대 남북의 상호경제이익에 대한 필요성은 남북의 사회통합 측면에서 공통
적인 상호접근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남북교역의 규모가 1991년 1,872만 4천달러이후 계속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1997년 33억833만9천달러로 나타났음을 볼 때, 남북경제협력문제는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1995년도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12.3%로 약간 낮아졌고, 1998년도의 경우
(1월-11월)에도 한국의 IMF상황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31.2%로 급감했다(통일부교류협력
국 1998, 42). 그리고 1999년 3월말기준에서 남북경협은 대북경협사업자 승인건수가 1999년 3
월말 기준에서 총41개 기업이고, 협력사업건수가 삼성전자 등 15개 기업이지만 농업협력사업
이외에 그 실적이 미미하다고 지적되고 있다(고유환 1999, 46-47).
그러나 현재 남북간에 상호경제이익의 접근성은 북한경제의 회복 가능성과 한국경제의
IMF 탈출 가능성으로 인해 남북경협의 활성화 측면에서 사회통합의 긍정적인 합의점 도출을
높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남북간 물자교역에서 보면 1998년부터 2002년 11월까지 약 5년간
남북간 물자교역액은 18억2,450만달러(연평균 364,900천달러)였다. 이는 1989년부터 1997년까
지 9년간 연평균 교역액 171,743천달러 대비 약 47% 증가한 수치이다. 1997년 경수로건설사업
시작 등으로 3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한후 1998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1999년에는 다시 3억 달
러로 초과하였고, 2000년에는 대북 비료지원과 위탁가공교역 확대 등에 따른 4억 달러 돌파
후 2002년에는 5억 7천 달러의 수준으로 증가하였다.이 점에서 현재 남북경협은 남북의 상호
경제이익의 접근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 사실을 입증해준다고 하겠다.
이 점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발판으로 남북경협사업을 연결하기
위해 국제컨소시엄의 구성을 통한 경협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도 있지만(박종철 1995, 70.) 먼
저 우리 정부가 대북송금문제와 직접관련된 현대 이외에 다른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대북사업
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단기적 관점에서 대기업중심의 대북투자를 더욱 활성회시켜야 할 것
이다. 단기적 측면에서 대기업 중심의 대북투자는 일단 북한의 불안한 투자환경아래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채산성과 장기투자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현실적 대북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대북투자사업이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한 이후 중장기적 시기
에서 중소기업의 투자중심으로 전환하는 남북경협의 투자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대북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단기적 관점에서 대기업 중심,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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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관점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남북경협사업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민족공동체의 가치공유성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관은 35년간의 일제통치기를 거쳐 1945년 해방이후 반세기가 넘도
록 장기화된 남북의 분단고착화로 인해 상당히 변화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들은 전통윤리의 특성하에 우리의 대표적 전통사상
인 무속신앙, 유교, 불교, 도교 등의 사상이 종합 및 조화되어 뛰어난 독특성을 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김태길 외 1994, 114-116; 윤사순 1996, 221-240)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전통적으로 존재해오고 있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치들
은 일반적으로 도덕과 예절의 중시, 인간미와 인정의 중시, 성실성과 근면성의 중시, 강하고
끈질긴 생존의식이 강함, 협동단결심과 공동체의식이 강함 등을 들 수 있다(이민수 1997,
75-80).
이러한 가치들이 오늘도 남북의 주민들에게 공유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이헌경
1995, 3-67; 임순희 1995, 86-195), 아직도 남북의 주민들은 민족공동체의 가치공유성이 아주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남북의 가치통합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대책을 세움으로써 남북의
사회통합을 위한 민족공동체의 가치공유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즉 남북주민들의 가치공
유성을 위해 우리 정부는 두 사회의 공유된 전통가치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대화와 접촉에서
이견과 이질감을 좁혀나갈 때만이 상호이해의 폭과 상호통합의 가능성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정부는 긍정적인 전통가치들이 우리 내부사회에서부터 되살려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일단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을 지속․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
다. 특히 대학교육에서 사라지고 있는 윤리교육과목과 학과를 다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이 교육의 강화는 한국의 내부적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장차 통일이후를 대비
하여 북한주민들을 민족공동체의 가치공유성으로 유인하여 민족공동체를 재건설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토대 위에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국가를 향한 가치지향으로서 새로운 민주
주의적 가치양식인 상대주의, 관용, 주인의식, 타협과 비판, 자율성 등을 내면화시켜 그들이 북
한주민들과 쉽고 가깝고 자신있게 접촉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7. 정권의 안정성9)
9) 이 때 ‘정권의 안정성’을 선택한 것은 남과 북의 정치체제 안정이 불안할 때 상호간에 대화와 접촉,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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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북한의 정치체제적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에 따른 변화와
충격의 시대이다.
한국의 정치체제에서는 1960년 5․16군사쿠테타에 의한 朴正熙 군사정권의 수립이후 약 32
년만인 1992년 2월 25일에 金永三 문민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정치적 변화를 나타냈다. 즉 金永
三 문민정부는 그 동안 악순환을 반복해온 한국의 정치적 갈등과 정치적 폭력을 해결할 수 있
는 강력한 정당성 근거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1997년 12월 18일에는 1948년 대한민국
민주정부수립 이후 약 49년만에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 金大中 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대한민국정치사에서 뜻깊은 정권교체를 기록하게 되었고, 2002년 12월 대선에서는 세대
간 벽을 허물고 경상도 출신의 盧武鉉 후보가 전라도의 최다 득표를 얻어 지역간 벽을 허물
수 있는 기대를 안고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참여정부의 출범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사실
상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당선은 과거 군부정권의 비정통성을 벗어나 한국정치의 민
주화와 국민의 정치의식에 기초한 선진민주국가에로의 정치발전적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정치체제에서는 이미 1945년 해방이전인 8월 9일경에 최초로 소련군대가 북한
에 진군(조순승 1983, 47;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1992, 49)하여 곧장 해방과 더불어 북한을 점령
하였고, 그의 후원아래 북한의 정치무대에 등장한 金日成(브루스 커밍스․김자동 옮김 1980,
496; 고준석․편집부 옮김 1990, 55; 이기봉 1989, 198-215; 스칼라피노․이정식 공저․한홍구
옮김 1986, 412-413; 중앙일보 1991/9/5.; 김남식 1984, 53; 동아일보 1990/4/ 22; 동아일보
1991/8/24; 서대숙 지음․서주석 옮김 1989, 54;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1992, 72-73; 김창순1995,
71; 임은 1989, 177)은 약 50여년 동안 1인 절대권력의 독재자로서 장기집권하다가 1994년 7월
에 급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커다란 대내적 충격을 주게 되었다. 그리고 金日成의 사망이후
북한의 정치체제는 연속적으로 외부세계의 우리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金日成의 사후
부터 1997년 김정일의 총비서 공식 등장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3년 3개월 동안 죽은 자에 의
한 국가통치방식인 ｢金日成式 유훈통치(또는 유훈정치)｣가 실행됨으로써 우리는 세계정치사에
서 초유의 기이한 정치방식의 실행을 지켜 보았다.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했지만 1980년 김일
성의 후계자로 공식화된 그의 장남 金正日이 1997년 10월에 실질적인 최고통치권자인 당총비
서직에 공식취임한 후 1998년 9월에 ｢金日成憲法｣으로의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위원장에 재
추대됨으로써, 우리는 국제공산주의사에서의 부자권력세습체제를 최초로 목격했던 것이다.
이러한 1990년대 남과 북의 정치체제의 변화와 충격 속에서 현재에는 표면적․단기적인 측
면에서 남북이 공히 정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윤황 1998b)고 하겠다. 다만 북한의 핵문

류협력에 쉽게 나올 수 없거니와 상대방에게 호전적이거나 상대방의 호전성을 선전선동하여 대내통
합으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남북통합의 과정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일
단 정권의 안정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음.

166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3집 1호

제가 2002년 10월 불거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김정일 정권은 대외적 압박 속에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남북관계의 현상 유지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
이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원칙적으로 원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위기는 장기간
진행될 우려도 있지만 결국 평화적․외교적 방향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남북의 정권 안정성은 단기적 측면에서의 통일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지
만, 현 시점에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존공영단계의 추구라는 측면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남북은 상호간에 실체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점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북한의 입장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시기별․단계별로 준비하되(박종철 1995, 53-58), 그 요구사항을 정부의
단독으로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여론에 의해 수집․선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여론의 창구
는 대다수 전문가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의 통일관련 연구단체․협의회 및 관련 학회, 대
학의 통일문제연구소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한반도 중심의 주변4국과의 관계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우리 정부는 물론 한반도 주변4국이 북한체제의 안정성과 함께 체제의 지탱력을 인정하
게 된다면, 북한은 미․일과의 경제․사회문화분야 교류 및 수교에 이르기가 쉽고, 그 결과 한
반도 주변4국간에는 교차승인의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부시행정부
에 의한 대북강경정책이 변화하지 않는 한 향후 북․미수교관계와 북․일수교관계도 다소 불
투명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문제는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대미․대북간
중개역할을 통해 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른 변화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의 추진은 북한이 북미관계의 개선을 위해 핵포기를 먼저 유도하고, 미․일
과의 수교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및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평화번영정
책의 기본방향을 계속 견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이것은 평화번영정
책의 일관성문제이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력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져
야 할 것이다.

8. 최고지도자의 상호공조성10)
그 동안 남북의 최고지도자들은 주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합의 발표, 1992년 ｢남북
기본합의｣의 채택 발효 등에서 잠재적․간접적인 상호공조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0) 여기에서 ‘최고지도자의 상호공조성’을 선택한 것은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동서독정상회담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도 남북통합의 과정에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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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분단사상 최초로 2000년 6월 13일-15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양측 지도자
의 가시적․직접적인 상호공조성의 표출이었다. 즉 남과 북의 두 정상이 공식적 회담을 갖고
6.15남북공동선언을 합의․채택하여 발표했고, 이 합의문에 김정일의 서울답방에 따른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다는 것은 양측의 최고지도자간에 상호공조성을 확인했음을 의미
한다. 이 의미는 사실상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민족문제, 통일문제, 남북교류협력문제 등을 공
식 테이블의 의제에 올려 놓고 협상과 타협을 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을 통
한 양측 정상의 상호공조성은 남과 북의 사회통합에 대한 문제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정례
적 정상회담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긍정요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채택된 6.15남북공동선언의 내용 중 김정일 국
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이 2003년 현재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도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남북간 최고지도자들간의 상호공조성도 중단된 수준에 그치고 있
다고 하겠다. 물론 특사의 방문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체제의 특성상 사회통합의 지름길이자 가장 효과있는 방법이라
고 여겨지지만 동시에 현 시점에서 전혀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참여
정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하루속히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당면한 남북간 현안
문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역할 제고 등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때 참여정부
는 국내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다음과 같은 단기적 목표 하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에 대한 남한국민들의 동요와 불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둘째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이전에 우
리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입장을 대내외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고, 셋째로 국내정치
적 차원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기본적인 논의사항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를 해 둘 필요가
있고11), 넷째로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한반도통일문제를 한국정부의 주도하에 추진할 수 있는
주도권의 확보가 반영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 하에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갈 때에는 한국내의 여야정치권과 국민들,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를 보낼 것이다.
물론 북한은 자신들의 목표 하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될 때에는 그만큼 남과 북의 휴전선 장벽은 서서히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급변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를 놓고 볼 때 남북정상회담의 정례
화가 갖는 의미는 글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크다.
이 목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남북당국자회담의 지속적인 개최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바로 지속적․정례적인 남북간 당국회담이 이루어질 때 남과 북의 지도자들의 상호 공
조역할도 증대할 것이고, 그 결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도 자연히 개최될 것이다. 다만 우리 정
부는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답방시기에 너무 초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독일의
11) 이는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계속성과 성과비판성, 여론분열 등에 대한 사후대책의 측면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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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제1～2차 정상회담 이후 3차 정상회담이 무려 10년이 지난 1981년(12.11-13) 동독의
베를린 근교에서 동․서독 두 정상의 얼굴이 바뀌어 서독의 Schmidt 수상과 동독의 Honecker
국가평의회의장 간에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87년(9.7-11)에 서독의 Bonn에서 서
독의 Kohl 수상과 동독의 Honecker 국가평의회의장이 4차 정상회담을 개최했기 때문이다(정
진상 2002, 2-3).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의 장에서 가장 큰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햇볕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남북당국자간에 대화․접촉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지만 그 회담들에서 합의된 현안문제들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 점
은 곧 대내외에 햇볕정책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미성과 중에 하
나라고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남북대화자세는 진짜 알맹이를 얻기 위해 너무 형
식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김영삼정부에서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소위 ‘대북 커넥션’
에 따른 흥정의 접근방식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현대상선의 대북커넥션 문제가 다
시 현재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는 점을 참여 정부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남북대화가 곧 통일이라는 무분별한 통일열기를 확산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위해 참여정부는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 또는 비
밀회담, 특사파견을 통한 커넥션의 거래로 북한에 접근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 제2차 남북정
상회담의 개최에 북한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공식적인 남북회담, 국제사회(중국․EU․러
시아․국제기구 등)의 설득 등 공개적인 다양한 방식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구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면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이후 중단된 그 회담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
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과의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이
후 중단된 정상회담은 김일성 주석 사후의 후계체제인 김정일 당총서기(국방위원회위원장) 입
장에서, 김영삼 대통령 퇴임 후의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대통령이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개
최를 성사시킴으로써 남북의 지도자 상호간에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중단된 각종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의 연속선에서 아직도 6.15공동선언의 합의가 유효하게 진행되
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에 따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도
유효하다는 점으로 볼 때 참여정부는 그 어떤 대화보다 먼저 정상회담을 재개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9. 통일정책의 효과성
지금까지 남북은 수없이 통일방안을 서로 내놓았지만, 어느 쪽의 통일방안도 상대방에 의하
여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거니와 어떠한 통일방안도 상호간에 타협된 적이 없었다. 즉 남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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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통일방안을 내놓았지만, 단 한번 단 한가지라도 수
용된 바 없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그 동안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각각 다음과 같이 10년 주기별로 통일명칭을 달리하면서 변화
되어 왔다(윤황 1998a, 24; 김태영 2001, 9-222).
첫째, 북한의 경우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장기집권과 절대권력에 의해 ｢민주기지노선(40
년대)→위장평화의 무력투쟁노선(50년대)→과도기적 남북연방제(60년대)→5대강령하의 고려연
방공화국제(70년대)→3대선결조건과 10대시정방침에 의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 통일방안
(80년대)→조국통일 5개방침과 민족대단결10대강령에 의한 고려민주연방국창립 통일방안(90
년대) →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2000년대)｣으로 통일정책을 변화시켜오고 있다. 현재 북한의
통일정책은 본질적으로 1970년대 제기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 통일방안’인 연방제의 노선
에 터잡고 있다.
둘째, 남한의 경우는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총선거실시론(李承晩 정권)→유엔 감시하
의 남북한 자유총선거실시론(民主黨 정권)→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총선거실시론(=선경제
건설 후통일정책 : 3공화국 朴正熙 정권)→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의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 실시론(=선평화 후통일 정책 : 제4공화국 朴正熙 정권)→민족화합민주통일
방안(全斗煥 정권)→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盧泰愚 정권)→한민족공동체를 위한 3단계통일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 : 金永三 정부)→ 對北三不原則에 의한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남북연
합의 통일국가제 통일방안= 金大中 정부)→ 평화번영정책(盧武鉉 참여정부)｣으로 통일정책을
실행해오고 있다. 남한의 통일정책은 정권의 변화와 더불어 생성․발전해오면서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상호신뢰구축, 한반도평화구축)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수립단계’의 3
단계통일방안 구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의 통일정책은 과거에 너무 통일방안에 몰입되어 현실적인 통일협상에서 시
행착오와 감정대립을 반복해 왔고, 그 결과 남북의 통일정책은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공통적으로 남북간의 사회문화분야의 인적․물적인 교류와 협
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의 통일정책에 있어서 합의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즉
남북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한 이후 남북간에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제시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정용석 1988, 334-346; 북한연구소 1994, 987; 자유신문
1998/5/16).
따라서 현 시점에서 남북의 통일정책은 남북간에 다방면적인 교류․협력분야에서만 효과성
을 가질 수 있다고 하겠다. 이 점에서 우리 정부는 통일정책의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북한
과의 다방면적인 접촉․교류․협력을 끊임없이 계속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우리 정부는
북한의 통일정책 의도를 간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통일 의지를 담은 다방면적 교류․협
력의 증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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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일국가의 역사적 경험성
우리 國史에서 단군의 고조선이래 통일국가의 역사적 경험은 신라의 3국통일과 고려의 후3
국통일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점에서 현재 남북에서의 역사도 공통적으로 기록․인식하고 있
다(이현희 1985, 18-19, 51-53, 94-98; 한국민중사연구회 편 1986, 65-69, 138-141, 162-164; 북
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8, 41-45, 136-140, 173-182).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역사적 의미는 첫째로, 하나의 국가를 성립시키고 통일 민족의 정책
을 추진함으로써 단일적인 한국 민족을 형성할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요 둘째로, 통일의 과정
에서 무력적인 우월성보다는 대내외 정세를 파악하고 외교적인 유연성을 발휘하여 신라가 통
일의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점이요, 셋째로 불교를 통한 백성들의 단결심을 통해 통일의 원동
력을 키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신라의 3국통일은 한반도의 독자성 확보라는 의의를
지니지만 당나라의 외세에 의존한 통일국가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영역의 축소와 발해의 건국
을 초래하였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통일없이 삼국의 분립이 지속돼 정치, 경
제, 사회, 문화권의 분화를 심화시켜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더 이상 민족의 동질성을 찾기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많았다는 점에서 볼 때, 만일 그 시기에 신라의 3국통일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면 현재의 단일 민족으로서 한민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일찍이 중국의 압력
에 의해 한반도는 더 이상 한민족의 울타리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세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3배로 가중되었다는 점에서도 신라의 3국통일은 충분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통일 이후 신라는 삼국인의 동질화와 융화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시도하였지만 근
본적으로는 신라중심의 신분제도인 골품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내부갈등을 초래하여 권력쟁
탈이 심화되었다. 고구려, 백제 계통 유민들의 소외의식을 유발하고 설상가상 귀족들의 사치스
러운 생활은 계층간 괴리감을 조성하였다. 결국은 후삼국으로 분열되어 676년 삼국을 통일한
지 약 3세기만에 다시 936년 고려의 재통일로 이어졌다.
고려의 후3국통일은 처음으로 발해의 10여만 유민을 포용하여 대범한 민족통합정책을 실현
함으로써 단일민족국가를 이룩하였고, 신라의 황금문화를 계승하여 한민족의 문화를 과감하게
육성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전통을 확립하였고, 고구려의 영토회복을 위해 처음부터 강력한
북진정책을 설정․실행함으로써 고구려 옛 땅을 상당히 통합하였다. 이 점에서 고려의 후3국
통일은 그 역사젓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의 통일과정에서도 왕건이 후백제
의 견훤이나 후고구려의 궁예보다 우세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당시 오히려 견훤과 궁예는 왕건보다 더욱 통일을 강조하고 서둘렀
다. 왕건에 의한 통일은 그가 통일을 ‘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를 중심으로 통일이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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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배경에는 왕건의 탁월한 정치력을 통한 유연성과 다양한 대처능력이 뒷받침되었던 것
이다. 그는 각 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호족들과 결혼정책, 의형제 정책, 사성정책 등을 통해 끈
끈한 혈연공동체로 묶어 소속감과 일체감을 불어 넣어줌으로써 통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여
갔다. 통일 이후는 고려체제 속에 광범위하게 지방호족들이 참여하면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
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점차 문무의 균형이 깨어지고 왕실내 근친혼 등의 혈
통상의 모순이 극도로 심화되었고 귀족들의 도덕성의 타락은 무신의 란을 초래하였다. 설상가
상 오랫동안 몽고의 침략으로 고려의 국력은 극도로 쇠약해지고 정치적 경제적 부패가 누적되
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이배용 1997, 117-118).
이 두 가지 통일국가의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공통적으로 남북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요구해
주고 있다. 즉 우리는 통일국가수립을 민족의 절대적 과제로서 정부의 통일정책상 최종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참여정부는 통일국가수립을 위한 남북사회
통합의 통일정책에서 반드시 자주권확보, 민족통합, 영토회복, 민족문화계승을 동시에 고려해
야 할 것이다.

Ⅲ. 평화번영정책의 남북사회통합 추진방안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김대중(金大中)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 혹은 대북포용정책에
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평화번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일반화되고 있지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12)와 12대 국정과제의 제시내용13), 그리고 현재까지 유일하게 정부기
관인 통일부에서 발간된 책자(통일부 2003)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평화번영정책(Peace-Prosperity Policy)이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한국․일본․중국 중심의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
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대구상을 말한다. 이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전반을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발전의 기본 구상이다.
평화번영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두 단어가 조합된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
다. 즉 평화번영정책은 평화정책과 번영정책의 결합을 말한다. 이 때 평화정책은 남북의 실질
적 협력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고 북한의 대미․대일관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한반
도의 냉전구조 해체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정책이다. 번영정책은 남북의 교류협력구
축에 토대한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민족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등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해 한반도의 공동번영, 더 나아가 동북아 중심국가의 평화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구현을
12) ｢대통령취임사｣(청와대 게시판, http://www.president.go.kr).
13) ｢참여정부의 국정비전｣(청와대 12대 국정과제, http://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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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발전정책이다.
평화번영정책의 달성목표는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남북한의 공동 번영에 두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 증진이란 남북간에 과거 냉전시대의 적대감 및 반목․질시감 해소, 현안문제
들의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의 실질적 협력 증진, 군사적 긴장의 해결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
화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남북의 공동 번영이란 남북간에 민족경제공동체의 건설, 한반도의 민
족번영 실현, 동북아중심국가의 경제공동체 토대 마련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번영정책의 달성목표에 대한 방향성은 ｢남북교류협력(기본점)→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남북의 공동 번영(중점)→ 동북아경제중심국가의 발전 구축과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평화번영정책의 달성목표에서 제시하고 있
는 기본점, 중점, 지향점을 놓고 볼 때 평화번영정책은 ｢남북교류협력․평화번영구축단계(1단
계)→ 남북연합단계(2단계)→ 통일국가수립단계(3단계)｣와 같이 ‘3단계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아직까지 남북사회통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앞에서 토론된 남북사회통합의 10가지 조건을
토대로 한 평화번영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남북사회통합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남
과 북의 10가지 통합조건에 따른 분석 결과는 현재 남북사회통합의 과정에서 아직까지 부정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1990년대말부터 남과 북은 상당히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도출되었다. 이 분석결과의 긍정요인을 중심으로 평화번영정책이 장기적 추진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방안을 간략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참여정부는 남북사회통합을 위해 인식적 차원, 현실적 차원, 목표지향적 차원이라는 3가지
차원의 기본원칙에서 평화번영정책의 추진방향을 실행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인식적 차원에서는 남과 북이 아직도 적대감과 대립감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이념
적 기준에 의해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평화번영정책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남과 북이 한민족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는 상대방의 체제
를 인정하는 가운데 상호간에 인식의 차를 극복해 가는 노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분단 이후
이질화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로, 현실적 차원에서는 한반도가 분단구조와 냉전구조의 틀 속에서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는 점, 아직도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접근형태가 불확실
하다는 점 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현실적 차원에서 남과
북이 평화에 중점을 두고 긴장완화와 상호접촉․교류를 확대해야 하고, 각종 평화유지의 제도
화(예컨대 남북평화협정체결 등)에 대한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분단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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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구조의 해체라는 중장기적 목표 하에 이의 해체를 위해 남북이 군사적 신뢰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셋째로, 목표지향의 차원에서는 남과 북이 너무 통일의 최종목표에 큰 비중을 둔 나머지 통
일의 과정 목표, 또는 단기․중기․장기적 목표 수준을 경시한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 최종목표의 지향은 분명히 통일에 있지만 우리 정부는 실천가능한 통일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적 중하위 목표에 비중, 즉 남북사회통합에 일단 치중하면서 자연스런 최종목표인
통일의 지향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보수적 시각이든 진보적 시각이
든 통일을 다른 지향해야 할 목표가치에 비해 공통적으로 우선시했다(김영탁 1997, 421). 그
결과 우리 정부도 그 동안 통일을 너무 강조하는 정책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참여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하여 인식차원과 현실차원에서 먼저 단기․중기․장기적 정책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북사회통합의 강도가 높아지면 최종적 통일국가수립은 우
리의 구도대로 도래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과 기본방향에 토대하여 평화번영정책은 남북사회통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기본원칙
① 장기적․지속적․일관적인 정책의 추진원칙을 가져야 한다.
② 북한의 모든 사회영역을 다루는 다원적․다중적인 이해와 접근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
③ 시기별․단계별․상황별․내용별로 준비적․실사구시적인 타협과 협상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
④ 차기 정부에도 계승될 의지적․긍정적․미래지향적인 통일이후의 위대한 국가건설에 대
한 지속가능한 원칙을 가져야 한다.
⑤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확신 속에서 당위적․안보적․신념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원칙
을 가져야 한다.

2. 추진방향
① 우리 내부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지역갈등, 계층간의 갈등, 도․농간의 갈등, 남녀간․
세대간의 갈등, 비민주적 유산 등(김병태 1999, 88-94; 신복룡 1997, 280-291)의 해소작업과 병
행함으로써 남북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교육, 국민참여 차원의 전략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한국내의 누적․악화된 사회문화적 갈등과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남북의 그 갈등과 차이
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국민의식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지속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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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② 통일대비 남북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긍정요인을 확산시키고, 부정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긍정요인은 더욱 부각시켜 남북의 동참구조를 확산시키고, 부정요인은
지속적으로 상호인식의 변화를 통해 제거될 수 있도록 남북의 새로운 협력구조를 끊임없이 창
출해야 한다.
③ 통일이후의 사회통합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즉 북한주민들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
거나 북한사회에 대한 이질화를 강조하는 통일정책은 통일한국이 도래할 때 진정한 사회통합
을 이루는데 많은 갈등과 혼란을 장기간 동안 가져다 줄 수 있고, 통일한국의 모든 국민들에
대한 재사회화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평화번영정책은 통일을 대비한
사회통합의 가치를 지향하는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④ 이데올로기의 편향적․집중적인 전략보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다차원적․다각적인 전략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전략이 이데올로기의 전략을 완전히 대체하
는 것이라기 보다는 양자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확
실하게 자유민주주의의 제조건을 충족시킨 상태에서(신용수 1998, 113-119) 평화번영정책은
자발적․적극적인 국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는 국민이 북한사회를 올바로 보려는 노력, 북
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통일대비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방향의 전략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⑤ ‘남북의 사회통합을 통한 통일은 개인의 완성이다’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 민족의 절대적 과업이 통일이지만, 일부의 개인적 차원에서는 남북의 사회통합이나 통일
이 자신에게 그다지 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다양한 평
화번영정책의 홍보활동을 통해 개개인에게 통일의 당위성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이 점에서 교육기관과 방송매체(특히 T.V.)를 적극 활용해 볼 필요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 참여정부는 출범한 지가 3월이 지난 시점까지 평화번영정책의 안내책자 등을 내놓지 않아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당장 3월 학기가 시작된 초․중․고․대학의 교육기관에서
평화번영정책의 내용을 설명할 수 없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⑥ 오늘날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북한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
현상을 너무 갈등이론의 방향으로 몰고가지 말아야 한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갈등은
존재했고, 그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았다. 왜냐하면 갈등이 때로는 사회발
전의 에너지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여 또는 그 갈등에 대한 우위집단의 경직성이었다. 갈등이 사회발전에 역기능적임에도 불구
하고 그것이 왜 극복 또는 해소되지 않는가? 그것은 갈등의 존재 그 자체가 갈등당사자 중 어
느 한쪽의 이익과 부합되기 때문이었다(Edward de Bono․권화섭 역 1987, 273). 따라서 참여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한사회내의 갈등에만 너무 초점을 두면 사회적 적의(social hostilit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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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루이스 A. 코저 1987, 431-435)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의 토론된 본 연구의 중심주제인 남북사회통합의 조건은 지리적 일체성, 민족의 동
질성, 남북간 상호신뢰성, 상호간의 교류․협력성, 상호경제이익의 접근성, 민족공동체의 가치
공유성, 정치체제의 안정성, 최고지도자의 상호공조성, 통일정책의 효과성, 통일국가의 역사적
경험성 등에서 충분히 남과 북의 공통점과 긍정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결론맺을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남북사회통합의 공통적․긍정적 조건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서 고려
해야 할 통일대비의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조건이고, 참여정부는 이를 평화번영정책의 중심과
제에 반영하여 남북사회통합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단계적․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남북사회통합을 위해 남과 북은 민족, 평화, 통일의 상호상대자라는 기본 관점
에서 접근하는 통일정책의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 하에 평화통일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민족, 평화, 통일의 정책 방향은 단기적 차원에서 북한체제의 생존과 관련해서 접
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만약 단기적 차원에서 북한의 체제생존이 위협을 받게 될 때 반사적
으로 북한은 남북관계의 악화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통제에도 강하게 적용될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남북의 공동
번영 추구라면 참여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당사자가 남과 북이
라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이 목표의 추진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서 특히 북한핵문제 해결에 대한 평화번영정책의 실행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에 중요
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당면한 북한핵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북․미․중 3자회담이 이미 개
최되었으나, 현재 국제사회가 5자 또는 6자회담의 개최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남과 북이 반드시 참여하는 다자회담의 개최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한이 배제
된 그 어떤 다자회담의 구도에 찬성할 수 없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이는 한국내의 평화번영
정책에 대한 국민참여의 여론에 부정적인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질 수 있기 때
문에 더욱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론적으로 보면 남과 북이 북한핵문제
의 실질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 즉 평화구축에 대한 실질적 합의를
이루어낸 다음 그 합의에 대한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의 보증과 지원장치가 필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한다는 점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핵문제의 해결접근에서 북한이 북미간 양자문제로 몰고가는 입장이
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은 남한을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 편의에 따라 인정과 부정을 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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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북한의 한반도 평화접근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일단 평화체제의
구축보다 실질적으로 북한도 공통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토대한 민
족경제공동체의 건설에 참여정부가 우선 순위를 둔다면 평화번영정책에서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그것은 남북관계가 중장기적으로 갈 때 남북교
류협력에 의한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의 민족동질성 회복이 한반도 평화구축과 직접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평화구축이 중장기적 차원에 남북간에 합의․실천될 때 그 또한 통
일국가의 수립과도 직결된다고 본다. 때문에 현재 평화번영정책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남북사
회통합에 초점을 두는 대전략의 구도에서 실행되는 내용을 담고 구체화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은 평화번영정책이 남북사회통합을 위해 인식적 차원에서 민족, 현실적 차원에
서 평화, 목표지향적 차원에서 통일이라는 대원칙과 방향에서 단기․중기․장기적 목표를 수
립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통일의 목표지향성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 남
북의 사회통합조건들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민족과 평화의 우선순위를 두고 평화번영정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참여정부가 먼저 북한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통합조건들을 우리 국민의
참여를 자발적․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필자 스스로 합리화하였다. 이
러한 정책실행이 현재 남과 북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이는 남북주민의 민족과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전 감응화작업의 연장선이라고 보았다. 한 마
디로 우리가 체제의 우월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먼저 북한에게 악수를 청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실행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자의 신념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글로 대신하며 본 연구를 끝맺고자 한다.
“夫愛人者 人必從而愛之利人者 人必從而利之惡人者 人必從而惡之害人者 人必從而害
之(대체로 남을 사랑하면 따라서 반드시 그 사람도 그를 사랑하게 된다. 남을 이롭게 하면
따라서 그 사람도 반드시 그를 이롭게 한다. 남을 미워하면 따라서 그 사람도 반드시 그를
미워하게 된다. 남을 해롭게 하면 따라서 그 사람도 반드시 그를 해롭게 한다)”14)

14) ｢墨子｣, 卷之四, 兼愛, 中, 第十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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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conditions on Social Integration of
North-South Korea and the Peace-Prosperity
Policy Direction
YOUN HWA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desirable preconditions about social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s well as the Peace-Prosperity Policy direction from the viewpoint
of integration conditions. This study has been also followed the concept of Myron Weiner
that has a synthetic view about the integration process and condition, and 10 integration
conditions of Philip E. Jacop. On the basis of such purpose and approach,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Peace-Prosperity Policy should be carried out and focused on factor making
common and affirmative conditions for social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10 field
- geographical proximity, homogeneity, mutual transactions, mutual reliability, mutual
economic profit approach, communal value of national association, stability of political
organizati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top leader, effect of unification policy and
historical experience of unification country - have been considered.
Second, the long term plan of Peace-Prosperity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carried out by 3 way of recognizable, realistic and intentional
direction with consideration of short and middle terms.
In conclusion, the Peace-Prosperity Policy can be implemented with the viewpoint of
mutual counterpart of nation, peace and unification to approach social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