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항쟁 이후 20년,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계간 『창작과비평』 편집인

I. 6월항쟁과 87년체제
1987년 6월의 전국적인 봉기는 전두환 정권의 폭압정치를 끝장내고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 배경에는 물론 1960년의 4․19혁
명이 있고 1979년의 부마항쟁이 있으며 80년 5월의 광주민주항쟁이 있
다. 하지만 5․16이나 5․17 같은 결정적인 반전이 없이 20년을 이어온 민
주화의 과정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6월항쟁은 확실히 새로운 차원
의 성취였다. 동시에 오늘의 한국사회에는 1987년 6월 이후 형성된 이
른바 ‘87년체제’가 이제 한계점에 달했고 새로운 타개책이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이 퍼져 있다.
그러한 모색의 일환으로 6월항쟁을 통해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 내지
정치적 민주주의는 달성했으나 경제․사회 면에서의 실질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부실하거나 심지어 후퇴했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한다. 이는 진실
의 일면을 짚어내고 있지만 그런 식의 이분법에는 경계해야 마땅한 면
도 많다. 정치적 민주화 자체가 새로운 헌법과 대통령 직선 등의 기틀이
마련된 뒤에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 이르
는 고비고비마다 힘겹게 확장되어왔거니와, 비록 군부 쿠데타에 의한 역
전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지만 ‘불가역적 달성’이라 보기에는 아직 이르
다. 게다가 87년 7-8월의 노동자대투쟁이 민중복지의 개선인 동시에 절
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이기도 했듯이, 민주화의 진행을 ‘형식’과 ‘실질’로
가르는 것도 편의상의 구별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분법의 배경에는 6월항쟁의 진정한 목표가 한국사회에서 민

중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아니면 최소한 사회민주주의라도-를 건설하
는 일이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쉽다. 그런 전제로 보면 6․29선언이야
말로 민중항쟁의 완전한 목표달성을 가로막은 ‘속이구’ 선언이요, 이후의
20년은 민주주의의 모양새만 얻고 알맹이를 놓친 좌절의 역사가 되고
만다. 내가 보기에 이는 한국의 현실에 대한 매우 일면적인 해석이다.
그 일면성을 넘어서는 일 또한 6월항쟁 20주년을 맞은 우리들의 중요과
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한다.
아무튼 6월항쟁과 직후의 일련의 사건들이 만들어낸 정치․경제․사회적
질서를 ‘1987년체제’라 부를 때, 그것이 이전보다 한결 개선된 질서이긴
하지만 수많은 일시적 타협을 담은 불안정한 체제이며 오늘날 거의 그
한계점에 도달한 체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물론 1997년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사태를 계기로 ‘97년체제’에 의해 이미 대체되었다는 주장
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한미FTA협상의 강행 타결로 87년체제가 2007년
에 드디어 최종적으로 무너졌다는 진단도 있고, 일부 ‘뉴라이트’ 논객들
은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친북좌파’ 정권을 종식시키는 좀 다른 의미의
‘2007년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벼르기도 한다. 아무튼 87년체제가
여전히 건재하며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II. 87년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87년체제를 넘어서려는 구상은 87년체제라는 것이 무엇의 하위범주
인지, 다시말해 어떤 더 큰 체제의 일부이며 어떤 더 포괄적인 시대구분
속에 자리잡고 있는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예컨대 앞서 말한
97년체제론을 포함해서, 6월항쟁 이후의 정치적 민주화가 신자유주의의
득세를 수반하는 실질적 민주화 실패의 역사라고 보는 관점은 최근 20
년의 한국사회를 1980년대 초에 시작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신자유
주의 국면’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발상이다.
한국사회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일부로 존재함은 엄연한 사실이며
따라서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적 대세가 6월항쟁 이후의 역사에 커다란
규정력을 행사해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확히 얼마만큼의
규정력을 어떤 식으로 행사했는지, 또 이에 대한 한국사회의 가장 적절
한 대응책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에 대
해서도 좀더 정밀한 이해가 필요하거니와, 그것이 한국사회에 작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나 자신은 그 어느 하나에 관해서도 충분한 연구가 없지만, 신자유주
의에 대한 나의 기본적인 이해는 그것이 실은 ‘구’자유주의(내지 자유민
주주의)보다 더욱 오래된 초기 자유주의로 회귀하려는 시도인바, 초기
자유주의가 그나마 힘겨운 역정을 거쳐 민주주의 및 복지사회와 일정한
결합을 성취했던 것을 20세기 종반의 자본주의가 축적의 위기를 맞으면
서 되물리고 시장만능의 논리로 회귀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초기 자본주의가 지녔던 봉건질서타파라든가 건강한 개인
주의 창달 같은 진보성마저 상실한 채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불평
등질서를 고착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과연 ‘자유주의’인지조차 의
심스러운 이데올로기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신자유주의의 영향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한
국의 경우 신자유주의 득세의 결정적인 계기가 1997년의 구제금융사태
였지만, 그 후과 중에는 당시의 한국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던 자유주
의 또는 민주주의 개혁을 추동하는 내용도 없지 않았다. 관치금융의 타
파가 그 두드러진 사례며, 크게 볼 때 1998년에 여야간 정권교체가 일
어나고 김대중 정부 초기의 각종 정치개혁이 수행되는 과정에 힘을 실
어주기도 했던 것이다. 그래 봤자 자유주의 정치의 확산과 자본주의 제
도의 정착에 기여한 것뿐이라는 반론도 가능하지만, 이런 반론이라면
‘신자유주의’라는 개념 속에 온갖 것을 쓸어담기보다 자유주의 자체, 또
는 자본주의 자체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설득력있는 단기․중기․장기적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87년체제의 구체적 성격을 밝히는 데 긴요한 것이 세계적인 시각만은
아니다. 한국이 분단국가인 이상 한반도적 시각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
다. 6월항쟁 1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에서도 나는 “6월항쟁을 단지
남한의 역사 속에서 보는 대신 남북한을 아우르는 분단체제 속의 사건
으로 파악하고 평가할 것을 제의”(「6월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10주
년의 의미」,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비평사 1998, 212면)한 바
있는데, 국토가 처음 분단된 것은 1945이었고 남북에 단독정권이 수립
된 것은 48년이지만 분단이 일종의 체제적 성격을 띨 만큼 굳어진 것은
한국전쟁이 교착상태로 끝난 1953년 이후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후 4․
19와 5월 광주 등 수많은 도전을 견뎌낸 분단체제는 6월항쟁으로도 종
식되지 않았으며, 그런 의미에서 87년체제는 53년체제의 한 아(亞)체제
내지 하위범주인 셈이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체제의 큰 버팀목이던 남한의 군사독재가 무너짐
으로써 분단체제는 동요기로 접어들었다. 뒤이은 동서냉전 종식으로 지
구 차원의 종요로운 버팀목도 잃어버렸다. 그리고 2000년 6월의 남북정
상회담과 6․15공동선언으로 드디어 53년체제를 넘어설 전망이 열린 것
이다.
이런 간략한 요약에도 드러나듯이 87년체제에 대해 한반도적 시각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남한 내부의 변화나 세계사적 사건을 배제하고 남
북관계만을 부각시키는 ‘분단환원론’이 아니다. 87년체제라는 표현 자체
가 한국사회의 내부요인을 중시하는 명명법으로서, 민주화의 지속이라든
가 새로운 발전모델의 모색, 신자유주의의 수용 또는 배격 등 국내 현안
들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다만 이런 국내 현안의 해결조차 분단체
제의 자장(磁場) 안에서 벌어지게 마련이고 실제로 53년체제 아래서도
줄곧 이어져온 민간의 통일운동이나 87년체제에 힘입어 전개된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 같은 정부측의 남북대결 완화노력이 모두 민주화의 중
요한 변수로 작용했음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분단체제론에서 2000년의 획기성을 인정하는 것도 이른바
민족해방론 또는 자주통일우선론의 시각과는 거리가 있다. 2000년을 기
점으로 삼는 ‘6․15시대’는 1953년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공유할 수 있게
된 시대구분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획기적이지만 그것이 남북 각기의 사
회현실로 구체화된 내용은 아직 제한적이다. 물론 순전히 선언적․관념적
인 수준에만 머문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에도 적잖은 파급효과를 가져왔
다. 그러나 남쪽에 국한해서 말하더라도 6․15가 53년체제를 청산하지 못
했음은 물론 87년체제를 끝냈다고 보기조차 힘들다.
남한 주민들에게 미친 직접적인 영향으로만 본다면 97년의 IMF사태
가 훨씬 위력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신자유주의 지배하의 ‘97년체
제’ 성립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87년체제의 진보성에 대한
과대평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엄연히 53년체제의 일부로서 분단체
제의 여러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데다 때로는 87년 이전보다 더욱
무모하게 ‘선진국진입’과 ‘흡수통일’의 꿈에 들떠 있던 한국사회의 모습
이 97년의 경제위기에서 극적으로 드러난 점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IMF사태로 87년체제의 긍정적 동력이 완전히 소진되었다
는 진단 또한 지나친 단순화다. 좀더 원만한 평가를 위해서는 역시 한반
도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는데, 이때 1987년과 1997년 그리고
2000년의 관계는 훨씬 복잡하면서 어떤 일관된 그림을 제시한다. 87년

은 남한 민주화의 결정적인 전환점이며 한반도분단체제 동요기의 시작
이지만, 87년체제의 헌법과 정당정치 및 대부분의 사회운동이 ‘분단체제
극복’을 뚜렷한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
른 온갖 문제들이 누적된 끝에 남녘에서는 97년의 구제금융사태가 발생
했고 이것이 식량난 등 북녘의 위기와 겹쳐 분단체제의 흔들림이 본격
화했다. 이때 나온 6․15공동선언은 범한반도적 위기상황의 직접적인 산
물인 동시에 남북 각자가 현상고수나 대외종속보다 상호간의 화해․협력
및 점진적 통합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한 능동성과 저력의 산물이
기도 했다.
나는 분단체제가 2000년을 분기점으로 ‘동요기’에서 ‘해체기’로 들어
섰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창비 2006, 6
면), 한반도 전체를 분석단위로 삼는 시대구분과 그 절반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대구분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남한의 87년체제가 2000
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은 ‘분단체제 해체기’ 설정과 모순되
지 않는다. 다만 분단체제가 제대로 해체되어 더 나은 체제로 이행하려
면 한계점에 다다른 87년체제를 극복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한반도 평
화체제 성립을 위한 국제적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해졌고 국내에
서는 87년체제의 말기현상이 날로 두드러져가는 6월항쟁 20주년의 현
시점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계제가 아
닐 수 없다.

III. 2007년 한국의 선택
2007년은 마침 한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가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한국의 보수진영에서도 금년 대선이 단순한 정권탈환을 넘어 한반도
의 운명을 가르는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주장이 나오곤 한다. 1987년 이
래의 방황의 시간, 그 중에서도 ‘친북좌파’ 세력의 10년 집권을 드디어
청산하고 새로운 ‘선진화’ 체제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건대 대선에서 보수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87년체제가 극복될 것 같
지는 않다. 이른바 뉴라이트의 논객들이나 야당 내 수구인사들의 강경발
언에도 불구하고 87년 이래의 정치적 민주화 과정을 근본적으로 되돌려
놓거나 6․15공동선언을 폐기할 수 있으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87년체제가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지 못한 채 ‘나쁜 교착상태’
가 연장되면서 그 말기현상이 더욱 심해질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는 특
정 정당의 집권을 무작정 배격하는 정파적 주장이 아니다. 53년체제-더구나 1987년 이전의 53년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희박하고 민주개
혁정권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간주하는 세력의 주도 아래 집권하
는 한, 그 정당이 어느 당이건 87년체제의 어려움은 가중되리라는 판단
일 따름이다. 아니, 개혁성과 참여민주주의를 자랑삼던 정권 스스로가
보수층의 지지를 업은 한미FTA 강행으로 일종의 ‘대연정’을 구성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리라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 필요한 노선을 나는 ‘변혁적 중도주의’로 규정하고
있다(『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30-31, 58-60면 참조). 명시적으
로 그 표현을 쓴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실은 6월항쟁 이후에 새로운 단
계가 열리면서 급진운동권의 양대 산맥을 이룬 ‘민족해방’과 ‘민중혁명’
노선들이나 변혁의 전망을 결한 온건개혁노선들이 모두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분단정권의 폭압통치 기간에는 자주평화
통일의 원칙 또는 평등사회의 원칙을 주창하고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분단체제를 흔드는 효력을 지녔었다. 그러나 군부
독재가 끝나고 좀더 실질적인 작업의 공간이 열린 상황에서는 분단체제
변혁이라는 목표를 확실히 간직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다양한 세력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중도적 노선이 필요해진 것이다.
20년 가까운 세월이 더 흐른 오늘의 한국에서 그런 의미로 변혁적이
면서 중도적인 노선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87년체제가 기본적으
로 53년체제의 일부로서 그 문제점 중 많은 것이 분단체제 자체의 대내
적 억압성과 대외적 취약성에서 오는 이상, 분단체제변혁이라는 큰 구도
속에서 수행되지 않는 어떠한 87년체제 극복노력도 정곡을 찌르기 어렵
게 되어 있다. 53년체제 속에 안주하려는 보수적 논리는 더 말할 나위
없고, 분단체제의 규정력을 과소평가하는 ‘반신자유주의’ 논리나 분단극
복을 최우선과제로 내걸지만 분단현실의 체제적 성격에 둔감한 ‘반미자
주통 일’ 노선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실제로 한국의 진보적 개혁세력은 한미FTA 협상과정을 비판하는 운동
에서 꽤나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했었다. ‘자주’ 또는 ‘평등’을 이유로 원
칙적인 반대입장을 취한 세력과 더불어 협상의 진행방식과 일부 내용에
반대한 인사들이 졸속타결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동참했던 것이다. 결과
는 알다시피 미국의 통산촉진법 시한에 맞춘 4월초 타결을 저지하지 못

하고 실패했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오히
려 강행 추진에 앞장섰기 때문이고, 2006년 10월 북의 핵실험으로 저지
운동의 기세가 일시적으로 꺾인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운동 자체
가 각기 속내가 다른 세력들의 다분히 전술적인 연대에 머물렀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해야 옳다.
협상이 타결되면서 지금은 전술적 연대마저 다분히 손상된 형국이다.
신중론을 펼치던 세력 중 일부가 졸속협상의 결과를 거부해야 한다는 반
대론으로 옮겨갔지만, 다른 일부는 비준의 불가피성에 체념하면서 그나마
이만큼 해냈으니 최선의 사후대책을 강구하자는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
반면에 일체의 자유무역협정, 적어도 미국과의 모든 FTA를 배격해온 쪽
에서는 협상타결에 분노하면서도 국내의 정치지형이 한미FTA 찬성과 반
대의 두 진영으로 확연히 갈라지는 것을 반기는 기색이 없지 않다.
문제는 이런 구도가 87년체제 극복을 위해 과연 바람직하냐는 것이
다. 이 구도가 가져올 급진적 진보진영의 세력확장이 그 나름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자기쇄신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보수야당의 손쉬운
승리와 단순한 양적 확대에 만족하는 급진 정파들의 존재로 87년체제의
내리막길이 더욱 길어지고 고달파질 위험도 크다. 한미FTA 협상타결로
어중간한 ‘중도개혁’ 세력의 입지가 축소된 지금이야말로 변혁적 중도주
의 노선에 충실한--‘변혁적’이라는 꾸밈말이 선거과정에서 필요할지는
물론 별개문제로 치고--진보적 개혁세력의 재결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한미FTA라는 분열요인에 시달리는 진보적 개혁세력이 이런 통합을
이룩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협상의 졸속타결 저지를 위해
연대했듯이 협정의 국회비준 과정에서 졸속과 그밖의 온갖 비민주적 행
태를 막기 위한 연대는 가능하고도 필요한 것이며, 협상내용과 향후 전
망에 대한 철저하고 책임있는 검증을 통해 다수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행동에 합의하는 일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다만 이번에야말로
단순한 전술적 연대를 넘어 87년체제에 대한 통찰과 그 실질적인 극복
방안을 갖고 대중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V. ‘한반도식 통일’과 ‘제3당사자’의 역할
‘변혁적 중도주의’가 현실적 대안일 수 있는 것은 한반도의 독특한 현

실 때문이다. 한반도는 아직껏 분단상태에 있다는 점에서도 특이하지만
그 재통합의 과정이 국토통일의 어떠한 선례와도 다른 성격이라는 점에
서 그야말로 미증유(未曾有)의 현실이다. 한마디로 이곳에서는 베트남식
무력통일이 불가능함은 물론, 평화적인 통일도 독일 또는 예멘과 달리
점진적․단계적으로나 가능한 상황인데, 실제로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의 정상이 그 점에 이미 합의해놓은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당국간의 관계에 그치지 않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지닌
다. 폭력적으로든 평화적으로든 통일이 일거에 달성될 경우 평범한 시민
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점진적
이며 단계적인 통일과정은 시민참여의 공간을 열어준다. 그리고 한국처
럼 시민사회가 이런 공간을 활용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통일
과정의 중간단계들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채워갈지에 대한 시민들의 발
언권은 계속 증대하게 마련이고, 끝내는 시민참여의 영역이 한반도 전역
으로 확대되는 일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남녘의 (민간기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시민
사회가 남북관계에서 두 당국과 함께 ‘제3의 당사자’로 기능해야 함을
주장해왔다. 아직은 나머지 두 당사자에 비해 미약하기 짝이 없고, 한국
의 시민사회가 ‘제3당사자’로서의 자기인식이나 긍지도 부족한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할수록 시민참여
의 확대가 불가피한데, 여기서는 ‘제3당사자’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 있
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하나는 북핵문제 해결의 과정에서다. 이 글을 쓰는 4월말 현재 BDA
은행과 관련된 금융제재 문제가 여전히 안 풀렸고 2․13합의의 1단계 이
행조치도 완수되지 못했다. 그렇긴 하지만 제2단계의 ‘불능화’까지는 시
간이 좀 걸리더라도 성사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마지막 제3단계의
완전한 ‘폐기’(dismantlement)가 이행될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북측의
강력한 원칙표명이 있고 미국도 ‘폐기’에 미달한 상태에서 충분한 반대
급부를 제시하지 않을 터이므로 제3단계 역시 언젠가는 실현되리라는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
문제는 응분의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적당히 제어된 ‘저강도 북핵위기’
를 유지하는 것이 차라리 이롭겠다는 미국측의 계산과 핵무기 보유보다
더 확실한 체제유지수단은 없다는 북측의 계산이 맞아떨어질 경우다. 이
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상이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남쪽 당국

이 이를 돌파할 실력이나 강한 의지를 지닐지는 의문이다. 한반도 비핵
화가 북측 주석의 유훈일 뿐 아니라 생활하는 남북 민중의 최대 현안임
을 내세우는 민간사회의 개입이 필수적이 되는 경우다.
‘제3당사자’의 특별한 몫이 요구될 또 한가지 상황은 핵문제가 순조롭
게 풀리면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남북교류가 대폭 활성화될 때이다.
반드시 수구세력의 강경논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이 북의 체제에 대
한 위협을 내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분단국가는 그 본질상 불
안정한 체제인데, 현재의 남북간 세력균형으로 보면 심각한 위협을 느끼
는 쪽은 북측이다. 중국 또는 베트남식 개혁․개방이 분단체제 아래서 순
조로울 개연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쌍방이 영구분립에 합의하거나 빨리 통일을 해버림으로써
분단국가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일도 불가능한 것이 한반도의 현실이
다. 바로 그래서 나온 것이 통일을 하기는 하되 서두르지 않고 ‘연합제’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해당하는 중간단계를 거쳐간다는 6․15공동
선언의 합의였다. 그런데 이 합의를 실천에 옮기는 일을 당국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성사되기 어려우리라 본다. 두 개의 주권국가를 존속시키는 연
합제조차 북측의 체제유지에 대한 충분한 보장은 될 수 없는데다가, 남
북을 막론하고 정치권력의 속성은 상대를 압도하는 통일이 아니면 현상
유지를 원하지 약간의 권한이라도 연합기구에 넘겨주기를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 민중의 생활상의 욕구에 부응하는 화해․협력과 재통합의 과
정을 계속하면서 그 위험요인들을 관리할 최소한의 장치는 여전히 필요하
다. 유일한 해답은 국가연합--또는 ‘Commonwealth’로 번역해도 좋을 낮은
단계의 연방제--이라고 할 때, 이를 위한 연구와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세력은 지금으로서는 ‘제3당사자’뿐이며, 남북간 각계각층의 다양한 접촉과
연결망의 형성을 통해 국가연합 건설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작업도 이 ‘제3
당사자’의 대대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끝으로 해외동포들의 몫을 간략히 거론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87년체제 아래서, 특히 2000년 6월 이후로, 한국 내에서의 민간
통일운동 공간이 확장되고 남북간 직접교류가 확대됨으로써 반독재투쟁
과 민족화해를 해외의 헌신적 활동가들에 의존하던 비중은 한결 줄어들
었다. 더욱이나 국가연합(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 건설이 중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면, 연합은 남북간의 연합이지 남․북․해외의 3자연합이 아니
므로 해외동포사회가 똑같은 비중으로 기여하기는 어렵다. 어느 재일

통일운동가의 말대로 “해외동포도 다같이 통일의 주인이지만 주도는 남
북이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상황이 6․15시대의 남녘에서 그렇듯이 해외에서
도 다수대중이 폭넓고 다채롭게 참여할 길을 열어준다. 초인적인 자기희
생을 각오하지 않은 평범한 동포들이 각자 자기 사는 곳에서의 삶에 충
실하면서, 한반도 주민들이 갖지 못한 경험과 경륜 및 현지에서의 영향
력을 한반도의 통일과정에 보태줄 수 있는 것이다. 세계의 초강대국이자
뛰어난 인재들로 가득한 미국의 동포사회라면 더욱이나

그렇다. 이런

공헌을 통해 남북연합 건설을 포함한 한반도식 통일의 내용이 더욱 풍
부해짐은 물론, 전지구적 한민족 네트워크의 형성 또한 더욱 뜻깊은 작
업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미래의 인류문명이 좀더 공정하고 다양한 세
상을 이루는 데도 무시 못할 공헌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북한 : 여기까지 어떻게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Leon V. Sigal(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핵실험이 미국으로 하여금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다시 화해하도
록 만들었다. 어쩌면 이것만이 북한을 비무장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었을지 모른다.
부시 대통령은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조언을 물리치고 북한과 적대관
계를 끝내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즉 크리스토퍼 힐을 미국 측
협상가로 내세워 베이징과 베를린에서 북한 측 대표를 직접 만나도록
했으며, 마카오 은행의 북한계좌 동결을 해제하고, 2002년 중단시켰던
중유 공급을 재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 외무상
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완화 및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를 공약했다. 앞으로도 북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질적인 북미관계 개선이 요구될 것이 명백해 보인다.
마카오 은행의 북한계좌 동결은 북미관계 개선의 마지막 장애였다. 미
국으로서는 당연히 북한의 미화 위조 및 다른 기타 불법 행위를 막아야
했지만, 이러한 미 재무성의 조치는 세계의 다른 소심한 은행들로 하여
금 북한의 다른 계좌까지 동결하도록 만들었다. 그 계좌 중 일부는 불법
적 행위에 의한 것이었지만 많은 경우 합법적 거래에 의한 것이었다. 이
로 인해 거래가 얼마나 축소되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결과로 북한은 경제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그러
한 개혁은 체제 변화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금융 조치는 자국의 협상능력을 높이기는커녕 북한이
미사일 및 핵무기 실험을 통해 보복하도록 만들었다. 북한에 있어 문제
는 돈이 아니라 잇단 미국의 약속 불이행이었다. 미국이 금융문제도 해
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 미국이 적대적이지 않다는 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보여줄 것인가?
북한의 기본 입장은 이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적대국으로 남아있는 한
북한은 위협을 느낄 것이며 따라서 핵무기와 미사일로서 그 위협에 대
처할 것이라는 것, 그러나 미국이 적대적 태도를 중단할 경우 북한도 그
만둘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시 미국의 강경파가 나섰더라면 절대 북한으로 하여금
실험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외교상의 ‘주고받기’를 ‘악행에
상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이 무장하기로 작정했거
나,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타국의 경제 원조를 강
요하는 공갈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둘 다 아니었다. 북한은 주
고받기 전략을 취한 것이었다. 즉 미국이 협조하면 협조하고 보복하면
보복하였다. 이것은 적대관계를 끝내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그것은 아직
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와 2007 대통령 선거
김호기 연세대 교수, 사회학

1. 문제제기
이 글의 목적은 해방 이후 지난 60년간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역
사를 살펴보고 이와 연관된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탐색하
는 데 있다. 해방 이후 우리 역사를 건국(nation-state building), 경제적 산업
화(economic industrialization), 정치적 민주화(political democratization)의 과
정으로 보았을 때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
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인
바, 건국의 목표가 근대 민주주의의 형성에 있었다면, 산업화가 갖는 목
표 중 하나도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먼저 민주주의 이념의 역사를 다
루는 방식이 그 하나라면, 민주주의를 산업화와 민주화의 관련 속에서
검토하는 것이 다른 하나의 방식이다. 이 글은 후자의 방식으로 한국 민
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의의 역사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민주주의
란 무엇인가의 문제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란 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말이 결합된 민주주의는 ‘국민의 지배’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가장 빈번
히

쓰이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유형은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와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이다. 참여민주주
의가 모든 국민이 다수결의 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
는 방식을 지칭한다면, 대의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결정과정

에 참여하지는 않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
하게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민주주의의 하위 유형은 자유민주
주의 (liberal democracy),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경제민주주
의(economic democracy),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 등 매
우 다양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어떤 유형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따라 해방 60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사뭇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발전을 주목하고자 하며, 특히 이 민주주의가 산업화(industralization)
및 시민사회(civil society)와 어떤 관련을 맺고 발전해 왔는가에 대한
탐색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산업화가 갖는 의미
는 이중적이다. 산업화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물적 토대를 제공
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민주화를 유보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한편 시민사회는 민주화의 요구가 배태되는 주체(subject)이자 공간
(space)의 의미를 갖고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어떤 관련을 맺느냐에
따라 민주화의 경로에서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관계가 다양해
진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도입은 1948년 제1공화국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5월 10일 총선거와 7월 17일 헌법 제정을 거쳐 8월
15일 출범한 제1공화국은 대의민주주의가 한국사회에서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상징한다. 그러나 흔히 건국이라 칭해지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도입
은 제1공화국 출범 이후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이른바 사사오입개
헌을 포함해 일련의 헌법 개정이 진행되었고, 1960년 4월 혁명 이후에
는 잠시 내각책임제가 실시되었으며, 1972년 10월 유신부터 1987년 12
월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대통령 직선제가 유보되기도 했다. 한국 민주
주의의 역사는 한 마디로 계속되는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잉태해 온 역
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다.
첫째,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원이 자율에 의해서라기보다 오
히려 타율에 의해 이식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경우
에는 민주주의는 시민혁명과 보통선거권(universal suffrage) 쟁취를 위
한 사회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국가 안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자 하는 집합의지의 결과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그 열망이 대단
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외부로부터 민주주의가 이식된 특징을
아울러 갖고 있었다. 민주주의의 이런 이식된 특징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왔는데, 특히 전후 미국에 의해 주도된 자
본주의 세계경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외생 변수를
이루어

왔다.

1987년

민주화

과정

이후에

외생

변수(exogenous

variable)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감소되어 왔지만,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의 주요한 외적 조건을 형성
하고 있다.
둘째, 민주주의의 역사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와 사회운동(social
movements)의 이중적 과정이라면, 한국 민주주의에서 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회운동이다. 여기에는 특히 4월 혁명과 6월 민주화운동이 결정적이
었다. 먼저 4월 혁명은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요구했으며,
이어 6월 민주화운동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퇴진과 대통령 직선제(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를 요구했다. 이런 사회운동의 요구는 민주주
의의 제도적 변화를 가져 왔으며, 이런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운
동은

자신의

목표를

재조정해

왔다.

‘사회운동을

통한

민주

화’(democratization by social movements)라 부를 수 있는 한국 민주주의
의 이와 같은 특징은 특히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두드러졌다. 국가
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의 한국적 특수성이 주목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
이다.
2. 산업화와 민주주의(Industrialization and Democracy)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잘 보여준 것
은 박정희 시대였다.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대립해 왔다. 그 하나가 박정희 정권이
경제성장에는 성공했지만 정치적 민주주의에는 실패했다는 시각이라면,
정치적 민주주의를 희생시켰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성공했다는 시각이
다른 하나이다. 후자의 시각은 다시 박정희 시대 고도성장의 원인이 박
정권의 리더십과 현명한 정책에 있다고 보는 견해와 박정권의 친독점자
본적 민중배제성ㆍ민중억압성이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다는 견해로 나누
어진다(손호철, 1995: 147-148). 이런 여러 견해 가운데 마지막 견해가
적실성이 높지만, 박정권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앞서 지적했듯이 세계자본
주의의 국제적 환경, 토지개혁과 분단체제의 역사적 조건, 그리고 강력한
국가의 역할과 풍부한 노동력 등 내외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합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둘러싼 핵심적인 이슈는 민주주의 정
치체제로는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었는가의

반사실적

(counter-factual) 가정(assumption), 다시 말해 초기 자본주의 산업화
(early capitalist industrialization)에 권위주의 정치체제(authoritarian
political

regime)가

불가피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실판단(fact

judgement)의 수준에서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근대화의 다양한
경험은 비관적이다. 세계시장으로부터 가해지는 주변화 압력을 극복하고
후발 산업화(late industrialization)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재분배 압력으
로부터 자율성을 부여하고 단기적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는 고도의 중
앙집권적인 국가 기구(state apparatus)가 불가피했으며, 이러한 권위주
의 국가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유보시키는 경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독일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후발 자본주의의 발전이 그러했으며, 구소련
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국가사회주의(state socialist) 발전도 예외는 아
니었다는

점은

그

역사적

증거

사례가

되고

있다(Menzel

and

Senghaas, 1986). 요컨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반한 외연적 축적체
제(extensive regime of accumulation)가 계급타협적인 국가보다는 폭
력적이고 억압적인 국가와 양립할 수 있는 ‘선택적 친화성’(selective
affinity)이 높은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필자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사실과 규범의 긴
장을 주목한다. 그것은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보다 경제성장에 효율적이라
고 해서 민주주의를 유보하고 권위주의를 선택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경제성장, 질서와 안정이 인권, 정치적 자유 및 시민적 권리보다 중요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역사해석이 간단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판단하는 시
점(時點)에 있다. 1967년에 지식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 사회조사는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한다(홍승직, 1967: 161, 176).1) 한국의 실정을
보아 근대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산업화’(29.6%)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22.6%)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정치제도의 민주화’(7.1%)와 ‘생활의 합리화 및
과학화’(13.0%)는 그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킬 수 있다’(60.7%)는 점을 다수가 인정하
고 있는 조사 결과는 당시 근대화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름 아닌 60년대 당시 산업화가 압도적인 중

1) 이 조사는 대학교수 761명과 기자 75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요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생생한 기억은 질서와
안정에 대한 희망을, 보릿고개의 암울한 현실은 경제성장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낳았으며, 이러한 희망과 열망은 위로부터의 국가적 동원을 통한
산업화에 유리한 정신적 토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성장
에 성공했다고 해서 박정권의 권위주의에 일방적인 면죄부를 주기는 어
렵다. 정치적 권위주의와 초기 자본주의 산업화 사이에 베버가 말한 바
있는 ‘선택적 친화성’이 있고 다수가 경제성장을 열망했다고 해서 모든
권위주의를 사후에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시점
에서 과거의 역사를 쉽게 재단해버리는, ‘경제성장이냐 민주주의냐’의 양
자택일적 사고의 오류이며, 또한 결과론적 역사해석이다. 지나간 ‘역사적
현재’는 죽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열려 있는 선택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박정권이 경제적 효율성과 민주적 자율성을 결합시키
는 데 얼마나 노력을 경주했는가에 있다. 3선개헌에서 10월유신에 이르
는 절차적 민주주의마저도 부정되는 일련의 정치변동과 70년대 유신체
제의 암울한 권위주의는 박정권이 얼마나 비민주적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걸음 물러서서 볼 때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이슈는 경험적 문제이
기도 하지만 이론적 쟁점이기도 하다. 그것은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
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의 기
본 가설에 연관된 문제이다(Lipset, 1980). 거시적인 시각에서 경제성장
과 민주주의는 정합적인 상관관계(significant corelation)를 보여주고 있
으나, 두 요인 사이에는 여러 매개변수(intermediate variable)들이 존재
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산업화는 점차로 시민사회의 밀도(density of
civil society)를 증대시키는 바, 시민사회의 이러한 성장은 피지배계급
들의 정치적 조직화를 위한 기반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을
국가의

압도적

권력에

대한

하나의

견제세력으로

등장시킨다

(Rueschemeyer, Stephens and Stephens, 1992).2) 이러한 역사적 경
2) 시민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국가, 자본주의, 계급구조와의 관련 속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루쉬마이어, 스티븐스, 스티븐스의 기여이다. 이들은 시민사회를 “그 특성
이 반드시 엄밀하게 생산연관적이거나 정부 혹은 가족과 연관된 것이 아닌, 공식적이
고 비공식적인 사회적 제도들과 결사체들의 총체”(a totality of social institutions
and associations, both formal and informal, that are not strictly
production-related nor govermental or familiar in character)라고 정의하고
(Rueschemeyer, Stephens and Stephens, 1992: 49), 거시적인 비교연구에 기반하
여 그 역사적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자본주의 발전은 도시화를
낳고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집결시킬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과 운송수단을 발전시키며

험이 의미하는 바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는 그 매개변수로서
시민사회의 성장과 노동자계급의 형성이라는 주체적인 조건이 중요하다
는 점이다.
그 장기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이고 단기적인 민주화의 경로
는 개별 국가에 따라 역전되고 후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것은 기존
의 지배체제가 위기에 직면한 특정 국면에서 지배 블록(power bloc
political forces)과 피지배 블록(non-power bloc political forces) 사
이의 세력관계의 균형에 따라 민주화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박정
권하에서 시민사회와 노동자계급의 피지배블록은 여러 사회운동을 지속
적으로 전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배블록에 필적할 정도로 아직 성숙
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한국 부르주아지 계급은 민주주의에 친화적이지
도 않았으며,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의 가장 충실한 동맹세력이었다(신광
영, 1995: 115). 이 점에서 ‘부르주아지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는 무어
(Moore)의 주장은 적어도 한국의 경우 적실성이 없으며, 동시에 경제성
장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근대화론의 가정도 시민사회와 노
동자계급의 성장을 매개변수로 전제할 때 타당하다(정상호, 1966).
1960-70년대 박정권이 추진한 산업화의 내부 동학에는 민주화의 씨앗
이 배양되고 있었다(김호기, 1995). 이렇게 배양된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에 대한 열망은 전두환 정권이라는 또 하나의 억압적 권위주의 지배를
거친 다음 1987년 6월 민주항쟁(June Democratization Movement)으
로 분출했다.

문자해독률을 증대시킴으로써 시민사회를 성장시킨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발전은 이
중적인 사회적 결과를 낳는데, 그 하나는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의 조직 및 조직적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계급역량의 균형을 변형시키며,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의 밀도(이
차집단의 강도)가 증가하여 국가권력의 대항축을 형성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화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정합적 상관관계를 강조하는
립셋(Lipset, 1980)의 논의나 경제구조에 상응하는 계급연합이 민주주의의 관건이라
는 무어(Moore, 1966)의 논의를 계승하는 것이지만, 민주주의 발전에서 노동자계급
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다양한 변수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립셋
(Lipset)과 무어의 논의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국가, 시민사회,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상호관계에서 주목할 것은 국가-시민사회와 사회계급 사이의 상호관계는
매우 복합적이며, 그것이 민주주의에 반드시 유리한 조건만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이다. 국가가 처음부터 노동자계급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려고 시도했던 라틴아메
리카 농업수출경제의 경우 산업화의 정치․사회적 결과가 약한 노동운동과 민주화에 압
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민사회로 나타났던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Rueschemeyer, Stephens and Stephens, 1992: 286).

3. 시민사회와 민주주의(Civil Society and Democracy)
주지하듯이 근대 민주주의는 정치적 결정에 대한 통제를 선거나 투표
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즉 권력을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정치권력에 대한 통
제는 제한적으로만 행사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율성이 침해당할 가능
성이 상존한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의 집중화와 관
료제의 심화(overdevelopment) 경향은 상향적(upward) 의사결정 구조
를 약화시켜 왔다. 이 때문에 민주적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등
한 구성원으로서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참여민주주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Pateman,
1970). 더욱이 참여민주주의는 그 참여과정을 통해 시민들을 책임감 있
는 정치적 주체로 만드는 교육적 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의 결속의식을 높이는 사회통합의 효과를 낳는 장점을 갖
고 있다.3)
사회운동은 바로 이 참여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방법이며, 특히 민주주
의가 유보되거나 후퇴되었을 때 민주화운동으로 분출하게 된다. 시민사
회는 바로 이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진행되는 공간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주목할 것은 사회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의 주요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그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한 독재 권력에 대항하는 민주화운
동, 다시 말해 국가에 저항하는 시민사회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지난 60년간 민주화 역사를 돌이켜보아도 한국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던 주요 축은 엘리트와 준(準)엘리트의 갈등이 아니라 국가와
3)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강조가 참여민주주의의 일방적인 확산만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참여민주주의는 현대사회에서 제한된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모든 국민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리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란 불가
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민사회에 기반한 다양한 참여민주주의 실천이
정치․경제 영역의 제도적 민주화와 병행할 때 민주주의는 한층 심화되고 확장될 수 있
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중민주화(double democratization)는 바로 이
것을 말한다(Held, 1987; Keane, 1988; Cohen and Arato, 1992). 이중민주화 기획
에 따르면,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편에서 새로운 정체성․규범․연
대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하고 자발적인 사회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에서 현대사회의 복합성과 국가․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적 차원의 개혁 또한 필수불가결하다. 여기서 특히 현대 국가와 경제를 시민사회
의 통제 아래에 둘 수 있는 직접적인 사회적 행위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가
와 경제의 민주화는 바람직한 시민사회의 형성과 안정화에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의 대립이었다. 1960년 4월 혁명, 1987년 6월 민주항쟁, 2000
년 낙선운동, 그리고 2004년 탄핵사태와 촛불시위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은 한국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4월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이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시민사회의 ‘폭발’이었다면, 낙선운동은 10년이 넘게 지체되어
왔던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부활’이었다. 이 가운데 특히
6월 민주항쟁은 오랜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열었
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의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
다면 한국사회 민주화 과정에서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사회 민주화 과정의 방향과 성격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친 것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이다. 먼저 거시적인 맥락에서
보면, 한국의 현대사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이른바 ‘국민투표제
적 민주주의’(plebiscitary democracy)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 왔다(최
장집, 1996).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란 상이한 계층적, 기능적, 직업적
이해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직접 연결하려는 정치체제를
말하는데, 무엇보다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정치사회 곧 정당정치
의 빈곤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 하에서 국가
권력은 자연 거대해지고 권위주의적 통치경향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
으며, 그 귀결점이 1987년까지 이어진 군사독재였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이러한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민주화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시민사회의 민주화 요구 앞에 국가권력은 굴
복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국가는 지배의 정당성과 통치력을 회복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동의를 구하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6월 민주
항쟁 이후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
치민주화는 지체되어 왔는데, 한국사회의 특수한 역사․사회적 조건, 지역
주의적 정치행태, 그리고 민주화 세력의 점진적인 약화 등이 그 주요 원
인이었다. 따라서 위로부터 추진된 정치민주화란 1980년대와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초대통령주

의’(hyper-presidentialism)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머물러 있었다(Oxhorn and Ducatenzeiler, 1998). 6월 민주항쟁 이후
시민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곧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할 수 있는 정당정치가 낙후되어 시민단체가
오히려 기존 정당을 대신, 이른바 준(準)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단중기적으로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진행된 시민사회의 분화
또한 시민운동의 부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조희연, 1998; 김호기,
2007). 1987년 이전의 사회운동은 군부독재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이라
는 큰 목표 때문에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또는 급진노선과 온건노선 간
의 차이가 명확하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폭발’ 이후 민
주주의 절차들이 제한적으로 도입되면서 기존의 사회운동 세력 사이에
운동의 주체, 목표, 방식, 정세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민중운동(Minjung movements)과 시민운동(civil movements) 사
이의 분화(differenciation)가 진행되었다. 민주주의 이행을 경험하는 제
3세계 국가들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이러한 분화 경향은 일반적으로 시
민사회 내의 온건파와 급진파 간의 분화로 나타나며, 한국사회의 경우
급진파는 기존의 민중운동을 고수한 반면에 온건파는 시민운동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980년대 중․후반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변화 또한 시민사
회의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곧 주변부 포드주의(peripheral
Fordism)의 확립은 6월 민주화운동에 따른 정치적 개방 속에서 이제까
지 사회운동에서 간과되어 온 환경, 교육, 여성, 지방자치, 의료, 교통,
인권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이슈들을 담당하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대거 결성되었다. 국가와 시민
사회의 이러한 새로운 다층적인 구도 형성은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시민사회의 분화와 이와 연관된 사회운동의
분화는 민주주의 이슈를 시민사회 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
를 제공하고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 대 시민사회의 구도가 다시 한번 크
게 영향을 미친 것은 2004년 탄핵사태이다. 한 마디로 탄핵 사태는 이
른바 ‘1987년 협약’(1987 Pact)의 위기라 할 수 있는데, ‘1987년 협약’
이란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간에 맺어진 민주화에 대한 일종의 약속이며,
이 약속의 핵심은 민주주의 절차와 규칙에 대한 존중에 있었다. 탄핵 사
태의 본질은 2002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민주적 승복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았으며,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
했다는 데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대통령 발언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
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 다
시 말해 시민사회의 중론(衆論)이었다. 탄핵 사태가 4월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항을 상징적으로 보
여주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런 시민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엘리트집단이
아니라 시민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사회집단들이라는 점이다. 생산현장의
노동자계급과 ‘넥타이 부대’의 중간계급은 물론 여성·노인·청소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이 시민사회 안에 포괄되어 있다. 민주
주의의 핵심이 소수가 아닌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의 제도화에 있다면, 4
월 혁명, 6월 민주항쟁, 낙선운동, 그리고 탄핵에 대항하는 촛불시위는
이런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 벌였던
최소한의 행동이기도 했다. 비록 군사 쿠데타로 좌절되었다 하더라도
1960년 제2공화국을 등장시키고, 노태우 정권을 거쳐 두 번에 걸친
1993년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기본 원동력은 바로 이런 시민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사회운동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운동을 통한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민주화 과정은 명
암을 갖고 있다. 먼저 이런 민주화의 경로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시민사회의 정치적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참여민주주
의의 발전을 가져 왔다. 오늘날 참여민주주의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를 정치화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온 한국 사회운동은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사회적 자산
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한국 민주주의는 사회운동을 통해
제기된 정치적 이슈들이 정당정치의 저발전으로 인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 2004년 4월 총선을 통해 정치사회
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보수, 중도, 진보로 삼분구도를 이루었지만, 시민
사회와 정치사회의 조응 관계는 정치사회의 진보 영역이 취약한 비대칭
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냉전분단체제가 빠른 속도
로 변화되어 왔지만, 여전히 정치사회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이는 민주주의의 공고화(consolidation of democracy)에 주요한 걸
림돌의 하나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 민주화 과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진다(최장집, 2002).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어 왔
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민주주의(political democracy)에서 경제적, 사
회적 민주주의(economic and societal democracy)로의 심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는 군사독재에 대한 투쟁에서 시
작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화는 세계화라는 새로운 변수와 대면해 국

민 다수의 삶의 질을 정체시키거나 악화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
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간단치 않다. 세계화는 한편으로 시장의 원리와
이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강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이상인
평등을 훼손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주의와 이에 기반한 코
스모폴리타니즘을 강화함으로써 지구적 민주주의(global democracy)를
확산시키기도 한다. 다만 이런 두 가지 경향에서 후자의 흐름보다는 전
자의 흐름이 두드러지며, 그 결과 민주주의는 더딘 발전을 경험하지 않
을 수 없게 된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새로운 시험대 위에
올라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주목할 것은 세계화의 또 다른 측면인 정보사회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다. 정보사회의 도래는 온라인 시민사회와 공론장을 창출
해 왔으며, 이 온라인 공간의 등장은 새로운 참여민주주의의 공간을 이
루어 왔다. 한국사회에서 2002년 대선과 2004년 탄핵 시위에서 온라인
공간은 위력을 떨친 바 있다. 온라인 공간(online space)에서의 참여민
주주의의 확장이 미치는 영향은 이중적이다. 그것은 한편에서 ‘영향력의
정치’(politics of influence)(Cohen and Arato, 1992)의 새로운 수단으
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대의민
주주의의 영역을 경우에 따라서는 침범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
히 경제적 세계화가 강화시키는 민족주의적 경향은 온라인 공론장
(online public sphere)에서 국수주의적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미 그런 징후들은 발견돼 오기도 했다. 아직까지는 온라인 공론장이 참
여민주주의 확장에 기여해 온 부분이 매우 크지만, 세계화의 진행과 함
께 온라인 공론장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는 정보사회의 도래라는 또 하나의 시험대 위에 올라
있는 셈이다.
4. 2007 대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 선거는 사회변동과 정치변동의 중대 결절점들
(nodal points)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사회구조의 가시적, 비가시적 변
화 또는 정치적 세력 관계의 변화는 선거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
선거의 결과는 다시 사회변동과 정치변동에 피드백되어 왔다. 한국 현대
사에서 1963년 대통령 선거, 1987년 대통령 선거가 그러했으며, 1997
년 외환위기 와중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 또한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

었다. 기존의 사회 및 정치질서를 유지해 온 제동 장치가 풀리는 이 ‘결
정적 순간’(decisive moment)이 그렇다고 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시대정신(Zeitgeist), 이 시대정신을 추진하는 정치 세
력(political forces), 그리고 이 시대정신에 공감하는 시민사회(civil
society)가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선거는 한 시대를 마
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의 계기를 제공한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번 12월 대통령 선거는 세 가지 역사적 의미
를 담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진행된 민주화에 대한 결
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세계화(neoliberal

globalization)에 대한 결산,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1961년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포괄하는 근대화(modernization)에 대한 결산
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은 단연 민주화에
대한 결산이다. 이런 흐름은 이미 지난해부터 한국 사회에서 간간히 표
출돼 왔다. 한편에서 제기하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나’ 또는 ‘민주세
력 무능론’이 민주화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면, 다른
한편에서 강조하는 ‘민중민주주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자’ 또는 ‘사회운동
급진화론’은 민주화 시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적극적인 옹호를 표방하
고 있다.
돌아보면 1997년 대선에서 시작해 2000년 낙선운동과 2002년 대선
을 거쳐 2004년 총선에 이르는 시기가 민주화 시대의 절정기였다.
2002년 대선은 1997년 대선에 이어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
(industrialization forces vs. democratization forces)의 일대 격전장이
었으며, 2004년 총선은, 그것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
아래 치러졌지만,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마지막 불꽃을 분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느 사회이든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그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 내지 시대정신이 존재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지난 20년을
이끌어 온 시대정신은 다름 아닌 민주화였다.
이 민주화 시대가 이제 종언을 고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시대정신, 정치 세력, 시민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관찰된다. 이 종언은
1997년 외환 위기와 이와 연관된 세계화의 충격에 기원을 갖는다. 역사
가 힘과 힘이 교차하는 것이라면, 민주화라는 구심력이 세계화라는 원심
력을 적어도 노무현 정부의 출범까지는 제어했지만, 그 이후 지난 4년
동안 세계화의 원심력은 민주화의 구심력을 벗어나 마치 사슬 풀린 프
로메테우스(unbounded Prometheus)와 같았다. 외환 위기 이후의 사회

적 변화는 이를 증거한다.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양극
화(social polarization)가 강화되어 왔으며, 동시에 시민사회와 시민문화
의 다원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가시화, 국제 금융 자본(global financial capital)의 영향력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국가적 어젠더로
서의 저출산․고령화․청년실업 이슈의 등장, 그리고 대중문화에서의 세계
주의와 민족주의 경향의 동시적 증대 등은 그 구체적인 징표들이다.
문제는 더 이상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으로는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어
렵다는 데 있다. 민주화 세력은 다원화되어 있고, 사회운동은 분화되어
있으며, 시민사회 전체는 세계화의 충격(impacts of globalization)으로
이미 변화되어 있다. 일각에서 ‘민주․개혁․평화세력의 재결집’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화의 현주소를 지켜보면 이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다는 느낌
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북
한 핵개발에 대해 민주․개혁․평화세력은 어떤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
으며, 국민 다수를, 적어도 지지 세력들을 어디까지 설득할 수 있을까.
6월 민주화 운동 20주년을 맞이한 현재, 민주화 세력이 직면한 것은 민
주화 시대의 종언이자 세계화 시대의 개막이다. 한국사회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가 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화를 이끌어
갈 새로운 시대정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로 이점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화 시대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
를 모두 결산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해방 60년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초(定礎) 선거(founding election)4)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민주화와 세계화는 사뭇 다른 사회 조정 원리다.
민주화가 가치 판단(value judgement) 개념이라면, 세계화는 사실 판단
(fact

judgement)

개념에

가깝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反)민주화

(anti-democratization)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기에 중도개혁 세력과 진
보 세력을 모두 포괄하는 민주화 세력은 세계화 시대라는 패러다임을 선
뜻 승인하기 어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것을 언제까
지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사
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더 이상 외면하기도 어렵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이한 정치 세력들에게 부여된 중요한 과제 중

4) 정초 선거에 대해서는 O'Donnell and Schmitter, 1986을 볼 것.

하나는 세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떤 세계화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대정신의 제시에 있다. 현재 보수 세력은 신자
유주의 세계화의 한국적 버전인 ‘선진화’를 내세우고, 민주화 세력 내 진
보 세력은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로서의 세계화’를 위한 ‘진보 개
혁’을 지지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진보 개혁은 그 장단점이 뚜렷한
전략이다. 개방과 구조조정, 탈규제와 민영화, 국가 역할 축소,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
는 데에는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양극화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
고 있다. 한편 진보 세력이 내세우는 반세계화 전략은 신자유주의가 가
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적극적으로 비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
더라도,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진보적 경제․사회 발전 전략을 적
어도 이제까지는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
화 시대에 대한 평가라는 정치적 전선 속에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볼 것
인가라는 또 하나의 전선이 놓여 있는 셈이다.
문제는 중도개혁 세력이다. 중도개혁 세력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시대정신으로 민주화를 내걸어 집권에 성공했지만, 선진화 또는 진보 개
혁에 맞설 수 있는 시대정신을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세
계화에 대한 대응에서 보수적 중도개혁 세력과 진보적 중도개혁 사이의
거리는 결코 가깝지 않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이른바 ‘좌
파 신자유주의’(left-neoliberal)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안고 가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중도개혁 세력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민주화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계승할 것인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어떻게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다.5)
이제까지 드러난 세계화 시대에서 국민 다수의 열망은 성장 동력의
가속 페달을 다시 밟을 수 있는 부국(富國),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5)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반세계화의 세계화를 넘어서서 민주화 세력이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은 지속가능한 세계화(sustainable globalization)에 있다고 나는 생각
한다. 지속가능한 세계화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되 그것을 대내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접목시키는 전략이다. 지속가능성이란 생태학에서 말하는 인간과 자연
의 공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과 노동, 중앙과 지방, 남성과 여성,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공존을 모두 포괄한다. 대외적인 세계화와 대내적인 사회통합을
창의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에 민주화 세력의 일차적인 과제가 놓여 있으며, 바로 이점
에서 기존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대외개방(세계화의 적극적 활용)에 대내개혁(실
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의 선순환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의 ‘이중의 선순환’을 모색
하고 추진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김호기, 2007).

있는 상생(相生), 그리고 남북한의 공존을 실현할 수 있는 평화(平和)의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최종 선택의 지점에서는 이번
대선 역시 지역투표와 계급투표, 그리고 세력간 정치적 이합집산이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하지만 투표 성향이든 정치적 연대든 그 기본 방
향과 전략은 시대정신이라는 흐름 속에서 작동되는 것임을 주목해야 한
다.
5. 결론
예상컨대 이번 대통령 선거의 구도는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보인다.
후보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 다소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은 산업
화 대 민주화라는 기존의 구도에 세계주의 대 민족주의(globalism vs.
nationalism), 개발주의 대 생태주의(developmentalism vs. ecology)
등의 구도가 중첩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고려
할 때 올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전망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199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른바 DJP 연합(김대중과 김종필의 연합)과 제3후
보(이인제)의 출마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2002년 대
통령 선거에서는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와 결렬이 승부를
가름했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4월 말 현재 산업화 세력을 대표하
는 야당의 두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여
당 후보들은 매우 고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어느 후보들이 12월
19일까지 최종 경쟁자로 남아 있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화 시대가 종막을 고한
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과제가 갖는 의미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성장동력의 확충과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 가운데 양극화 해소는 경
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민주화 시대가 지
나가고 있지만, 오히려 민주주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바로 이점에서 한국사회에게 부여된 과제는 세계
화 시대라는 변화된 상황에 걸맞은 새로운 민주주의 담론과 정책을 모
색하는 데 있다. 세계화 시대가 한국 민주주의에 부여하는 과제는 경쟁
력 강화와 불평등 감소, 사회적 다원성과 국민적 합의, 평화공존과 국가
이익 등 상호모순적으로 보이는 의제들을 생산적으로 결합하는 데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해
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호기, 1995. 현대 자본주의와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 2007. 한국 시민사회의 성찰, 아르케.
손호철, 1995.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새길.
신광영, 1995.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유팔무․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정상호, 1996.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주의: 1961-1979,” 정치비평
제1호.
조희연, 1998.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홍승직, 1967. 지식인과 근대화, 고려대 사회조사연구소.
Cohen Jean and Andrew Arato,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The MIT Press.
Held, David, 1987. Models of Democracy, Cambridge: Polity.
Keane, John, 1988. Democracy and Civil Society, London: Verso.
Lipset, Seymour M., 1980.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Menzel, Ulrich and Dieter Senghaas, 1986. Europas Entwicklung und die

dritte Welt, Frankfurt: Suhrkamp.
Moore, Barrington Jr., 1966. The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Beacon Press.
O'Donnell, Guillermo and Philippe Schmitter,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Oxhorn, Philip and Graciela Ducatenzeiler (eds.), 1998.

What Kind of Democracy? What Kind of Market?,
University Park: Penn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Pateman, Carole, 1970.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uschemeyer, Dietrich, Evelyne Stephens and Jhon Stephens, 1992.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시민 참여가 결여된 민주주의
한규섭 UCLA 교수, 신문방송학

이 주제 발표에서는 민주화 세력의 등장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보
여온 여러 가지 이상징후들을 짚어보고, 그 원인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정치권과 언론이 당리당략과 진보, 보수의 경계를 넘어 ‘정치산업’에 종
사하는 동업자로서 2007년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다.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로 한국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 세
력’이 정치권력의 전면으로 등장한 지도 여러 해가 지났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최근 한국의 선거민주주의는

각종 이상징후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상징후들은 베트남전 이후 미국에서 나타난, 소위 ‘시민
참여가 결여된 민주주의’(democracy without citizen participation)를
규정짓는 갖가지 현상들과 많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선거정치를 정의하는 가장 큰 특징들은 바
로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정치혐오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미
국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여 왔고(Rosenstone and
Hansen, 1993) 정치과정이나 후보자들에 대한 지식 수준도 우려할 수
준으로 낮아졌다(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미국 유권자들의 정
치혐오증 또한 심각해서, 유력 정당들의 지지층은 점점 얇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사회는 시민의 참여가 없는, 노쇠한 민주주의로
진행 중이라 할 수도 있겠다.
최근 이와 유사한 현상들이 이제 갓 스물에 접어드는 한국의 선거민
주주의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더구나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를 표방
한 좌파정권하에서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정치혐오증이 팽배해지고 있다
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소위 ‘시민단체’라 불리어 온

각종 비정부 단체들이 범람하고,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관련 부처의 강
화와 신설이 이루어졌으며, ‘참여’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인터넷 보급률
이 최고에 오른 시점에서, 정작 유권자들은 점점 정치를 멀리하고 있다
는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등 정치권은 물론, 언론 등 모든 관계자들이
공동책임을 통감해야 할 부분이다. 유권자들은 정치권이나 언론은 물론,
이전까지 민주화의 중심세력으로 분류되어 왔던 시민단체나 전교조 등
에 대해서도 극도로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이 각종 여론조사

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최근 미국학계에서는 정치권
내부나 정치권과 언론 간의 견제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과도한 상호비
방을 주요 요인으로 꼽는 이가 많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정부·여당에서
소위 ‘네티즌’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전투적인 진보언론 등을 이용하여
야당과 보수언론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는 여론몰이에 적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야당은 무조건적인 ‘대통령 흔들기’에 집착했고,

보수언론은 편파적인 정부 비판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행태를 보여
온 것 또한 일정 부분 부정하기 힘들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회과학적 연
구에 의해서 이러한 행태들은 민주주의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유권자들
을 정치현장으로부터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Ansolabehere and Iyengar, 1995; Patterson, 1993; Jamieson,
1992). 수요가 없는 산업이 존재할 수 없듯이, 유권자들에게 외면당한
정치는 발 붙일 곳이 없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정치혐오는 ‘정
치산업’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시
민단체 등 관련자 모두의 공멸로 연결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때다. 따라서 일시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하여 공멸의 길을 재촉하기보다
는 철저한 동업자 의식에 근거하여 2007년 대선을 치러야 할 때이다.

북핵,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미관계 :
북핵과 한미FTA를 넘어6)
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교수, 지역학 협동과정

1. 오늘의 한반도 : 위기의 막바지인가, 새로운 위기의 시작인가?
북핵문제와 한미FTA 문제로 오늘의 한반도는 미증유의 격동에 놓여
있다. 한반도는 다시 세계와 동북아의 초점지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무
엇보다 2002년 10월 시작된 제2차 북핵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채 위기
의 심화와 완화를 반복하고 있다. 강조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북핵위기
해소와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의 건설을 반드시 함께 사고해야한다. 후
자를 지향하지 않는 전자의 해법은, 94년에 확인하였듯, 가능하지도 바
람직하지도 않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없이 북핵위기해소는 불가능하
며, 동북아 평화 없이 한반도 평화는 가능하지 않다. 한반도 안정의 두
체제, 즉 보다 근본적인 1953년 분단관리체제=정전협정체제와 1994년
북핵관리체제=북미합의체제는 총체적인 재편의 기로에 서 있다.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국제적 안전을 담보해왔던 “53년 체제”=정전협정체제와
“94년 체제”=북미합의체제는 이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평화 거버넌
스를 위해 다른 평화-안보체제로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53년 체제와 94년 체제는 세 가지 점에서 공통적이다. 첫째 미국의 과
도한 직접 개입, 둘째 북한과 미국의 직접 거래, 그리고 끝으로 남한의
철저한 배제가 그것이었다.
이러한 세 특징을 또 다시 갖는 새 체제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보장은 불가능하다. 북미 직접거래, 미국의 과대대표, 남한의 배제는 이

제 중단, 지양되어야한다. 요컨대 53년 체제와 94년 체제의 파탄은 한
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위의 세 특징을 갖는 체제의 복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안보-평화체제로 대체되어야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에
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본 발표는
이 물음들에 대한 “한반도적 성찰”과 “동북아적 성찰”을 결합하기 위한
사고와 노력의 산물이다. 궁극적 비전과 해답은 단순하다. 국제사회 및
글로벌 제국, 동북아, 두 국민국가 남한과 북한, 이 세 층위를 엮는 해법
이 안출될 수 있다면 좀 더 안정적인 골조와 경로를 제공해줄 수 있을
지 모른다. 해답은 민족문제 남북문제로서의 한국문제/한반도문제와 지
역문제 국제문제로서의 한국문제/한반도문제를 결합하여 사고하는 것이
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동북아 평화 공동체의 건설을 ‘동시에’ 사
고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결국 역사적으로는 정전협정-제네바기본합의-6·15공동선언으로 이어
지는 일련의 세트[평화-군사-안보문제에서의 한국배제]와 7·4공동성명남북기본합의-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세트[평화
-군사-안보문제의 남북합의] 사이에서 이들 두 조합, 경로, 한계를 극복
한 새로운 지양과 종합으로서의 대안제시 능력에 우리의 미래평화구도
가 달려있지 않을까 싶다. 민족적 국제주의, 또는 국제적 남북협조와 같
은 새로운 지양적 종합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특별히 가깝게는 전후
한국문제의 기본설정인 53년 정전협정체제의 최근의 두 합의질서인 제
네바합의체제와 6·15공동선언을 동시에 지양하고 동시에 결합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요컨대 한국전쟁 이후체제(the post-Korean War
order)에서

제네바합의질서와

6·15

공동선언

이후

질서(the

post-summit order)를 함께 극복하는 대안의 모색이랄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핵보유 선언과 핵실험으로 북핵위기의 정점에서 체결
된 2005년의 9·19합의와 금년의 2·13합의에서 목도한다. 왜냐하면 그
둘은 아래와 같이 지금까지의 두 가지 한국문제 해결방식을 지양한 종
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 한국문제 해결의 세 가지 접근 방식>
한국문제 접근 방식

역사적 사례

핵심 특징

국제화
(+한미동맹)

53년 정전체제,
94년 제네바합의체제

군사·안보·평화 문제의 한국 배제와
북미 직접 협의(*6·15공동선언)

민족화
(+한미동맹)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
언

군사·안보·평화 문제의 남북직접
협의와 합의(미국 배제)

9·19 6자 합의
2·13 6자 합의

민족문제, 지역문제, 국제문제로서
의 한국문제의 본질을 保持, 담보,
반영. 문제의 근본요인에 궁극.
남북 협의 + 동북아 지역협력
+ 국제협력(+한미동맹)

민족화 + 국제화

*2000년 6·15 공동선언은 민족화의 전형적인 길로서 통일, 경제, 인도주의에만 합의한
예외적 사례이기 때문에 군사안보평화문제를 논의한 위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두 앞선 단계를 지나 비로소 국제화와 민족화의 길을 결합, 통합, 지
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큰 진전이자 과거
두 길이 지닌 한계의 극복을 의미한다. 성공할 경우 6자회담은 동북아
다자주의 + 한미동맹의 병행발전의 실질적인 결정적 이행계기가 될 것
이다. 이제 한반도 문제가 북핵문제와 한국의 주도로 인해 분단 60년
만에 그 본질인 동북아 문제-국제문제로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기 시작
한 역사적 계기에 진입해 있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위기의 크기는 파
국 이후의 피해의 크기 및 해소 이후의 평화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점에
서 곧 기회의 크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곧

평화와 통일의 계기가

위기(극복을 위한 지혜)로부터 발원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
금 그 막바지 고비에 놓여있다는 느낌이다.
2. 북핵문제의 구조와 의미
오늘의 시점에서 북핵문제는 네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복
합성의 파악은 문제해결을 위한 한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첫
째로 그것은 탈냉전 시기 전체를 관통하는 동북아 최대의 안보-평화 현
안이라는 점이다. 북핵문제는 남한은 물론 유일 제국 미국을 포함해 세
계 4강이 모두 달라붙어도 15년이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핵심적인 지역

적 또는 세계적 안보-평화 이슈라는 점에서 지역성과 국제성은 이 문제
의 골간을 구성한다. 물론 이러한 지역성과 국제성은 한국문제의 거시역사적 본질이기도 하다. 위기의 심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15년 동안 해
결되지 않고 있는 동북아의 핵심 안보현안은 이 문제가 유일하다. 북핵
문제의 주기적 반복성은 북한의 국가전략과 이러한 지역성ㆍ세계성과의
엇물린 탈구의 산물인 것이다. 결국 6자회담을 포함해 동북아 안보와 평
화를 결정지을 행위주체들 모두가 직접 참여하여 국가적 지역적 이해(利
害)를 견주고 나눈다는 점에서, 처음 북한의 생존전략차원에서 시작된
문제가 몇 번의 단계도약을 거쳐 급기야 21세기 초 동북아 안보구도를
가를 중대한 문제로 상승되어버렸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의미는 한국(한반도)문제ㆍ북한문제의 극적인, 동시에 비정상
적인 응축과 돌출로서의 ‘북핵’문제라는 점이다. 즉 그것은 현재의 한국
문제와 북한문제가 놓인 전체적 양상과 지평의 일부인 동시에 예외적
표출이라는 점이다. 전체 한국문제(Korean question)나 북한문제(North
Korean question)의 구도를 상정하지 않은 북핵문제 인식은 불가능하
다. 즉 북핵문제는 분단된 두 한국의 조건에서 초래된 한반도문제와 북
한문제의 한 부분이자 표출인 것이다. 한국문제의 핵심부면으로서의 분
단과 남북대결, 또는 북한문제의 요체로서의 경제파탄이나 독재, 폐쇄를
고려하지 않고는 북한의 ‘핵화’전략은 상정할 수 없다. 강조할 필요도 없
이 북한문제의 차원에서 그것은 남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방어ㆍ협박ㆍ
공격수단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체제생존 전략의 산물일 수 있
다. 그러나 전체 한국ㆍ북한문제의 지형이 꼭 특정한 안보수단으로서 핵
무기로 연결되어야할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탈냉전ㆍ세계
화 시대 북한의 핵무장전략은 상당한 단절, 또는 비정상성을 갖는다. 특
히 탈냉전 시기 내내 북한의 경제붕괴와 참혹한 인민기아를 고려하면
경제와 군사의 극적인 충돌을 노정하고 있는 북한 국가전략의 비정상성
은 더욱 두드러진다.
세 번째는 오랫동안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온 한반도 통일과 평화 문
제의 결정적인 기로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북핵문제로 인해 거꾸로 한반
도 통일과 평화문제가 놓인 원인지형과 구조 자체가 변형되는 것이다.
즉 북핵문제는 한국문제와 북한문제의 일부인 동시에 그것의 전개에 따
라 한국문제와 북한문제의 진운 전체를 좌우할 요인으로 상승했다는 점
이다. 이 수준의 사태전개에서 북핵문제는 가장 중대한 좌우요소로 작용
할 것임에 틀림없다. 비유하자면 여러 차례 일정한 악화와 비약을 거쳐

급기야 부분이 전체를 또는 사후현상이 원인요소를 뒤흔드는 수준으로
나아가 버린 것이다.
1945년 이후 한국전쟁을 제외한다면 북핵문제처럼 통일과 평화 문제
의 향방을 가를 계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북핵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순간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분단고착과
통일전망의 상실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전쟁을 통한 통일을 상정하지
않고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 점에서 통일운동
및 민족주의 진영에서 대북온정주의, 민족‘통일’논리의 연장에서 북핵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은 것은 상당한 반통일, 반평화의 논리로 귀결되는
자기분열(schizophrenia)을 의미한다. 만약 그 반대논리가 성립한다면
우리는 정언명령으로서의 평화를 포기해야하는 궁경으로 내몰리고 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냉전과 탈냉전 시대를 가르는 세계 안보질서의 유지나 변
경의 문제를 포함한다. 북핵문제는 탈냉전 시대 세계 및 동북아 차원의
핵무기 비확산(NPT)체제의 유지와 해체, 미국패권의 확대와 위축, 반테
러 연대전선의 확장과 축소, 대량살상 무기의 국제적 통제와 관리를 포
함한 국제공동체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연결되어있다. 동북
아 비핵화나 동북아 평화체제의 문제 역시 이 수준과 밀접한 연관을 갖
는다. 동북아의 복잡한 국제관계 지형을 뚫고 북한이 세계 4강을 이토록
오랫동안 자기 국가전략을 중심 고리로 삼아 잡아놓을 수 있는 이유는,
한국문제의 지정학적 위치를 포함해 바로 이러한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문제들에서 나타나는 이해의 차이가 초래하는 길항관계로 인한 손해와
이익을 동시에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관점에서 핵무기가 정치의
유용한 수단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갖는 군사적 파괴력의 크기
로 인한 효용성을 넘는다는 점이다.
3. 북한의 핵화전략 : 발생요인, 촉진요인, 불능요인, 제거요인
북한의 궁극적인 핵무장이 초래할 결과와 영향은 예측을 불허할 만큼
가공할 수준이다. 그 결과에 비추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되는 이
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가장 먼저는 북한의 강도 높은 통일구호 및 정책
과는 달리 핵은 남과 북을 준(準)영구분단과 대결상태로 몰아넣는다는
점이다. 핵을 가진 일방과 핵을 갖지 않은 일방의 남북관계는 비대칭적
이며 불균형적이며 불평등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핵은 민족의 통일에

반한다. 둘째는 핵은 남한의 핵화를 촉진시킴은 물론 핵확산 금지를 위
한 미국의 군사행동 유혹을 강화시켜 전민족을 상시 핵전쟁 위협상태에
놓이게 한다. 남과 북은 영원히 핵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다. 핵화는 곧 핵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핵은(동북아시아와
민족의) 평화에 반한다.
셋째 북핵은 미국의 네오콘의 강경정책과 MD(Missiles Defense)구
상, 한반도 핵재배치 유혹 및 대만-일본의 핵무장을 정당화시켜준다. 미
국은 이미 북한의 핵화(核化)의지 및 추진으로 인해 MD에 대한 세계의
반대를 돌파하며 군사패권전략 구상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북한의 핵화
는 연쇄적으로 일본과 대만의 핵화 유혹을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북핵
은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반미․반일을 국가의 절대
가치로 내세우는 북한의 핵보유는 정반대로 미일의 국가이익 및 패권적
군사전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핵은 한반도 및 동북아
의 비핵화에 반한다. 그럴 경우 북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력 및 경제
력, 군사력을 보유한 일본, 대만, 한국의 핵화로 인해 북한의 핵보유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결정적으로 반감될 수밖에 없다.
넷째 북한의 핵화는 자신들의 경제붕괴, 고립과 단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세계와 단절된 북한은 현재 “핵을 고리로” 세계와 대화를 시도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북한은 핵을 통해 체제유지를 위한 군사적인 전
략적 우위지점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핵을 보유한 북한에
게 국제사회와 남한이 인도적 지원과 식량지원을 포함해 경제원조를 지
속하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북의 세계로부터의 고립과 절연은 결정적
으로 심화되고 인민의 고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핵은 북한인민의 생
명, 삶의 질, 이익에 반한다.
다섯째 북핵의 국내외적 공인은 남한의 경제에 대한 큰 타격으로 연
결된다. 국제신용도 하락, 기업활동 위축, 금융시장 혼란, 외국자본철수
로 남한 경제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북한이 오래 강조하였듯 남과
북 어느 일방의 경제발전은 민족통일의 물질적 담보가 된다. 남의 경제
침체는 그러한 점에서 곧 북의 경제에 대한 직접적 타격이 된다. 자기를
위한 선택이 다시 자기를 침식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점이
다. 핵은 남한의, 그럼으로써 북한의 경제에도 대한 심대한 타격이 된다.
핵은 남과 북의 발전을 저해한다.
북핵문제는 곧 북한문제이자 한반도위기관리 문제이며 따라서 한국문
제이다. 동시에 그것은 국제문제와 북미문제를 넘어 남북문제인 동시에

동북아 문제이다. 이상의 이유에서 북핵저지는, 국제사회와 미국의 핵확
산방지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동북아와 남한의 평화프로젝
트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가장 피해가 클 남한의 평화프로젝트인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북한의 핵화프로그램 가동의 조건과 요인을 판독
할 수 있다면 그 해법 역시 찾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화프로그램은 세계화, 사회주의 붕괴, 남북격차의 심화, 경
제파탄이라는, 1990년대 초 국제-남북관계- 내부 수준의 조건에 대응한
핵심 국가발전전략이었다. 따라가기 힘든 정도로 벌어지는 남북관계, 그
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비대칭적 일방 경사로 인한 포위와 고립,
경제의 전면 붕괴로 인한 재래식 군비경쟁 불능과 체제 붕괴 위협, 이러
한 3면 악화에 대한 최강의 대응으로서 핵화전략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즉 북한은 1990년대 초반

i) 사회주의 붕괴와 중소의 대남관계 개선 ;

소련 중국 등 전통적인 후원국가의 붕괴 및 정통사회주의 포기와 남한과
의 관계정상화 ii) 미국화,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과 고립 심화7) iii) 남북
국력 격차의 심화로 인한 대등 경쟁에서의 탈락 iv) 내부적으로는 경제
파탄과 체제 붕괴위기와 같은 사태들이 여러 수준에서 한꺼번에 집중되
자,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시점에 내부적으로는
핵화프로그램에 착수하였던 것이다.8) 이러한 상황전개는 북한이 극적으
로 상반되는 핵화프로그램과 남북기본합의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
한 이유의 일단을 보여준다.
김일성은 1990년 9월 2~4일 한소수교를 통보하러 평양을 방문한 에
두아르드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을 만나주지도 않은 채 1961년의 조소
상호원조조약의 파기와 핵무기개발, NPT 탈퇴를 통보하였다. 기나긴 북
핵문제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김일성이 소련외상을 만나주지도 않았다
는 점은 북한의 불만의 정도를 잘 보여준다. 김일성의 전략은 보다 주도
면밀했다. 소련에 핵개발을 통보한 시점은 남한의 북방정책에 적극 호
응, 남한과 각종 회담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총리회담을
포함한 전후 최초의 집중적인 남북대화를 거쳐 마침내 1991-92년 남한
과 북한은 상호 불가침과 비핵화에 극적으로 합의, 이른바 남북기본합의
서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한다. 소련에의 핵개발 통보와 남한
7)

과의 비핵화 합의, 어느 것이 북한의 진짜 정책인지는 곧 드러났다.
1993년 1월 팀 스피리트 훈련을 명분으로 갑자기 남북대화를 거부한
북한은 3월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특별사찰 요구에 맞서 NPT를 전
격 탈퇴하였다. 비핵화 선언과 NPT 탈퇴는 전혀 맞지 않는 행위였다.
남북경쟁의 종식을 말할 정도의 추격불능의 격차 역시 중요한 요인이
었다. 아래의 도표는 핵화 추진 시점의 경제 수준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
준다.
<표 2 : 남한과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경제력 격차 추이, 1990-2003>
GNI 및
단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경제성장률
명목GNI:
남한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억
2,635 3,076 3,293 3,614 4,223 5,155 5,553 5,136 3,404 4,400 5,096 4,811 5,475 6,061
달러
억
231
달러

북한
남/북(배)

%

11

229

211

205

212

223

214

177

126

158

168

157

170

184

14

16

18

20

23

26

29

27

28

30

31

32

33

1인당GNI:
달러 6,147 7,105 7,527 8,177 9,459 11,432 12,197 11,176 7,355 9,438 10,841 10,162 11,493 12,646
남한
북한

달러 1,142 1,115 1,013 969

992

1,034 989

811

573

714

757

706

762

818

13.2

14.3

14.4

15.1

15.5

남/북(배)

%

5.4

6.4

7.4

8.4

9.5

11.1

12.3

13.8

12.8

경제성장률
:
남한

%

9.2

9.4

5.9

6.1

8.5

9.2

7

4.7

-6.9 9.5

8.5

3.8

7

3.1

북한

%

-3.7 -3.5 -6

-3.6

-6.3

-1.1 6.2

1.3

3.7

1.2

1.8

-4.2 -2.1 -4.1

*자료 : 한국은행

독일이 통일될 때 9 대 1의 경제력 격차를 보여주었음에 비추어
1990년 남한이 북한의 11배에 달했다는 것은 이와 비슷한 규모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과 북미합의체제로 돌입하는 1994년 그
차이는 두 배로 늘어난 20배가 되었고, 2000년에는 30배가 되었다.
1945년, 아니 1953년부터 1990년까지의 남북국력과 경제관계에 비추어
이러한 급전직하의 격차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체제경쟁은 사실상
끝난 것이었다. 동독의 흡수통일을 목도한 김일성-김정일로서는, 미국에
맞서는 동시에,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방지하는 최선의 수단으로 핵화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핵화전략은 체제를 유지시켜
주는 대신 경제파탄과 남북격차를 더욱 가속화하는 역설적 효과를 초래

하고 말았던 것이다.
특히 김정일의 선군주의와 제2차 핵화프로그램은 북미합의체제 구축
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국제관계, 남북국력 수준, 경제상
황 때문이었다. 90년대 초의 재연전략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북한의 강
성대국-군사제일주의 노선의 등장은 상당한 논의와 준비의 산물이었
다.9) 북한의 고위 관료와 학자들에 따르면 사회주의 붕괴 이후 북에서
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에 대한 격렬한 내부논쟁과 논란이 있
었다. 논쟁은 사회주의 붕괴직후와 제네바 합의 직후 두 번 있었다. 요
약하자면 경제우선이냐 군대우선이냐, 미국은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였다. 그리고는 두 번 모두 군대를 절대적으로 강화하
지 않고는 위기를 넘을 수 없다는 것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그것
의 산물이 강성대국전략이며 핵화전략이고 선군주의노선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남한과 동북아시
아, 그리고 세계, 무엇보다도 북한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포기되어야한
다. 문제는 그러한 선택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우리의 비전과 능력일 것
이다.
아래의 도표는 북한의 핵화 지속과 중단이 갖는 차이를 요약한 것이
다. 남한과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도표는 북한의 핵화 프로젝
트를 저지할 수 있는 대타협을 위한 교환조건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
다. 북한내부 요인, 남북관계 요인, 국제요인을 각각 분리하여 핵화 고수
와 포기가 초래할 손해와 이익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것이다.

<표 3 : 북한의 핵화 고수와 포기의 득실 비교 :
평화를 위한 대타협의 조합
- 남한과 국제사회의 예상가능한 대북협상모듈 매트릭스>
번
호

분류

핵 고수

핵 포기

대북 설득 카드(남한/국제사회)

체제보장

불확실
- 위험

예측 가능

핵화를 통한 체제보장 불가능.
핵 포기 시 북미국교정상화-남북평화협정
-미중(또는 국제) 보장을 통한 3중 체제
보장

1

2

북미
무력충돌
가능성

계속
상승

소멸

북미무력충돌은 북한체제고립, 종식, 민족
공멸 초래

3

북한의
군사적
억제력

군사적 억제력은
약화되나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생존능력은 강화

핵화가 미국 군사위협으로부터 체제를 담
보하지 못함.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보장
이 더 확실

4

인민경제

확보
가능하
나
제한적
최악으
로 악화

5

식량
에너지․
전력 지원

불가능

가능

6

경제봉쇄해
불가능
제

가능

북핵 포기는 미국의 경제봉쇄해제, 일본의
식민통치 보상-배상금 확보 계기가 될 수
있음. 체제발전의 획기적 계기 마련.

7

대북 제재
및 PSI
발동

언제든
실시
가능

불가능

핵화는 고립과 봉쇄를 더욱 촉진, 세계와의
단절

8

미․일의
MD정책

정당화
명분
제공

9

대미 협상
유인 효과

일정단
계까지
제한적
효력
보유

매우 높음

북의 선제적 핵 포기 시 미국은 대북협상
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

10

북중 관계

악화

개선

북의 핵화로 인한 미일의 MD 추구, 한국
일본 대만 핵화 시 중국과의 관계 악화. 북
중관계 악화의 결과는 예측불허

획기적 개선

기아극복, 경제회복
즉시 제공 가능한 지원 목록 제시(식량, 의
약품, 농기구, 에너지, 전력 등)

대북 위협요인이 될 동북아 MD 중단을 위
해서라도 반드시 핵 포기해야 - 미국의
정당화 명분 소멸
MD에 북핵이 맞설 수는 없어. 한미일과의
군비경쟁 끝에 체제붕괴 초래

11

북일 관계

악화

정상화 가능

북일국교정상화로 인해 들어올 경제적 실
익과 일본의 MD추구/핵화가 초래할 위협
의 비교제시

12

북미 관계

악화

정상화 가능

핵 포기 시 국교정상화(정치), 불가침 약속
(군사) 경제봉쇄해제(경제) 가능

13

남북관계
발전
/민족공조

불가능
(극히
제한적)

획기적 개선

1) 핵위기 고조시 남한 경제침체, 대북지원
불능, 남북관계 악화, 대북제제 참여 불가피.
2) 해소시 민족공조, 관계개선, 막대한 규
모의 대북지원 플랜 실행(연 30억-50억
불 경제협력 및 투자)10)

가능

북의 핵보유 시 한국 일본 대만 핵보유 추
진, 포기 시 핵 보유 불가능. 한반도와 동
북아의 핵전쟁 위기 고조

14

동북아
불가능
비핵지대화

4. 한반도 평화경로와 동북아 평화경로의 결합과 통합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갈등과 쟁투의 요충이었다. 한국문제
는 동북아시아 문제의 핵심이었고, 동북아 평화는 한국문제의 안정과 평
화적 해결 없이는 달성이 어려웠다. 역으로 동북아 불안은 곧바로 한반
도 평화의 파괴로 이어졌다. 위의 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국문제는
철저하게 국제문제이자 지역문제였던 것이다. 그만큼 세계와 동북아의
변동이 한국의 위상을 가르는 핵심조건인 동시에 한국문제의 전개가 동
북아의 지역질서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최소한 1876
년 이래 이러한 현상은 확고히 지속되어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2차 영
일동맹, 태프트-카쓰라 조약, 포츠머드 조약, 일반명령 1호, 한국전쟁,
정전협정, 남북분단, 북핵문제, 북미합의... 모두 한국문제와 동북아 평화
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의 일부일 뿐이다. 전자로
인해 후자가 깨지거나 후자의 파괴로 인해 전자가 요동치는 이중과정이

10) 이 부분은 한국의 최근 해외 총투자 규모, 그리고 대북지원 규모, 남북경제력 격차를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계상한 것이다. 참고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한국의 해외
총투자는 각각 5,000,030, 5,082,018, 3,620,621, 3,881, 675, 5,831,525천 불에 달
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왔던 것이다.
제국주의시대-냉전시대를 거쳐 탈냉전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문제가
동북아시아와 국제 정치의 핵심의제라는 점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차원
에서 이른바 열강들의 쟁패의 초점(the vortex powers)이라는, 한국이
지닌 독특한 지역적 세계전략적 위상이 아니고는 설명되기 어렵다. 한반
도는 늘 지역-세계문제의 중심을 가로질러 왔던 것이다. 1876년 개항으
로 한국문제가 지역문제-국제문제로 전화된 이후 세계적 전쟁의 참화에
놓였던 1950-53년을 제외하고 오늘처럼 한국문제가 한반도-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 및 전쟁의 두 길을 가를 진앙으로 작용한 적은 없었다.
우리는 한반도를 포함한 현금의 동북아시아 위기를 어떤 지혜를 통해
어떻게 넘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 즉 한반도의 위기의 재연을 막기 위한
궁극적 평화에 대한 비전과 구상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
뇌할 때 “한반도적인 지혜”와 “동북아시아적인 지혜”의 결합이 필요하
다. 한국의 평화전략과 동북아 공동체 형성 및 지역통합, 양자의 쌍방향
적 동시 비전을 달성할 경로와 가능성의 모색없이 양자를 분리하여 접
근해서는 둘 모두를 성취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절의 핵심적인 전제이
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북핵문제해결, 한반도평화구축,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의 3중
과제를 동시에 추구할 발상의 혁명적 전환과 실천과제 변환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이제 한국민들은 동북아시아 평화없이 한반도 평화 없다는
점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으며, 동북아시아인들은 한반도평화가 동북
아시아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동시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른
바 이중경로의 동시 접근(two-track approach) 인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원칙은 한반도 문제의 경우 북핵위기 극복과 평화체제 건설의 두
과정과

목표는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럴 때 경제 및

교류협력과 안보 평화 공동체 건설은 분리될 수 없다. 즉 발전을 통한
평화, 또는 발전-안보 연계(development-security complex)를 말한다.
끝으로 북핵위기의 극복, 또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를 한반도를 넘
어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의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전후 동북아 지역은 두 가지 점에서 여타 지역과는 크게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하나는 대표적인 두 냉전지역이었던 유럽과는 전혀 다른 지
역냉전체제의 존재였고, 다른 하나는 지역 집단안보체제의 부재 및 미국
의 쌍무관계 정책의 지속이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이유는 한반도

및 동북아 냉전체제와 미국의 대(對)동북아, 대(對)한반도 정책이 지니는
본질과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이 둘은 탈냉전시대의 동
북아시아를 관통하고 있는 냉전시대 최대의 특징이었다.
먼저 동북아시아만의 독특한 현상인 지역냉전(regional cold war)의
존재에 대해 착목해야한다. 냉전 시대 유럽은 독자적인 지역냉전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국제냉전 구도 속에 이른바 ‘긴 평화’(long peace)를
유지하여왔다. 반면 동북아지역은 중국과 일본의 존재로 인해 미소의 대결
이 유럽처럼 직접 두 진영을 수직적으로 갈라놓지는 않았다. 지역적 중간매
개 국가, 또는 층위가 존재했었던 것이다. 게다가 베트남 전쟁을 포함할 경
우 중국내전과 한국전쟁 등 냉전시대 세계 3대 전쟁이 전부 이 지역에서 치
러졌을 만큼 동아시아는 전란의 한 가운데에 놓여있었다. 이 지역의 지역전
쟁들은 전부 국제냉전의 지역화에 따른 표출이었다. 세계적 수준의 미소냉
전의 해체가 곧바로 유럽의 통합, 독일의 통일, 동구 국가들의 해체와 국경
재형성을 갖고 왔던 이유는 지역냉전의 부재로부터 연유한다. 그러나 동북
아 지역은 중국과 대만, 남한과 북한의 전쟁을 비롯 역내 전쟁을 세 번이나
치렀을 뿐만 아니라 지역패권경험을 갖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중간 층위를
하나 더 갖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냉전은 전통적인 중일 경쟁관계의 궤적에
의해 미소대결과는 다른 차원에서 더욱 강한 지속요인을 담보받았고 지금
도 그러하다. 유럽이 세계냉전의 해체와 함께 곧바로 탈냉전으로 접어들었
음에 반해 동북아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이와 같은 역사적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북한의 생존 역시 지역냉전의 지속으로 인한 강한 북중
(北中)연대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
둘째로 탈냉전시대에도 여전히 동북아 지역은 다자안보기구나 집단안
보기구가 부재한 유일한 지역이다. 역내통합을 달성한 유럽과 유일냉전
지역인 동북아시아의 오늘의 상이한 ‘탈냉전적’ 차이를 초래한 핵심요인
의 하나는 냉전시대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정책이었다. 유럽지역
의 나토(NATO)는 말할 필요도 없고,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를 비롯해
미국은 전후 냉전시기 동안 이들 지역에서 집단안보, 또는 지역안보체제
를 통한 지역안보구도를 운영, 지속하였다. 이들 지역은 형태와 밀도는
달랐지만 집단안보체제를 갖고 있었다. 유럽(NATO), 동남아(SEATO),
중동(METO-CENTO), 아메리카(OAS), 오세아니아(ANZUS), 아프리카
(OAU) 등 동북아시아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지역들에는 집단안보기구
로 묶여있었다.
그러나 유독 동아시아, 특별히 동북아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미국

은 역내 국가들과의 한미, 미일, 북미, 미중, 미-대만 등 양자관계만을
유지하였고, 이는 한국과 중국의 분단질서를 강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동시에 중일지역대결을 유지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냉전시대 지역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하나의 다자안보체제도, 지역안
보기구도 존재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 동북아지역이었던 것이다. 미국
은 이 지역에서 일본, 중국, 한국, 한국, 대만과의 쌍무관계, 그것도 일
방적 쌍무관계를 지속해왔다. 그러다보니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나 이승
만, 장개석, 키리노, 최근의 김정일을 포함 모두 필사적으로 미국과의 직
접 1 대 1 관계를 통해서 안보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동북아 지역 역
내 국가들 자체의 집단, 또는 다자안보기구 구성은 불가능하였다.
동북아와 한반도 냉전체제를 이해하는데 이 문제, 즉 미국의 일방적
쌍무관계와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 지역냉전-민족냉전의 지속은 탈냉전
과 세계화의 오늘 미국유일패권시대를 맞아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유일 제국 미국의 현하 세계질서에서의 영향력
때문에, 특수하게는 남북분단[적대]과 한미관계[동맹]는 전후체제, 곧
53년체제-한반도냉전체제의 역사적 쌍생아였기 때문이다. 한반도 냉전
체제에서 남북적대를 상정하지 않은 한미동맹과 북미적대는 불가능하며,
한미동맹이라는 일방적 쌍무관계를 배제한 남북분단 역시 사고하기 힘
들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늘의 한국문제를 이해하는 핵심의 하나가 된
다. 오늘날 이 3자가 냉전시대 맺어놓은 관계동학은 미묘한 변화의 파고
를 맞고 있다. 남북적대의 완화가 한미균열로 연결되는 것은 과거의 질
서주조 요인과 동학에 비추어 자연스런 것이다. 남북적대의 완화가 지역
안보구도의 변화를 갖고 오지 못하고, 즉 한일, 북일, 북중, 북미, 미중
관계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채 한미관계만을 부분적으로
파열, 조정시키고 있는 것은 미국과 동북아 국가들의 쌍무관계라는 이러
한 역사적 연원을 갖는다.
따라서 일반적 수준에서의 동북아시아 지역냉전과 미국의 양자주의,
그리고 특수한 수준에서 한반도의 민족냉전구조[남북적대]와 국제냉전
구조[한미동맹]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보아야한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하나의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깊이 주목하지 못해왔다. 즉 왜 친
북=반미, 반북=친미의 논리구조와 성향이, 등치성은 아니나 상당한 친화
성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남북적대의 완화가 영역을 전이하여
한미관계의 균열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형성요인과 구조 때문인 것이
다. 이 점은 이념문제를 넘어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의 기원, 전개, 구조

를 볼 때 당연한 현상이었다. 왜냐하면 53년체제=전후체제의 구축과정
에서 남북‘적대’와 한미 ‘동맹’의 쌍생적(雙生的) 등장과 지속으로 인해
사실상 이 둘은 한 현실의 분리될 수 없는 표리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세계화와 미국 유일제국화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던 것이다.
양자는 탈냉전 이후 남한 내부에서는 조야한 형태로 민족공조냐 한미
공조냐의 택일을 요구받는 상황으로 표출되곤 하였지만 사실 한반도 냉
전체제를 고리로 이는 민족과 국제 차원에서 분명한 역사적 동일 근원
을 갖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 표출 조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양자주의
체제였다고 하더라도 냉전 시대의 남북적대에 바탕한 한미동맹과 미국
의 일방적 양자주의가 탈냉전 이후 남북교류 및 화해의 수준과 병행 발
전한다면 동북아시아 지역냉전 및 한반도 민족냉전의 탈냉전 이후의 지
속은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변전가능성의 단초를 클린턴정부
와 DJ정부의 대북 온건-온건 조합을 통해 확인한 바 있었다. 김대중-클
린턴 조합의 시기에 남북-북미관계 둘 모두가 한반도 냉전체제 50년 동
안 가장 좋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북한으로서는 안전보장과 경제
지원을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담보받을 수 있는 황금의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었다. 당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한반도 평화장치가 마련되
고, 워싱턴과 평양에 양측 대사관, 또는 상주대표부가 개설되었다면 오
늘의 폭풍은 불필요했었음에 틀림없다.
최근의 북미간의 대결은 53년체제와 94년체제의 붕괴에서도 잠시 설
명하였지만, 평화구축에 실패한 그 체제의 형성 요인 및 과정과 직결되
어있다. 북핵문제는 물론 미국과 동북아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둘은
최악의 관계였고 지금에도 그러하다. 특히 부시 정부 출범 이후 둘의 대
결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네오콘’으로 대변되는데서 볼 수 있듯 전형적
인 두 예외주의자(exceptionalism), 즉 주체사회주의=조선민족예외주의
대 미국예외주의=적의 무조건항복정책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전후
처음으로 일방주의와 무력을 결합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사고와 정책
은 더욱 특기할만 하다. 첫째 특수주의 대 특수주의(particularism)의 대
결을 자신들은 보편주의이고 문명이며 근대이고, 이라크, 이슬람과 북한은
예외주의이고 반문명으로 규정하는 전형적인 서구-미국중심주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세계의 모든 인간과 집단과 국가를 친미와 반미, 선과
악, 친구와 적, 우리와 타자로 양분하는 이분법적 세계관과 정의의 독점의
식이다. 일부 국가에 대한 ‘악의 축’ 및 ‘불량국가’ 규정은 이러한 세계관의
산물이었다. 셋째 수단과 방법의 중요성에 대한 비고려, 즉 악, 반미, 적, 타

자에 대한 절멸의지와 절멸수단으로서의 (예방) 전쟁, 무력공격, 핵 선제사
용의 정당화이다. 미국-이라크 전쟁이 보여주는 바는 악의 제거를 위해서
는 증거에 관계없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선택해도 좋다는 가공할 인식을 보
여준다. 전쟁 수단의 선택은 그 자체 전쟁이지 결코 평화를 위한 수단이 아
니다.
다자주의의 부재와 함께 흥미있는 또 하나의 점은 이러한 동북아 지
역의 집단주의 및 다자주의의 부재가 지역 국제정치에서의 행위자가 매
우 소수라는 점 및 이 소수자의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이 지역의 특성
들과 불가분 직결되어있다는 것이다. 미국, 소련-러시아, 중국, 일본, 북
한, 대만, 남한, 몽골 등 네 개의 분단국가를 포함해 동북아시아의 전체
행위자는 8개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개의 행위자
중 4개가 세계 4대강국이라는 엄청난 힘의 집중과 불균형을 보이고 있
다는 점이다. 그 4대 강국 중 2대 강국 미일은 냉전시대 이래 탈냉전시
대까지 강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일본 중시요인의 제일 고려
요소는 중국 때문이었다. 소련만이 존재하는 유럽에서 미국은 집단안보다자주의를 선도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즉 일본을 핵심적인 지역발판으로 삼아 이곳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었다. 따라서 미-일-한, 또는 미-일-대만으로 이어지는 미국 정점의 지
역통합은 허용하였지만 미국이 배제되거나 또는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
이의 수평적 다자기구의 결성은 전연 불가능하였다.
동북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국제-지역-민족의 3층 냉전구도를 갖고 있
었다. 유럽에서는 지역냉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냉전의 해체
는 곧바로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의 조건을 제공하였으나 동북아시아는
중간층위로서의 지역냉전구조의 존재로 인해 현재 국제냉전만 해체된
채 독특하게도 지역냉전은 지속되고 있다. 미중, 일중, 양안문제, 한국문
제, 북미, 남북, 중일, 한미일, 북중 관계 및 문제들은 냉전시대에 비해
크게 바뀐 것이 없이 거의 그대로 온존하거나,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지
역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따라서 동북아시
아 전체의 지역냉전구조가 엄존하고 강화되는 조건에서 한반도만이 ‘냉
전의 섬’이라는 인식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문제를 동북아
지역 전체에서 접근하지 않을 때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제는 물론 평화
구상 역시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이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역내무역 비율은
이미 EU와 북미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역내 상호 경제의존과 협력은 심

화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에 가장 높은 군비 경쟁과 무기수입증
가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도 역시 이 지역이다. 요컨대 “세계 최고의 경
제성장”과 “세계최고의 군비경쟁”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탈냉
전적인 불균등발전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역인 것이다. 경제통합과 군비
경쟁의 동시 진행,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경제통합을 통한
공존과 평화가 아니라, 경제발전이 무기개발과 구매를 촉진시켜 오히려
군비경쟁과 갈등으로 치닫는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미 2000년 현재 동북아의 역내 무역비중(48.5%)이 EU(53.2%) 및 북미
(46.5%)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사적으로 검증된 (경
제)통합을 통한 공존과 평화를 유념한다면 이미 (경제) 통합에 조응하는 역
내 평화를 달성한 EU 및 북미에 비교하여 동북아에서 절실한 것은 경제협
력 수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군사적 수준의 어떤 돌파라는
점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동북아는 거꾸로 가고 있다. 급속한 경
제성장이 평화강화가 아니라 전쟁준비강화로, 즉 군비증강으로 연결되는
데에 동북아 문제의 심각성이 놓여있다.
재래식 전력증강과 대량살상 무기 확산, 양자 모두에서 동아시아는 세계
의 선두에 서 있다. 냉전의 절정이었던 1985년과 탈냉전 중반의 1995년을
비교할 때 세계의 군사비는 31%가 감소하였으나(1조, 1,700억불-->
8,140억불), 이 지역은 오히려 38%나 증가하였다.(1,020억불--> 1,400억
불).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의 일관된 경향이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기간 동안 세계 무기 수입이 북미지역은 85%, 유럽지역은 36%, 중동지역
은 21% 감소한 반면 유독 아시아 지역은 33%나 증가함으로써 21세기 세
계 최대의 군비경쟁 및 무기시장으로, 동시에 전쟁 준비 지역으로 변전되었
다. 총적으로 1991년-2000년 기간 동안 세계 군사비는 평균 11% 감소하
였으나 동북아지역은 오히려 27%나 증가하였다.11) 요컨대 동북아지역은
세계의 최대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이 분명하게 보여주
는 바는 동북아의 지역냉전은 끝나지 않았거나, 강대국 사이의 충돌을 초래
할지도 모를 정도로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북핵해결과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을 위한 한국의 비전과 전략
은 한반도, 지역, 세계라는 세 수준의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먼저 한
반도 비전과 전략으로서는 남북문제 해결 및 평화정착을 위한 선택과
내용의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 수준은 지역비전 및 전략으로서의 의미

11)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전략균형 2001(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pp.16-31.

를 갖는다.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 대결과 통합 모두에 대한 대응 및 이
니셔티브 비전과 전략,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19세기 초 서세동점
이후 2세기만에 다시 부상하는 동북아시아 시대에 대한 전략인 것으로
서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보통국가 전략, 중국의 화평굴기(和平崛起) 전
략, 북한의 선군주의 강성대국론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구상과 접근을
말한다. 세 번째로 세계전략으로서의 차원을 갖는다. 미국 유일제국, 유
럽통합 및 중국부상 시대의 글로벌 평화구축 및 국가발전전략을 말한다.
미국, 유럽을 포함한 세계대면 전략이기도 하다. 냉전시대의 수직적 한
미관계의 궤적과 특성을 감안,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남북 ‘적대’와 한
미 ‘동맹’의 공존이라는 역사적 쌍생아를 호혜적 상호 협력적 관계로 수
정한다. 동시에 유일 제국 미국을 통하여 세계로 나아가고 세계와 만나
며 세계를 활용하는 구상을 구체화한다.
이것은 그동안 대륙과 해양, 동과 서, 중국과 일본의 충돌요소, 대결
요소로서의 한반도 문제를 대륙과 해양, 동양과 서양, 미국과 중국의 평
화가교(peace bridge)로 삼는 전략을 말하는 것이다. 일종의 교량국가
(bridge state), 관문국가(gateway state), 연결국가(linker state), 중추
국가(hub state) 전략으로서 한국의 과거 조건과 역사, 경로, 그리고 능
력을 고려한 이상과 현실의 타협으로서 일종의 길목국가 전략이랄 수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과 위치, 능력과 크기를 반영하여 역사적
으로 한국은 대륙과 해양, 동과 서, 남과 북,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교
량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것은 이곳의 문명과 문화의 발전, 동시에
지역안정에 기여한 바 있었다. 요컨대 제국의 인방 및 강대국 역학충돌
의 교차지점에 위치한다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은 변방국가라는 하
나의 소극적 위상과 길목국가라는 다른 하나의 적극적 위상을 동시에
제공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과거 역사는 지정학적 조건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은 변방국가와 전초국가에 근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것을 긍정적 방향으로 최대한 적극 활용하는 평화 교량국가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5.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 공동체 건설 전략
북핵해결을 위한 현금의 기축틀인 6자회담은 몇 가지 점에서 커다란
특징을 갖는다. 첫째로 미국과 북한이 1953년 종전 이래 계속하여 한반
도 안보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북미대결 및 대화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일본은 전
후 최초로 한국문제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일본이
전쟁책임문제에서 벗어나 21세기 동북아시아 안보-평화질서구축논의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이 가장 적대적인 북한문제 때문이라는 것은 큰 아
이러니였다. 셋째, 기본적으로 국제문제인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
계국가들 간의 다자적 접근이 국제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최초로 시도
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 다자대화가 한국문제로 인해 최초로 시작되
었다는 점은 이 지역에서 한국문제가 갖는 지역성과 국제성을 잘 보여
준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문제 논의에 미국, 일본 및 남북한과
함께 대등한 차원에서 직접 참여한 것도 한국전쟁 이후 최초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미국이 다자주의, 다자적 접근을 동북아시아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도 과거 미국과 타국과의 일방적인 쌍무관계만 시도하였던 이
곳에서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북한이 수십년 동안 남한
과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이 회담에 남한이 참여함으
로써 제한적으로나마 철회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6자회담은 동북아시아 안보-평화문제의 주요 당사국들이 전부
참여함으로써 성공할 경우 단순한 북핵-한반도문제 해결을 넘어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다자 안보-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틀거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성공할 경우 그것은 1970년대
유럽의 헬싱키 협약에 버금가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따라서 한국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레벨
에서 볼 때는 동북아시아 양대 지역 강국인 일본과 중국이 한반도문제
논의에 동시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도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틀로서는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미국의 주도성을 인정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의 참여는 한국문제를
동북아시아 평화구축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6자회담이 궁극적으로 파탄된다면 국면은 다시 북미 양자의 직
접 대결 상황으로 전이할 것이기 때문에 이 회담의 성공은 한반도 평화
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미 대결구도를
완화시키던 남북관계마저 교착상태에 빠질 때 북핵문제 및 한반도 평화
구축 논의구조는 존재하기 어렵게 된다. 그럴 때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
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은 요원해진다.

우리의 지정학적 전략

적 위치상 북한의 핵화는 남한, 일본, 대만의 핵화를 촉발, 결국 한반도

핵화는 동북아시아 핵확산의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
설적으로 현재의 북핵위기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영구비핵화의 출발
점으로 삼고 그를 통해 영구평화의 초석으로 삼자는 역발상이 가능한
것이다. 즉

북핵포기와 한반도 비핵화

(한국-일본-대만-북한)

동북아 비핵지대화 조약 체결

세계 및 동북아 3대 핵강대국((미, 중, 러)의

동북아 지역 핵 3불협약(불사용, 불반입, 불위협)라는 3 단계를 통해 동
북아시아 핵문제의 영구해결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럴 때 한

반도는 동북아 핵문제 해결의 진원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핵위기와
핵확산의 진앙지가 아닌, 역으로 동북아시아 비핵화(구상)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앞의 대두원인에서 보았듯 국제고립과 경제붕괴,
남북격차를 포함한 복합적인 전체 북한문제의 일부이고, 북한문제는 전
체 한국문제(한반도문제)의 일부이며 그것은 다시 본질적으로 동북아시
아 문제라고 할 때 동북아 갈등의 요체인 한국문제와 동북아시아 문제
로서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핵화 하나를 넘어 각 수준에 조응
하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운
신공간과 역할은, 53년체제와 94년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고 새
안보체제로 재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수적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
서 현금의 북핵문제는 아래의 3중접근을 통해 북핵이 해결될 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 공동체 비전이 성큼 다가올 수 있다. 이것은 평
화문제를 안보문제를 넘어 평화, 발전, 민주주의/인권 문제의 동시 해결
을 위한 복합 다중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특별히 중요한 것은
행위의 주체가 북미를 넘어 북한, 남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3자라는 것
이다. 우리가 북미, 또는 북-국제사회 2자 교환체제를 지양, 3자교환체
제로서 대타협의 틀을 만들어내려는 것은 거시적으로는 기존의 53년체
제와

94년체제를 넘으려는 문제의식이지만, 미시적으로는 이러한 방법

이 아니고는 현실적으로 북핵을 해결한 가능하면서도 바람직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해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남한의 적극적 역할과
그 이니셔티브에 상응하는 평화비용으로서의 경제부담이다. 그리하여
“발전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development), 안보와 발전의 결합
(security-development

complex),12)

“자유(인권)로서의

발

전”(development as freedom)13)이라는 삼중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달성
하는 것이다.
1) 제1단계 : 북핵동결단계
가장 먼저 제1단계에서는 북한의 NPT체제 및 한반도 비핵화 선언 복
귀, 핵 프로그램 국제사찰 수용을 포함하는 북핵동결과 교환하여 한반도
수준에서는 한반도 종합개발 5개년계획(한반도 공동번영 5개년 계획),
또는 북한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작성, 제안, 집행하고 국제사회는 대북
안전을 미국 단독, 그리고 국제사회 공동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먼저 국
제사회는 6자회담을 상설화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며
북미, 북일국교정상화 논의를 본격화한다. 북핵위기는 파탄에 빠진 북한
의 에너지 및 경제 위기와 직결되어있다. 따라서 그것의 극복과정을 동
북아 에너지 및 경제공동체 건설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현가능한 현실적 방도는 동북아에너지개발기구(NEAEDO. North
East Asi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또는 동북아에너지협
력기구(NEAECO)를 설립하여 북핵을 해결하는 동시에 이러한 다자 에
너지 협력기구를 통해 과거 유럽의 초기 (경제)통합을 추동하였던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의 역할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중-러-일-남-북이 모두 참여, 모두에게 커
다란 이익과 수혜가 돌아가는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의 역할은 처음부터 북한경제를 남한경제의 일부로 상정, 개발비
용을 매년 예산에 포함하여 평화비용을 지불하면서 북한경제의 재건을
체계적이며 단계적으로 주도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북한경제의 복원에 대한 기대수준을 미리 예시해주자는 것이다. 제1차
5개년 계획은 아마도 북핵동결과 해체의 기간에 해당할 것이고, 평화체
제 정착단계부터는 제2차 5개년계획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북중
유공급이 재개되며 인도적 지원, 농업구조개선, 특구를 포함하여 대북
지원과 경협이 대폭 증가된다. (표 참조) 이러한 확실한 교환의 방식일
경우 북한은 경제재건과 핵무기를 교환할 하나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재건과정에서 북한경제는 북한의 대남의존강화, 개방강화, 중산
층 및 시민사회 성장과 함께 민주화를 향한 도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

이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발전, 평화, 인권을 복합적으로 연결하여 사고하는
구상, 즉 발전-인권-평화 결합 조합(development-human rights-peace
complex)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주의와 핵화프로그램

의 원인의 하나는 경제의 붕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식량위기
와 기아는 경제의 문제를 넘어 자원배분에 관한 독재 ‘정치’의 문제이고,
도덕과 윤리의 문제이며, 동시에 생명의 문제이다. 동시에 15년 동안이
나 북한이 자체 해결능력과 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아
주 특이하다. 게다가 오늘의 남북 경제 관계상 북한경제구원의 최대 자
원은 잠재적으로 한국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오늘의 위기극복과 평화구
축, 미래의 지역협력을 주도하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21세기 초엽 가장
세계화한 문제인 동시에 가장 지역화한 문제로 등장해있다. 반면 경제
부문의 의존은 정반대 상황에 놓여있어 상호 교류와 지원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놀랍게도 북핵위기 직후 시점에도 남북 교역액은 북한 총 무역액의
약 1/3에 달한다. 남한과 북한의 교역액은 2003년 말 현재 7억 2,422
만

달러로 1990년 남북교류가 시작된 이래 무려 54배나 급증하였다.

그런데 이 남북 교역액은 북한 총 무역액 23억 9,000만 달러(남한은
3,726억 4,000만 달러)의 약 1/3에 달한다.14) 남한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의 하나인 것이다. 또한 2004년 현재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도적
지원규모는 2억 5,620만 달러(정부와 민간의 지원은 각각 1억 1,512만
달러와 1억 4,108만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지원 대북지원 1억 6,577만달러를 합치면 북한은 2004년의 경우 약 4
억달러 이상을 외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15) 이것은 관성
이나성이나 경향을 넘어 하나의 체제이자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2003년 말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경제 규모는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33 대 1(6,061억 달러 대 184억 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 기준으로
15.5 대 1(12,646달러 대 818달러), 무역규모 기준으로 156 대
1(3,726.4억 달러 대 23.9억 달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16) 사실상





비교불가능한 두 분단국가경제라고 할 수 있다. 교역과 지원을 합치면
자립경제를 추구해온 북한경제에서 남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거의
절대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다.
2) 제2단계 : 북핵해체 단계
두 번째는 북핵해체 단계이다. 북한은 핵프로그램 및 시설, 능력을 완
전히 해체, 폐기한다. 대량살상 무기 개발, 생산 중단도 포함된다. 물론
국제기구의 수시/특별사찰을 수용해 해체의 과정을 감시한다. 남한 역시
동시 사찰을 받는다. 남한은 한반도 종합개발계획을 위해 연례 예산 편
성에서 매년 북한개발 비용을 반영한다. 개성공단은 남북공동의 한반도
경제특구로 전환되어 초기적 형태의 경제통합이 시작된다. 동시에 다수
의 남북 공동경제특구를 설치하여 거점발전전략을 추구한다. 거점과 거
점들, 공동특구와 공동특구를 연결하여 개방화와 시장화의 초기 단계에
진입한다. 동시에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남북 스스로 비핵
화를 감시, 비로소 발전과 안보가 맞물려 돌아가는 한반도 발전-안보 복
합체제(development-security complex)가 등장하게 된다.
국제사회는 6자회담을 전환하여 동북아 안보협력기구를 출범시킨다.
냉전이후, 따라서 역사상 최초의 동북아다자안보기구가 등장하는 것이
다. 이를 통해 동북아와 한반도는 평화를 향한 거보를 내딛게 될 것이
다. 북의 핵해체에 조응하여 미일은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일본과
대만은 비핵화를 확인한다. 동북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미 간
에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여 남한은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완전
하게 회복하며 북미군사대결구도를 근본적으로 변전시켜, 정전 이후 처
음으로 한반도평화폅정 체결의 초석을 놓는다. 또한 동북아와 국제사회
는 NEAECO를 본격 가동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체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준비와 조치를 시작한다.
예를 들어 사할린 프로젝트의 경우를 생각해보자.17) 북한을 통과하는
사할린 에너지(석유 및 천연가스)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러시아에게는 막
대한 자원수출 효과를 안겨줄 뿐만아니라 개발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일본의 경제이익제고는 물론,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남한의
에너지 신규수요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실로 다층적으로 파상적인 상호
17) 성원용,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전략과 우선순위”, 동북아지식인 연대편, 『동북
아 공동체를 향하여』(동아일보, 2004), pp. 139-161

이익 창출 구조를 유발,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가 공고히 구축될 수 있는 잠
재성을 갖고 있다. 미국 국내로 말한다면 북핵위기의 고조를 통해 지속적인
무기판매이익을 확보해야할 군수산업과,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천연가스 에너지 개발과 판매를 통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 산업
간의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18) 에너지를 고리로 하여 동북아 지역국가들
은 하나의 공동 파이프 라인을 갖게 되는 것으로서 그 에너지 파이프라
인은 에너지를 넘어 동북아 협력의 파이프라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의존과 협력의 정도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KEDO의 경험을 살려
미국에게는, 북한체제보장의 부담은 지우되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부담에
서는 면제시켜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북한에게는 장기적인 에너지부족
을 국제적 약속으로 해결해줄 수 있으며 중러의 참여로 인해 북한의 의
심과 우려는 충분히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한국은 동북아
시아 경제협력기구, 또는 콘소시움의 구성을 주도, 마샬플랜과 ECSC가
냉전 초기 유럽통합흐름에 기여하였듯 동북아시아 에너지협력기구, 또는
대북 지원 콘소시움 역시 탈냉전 초기 오늘날 동북아에서 그러한 역할
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위기의 정점에서 그 협력기구의
구성을 한국이 선제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3) 제3단계 : 평화정착 단계
북핵동결 및 해체단계를 지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는 비로소 평화정
착의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한반도 비핵화는 완성되어 생산, 배비, 수출
이 완전 금지된다. 그리고 남북 군사교류와 군비감축이 시작되어 군사화
에 쓰였던 많은 예산과 재화들은 복지화로 돌려지게 된다. 제2차 한반도
종합개발 계획이 시작되면서 한반도는 경제공동체의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자유왕래와 자유통신이 이루어진다. 북한의 동북아 다자안보구기
가입이 이루어지고 국제사회의 진입이 완성, 개방화와 시장화의 성숙단
계로 진입한다. 그것은 남한이니셔티브로 북핵을 넘을 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경로라고 할 수 있다.

18) 남한의 경우 천연가스 도입액은 향후 25년간 500억불, 연 20억불에 달할 전망이다.
(임원혁, [북핵문제와 천연가스 프로젝트]. 미간행논문. 2003년 7월. p.5) 이 수요가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사할린 I 프로젝트를 통해 제공될 경우 MD무기체계 판매에
결코 못지않은 거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된다.

북핵문제로 인한 안보-평화문제에서의 남북 상호 대치, 그리고 경제
문제에서의 북한의 대남의존으로 인한 상호통합의 증대로 인해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는, 냉전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적대(핵-군사)
와 의존(경제)의 병존관계에 직면해 있다. 그것의 요체는 한 마디로 ‘비
대칭적인’ 적대적 의존관계라고 할 수 있다. 냉전시대에는 체제, 군사,
정치, 경제 등이 부문별로 전부 ‘대칭적인’ 적대적 의존관계에 놓여있었
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에게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두 한국의 관계는
급격하게 협력적 상호 의존관계 및 경제통합의 제고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한반도 종합개발 5개년 계획
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상세한 미래발전계획을 통해 발전
과 평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최소의 평화비용에 따
른 공동번영을 말한다. 이 때 안보는 곧 평화체제로서의 안보를 의미한
다. 북한의 핵화 프로그램 및 인권참상이 경제파탄과 체제폐쇄로부터 초
래되었음을 유념, 발전이 평화와 인권 쌍방향으로 파급하는 긍정적 효과
에 주목, 북한에게 발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다. 장기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북한에서 시민계층이 성장하면 대외개
방 및 민주화, 남북평화공존은 불가피하게 초래될 수 밖에 없는, 의도하
지 않았으되 초래되는 일종의 토크빌효과(Tocquevillean effect)19)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의 결과는 북한의 개혁개방, 민주화, 국제사회

진입을 통한 평화적 공존과 통합으로의 길일 것이다. 요컨대 북한 핵-군
사 문제와 인권 문제의 동시 해결의 틀로써 공동발전의 방법을 추구하
자는 것이다.

이 때 봉쇄정책이 아니라 온건정책이 사회주의 붕괴를 불

러일으켰다는 통찰은 크게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0)
3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한반도평화협정의 체결일 것이
다. 한반도평화협정의 체결은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영원히 소
멸하였음을 의미한다. 그 동안의 논란만큼이나 평화협정의 체결은 중요
한 문제들이 아주 많이 가로놓여있다. a. 전쟁의 완전한 종식의 선언, b.
전쟁 책임 논리의 우회, c. 전후 청산의 문제 - 인적 청산, d. 전후 청산
의 문제 ; 체제인정의 방식과 범위-국가성의 문제, e. 전후 청산의 문제
- 영토분할 및 관할권의 문제, f. 무기 및 병력의 문제 증강과 감축, 감



시의 문제, g. 헌법, 규약, 법률의 문제, h. 동맹관계문제, i. 주한미군 문
제, j. 유엔군 사령부 - 한미연합사의 문제, k. 기능적 문제들, 특히 평화
관리 및 감독기구의 구성, 역할, 책임, 권한, 자격의 문제, l. 군비통제기
구, 또는 레짐의 설치문제, m. 국제보장의 방식의 방식 등 한반도 평화
체제의 성격과 내용을 결정할 핵심적 내용들이 담겨야 할 것이다.21) 평
화협정의 체결과 함께 한반도 평화는, 군비축소 및 국제보장과 함께할
경우, 지속가능한고 공고한 평화거버넌스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검토가능할 것이다. ➀ 기존의
2+2방식인 남북(당사자) + 미중(보장자) 방식을 포함해, ➁ 남북미 3자
협정 ➂ 남북미중 4자 기본협정 +남북(부속)협정 + 북미(부속)협정
(4+2+2) ➃ 남북 + 북미 이중 교차 협정 ➄ 남북 양자 협정 등의 방
식이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➀과 ➂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경
로이자 방식이랄 수 있을 것이다. 이 둘이 적정 수준에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차원과 지역차원 및 국제차원을 동시에 포괄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전협정체제의 대체로서의 평화체제라는 명분에도 들어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협정 하나로는 결코 한반
도 평화체제가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평화협정을 한 요소로 포함하는 아래와 같은 한반도 3중 평화체제를 대
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평화협정

북미수교 및 관계

정상화(테러지원국 리스트 해제 및 경제봉쇄 해제 포함)

남한 및 북

한과 미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 기구 구성(동북아 평화
포럼, 또는 한반도 평화포럼 형태로 출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는 한반도평화체제의 보장 및 동북아안보협력체
제를 구축, 본격 가동한다. 북한의 최종적인 국제사회 진입도 완성된다.
북핵위기의 핵심요인의 하나는 국제적 수준으로부터 발원하였음을 알고
있다. 미국과의 대치는 물론 미일과의 관계정상화 실패, 남한과 중러의
과계 증진이 초래한 고립과 위기의식이 핵화 프로그램을 결정적으로 촉
진시켰던 것이다. 게다가 동북아시아 지역은 냉전시대 내내 미국의 일방
적 양자주의로 인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역 집단안보체제나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양자의 조건을 결합하여 이제 탈냉전 시대 북핵문
21) 이러한 내용을 분석한 평화협정 초안에 대해서는 졸고,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
화; 잠정 초안의 원칙, 내용, 비전”, 『민주법학』 25호 (2004년 2월), pp. 259-297.

제 해결과 역내 평화공동체 건설의 한 대안으로서, 북미 북일 국교정상
화라는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진입보장과 함께, 다른 지역과 같은 지역
다자기구를 건설하는 것이다. 한반도, 동북아, 국제 수준 모두에서 평화
건설의 핵심문제의 하나는 북한의 개혁개방, 민주화, 국제사회 진입에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북미, 북일 사이에는 국교가 정상화되어 대사관을 설치교환
하고 자유교역과 자유왕래가 이루어진다. 또한 미중러 3대핵강국의 한반
도와 동북아에서의 핵불사용을 확인, 동북아 비핵지대가 최종적으로 출
범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협은 영원히 사라진
다. 동시에 NEAECE 역시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점진적으로 분야별에서
시작하여 정상조직(頂上組織), 또는 연합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북
아 공동체, 이를테면 동북아시아 집행기구/동북아시아 공동체위원회, 동
북아시아 의회(North East Asian Parliament), 동북아시아 난민 고등판
무관실, 동북아시아 무역기구, 또는 경제협력기구, 동북아시아 인권재판
소, 동북아시아 인권위원회, 동북아시아 평화센터, 동북아시아 군축센터,
동북아시아 이주노동자센터, 동북아시아 여성인권센터, 동북아시아 역사
재단, 동북아시아 비핵지대기구, 동북아시아 환경기구, 동북아시아 NGO
연합회의 등을 추구하고 형성하며 서울을 포함한 한국에 유치하도록 한
다. 한국은 비로소 지난 150년과는 달리 동북아 갈등의 허브가 아니라
평화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표 4 : 북핵해결,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의 삼중전략>
북한

한국

NPT 체제 복귀

한반도종합개발계획 시작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 북한개발 예산편성

동결

대북경제지원 대폭 확대

제1단계:

5MW 원자로 가동중단

북핵동결

HEU 프로그램 국제사찰

(인도적지원, 농업구조개선
사업, 특구 경협)

수용

남북 고위 회담 정례화/

및 수출중단

위기관리체제 설치

한반도 비핵화 복귀 선언

(development-security

능력의 해체/폐기
(PU, HEU프로그램 포함)
5MW 원자로 및 재처리
시설 해체
대량살상무기 개발, 생산,
수출 중단
국제기구의 수시/특별사찰
수용-해체, 폐기과정 감시
평화적 핵시설의 건립과 운영

complex)

출범
․

연례예산

북미 북일 국교정상화 논의시작
동북 에너지협력기구 출범(NEAECO)
동의국가의 대북중유공급 참여

․ 동북아안보협력기구 출범(6자회담 전환)
․ 북․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편성(에너지 및 사회간접자본

․ 일본․대만의 비핵화 확인

개발 상시지원)

․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 개성공단의 남북공동경제특구로
의 전환
․ 다수의 남북공동경제 특구 추가

․ NEAECO 본격가동
․ 동북아 경제 협력체 추진
․ 6자회담의 동북아 안보협력체로의 전환

설치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가동

․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 비핵화 완성(생산, 배비, 수출 금지와 감시)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가동(상주대표부 교환)

평화정착

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

․ 미일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한반도종합개발계획

․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제3단계;

6자 회담 및 워킹 그룹 상설화

․ 한반도 발전-안보 복합체제

핵 프로그램 및 시설,

북핵해체

대북 안전 선언 및 보장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해체-

대북중유공급 재개

대량살상 무기 시험 유보

제2단계:

동북아/국제사회

․ 군사교류와 군비감축 시작
․ 제2차 한반도종합개발계획 시작(북한의 시장화․개방화
진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단계진입)

․ 한반도평화협정 국제적 보장
․ 북․미/북․일 국교정상화 (대사관 교환설치,
자유교역, 자유왕래)
․ 미 중 러 3대핵강국의 한반도․동북아 핵불사용
확인-동북아 비핵지대 출범
․ 동북아 안보협력기구/에너지협력 기구

․ 자유 왕래와 자유 통신
․ 북한의 동북아 다자안보 참여와 국제사회 진입 완성(국제규범 준수)

본격 가동
․ 동북아 공동체추진(정상회의, 집행위원회,
지역인권협약)

현재목표

장기목표

안보, 경제회복

번영, 평화

평화(통일)구축, 경제협력, 공동 번영, 인권증진

평화, 인권, 협력

이것은 사실 남북-한미-북미 사이의 3자 3변 관계를 어떻게 변화, 형
성, 정초해 갈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된다. 아래의 <그림1> <그림2>를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의 변화, 즉 남북 ‘협
력’와 한미 ‘동맹’의 상관관계,

변화,변질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

는 동북아 전체의 4자 6변 관계로의 문제의식의 전면적인 확장이 필요
하다. 중요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른바 “(동북아) 이중 3자 3변 관
계”(남북미, 남북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림 1 : 南 - 北 - 美 3자 3변 관계의 변화 동학>

<그림 2 : 탈냉전기 南 – 北 – 美 – 中 2중 3자 3변 관계의 동학>

1번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포기/군축 대 대규모 경제지원/한반도평화협정 체결
2번은 비핵화 대 국교정상화(정치적 외교관계 수립, 군사적 체제보장, 경제봉쇄해제)
3번은 동맹지속/ 동북아 다자안보 병행/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4번은 체제보장확약/경제지원 대 비핵화/동북아 다자안보 참여 요구
5번은 경제교류 지속 및 군사안보 협력증진

6번은 북한체제 공동 보장, 한반도 평화협정지지 및 한반도평화체제 보장,
동북아 다자안보 구축

이때에 북미관계 정상화 또는 한반도 평화체제 진입에 따른 남한의
대응과 준비는 예상보다 훨씬 더 철저한 대비를 요한다고 하겠다. 북미
관계의 진전 및 북미관계 정상화에 수반되는 급변구도, 이를테면 남북
동시 대미 구애경쟁을 대비할 이념적, 국민 의식적, 외교적, 군사적, 국
제-국내 법률적 대비를 하고 있는가? 또한 북미관계의 진전 및 북미관
계 정상화에 수반되는 남북관계에서의 변화속도와 영역에 대한 준비, 특
히 헌법과 법률, 제도의 의식, 군사 영역의 준비 철저가 필요하다 하겠
다. <표 5>와 <그림 3>이 보여주듯, 그동안의 한미관계의 역사적 진화
를 생각할 때, “국내” 민주주의와 “한미” 대등관계를 “동시에” “더욱”
발전시킬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정교한 인식체계와 대응논리가 필요
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표 5 : 국내정치와 한미관계; 역사적 궤적과 오늘>

Foreign
Domestic
Submissive

Assertive

Authoritarian

Democratic

Chun Doo Hwan/

John Chang

Roh Tae Woo
Syngman Rhee
Park Chung Hee

Kim Young Sam
Kim Dae Jung
Roh Moo Hyun

<그림 3 : 국내정치와 한미관계 ; 역사적 궤적과 오늘>

특별히 이미 한미FTA 체결로 인해, 상호 악순환, 또는 반대관계에 놓
여있던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이미 상호 선순환관계로 진입할 수도 있
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을 통해 비로소 북미관계가 개
선될 수도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시점에서
한미FTA의 체결은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동북아 국제관계 차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
결시도는 ‘한-미 동맹 강화’와 ‘한-중 관계 개선’이 양자택일 구도가 아
님을 보여준다. 한국에게 미·중 양자택일 논리는 이제 맞지 않는 것이다.
일본의 곤혹스런 반응 역시 동북아 국제관계의 기축이었던 미-일 관계
에 대해 한-미 관계가 경쟁관계로 상승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미
관계가 미-일 관계의 종속 위치를 벗어나 동북아 협력과 평화를 위한
일본 견인의 방법을 함축한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남북관계 영역에
서 초래되고 있다. 과거 냉전 시기였으면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같은 한-

미 관계강화는 북한으로부터 미제 식민지화, 예속화라는 격렬한 비난에
직면했을 것이다. 한-미 동맹과 남북 적대는 한국전쟁의 역사적 쌍생아
이기 때문이다. 즉 ‘적대’와 ‘동맹’이 동근(同根) 적대물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 OPZ) 지정
에 최종 성공한다면(한미FTA 체결이라는) 한-미 관계 강화가(개성공단
의 활성화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 및 북한 경제회복과 국제진출에 기여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10년동안 지속된 포용정책의 효과로 “한-미”,
“남북” 두 관계가 완전히 상전벽해가 되어 선순환 관계에 돌입하는 것
이다. 궁극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북한엔 남한을 발판 삼아 세계
진출과 경제발전을 이룰 기회가 될지 모른다.
6. 한미관계, 한반도 평화 그리고 의제와 영역 : 2·13 북‘핵’ 합의,
그리고 한미 ‘FTA’
2006년 10월 9일 북핵실험 및 14일 유엔제재 결의 이후 최근의 급
격하고도 집중적인 4중변환은 북핵문제를 다자주의와, 상호 양보와, 한
국 이니셔티브와, 평화적 수단을 결합하여, 최소 비용으로 해결하며 궁
극적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로 보여진다. 지금은 그만
큼 중대국면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제 단기적으로 공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와의 상황과는 달리 미국이 2차 북핵위
기 이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한 최초의
계기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의사표시를 포함한 ➀ 미국의 전
환(11월 18일 하노이 부시 대통령, 11월 19일 백악관 대변인, 11월 28
일 힐 차관보의 김계관 부상에게의 의사전달), ➁ 6자 회담에서의 2007
년 2.13 합의, ➂ 북미 양자 직접 접촉과 대화, ➃ BDA 문제 해결을 위
한 미국의 적극적 양보가 연속적으로 진행된 일련의 사태는 제2차 북핵
위기 및 북핵문제, 한반도 정전체제 전환 - 평화체제 구축의 중대한 역
사적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것들은 일방주의를 고수하며 완고했던 미국
의 전환으로 시작된 전환과 변동으로서 말을 바꾸면 국제문제, 동북아
문제로서의 한반도 정전체제 및 북핵문제 본질의 해결과정으로의 돌입,
또는 그 발현의 출발이랄 수 있다. 그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의 인정을 말한다. 즉 그동
안의 악의 축, 폭군 등 규정의 사실상의 철회와 북한의 실체 인정을 의
미한다. 즉 정책의 전환을 초래한 인식의 전환이 먼저 있었음을 의미한

다. 둘째, 동시에 ‘만남’, ‘회담’ ‘선제 포기’ (악의 축과의 거래, 협상 불
용) 용어만 사용하다가 최초로 ‘협상’, ‘주고받기’, ‘거래’에 착수한 것을
의미한다. 선악의 승패가 아니라 요구의 교환, 협상, 주고받기라는 국제
정치의

본질로

회귀인

것이다.

이른바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 정책의 포기를 의미한다.
셋째, 북핵을 촉발한 요인으로서의 ‘구조’(한반도 정전체제=북미적대
구조) 제거 의지와 이행의 공개적 공식적 표명을 말한다. 이는 9·19 다
자합의의 정신 인정 및 조치 이행의 시작으로서 안전보장 없이 핵 제거
없다는, 대조선 적대정책의 중단 및 평화보장체제 구축없이 핵포기 없다
는 북한 주장의 미국식 인정과 수용을 의미한다. 넷째, ‘요소’로서의 북
핵 제거와 ‘구조’로서의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의 동시 과정을 사고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원인과 결과, 부분과 전체, 질료와 형상의 관계
와 연쇄고리를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른바 “출발 요인” “제일
원인”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의 사실상의 “상호 귀책”을 뜻한다. 산물이
원인을, 요소가 구조를 뒤흔드는 바람직한 “역진적” 상호 규정 현상의
시작인 것이다. 북핵제거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밀
접불가분한 상관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일방주의의 사실상
의 조종이자 종식을 뜻한다. 물론 이러한 전환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한 잠정적인 조치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에 비추어 부시정부가 2기 후반부 들어 네오콘식 접근을 현실주의
내지는 타협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부시-노무현 조합이 보여주고 있는
현금의 국면은 북한으로서는 김대중과 클린턴의 온건-온건 정책조합으
로 가능했던 황금 시기의 변형된 재등장에 직면해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전통적인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강경(미일) 대 온건(한중)으로 변
전하여 대립되었던 그간의 구도에서 미국의 극적인 전환으로 인해 일본
만이 고립된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위안부 문제에
서도 사실상 국제적으로 고립된 형국이다. 이를 볼 때 현재는 북한으로
서는 2002년 2차 북핵위기 발생 이후 최선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금번의 이 황금 기회마저 놓칠 경우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한국민족의
평화비전은 상당히 암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래의 <표 6>과 <그
림 4>를 보자.

<표 6 :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조합; 온건과 강경의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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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e
Clinton/Kim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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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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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Roh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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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War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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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조합 ; 온건과 강경의 매트릭스>

그러나 문제를 북핵과 FTA 둘 모두로 확산할 때 결코 간단치 않은
복잡성이 남한 앞에 놓여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과 미국의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사이의 다음과 같은 극적인 충돌 때문이다. 이를 정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다음과 같은 교직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떻게 새로운 진보의 인식과 조합방정식을 만들어
낼 것인가? 이러한 복합게임의 위기(risk)와 기회(opportunity), 이익

(benefit)과 손해(cost), 즉 편익의 대차대조표 분석과 대처가 절대적으
로 필요한 것이다.
<표 7 : 2대 핵심 한국문제와 미국국내 정치;북핵과 FTA의 교직과 한국의 대응>

정당의제

공화

민주

북핵

강경

온건

FTA

온건

강경

한국 진보와 보수의 과거와 같은 이해의 결과는? 이제 명백히 과거방
식의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을 넘어서야할 것이다. 국내문제로 오면 더욱
복잡한 조합이 놓여있다. 때문에 대화와 동의는 두 레벨의 네 차원에서
필요하다. 한-미 두 정부, 각각의 행정부와 입법부, 정부와 국민, 그리고
부문과 부문, 이익과 이익 사이를 말한다. 요컨대

협상의 4차원과 국내

정치가, 제 1 차원 - 국가 대 국가; 한미 협정체결. 즉 외교적 절차, 둘
째 제 2 차원 - 정부 대 의회; 비준. 즉 입법적 절차, 제 3차원 - 정부
대 국민·시민사회; 설득과 동의. 정치적 헤게모니적 절차, 제 4차원 산업 대 산업, 부문 대 부문; 이익분기, 이해관계 대립, 경제적 계층적
지형과 절차를 말한다. 이제 한미관계는, 그리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
화구축 문제는 의제(북핵 대 FTA)와 영역(국내 대 국제/외교) 모두에서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미 FTA의 경우 진보=친노무현=반FTA=반노무현(정책과 노선
중심), 보수=반노무현=친FTA=친·반노무현?(인물과 조직 중심)으로 정
렬, 전자는 3중 등식이 성립되나 후자는 마지막 등식이 성립되지 않아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실로 커다란 부정적 도전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
겠다. 우리가 설정했던 민주주의, 평화, 발전 사이의 관계동학을 유념할
때 이는 상당히 깊은 성찰을 요한다 하겠다.

<표 8 :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의 조합; 현재의 한국>

영역정당/정치세력

국내정치

외교정책

반대

지지

지지

반대

보수세력/반대정당
(opposition party)
진보세력/지배정당
(ruling party)

1876년 개항 이래 1970년대까지 한국은 100년전쟁 상태에 있었다. 청
일전쟁, 중일전쟁, 2차세계대전, 중국내전, 한국전쟁, 배트남 전쟁····. 한국
은 왜 “긴 20세기”(the long 20th century)의 주요전쟁에 거의 전부 참여
하거나 연루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동아시아를 보더라도 베트남 전쟁 때
까지 약 150년 전쟁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20
세기 동아시아 ‘갈등의 중심’(hub of war)에서 21세기 ‘평화의 중심’(hub
of peace)으로 바꾸어야하지 않는가? 한국의 지정학적 요인은 우리를 영원
히 갈등의 중심으로 남아있기를 요구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
는 평화의 중심으로 변전될 수 있는 것인가? 앞의 구상이 점진적으로 실
현된다면 우리는 이곳 한반도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의 진앙이요 발신지
가 되는 상큼한 변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완성되어 회원국별로 국민투표 중인 유럽헌법에서는 안보의 근
본개념, 즉 국가안보개념을 뛰어넘는 공동안보, 공동방어 개념을 채택,
제시하여 21세기 안보와 평화의 관념을 뿌리채 전복시키고 있다. 역내
국가간에 안보와 방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적대와
전쟁과 갈등의 요소가 근본적으로 삭제되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네덜
란드와 벨기에서 “국가안보”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유럽(지역)
안보,

또는

유럽(공통)안보란

개념(European

security,

European

regional security, European common security)은 가능할지 모르나 네
덜란드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란 개념은, 추상을 넘을 경우, 유럽
헌법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세계에서는

성립불가능하다.

주권국가

(sovereign state)의 등장과 함께 확립되었던, 국가 간 갈등을 전제로
한 국가안보의 개념은 이제 통합화화 평화화의 경로 속에서는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을 포함,

아직까지

유럽

국가들이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를 넘어 공동안보(common security)나 지역안보
(regional security)를, 또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유용한 채널로 인정하
고 수용하였던 유럽안보(European Security)의 개념과 같은 지역단위
안보구상, 즉 동북아 안보(North East Asian Security)의 구상이 이곳
역내 국가들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국가안보, 즉 중국안보,
일본안보, 한국안보, 북한안보, 대만안보의 개념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다. 동북아 안보의 확보 없이는 한국안보, 일본안보, 중국안보의 확보도
어렵다는 발상의 전환, 요컨대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대만이 모두 동
북아 안보의 확보 없이는 국가안보도 어렵다는 인식에 도달해야하나 여
전히 역내갈등요인을 상정한 국가안보 관념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이것은 오늘의 한반도 위기에서 볼 수 있듯 너무도 절
박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평화의 궁극적 목적에 따를진대 개인적, 사회적, 국제적 평화는 구체
적 생명 하나하나의 절대수준에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혼란스런 사
회, 전란의 세계에서 개인의 영혼이 평안할 수는 없다. 한 사회가 파국적
위기를 넘는 지혜는 결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산물일 수 없다. 그것은 사
회적 지혜의 총량에 의해 결정된다. 오늘 우리의 위기의 재연은 결국 우리
가 평화를 위한 집합적 지혜의 창출에 실패한 우리 자신의 무능과 오만의
산물이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는 평화를 위한 우리의 주체적
이고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결코 창조되지 않는다. 오늘의 칼끝에 선 위기
가 모두의 삶과 영혼의 평안으로 연결되기까지 우리는 평화를 위한 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걸음을 모으는 연대를 멈추어서도 안
될 것이다. 평화를 원하면 우리는 평화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북미 간 핵균형 :
불확실성에서 안보 딜레마 파생
서재정 코넬대 교수, 정치학

이 글은 북핵위기를 하나의 경험적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
서 간과되었던 세계정치에 현존하는 안보 딜레마 논리를 보여주고자 한
다. 많은 이들이 ‘북핵 위기’의 원인 제공자로 북한 또는 미국을 비난하
지만, 이 글은 ‘북한위협론’이나 ‘미국위협론’ 모두 북핵위기를 설명하기
에는 불완전하며 편파적인 것으로 본다. 위기를 보다 포괄적이고 덜 편
파적으로 이해하려면 이러한 정반대의 가설들을 하나의 북미 간 전략적
상호관계를 고려하는 동적인 모델로 통합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북핵
위기’ 그 자체는 북한과 미국이 각각 상대의 능력과 의도에 대해 확신하
지 못하는 가운데 행위하면서 산출한 안보 딜레마의 표출이다. 안보 딜
레마는 사회적 관계를 악화하는 방식의 정체성에 의해 행동이 좌우될
때 발생한다. 요약하면, ‘북핵위기’는 미국과 북한의 행위와 정체성이 부
정적으로 상호증폭되는 과정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북핵위기’가
안보 딜레마의 표출이라는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핵 위기를 끝내기 위해 필요한
긴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Twenty Years After June 1987:
Where Are We Now, and Where Do We Go from Here?
PAIK Nak-chung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Editor, The Quarterly Changbi

I. The June Democratic Struggle and the Regime of 1987
The nationwide uprising of June 1987 put an end to the tyrannical
rule of Chun Du-hwan’s regime and opened a new chapter in
South

Korea’s

contemporary

history.

True,

it

has

had

its

background in the April 19th Student Revolution of 1960, the
Pusan- Masan Uprising of 1979 and the May Democratic Struggle
of

Kwangju

1980.

But

it

represents

a

categorically

new

achievement in having initiated a democratization process that has
continued

for

the

past

twenty

years

reversals such as the military takeovers of
May 17, 1980.

without

experiencing

May 16,

1961 and

At the same time, there is a prevalent sense of

crisis in Korea today that the so-called ’87 regime that was
formed after June 1987 has now reached its limit and is in need
of a new breakthrough.
While searching for an answer, some analysts will offer a
diagnosis that although formal and procedural democracy was
achieved through the June Struggle, substantive democracy in the
economic and social fields has remained as inadequate as ever or
has even suffered a retreat. This view grasps only part of the

truth and we must also beware of such kind of facile dichotomy.
Political democracy itself, even after its foundation had been lai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constitution and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in 1987, still had to be fought for and
arduously extended at each step through the regimes of Roh
Tae-woo, Kim Young-sam, Kim Dae-jung and Roh Mu-hyun. Nor
can we yet assure ourselves of its

‘irreversibe achievement’,

even though the possibility of reversal through
has been more or less eliminated.
July-August

Great

improvements

in

Labor

the

Furthermore, just as the

Struggles

workers’

a military coup

of

welfare

1987

and

an

has

made

advance

in

procedural democracy, the distinction between the ‘form’ and the
‘substance’ of democracy is at best a matter of expediency.
Behind the easy resort to such distinction is the assumption
that the true aim of the June Struggle was to build ‘people’s
democracy’ or socialism—or at least social democracy—in South
Korea. From such a vantage point, the June 29th

Declaration (by

the government candidate Roh Tae-woo acceding to many of the
protesters’ overt demands) was nothing more than a deceptive
move to prevent the full success of the popular struggle, and
such interpretation turns the past twenty years into a period of
thwarted hopes where the people won the shell but lost the core
of

democracy.

interpretation

In
of

my

view,

Korea’s

this

reality.

is

a

Going

very

one-sided

beyond

such

one-sidedness should also represent an important task for us as
we commemorate the 20th anniversary of the June Struggle.
At any rate, there exists a broad consensus that the ‘regime
of 1987’ (if we call by that name the general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order created by the June Struggle and its immediate
aftermath) constitutes an order much superior to what preceded
it, but that it was from the beginning an unstable structure based
on a number of make-shift compromises, and has by now almost
reached the end of its tether.

Of course, some would go further

and assert that it was already replaced by the ‘regime of 1997’

at the time of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IMF bailout. Others
contend that the ’87 regime has been finally destroyed in 2007
by the government’s arbitrary decision to conclude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while still others, of the ‘New
Right’, call for the launching of a ‘regime of 2007’ in a different
sense, namely, one that puts an end to the ‘pro-North Korean
leftist regime’ through this year’s presidential election. All in all,
one rarely hears a voice claiming the health of the ’87 regime
and its warrant for continued existence.

II. Looking Beyond the ’87 Regime
The vision of overcoming the ’87 regime depends largely on what
we consider to be the larger system of which the ’87 regime is a
subclass,

and

within

what

more

comprehensive

scheme

of

periodization we place the post-1987 period. For instance, the
argument (including the above mentioned notion of ‘the 1997
regime’) that the progress in political democracy since 1987
actually

amounts

to

the

failure

of

substantive

democracy,

accompanied as it was with the ascendancy of neoliberalism,
represents a point of view that seeks to understand the South
Korean society of the last twenty years mainly in terms of the
‘neoliberal phase’ (beginning in the early 1980s) of the modern
world-system.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South Korea exists as a part of
the

capitalist

world-system,

and

that

the

global

trend

of

neoliberalism has exercised a great influence on the post-1987
history.

However, in order to determine the precise extent and

manner of that influence, and the best possible response that
South Korean society may adopt toward it, we need not only a
more exact understanding of what neoliberalism is, but a closer
analysis of the concrete ways in which it affects the
society.

Korean

I am no expert knowledge in either of the two topics, but I
will try to lay down my basic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neoliberalism.

In my view, it is an attempt to return to an even

older form of liberalism than the ‘old’ liberalism itself, namely, to
liberalism in its early days before it managed through a laborious
route to combine itself with values of democracy and the welfare
state. Capitalism in its crisis of accumul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has decided to subvert those values and replace them
with the resuscitated doctrine of unrestricted free market. One
may well doubt whether this ‘new’ liberalism may even qualify as
‘liberalism’, since it has lost even the progressive aspects of
early capitalism, such as the removal of feudal fetters and the
promotion of healthy individualism. attempting instead to solidify
the inequalities created by contemporary capitalism.
Even so, the effects of neoliberalism differ according to the
time and place. In South Korea’s case, the decisive turning point
for its ascendancy was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but the
consequences also included the implementation of certain reforms
either liberal or democratic in nature that the Korean society
urgently

required.

Ending

the

arbitrary

dominance

over

the

financial institutions by the government was one of them, and the
financial crisis also helped the peaceful transition of political
power to the opposition in 1998, facilitating the political reforms
in the initial days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Of course,

one may offer the counterargument that all such reforms only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liberal

politics

and

the

establishment of capitalist institutions, but in that case one must
produce a fuller critique of liberalism or capitalism per se,
together with persuasive short-, middle- and long-term projects
for countering it, rather than using ‘neoliberalism’ as a blanket
term to include everything one opposes.
Global perspective is not the only requirement necessary to
illuminate the concrete nature of the ’87 regime.

The peninsular

or all-Korean perspective must come into play as well, given the

fact that South Korea still is a divided country. At a symposium
commemo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the June Struggle, I
proposed that “instead of seeing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only within the context of South Korea’s history, we should
comprehend

and

evaluate

it

as

an

occurrence

within

the

peninsula-wide division system.”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June Struggle and the Meaning of its Tenth Anniversary’, The
Shaking Division System, Seoul: Changbi Publishers, 1998, p. 212)
Although the country was first partitioned in 1945 and separate
regimes established in 1948, it was only after the Korean War
ended in a stalemate in 1953 that the division came to be
solidified to take on a certain systemic character . This division
system

subsequently

survived

such

challenges

as

the

April

Revolution of 1960 and the Kwangju Uprising of 1980, and was
not terminated by the June Struggle of 1987.

When seen from

this perspective, the ’87 regime comprises a subclass of what we
may call the 1953 regime.
But the division system entered a period of instability when
one of its pillars,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South, was
overturned. It lost another, a crucial one at the global level, when
the East-West Cold War came to an end. Then in June 2000,
with the North-South summit meeting in Pyongyang and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issued there, the prospect of overcoming the
’53 regime finally came into view.
As

this

perspective

brief
on

the

survey
’87

shows,

regime

is

applying
not

a

the

peninsular

‘division-centered

reductionism’ that emphasizes only the inter-Korean relations at
the

expense

of

changes

within

South

Korea

or

the

global

geopolitical order. The very term ‘1987 regime’ is an appellation
that foregrounds events internal to the South, and implies such
major domestic agendas as the continuation of the democratizing
process, the search for a new developmental model, and either
the accommodation or the rejection of neoliberalism. But the
peninsular perspective does insist on not losing sight of the fact

that responses even to these domestic agendas operate within the
force field of the division system and that domestic progress in
democracy has owed much of its success to factors like the
reunification movements at the civilian level, which never stopped
even under the ’53 regime, or to attempts at the government
level to mitigate the North-South confrontation such as the Roh
Tae-woo regime’s ‘Northern policy’ (itself an achievement of the
’87 regime).
Consequently, the recognition in the division system theory of
the decisive significance of the year 2000 represents a different
stance

from

that

of

‘national

liberation’

or

the

nationalistic

privileging of reunification above all other goals. The ‘Age of
June 15’ that takes the year 2000 as its starting point does have
a special meaning in providing a periodization scheme that the
two Koreas have been able to share for the first time since 1953
(the year of the Armistice), but the degree of its realization in
terms of the concrete social reality on either side remains rather
limited. Not that it has been working at the symbolic and
ideological level alone, for its impact on everyday life, too, has
been considerable. Yet, speaking of the South, ‘the Age of June
15’ has not terminated the ’53 regime and indeed, cannot even be
said to have ended the ’87 regime.
The IMF crisis of 1997 was much more powerful so far as
direct impact on South Korea’s daily lives is concerned. To find
in it the inauguration of the ’97 regime, however, amounts to
certain overestimation of the progressive character of the ’87
regime. In other words, such view minimizes the many inherent
limitations of this regime as a subclass of the ’53 regime, and
overlooks the fact that the 1997 financial crisis was no more than
a dramatic exposure of the South Korean society’s pursuit, in
some ways more reckless than anything before 1987, of the
dreams of ‘joining the advanced nations’ and ‘absorbing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it is still another oversimplification to

assume that the positive dynamics of the ’87 regime were totally
exhausted in the IMF crisis. Again, more adequate appraisals
demand the peninsular perspective, which provides a much more
complex

yet

in

its

own

way

a

coherent

picture

of

the

interconnections between 1987, 1997 and 2000. In this picture,
1987 marks a decisive turning point in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and inaugurates the ‘period of oscillation’ of the
division

system,

but

neither

the

constitution

nor

the

major

political parties nor even most of the social movements of the ’87
regime set out with ‘the overcoming of the division system’ as a
clearly

conceived

agenda.

The

consequent

accumulation

of

unresolved problems led to the economic crisis of 1997 and in
combination with the crisis in the North including the food crisis,
came to seriously challenge the division system. The ensuing
June 15

Joint Declaration would then represent at once, the

direct effect of the peninsula-wide crisis and the product of the
resilience and dynamism of the Korean people seeking a new
opening

in

mutual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gradual

reintegration, rather than in persisting with the status quo or
resorting to an increased dependence on foreign powers.
I have argued that the year 2000 marks the turning point
from the division system’s period of ‘oscillation’ to ‘disintegration’
(Unification Korean-Style, Present Progressive Tense, Changbi
Publishers 2006, p. 6), but the periodizations that take as its
respective unit of analysis the whole Korean peninsula and only
one half of it need not be in full agreement. Thus, the view that
the ’87 regime in the South has persisted beyond 2000 does not
necessarily contradict the notion of ‘the period of disintegration
of the division system’ that begins in the year 2000. However,
for such disintegration to run its course and lead to a better
system, the overcoming of the decrepit ’87 regime in the South is
a prerequisite. The 20th anniversary of the June Struggle, when
the international conjuncture seems more favorable than ever for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terminal symptoms of the ’87 regime are
becoming daily more apparent, would be the moment for taking a
decisive step toward a new age.

III. South Korea’s Choice in 2007
2007 also happens to be the year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South—another

reason

for

its

potential

as

a

decisive

watershed.
Voices in the conservative camps of South Korea too, find in
this year’s presidential election a crossroads for the entire
Korean peninsula, rather than just an opportunity for retrieving
political power in the South. The goal is to put an end to the
period of drifting since 1987, in particular, the rule of ‘pro-North
leftist’ forces over the last ten years and to launch a regime of
‘becoming advanced’. In my view however, the electoral victory
of the conservative opposition will hardly result in an overcoming
of the ’87 regime. Despite the belligerent pronouncements by
speakers of the ‘New Right’ and the hardliners within the
opposition party, I do not believe that even if returned to office,
they can overturn the results of the democratization process
since 1987 or abrogate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On the other hand, it is probable enough that with the
prolonging of the ‘bad stalemate’ of the ’87 regime, this regime’s
terminal symptoms may become aggravated. This is not a partisan
argument to oppose in principle, the coming to power of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It merely conveys the judgment that any
party that seizes the power under the hegemony of elements that
find little to criticize in the ’53 regime—even in the ’53 regime
before

1987—and

consider

the

period

of

democratic

reform

governments as nothing but ‘the lost ten years’ can only add to
the woes of the ’87 regime. Indeed, things will not prove any
better even if a ‘grand conservative coalition’ of some sort is

formed

under

a

government

that

once

proudly

flaunted

its

reformist and democratic credentials but is now attempting to
force

a

speedy

conclusion

of

the

Korea-US

FTA

with

conservative blessings.
‘Radical (or transformative) centrism’ is the term I have used
to

characterize the line that today’s Korean

(Reunification

Korean-Style,

Present

society needs.

Progressive

Tense,

pp.

30-31, 58-60) Its explicit use dates from a relatively recent past,
but actually it was already apparent with the opening of a new
stage after the June Struggle that neither of the two main
currents of the radical movement, namely, ‘national liberation’ and
‘people’s revolution’, nor moderate reformism lacking any visions
of social transformation, could meet the demands of the time. In
the period of the tyrannical rule by the government of a divided
nation,

mere

advocacy

of

the

principle

of

peaceful

and

autonomous reunification or of an egalitarian society, or the
immediate struggle for basic civil rights could serve to shake the
division system. However, with the end of military dictatorship
and the newly opened space for more substantive endeavors, the
need arose for a centrist line that could incorporate the various
agendas of various forces with a view to a clearly conceived goal
of transforming the division system.
Close to twenty years later, Korea now finds itself in an even
more urgent need of a line focused on radical transformation in
this sense and broadly centrist in practice. Since the ’87 regime
essentially comprises a part of the ’53 regime and many of its
problems derive from the vertical repressiveness (i.e. vis-à-vis
its people) and lateral weakness (i.e. vis-à-vis foreign powers) of
the division system itself, any project of overcoming the ‘87
regime that lacks a broader design of transforming the division
system can hardly hit the mark. This is true not only of the
conservative logic that finds little problem with the ’53 regime,
but also of the ‘anti-neoliberal’ position that underestimates the
determinative influence of the division system and of the line of

‘reunification through national self-reliance opposing American
obstruction’, which does foreground the fact of national division
but remains too little aware of its systemic character.
As a matter of fact, forces of progressive reform had
managed to form a fairly broad coalition in the movement
criticizing the Korea-US FTA negotiations. Along with forces
opposing

the

FTA

from

the

start

for

reasons

of

‘national

autonomy’ or ‘social equality’, people critical of the conduct and
certain particulars of the negotiations joined in the efforts to stop
an overhasty agreement. The result, as is well known was a
failure: successful deal was announced in early April in time to
meet the deadline set by America’s Trade Promotion Act. The
biggest cause for that failure must be the determined drive on
the

part

of

President

Roh

Mu-hyun

and

his

‘participatory

government,’ while one contributing factor may be found in the
temporary setback suffered by popular movements when North
Korea carried out a nuclear test in October 2006. We must also
admit, however, that the movement itself, unable to go beyond a
largely tactical alliance of various camps with different implicit
agendas showed a limit in its ability to persuade a preponderant
majority of the population.
With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s, even that
tactical alliance has suffered considerable damages.

Some of the

once moderate critics have moved to a more militant position
rejecting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 but many others have
resigned themselves to the eventual ratification of the FTA and
are adopting the line that, having succeeded in removing some of
the worst provisions, we ought now try to make the best of the
situation and prepare for the aftermath. On another side, those
who have opposed in principle all Free Trade Agreements, or at
least any FTA with the United States, are enraged by conclusion
of the deal and yet, they seem also to welcome the new political
terrain where a clear line seems to be drawn between two
camps, for and against the Korea-US FTA.

The point, however, is whether such a configuration augurs
well for the overcoming of the ’87 regime. The strengthening of
the more radical progressive camp(s) such an alignment promises
will not be without its positive meanings. But there is an acute
risk that an easy electoral victory for the conservative opposition
exempted from any need for self-renewal, plus the existence of
radical sects satisfied with mere quantitative expansion, may
prolong and further embitter the downward slide of the ’87
regime in its final days. Precisely at this moment when the room
for unprincipled ‘middle of the road reformists’ has shrunk due to
the conclusion of the FTA negotiations, we should bring about a
regrouping

of

forces

for

progressive

reform

with

‘radical

centrism’ as their main tenet—without of course, necessarily
holding on to the term as an electoral slogan.
It is not certain whether these forces, plagued by the divisive
influence of the so-called KORUS FTA, can achieve such unity.
But just as broad alliance was formed to oppose a rash deal, a
similar alliance is both possible and necessary to prevent the
quick ratification and the many undemocratic practices foreseeable
in the process; and it need not be ruled out that, on the strength
of a thorough and responsible scrutiny of the contents of the deal
and their implications, the movement may come to agree on a
course of action that may obtain wide popular support. Only, it
must manage this time to go beyond mere tactical alliance and be
able to persuade the public with a clear insight into the nature of
the ’87 regime and with effective projects for overcoming the
division system.

IV. ‘Reunification Korean-style’ and the Role of ‘the Third Party’
‘Radical centrism’ can become a realistic alternative because of
the unique character of the re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
is peculiar enough in remaining divided to this day, but it

constitutes a truly unprecedented case in that the process of its
reintegration
unification.

differs
Briefly

from
put,

any

not

previous

only

is

the

case

of

national

Vietnamese-style

reunification through military conquest out of the question in
Korea, but even peaceful reunification, unlike that

of Germany or

of Yemen, can only proceed gradually, stage by stage. And it so
happens that such a reunification process has already been
agreed to between the top leaders of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Such an agreement has a far-reaching effect not confined to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nitiatives by the
ordinary citizens are bound to be limited in a speedy, one-shot
unification, whether violent or peaceful. In contrast, a gradual,
step-by-step process opens up the space for civic participation.
And whereas in South Korea, the civil society possesses both the
will

and

the

ability

to

utilize

this

space,

citizens’

say

in

determining the timing and the specific contents of a given
intermediate stage must continue to increase, and eventually it
will not be possible to prevent the sphere of civic participation
extending to the entire peninsula.
From such viewpoint, I have argued that South Korea’s civil
society—in this case taking it in a broad sense to include the
private business sector as well—ought to function as a ‘third
party’ besides the two government authorities. As yet, this ‘third
party’ remains far too weak to act as an equal partner, nor does
our

civil

society

display

sufficient

self-consciousness

or

self-esteem as ‘the third party’. But the expansion of civic
participation will be inevitable as the DPRK-US relations improve
and inter-Korean exchanges proceed in full swing. Here I shall
consider two contingencies in which the role of ‘the third party’
may prove decisive.
One may come about in the course of resolving the issue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s I write this text, at the end
of April, no solution has yet been found to the problem of North

Korean accounts at BDA (Banco Delta Asia in Macao), and the
initial steps specified by the February 13th

Agreement have not

been followed through. Yet the more general view still expects
that the Six-Party Talks will be able, even if after considerable
amount

of

delays,

to

go

through

the

second

stage

of

‘disablement’, while considerable skepticism prevails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reaching the final stage of ‘dismantlement’ of all
nuclear programs. Of course, we need not give up hopes of
completing at some time the third stage as well, sinc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strongly

asserted

tha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one of the late
President Kim Ilsung’s injunctions to posterity” and also because
the

United

States

will

not

agree

to

provide

sufficient

compensations for any settlement short of ‘dismantlement’.
The problem will arise however, in the event of a tacit
collusion occurring between America’s preference for withholding
sufficient

compensations

and

maintaining

an

appropriately

controlled ‘low-intensity nuclear crisis’ and the North Korean
calculation that there exists no surer means of regime security
than possessing nuclear weapons. This is of course only a
speculative situation, but if and when such situation comes into
existence, one can hardly expe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display sufficient will or capabilities to effect a breakthrough. It
will be a case requiring interventions by a civil society that
advocates denuclearization not only as the North Korean leader’s
injunction to posterity but as a matter of utmost interest to the
concrete lives of ordinary people in both Koreas.
The special role of ‘the third party’ would also be essential
when

the

nuclear

problem

gets

satisfactorily

resolved,

the

DPRK-US relations are normalized, and inter-Korean exchanges
become greatly expanded. One need not resort to the logic of
hard-line defenders of the vested interests to grant the possibility
that such contingency might imply a real threat to the North
Korean regime. A divided country is by definition an unstable

regime, and given the current balance of forces on the peninsula,
it is the North that will feel seriously threatened by the presence
of the other side. Probabilities for the smooth proceeding of
reform and opening in the manner of China or Vietnam should be
rated low under the division system.
At the same time, the realities of the peninsula rule out the
possibility of removing the instabilities of a division regime either
by

agreeing

to

a

permanent

division

or

through

a

speedy

reunification. Precisely this state of affairs gave rise to the
agreement in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that the two Koreas
would work for reunification but without haste, by going through
an

intermediate

stage

of

‘union

of

states’

or

‘a

low-level

federation’. But such an agreement will hardly be carried out if
left to the authorities themselves. Even a confederative structure
that leaves two sovereign states in existence will not offer a
sufficient guarantee for the self-preserv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it

is

moreover

in

the

nature

of

governments

everywhere, including both Koreas, to desire either reunification
on their own terms or else the status quo, and not to relish the
prospect of handing over even a small portion of its power to
organs of the confederation.
All the same, while carrying on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reintegration to meet the real needs of the
people on both sides, we need a minimum institutional device to
manage the dangers of that process. Provided that the only
possible answer lies in a union of states or a loose confederation,
there is for the moment no one besides ‘the third party’ to
actively study and promote this project, nor will it be possible,
without large-scale participation by them, to prepare the ground
for such a confederation through various inter-Korean contacts
and networks in every field.
Finally, in lieu of a conclusion, I will briefly discuss the role
of the Koreans abroad. As the space for civilian efforts for
reunification and for direct conta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has expanded under the ’87 regime, and particularly
after June 2000, we have come to depend less on devoted
activists in the diaspora in the struggle against dictatorship and
for national reconciliation. Moreover, once the building of a
confederation emerges as the central agenda, the Korean diaspora
can hardly be expected to play a role equal to that of the
residents of the peninsula, since the confederation will be a
confederation of the two Korean states, not a tripartite union of
North, South and the diaspora. As a Resident Korean activist in
Japan has put it, “the overseas Koreans will be the subjects of
reunification like any other Korean, but the leading role must
belong to the North and the South.”
But precisely such a situation opens up the way for a broad
and diverse popular participation overseas as much as in South
Korea during the ‘Age of June 15’. Without having to gird
themselves for superhuman self-sacrifice, ordinary people can
contribute towards the reunification process the experiences,
visions and influences on the scene unavailable to the population
of the peninsula, while remaining true to their daily lives in the
respective places of their residence or citizenship. This will be
particularly true of the Korean and Korean-American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by their very presence in the most powerful
nation on earth and with the wealth of outstanding talent among
them. Their contribution will not only enrich the content of the
Korean-style reunification, but the project of building a global
network of Koreans will become all the more meaningful as a
result. They will also contribute in no negligible measure to
making the future human civilization a more just and diverse
world.
(Translated from the Korean by the author)

NORTH KOREA:
HOW DID WE GET HERE AND WHAT'S NEXT?
Leon V. Sigal
Director,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It took a nuclear test to put the United States back on the road to
reconciliation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the
only path to disarming that might work with North Korea.
To do so, President Bush rejected the counsel of irreconcilables
in Washington and took his first steps toward ending enmity with
Pyongyang -- authorizing U.S. negotiator Christopher Hill to meet
directly with his D.P.R.K. counterpart in Beijing and Berlin, freeing up
suspect North Korean hard currency accounts in a Macao bank,
arranging for the resumption of shipments of heavy fuel oil he had
suspended in 2002, promising Secretary of State Rice would meet
with North Korea's foreign minister, and pledging to relax sanctions
under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and take the North off the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Further steps to eliminat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will

doubtless

require

much

more

substantial improvement in U.S.-D.P.R.K. relations.
The freezing of North Korean accounts in the bank in Macao
was just the latest impediment to that improvement. The United
States was right to prevent counterfeiting of U.S. currency and other
illicit activities by North Korea, but the Treasury Department's action
convinced skittish bankers around the globe to freeze other North
Korean hard currency accounts -- some with ill-gotten gains from

illicit activities, but many with proceeds from legitimate trade. How
much that curtailed trade is unclear, but it was a strange way to
encourage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To Pyongyang it looked
a lot more like regime change.
Far from giving Washington leverage, these financial measures
provoked Pyongyang to retaliate by testing missiles and a nuclear
device. To Pyongyang the dispute was not about money, but about
Washington's failure, once again, to keep its word. If the United
States could not even resolve the banking issue, how would it ever
provide more convincing evidence of its non-hostile intent?
Pyongyang's basic stance is that if Washington remains its foe, it
feels threatened and will seek nuclear arms and missiles to counter
that threat, but if Washington ends enmity, it says it will not.
If it were up to the irreconcilables, however, Washington would
never

put

Pyongyang

to

the

test.

They

identify

diplomatic

give-and-take with rewarding bad behavior. They insist Pyongyang is
determined to arm, or else is engaging in blackmail to extort
economic aid without giving up anything in return. It has been doing
neither. It has a strategy of tit for tat -- cooperating whenever
Washington cooperates, and retaliating when Washington reneges, in
an effort to end enmity. It still is.

Korean Democracy and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Ho-Ki Kim
Professor, Yonsei University

1.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history of democracy
in our society during the 60 years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and to search for the meaning of the December 2007
Presidential Election within this framework. When examining the
processes of nation-state building, economic industrialization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after Liberation, we can see a direct
correlation
However,

between
as

democracy

democracy

is

a

and

political

concept

democratization.

encompassing

all

three

concepts, it is because the objective of nation-state building is the
formation of a modern democracy, and one of the objectives of
economic industrialization is the expansion and provision of a
material base for democracy. When we consider these points, there
are two methods to approaching the history of Korean democracy.
The first method is to approach Korean democracy through the
history of the democratic ideology, and the other is to approach it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history of Korean democracy through the latter methodology.
In order to analyze the history of democracy, we must first
consider the matter of defining democracy. The etymology of the

word 'democracy' can be traced back from the Greek demokratia.
This combination of demo (the people) and kratos (rule) together
means 'rule of the people.' The most common and pervasive forms of
democracy

are

'participatory

democrac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If we define participatory democracy as a system in
which authority is directly exercised in political decisions by the
people through the majority vote, representative democracy is a
system in which citizens do not directly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but exercise their authority through elected representatives
who act on their behalf. There are other common forms of
democracy; liberal democracy, social democracy, economic democracy
and grassroots democracy and so on. When we consider these
definitions, an evaluation of the Korean democracy during the 60
year period after Liberation may change completely based on which
form of democracy is used as a standard.
This article attempts to draw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in South Korea
and in particular, to focus investigation on how industrialization and
civil society have interacted and developed within this democracy. In
the history of democracy, industrialization possesses a dual meaning.
In the long run, industrialization provides the material base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however, in the short term, there is a
tendency for industrialization to act as a check on democratization.
Civil society is the subject and space necessary for the demands of
democratization to gen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would have various courses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according 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the institutional introduction of democracy was
accompanied by the advent of the First Republic in 1948. Through
the May 10 General Elections and the drafting of the Constitution on
July 17, the First Republic, launched on August 15, symbolized the
cementing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South Korea. Often the
institutional introduction of democracy is referred to as nation-state

building; however, after the launch of the First Republic, South Korea
encountered considerable drawbacks along the way. There were a
series

of

amendments

made

to

the

Constitution

including

the

amendment enabling President Syngman Rhee to succeed to a third
term, and after the April Revolution in 1960, a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was put in place after the peaceful resignation of President
Rhee. From the October Yushin in 1972 until just before the
December 1987 Presidential Election,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was repressed. Simply put, the history of the Korean
democracy is a history of hope born in the midst of persistent
frustration. In this history, there are two phenomena which I like to
identify.
First, it is worth focusing that the historical origin of Korean
democracy is not rooted in autonomy but in heteronomy. In the West,
democracy is the result of a collective will to develop democratic
ideals within a state as seen in civilian revolutions and social
movements

aimed

for

the

procurement

of

universal

suffrage.

However, in the case of South Korea, in spite of the large extent of
the desire for democracy after Liberation, Korean democracy was
joined with transplanted characteristics from external sources. These
characteristics

of

democracy

have

continuous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particularly through the U.S.-led
capitalist international economics which has been a major exogenous
variable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Although the influence of these exogenous variables on
Korean democracy has gradually diminished after the democratization
process in 1987, capitalist international economics has continued to
shape the major external conditions of Korean democracy.
Second, if the history of democracy is a dualistic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the process which most
affected

Korean

democracy

was

social

movements.

Especially

decisive were the April Revolution and the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April Revolution demanded democracy in opposition
of the Syngman Rhee autocratic government, and the latter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demanded the resignation of the Chun
Doo-hwan military dictatorship and the establishment of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The demands of these social movements
brought

about

institutional

change

in

the

democracy

and

in

accordance with these changes i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
social

movements

re-adjusted

their

objectives.

The

Korean

democracy, which can be referred to as 'democratization by social
movements,' is marked by these types of characteristics, especially
through the democratization process after 1987. These are what
identify a Korean distinct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2.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cy
In the history of Korean democracy,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cy was best shown during the Park
Chung-hee era. There are two opposing viewpoints regarding how to
interpret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cy.
The first states that although economic growth boomed during the
Park administration, political democracy failed, and the second
maintains that political democracy was sacrificed in order to promote
economic growth. The latter viewpoint is again divided into the
position that the high level of economic growth during the Park era
can be attributed to the leadership and prudent policy-making of the
Park regime and the position that the nature of the Park regime
which

favored

monopolistic

capitalism

and

the

exclusion

and

oppression of the people is what allowed the high level of growth to
occur (Son Ho-cheol, 1995: pp. 147-148). The latter of the two
viewpoints possesses a higher degree of legitimacy; however, as
pointed out earlier,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growth under the
Park regime was a composite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of world capitalism, land reform, the
historical conditions of the division in Korean peninsula, the strong

role of the state and an abundant labor force.
The core issue surrou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democracy is the counter-factual assumption that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cannot achieve economic growth. In other
words, it is the notion that an authoritarian political regime is an
inevitable and necessary factor for early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From the standpoint of fact judgment, the various experiences of
historical modernization are pessimistic. In order to overcome the
pressure from the world market and achieve late industrialization, a
strong central authoritarian state apparatus which could sacrifice
short-term returns and the autonomy resulting from redistribution
pressures was inevitable, and this kind of authoritarian state has a
tendency to restrain political democracy. Late capitalist development
as

represented

by

Japan

and

Germany,

and

state

socialist

development as represented by the former Soviet Union and China
are no exceptions to this rule and provide historical evidence in its
defense (Menzel and Senghaas, 1986). In short, the extensive regime
of accumulation founded on low-wage, long-hour labor seems to
have a 'selective affinity' with a violent and oppressive state rather
than a class-friendly state.
Here, I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democracy. The contradiction is the argument that authoritarianism is
more efficient in stimulating economic growth than democracy and
therefore,

must

authoritarianism

be

pursued

and

democracy

restrained? In other words, are economic growth, order and stability
more important than human rights, political freedom and civilian
rights? What makes the interpretation of history more complicated is
that the evaluation of history is affected by pervasive of the attitudes
at the time at which it is interpreted. In 1967, one social survey
directed at intellectuals presented interesting results (Hong Seung-jik,
1967: pp. 161, 176).22) In response to the question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modernization when considering
22) This survey was administered to 761 university professors and 754
press reporters.

the state of affairs in South Korea?, an overwhelming 29.6% of
respondents stated 'industrialization' and 22.6% stated 'improvement
of citizens' standard of living,' while only 7.1% of respondents stated
'the democratization of the political system' and 13.0% stated 'the
promotion of rationalism and science in daily life.' Moreover, the
result that 60.7% of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would sacrifice
personal freedom for the sake of economic development shows
plainly the attitude toward modernization at the time.
As this shows, during the 1960s industrialization carried an
overwhelming importance in people's attitudes. Vivid memories of the
Korean War brought about hope for order and stability and the bleak
reality of the farm hardship period brought about an ardent desire
for industrialization, and these hopes and desires provided the mental
soil advantageous for the industrialization through top-down national
mobilization. However, it is hard to pardon the authoritarianism of the
Park regime simply because vast economic growth was achieved.
Although there exists what Weber termed selective affinity between
political authoritarianism and early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and a
large number of people desired economic growth, the justification for
authoritarian regimes can not be given. At the present point of view,
the choice between economic growth and democracy oversimplified
the various human values and was based on an interpretation of
history focused only on results without consideration of causes and
processes. The important matter is ultimately how much effort did
the Park regime invest

in combining economic efficiency and

democratic freedom. The series of political reforms such a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hich enabled Park to run for a third term
and the October Yushin which contradicted procedural democracy and
the dismal authoritarianism of the Yushin regime plainly shows the
extent of the undemocratic nature of the Park regime.
When we take a step back and look at the big picture, although
the issue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cy is an experiential
problem, it is also a theoretical point of dispute. This is a problem
related to the basic hypothesis of modernization theory which states

that if an economy is developed, the possibility for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is elevated (Lipset, 1980). From a macroscopic viewpoin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democracy,

but there also exist various intermediate variables

between the two factors. In other words, as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gradually augments the density of civil society, not only does this
growth of civil society set the foundation for political systematization
of the governed classes of society, it transforms the working class
into a checking power on the authority of the state (Rueschemeyer,
Stephens

and

Stephens,

1992).23)

As

shown

through

historical

23) The investigation of the historical formation process of civil society in the
framework of the state, capitalism and class structure is the contribution of
Rueschemeyer, Stephens and Stephens. They defined civil society as a totality
of social institutions and associations, both formal and informal, that are not
strictly production-related nor governmental or familiar in character
(Rueschmeyer, Stephens and Stephens, 1992: p. 49), and analyzed the
historical formation process using macroscopic comparative research as a
foundation. According to their research,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not only
gave birth to urbanization and gathered laborers to factories but developed
mutual understanding and transportation methods and promoted increased
literacy, thereby facilitating growth of civil society.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brought about a dualism of social results, one is
that it altered the balance of class capabilities by strengthening the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al capacities of the working and middle classes,
and another is that it developed democracy by forming an axis of opposition
to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by increasing the density of civil society (the
intensity of secondary groups). Although this theorization succeeds Lipset's
argument stressing the relationship of conformity between capitalism and
democracy (Lipset, 1980) or Moore's argument that a class amalgamation
corresponding to economic structure is a key point of democracy, it goes
beyond Lipset and Moore's arguments by refining the role of the working class
and stressing the complex interaction between diverse variables i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ccording to Rueschemeyer, Stephens and
Stephens, the important factor i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capitalism
and democracy is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and
the interaction between social classes is very complex, and that this does not
necessarily form favorable conditions for democracy. As a representative case
study, in the case of the Latin American agricultural export-based economies
in which the state attempted to regulate and restrict the working class, the
political and social results of industrialization were weak labor movements and
a powerless civil society unable to exercise pressure on democracy
(Rueschemeyer, Stephens and Stephens, 1992: 286).

exper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democracy, the central conditions of the growth of civil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the working class are important in their roles as
intermediate variables.
Despite long term tendencies, in the short term, there exists a
possibility for a reversal or retrogression in democracy depending on
the state. This is because the direction of democratization is
determined by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power bloc political
forces and non-power bloc political forces when the existing
governing system is confronted by crisis. Under the Park regime,
despite the continuing social movements by non-power bloc political
forces such as civil society and the working class, they were not
mature enough to rival the power bloc political forces. In addition,
the Korean bourgeoisie did not embrace democracy and were rather
the

most

faithful

allies

to

the

authoritarian

regime

(Shin

Gwang-yeong, 1995: p. 115). The assertion by Moore that 'without
the bourgeoisie, there is no democracy' is not relevant in the case of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the assumption of modernization
theory that economic growth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would be appropriate only when the growth of civil
society and the working class were intermediate variables (Jeong
Sang-ho, 1966). The seeds of democracy were cultivated in the
internal dynamics of the industrialization promoted by the Park
regime during the 1960s and 70s (Kim Ho-ki, 1995). This desire for
civil society democracy cultivated in this manner had to suffer the
government of another oppressive authoritarian regime under Chun
Doo-hwan before it could sprout through the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7.

3. Civil Society and Democracy
As purported, modern democracy is based upon the transference of
political decision-making to other people through elections and

ballots, that is, a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delegates authority
to elected officials.

However,

because the control

of political

authority is limited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citizens' autonomy still exists. In addition, the
tendencies of concentration of authority and the overdevelopment of
bureaucracy inherent in representative democracy have weakened the
upward decision-making structure. Because of these factors, there is
a

necessity

to

secure

the

right

of

participation

in

collective

decision-making as equal constituents in order to realize democratic
freedom and participatory democracy as one concrete method to that
end (Pateman, 1970). Furthermore, not only does participatory
democracy

possess

the

value

of

creating

a

political

nucleus

responsible to citizens through the participatory process, it also has
the benefit of facilitating a sense of belonging and togetherness
among the people through a social solidarity effect.24)
Social movements are a concrete method of this participatory
democracy,

and

regressing,

it

especially

may

sprout

when
anew

democracy
through

is

these

restrained

or

democratization

movements. Civil society is the space where these social movements
24) However, this stressing of participatory democracy does not mean only the
general expans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It is inevitable that there is a
limited importance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 modern society, and this is
because there are many cases where it is impossible for all citize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making decisions which will directly affect their lives. Rather,
when the various practices of participatory democracy rooted in civil society
parallels the systematic democratization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domains,
democracy may intensify and expand. This is what is meant by the double
democratiz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Held,
1987; Keane, 1988; Cohen and Arato, 1992). According to the plan of double
democratization, in order to oppose the excessiv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on one hand, there must be an activation from the bottom-up of
large-scale and voluntary social movements in order to create a new identity,
scale, and solidarity, and on the other hand, when considering the impossibility
of directly controlling the complexity of modern society, the state and the
economy, reform of the institutional dimension is absolutely necessary. When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direct social action which can place modern states
and economies under the control of civil society, it can be said that the
democratization of the state and economy is an important premise for the
formation and stabilization of an ideal civil society.

may

arise

and

progress.

Throughout

the

history

of

Korean

democracy, it i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social movements have
been the main driving force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democratization movements which confront the dictatorial regimes
which stray from representative democracy, in other words, in civil
society resistance to the state.
When we look back at the history of democratization during the
past 60 years since Liberation, the major axis in leading the Korean
democracy was not the conflict between the elites and quasi-elites
but the conflict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hrough the
April Revolution in 1960, the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7, the 'blacklist' campaign in 2000, and the candlelight vigils
protesting the impeachment attempt in 2004, civil society's resistance
to the state took the role of a fortress and core of Korean
democracy. The April Revolution and the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opposed dictatorial oppression and was an 'explosion' of a
civil society which longed for true democracy, and the 'blacklist'
campaign

was

the

'revival'

of

civil

society

working

for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which had been delinquent for over 10
years.

Of

these,

the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can

be

evaluated as the greatest turning point in the course of Korean
democracy when considering that it brought about an end to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South Korea and opened wide the path for
democracy. If that is true, in the democratization process of South
Korea,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After the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factor that had an
immense

influence

on

the

direction

and

character

of

the

democratization process in South Korea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From a macroscopic context, in the
modern history of Sou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has shown strong characteristics of what is called
'plebiscitary democracy' (Choi Jang-jip, 1996). Plebiscitary democracy
refers to the political system which attempts to directly link the
government with the people ignoring the interests of class and

occupation; but above all, it is characterized by a lack of political
society which mediates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hat is to
say, a lack of party politics. Under this plebiscitary democracy, the
state

power

naturally

expands,

with

a

tendency

toward

authoritarianism, and the result was the military dictatorship that
succeeded until 1987.
The 1987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was the turning point
for democratization of the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The state
power

could

not

help

but

submit

to

the

demand

for

the

democratization of civil society and therefore chose to pursue a
strategy of seeking the consent of civil society in order to recover
legitimacy

and

administrative

power.

However,

after

the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political democratization was delayed
despite the persistent calls for political reform by civil society, and
the primary reasons for this was the distinctive histor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 the regionalist political state of
affairs,

and

the

gradual

weakening

of

democratization

forces.

Therefore, the top-down political democratization was stuck in an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similar to the 'hyper-presidentialism'
common to Latin American states in the 1980s and 90s (Oxhorn and
Ducatenzeiler, 1998). After the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one
of the major backdrops which enabled civilian movements to succeed
emerged, which was the decline of party politics which mediated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and the rise of civilian groups
which have assumed the role of so-called quasi-political parties in
the stead of existing political parties..
Furthermore, in the short term after the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differentiation of civil society also heavily influenced
the emergence of civil movements (Cho Heui-yeon, 1998; Kim Ho-ki,
2007). Prior to 1987, the difference between 'Minjung movements'
and civil movements and between radical and moderate lines were
not clearly defined because social movements were democratization
movements with the ultimate objective of oppos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However, after the explosion of civil society, as

democratic processes were introduced however limited, a difference
between

foundations,

objectives,

methods,

and

status

of

the

movements began to appear, and in accordance a differentiation
between 'Minjung movements' and civil movements began to emerge.
This tendency for differentiation frequently observed in third world
countries undergoing the transformation to democracy was generally
manifest in the differentiation between moderate and radical factions
within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and the radical factions adhered
to the existing Minjung movements while the moderate factions
preferred to utilize civil movements.
In the mid to late 1980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Korean
capitalism also heavily influenced changes in civil society. The
establishment of peripheral Fordism increased the interest for new
issues

such

as

the

environment,

education,

women's

rights,

regionalism, medicine, traffic and human rights which had been
overlooked in social movements until that time, even within the
political openness following the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in accordance, there was a mass formation of various civil groups in
order to address these new issues. The formation of this new
multi-level structure between state and civil society has been very
important in Korean political reality, and this is because the
differentiation of civil society and the resulting differentiation of
social movements in order to address these democratic issues
provided the impetus for the expansion of various fields within civil
society and the expansion of the social foundation of democracy.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another thing
which had an immense influence on the structure of the state and
civil society was the 2004 impeachment attempt. Simply put, the
impeachment attempt was a crisis of the 1987 Pact. The 1987 Pact
can be interpreted as a kind of promise concerning democratization
formed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forces, and the
core of this promise was the observance of certain democratic
processes and regulations. The essence of the impeachment attempt
was in the lack of public acceptance of the results of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and this was used by the opposition parties
strategically

for

their

own

ends.

Even

if

there

had

been

a

controversy on the remarks of President Roh which evoke the
impeachment, it was the public opinion of the majority that it was
inadequate as a cause for impeachment. How the impeachment
attempt affected the results of the general elections in April was
shown in civil society's resistance to political society.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it was various social groups
representing the people and not the elite groups which constituted
civil society. The white collar, the working class, and various socially
disadvantaged groups including the female population, the elderly, and
the youth were included in this new civil society. If we consider that
the core of democracy is the systematization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by the majority, not the minority, the April Revolution, the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blacklist' campaign, and the
candlelight protest of the impeachment attempt were the least actions
that these constituents of civil society could do to attain procedural
democracy. Even though there was disappointment due to the military
coup d'etat, 1960 marked the onset of the Second Republic and after
two administrations including that of Roh Tae-woo, the basic driving
force behind the launch of the civilian government in 1993 were
these large-scale social movements in civil society.
This democratization process dubbed 'democracy through social
movements' has both a light and dark side. First, this democratization
course has developed participatory democracy by attempting to
resolve the problem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rough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Today, when we consider the
renewed emphasis of the importance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Korean social movements which have greatly contributed to the
politicization of civil society and the revitalizat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have

become

an

important

social

asset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However, on the other hand, Korean
democracy faces the problem of institutionalization which cannot fully
reflect the political issues presented through social movements due

to the low level of development of party politics. Although the
political society has attained a tripartite system separated into
conservatives, moderates, and progressives after its liberalization
through the April 2004 general electio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society and political society, the progressive area of the political
society shows fragile and asymmetric characteristics. Although the
Cold War system quickly changed after the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it has continued to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on
political society and has become one of the major stumbling blocks
preventing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Recently the evaluation of the democratization process of South
Korea has been more prominently negative than positive (Choi
Jang-Jip, 2002). This is because,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since 1987, there has been a lack of development of economic and
societal

democratization.

Although

democratization

started

as

a

reaction against the military dictatorships, during that process,
democratization was confronted by the new variable of globalization
and many citizens' quality of living has stopped increasing or has
even begun to worsen.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ization and
democracy is not a simple matter. Globalization, on one hand, forces
market

principles

and

neoliberalist

policies

founded

on

market

principles, damaging the democratic ideal of equality and on the other
hand, strengthens universalism and cosmopolitanism founded on
universalism,

expanding

global

democracy.

Between

these

two

tendencies, the flow of the former is stronger than the flow of the
latter, and the result is that democracy cannot help but experience
these developments. South Korean democracy has now found itself
upon this new testing ground.
It is also important to recognize the influence of another facet of
globalization, information society, on democracy. The advent of
information society has created an online civil society and public
sphere and the arrival of this online space has become a new arena
for participatory democracy. The power of this online space was
widely

felt

during

the

2002

General

Elections

and

the

2004

impeachment attempt. The influence of online space on the expans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is duplicate. On one hand, as a new
means for the 'politics of influence' (Cohen and Arato, 1992), it has
complemented the limitations of participatory democracy;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possibility it may encroach on the territor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 particular,
the nationalistic tendency which strengthens economic globalization
may appear in the online public sphere as an ultranationalist flow,
and signs of this phenomenon have already begun to show. As yet,
although the contributions of the online public sphere to the
expans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are considerable, it is hard to
predict the influence of the online public sphere on democracy
alongside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It seems South Korean
democracy has come upon yet another testing ground, the arrival of
information society.

4. 2007 Presidential Election and Democracy
Presidential elections in South Korea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important nodal points of societal changes and political changes.
The visible and invisible changes of social structure and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forces surface during elections
and the results of the elections provide feedback for the societal and
political changes.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this character was
shown during the 1963 and 1987 Presidential Elections and also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s held in the midst of the 1997
Financial Crisis. This decisive moment which released the braking
apparatus which held together the existing social and political orders
did not come about of its own accord. This was a new Zeitgeist, and
political forces which promote it and civil society which empathizes
with it must unite. It is this point that provided the impetus for the
historical transfer which ended the previous era and opened a new
era.

In my personal opinion, there will be three historical meanings
imbedded in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They are the
evaluation

of

democratization

after

the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evaluation of neoliberal globalization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the macroscopic evaluation of modernization
encompassing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fter

1961.

Naturally, the most meaningful of the three is the evaluation of
democratization. This trend has been periodically expressed in
Korean society since last year. On one hand, there will be a critical
review of the democratization process concerning whether democracy
puts food on the table and 'the incapability of democratization forces,'
and on the other hand, there will be a platform of positive advocacy
for the era of democratization emphasizing a return to the spirit of
Minjung democracy and the 'radicalization of social movements.'
In retrospection, the period starting from the 1997 Presidential
Election and progressing through the 'blacklist' campaign in 2000,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2004 General Elections was the
golden age of democratization in Korea. As in the 1997 Presidential
Election,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was a hard-fought battle
between industrialization forces versus democratization forces and
although the 2004 General Elections were held under the special
political situation of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the people's desire
for democratization seemed to have put on its last great show. If
there exists a Zeitgeist that motivates social change during an
especially historical era in any society, the Zeitgeist that brought
along South Korea for the last 20 years was democratization.
I believe that this period of democratization is coming to an end.
It is observable in all areas including the Zeitgeist, political forces
and civil society. This end can be traced to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the related impact of globalization. If history is a balance
between powers, democratization was the centripetal force that
controlled the centrifugal force of globalization until at least the start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but in the four succeeding years
the centrifugal force of globalization has escaped the centripetal

force of democratization like an unbounded Prometheus. The societal
changes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are a testament to this
tendency. With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social polarization
has intensified and at the same time, the differentiation of civil
society and civil culture has progressed at a rapid pace. The coming
of jobless growth, the intensified influence of global financial capital,
the

increase

of

part-time

workers

and

foreign

workers,

the

appearance of national agendas of low birth rate,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unemployment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and
the simultaneous increase of cosmopolitan and nationalist tendencies
in popular culture are all concrete indications of this.
The problem is that the Zeitgeist of democratization can no
longer resolve these issues. Democratization forces are undergoing
pluralism, social movements are becoming differentiated and civil
society has already wholly changed in response to the impacts of
globalization.

Although

there

are

some

who

stress

the

re-concentration of democratization, reformation and peace forces, if
we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democratization, we cannot help but
feel that the persuasion of this assertion is weak. What kind of
unified voice can the democratization, reformation and peace forces
raise with regard to the troop deployment to Iraq, part-time workers,
and the nuclear development of the North? How far can they
persuade the majority of the people or even their supporters? On
thi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democratization forces are coming face to face with the end of the
era of democratization and the commencement of the era of
globalization. What is puzzling South Korea is that despite the fact
that the age of globalization has already begun, the new Zeitgeist
which leads this globalization is not clear. It is because of thi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is presidential election may be a founding
election25) which opens a new era after 60 years of liberation,
finding

meaning

not

only

in

an

evaluation

of

25) On founding election see O'Donnell and Schmitter, 1986.

the

era

of

democratization but extending to an evaluation of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era as well.
From a sociological standpoint,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are

two

completely

different

principles

of

social

order.

Democratization is a concept based on value judgement while
globalization is a concept closer to fact judgement and at times may
carry

connotations

of

anti-democratization.

It

seems

that

democratization forces, including moderate reformist forces and
progressive forces, are having a hard time to approve willingly the
paradigm shift to the era of globalization. However, it is impossible
to deny what is always in front of your eyes, and above all, it will
be difficult to continue to ignore the growing suffering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due to neoliberalist globaliza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topics bestowed upon the political
forces during this presidential election is presenting a new Zeitgeist
which deals with how to achieve success with which strategy for
globalization. Currently the conservative forces advocate advancement

(Seonjinhwa), a Korean version of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progressive forces within democratization forces support progressive
reform

for

globalization

from

an

anti-globalization

standpoint.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progressive reform are strategies which
have distinct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Neoliberal globalization
which

seeks

openness

and

restructuring,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reduction in the role of the state, and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may be more effective in increasing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but

it

also has the result

of

intensifying social

polarization. In one sense, the anti-globalization strategy supported
by progressive forces is meaningful in its active criticism of the
negative results brought about by neoliberalism, but the progressive
strategies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which can be
alternative for neoliberal strategies have not yet been concrete. In
short, it seems that in this Presidential Election, there are one more
political cleavage about how neoliberalism should be interpreted
within the political cleavage of evaluating the era of democratization.

The problem is the moderate reformist forces. In the last two
presidential elections, the moderate reformist forces have succeeded
in grasping power advocating democratization as the Zeitgeist;
however, they have been unable as yet to present a Zeitgeist which
can stand its ground against advancement and progressive reforms.
Recently, as can be seen in the denunciation of the Korea-US FTA,
the gap between the conservative moderate reformist forces and
progressive moderate reformist forces has widened. Moreover, they
must bear an evaluation of the left-neoliberal policies promoted by
the Roh administration. Because of this, the primary demand asked of
the moderate reformist forces will be their vision and strategy on
how to critically inherit democratization and appropriately manage
neoliberal globalization.26)
In this era of globalization to date, the majority of the people's
desires can be condensed into the three following objectives: to
become a wealthy nation which can once again step on the
accelerator of economic growth, to achieve co-existence which can
solve the problem of social polarization and to attain a peace which
can achieve coexistence between South and North. In the end,
regional and class ballots and the political converging and diverging
of the forces will show an immense influence in this presidential
elec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point out that whether it is
voting inclinations or political solidarity, the standard direction and
strategy will operate within the flow of the Zeitgeist.
26) Beyond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anti-globalization, I believe that the
Zeitgeist which democratization forces may present may be found in
'sustainable globalization.' Sustainable globalization actively corresponds to
globalization and is a strategy for grafting domestic sustainable development
onto it. Here, 'sustainable' does not carry the ecological meaning of
coexistence between man and nature. It includes the coexistence of capital
and labor,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males and females, and the older
generation and the new generation. The task of creatively joining foreign
globalization and domestic social unity is the priority of the democratization
forces; that is, they must strive to discover and promote how to join 'dual
circulations' - the circulation of existing growth and distribution with the
circulation of foreign openness (the positive application of globalization) and
domestic reform (Kim Ho-ki, 2007).

5. Conclusion
As can be expected, the composition of this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very complex. Although there is the possibility of a few changes
depending on who the candidates are, in addition to existing
composition of industrialization vs. democratization, the issues of
globalism vs. nationalism and developmentalism vs. ecology will also
be piled o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dynamics of Korean politics,
it is by no means easy to predict the outcome of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1997 Presidential Election, the DJP
alliance (between candidates Kim Dae-jung and Kim Jong-pil) and the
third candidate (Lee In-je) decisively influenc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and in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the alliance and
separation between candidates Roh Moo-hyun and Jeong Mong-jun
led to Roh's ultimate victor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urrently at
the end of April, the two opposition party candidates representing the
industrialization forces are receiving overwhelming support from the
people while on the other hand, the governing party candidates are
struggling with their campaign. It will be hard to predict which
candidate will make it to December 19 as the last remaining
candidate.
One plain truth is that although the curtain will fall on the era of
democratization through this presidential election, it does not imply
that the meaning carried by the topic of democracy will weaken. As
previously pointed out, the expansion of economic growth and the
reduction of social polarization are the most important issues facing
South Korea today, and of these, the reduction of polarization will be
the core content of economic and social democracy. Although the era
of democracy is on the way out, it is the reality of today's Korean
society that the values inherent in democracy are becoming even
more important. The task given to South Korea is to search for a
new democratic discourse and policies which befit the changing
situation in this era of globalization. The task that the era of

globalization will bestow upon the Korean democracy is productively
joining

seemingly

mutually

contradicting

agendas

such

as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and the reduction of inequality,
social pluralism and civilian cooperation, and the peaceful coexistence
with the North and nationalist interest. Through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there is a need to take Korean democracy to a
new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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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without Citizen Participation
Kyu Sup Hahn
Professor, UCLA

In this presentation, I will point out several signs of trouble in the
Korean

democracy

after

the

advent

of

democratization

forces,

examine the underlying reasons for this phenomenon, and as a
colleague in the “political industry,” emphasize the necessity for
politicians and the press to overcome the boundaries of party politics
and the divide between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for the sake
of the upcoming 2007 Presidential Elections.
As a result of the June 1987 Resistance, democratization was
consummated and it has been many years since “democratization
forces” have appeared before governmental authorities.

However,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at the time, recently there have been
various

signs

democracy.
properties

of

trouble

These
with

signs

the

materializing
show

so-called

many

in

the

similar

“democracy

Korean

electoral

phenomena
without

and

citizen

participation” that surfaced in the U.S. after the Vietnam War.
It can be said that after the 1970s, the most distinctive
characteristics that

defined

the politics of

elections were

the

disinterest of the electorate and a widespread antipathy toward
politics.
continuous

During this period, American voter turnout has shown a
decrease

(Rosenstone

and

Hansen

1993)

and

the

electorate knowledge of the political process or candidates has
dropped to a level of concern (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The

antipathy toward politics of the American electorate has intensified,
and the supporters of major political parties have thinned gradually.
Simply put, it can be said that American society is in the process of
becoming an obsolete democracy with very little citizen participation
Recently a similar phenomenon has seized the relatively young
Korean electoral democracy.

In addition, it is an indisputable irony

that the disinterest of the Korean electorate and its antipathy to
politics has surged under the progressive government professing
itself to be a “civilian” or “participatory government.” All concerned
parties, including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and the media
in particular, need to realize there is a shared responsibility for the
reality that the electorate is gradually distancing themselves from
politics despite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a deluge of NGOs calling
themselves “citizen groups,” there has been a strengthening and
establishment

of

departments

delegated

with

the

publicity

of

governmental policies, and that rates of internet usage, a symbol of
“participation,” are at their highest .

Various public opinion polls

have revealed that the electorate now also harbors an extremely cold
attitude

toward

citizen

groups

and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among others which had previously been
the primary driving forces of democratization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 and the press.
In order to explain this series of events, there are many among
American academic circles who would point out that the primary
reason for this is the extreme degree of mutual defamation exercised
in the name of checks and balances within the political arena or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ess.

Especially in the case of

Korea, it is the true that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ing party
utilize the so-called “netizens” or civilian groups and the antagonistic
progressive press to actively incite public sentiment against the
opposition party and conservative press.

On the other hand, it is

hard to deny that the actions of the opposition party in persisting in
a tactic of agitation against the President and the conservative press’
attitude of biased criticism of the government and lack of objectivity

is part and parcel of the same trend.

According to a large amount

of sociological research in America, these signs show that the
electorate, the core of democracy, is being ostracized from the
political arena (Ansolabehere and Iyengar 1995; Patterson 1993;
Jamieson 1992).

As an industry with no demand cannot exist, an

electorate which has been forsaken by those in power has nowhere
to turn.

Therefore, it is imperative that the government, the press,

citizen groups and other concerned parties must realize that the
disinterest and antipathy toward politics of the electorate is causing a
crisis for the “political industry” as a whole.

Therefore,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s are a time for all concerned parties to become
partners instead of rushing down the path to invalidation for
momentary political gains.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ROK-USA FTA
in Consort and/or Discord: “A Really Critical”
Turning-Point of Korean-American Relations27)
Myung-Lim Park
Professor, Yonsei University

1.

Introduction: Five Major Issues of Recent Transformations

in South Korea and US-South Korea Relations
[Questions: How to understand? What are the basic directions
and underlying flows of the changes?]
A. Issue of political and socio-economic reform: for more
democratic, more competitive, better quality of life.
B. Ideological pillarization and polarization: undermining national
and social integration as a necessary condition of democracy and
development.
C.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inter-Korean relations:
firmly determined not to allow the nuke, but would be solved by
peaceful

means,

based

both

on

the

ROK-US

alliance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D. North East Asia cooperation initiative for peace and stability.
E. FTA and the ROK-USA alliance at crossroads: How to make
a new era of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

27) This is not a full paper, but just an outline of presentation.

2.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Setting and Trajectory
[Background Explanation I: Uniqueness or Some Peculiarities of
the Korean History and Society]
A. Regional locus: crossroad and hub of international turbulences,
and Vortex of the Major Power.
B. “Historic State”; long, long congruence and coincidence
between political unit and ethnic one.
C. Ethnicity and homogeneity: ethnic and cultural Purity.
D. Colonialism.
3. About So Called the “Korean Question”
[Background Explanation I: Uniqueness or Some Peculiarities of
the Korean Question]
A. Korean division as a regional and international problem: Not a
national division. Korean Question as a globalized regional
question in East Asia.
East Asian Regnal Order

Korea

Chinese World Order

Year

Tributary

Before 1876

Unstable Independent Country

1876-1910

Colony

1910-1945

USA-USRR Cold War

Divided State

1945-1990s

Post-Cold War Order

?

?

East Asian Balance of Power
Order
Japanese

Imperialism

(Greater

East Asian Co-prosperity Sphere)

B. Twin-like byproduct of the Korean War and the Korean
division: Inter-Korean antagonism and ROK-US alliance. Very
interestingly, “antagonistic inter-dependence between these
two dyadic relations - antagonism and alliance -

centering around South Korea.
C. One of the semi-sovereign state: Just like West Germany,
Japan, Taiwan, theoretically speaking.
D. Dual effects of the nationalism: negative and positive.

4. Macro-Historical Transformations during the Cold War Period
A. Outpost of the global-regional cold war confrontation:
An advanced guard point of the global-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 The Korean War: the biggest war in the cold war
period. The 6thrank war in the modern world history.)
B. Showcase of the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very rapid
industrialization
C. One of the exemplar cases of the democratic development: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Topple down of all the authoritarian
regimes

by

democratic

movement:

Rhee

Syngman,

Park

Chung-Hee, and Chun Doo-Hwan regime. Very exceptional.
D. Representative country showing the world the success of the
American foreign policy in 20thcentury: to save, to assist, and to
change.
→ Country of the sea change-like transformation. Repository of
the humanities, history and social science.

5. Origins and Causes of the Success Story in Our Times.
A. Offspring of the global-regional cold war structure: “Development
by Invitation, but Only Few Countries Succeeded”
B. Explosion of the can-do-ism spirit/élan/collective passion of the
Korean people: leadership and citizens → Lessons of the past
tragic experience
C. Unexpected consequences of the national division: “Symbiotic
Antagonism”

D.

Constructive

dynamism

of

the

acute

competition

between

authoritarian government and democratic forces

6. Effects and Consequences of the So Swift Changes within One
Generation: “Contemporaneity of the Uncontemporary” or Too
Fast To Adjust
A. From a small-divided country to a regional middle-power
B. From a semi-sovereign country to some more self-reliant
sovereign state
C. Growth and parallel of national pride/nationalism and global
orientation/globalism
D. Great reversal and triumph over the North: except military
power
E. To begin to raise their own voices in the area of regional
security and peace issues

7. America’s Role and Assistance: Using the Card of “American
Boundary—Both “Confining Condition” and “Enabling Condition”
A. To save SK from the communist attack and threat
B. To stabilize the unstable status of SK. Some degree of
dependence: historical cost of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C. Economic assistance.
D. Support both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and democratic forces
simultaneously: tried to deter the rightist fascism and the leftist
popular revolution. Confine SK within “American Boundary”.
→ As an exemplar country of showing American foreign policy’s
success,

US

government

and

society

successful story of their foreign policy.

support

the

most

<<“American Boundary” as both “Confining Condition” and “Enabling
Condition in Korea>>
Leftist

Rightist

Revolution
I

Dictatorship
lower limit

upper limit

I’

II
II’

|-----------|---------------------|-----------|
A
Arena of Conflict
with Radicalism

B

C

American

Arena of Conflict

Boundaries

with Dictatorship

8. Changes of America’s Status and Role in the ROK-US Alliance:
A Macro Change from Builder/Designer to Patron, from Patron to
Partner.
A. Builder: Institutional builder/architect as a founder a new country
B. Patron: Patron-Client Relations
C. Partner: Upper and Bigger Party of the Partnership
→ Coming with the Relativizing Process of the American value
and standard both in Korea and in the world.

America’s loss

of the progressive idea, value, and standard in the 21stcentury
with the coming of relativization.

<<What kind of (domestic) regime and (mutual) cooperation we can
buildup respectively? >>

Foreign Domestic
Submissive
Assertive

Authoritarian
Chun Doo Hwan /
Roh Tae Woo
Syngman Rhee
Park Chung Hee

Democratic
John Chang
Kim Young Sam
Kim Dae Jung
Roh Moo Hyun

9. North Korea’s Nuclear Issue: A Hard Nut to Crack
(1) Origins
1) Collapse of the Cold war system, two patron countries. Isolation
in the international societies
2) Sharply widening gap of the North-South Korean National Power
and capacity, economic scale.

3) Collapse of economy and society.
(2) NK’s intention and purposes of having the nukes
1) To have minimum nuclear deterrence for survival
2) To have bargaining chips and means against the US
3) To compete the military race with SK and sustain the unification
by absorption
4) To justify the domestic causes; military-first policy as a national
strategy
5) To export for the economic interests
(3) NK’s capabilities
1) Nuclear warhead
2) Delivery capabilities; missiles
3) Nuclear test
4) Miniaturizing capabilities
(4) Principles and purposes
Why NK must not have the Nuclear weapon. SK should not allow and
tolerate the NK’s nuclear weapon at all. Never. They should give up;
(1) for peace-keeping on the peninsula, for unification in the future,
(2) for economic recovery and end the tragic famine, (3) to end the
anachronistic isolation, (4) to continue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exchange, (5) to keep Japan as a de-nuclear power,
to dissuade the neo-conservative’s hard line policy in the USA and
ultra-rightist policy option in Japan …… neo-conservative justify,
utilize and maximize the unilateral hard line policy against the NK
and East Asia by mobilizing the NK’s movement.
→ Then, firmly determined not to allow the NK’s nuke program. But
peaceful means. One of the categorical imperative as a tragic war
experienced

people

-

“Peace

by

Peaceful

Means”.

Do

not

misunderstand at all: pro-North Korean stance? Allowing the NK’s
nuke from the principle of nationalism and national cooperation-first
policy? No.

(5)

The

gains

and

losses

from

DPRK's

persistence

with

or

abandonment of the nuclear weapon Program: “Points for Grand
Bargaining” – a matrix on expected negotiation of the ROK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Negotiating Modules and Chips
No

Classification

Persistence

Abandonment

Regime

Uncertain

Predictable

security

hazardous

(ROK and the int'l society)
1

Impossible to guarantee regime security
through nuclearization. In case of
nuclear abandonment, regime security
can be guaranteed through the three
layers of 1) DPRK-US diplomatic
normalization, 2) North-South peace
agreements, 3) Sino-US (or

2

Possibility of

Continuous

armed conflict

Rise

Disappear

international) security guarantee.
Armed conflict will cause the isolation
of the DPRK regime, and the ultimate

between

eradication and fall of the nation.

US-DPRK
Viable, yet

Military

Nuclearization does not guarantee the

limited

deterrence

survival of the regime against US

military

weakened

military threat. Political, diplomatic and

deterrence

while

economic ‘deterrence’ with

political,

de-nuclearization is more certain.

3
DPRK's

diplomatic,
and
economic
sustainability

4

Domestic

Aggravated

strengthened
Epochal

Overcoming starvation, restoring

economy

to the

improvement

economy

Possible

Ready to send a list of goods instantly

worst
5

Food, energy,

Impossible

electric power

(e.g. food, medicine, farming tools,

aid

energy, electric power, etc.)

6

Impossible

Possible

De-nuclearization will produce a great

Easing of

turning point for both U.S. removal of

economic

economic sanction and Japan's

sanctions

compensation for colonial rule.
An epochal opportunity for economic
recovery.

7

Int’l

Implement

containment

-able at

of DPRK and

any time

Impossible

Nuclearization will facilitate isolation
from the world.

North Korean
PSI activation
8

Unjustified

Nuclear project must be abandonment to

US-Japan MD

Opportunity

Policy

of

cease the Northeast Asian MD which

justification

will be a factor of threat on DPRK.
DPRK nuke is impossible to fight
against US"s MD. Regime will fall as a
result of arms race against
ROK-US-Japan.

9

Inducement to Limited -

Very high

US will inevitably make appearance at

US

Effectiveness

negotiations in case of DPRK's

negotiations

to a certain

abandonment.

level

10

DPRK-China

Aggravated

Improved

relations

Relationship with China will worsen in
case of nuclearization of
ROK∙Japan∙Taiwan, and US-Japan MD
strategy against DPRK's nuclearization.

11

DPRK-Japan

Antagonized

Normalization

Provide comparison between economic

relations

to the

possible

gain from normalization of DPRK-Japan
diplomatic relationship and threat

worst

incurred from Japan's pursuit of MD /

12

DPRK-US

Antagonized

Normalization

nuclearization.
In case of nuclear project abandonment,

relations

to the

possible

normalization (politics-diplomacy),

worst

nonaggression (military), lift of sanction
(economy) made possible.

13

Improvement

Impossible

Epochal

1) In case of nuclearization, ROK's

in

(extremely

Improvement

economy depressed. Support for DPRK

North-South

limited)

impossible, North-South relations

Korean

aggravated, participation in sanctions

cooperation

against DPRK inevitable.
2) In case of de-nuclearization, national
cooperation, improved relationship, and
enormous scale of support will be
implemented. (economic cooperation and
investment of 3~5 thousand million
dollars yearly)

14

Northeast Asia’s

Impossible

Possible

de-nuclearization

In case of DPRK's nuclear weapon
possession, ROK-Japan-Taiwan will
pursue nuclear armament; DPRK's
nuclear abandonment will prevent the
possibility of 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 East
Asia.

(6) US’s option and choices
1) Muddling through = status quo. For justifying the hard line policy
2) To recognize and accept NK as a nuclear power.
So called Neglect or withdrawal. Disaster to SK.
3) Diplomatic means
(1) Direct and bilateral talks with the NK. Exchange some chips
for peace building on the peninsula.
(2) To continue multilateral talks
4) Escalate the economic and legal sanction by mobilizing the UN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5) Regime change or transformation by strong pressures
6) Military option: surgical or all-out attack
(7) Recent developments and progress
1) How to cope with the crisis; comprehensive bold approach.
implementing the 9.19 and 2.13 multilateral agreement in Beijingin
2005 and 2007. great progress to solve, settle then uclear issue, NK
problem and also Korean Question ultimately.
2) Four recent developments of the situation; very good sign.

① meaning of the Roh’s and Bush’s express to formal end of the
Korean war at Hanoi; North Korea’s long long request. America’s
way of accepting the request. Great progress; in three points; a) to
recognize the NK regime as a party of armisti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rogue state, tyranny to a partner of peace
treaty, b) ready to have a direct, bilateral meeting and negotiation,
compromise with the North, c) official proclamation of stopping the
hostile policy toward NK and Kim Jong Il regime. De facto end of
policy of military attack, regime change or transformation. ② Nov.
28, at Beijing,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Christopher Hill’s proposal
to Vice Foreign Minister Kim Gye-gwan; to give up nukes and to
normalize

the

diplomatic

relations

of

the

two

countries

simultaneously; the Replacing the cease-fire regime with peace treaty
and peace regime. NK might be interpreting and accepting this
proposal so seriously, I think. Exchange the two key chips and cards;
nuclear weapon and peace regime. ③ 2․13 agreement for reciprocal
give-and-take “actions”. ④ US’ positive action for BDA issue.
→ Now the ball is on NK’s court again. NK should accept this
proposal, to utilize this opportunity for normalizing the two countries’
relations. In order to cope with the acute crisis and to build a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also. No another way of remaining now to
us.

10. Combinations of ROK-US’ NK Policy: Key Starting Place of
Differentiat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Bloc
→ What kind of harmony we should want and search for?

US
ROK
Moderate

Moderate

Hard line

Clinton/Kim DJ

Clinton/Kim YS

Bush Jr. (latter half of
2ndterm)/RohMH

Hard line

Bush Jr./Kim DJ
Bush Jr./Roh MH

Cold War Period

* Two barometers and criteria of SK’s clod war identity: attitude and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America. North Korea as both
enemy and brother.
** Consciousness of civil society and new generation: pro-North
Korea? No, not interested in the unification issue.

11. So Tricky Two Matrices Entangled with FTA: Domestic Politics
vs. Foreign Relations - Unexpected, but so Difficult
<1> Relations with the USA: To Combine and Cope With for What
and Whom?
Party / Issue

Republican

Democratic

(North Korea) Nuke

Hard line

Moderate

(ROK-USA)

Moderate/Assertive

Hard line/Passive

FTA

<2> Terrains of Domestic Politics: A Really Awkward Match or
Mismatch?

Issue area / Party

Domestic Politics

Foreign Policy

Conservatives/opposition party

Opposition

Support

Progressives/ruling party

Support

Opposition

12.

Vision

and

Course

of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andin East Asia: A Two-Track Comprehensive Approach

st

1 Stage:
Freezing
Nuclear
Activities

North Korea

South Korea

• Reverting to NPT
• Reporting and freezing all
nuclear programs
• Suspending the operation
of 5MW-reactor
• Accepting international
inspections on HEU program
• Shelving test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discontinuing their
export

• Initiating the first
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for
North Korea
• Forming a budget for a
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North
• Substantially expanding
economic assistance to the
North (humanitarian aid,
agricultural development

International Society (the U.S.,
Japan, China, Russia)
• Solely (the U.S.) or jointly
declaring and guaranteeing the
security of North Korea
• Dissolving the Geneva Agreed
Framework; drawing up a new
agreed framework
• Setting up six-party talks as
a standing meeting
• Deleting N.Korea from the list
of terrorist-supporting countries
• Commencing negotiations for

project, special zone of
economic cooperation)
• Resuming the provision of
heavy oil
• Setting up regular meetings
of high-ranking officers;
establishing a crisis
management system

2nd Stage:
Dismantling
Nuclear
Programs

• Dismantling nuclear facilities;
destroying nuke programs and
capabilities (including PU, HEU
programs)

3rdStage:
Consolidating
Peace
Regime

• Consolidating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completion of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rohibition of production, deployment, and export; inspection)
• Making and Implementing North-South Peace Agreement; Mutual
deployment of a Resident-Representative
• Commencing arms reduction
• Initiating the second 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for North Korea (the advance of the open-door policy
and the introduction of market-economy system to the North; entry
into Economic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 Free movement and communication
• The completion of North Korea’s entry into North-East Asia’s
multi-lateral security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society
(Observing inter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NK-U.S. and NK-JP diplomatic
normalization
• Disbanding KEDO; launching
NEAECO(North East Asia
Energy Cooperation
Organization)
• Beginning the provision of
heavy oil to
NorthKoreabyAgreedStatestoNE
AECO

• Inaugurating Conference on
• Inaugurating a
development-security complex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ix-party talks
the Korean peninsula
converted)
• Assigning annual budget for a
• Lifting American and Japanese
• Breaking up 5MW-reactor and comprehensive economic
nuclear fuel reprocessing plants development program for North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 Suspending the development,
Korea (constant assistance to the Korea
• Opening a liaison office between
development of energy and
production, and export of
NK and Japan, and between NK
social infrastructure)
WMDs
• Accepting occasional and
• Converting Kaesŏng Industrial and the U.S.
special inspections of IAEA on Complex into North-South Joint • Ascertaining the denuclearization
of Japan and Taiwan
Economic Special Zone
the dismantling and scraping
• The retrieval of Wartime
process
• Additional establishment of
Operational Control from the U.S
several North-South Joint
to ROK
Economic Special Zones
(Promoting an open-door policy • The full-scale operation of
NEAECO
and introducing a
• Promoting North-East Asian
market-economy system in
Economic Cooperation
practice in the North)
• The conversion of Six-Party
• Running North-South Joint
Talks to Conference on Security
Committee for the Control of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Nuclear Program
• Assuranc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maintenance of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 establishing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in
North-East Asia
• NK-U.S. and NK-JP diplomatic
normalization (mutual establishment
of embassies, free trade, free
movement)
• Guarantee from the nuclear
powers in NE Asia (U.S., China,
and Russia) on non-use of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 the
emergence of a nuclear free zone
in North-East Asia

Current
Objective
Long-term
Objective

Security, Economic Recovery

Prosperity, Peace

• The full-scale operation of
Multilateral Security, Energy, and
Economic Organization in
North-East Asia
• Promoting North-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Summit talks,
Executive Committee, Human
Rights Convention)
Peace, Human Rights

Peace, Common prosperity, Human Rights, Cooperation

13. How to cooperate and work together for the future
1) To recognize and help SK’s development and role: Especially
peace-making role and North East Asia Cooperation Initiative.
2) To combine bilateralism with multilateralism: alliance with
mulitaralism.
(No existence of EATO (East Asian Treaty Organization), or
NEATO (North East Asian Treaty Organization). The only
exceptional

region

in

the

world.

America

allowed

and

initiated NATO, CENTO, SEATO, AOU, OAS, ANZUS in the
world. But only in North East Asia, not allow edbased on the
bilateralism and American-Japanese Alliance. 6 party talks the first start of multilateral approach in that area).
→ Sitting on the fence between America and China? No.
Basic

difference

between

the

allied

partner

and

the

friendly neighboring country.
3) To continue commitment for stability and security in East Asia
and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America’s

strong

commitment and cooperative ROK-US relations, the regional
powers can regain their ambition one more time around and
over the Korean Peninsula.
4) Accept equal footing stance and approach in principle, and
assume some differences of national interest and vision in that
area.

Nuclear Standoff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roducing Security Dilemma out of Uncertainty
Jae-Jung Suh
Professor, Cornell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s
an empirical case that reveals the security dilemma logic present
in

world

politics

that

is

overlooked

in

conventional

understandings. Although many typically blame either Pyongyang
or Washington for the crisis, this article argues that both the
"North Korean threat" thesis and the "U.S. threat" thesis are
incomplete and partial as an explanation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

more

comprehensive,

and

less

partial,

understanding of the crisis can be achieved by synthesizing the
antithetical hypotheses into a dynamic model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trategic

interactions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In other words, the crisis itself is a manifestation of
the security dilemma logic that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produced,

acting

under

uncertainty

about

each

other's

capacity and intention. And the security dilemma itself has ensued
because their behaviors are guided by their identities in a way
that exacerbates their social relationship.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in short, constituted by destructive interactivity
between
reality

their behaviors
of

security

and identities.

dilemma

and

the

To

acknowledge

necessity

of

the

positive

reciprocity would be the necessary first step in the long journey
toward ending the nuclear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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