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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흔히 통일은 정부만의 일방적 과업처럼 인식된다. 이러한 관념은 우리 헌법
이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추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데서 비롯되는 것 같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통일의 주체는 어느 경우에나 국민이며 통일의 수익자도
국민이다. 아울러 정부와 함께 국민들도 통일을 위한 책임을 공유한다. 현실적
으로 우리 정부는 국민이 선출했고 국민의 뜻에 따라 통일과업을 추진하게 된
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어떤 통일이냐--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
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되는 것이며 남한과 북한을 아무 조건 없이 무조
건 하나로 묶자는 몰가치적(Value free)통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주변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통일외교는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국가외교
그 중에서도 통일 외교는 전문외교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의전이나 법규나 관행에 얽매이는 공식외교보다는 그러한 제약을 떠난
민간외교가 문제해결의 장을 넓히고 국민들 상호간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민간인들이 정부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공공외교를 중시한다. 최근
공공외교는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추세다.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공식외교
는 문제의 해결단계에서는 그 비중이 크겠지만 문제해결을 향한 분위기를 조성
하고 난마(亂麻)같이 얽힌 매듭을 풀거나 꽉 막힌 상황의 돌파구를 만들어 가
는 과정에서는 민간들이 앞장서서 만들어내는 다리역할(Bridge Building)이 더
생산적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러나 민간인들이 통일준비과정에서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 상황에
대한 논리적 인식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다음 세 가지 전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주변 국가들이나 주변국가의 국민들은 우리만큼 통일을
중요시하지도 않고 관심도 적으며 내심으로는 통일 보다는 분단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한반도 주변의 4대강국의 어느 나라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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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같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로는 남북한의 어
느 쪽이라도 핵무기를 가질 경우 주변국들은 하나같이 한반도의 통일 상황의
도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금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셋째로는 통일이익
이 분단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 계몽의 필요성이다. 막대한 통
일비용에 대한 우려를 내세워 통일을 먼 미래의 과제로 정의하고 분단된 채로
남북한이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타산적(打算的) 통일논의는 어느 경우에
나 통일을 향한 역사진전에 역기능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인식의 바탕위에
서 우리가 주변국가들 특히 중국인들을 상대로 펼쳐야 할 통일 논리는 무엇일
까. 이하에서 통일외교의 과제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활용해야 할 설득논리를
가다듬고자 한다.
2. 상황의 과제들
우선 맨 처음 다루어야 할 과제는 통일이익과 분단이익을 교량해서 통일이익
이 한민족 도약의 토대이며 동북아시아 대륙에서 한국의 위상을 업그레이드 하
는 것임을 국민들의 의식 속에 내면화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제는 국내에
서 항상 추진해야 할 통일교육의 과제이며 따라서 오늘의 논의에서 다룰 주제
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는

비핵화

(Denuclearization)와 통일의 관련성이다. 현재 우리 입장에서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핵무장 기도이며 비핵화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국내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인식시키는 일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비핵화진행
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독자적인 핵무장 내지 미국보유의 핵무기의 재반입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비현실적이다. 우선 한국 같
은 개방경제체제를 갖는 국가가 핵개발을 시도할 경우 유엔의 경제제재를 피할
수 없다. 북한은 다섯 차례에 걸친 국제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버티고 있지만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미 정권이나 국가가 해체되었을 것이다. 둘째로 이미 철
수시킨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도 성사되기 어렵다. 미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국방비를 대폭 감축키로 한 조치(Sequester)가 진행 중이고 핵무기의 감축
을 추진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핵무기의 한국에로의 재배치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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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한국과 같은 국제형의 분단국에서는 비핵화 없이는 통일에 대한 국제
지지를 전혀 얻을 수 없다.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는 어떤 강대국도 통일한국이
강력한 핵무장 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와 유사하
게 분단되었던 독일은 분단 45년 만에 통일을 성취했다. 독일인들의 통일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할 가장 큰 교훈은 통일을 주도한 서독이 ‘전체로서의
독일’(Germany as a Whole)을 하나로 지키겠다는 통일의 구심력(求心力)을 한
시도 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시에 독일을 에워싼 국가들이 독일의 분단을 고
정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펼치는 독일 통일의 원심(遠心)작용을 슬기롭게 제어
(制御)하면서 ‘독일은 하나’라는 통일의 구심력을 유지해 온 것이다. 아울러
양 독(兩獨)은 그들의 통일이 주변 국가들에게 결코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회에 담보하기 위해 분단된 상태 하에서도 양독 공히 비핵화의 길을 걸
었다. 양독 모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였으며 주변 국가들이 싫어하거
나 경계하는 전략무기로서의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제조하지
않았다. 서독은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을 제조할 기술과 자금이 풍부했지만 독일
통일을 방해할 주변국들의 견제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전략무기를 보유하는 대
신에 안보문제를 나토나 유럽안보협력회의(Helsinki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풀어
가는 지혜를 발휘했다.
독일이 주변국을 상대로 벌인 통일외교의 중점은 비핵화의 토대위에서 경제
협력과 교류를 통해 독일 통일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주변국 특히 중국을 상대로 하는 통일외교는 어떻게 펼
쳐져야 할 것인가
3. 한국통일과 중국문제
가. 중국의 입장 평가
일찍이 중국의 사마천은 분구필합(分久必合)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분열이 오
래면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도 타의로 분단된 지 75년을 경
과했다. 이미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할 시점의 축적은 넘친다. 그러나 우
리나라와 산과 물로 이어져 있는(山水相連) 중국은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 항
상 막연한 원칙론만 앞세워 왔다. 1980년 등소평(鄧小平)이 “남북한의 자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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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힌 이래 시진핑 대에 이르러서도
같은 소리를 계속 되풀이 하고 있다. 한때 통일원장관을 역임하시고 서울대학
교에서 국제정치를 강의하신 동주(東州) 이용희(李用熙)선생은 대학 강단에서
“자주적”이란 표현은 통일에 관심 없다는 외교적 언사이며 “평화적”이라는
말은 한국 통일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용의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느
냐고 지적한 바 있다. 등소평 이후 장쩌민, 후진타오를 거치면서 중국은 ①한반
도의 평화와 안정 ② 한반도의 비핵화 ③ 대화와 협상에 의한 문제의 해결 이
라는 3원칙을 한반도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에 들
어와서 정책의 중점을 앞서의 ①과 ②의 순서를 바꾸고 한반도 비핵화에 더 큰
비중을 싣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장 시도가 한반도정세를 안정시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시진핑은 아직 대외적으로 표시는 하지 않
지만 내심으로는 ④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유지라는 새로운 원칙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원칙론 이외에 중국학자들은 북한이 붕괴되어 한국주도로
통일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세 가지 우려사항이 생긴다는 것이다. 첫째 북한난
민들이 대거 한만(韓滿)국경을 넘어 들어와 중국을 어렵게 한다. 둘째 한국과
안보동맹을 맺은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의 국경에 접하게 됨으로써 중국안보에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개입되는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
째 낡은 이론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중국안보를 위해 완충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 예시(例示)된 사항들은 앞으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과 만날 때 흔히 듣
게 되거나 토론할 주제로 될 수 있다. 이 글의 말미에서 한 대목씩 평가하겠지
만 우선 중요한 것은 시진핑 정권하에서 당면 국제정치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비핵화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 시진핑 시대의 상황평가
우리가 시진핑 시대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그가 주석에 취임하면서부터 중국
의 대외노선이 ‘위대한 중국의 꿈’을 중국인민들이 달성할 목표로 제시하면
서 중국이 국력의 크기에 상응하는 역할과 영향력을 세계정치에 투사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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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1) 시진핑의 입장은 한마디로 미국을 상대로 패권
을 겨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면해서는 전 세계보다는 우선 동북아시아 지역
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중국이 패자(覇者 Hegemon)가 되겠다는 것이
다. 시진핑은 이러한 포부에서 미국에 대해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능력과 영향
력를 가진 국가로 인정, 세계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라
는 이른바 신형대국 관계론을 들고 나왔다. 동시에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내세우면서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방실크로드와 북방실크로드의
개발을 주도적으로 선도, 세계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그간 중국이 급속히 성장, 발전한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미국과 맞상대하기에는 실력이 한참 못 미치고 다음 세기(世紀)나 되어야 가능
할지 모르겠다면서 중국의 요구를 수용치 않고 현재 중국은 자기가 가진 역량
만큼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맡으라고 강조한다. 동시에 미국은 자국의
군사역량을 아시아 쪽으로 집중하면서(Pivot to Asia) 중국의 패권추구를 견제하
고 있다.2)
지금 미중관계는 냉전시의 미소관계와는 다르지만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중국해, 동중국해 사태로 양국 간의 갈등수준
이 높아짐에 따라 한반도 상황은 자칫 '미중관계의 하위체계'로 전위(轉位)되는
양상을 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가. 특
히 현안으로서 비핵화를 달성하는 방도는 무엇일까.
4.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검토
가. 중국의 유엔제재 찬성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지만 그간 5회에 걸친 대북제재에 찬성했다.
이러한 조치가

2021년까지 시효가 남아있는 북·중간의 상호원조 및 우호협력

조약에 위배됨은 물론이다.3) 특히 유엔안보리의 결의 2270은 북한에 대한 강도
1) 등소평의 도광양회(韜光養晦)노선을 지양하고 국력에 맞는 국제정치역할론을 시진핑이 들고 나왔다.
2)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A Superior U.S. Grand
Strategy".(July/Aug2016, Foreign Affairs)
3) 북중조약 제3조는 “체약국 양 측은 공히 체약국 양 측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 아울러 체약국
양 측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혹은 조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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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제재안인데도 중국은 이 결의에 찬성했다. 정상적인 국가가 이러한 결의
에 걸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 2270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나도 북한은 아직도 버티고 있다. 김정일 생존 시에는 핵실험 2회와 26회의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김정은 이 등장하면서부터 지난 5년 동안에 핵실험 3회,
탄도미사일 49회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EU 등은 유엔제재에
병행해서 독자적인 제재를 추가하고 있으며 그 밖의 국가들도 대북제재를 강화
하고 있다. 북한의 외교망은 하나씩 붕괴되고 있으며 고위급 탈북자의 숫자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아직도 유엔에 맞서 핵과 탄도미사일
의 성능개선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하는 제재의 목적은 북한정권의 전복이
나 붕괴유도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북한이 참여하라는 압박이
다. 그러나 북한은 핵 보유를 헌법에 못 박고 핵·경제병진노선을 조선노동당
규약에 명시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핵 포기를 협상할 수 없게 자박(自縛)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소위 왕이(王毅)포뮬러로 알려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병행해서 협상하자4)는 제안도 북한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북한은 오직 북한
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협상이외의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으
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추진되는 핵군축협상에만 나서겠
다는 것이다.
나.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
북한이 이처럼 버틸 수 있는 힘의 배경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중국과 러시아,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이 인도주의를 내세우면서 막후로 북한정권 유지에 필요
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중국은 석유공급중단을 통해 북
한의 핵 포기를 강제할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홍상그룹 등 비정부 기업들을 통해 음성적으로 북한의 버티기를 지원해왔
다. 중국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제어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은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4) 2016년 1월 북한의 4차핵실험 이후 중국외교부장 왕이와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을 비핵화협상에 끌어들이
기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협정을 동시에 펼치자고 합의했다. 이 방식을 왕이가 거론했다고 해서 왕이
Formula라고 명칭을 언론이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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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북한의 5차 핵 실험이후 오바마 대통령, 케리 국무장관의 성명, 러셀
(Russel)미 국무성 동아태차관보의 정책발언은 모두(冒頭)에서 하나같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Homeland)임과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위협임을 지적하고 있다.5) 따라서 미국은 자위조치로 대북 예방
전쟁이나 선제공격 또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을 검토하기에 이르렀
다.6) 경제제재이후의 제재로서 군사제재를 암시하면서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아
울러 북한지원과 연계된 중국기업들에 대해서도 Secondary Boycott조치를 취함
으로써 미국인가의 금융기관을 통한 국제금융거래를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도 개성공단 폐쇄이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을 이대로 두고서는 비핵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김정은의 공포정
치 하에서 인권유린과 궁핍을 강요받는 북한 동포들과 북한정권을 분리해서 대
처하는 대북압박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정보를 북한내부
에 적극 유입시키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탈북민들을 ‘통일의 자산’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거부
태도는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다. 국제사회의 최종선택
이제 비핵화를 위한 대화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 국제사회의 최종적
조치는 경제제재가 통하지 않을 경우 첫째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잠수함발
사미사일의 수준을 감안, 미국은 북한에 대해 예방전쟁(Preventive War)형태로
핵시설제거(Surgical Strike)같은 군사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 둘째로 유엔안전보
장이사회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를 근거로 김정은을 인권범죄자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에 피고로 회부하는 조치를 결의, 인권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셋
째로는 중국이 그간 행사를 유보했던 경제제재로서 석유공급의 중단 같은 급소
5) 미상원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 태평양, 및 국제사이버안보정책소위에서 행한 미국무성의 러셀차관보의 발언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s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homeland, our allies,> and the peace,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region.”참조
6)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oicy Paper : 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 Engaging China for a
stable North East Asia(September 2016) assisted by Mullen and Sam Nunn, “To the extent that
China declines to cooperate and North Korea continues to refuse to negotiate, however, the report
finds that United States will have no choice but to work with Japan and Korea to “consider more
assertive military and political actions, including those that directly threaten the existence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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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누르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Mullen 전 미국합
참의장과 Sam Nunn 전 상원의원은 중국의 협조를 전제한 셋째방식을 선호하
고 있다. 한국으로서도 미국의 군사조치가 자칫 한반도를 미중갈등의 대리전쟁
(Proxy War)터로 변질시킬 우려를 없애려면 중국의 경제제재로 북한을 협상 테
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다. 동시에 이 방식은 한중갈등의 하나
인 THAAD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로도 된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미국의 군사제재압박과 중국의 경제제
재압박인데 여기서 중국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국의 방식으로 비핵
화과정이 진행된다면 한미일의 안보협력은 고도화되면서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최근 중국도 5차 핵 실험이후에는 한국의 THAAD배치계획에는
반발하면서도 미국이 자위차원에서 강구할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중국 나름의 대안을 모색하는 조짐이 보인다. 최근 일부 중국학자들 가운데
<핵보유=정권 붕괴>냐 <핵 포기=경제발전>이냐는 북한의 선택지를 비교하면서
전자(前者)가 북한이나 중국을 위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5. 앞으로의 전망
중국인들은 앞에서도 말한바 북한정권 붕괴 시 대규모의 난민 발생과

중국

유입을 우려하지만 그것은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한국은 노동력 부족국가로
200만 이상의 외국노동자를 수입하고 있다. 동서독 통일 후 동독에서 러시아나
기타 국가로 떠난 사람의 수는 극소했다. 특히 가족주의전통이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통일된 한반도에서 고향을 등지는 선택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중국은 항상 통일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는 우려
를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한중양국이
유지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와 대등한 수준으로 한미안보동맹이 한미 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진화할 것이다. 북한의 침략위협이 없어진 상황에서
한미안보동맹은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알박이가 없어짐으로 해서 유럽과 한국간의 철길
이 열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 일본과 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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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철길을 통한 유럽과의 교류협력의 장이 형성됨으로 해서 중국을 통하는
TCR과 러시아를 통하는 TSR이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 운송수단이 될 것이다.7)
이제 중국은 결단해야할 시점에 당도했다. 중국은 아시아 대륙의 유일한 유
엔 상임이사국으로서 합법적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누리
는 핵 독점지위가 북한으로 말미암아 깨짐으로서 일본이 자위차원에서 핵무장
에 나설 명분을 제공하는 것은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중국안보를 위한 완충작용
으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큰 부담을 중국에 안길 것이다. 폴라리스 잠수함과
핵미사일이 발달한 21세기의 전략이론에서는 지정학적 완충개념은 더 이상 아
무 의의도 가질 수 없다. 중국은 조선노동당 7차당대회의 결의에 묶여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 없는 김정은을 감싸기 보다는 비핵화와 개방으로 북한경제를
살릴 새로운 리더십이 북한에 세워지도록 상황을 이끌면서 중국의 제3위 무역
파트너인 한국이 한반도의 관리책임을 맡도록 지원하는 결단을 내릴 때다.
최근 중국정부가 미국과 더불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치 않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움직임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공인받기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인권을 짓밟고 주민을 굶기는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략위협도 받지 않는 안보 안전권(Sphere
of Immunity)의 지위를 갖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로 부터의 침략위
협 때문에 핵무장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 지구의 최빈국(最貧國)을 침략할 나라
는 없다. 대외적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75년 동안 이어진 3대 세습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핵무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권에 보호막을 쳐주는
핵보유국인정은 있을 수 없다. 또 이러한 정권 주도로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
져서도 안 된다.
이상 간추린 견해와 논리만으로 중국인들을 완전히 승복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관점들이 국민들 의식 속에 내면화되고 우리의 주장으로 정착된
다면 민간차원의 통일준비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소론을
마친다.
7) TCR은 Trans China Railroad의 약어이며 TSR은 Trans Siberia Railroad의 약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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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 통일준비 민간외교추진방향 ◆
변 진 흥(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연구위원장)

민간외교는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
를 확보함으로써 민간레벨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국
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공공외교에 속한
다. 발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통일의 주체가 국민이고, 정부와 함께 국민들도
통일을 위한 책임을 공유한다면, 통일준비과정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한반도 통
일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하여 민간외교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은 너
무도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발제자는 현재와 같이 북핵위기로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오히려 민간외교
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통일준비 차원에서 민간외교가 효력
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통일 상황에 대한 정확한 논리 설정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그 대상이 되는 중국의 입장과 상황평가를 파악하여 중국을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설득이 먹혀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다. 특히 북핵위기로 인한 현재의 한반도 위기상황이 점차 국제사회의 최종
선택과 조치를 불가피하게 초래할 시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중국
으로 하여금 ‘결단’의 시급성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발제자는 말미에 비록 이런 견해와 논리만으로 중국인들을 완전히 승
복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관점들이 국민들 의식 속에 내면화되고
우리의 주장으로 정착된다면 민간차원의 통일준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
토론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오늘의 남북관계는 위기지수의 한계를 훨씬 넘
어서 있다. 이미 북한은 2013년 3월에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에 이어 ‘남북간
불가침 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파기까지 공언하여 남북한 사이
의 군사적 긴장은 명목상 ‘전시상태로의 회귀’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발
제자도 언급했듯이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그야말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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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간 경제적 제재를 뛰어 넘는 군사적 조치 즉 ‘선제공격’이란 최종적 조치
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해 그들도 ‘선제공격’의 선택
권(?)을 가지고 있다고 대응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최고통수권자의 북한에
대한 regime change 필요성 언급과 북한 주민의 탈북 권유 공식화 등은 남북
한 당국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의 마지노선 마저 무너뜨리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민간외교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부분에서 우선 발제자에 다시 묻고 싶다. 북핵위기로 인한 한국과 미국을 포함
한 국제사회가 군사적 선제공격을 포함한 최종조치단계의 절박성을 강조하고,
중국이 이에 동조하도록 중국의 결단을 촉구하는 민간외교가 과연 위력을 발휘
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사드 배치 결정 등으로 양국 사이의 신경전이 날
카로운 상황에서 어느 분야의 민간외교가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민간 레벨 노력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긍정적 역할
을 할 것이라고 보는지도 알고 싶다.
전문가들은 동북아와 같이 국가의 역할이 강하고 국가간 정치적 대립과 갈등
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지역에서 민간외교는 시민사회가 국가간 장벽을 뛰어넘
어 공동의제에 대한 공감대와 연대를 형성함으로서 지역협력을 도모하는 역할
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동북
아 지역 내 NGO들이 국가의 범위를 초월하여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안
정적으로 운영한다면, 동북아 평화를 위한 지역협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그만큼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은 각 나라의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다르고, 중심의제도
다르기 때문에 동북아 차원의 공감대 형성과 연대 모색이 쉽지 않다. 특히 중
국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NGO들을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생명인
NGO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중국을 상대로 한 민간외
교는 적절한 대상을 찾기도 힘들 뿐 아니라 명목상의 NGO 네트워크를 형성하
더라도 설득→공감대 확산→공동의 과제 도출→공동 협력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북핵문제처럼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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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접근은 오히려 민간레벨의 신뢰 구축을
통한 NGO 네트워크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외교가 공공외교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지만, 이에 종속된 느낌을 주기보다는 이를 폭
넓게 보완하여 상대에게도 같은 수준의 접근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다. 이런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면 오히려 두 나라 정책 당국자들이 민간외교
를 통한 제3의 길 모색 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북핵 위기와 관련하여 본다면, 우리 정부는 ‘핵현실주의’의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에서도 ‘정의의 전쟁론’은 핵현실주의를 부분적
으로 수용한다. 그 기준으로는 첫째 보다 나쁜 악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한 악을 허용하기 위한 방어전쟁의 성격을 띠어야 하고, 둘째 상대방의 불법
행위와 그에 대한 시정의 거부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셋째 보다
높은 선을 달성하거나 악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북핵 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적인 제재가 거듭되면서 쌓이는
피로감이 결국 군사적 선제공격을 포함한 최종조치단계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기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외교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핵현실주의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민간외교는 상대와의 대화와 협력,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
는 통로 즉 다리(bridge)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핵현실주의를 보완하는 핵평
화주의의 입장에 서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핵평화주의는
원론적으로 이상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실주의적 대응논리에 반하
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폭력의 악순환을 막고, 평화를 달성하고
자 하는 민간의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
쟁의 와중에서도 적군을 치료해주는 적십자정신과 전쟁포로에게도 인간다운 대
우를 해주는 인류애를 잃지 않을 때 ‘현실의 위험’ 너머에 있는 ‘인간다운
세상의 재건’이라는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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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드레스덴대학교 명예교수인 요하힘 라그니츠(Joachim Ragnitz) 박사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시민단체가 활동을 할 때에는 정부가 추구하는 의제들에
주목하기도 하였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와 요구가 반영된 활동들
로 작은 변화들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국가 간에는 정책적 목
표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제조건을 내세울 수 있지만, 민간 시민단체 차원
에서는 전제조건 없는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민간외교가 생
명력과 지속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처럼 상호이해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만남의 場’, ‘공동의 집’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일본 등의 경우와 달리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간외교
의 대상이 될 수 있는 NGO나 관련 단체들이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설득과 답변을 얻기 힘들다. 때문에 직접적인 설득보다는 공
감대 확산에 역점을 두고 가능한 부분에서 공동의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방식
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종교NGO의 경우에도 중국은 똑같은 양
상을 보여 왔다.
일례로 중국은 1986년부터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에 참여하기 시작하
면서 1990년대 이후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에도 참여하게 된다. 중국종교
인평화회의(CCRP)는 2006년 제9차 WCRP 도쿄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종교인평화
회의(KCRP)와 MOU를 체결하고 2007년부터 2년에 한번씩 공식 대표단을 상호
방문하기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2013년 12월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0차 WCRP 총회에서는 6자회담 당사국 대표자 모임에도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협의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한편
CCRP는 KCRP 산하기구인 종교평화국제사업단(IPCR)이 2008년부터 주관, 한·
중·일 3국 종교인평화회의가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 국제세미나’에 참
가해 오고 있다. 비록 중국 대표의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자유롭고 폭넓은
견해 표명과 토론 참여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동
의 노력을 다짐하는 성과는 있었다. 이를 돌이켜 보면 민간외교는 특정 시점의
집중적인 접근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민간 채널의
확보와 신뢰 형성이 중요함을 빼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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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평화학 학자인 요한 갈퉁은 “안보를 통한 평화보다 평화를 통한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안
보를 통한 평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민간의 경우에는 그 폭을 넓혀
‘평화를 통한 안보’의 터전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일 사이의 갈등에 있어서도 일본종교지도자들은 한국종교지도자들과 만날
때마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거듭해 왔다. 그 때마다 한국종교지도자
들은 “당신들의 사과는 이제 그만 해도 된다. 이제는 당신들의 정부를 설득해
진정어린 사과를 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직
도 요지부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호이해와 접근은 한일 사이의
갈등 해소를 위한 디딤돌을 쌓아가는 효과가 있다.
마찬가지로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 즉 민간외교의 중요성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다. 다만 민간외교다운 민간외교, 진정성과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민간외교야말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소박한 토론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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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 통일준비를 위한 대중국 통일외교 추진방향 ◆
문대근(한중친선협회 중국연구원장)

1. 들어가는 말
- 역사는 반복된다. 단지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 뿐.
□ 한반도 문제는 남북간 체제․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과 연계된 민족문제,
1950년 6.25전쟁과 최근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상황은 “역사는 반복된다. 단지 그
대로 반복되지 않을 뿐임”을 실감케 함.
- 남북관계와 남과 북의 통일론, 특히 구조 차원에서 동북아 국제정세가 유사

□ 최근 북핵해법․사드배치를 둘러싼 파열음의 기저에도 미중 간의 힘겨루기가 자리
하고 있음. 양국의 패권다툼은 군비경쟁과 함께 전 방위적이고 대담하며 노골적인
양상, 북핵 위협은 前代未聞임.
□ 남중국해에서부터 시작된 미중 간 패권경쟁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서
격화될 수 있음.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격랑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통일
은커녕 6.25전쟁과 같은 참화가 되풀이 될 수 있음.
⇒ 여기서 우리는 통일의 핵심 장애물이 된 북한의 핵능력과 위협 문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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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 원인
가. 북한의 위기의식과 악순환
□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위험을 잘 알고 있으면서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
해 온 것은 1차적으로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의식 때문임.
□ 2005년 9.19공동성명 이후에도 상호 불신이 증대, 북한은 한미의 대북정책(전략적
인내)에 제1~5차 핵실험(벼랑 끝, 막가파식)으로 대응함.
□ 2008년 이후 북한은 한미가‘물샐 틈 없는’대북정책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제재를
강화하며, 2011년부터 공동으로 자국 붕괴를 상정한 통일론을 확산시키는 움직임을
보이자 2012년 핵보유국의 지위를 헌법에 명기함.
- 이는 기존에‘핵을 안전과 바꿀 수 있다(협상용)’는 입장에서‘핵억제력으로 안전을
지킨다’(생존: 핵균형을 통한 체제보장)는 입장으로의 변화를 의미

나. 북한에 대한 무지․오인
□ 북한은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주민의 월 평균 실질임금소득 0.5달러 수준)하고, 3
대가 세습되었으며, 국가 위기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178/184)임에도 불구하고 사
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불가사의한 나라임.
□ 또 북한은‘철의 장막과 죽의 장막’이 드리워진 폐쇄국가이고 상시 감시통제 시스템
이 작동, 북한 내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음.
* 보즈워스 전 미국 북핵특사, "지금도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상황은 마찬가지임."

□ 북한에 대한 무지는 상호 이해를 어렵게 해 불신과 오판을 낳고 관련국 간의 합리적인
이익 추구를 제약, 수차의 북핵 협상과 합의․이행에 장애로 작용함.
□ 북한 급변붕괴론은 북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특히 2008년 여름 이후부터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의 동인(動因)으로 작용함.
□ 2008년 이후 북한은 한미의 전략적 인내와 대북 압박․제재 강화, 붕괴론․통일최적
대안론 등에 대응, 사활을 걸고 핵 억제력 강화에 박차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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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북한 급변붕괴론은 북한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오인으로 북한

‘

땅’

의 구조와 철저한 감시통제체제,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끈질긴 이해 등을 고려
할 때 현실성 없는 불신과 분노의 시나리오라는 것임.
-

한반도 역사에서 밑으로부터의 반란에 의한 왕조나 정권의 붕괴는 없었음.

-

북한은

년

1956

월 종파 사건 이후 ‘자주’의 기치 하에 외세와 결탁된 권력투쟁 가

8

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는데 주력, 장성택의 전격 처형도 그 일환

다. 미중관계의 구조 변화
* 21세기 중국의 부상과 미국이 상대적 쇠퇴라는 동북아 질서의 변화가 한반도 국가의 행동과 상호관
계를 규정(K. N. Waltz),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과 핵협상(6자회담 등)의 주요 경로는 미중간의 갈
등․대립적 경쟁 상황과 일정한 함수관계에 있음.

□

․북핵 정책을 북한이

미중관계가 북핵문제에 핵심변수인 이유는 양국이 대 북한

아니라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상대방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임.
-

미국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안보 현실에 맞춰 재균형 전략의 틀 안에서 북
핵에 대해 인내전략을 구사하며 ‘중국 역할론

-

․책임론 을 강조
’

중국은 북핵 상황에 따라 소극적 관리자 역할과 적극적 해결자 역할 사이를 오가
며 자국의 대미 전략적 이익을 도모하며 ‘미국 책임론’을 주장

□ 미중의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

‘

무시’ 내지 ‘거리두기’와 같은 각기 상이한 전략

과 소극적인 태도는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인 불신에서 비롯됨.

□

․

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 봉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동아시

G2

아 전략상황을 관리하는데 있어 북핵문제가 매우 중요한 소재임.

□ 중국은 미국이 북핵문제로 인한 긴장을 자국의 동아시아 전략 중국 견제․봉쇄
(

)

명

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북핵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함.

-

-

□

북한의 불확실성 관리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그 정도를
북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

․

제재가 아니라 대화 협상이 한반도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경로"라는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로의 전환 병행 추진' 방안을 제안
"

'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상이한 전략과 입장은 북한으로 하여금
마음 놓고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온 것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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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대북정책과 남북통일에 대한 입장

가. 북한지역에 대한 역사 인식과 전략적 이해에 기반
□ 중국의 대북정책은 일반국가 간의 관계에서 볼 수 없는 지속성과 특수성, 특히 강
대국의 대북한(중국) 안보 위협 시 강화되는 것이 큰 특징임.
□ 중국은 동북공정에서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 중국
인들은 오랜 역사경험을 통해 한반도를 어떤 경우 어떤 형식으로든 관여해야 할
땅, 적대세력을 저지해야 할 완충지대로 봄.
□ 전통시대부터 중국인들은 동북을 북경·중원을 보호하는 울타리로 여김.
- 10세기 이후 동북에서 발흥한 거란(요)·여진(금)·만주족(후금/청)은 먼저 배후
인 한반도 국가를 제압한 후 중국 중원의 한족왕조를 정벌
- 동북과 연결된 한반도에서 시작한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하면서 2000년 중국 중
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붕괴, 한반도의 중요성․치명성을 각인시킴.
□ 1946년 이후 국공내전에서 중공군이 북한의 도움으로 동북을 선점, 최종 승리한
것은 마치 청의 군대가 명제국을 정복하는 과정과 흡사함.
□ 1950년 10월 소련이 북한을 포기한 직후 중국이 6.25전쟁에 참전을 결정한 것은 외세
가 만주를 장악하면 베이징 장악은 시간문제라는 지정학적 동북관과 동북을 지키
려면 조선을 울타리나 완충지대로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동북=중국의 생명선, 조선
의 안전=중국의 안전)에서 비롯됨.

․
․

□ 동북 한반도를 자신들의 울타리, 현관으로 생각하는 중국인들로서는 저항의 대상이
16세기
19세기 말의 왜
일본에서, 20세기 중반과 이후 미국으로 바꿨을 뿐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음.

․

- 미중관계가 협력보다 경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더 흔들릴 수 없는 것임.

나. 남북통일 입장

:

다분히 조건부적이나 유동적

․경로가 어떻게 되든 남북통일은 당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 통일의 방식

발전 과정에서 열위체제인 북한이 붕괴, 변화를 통해 점차 우위체제인 남한으로

․흡수해 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음
중국이 어떤 입장․태도로 나올 것인가
편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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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북한과 특수관계에 있는

□ 사실, 중국에게 통일한국은 경제발전과 안보이익을 줄 이상적 상태임. 남북통일은
양안통일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함.
- 역사적으로도 통일된 한반도 국가가 중국의 평화·안전에 유리, 한반도가 통일되
면 자국 중심의 동북아 경제공동체(동북아 시대)의 형성도 가능

□ 그동안 중국정부는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해 옴.
- 중국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일관되게 “한반도가 장래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
로 통일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 유지
-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약간 진전을 보인바, 2013년 6월 한중정상회담(첫 단독 방
한)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
다. 한반도 통일은 대세이고,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중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다”라고 언급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한마디로 ‘한반도 통일은 지지하되, 그 과정과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 가능함.
- 통일은 남북 당사자 간에 자주(독립)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점진적으로 추
진되어야 하며, 통일의 결과로서 통일한국은 자국에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
이어야 한다는 것임.
□ 중국은 북한이 급변해 붕괴할 경우 과거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자국에 적대적인
(적어도 친중적이 아닌, 다루기 힘든) 통일한국을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에 둘 가능
성을 우려해 일정한 원칙과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다분히 유보적이고 소극적인 이유는 통일 이후
에 대한 한국의 비전이 모호한 데서 오는 불확실성 때문임.
- 중국은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바라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한 전환기적 상황
에서 남북한이 현 상태로 있기를 바람.
- 한반도의 통일도, 혼란도 원하지 않고, 평화로운 분단(현상유지)을 추구
□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전략적 균형에 변화가 있
을 때, 즉 중국이 미일 동맹에 맞설 국력을 충분하게 갖출 때까지는‘안정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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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불신하고 있는 중국의 관심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
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보다 장래 통일의 과정과 결과가 자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의 여부라는 점임.

4. 한중간 통일외교 협력의 과제․방향
□ 현상유지를 선호한 채 일정한 원칙과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긍정적
역할과 통일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통일 문제의 올바른 이해

가. 중국

□ 중국은 알기 어려운 나라임.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나라임.
무엇보다 일시적 상황의 변동에 대응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대북정책 조정

과 대

한국 공공외교 차원의 각종 언술들을 섣불리 판단할 일이 아님.
-

중국의 대북정책은 다분히 전략적이고, 장기적이며, 이중적인 면을 내포

-

정부 차원에서 '표명된 정책(stated

policy)'

과 이면의 '실질적인 목표(real

purpose)',

민간 차원의 '공공외교'를 구분해서 봐야 함.

□ 남북통일의 시기와 관련 통일은 긴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함. 한반도는 독일의
경우와 달리 통일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도둑처럼 올 수 없는 구조를 가지
고 있음.

․주도

나. 한국의 ‘균형

’

외교

□ 점차 엄중해지고 있는 외교안보 지형에서 한국에게 ‘균형과 주도’가 필요한 이유는
미중 관계에서 한국이 어느 한편에 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임.
-

한국이 대북정책과 통일을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추진할 경우 중국의 적극적인 협
력을 얻을 수 없음.

□ 미중이 각기 한국과의 유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기는 한국에게 위기라기보
다 전략적 기회.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수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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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북 인식과 정책 공감대 제고
□ 한중간 남북통일 협력의 기초는 양국의 대북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
여부이나 양국은 북한 변화와 비핵화라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북한
상황 인식과 판단 및 대북정책 접근법은 판이함.
- 중국은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내구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
- 한국은 북한체제가 불안정하며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

□ 한국이 북한의 안정보다 변동에 우선을 두고 이를 위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면서
특히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란다면 한중간 통일협력의 공
간은 협소할 수밖에 없음.

라. 남북관계 개선
□ 남북관계의 개선은 그 자체로 통일을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통일을 위한 국제환
경 구축이란 측면에서도 중요함.
-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미중간 갈등 요인을 줄이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건설
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

□ 최선의 길은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유사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고, 북한주민들
이 남한을 주저 없이 선택하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일임..
- 남북대화·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정치력을 높여 나갈 때 최상의 안보·통일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이것이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구조(미중관계)의 간섭과 영향을 최
소화하면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대전략임.

마. 한중간 전략적 신뢰 구축
□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
요한 변수는 한미동맹과 중북관계에 대한 한중 양국의 전략적 의심을 해소하는 것임.
- 중국은 한국이 미국에 편승해 자국을 견제․봉쇄하는 것을 가장 우려
- 한미가 중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한다면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을 위한 한
중 협력은 내실을 기하기 어려울 것임.

□ 한국에게 통일은 당위이자 기회이고, 희망이자 비전. 그러나 남북관계와 같은 적대적
분단 상황에서 일방(한미)이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며 통일을 외치면 타방(중북)은 긴
장하고 결사반대하며, 사활을 걸고 대책을 강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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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통일포럼 연혁 ◆

◑ 제1차 열린통일포럼: 2011. 5. 18.
- 주제: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통일대안 찾기(통일관련 주요 이슈별 기본방향 정립)
◑ 제2차 열린통일포럼: 2011. 11. 11.
- 주제: 통일관련 주요이슈별 Positon Paper 개발
◑ 제3차 열린통일포럼: 2012. 3. 23./9. 21
- 주제: 국민합의 기반강화를 위한 이념․세대간 갈등해소(한민족공동체 구현 열린통
일 포럼 운영/개성공단의 현황과 과제/통일의지 어떻게 키울 것인가?)
◑ 제4차 열린통일포럼: 2012. 11. 2.
- 주제: 남북관계 전망과 대북정책의 과제
◑ 제5차 열린통일포럼: 2013. 9. 6.
- 주제: 남북관계 전망과 대북정책의 과제
◑ 제6차 열린통일포럼: 2013. 11. 22.
- 주제: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Position Paper개발
◑ 제7차 열린통일포럼: 2014. 7. 10.
- 주제: 통일․대북문제 관련 세대․이념․계층 지역을 아우르는 소통의 장 마련(한반도
통일비전과 준비 Positon Paper개발)
◑ 제8차 열린통일포럼: 2014. 11. 21.
- 주제: 한반도 통일과 일본
◑ 제9차 열린통일포럼: 2015. 5. 29.
- 주제: 분단 70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제10차 열린통일포럼: 2015.

11. 20.

- 북핵문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과 한반도의 미래
◑ 제11차 열린통일포럼: 2016. 9. 9
- 통일준비 역량,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IKIS통일포럼: 2016. 6 .29~ 현재(5회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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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주요연혁 ◆

◑2011.1.7.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창립
-

전문적인 통일연구활동을 위해 통일부 법인등록단체로서 연구원 설립

-

민간차원에서 평화통일 국민운동 전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및
남북간 사회통합방안에 관한 연구(학술용역포함)를 수행

◑

2011.1.26

통일부 법인설립허가 및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허가(215-82-13480)

◑

2011.1.31.

박찬세 초대 이사장 취임

◑

2011.1.31.

제1기 이사진 취임

◑

2011.1.31

사단법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등록

◑

2011.4.02

이사회 초빙연구원제 도입

◑

2011.10.10.

주소무소 이전 변경 등기 및 통일부 변경 승인

◑

2012.4.23.

구본태 제2대 이사장 취임

◑

2013.1.17.

총회

◑

2014.1.24.

총회

◑

2014.1.26.

제2기 이사진 취임

◑

2014.1.26.

정관변경

◑

2015.2.9.

총회

◑

2015.6.29.

IKIS

◑

2016.2.29.

총회

◑

2016.4.2.

엄종식 제3대 이사장 취임

통일포럼 출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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