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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와 제2공화국의 통일논쟁:
미래의 한(조선)반도1) 통일에 주는 함의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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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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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독사회과학회 동계학술회의 (주제: “국가통일 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법학, 정치학, 행정학, 그리고 교육학
적 등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발표 논문(2018.12.22./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윤태룡, “한반도 중립화논쟁의 비교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
학과(1986), pp.35~64)와 최근의 추가연구를 바탕으로 집필된 것임.
♠ "한국지정학연구원-고려대 국제교육문화연구센터 연합 통일정책 국제학술회의"[주제: ‘역사 속의 통합·통일 구
상’/일시: 2017.11.24(금) 오후 1:30~6:30/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국제세미나실(214호)]에서 발표되었던 “제
2공화국 장면 정권의 통일구상”을 보완, 가필 수정한 것임.
1) 필자는 몇 년 전부터 “북한”, “남북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불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남한은 북측을 “북한”이 아닌 “북조선”이라고 불러주고,
북조선은 남측을 “남조선”이 아닌 “남한”으로, “한반도”를 “한(조선)반도”로 불러주자는 것이다. 서로를 지칭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곧 미래의 통일을 앞당길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남북한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그저 "남북"이라고 표현한다. 처음에는 입에 붙지 않아서, 꽤 힘들었다. 하지만, 자꾸 의식적으로 [북한→북조선;
남북한관계→남북관계; 한반도→한(조선)반도]라고 쓰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에 입에 붙는다. 통일의 길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부터 열리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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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논문은, 제2공화국 장면 정권의 통일구상과 당시 민간에서 활발했던 다양한 통일논의를 단지 역
사적 사건을 추적하여 재구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당시의 국내외 정치적 상황과 현재의 변화
된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변화될 상황까지를 상정하여, 좀 더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분석틀/
로드맵”을 갖고 그에 비추어 제2공화국 당시의 통일구상에 대해 분석·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그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미래의 한(조선)반도 통일에 대한 함의와 교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
특히, 필자는 그동안 중립화통일 문제에 관하여 30여년에 걸쳐 끊임없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범위를
넓혀 다양한 케이스를 비교연구하면서 고민해온 나름대로의 지적 구성물인 분석틀(分析틀, analytical
framework)/로드맵을 바탕으로 중립화방안을 미래의 한(조선)반도의 통일에 적용할 새로운 “단계적·
장기적 로드맵”을 계발한 바 있다. 그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최종적 중립화에도 여러 종류가 있음을
감안, 여기서는 우리 경우의 새로운 <평가기준(혹은 도달목표)>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제2공화국시
기 장면정부의 통일구상 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통일논의에 대해서도 좀 더 “입체적인”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I. 서론: 현실주의자(Realist), 이상주의자(Idealist) &
환상론자(Illusionist)
자하(子夏)가 노나라의 읍재(邑宰)가 되었을 때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하길
“無欲速(무욕속)하며 無見小利(무견소리)니
欲速則不達(욕속즉부달)하고 見小利則大事(견소리즉대사)가 不成(불성)이니라.”
(“급하게 성과를 이루려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지 말라.
빨리 하려고 하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작은 이익을 따지면 큰일을 이룰 수 없다.”)

“Haste makes waste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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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 혹은 정치분석가는 흔히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현실주의라는 말로 정당화하고, 반대되
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상주의라며 비판을 가하곤 한다. 필자의 개인적 경험이지만, 일전에 (2017년)
어느 학술회의에서 현실주의자를 자처하는 한 정치학 박사가 북핵문제와 관련한 대화·협상론자를 이
상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영변핵시설을 우리 공군이 선제공격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는 것을 보고,
필자가 너무 기가차서 어안이 벙벙해졌던 경험이 있다. 그는 현실주의자와 강경론자를 혼동하는 것 같
았다. 이후, 필자는 현실주의자, 이상주의자라는 2개의 범주로는 나뉘어질 수 없는 부류가 있다는 생각
을 하게 되었고, “환상논자”를 하나 덧붙이게 되었다. 그 누구도 스스로를 환상론자라고 부르지는 않겠
지만, 분명 일을 너무 서둘러 다 망쳐버리는 부류가 틀림없이 있을 것인바, 필자는 이를 환상론자로 분
류하고자 한다.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John Lennon: A dream you
dream alone is only a dream. A dream you dream together is reality.)”는 말이 있다. 사실, 꿈은 오
직 그 꿈을 꾸는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미래는 항상 암울할 것이다. 하지
만, 이상주의자는 환상논자와는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대학에 갈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는 고
1학생이 있다고 치자. 그는 현재 상태에서는 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없다. 하지만, 목표를 설정하고 3년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을 키우면, 후에 결국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오직 “이상” (혹은
꿈)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현실(주의)적“ 계획을 세우고 노력, 실천하는 자만이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어쩌면, “환상론자는 역사를 오히려 퇴보시키는 반면, 이상주의자가 역사를 진보시킬 비전을 제시하
고, 현실주의자는 그 비전을 현실에 구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할 것은 “현실주의적 이상주의” 내지 “이상주의적 현실주의”가 아닐까 싶다. 이런 의미에서 여
기서 필자가 제시하는 “단계적 중립화통일”을 향한 분석틀/로드맵은 분명 이상주의적 요소와 현실주의
적 요소의 혼합일 것이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할 수 없고, 한민족은 영원히 분단된
적대적 상태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오직 이상을 품고, 그것을 현실주의적 전략을 갖고 하나하나 실현시
키는 경우에만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
자는 둘 다 역사의 실질적 진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12

2018 한독사회과학회ㆍ동아대 법학연구소 동계 공동학술대회

II. 국가대전략과 남북통일을 위한 분석틀/로드맵
1. 국가대전략(Grand Strategy): 동맹 vs. 중립
(1) 동맹(Alliance): 편승전략(Bandwagoning with 최강국) vs. 균형전략(Balancing against
최강국)
한 국가가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정부(anarchy) 상태인, 약육강식의 정글과도
같은 국제정치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을 게을리 해
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힘이 약한 국가는 적대적 강대국을 혼자의 힘으로 맞설 수가 없기 때문에,
흔히 그 적대적 강대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강대국과 연합(alignment)관계를 맺게 된다. 이런 현
상이 바로 국제관계에서 국가A가 국가B와 적대국C에 대항하여 동맹을 맺는 흔한 현상이다.
그리고, 이 동맹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바, 하나는 국가가 당시 국제체제의 최강국과 동맹을 맺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당시 국제체제의 최강국에 대항하는 동맹을 맺는 것이다. 전자가 편승전략
(bandwagoning)이고, 후자가 균형전략(balancing)이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그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국내 학자들도 한국이 지향해야할 국가대전략과 관련하여 편승전략을 중시하는 부류와
균형전략을 중시하는 부류가 있다. 어느 입장이 더 현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아직 합의가
성립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이 이 두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2) 중립(Neutrality)
편승전략도 아니고, 균형전략도 아닌 제3의 전략이 중립이다. 그리고, 중립도 두 부류로 나뉜다. 중
립정책과 중립화가 그것이다.
a. 중립정책(neutral policy): 일시적 중립(정권담당자에 따라 가변성)

.중립주의(neutralism)
.비동맹(non-alignment)
한 국가의 중립정책은 국내 집권세력의 선호에 따라 일시적으로 선택될 수도 있고, 다른 정책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이에는 과거 냉전기간 동안 제3세계 국가의 중립주의나 비동맹노선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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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립화(neutralization): 영구적, 제도화된 중립

한 국가의 중립화는 영구/영세중립(permanent neutrality)을 뜻하는 것으로, 흔히 중립화되는 당사
국이 보장국(guarantors)의 지지를 받아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영구적으로 제도화되는 중립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스위스, 오스트리아, 트루크메니스탄, 코스타리카, 바티칸시티 등이 이
에 해당된다.

2. 분석틀/로드맵
올해로(2018년) 분단 73년이다. 한 인간의 일생동안 만큼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민족은 여전히 통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통일을 향한 열정이 남아있는 한) 통일의 희망은 아직 남
아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다(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고 하지 않는가! 너무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럴수록 서둘지 말아야 한다(Haste makes waste). 1950년 김일성은 나름 통
일에 대한 열정이 컸기에 무력통일을 서둘렀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오판하여 일으킨 6.25 전쟁의 악
영향으로 남한과 북조선은 서로를 더욱 더 악마적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고, 긴 세월 동안 남북이 교류
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로인해 적지 않은 이들이 지금까지도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니, 또다시 서둘지는 말아야 한다. 민족사의 거대한 흐름을 꿰뚫어 보고 그 속에서 작은 일부터
차곡차곡 해나가되, 그 작은 일들이 장기적인 방향성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숲속을 지날 때 우리는 수많은 나무를 헤치며 나아가야 하겠지만, 우리가 “숲 속의 어디에 위치
해있는지를 항시 가늠하면서 가야” 한다. 마치 네비게이터(navigator)를 장착한 자동차처럼 말이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서 그런 네비게이터 역할을 하고 싶다. 물론 과욕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실향민의 아들로서 철들면서부터 줄곧 우리 민족의 통일을 고민해왔다. 열정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역
할은 그동안 많은 통일운동가들이 해왔기에, 필자는 나름 다른 역할로 통일의 "천로역정(天路歷程,
Pilgrim Progress”에 기여하고 싶었다. 그래서, 필자는 오랫동안 줄곧 우리 민족의 미래와 직결되는 생
존전략과 통일을 위한 대전략을 고민해왔다.2) 물론 이런 사실 자체가 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것은 아니다.
2018년 말인 현시점에서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원자폭탄(해방당시) 내지 핵무기(최근의 북핵사태)

2) 1986년 필자의 석사논문은 당시 필자를 매료시켰던 중립화통일론으로 복잡다단했던 국내외의 통일논쟁을 종식시키려는
거대한 희망을 갖고 애써 리서치를 하고 집필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애초의 의도와 달리 결국 한(조선)반도
중립화논쟁을 둘러싼 첨예한 의견차를 극복할 수 없다고 스스로 결론내리고, 그저 찬반론을 비교하는 것에 그쳤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인 2015에 집필한 2편의 관련 영어논문과 최근에 새롭게 고안한 구상을 곁들여, 이제는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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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 한민족의 운명에 참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으로 인한 일본의 패망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 보다는, 광복군이 미국 전략
사무국(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요원들과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작전이 개시되기
도 전에 예상 보다 “너무 빨리” 찾아온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 그 후에 복잡하게 전개될 정치적 상황을
예견하여] 비탄에 빠졌듯이, 그의 우려대로 결국 한(조선)반도는 분단되고 말았다.
인류의 과학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현상이 우리 한민족에게는 분단이라는 뜻하지 않은 청천벽력(青天
霹靂)같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미국 전략사무국이 “독수리 작전”이라고 불렀던 당시의 서울진공 작
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군의 도움으로 1945.8.18 서울을 탈환하려던 것이었고, 당시 미국은 이
를 위해 공수부대, 잠수함, 전투기 등을 지원해주기로 되어있었는데, 작전 실행 3일 전에 일본이 연합
국에 항복함으로써 그만 모두 무산되어 버렸던 것이다.
역사가 항상 정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악의 세력을 징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역사가 매번
힘센 자가 영구적으로 약한 자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닌 듯하다. 국제정치든 국내정치든
정치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지만, 인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흔히 목도
되는 이런 현상 즉, “의도치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에 대해 어떤 이들은 “신의 섭리”를
거론하기도 한다.
현시점에서 이 글의 주제인 제2공화국 장면정권의 통일구상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논란의 여지는 있겠으나, 필자가 보기에 이 시기는 현재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통일논쟁
이 활발했던 시기가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이승만 독재정권의 타도 이후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
이전의 이 짧은 시기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열망도
아직 식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현재는 오히려 통일열정이 이 시기에 비해서 많이 사그라진 것
같다.)
이 논문은 제2공화국 장면 정권의 통일구상과 당시 민간에서 활발했던 다양한 통일논의를 단지 역
사적 사건을 추적하여 재구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필자가 더 중요시하는 것은 그 당시의 국내
외 정치적 상황, 현재의 변화된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변화될 상황까지를 상정하여, 좀 더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분석틀/로드맵”을 갖고 제2공화국 당시의 통일구상을 분석, 평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말하자면, 장기적인 통일여정에서 “제2공화국이라는 자동차”는 어디쯤 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인지를 점검해본다는 것이다. 그 분석틀은 <장기간에 걸친, 평화적이고, 단계적 “남한-북조선 중립
화통일”>을 상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분석틀 또는 로드맵은 특정시기 남한, 혹은 북조선의 정치적 상
황이나 남북 각각이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통일방안의 장단점을 평가해보는 기준점 내지 준거틀로 간
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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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북한만의 중립화(과도기)
*북한 중립화조약[일정기간ㆍ갱신가능]
15년
남북한

*중립보장국: 미,중,러,일/영,프/남한
긴장완화

15년

*상설위원회

남북한

긴장완화

*강력한 군대유지(핵무기폐기)
(핵무기, 대인지뢰, 생화학무기 제외)
끝(Final)

(1단계)남한만의 중립화(과도기)

<코리아연방, 혹은 코리아공동체국가>

*남한 중립화조약[일정기간ㆍ갱신가능]

(3단계)남북한 동시중립화

*중립보장국: 미,중,러,일/영,프/북한
*상설위원회

*남북한동시중립화조약[일정기간ㆍ갱신가능]
30년-->끝(Final)

*주한미군철수, MD/THAAD철수
*한미동맹 해소

*중립보장국: 미,중,러,일(?)/영,프
*상설위원회

남북한 긴장완화

*강력한 군대유지/여성징병제(혹은

*주한미군철수, MD/THAAD 철수
*강력한 군대유지/여성징병제(혹은

남녀모병제)

남녀모병제)

*핵무기, 생화학무기 금지

*핵무기, 생화학무기 금지
15년

(예비-2단계)
*남북한관계의 지속적 개선
*한미동맹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최소한의 미군주둔
*지뢰, KAMD 유지
*THAAD철수 논의
*강력한 군대/군비의 유지
(핵무기, 생화학무기 금지)

15년
(예비-1단계)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
*한미동맹 유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시작

과도기

*지뢰, KAMD 유지

남북대화 & 긴장완화
시작(start)

*THAAD철수 논의

10년

*강력한 군대/군비의 유지
(핵무기, 생화학무기 금지)

<그림-1: 일정기간ㆍ갱신가능ㆍ단계적 남북한 중립화의 과정>3)
3) Tae-Ryong Yoon, "Neutralize or Die," Pacific Focus (August 2015), p.272 참조하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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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기준: 어떤 중립화통일을 추구할 것인가?
전술하였듯이, 국제정치에서 ‘중립’이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조선)반도의 통일
전략으로서의 중립화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사실 필자는 1984년 대학원에 진
학하면서 당시 지도교수(이호재 교수)로부터 중립화통일방법론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 받았고, 그 아
이디어에 매료되어 석사논문의 주제를 한반도 중립화론으로 택하게 되었다. 남한과 북조선이 이념적으
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므로, 어느 일방의 승리와 타방의 패배로 귀결되는 통일은 6.25전쟁의 결
과가 보여주듯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타협하고 상대방의 존재를 용인하는 방식의 통
일방안인 ‘중립화통일 방안’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통일의 희망을 찾고자 천착했던 중립화통일 구상에 대해서 “실현불가능
한 방안”이라는 자가진단을 내리고, 매우 오랫동안 스스로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는 석사논
문을 쓰는 과정에서 남한 내에서만도 찬반론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어 양측이 타협할 여지가 전혀 없
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비록 필자자신은 희망적으로 중립화통
일을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자들이 계속 다수 존재하여 결국 국론분열 상태를 극복하지 못할 것
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립화통일 찬성론자들은 성공한 국가들 케이스만 언급하고, 반대론자들은
실패한 국가들 케이스만 언급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필자는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천착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례에서
보듯이 중립화에 성공한 나라도 있고 실패한 나라도 있다면, 학자로서의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성공/실패 케이스를 모두 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왜 어떤 국가들은 실패하고 어떤 국가들
은 성공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남북이 중립화통일에 대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 케이스
와 성공케이스가 다 우리에게는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한(조선)반도 중립화통일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 8가지 사항에 대해
동료 학자들은 물론, 정치인 및 일반시민들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하고 생각을 정리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생각하기 이르렀다.

(1) 적극적 중립화 ≠ 소극적 중립화: 소극적 중립화에서 적극적 중립화로
중립화의 개념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물론 대부분의 학자들조차 크게 오해하는 것은 중립화는 약소
국이나 취하는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외교정책 행태이며, 약소국의 입장에서 보면 강대국에 의해
주권을 제한당하는 매우 불리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는 대단히 피상적인 관찰이다. 이 말이 맞는 경우
는 어떤 약소국을 놓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일방적으로 약소국을 향하여 중립화조치를 취하는 경우일
것이다. 하지만, 주변 강국들의 쟁탈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중간에 낀 약소국의 스스로의 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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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주변강국을 주도적으로 설득하여 중립화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그 (상대적) 약소국의 매우 적
극적인 외교정책 노선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 흔히 있었던 것처럼, 몇몇 강대국들이 자기들 사이에 끼어있는 약소국을 독차지하려다
가 서로 분쟁을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해당 약소국을 중립화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경
우가 역사에서 종종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코스타리카, 투르크메니스탄, 바티
칸시티 등을 놓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경우에도 남북이 주변
강국의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도적으로 남북정권이 합의하여 힘을 합쳐 주변국들을
설득하여 중립화통일을 성취한다면 결코 이를 강대국들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 강제적 중립화의 경우
로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

(2) 한(조선)반도의 단계적 중립화
위의 <그림-1>에서와 같이 필자는 몇 년 전부터 남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립화통일을 이끌어나
가기 위한 방법론으로 ‘남한만의 중립화’를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인 가정은 남이든 북이든 우리 민족
자체가 선도적으로 중립화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 외교정책 이니셔티브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다.
전문가들까지 포함한 적지 않은 이들이 중립화통일이 강대국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매우 피동적
이고 소극적인 정책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강조컨대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중립
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주도면밀한 리더십을 요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중립화에 대한 수동적,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면, 남쪽만의 중립화도 결코 군사, 안
보상의 손해가 되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립화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
에 북이든 남이든 어느 쪽이든 먼저 할 수도 있고, 남북이 합의만 할 수 있다면 함께 동시에 추진해도
괜찮다는 논지이다. 그리고, 남북은 현재 아직까지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은 상태가 아니므로, 일단
은 각각 중립화를 추진하는 것이 함께 동시에 추진하는 것 보다는 나은 선택으로 생각된다.

(3) 중무장 중립화 = 군비축소(×), 평화운동(×)
중립화가 된 국가들 중에는 코스타리카의 경우처럼 비무장 중립국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코스타리
카는 예외에 속하는 것이지, 중립국이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위스,
오스트리아도 모두 중립국이지만 중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의 경우는 주변이 모두 강대국들인데 중무장 중립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중립
화를 군비축소, 혹은 평화운동과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misperception)’이다. 중립화는
국가의 대전략 중 취할 수 있는 한 옵션으로서 매우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채택될 수 있는 국가대전략
중의 하나로서, 필자의 경우는 주변 어떤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전략보다 한 수 위의 전략으로 판단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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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징병제/남녀모병제
요즘 국내에서도 징병제냐 모병제냐에 대한 논쟁이 심심치 않게 일고 있다. 필자는 이는 결국 국민
들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모병제가 되었든 징병제가 되었든 이제는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
으로 해야한다고 본다. 요즈음은 남녀평등 시대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
드러지고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고, 군대라는 조직도 단지 힘, 폭력만 전담하는 조직
이 아니라, 다양한 관리업무를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를 들면, 군조직도 관리, 정보, 교육, 회계
분야 등등 여성이 군인으로서 복무하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부지기수다. 그런데, 왜 여성
만 군대를 갈 수 없다는 것인가! 사실 이는 여성을 보호해준다는 미명하에 오랜 기간 성차별을 해온
것인데, 이에 대한 여성자신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 나라를 지키는데, 왜 여성이 배제되어야 하
는 것인가. 북조선의 여성 복무는 이상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남한이 본받아야 한다.

(5)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지향성
유럽과는 달리 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지역 안보공동체의 형성이 약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2차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독일과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독일에 대해서는 과거청산이 철저했던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유럽에서는 독일 이외에
도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프랑스, 영국 등의 강국들이 있었지만, 아시아에서는 미국이 기댈 만한 강국
이 일본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일본은 냉전의 와중에 미국으로부터 철저한 과거청산 요구는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게 사실 일본입장에서 보아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
었다. 일제가 저질렀던 과거의 여러 가지 만행에 대한 과거청산을 미국에 의해 면제받은 것 때문에 사
실 일본은 여전히 동아시아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국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유럽
공동체와 같은 아시아공동체가 아직 튼튼하게 성립되어있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의 중립화통일은 달리 말하면, 동아시아 지역에 “안보레짐”을 형성하는 조치이며, 이
에는 UN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미중러영프 5개국이 모두 보장국으로 참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
본도 보장국으로 참여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6) 남한 & 북조선 독도수호 공동훈련
아직은 시기상조이겠으나 앞으로 북조선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일본이 계속 분쟁지역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독도와 관련하여 남북이 공동 방어훈련을 실시하여 민족적 결속을 다질 필요가 있다. 일본
의 우익내지 극우세력들(과 국내의 일부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은 35,6년간 식민통치를 마치 우리에게
시혜를 베푼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세력들이 아직도 일본에서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미
국의 동아시아정책의 오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냉전의 와중에 일본을 우방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미국의 일본 극우세력들과의 “야합정책”으로 인하여 (사실은 일본 자체에게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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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도) 일본은 주변국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국가로 남아있다.
독도문제도, 이 연장선상에서 바라 볼 수 있다. 독도자체에 대한 역사적 자료는 독도가 조선의 고유
의 영토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지만, 일본을 중시한 미국의 모호한 정책으로 인해 일본은 아직도 조
선 고유의 영토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독도문제를 남북이 오히려 서로의 신
뢰를 쌓을 수 있는 공통이 관심사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때가 되면 남북공동
독도수호 훈련을 통하여 남북의 결속을 다질 수도 있을 것이다.

(7) 중립화통일 이전(이후) 주한미군 단계적(완전) 철수 & 한미동맹 유지(해소)
73년을 적대적 관계 속에서 살아온 남북이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고 하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트고, 서로 전혀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을 정도까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될 것이다. 따라서,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는 평범한 진리를 남북이 모두 가슴에 새기고 천천히 신
뢰를 형성하는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위에서 군비축소 반대, 여성징병제 (내지 남녀모병제)
의 채택을 강조했던 것은 결국 우리가 중립화통일을 설사 이룩하더라도 우리의 중립적 지위를 지켜내
기 위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군사력을 줄이기는
쉬어도 그것을 회복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군비축소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
것이 주변국들의 군비축소와 동시에 연동되는 것이 아닌 한, 우리는 군비축소에 대해 가볍게 행동해서
는 절대 안 된다.
이상 (1)~(7)까지는 우리의 안보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늘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III. 제2공화국 장면정부의 통일정책과 혁신계와의 논쟁
1. 중립화통일론의 제기
이승만 정권하에서는 평화통일론이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중립화안은 국외에서 명맥이 유지될 수밖
에 없었다.4)
1955년 재일 김삼규(金三奎)씨는 한국중립화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해 7월 제네바 정상회담의 각국
대표에게 중립화를 제안했다.5) 재일조선통일문제연구소장 이영근(李榮根) 씨도 8월 통일한국의 비군
사기지화를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6) 그리고, 1956년 8월 북한에서는 최창익 (崔昌益) 일파가 중립화
4) 윤태룡, “국내외 한반도중립화 논쟁의 비교분석: 찬반논쟁을 넘어서,” <평화학연구>, 14권 3호(2013), p.82.
5) Bong-youn Choy, op. cit., p.206.
6) 노중선, op. cit., pp.33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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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처단되었다고도 한다.7)
외국인으로는 1957년 1월 영국 노농당의 지도자 가이츠켈(Hugh Gaitskell)이 미국방문 강연 중 최
봉윤 교수의 질문에 답하여 “한국이 어떤 하나의 강대국에 의해서도 지배되지 않도록 강대국들이 명확
한 보장조치(safeguards)에 합의한다면, 본인은 한국의 중립을 선호한다.”8)고 말한 일이 있다. 또
1958년 5월 30일 영국이 이코노미스트紙가 통일한국은 중국의 선의하에서만 존립할 수 있을 것이므
로, 한국이 핀랜드와 같은 존재양식을 추구하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논급한 적도 있었다.9)
이렇게 국외에서만 간헐적으로 주장되었던 중립화통일안은 4.19혁명 후의 언론, 출판의 완전한 자
유에 힘입어 가열되었던 통일논의의 일환으로서 국내외적으로 크게 부상하게 되었다.
1960년 6월 김삼규씨가 일본에서 귀국하여 통일안을 제시한 이래,10) 그는 <世界>, <思想界>등을
통하여 중립화의 소신을 피력하고 각 당의 통일정책을 비판했다. 그의 주장은 당시 신생국가들의 중립
주의 경향 대두라는 국제적 상황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서서히 동조세력이 형성되도록 하는데 큰 역할
을 한 듯하다.11)
특히 1960년 10월 22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맨스필드(Mike Mansfield)가 상원 외교위원회에 대
한 일본시찰보고서 중에서 “미국은 제 강대국들과 협의를 통하여 1955년 오스트리아를 중립화하였던
바와 같은 토대 위에서 한국 통일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검토하여야 한다”12)고 언급한
것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논쟁은 더욱 가열되었고 이를 계기로 계몽단계에서 운동·조직화 단계로 발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중 7.29 총선을 앞두고 사회대중당의 박기출은 일찌기 중립화안을 제기하였다. 그는 유엔이 한
국안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중립화되어야 하며 한국군은 5~10만으로 감축되어야 한다고 말
했던 것이다.13) 이러한 제안은 혁신계의 여타 통일방안14)과 함께 당국이 혁신계를 용공세력으로 몰
아붙이는 구실로 이용되었고, 이승만의 독재는 거부했지만 그의 보수주의를 거부하지는 않았던 전반적
인 상황하에서 혁신계는 내부 분열로 공동정선을 형성하지 못한 채 7.29 총선에서 5명만이 당선되는
참패를 하고 말았다.15)

7) 공보부, <한국의 중립화는 이래서 불가능하다>(1964), p.52.
8) Bong-youn Choy, op. cit., pp.208-209.
9) 노중선, op. cit., p.360 (핀랜드는 중립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급은 한국 중립화구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0) 노중선, op. cit., p.370.
11) 윤태룡, “국내외 한반도중립화 논쟁의 비교분석: 찬반논쟁을 넘어서,” <평화학연구>, 14권 3호(2013), p.82.
12) <한국일보>, 1960.10.22
13) 한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종로서적, 1983), p.94.
14) 사대당(社大党) 서상일의 <중립국감시선거·남북교류>, 혁신연맹 장건상의 <중공 유엔가입론을 말함>. 김학준,
<반외세의 통일논리>(서울: 형성사, 1983), pp.85~94 참조.
15) 한승주, op. cit., pp.89-94 참조; 윤태룡, “국내외 한반도중립화 논쟁의 비교분석: 찬반논쟁을 넘어서,” <평화학연구>,
14권 3호(2013),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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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면정권과 혁신계의 논쟁
7.29총선 직전의 통일논쟁은 특히 사대당(社大党)의『적당한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및 남북간
『문화·경제·인사교류론』에 민주당이 공격을 집중함으로써 절정에 다다랐다. 사대당이 ‘적당한 유엔
감시’를 부연하여 ‘비참전국에 의한 감시’라고 설명하자, 민주당은 중·소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냐고
응수하고 나왔다. 이에 사대당은 ‘적당한 감시’란 비참전국인 유엔가입국에 의한 감시라고 해명하고,
민주당의 통일안은 선거연설에서만 남북총선을 외치고 실은 북한만의 선거를 의미하는 기만적인 것이
라고 비난했다. 또한 사대당은 일부의 남북교류론은 정식정책이 아니라고 밝혔다.16)
7.29총선 이후 윤보선은 8월13일 대통령취임사에서 “남북통일은 유엔감시하의 남북한총선거를 통
하여 이룩되어야 하며, 이 보다 선행할 근본문제는 남한이 혼란에서 벗어나 국력을 부강시켜야 한다”
고 ‘先건설·後통일론’을 분명히 했다. 다시 8월24일 정일형 외무장관은 “유엔결의를 존중하여 한국전역
에서 유엔감시하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원칙을 고수한다고 발표했다.17)
한편 국회에서도 통일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9월9일 박준규 의원의 “통일문제에 관한 방안을 통일하기 위하여 최고심의기관을 설치할 필요”를 느
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하여, 정장관은 “통일방안은 남북한을 통하여 자유선거에 의한 것”이되, “공산
주의화되는 통일은 있을 수 없고,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의 김준연은 “유엔감시하에 자유총선거로써 방공(防共)통일 한다고만 말해주기 바란다. 남북한
총선거가 아니고, 북한만의 자유선거라 필요할 뿐이다”라고 요청하기도 했다.18)
9월19일에는 민주당의 민관식이 유엔이 중립국 감시하 남북총선을 제안할 경우 외무장관의 복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데 답하여, 정장관은 중립국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므로
그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경, 이종련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정장관은 9월21일 다음과
같이 답변하기도 했다.19)
"『감시』라는 용어에는『관찰』이라는 뜻도 있고『감독』이라는 또 하나의 뜻이 있
으며... 남한에서는 유엔 관찰에 의하고, 북한은 감독에 의해야 하는 것이다. ... 정부의 통
일방안이 종래의 유엔의 결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엔의 결의를 존중해서 우
리가 결정하는 것이며, 종래의 표현을 바꾸게 된 것은 새로운 아아(亞阿)국가의 유엔가
입으로 유엔의 결의가 반드시 우리 민족감정에 합치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
16) 민의원사무처,『국회보』, No.32 (1960.12.31.), pp.134-5.
17) Ibid, pp.47-50; 윤태룡, “국내외 한반도중립화 논쟁의 비교분석: 찬반논쟁을 넘어서,” <평화학연구>, 14권 3호(2013),
p.83.
18) 민의원사무처,『국회보』, No.31 (1960.12.10.), pp.36-7.
19) Ibid, pp.47-50 (윤태룡, “국내외 한반도중립화 논쟁의 비교분석: 찬반논쟁을 넘어서,” <평화학연구>, 14권 3호
(2013),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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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통일이 우리의 중대과제이기는 하나 그것이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없으며 용공통일은 어디까지나 배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보수적 태도는 정부가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원
내의 기반이 없는 혁신계는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통일문제를 정
치적으로 더욱 쟁점화 시켰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월 24~25일 고대학생회 주최로 열렸던 통일문제 토론회에서는 이미 중립화안이 상당한 정도로 부
상하였다. 그리고, 9월 30일에는 사대당, 혁신동지총동맹, 한국사회당 등이 참여한 민족자주통일 중앙
합의회가 “통일후 오스트리아식 중립 또는 영세중립을 택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결의했다.20)
이렇게 서서히 논의되기 시작했던 중립화안은 10월 22일 맨스필드의 발언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더
욱 가열된 논쟁의 대상이 됐다.
10월 22일 장면 총리는 “오스트리아식 중립화를 골자로 하는 통일방식은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위험한 일이다. 영구중립화를 무엇으로 보장할 것이며 또 유엔군이 철수할 때 한국의 지리적 조건
으로 보아 공산침략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다”라고 반박했고, 정외무장관도 다음과 같이 4개
이유를 들어 중립화를 반대했다.21)
“(1) 오스트리아는 지리적으로 영세중립국인 스위스와 접해 있으나, 한국은 호전적인 침략국과 인접
하고 있다.
(2) 오스트리아는 강대한 북대서양동맹기구 선에 있어서 강력한 보호조치를 받고있으나, 한국은 그
와 반대로 자유진영의 방위제일선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
(3) 오스트리아는 과거 4개국 점령하에 있어서 단일정부로 있었으나, 한국은 남북이 양단되고 그 이
데올로기도 다르다.
(4) 한국의 중립화에 앞서 소련과 중공의 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10월 29일 장리욱 주미대사는 허터 미국무장관을 방문하여 중립화의 부당성을 주장했고,22)
11월 2일에는 장총리가 다음과 같은 5개 이유를 들어 중립화를 반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23)
“(1) 한국은 오스트리아와 달라 소련 및 중공과 인접하여 전략적 요충에 위치해 있다.
(2) 오스트리아는 사실상 강력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한국자신의
국방력이 극동에 있어서 자유진영방위를 주요한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20) 노중선, op. cit., p.378; 윤태룡, “국내외 한반도중립화 논쟁의 비교분석: 찬반논쟁을 넘어서,” <평화학연구>, 14권
3호(2013), p.83.
21) <한국혁명재판사>, 제1집(1962), p.214; 윤태룡, “국내외 한반도중립화 논쟁의 비교분석: 찬반논쟁을 넘어서,”
<평화학연구>, 14권 3호(2013), p.83.
22) 조선일보, 1960.11.2
23) <한국혁명재판사>, 제1집(1962),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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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스트리아는 중립침범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민주진영측의 유효한 개입이 가능한 지리적
조건하에 접경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소련 및 중공군이 북한에 접근하고 있는 반면, 자유진
영의 군대는 바다 저쪽에 있어서 중립침범시 유효한 적시내원이 불가능하다.
(4) 오스트리아는 4개국 점령하에서도 단일정부를 유지하여 확고한 공산세력의 부식이 없음에 대
해, 한국은 공산괴뢰가 10여년 북한에 존속하고 있다.
(5)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제조건이 오스트리아보다도 뒤떨어져 있다.”
그리고, 동일 장총리는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 대통령후보에게 “중공의 흉계와 그들의 태도와 이에
보여준 그들의 행동의 현실적 평가에 입각하여 중립을 강경히 반대하는 바이다”라는 전문을 보냈으
며,24)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의하여 유엔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라 자유선거를 할 것”
이라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25)
이에 앞서 10월 27일 혁신연맹의 장건상은 통한문제에 언급, “한국의 중립화는 통한후 영세적 중립
이 보장되지 않는 한 결코 환영할 수 없다. 앞으로 통일된 한국은 스위스식 영세중립국이 이루어진다
면 한국국민을 위해서 기쁜 일이다”라고 말했다.26)
또한 11월 1일에는 사대당 마산시 위원장인 김문갑, 김성립 등이 한국영세중립화통일추진위원회를
조직했고, 11월 6일 마산 무학국민학교정에서 동위원회 발기대회를 개최하여 “미소양국은 표면상으로
는 이 민족을 위하여 남북통일에 노력하는 듯하나 기실은 민족전체와 국가전체를 자기세력권 내에 예
속시키려는 것이며, 과거 자유당의 북진통일론이나 장면정권의 통일방안은 비현적이고 실현성이 없는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니, 우리는 민족자주적인 역량으로 영세중립화통일을 기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
장을 했다.27)
이는 중립화운동이 조직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이런 중 11월 4일에는 사대당의 구 진보당계가 앞서 국회의 결의를 비난하고, “맨스필드 의원의 중
립화통한 제의를 원칙적으로 지지한다. ... 우리 당의 통일원칙인 적당한 유엔감시 하의 자유총선거안
은 바로 맨스필드 의원이 제의하는 민주독립이 보장되는 중립화안과 상통하는 것이(다)”는 성명을 발
표했었다.28)
한편 보수정당인 신민당 창당대회에서는 11월 8일 “두 세계의 대립이 양극을 이루고 있는 오늘의 국
제사회에 있어서는 그 어느 데도 가담하지 않는 엄정한 중립이란 생각할 수 없다”는 정책을 택했고, 이
어 9일 신민당 간사장인 유진산은 케네디의 당선에 즈음하여 “앞으로 미국정부는 아세아 실정에 적합
한 정책을 쓰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유엔총회에서 귀국한 정일형 외무장관은 11월 17일
24) 국제신보사, <중립의 이론>(서울: 샛별출판사, 1961), p.93; 11월 5일에는 양후보에게 서한이 전달됨(동아일보,
1960.11.6.)
25) 민의원사무처, <국회보>, No.32(1960.12.31.), p.24.
26) 노중선, op. cit., p.380
27) <한국혁명재판사> 제3집(1962), p.487.
28) 노중선, op. cit., p.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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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성은 맨스필드 상원의원의 중립화론이 개인의 견해임을 확인”했으면, “중립화론은 사실상 일종
의 환상이면 통일 전의 중립화란 전후를 착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19일에는 윤보선 대통령
도 “통한문제의 논의 보다는 분단된 남한의 건설에 더욱 주력”해야 하면, “맨스필드 의원의 한국 중립
화통일안은 신중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29)
그러나, 이와 같은 보수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혁신계의 주장은 전혀 누그러들지 않았다.
11월 20일 사회당 결당준비위원회의 최근우는 “중립화통일을 달성하는 방안으로 남북한의 정상적
인 문화교류를 해야 하며, 종래 대미관계에만 의존해 오던 외교정책을 지양하고 대소 외교정책도 동일
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위한 자유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공산당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11월 30일에는 사대당의 서
상일이 “적당한 유엔감시하의 남북선거에 의한 先통일·後중립화의 실현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12월 3일에는 이주당(二主党)이 북만주 일대를 완충지대로 하는 중립화를 주장했으며, 6일에
는 사대당이 통일방안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창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30)
이처럼 보수정당을 제외한 혁신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모두 중립화를 찬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새해에 들어서도 통일방책에 국민적 합의는 전혀 형성되지 못한 채 치열한 중립화
논쟁이 계속 되었다.
1961년 1월 8일 민주당은 통일정책에 대한 공식태도를 표명하면서, 남북협상, 남북인사 및 경제교
류, 서신왕래 모두를 비판하고 중립화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스위스·오스트리아와 판이한 한국의 지리적 위치, 공산진영의 아세아 적화정략을 망
각한 의견이다. 한국이 중립화되어 자유세계와의 군사적 유대가 없을 때, 중공·소련이 침
략을 감행한다면 무슨 방법으로 이를 격퇴할 수 있을까? 침략을 받았을 때 경제적·군사
적 자립도 겸하여 지리적 위치도 극히 불리한 한국으로서는 국내공산분자들의 난동을 마
기에는 힘들 것이다.”31)
한편 동일 창당된 혁신당은 1월 16일 “통일방안의 단일화를 위한 범국민적 협의체의 즉각 구성을 제
의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32)
그럼, 여기서 당시 한국일보사에 의하여 실시되었던 다음과 같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
다.33)

29)
30)
31)
32)
33)

국제신보사, <중립의 이론>(서울: 샛별출판사, 1961), pp. 95~98.
<한국혁명재판사> 제1집(1962), p.36.
<한국혁명재판사>, 제1집(1962), p.36.
<한국혁명재판사>, 제3집(1962), p.556.
한국일보, 1965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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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1961년에 남북통일운동이 양성될 경우 다음 각항 중 어떤 방법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1. 유엔감시하의 남북 동시총선거
2. 중립국감시하의 남북 동시총선거
3. 유엔감시하의 북한만의 선거

45.5%
5.5%
10.1%

4. 남북연방안

2.1%

5. 남북협상

8.3%

6. 기타

1.6%

7. 모르겠다
8. 무응답

26.8%
0.2%

문2. 만약 남북이 통일되었을 경우, 한국의 중립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1. 지지

32.1%

2. 반대

39.6%

3. 기타

1.7%

4. 모르겠다
5. 무응답

26.5%
0.2%

이러한 결과를 놓고 김갑철 교수는 중립화 지지율이 32.1%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중립화
는 실현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일이 있다.34)
물론 반대론자가 찬성론자 보다 더 많은 상태에서 중립화는 실현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중립화가
실현되지 못한 것이 반대론자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은 결토 아니었다. 지지율 32.1%와 반대율 39.6%
는 사실 근소한 차이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국민의 상당한 지지가 정부에 의해 완전히 무시되
었다는 얘기도 된다. 또한 정부가 여론조성에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감안한다면, 반대율은 매우 저조
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사실상 민주당의 통일안인 북한만의 선거는 불과 10.1%의 지지 밖에 얻지 못
했다.
그러나, 여론은 동시에 중립국감시, 남북연방, 남북협상에 낮은 지지를 보였듯이, 공산화 가능성을
크게 경계하고 있었다. 또, <모르겠다>와 <무응답>을 합치면 거의 30%에 달하는 사실은 가여된 통
일논의에 대한 국민의 당혹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4) 김갑철, <강대국과 한반도>(서울: 일신사, 1974), pp.318~320. 이 책에서는 문1의 답3 유엔감시하의 ‘북한’만의
선거가 유엔감시하의 ‘남북’만의 선거로 되어있는데, 이는 오기이다. 그 고의성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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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가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통일방안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
를 견지하였던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처사였다. 물론 당시는 남북간의 적대감이 전혀 해소되지 못
했던 점, 북한이 중립화에 대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국론이 찬반으로 크게 분열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의 중립화통일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중립화를 둘러싼 국론을 극복
하기 위하여, 중립화를 최소한 상징으로 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했어야 했다. 예를 들어, '先통일, 後중립
화론' 같은 것은 앞으로 중립화를 하겠다는 약속이지, 본질적으로 중립화통일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혀 위험부담이 없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채택하고 상징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의 적극적 포석은 취해지지 않았고, 찬반논쟁은 더욱 더 가열되어 지속되었다.
1961년 1월 23일 사대당의 서달호는 “본당은 외군을 한반도로부터 철퇴시키고 극동평화 내지 세계
평화의 안전을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영세중립이 보장되는 조국통일을 기본과업으로 한다”고 발표했
다.35) 또한 2월 11일에는 혁신계 인사들이 유엔보장하의 중립화 추진운동으로서 500만 서명운동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36)
이렇게 혁신계가 단순한 성명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립화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를 위한 주도권
경쟁이 일어나, 2월21일 통일사회당과 혁신당이 사대당 주도의 민자통을 탈퇴하고, 중립화통일연맹을
결성하여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37)
이에 대하여, 신현돈 내무장관은 23일, 서명운동은 사찰대상이라고 지적했다.38) 그러나, 2월 하순
사대당은 다시 중립화안을 발표했고,39) 3월 25일에는 장건상이 민자통 전북협의회 결성대회에서 중
립화를 주장했다.40) 4월 14일에는 중통연이 유엔 통한알선위원의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41)
이렇게 논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보수세력의 일부인사가 중립화를 원칙적으로 찬성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0년 12월 18일 박준규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한 통일방안으로 국토통일의 가능성은 전
연 없다고 비판하고, “미국의 유력인사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중립화통일한국이 실행된다
면 미국외교의 승리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42) 이어 1961년 1월 4일 그는 “통일방안으로
는 중립화안 밖에 없지 않은가? 소련에 대하여도 떳떳하게 한국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
다”고 발언했다.
한편, 조선일보 1960년 10월 6~10일에 걸쳐 <중립통일론의 관견(管見)>이라는 기고를 통하여 중
35)
36)
37)
38)
39)
40)
41)
42)

<한국혁명재판사>, 제3집(1962), pp.690~691과 노중선, op. cit., p.398.
노중선, op. cit., p.398.
김학준, <반외세의 통일논리>(서울: 형성사, 1983), p.107 참조.
노중선, op. cit., p.399.
<한국혁명재판사>, 제3집(1962), pp.683~684.
<한국혁명재판사>, 제3집(1962), p.550.
노중선, op. cit., pp.403~404.
국제신보사, <중립의 이론>(서울: 샛별출판사, 1961), pp. 104.

제1세션: 통일논의의 변화와 정치학ž법학분야에서의 분석과 전망

27

립화의 위험성과 이상주의적 성격을 비판했던 김석길씨는 1961년 4월 25일 그의 민주중립화통일방안
을 발표했다. 그는 혁신계의 중립화통일론을 환상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의 민주중립화통일을 중공
(中共)의 유엔가입 교환조건으로 요구해야 하며, 한국통일의 협상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중·소라는 것
을 강조했다.43) 말하자면, 그의 안은 공산세력의 일방적인 양보에 의해 ‘민주주의’의 승리가 확실히 보
장되는 중립화를 주장한 것이었다. 이 안은 공산측이 수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가 비판했던 중립화통일론 보다 더욱 더 환상적인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김석길
씨 같은 보수이론가들도 중립화된 상태의 한국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은 당시 중립화 지지 세
력이 점차 늘어가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1961년 5월 3일 신민당의 양일동 의원도 “결국 용공 아닌 중립국으로 통일할 수밖에 없다. 정
부는 중립화통일방안을 마련하여 독자적인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준비를 서둘러 통일의 기선을 제압해
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44)
이러한 예는 5.16 쿠데타가 없었을 경우 중립찬성론이 더욱 득세하였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IV. 제2공화국시기 민간의 통일논쟁
1. 학생층의 중립화 논의
김삼규씨는 1960년 <世界> 8월호와 <思想界> 9월호를 통하여 중립화통일안을 제시했었다. 이것
이 학생층에 큰 영향을 미쳤음은 9월 24~25일 고대학생회 주최의 <민족통일에 관한 제문제>를 논제
로 한 토론회에서 나타난 중립화안들이 김씨의 이론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확실하다.
학생들은 우선 통일에 대한 그들의 사명감을 다음처럼 토로했다.
“...... 우리들 청년학도는 진일보하여 오늘날 각 정당, 각 개인간에서 백인백색으로 격
렬한 논쟁들이 거듭하고 있는 무조리한 <통일방안>에 대하여 결론적이고 일대진보적인
수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 이십대에게만이 부과된 민족의 지상명령이요, 세계적
의무임을 각심해야 한다. ...... 국토의 양단은 외세에 의하여 조작된 것으로써 우리 민족
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역사의 희롱>임에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통일문제를 <목
적>으로서가 아니고 한낱 국민을 우롱하기 위한 정치적 방편으로 삼고 있는 기성정치인

43) 김석길, <민주중립화통한의 신방안>(서울: 국제정경연구소, 1961), pp.96~123, 268 참조.
44) 김석길, <민주중립화통한의 신방안>(서울: 국제정경연구소, 1961), pp.36~123,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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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맡길 수는 없다. 물론 한국통일은 이미 세계문제의 일환으로써 그의 해결없이는 기
대난임을 모른는 바 아니라 그렇다고 하여 영원한 <오로라>적 환상이 아니요 <영구의
현실>임은 ...... 명확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45)
학생들은 이처럼 기성정당의 통일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는데, 앞서 김삼규씨는 민주당과 사대
당의 통일정책을 비판했었다.
그는 민주당의 통일정책은 李정권의 반공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 반공하는 이
론적 근거가 있고 반공이 반드시 민주주의가 아닌데 왜 팟쇼적인 반공이란 말을 또 쓰느냐고 비판했
다. 또한 그는 사대당의 통일안도 구체적 방법도 없이 김일성 일당이 정치무대에서 구축배제되어야 하
며 이북이 티토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백년하청을 기다리는 애매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46)
이와 같은 생각은 토론에 참가한 상당수의 학생들도 공유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토론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25명의 학생 중 9명이 중립화안을 지지하였다. 그 주장하는 내용은 통
일의 본질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미·소의 세력경쟁에서 벗어나는 것이면, 6.25에서 보았듯이
일방적 통일은 불가능하므로 한국의 중립화를 전제로 국제적 관리에 의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
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등 김삼규씨의 주장과 구체적 방법까지 거의 비슷했다.47)
반면, 몇 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립화에 반대했다.

“그 의도는 찬성하나 공산주의 팽창운동의 지역적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우리
나라가 영세중립국이 될 것인지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방안으로서 중공을 유엔에 가입시킨다면 공산권 확장 외에 우리에게 오
는 무슨 소득이 있으며... 평화통일을 외치며 민주주의를 부수려는 폭동이 중립논자들의
달콤한 사주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단 말입니까?”48)

이와 같이, 찬성론자는 한국문제가 갖는 국제적 성격으로 인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이해
관계를 절충하는 중립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는 공산화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 후, 맨스필드의 발언이 파문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11월 1일 서울대 민족통일연맹은 발기대회
를 갖고 4개항의 <대정부·사회건의문>을 발표했다.49) 그 중에서 “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하여 적극외
45) 고대정경대학생위원회, <남북통일론 (전국대학생 시국토론대회 입선논문집)>(1960.9.24)에 실린 “대회취지문”에서
인용.
46) 김삼규, “통일독립 공화국에의 길,” <사상계>(1960.9), pp.90~100.
47) 고대정경대학생위원회, op. cit. 참조.
48) Ibid, p.5와 pp.150~151.
49) 4개항은 노중선, op. cit., p.3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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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로 전환하라. 장총리는 이러한 외교적 일환으로 미국과 소련을 특별방문하고 미·소의 지도자들과 회
담하라”는 것은 중립화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암시로 보인다.
11월 2일 서울법대 극동문제연구회 주최로 열린 <기성세대와 학생간의 통일문제 심포지움에서도
중립화문제는 중요한 쟁점으로서 논의되었다.
주요한 상공장관은 “동아세아의 중립은 만주와 연해주를 통한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무장해제가 끝
난 후면 우리는 중립국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 변영태, 신상초도 주요한 장관과 같은 맥락에
서 실력배양의 우선성을 강조했다.50) 한태연 교수는 “중립화통일론은 미국민주주의의 공론(公論)일
것이다. 요컨대, 단시일 내에 북과 맞설 수 경제적, 정치적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앞으로 중립
화가 시도되리라 예상하고 그를 위한 준비를 강조했다. 반면, 사대당의 김기철은 “맨스필드 미상원의
원의 중립화론은 좋은 의견이다. 완전한 자유선거를 할 수 있고 인구비례원칙만 확립되면 남북총선에
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고 말했다.51)
한편, 학생들은 “①외세배제로 주체성을 찾을 것 ②통일전에 자체실력을 배양할 것 ③기성세대를 믿
을 수 없으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할 것 ④이념상의 준비 없이 통일되면 제2의 8.15나 같다”
등의 주장을 했다.52) 대체로 학생들은 기성세대의 보수성을 비판하면서도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한 학생은 “실력 없이 통일을 기대할 수는 없다. 중립화론은 있을 수 없다. 오스트리아의 중립은
서독을 중립화시키기 위한 추파였으며, 20세기의 기적이다. 우리는 하루바삐 힘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53)
이와 같이 기성세대나 학생들은 중립화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실력배양의 필요성에 동감했다.
11월 5일에는 부산대 학생들이 통일데모에서 “외세의존의 일방적 통일을 배격하고 중립적 무혈통일
을 제의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54)
이러한 학생들의 반외세주의는 혁신계가 중립화통일정책을 채택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듯
하다.
1961년 4월 12일 유엔총회에서는 스티븐슨의 북한대표 조건부 초청안이 채택되었다. 이는 국제사
회에서 ‘두 개의 한국’이라는 현실이 인정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그동안 정통성의 독점을 주장했던
남한의 보수세력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정부는 사태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지 못함으
로써 정국을 더욱 혼란에 빠트렸다. 스티븐슨안의 충격은 보수세력의 동요를 가져와 5월 2일 서민호
민의원 부의장이 남북협상론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5월 3일 서울대 민족통일연맹이 “남북은 각기 동맹국의 거대한 군사경제원조하에 형식상의 전후 복
50)
51)
52)
53)
54)

동아일보, 1960. 11. 3
한국일보, 1960. 11. 3
Ibid
Ibid
국제신보사, op. cit., pp.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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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어느 정도 완성해 놓았지만, 남북간의 대립은 미·소의 그것처럼 완화되기는 커녕 분단된 사회체
제를 강화”하여 왔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55)
이어 5월 5일에는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이 남북학생회담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학생들의
성급한 이상주의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으나 정부의 지나친 보수성에도 큰 원인이 있었다. 이러한 판
단은 ‘민주중립화통한’이라는 지극히 보수적인 통일방안을 주장했던 김석길씨 조차 현집권세력은 통일
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통일준비국회 및 내각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를 찬양
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56)

2. 언론의 태도
당시 혁신계의 <민족일보>등을 제외한 조선·동아·한국·경향·서울신문 등 일반 언론의 사설을 분석
해 보면, 대체로 중립반대론이 우세하기는 했지만, 역시 찬반론으로 갈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
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언론을 다 조사해 보아야하는 것이므로, 본절에서의 분석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잠정적인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9월말의 고대학생회 주최의 토론회에서 중립화안이 크게 대두했던 얼마 후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중립화통일론자는 공산주의의 인정여부에는 깊은 고려가 없다. 공산도배의 활동을 용
인하면 수년 내에 공산화될 것이다. 자유진영에서 이탈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한반도
전역을 상실하기 보다는 남한만이라도 부유하면서 통일을 기다려야 한다. 중·소는 24시
간 내에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으나 미국의 한국출동은 수주가 걸릴 것이며, 미국민이 재
출병을 원할까도 의문이다. 당분간 우리의 역량을 길러가면서 통일의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57)
위 사설은 공산화를 두려워하여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얼마 후 서울신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총선에 의한 통일완수에 정부가 자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국토통일에 있어서 공산세력의 실태와 북한정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무력통일의 주장 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의 선전공세를 두려워하고 또 북한지옥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선전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
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58)
55) 노중선, op. cit., p.409.
56) 김석길, op. cit., pp.260~272.
57) 조선일보 사설 “무모하고 위험한 중립론을 단호 배격한다” (1960. 10. 5)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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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립화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보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비판하
고 있다.
또한 맨스필드의 발언이 국내에 알려진 다음 날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중립화론자는 금일의 한국 실정을 잘 모르거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연유
에 눈이 어둡거나 직접적인 전쟁경험이 없다. 한국의 독립과 영구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립화통일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것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잠꼬대 같이 들
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모하고 위험한 중립론의 배격하고, 한국에의
중립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도 맨스필드의 중립보장론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59)
이는 중립화통일론에 대한 논리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또한 서울대 민통련의 대정부·사
회 건의문을 비판하기도 했던60) 동아일보는 11월 4일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남한에서 합법성을 쟁취하여 적절한 시기가 오면 일거에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정권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중립화통일이란 결국 공산통일을 목표로 하는
북한괴뢰의 허울 좋은 연극에 불과하다.”61)
이는 중립론자를 공산주의자와 거의 동일시하기까지 한 것이다. 그리고 동신문은 “선통일·후건설이
공산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라면, 선건설·후통일은 민주통일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62)
또한 서울신문은 당시 라오스의 중립화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라오스의 중립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결국 동서간의 세력균형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것이다. ... 양대진영 간의 세력균형에 조그마한 차이만 생겨도 제일 먼저 직접적인 영향
을 받게 될 것이니 언제나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은 불안한 중립국이 될 가능성이 많
다. ... 라오스의 중립화란, 그네들에게 있어서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지언정 궁극적인 해
결책은 될 수 없겠다.”63)
이는 물론 한국문제를 언급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한국의 상황으로 보아 중립화통일에 반대한 것
58)
59)
60)
61)
62)
63)

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사설
사설
사설
사설
사설
사설

“지피지기는 승리의 비결이다”(1960.10.27)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중립통일론의 위험성을 다시 지적한다”(1960.10.23)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너무도 천진난만한 통일론”(1960.11.3)
“공산수법을 명백히 인식하자”(1960.11.4)
“선통일·후건설은 공산통일을 조장한 것”(1961.1.12)
“라오스의 중립화가 의미하는 것”(1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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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하여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경향신문도 중립화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오스트리아식 중립화나 핀란드식의 해결방안을 한국통일에
적용하려든다는 것은 그것이 위험한 방향으로 오도되기 쉬운 것임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
서도 반면에 한국의 경제적인 질식상태는 통일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한국이 태만하였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 우리는 통일의 주
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피투성이가 되어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것이다.”64)
이는 미국의 일부 정치인이 한국의 중립화를 고려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력이 낙후하기 때문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국이 경제력을 강화하면 미국이 중립화를 택하지 않으리
라는 의미이므로, 중립화통일에 반대하는 견해이다.
이처럼 조선·동아·서울·경향신문은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중립반대론의 입장을 취했다.
반면에 한국일보는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말할 것 없이 남한에 하루 속히 민
주건설의 모범을 이룩하는데 있으며, 그리하여 전국민으로 하여금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반공이념을
진지하게시리 하는데 있다”고 하면서도, “방첩을 간판으로 야당이나 학생데모 등을 위협하려거나 매카
시를 연상시키는 소연(騷然)한 분위기의 조성에 일종의 자족감을 느끼는 따위의 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65)
또한, 동신문은 학생, 기성세대 간의 토론회가 있었던 다음 날인 11월 3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자유당 국회와 동일한 결의를 채택한 국회가 과연 통일문제를 민족의 당면과제로서
실감하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용의와 성의를 가졌는가에 대한 회의와 불신감은 비단
학생들의 인상만은 아니다. 망각지대화되었던 한국통일에 대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국민
들 특히 학생들의 행동적 지성을 자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동서냉전의 틈바구니에
서 평화통일의 몇 가지 양식을 분석추리하면 양대 군사세력에 개입치 않은 오스트리아식
중립이라는 한 유형을 상상해 보지 않을 수 없다.”66)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5개 신문중 한국일보를 제외한 다른 신문들은 중립화통일을 반대했다. 그러
나, 여기서는 혁신계의 언론은 전혀 다루지 않았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일반 언론의 중립화에 관한 대체로 보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정부의 통일정책
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음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설들 또는 위에서 분석했던 사설들을 자세히

64) 경향신문 사설 “통한문제를 위요한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의 각오”(1960.12.25)
65) 한국일보 사설 “통일방안 논의에도 전진의 자세가 필요하다”(1960.11.2)
66) 한국일보 사설 “「통일」이 선전구호일 때는 이미 지났다”(1960.11.3)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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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오히려 대부분이 정부의 지나친 보수적, 수세적,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언론은 사설에서 중립화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중립화에 관한 사실보도 또는 찬반론자
의 주장에 관한 소개에 있어서는 대체로 공평성을 유지하였음도 아울러 지적할 수 있다.

V. 국제사회의 반응

맨스필드는 전술한 발언 외에도 여러 번 한국 중립화를 주장했지만,67) 미국의 공식정책은 중립화를
반대했다. 한국정부가 누차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1960년 11월 10일 정일형 외무장관과 허터 미
국문장관은 「미국은 적절한 유엔결의에 의한 한국통일을 위해 전력을 경주한다」는 요지의 공동성명
을 발표했다.68) 미국의 이러한 공식태도는 웨즈워드 미 유엔대표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그는 ‘한국의
중립화통일 여부는 궁극적으로 한국민과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중립은 국제정세, 지리적 위치,
군사적·정치적 세력균형, 정부 및 국민의 태도 등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벨지움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중립화가 유지되지 못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69)
이 보다 앞서 11월 8일 인도 유엔대표 메논이 한국 중립화결의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는 것이 국내에
알려졌다.70) 이러한 시도는 11월 30일 유엔 한국부흥위원단이 한국중립화 반대결의를 함으로써 무산
되고 말았지만,71) 그 후에도 메논은 한국이 인도와 같이 자유지역이어야 하며 그러한 중립의 보장을
위해 국제적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72)
또한 11월 7일 한국 유엔대표단의 임창영 대사, 박준규 의원 등이 마쓰다이라(松平) 일본대사와 회
담하였는데, 이 회담에서 마쓰다이라는 한국내의 중립화운동에 대해 경고했다고 한다.73) 그리고, 11
월 11일에는 일부 비동맹국들이 한국 중립화는 자유선거에 의한 통일이 성취된 뒤 별도로 취급될 문
제라고 주장한 것을 알려졌다.74)
그 밖에 영국의 옴스비고어 유엔대표는 공산측이 특정지역의 중립화를 요구할 경우 그것은 서방의
해외군사기지를 제거하려는 책동이라고 말했다. 터어키 대표도 중립지대 설정을 신봉하지 않는다고 했
다. 또한, 자유중국(타이완) 대표도 중립화는 한국을 공산주의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대론에 반하여 가나, 세네갈 등 비동맹국 대표는 한국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67)
68)
69)
70)
71)
72)
73)
74)

동아일보(1960.11.6), 노중선, op. cit., p.395 참조.
국제신보사, op. cit., p.97
동아일보(1961.1.1) 참조.
한국일보(1960.11.8)와 공보부, op. cit., pp.34~35 참조.
노중선, op. cit., p.389 또는 한국일보(1960.1.30) 참조.
동아일보(1961.1.1)
한국일보(1960.11.8)
동아일보(196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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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하였다.75)
이와 같이 각국의 공식태도는 당시 국제정치체제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서방측은 한국의 공산
화를 우려하여 중립화를 반대하였으나, 비동맹국은 인도를 제외하고는 불간섭의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 이러한 서방측의 태도는 한국전쟁 직후 미국이 고려했던 ‘한반도 중립화구상’에 대하여 보였
던 반응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로 그 반대가 웨즈워드(미 유엔대표)의 말처럼 실로 지
리적 위치, 또는 세력균형의 문제 때문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
었다면, 이전의 (즉, 한국전쟁 휴전조약 조인 직전) 미국의 한반도 중립화 구상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
며,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전쟁 직후의 상황과 제2공화국 시기의 상황이 별로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다 실제적인 반대이유는 서방측이 ‘민주주의’의 숭산을 전혀 신뢰할 수 없었으며 한국정부도 강력
히 반대했기 때문인 듯하다.
1953년 당시 미국은 한국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유엔감시하 남북총선이 실시되면 ‘민주주의’가 승리
하리라고 믿었고, 그러한 복선 때문에 소련이 한국중립화를 반대하리라고 예상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제2공화국 시기의 대한민국은 경제력이 북한에 상당히 뒤져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76) 오랜
동안의 독재에서 벗어난 직후였기 때문에 그동안 억압되었던 각종의 이익표출이 급증하여 정치적 혼
란 상태에 놓여 있었고, 또한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북한의 선전공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수세적
입장에 놓이는 등 체제정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더군다나 남북한 간의 적대감이 전혀 해
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통일을 열망하는 중립찬성론자와 공산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중립반대론
자의 의견대립은 국론을 크게 분열시켰고 국민적 합의는 전혀 성립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
은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 중립화가 추진될 경우 한국이 내란상태에 놓이거나 공산화되기 쉽다고 판단
했음이 분명하여, 중립화에 반대한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필자의 이러한 해석은 당시 두 미국 언론인이 피력했던 한국중립화에 대한 다음의 견해로 미루어 보
더라도 타당성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당시 NBC 특파원 캐더린 클라크는 조선일보에의 특별기고를 통하여, 공산측이 ‘거부하기는 곤란하
고 수락하기는 위험한’ 중립화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예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말
했다.
“한국학생들이 중립화통일안을 빈번히 토론하는 것은 무경험과 젊은 이상주의의 결과
이며, 그것은 또한 공산간첩에 의해 학생간에 세심하게 심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잘 조
직되고 사상교육을 철저히 받은 소수의 공산주의자가 엉성한 다수로부터 정권을 탈취할
75) 동아일보(1961.1.1)
76) Soon Sung Cho, "The Politics of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ies, 1950-1965," World Politics, Vol.XIX,
NO.2 (Jan,, 1967),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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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현실적인 제 난국을 볼 때, 한국인은 민주적 자치능력을 더 길러
야한다. 현재의 상태로는 한국인이 준비가 부족하여 공산주의자와의 이데올로기 대결에
서 승리할 것인지 의문스럽다.”77)
위 특파원은 공산측이 중립화를 제안하리라는 잘못된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민주주의의 승산에 대
한 강한 회의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에드가 클라크도 미국은 확고한 보장만 있다면 한국의 중립화통일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지만,
한국민이 민주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공사주의자와의 대결에서 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78)

VI. 결론: 한(조선)반도 중립화통일의 의미
1. 동아시아의 국제레짐, 지역공동체의 형성

2. 언론의 태도
1960년 4.19 민주화 학생시위로 7.29 총선에 의해 제2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봇물과 같이 터져 나왔
던 백가쟁명식의 통일논의가 정치적 혼란을 일으켜 북의 침략을 다시 불러올 것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
을 내세워, 남로당 이력과 관련하여 군부 내에서 출세의 길이 막혔던 박정희 일당이 반공을 기치로 이
끌었던 군부세력이 쿠데타에 성공했다. 물론 그런 일이 앞으로 또 다시 되풀이 될 가능성은 적겠지만,
통일열기가 가열되면 분명 국내의 보수세력들은 북한위협을 빙자하여 다시금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할
것이다.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의 초점은 통일논의에 있어서의 백가쟁명(百家爭鳴)식의 논쟁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최근 진보진영의 통일논의를 보면, 점차 분열을 넘어 서로 적대시하려
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너무도 상식적인 말이지만, 민주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수용
해야 할 원칙이 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음에 동의(agree to disagree)한다"는 원칙이다. 현재 소위 진
보진영 내에는 통일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다: [무작위로] (1)북미간 평화협정 우선 체결,
(2)주한미군 철수, (3) 남북한 동시중립화, (4)단계적 중립화통일(즉, 남한만의 중립화 → 북한만의
77) 조선일보,「시사해제」(1960.10.15~16)을 요약한 것임.
78) 박중희, ‘외국인이 본 중립화통일안,“ <한국일보>(19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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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화 → 남북한 동시중립화), (5)연방제 통일방안, (6)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7)한(조선)반도의
비핵화 등등. 그 밖의 통일담론으로는 (8)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9)독일식의 흡수통일, (10)기능주
의적 통합이론, (11)햇볕정책 등등이 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한다면, (12)무력통일 것
이다.
우리는 이 모든 통일방안들을 놓고 본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학술회의, 시민단체 모임, 신문지상,
시사잡지, 인터넷 싸이트 등을 통해서 국민적 대토론을 벌여야 한다. 단, 자기랑 견해가 다르다고 적대
시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욕하고, 모욕하고... 이래서는 안된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반드시 이성
적 토론이어야지, "agree to disagree"의 민주주의 원칙을 깸으로써 통일논의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정
말로 또 다시 찾아온다면, (좀 황당한 가정일 수는 있지만) 북핵위협을 빙자하여 제2의 박정희가 또
다시 나타나지 말란 법도 없다!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혹은 못했던) '새로운 생각'에 처음으로 노출되면, (필자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다르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틀렸다',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한다. 어찌 보
면, 사회·정치현상은 인간이 애초에 '의도한 결과'와 '의도치 않은 결과'의 결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사회현상에서는 (실험실과 같은 상황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인과관계의 연속적이
고, 복잡하게 꼬이기까지 한 실타래와 같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건 다시 말해,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한 (또는 예상한) 결과’가 아닌 ‘의도치 않은 (또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부닥치
게 되면 그에 대해 일종의 거부반응을 보이는데, 사실 이건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이
런 현상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고 그 부작용을 각별히 경계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한 결과’만을 기대하지 ‘의도치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에 맞닥뜨리게 되면 깜짝 놀라서는, 후자에 대해 [(1)존재함을 아예 부정하거나, (2)존재
함을 인정하면서도 미미하다고 폄하거나, 아니면, (3)그냥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딴전
을 부린다.
특히, 사회현상에 대한 해석 또는 사회의 변혁방법을 놓고 서로 대의명분(大義名分/cause)을 내세우
며 2개 이상의 세력이 다투는 경우에, 사실(혹은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자기 측에 유리한 정보
만 걸러서 전달하면서 현실을 무시·왜곡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시키면, 장기적으로 그 운동(movement)
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 무시·왜곡했던 부분이 더욱 더 큰 문제로 부각되어 반격의 물결로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태여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끌어들일 필요도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적어도
통일을 논하는 이들은 누구나, 적어도 장기적으로 ‘통일의 대업(統一의 大業)’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단
기적 이득을 위하여 토론자들 중의 다른 목소리(혹은 소수견해)를 적대시하거나 (일시적인 논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절대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완전한, 무한대의 자유토론, 그것만이 백가쟁명의 통일담론이 이성적 논쟁에 의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훌륭한 대의명분을 갖고 목표를 향하여 운동(movement)을 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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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의견을 단지 소수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행태는 반드시 진보진영
전체의 패배로 귀착될 것이다. 국내외를 통틀어서 ‘통일 꼬레아’를 열망하는 진보세력들은 내부분란에
휩싸여 대의를 그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제2공화국 시절을 되돌이켜 보면서 또 다시 역사를
도둑맞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통일을 서둘지 말자! 통일은 급하게 마음먹고 빨리 서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먼
저 해야 할 것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다. 서로 정을 느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
떻게 한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산단 말인가!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 땅의 소위 보수 세력들은
북조선 정권을 빨리 붕괴시키겠다는 망상은 이제 좀 빨리 버리시라.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니 73년을
허송세월 한 것이다. 결국 해결책은 情이다. 사랑이다. 서로 상대방의 좋은 점, 존경할만한 점을 보자.
우리는 (南은) 과연 완벽했던가! 북조선으로부터의 위협을 빙자하여 얼마나 비민주적 독재를 일삼아
왔던가!
인간의 만사가 그렇듯이 객관적인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 뭔가
를 해내고자 의지를 갖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면서 함께 스스로 희생하
고자 애쓰는 국민이 없다면 의미있는 성취는 결코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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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일의 통일과 연대부가세
Ⅲ.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통일단계 및 통일 이후의 재원준비
Ⅳ. 나오며

I. 들어가며
독일의 경우 정치적·사회적으로 급작스럽게 다가왔던 통일이었던 만큼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
질적인 기반인 재정적 준비 또한 여러 측면에서 불비하였다. 갑자기 이루어진 통일인 만큼 독일 정치
권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통일로 인한 부정적이고도 고통스러운 부분은 가급적 드러내고 싶지 않았
을 터이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독일 수상인 헬무트 콜은 통일비용의 충당을 위해 서독국민의 증세
적 부담은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성급한 단언을 하였다. 이것이 통일연대부가세 도입의 정치적 배경이
되었다.
통일연대부가세는 독일통일의 재정적 수단으로서 유일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질 수는 없어도 가장 강
력한 수단이라고는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부가세가 통일비용의 충당을 위한
합법적이면서도 적합한 수단인가에 대해서는 끊임 없이 법적 판단 앞으로 소환되었으며 결국은 내년
에 폐지될 것으로 예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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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이라는 당위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수단이냐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통일자체에
대한 국민의 정서적·감정적 반감이 발생되어서는 곤란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효한 고려사
항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세의 문제는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와 경험을 우리의 관점에서 반추하여 불필요한 제도적 저항을 예방하고 가장 효
율적이면서도 적합한 수단을 고려하는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II. 독일의 통일과 연대부가세
1. 독일 통일의 재정환경
(1) 독일통일비용
① 통일비용의 범위

연대부가금은 독일의 통일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재정법상 수단이라 볼 수 있다. 따
라서 독일의 통일비용에 대한 기본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비용에 관해서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바, 통일의 추진에 소용된 총
비용 즉, 통일완성 시점까지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는 협의의 통일비용개념과 통일 이후 하나의 국가체
제를 구축하고 이를 안정시키는 데 소요되는 총 비용의 개념을 말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
다.1)
② 기관별 통일비용규모 추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일비용의 규모가 수평적으로 비교되어 검토되기 위해서는 통일비용의 개념
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르므로 기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일통일비용에 대한 추정은 연구기관마다 연구자마다 사실상 다른 기준과 내용으로 추정하였으며 물
론 그 결과도 각기 다르다.

1)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 – 통일비용 분야 관련 정책문서, 20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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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별 독일 통일비용 추계구모 비교>2)
(단위: 억 DM)
기 관
독일경제연구소(DIW)

Time紙

내 용

금 액

· 사회간접시설확충: 6,000 ~ 9,000
· 사회보장시설지원: 1,000 ~ 4,000

7,000 ~ 13,000

· 민간투자부문: 2,325
· 재정부담: 7,490 ~ 8,495

9,815 ~ 10,820

· 기업 자본력 강화: 15,000 ~ 19,000
Wirtschaftswoche紙

Kiel대학 부설
세계경제연구소

· 주택 및 공공부문: 5,000
· 환경정화부문: 2,000
· 기업부문: 11,500
· 주택부문: 11,100
· 사회간접자본: 5,000

L. Hoffmann

· 공공부문: 15,000 ~ 20,000
· 민간투자부문: 10,000

J.P. Morgan

· 730만명의 동독지역 노동자가 전고용상태에서 서독
지역 노동자와 동일한 자본장비율을 보유할 경우

22,000 ~ 28,000

27,600

25,000 ~ 30,000

15,000

한편 독일연방재무부의 통일비용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독일연방재무부의 통일비용 내역>3)
(단위: 억 DM)
내 용
- 통일에 필요한 기본적 직접경비 (A)

금 액
약 4,400

· 신탁관리청의 기업관리 부담액

2,500

· 구동독의 국유기업 채무인수, 구동독 대외채무 및 재정적자 인수분

1,600

· 구동독체제 희생자 복권보상 비용

157

· 소련군 철수비용

130

2) 김유찬,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14, 11면의 <2000년 동독지역의 경제활동
추계연구> 표를 참조.
3) 김유찬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14, 13면 및 독일통일에서이 통일비용조달과
시사점; 김영윤, 독일통일에서의 통일비용조달과 시사점, 북한법연구 제13호, 2011,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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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독 재건 및 생활수준 격차 해소비용 (B)

약 16,400

· 환경정화시설투자

2,000

· 철도망 등 교통망 개선

1,270

· 에너지산업 설비 현대화

1,000

· 교육환경 격차해소

700

· 우편/통신분야 설비투자

550

· 주택분야 보수유지 및 현대화

500

· 의료시설 확충

300

· 농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금
· 동독지역 노동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본현대화 및 신규튜자
- (동독지역의 서독빈곤주 수준 격상을 위한 소요비용, OECD 추정) (B’)
사회보험기관을 통한 동독지역 이전지출(고용·의료·연금) (C)
합계(D = A+B+C)

70
약 10,000
(약 24,000)
2,500
약 23,300
(B‘ 포함시 약 47,300)

통일에 필요한 기본적 직접경비인 A는 이른바 협의의 통일비용으로서 추정되는 총액은 약 4,400억
DM이며 거기에 동독 재건 및 생활수준 격차 해소비용을 포함한 B는 광의의 통일비용으로서 이를 모
두 포함할 경우 통일비용은 약 23,300억 DM ~ 47,300억 DM에 이른다. 그렇다면 통일에 이르는 총액
전부는 직접적 경비인 협의의 비용보다 약 5.3배에서 10.8배에까지 이른다.4)

(2) 독일통일재원의 조성
통일비용을 포함하여 국가가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는 일반
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즉, 기금을 조성하거나 조세로 충당하는 방식 그리고 국채를 발행하
는 방식이 그것이다.
독일의 경우 정부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조세의 신설 없이 동독의 자산매각 대금과 차입 그리고 통
일독일의 경제적 발전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세수증가를 통해 통일에 사용될 각 종 경비에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5)
① 1995년 이전

통일 초기의 재정형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대표적인 것이 독일통일기금(Der Fonds Deutsche
Einheit)이다.
4) 통일부, 앞의 보고서, 22면.
5) 통일부, 앞의 보고서,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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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세적 수단도 사용하였으며 우선 연대부가세(Solidaritätszuschlag)를 1991년 7월 1일 도입하
여 1년 한시적으로 운용하였던 바, 소득세와 법인세액의 7.5%의 세율로 부과되는 부가세형식으로 도
입되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14%에서 15%로 1% 인상하였다.
사회보험료의 인상되었으며 실업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각각 2.5%에서 6.5%로 그리고 18.7%에서
20.3%로 인상되었다.
결국 독일 통일 초기재원형성방식은 정부차입 40%, 사회보장기여금 인상 25%, 증세 25% 그리고
정부지출삭감 10%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6)
② 1995년 이후

1995년 통일재원의 조달은 증세조치를 통해 마련되도록 큰 틀이 수정되었다. 이는 2차에 이르는 연
대협약에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기존에 운영되던 주정부 간 재정조정체계에 구
동독지역의 5개 신 연방주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 때 필요한 재원은 연대부가세의 재도입 등으
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2. 연대부가세
(1) 논의의 필요성
연대부가세는 독일통일재원의 조달을 위한 재정적 수단으로는 1995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독일 정부의 통일비용에 대한 과소한 예측으로 인해 그 활용연장에 대한 필요가 커져 1995년에 다시
도입되면서 연방헌법재판소와 각 주의 재정법원에 의해서 그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 심판을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독일 통일에 있어서 연대부가세의 도입은 통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독일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독일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즉, 통일로 인한 비용발생에도 불구하
고 추가적인 조세적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독일 정부가 국민들에 대해 했던 약속을 지키고 동시에 실
질적으로도 경제력이 약한 중산층 이하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되었던 것이다.
이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에도 유효한 것이며 남·북 통일로 인해 서민들에게 증가될 경제적 부담
은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엑 가해지는 그것보다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
일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재정법적 수단으로서 한시적으로 원용
또는 동원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기획재정부,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총괄 및 총량분야), 2011,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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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대부가세의 도입
① 성격

연대부가세는 1991년 최초로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로 도입되었다. 연대부가세는 1955년의 재정개
혁을 통해서 연방정부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는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와 법
인세에 대해 보충적 부가세의 부과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에 그 기반을 둔다(기본법 106①
6.). 이 연대부가세는 헌법적 이유로 인해 부과기간이 아니라 부과액의 한도에 제한을 갖게 되었다. 이
연대부가세는 연방세(Bundessteuer)로서, 각 주에 재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연방참사원(Bundesrat)
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기본법 105③).
② 연혁

연대부가세는 세 번 도입·운용되었다. 처음으로는 1967년도에 시행된 보충세법(Ergängzungsabgabengesetz)
에 따라 1968년도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연방예산의 손실이 명백하게 되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
되었던 것이다. 세율은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법인세의 3%였다. 이 첫 번째 연대부가세는 1975년 1월
1일과 1977년 1월 1일에 발효된 소득세법·법인세법개혁에 따라 삭제되었다.
두 번째로 도입된 것은 지금 우리가 검토할 통일연대부가세인데 이는 1991년에 1년을 기한으로 한
시적으로 도입되었던 바 독일통일에 의한 추가부담뿐만 아니라 골프만에서의 분쟁 그리고 중·동·남 유
럽국가들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추가적 재정소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 번째로는 연대부가세가 기한 없이 통일재원의 조성을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통일연대부가세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연방세이므로 그
세수도 주가 아닌 연방에게만 귀속된다(기본법 106①6.).

(3) 내용
① 세율

가. 1차 통일연대부가세
1991년 7월 1일 도입되어 1992년 6월 30일까지 부과된 통일연대부가세는 납부되어야 할 소득세와
법인세의 7.5%를 세율을 가진다. 그러나 매년 과세기간이 반년에 그치므로 실제로 1년 동안 지게 되
는 세부담은 3.75%에 국한된다.
나. 2차 통일연대부가세
그러나 1993년 시행된 연방결속프로그램(Föderaler Konsolidierungsprogramm), 이른바 연대협약
(Solidarpakt)을 통해 통일연대부가세는 1995년 1월 1일 새로이 도입·운용되었다. 이는 1년을 시한으

제1세션: 통일논의의 변화와 정치학ž법학분야에서의 분석과 전망

45

로 하는 1차 통일연대부가세와는 달리 기한을 정하지 않고 도입되었다. 세율은 우선 납부되어야 할 소
득세 및 법인세의 7.5%로 시작하였으나 1998년 이후부터 5.5%로 인하조정되었다. 이 때 소득세상의
자녀공제는 줄었다.

Zeitraum

Höhe

1. Juli 1991 – 30. Juni 1992

7,5 %

1995–1997

7,5 %

seit 1998

5,5 %

이와 같은 통일연대부가세는 무차별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하고 매년 납부해야되는 소득세가 매년
972€를 상회하거나 부부합산과세되는 경우 1944€를 상회하는 납세의무자에게만 과세된다.
② 세입 등

2011년도 연대부가세의 세입은 11,7 Mrd. €에 이르고 1991년도의 1차 연대부가세의 두 배 정도에
이른다. 이는 통일재원의 조성에 있어서 연대부가세가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F.A.Z 2014.12. 통계자료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을 기준으로 연방에서 신 연방주에 대해 주어지는 공적 자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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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부가세로 지출되는 총액이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3) 연대부가세의 평가
① 철폐에 대한 움직임

독일통일이 실현된 이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일국민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효용성에 대한 의문
과 철폐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었다.
2011년 포르사·엠니드(Forsa und Emnid)의 설문은 60% 이상의 응답자가 통일연대부가세의 철폐
에 찬성했으며 구 동독지역에서도 46%가 찬성했다.7) 2014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는 54%의 응
답자가 찬성했으며 이 중 구 서독지역에서는 58%가 찬성을 구 동독지역에서는 37%만이 찬성의 응답
을 하였다.8)
철폐에 찬성하는 입장은 대체적으로 통일연대부가세가 독일통일에 기여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
구심에 있다. 즉, 통일연대부가세의 세입이 연방의 일반재정에 기여하는 바는 인정하나 구 동독지역의
재건에 쓰이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 동독의 주들은 통일연대부가세를 지역기
반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열악함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신 불요불급
한 용처, 예컨대 채무변제와 직원에 대한 인건비 용도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② 법적 논쟁

통일연대부가세에 대해서는 세입의 운용과 지출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또한 법적
인 허용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한시적으로만 과세하는 것으로 이해되
고 있는 연대부가세가 재도입되자 조세저항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9)
2006년에는 연대부가세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되었는데 이에 따라 연방재무부는 2006년 11
월에 각 주의 재무부서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까지 조세확정과 관련하여 임시적으로
연대부가세의 제외를 지시하였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08년 2월 특별한 논거 없이 결정을 내리지는 않고 대신 통일연대부가세의
성격을 구명하였다. 즉, “구체적인 사용계획이나 내역 없이 통일연대부가세를 거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연대세는 한시적 조치”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14일 통일연대부가세의
내용형성과 확정에 있어서 임시성 또는 한시성(Vorläufigket)을 제거하였다.
니더작센의 재정법원은, 독일통일로 인한 추가적 재정부담은 장기간에 이르는 것이므로 보충세의
성격을 가지는 통일연대부가세로 충당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10) 그에 반하여 뮌스터11)와
7) Konrad Adenauer Stiftung, Soziale Marktwirtschaft 정책보고서. www.kas.de
8) ARD-DeutschlandTREND – Solidaritätszuschlag: Abschaffen oder beibehalten? Infratestdimap, 1. August 2013,
abgerufen am 15. Juni 2015.
9) 통일부, 앞의 보고서,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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쾰른12)의 재정법원은 합헌으로 판결하였다.
2010년 9월 8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충세인 연대부가세는 헌법적 토대에서 한시적일 이유는 없다
고 결정하여 니더작센 재정법원의 위헌판결을 물리쳤다.

(4) 소결
연대부가세의 법적 평가에 있어서는 주로 연대부가세의 법적 성격인 보충세로부터 파생되는 한시성
과 임시성이 쟁점이 되었다. 이와 같이 상시적 또는 장기적 재정수요인 통일비용에 한시적·임시적 재
정수단이 통일연대세의 원용이 문제되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된 데에는 근원적으로, 연방정부에 대
해 다른 방식으로는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보충적 부가세
의 부과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헌법적 장치에 연유한다(기본법 106①6.). 이는 재정소요에 있어
서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그리고 임시성이라는 요소를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예비비 제
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에산상의 예비비 제도를 통해 남·북통일에 대한
재정지출을 충당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재정법적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재정상 조치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서 재정지출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직하고도 솔직한 태도가 편법이 아
닌 정당한 방법 즉, 조세상의 추가부담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연대부가세의 여러 기여
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것으로 이해됨으로 인하여 독일 납세자들 사이의 소모적 논쟁과 사법적(司法
的) 분란이 발생했음을 고려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III.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통일단계 및 통일
이후의 재원준비
(1) 통일재원의 확보
통일재원의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빈번히 고려되고 있는 재정법적 수단으로는 ‘조세’와 ‘부담금’을 통
10) Niedersächsisches Finanzgericht hält Solidaritätszuschlag für verfassungswidrig. Niedersächsisches Finanzgericht,
25. November 2009, abgerufen am 3. Januar 2017 (Presseinformation).
11) Solidaritätszuschlag für das Jahr 2007 ist verfassungsgemäß – Urteil des Finanzgerichts Münster vom 8. Dezember
2009 – Zusammenfassung bei kostenlose-urteile.de.
12) Solidaritätszuschlag auch im Jahr 2007 noch verfassungsgemäß – Urteil des Finanzgerichts Köln vom 14. Januar
2010 – Zusammenfassung bei kostenlose-urteil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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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정확보가 주를 이룬다.13)

⓵ 조세수단의 활용
조세에 대한 우리 세법상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의는 “특정급
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며 수입의 획득을 위해 공법상 단체가 급부능력과 연관된 법률의 과세요건
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14)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 이른바 통일세의 과
세요건을 정한다면, 과세요건에 포섭되는 모든 사람은 통일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통일세를 어떻게 과세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데 첫째, 간접세 형태
로 과세하는 방식 둘째, 부가세 방식 그리고 셋째, 세율인상 방안이 그것이다.15)
가. 간접세 형태의 과세방식

통일세를 개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으로
는, 간접세가 재화와 용역의 소비행위 또는 거래행위에 과세되어, 납세의무자와 경제적 부담자가 달라
조세가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간접세가 가지는
경제적 부담의 역진성은 간접세로 과세되는 통일세에도 여전히 문제가 된다. 즉, 통일은 모든 국민에
게 편익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사안이지만, 간접세의 형식으로 과세되는 통일세에 있어서는 경제적 약
자에게 상대적으로 더욱 부담이 된다.16)
나. 부가세 방식

부가세(Surtax)란 “원래 존재하고 있는 세금에 일정 비율로 다시 세금을 매기는 세목으로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기 어렵거나 특정 세목을 신설하기 어려울 때 기존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의
미한다.17)
통일세의 부가세방식은 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정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는 독일
의 통일과정에서 과세하였던 ‘통일연대부가금(Solidaritätszuschlag)’과 유사한 방식으로서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 7.5%의 통일연대부가금이 과세되었다.18)
이 방식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이중의 과세부담을 지운다는 점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나,19) 현재 이
13) 박종수, 통일재정법제연구(II), 한국법제연구원, 2012, 47면 이하.
14) 독일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제3조의 정의규정이다. “Steuern sind Geldleistungen, die nicht eine Gegenleistung
für eine besondere Leistung darstellen und von einem öffentlich-rechtlichen Gemeinwesen zur Erzielung von
Einnahmen allen auferlegt werden, bei denen der Tatbestand zutrifft, an den das Gesetz die Leistungspflicht
knüpft”
15) 박성진·선은정, 통일세와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제16권 제4호, 2011, 159면.
16) 박성진·선은정, 앞의 논문, 159면.
17) 박종수, 앞의 연구보고서, 54면.
18) 박성진·선은정, 앞의 논문, 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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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육세 등의 부가세가 도입·부과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목적의 정당성과 과도
한 세율의 책정이 아니라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20) 또한 부가세방식은 조
세체계를 복잡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21) 조세구조의 복잡성은 전체 조세체계의 개편을 통해서 근
본적 해결이 가능한 것이며, 통일재원의 형성을 위한 별도의 조세적 수단을 찾지 못한다면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이유로 부가세 방식을 포기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다. 세율인상 방식

이 방식은 기존의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통일재원으로 활용
하는 방식이다. 세율인상을 통한 통일세 부과방식은 징세의 편의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세율인
상에 따른 조세저항과 소비하락 그리고 고용불안정이라는 경기침체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의 고정세율
인데, 주요 외국에 비해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낮아 인상의 여지를 갖고 있다.22) 그러나,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부족한 복지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논의가 있는 것
으로 비추어, 국가의 세수가 부족할 때 빈번히 등장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율 인상인 점을 고려한다
면,23) 시기가 예측불가능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
는 측면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통일세를 간접세로 부과할 때의 단점 즉, 부의 역진적 재
분배효과가 있어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② 통일부담금의 도입
부담금은 부담금의 신설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
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
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담금의 유형에는 재정목적부담금과 유도목적부담금이 존재하며, 전자는 그 기능과 재정부담
19) 박종수, 앞의 연구보고서, 58면.
20)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외에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합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 2009.3.26. 선고 2006헌바102결정.
21) 이승현·김갑식, 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Vol. 105, 2010, 33면.
22) EU 각 회원국 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인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에서는 각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5% 이상이어야 되고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감된 부가가치세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일반 부가가치세율은 17.5%이고
국내산 연료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경감된 세율은 5%이다. 임승순, 조세법 2013년도판, 박영사, 979면에서 재인용.
23) “정부, 부가가치세 인상 만지작”, 내일신문 2013.10.23.일자; “김종인 前경제수석 주장, 세제개편안 납득 안 돼 부가가치
세 인상해야”, 매일경제 2013.11.18.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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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측면에서 조세와 매우 유사하여 또 하나의 국민에 대한 준조세적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조세 외의 금전부담의 도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재정목적 부담금은 네 가지 합헌성
요건 즉, 집단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책임성 그리고 집단효용성24)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25)
‘통일부담금’의 경우, 유도목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와의 구분이 엄밀하지 않은 전형적인
재정목적의 부담금이므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수용하는 부담금의 허용요건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사항은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통일과 무관한 특정의 국
민집단을 상정하기 어려우며, 부담금의 지출을 통해 얻어지는 통일효과는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
므로 집단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책임성 그리고 집단효용성 모두를 만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통일재원의 형성을 부담금의 형식으로 하기에는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③ 소결
살펴 본 바와 같이, 통일재원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재정법적 수단으로는 조세와 부담금이 있으며,
조세와 부담금 어느 것이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금전적 부담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정책의
달성을 위해서는 비례원칙 등 법원칙 준수의 요청과 함께 국민의 통일정서에 반하지 않는 재정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바, 통일부담금의 경우 위헌성으로 인해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므로 논의의 대상
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통일세의 경우 경제적 부담에 있어서 역진적 효과를 가지는 간접세나 부가가치
세를 통한 부과의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에서와 같이 부가세를 통한 통일재
원의 형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통일재원의 관리
형성된 재원의 관리방식은 재정법상, 기금과 특별회계의 방식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통일기금
기금은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을 말한다. 따라서 기금은 매년
재정통제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는 예산과는 별도로 관리하여, 특정 사업분야에 대해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용한다.26)
조세 등의 방식으로 형성된 재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일반예산으로 편입되어 운용된다. 그러나 통
일재원의 경우 지출의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유로, 국가의 재정상의 긴박한 지출요인이 발생할 경
우, 적립된 통일재원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는 통일재정의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하는 큰 원
24) 헌재결 1998.12.24. 98헌가1; 1999.5.27. 98헌바70; 1999.10.21. 97헌바84: 2001.11.29. 2000헌바23; 2002.10.31.
2001헌바88; 2003.1.30. 2002헌바5 등.
25) 자세한 내용은 강주영,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부담금에 관한 공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2009, 200면.
26) 강주영·현대호·김도승, 앞의 연구보고서, 7면; 박영희·김종희, 앞의 책,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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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되다. 따라서 조세의 방식으로 형성된 재원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출연을 통해서 기금의 방식으
로 운용되는 것이 재원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필요 할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이 용도재설정을 통해 통일 이전 단계의 대북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기능전환이 되면,
신설되는 통일기금은 통일 과정과 그 이후의 재정지출을 준비하는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통일기금의 신설에는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법률로써 설치하여야 하며, ｢국가재정법｣의
별표2에 적시된 법률로써만 기금설치가 가능하므로 별표의 개정도 따라야 한다.

② 통일특별회계
가. 특별회계의 의의

특별회계란 “정부예산의 기본자금, 즉 기본계정인 일반회계와 별도로 계리되는 세입·세출예산”27)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별회계는 국가의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계리되어서 정책목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야 할 재정영역에 설치·운용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제4조)하고 있다. 다만 ｢국가재정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도 별표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별표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제4조 제2항).
나. 통일특별회계운용 시의 장점

기금의 경우, 국가의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에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면,
특별회계의 경우 ‘안정적이고도 투명한 재정관리’에 일차적 목적이 있다. 특히, 특별회계에 대응되는
일반회계의 경우, 추가적 재정지출요인이 발생하는 상황이 된다면, 통일재원의 형성을 위한 예산지출
은 빈번히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특별회계로 매 회계연도 통일재원을 계리할
경우, 일반회계와 무관하게 예산편성이 되므로 안정적인 통일재정의 관리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통일재정의 투명성 확보가 용이하게 된다. 통일재정을 특별회계로서 운용할 경우, 통일재
정만의 회계계정을 가지는 것이므로 통일정책사업의 재정상태를 개관하여 통일을 위한 국가재정운용
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외를 허용하
여, 동법상의 “예산의 원칙”(제16조) 중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그에 따른 ‘국민참여성’을 확보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결국 통일재정을 특별회계로써 운용하게 될 경우, 행정부 내부에서는 상급감독청에 의
해 그리고 국회의 경우 소관위원회 등의 관련 위원회에 의해 재정통제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
며,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재정전반에 관한 국민의 직·간접적 의사형성과 참여의 가능성을 높여 ‘재정민
27) 강신택, 재무행정론-예산과정을 중심으로-, 박영사, 2006, 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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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의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③ 소결
통일재원의 관리는 안정성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을 준비하는 재원은 즉시적으로 지출되
는 것보다, 미래의 통일상황에서의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적립금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통일재원이
일반회계로 처리되었을 때, 현재 지출되어야 할 재정수요에 의해 언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
정성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급적 일반예산과는 분리되게 계리 되어야 하며, 그에 더하
여 재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국 통일을 위한 재원의 운용방식은 기금
의 형식을 취하고, 매년 전체적인 통일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써 통일재원을 관리하는 것
이 적절할 것이다.

IV. 나오며
통일재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재정학자들은 막대한 통일자금을 유휴화 할 필요
가 있는가라는 통일재정무용론을 펼치기도 한다.28) 또한 재정법적 측면에서는, 통일재원의 확보가 재
정법의 기본적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재정건전성의 원칙’ 그리고 ‘국민부담최소화의 원칙’(｢국
가재정법｣ 제16조)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정적 현상들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편익의
측면에서도 손해가 되지 않는 절대의 당위성을 이루며, 또한 이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이
기도 하다. 따라서 남과 북의 전면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물적 토대의 중심이 되는 통일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선행하는 재정법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유일한 통일재원을 이루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협애한 용도를 확장하기 위해, 근거
법인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여, 통일 이전 단계의 대북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반재
원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원형성에 있어서는 독일과 같은 부가세방식을 채택하
여 국가의 경제적 활력을 다치게 하지 않고 동시에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그렇게 형성된 재원은 그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기금과 특별회계로써 관리할 필요가 있다.

28) 김규륜·김형기,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의식, 통일연구원, 2012, 192~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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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연구에 관한 탐색적 고찰:
통일.북한 연구를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안지호

혁신이란 무엇인가?
• 혁신이란 무엇인가?
• 혁신은 어떻게 가능한가?
• 혁신=혁명=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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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분야에서 혁신의 가능성

새로운 언어 = 새로운 접근방법
(아방가르드(avant-garde)적 연구

Paradigm Shift

도상해석학을 통한 북한사회 들여다 보기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의 도상해석학(Iconography)

• 시각예술(회화, 건축, 사진, 영상 등):
기표, 기의, 해석의 기반은 사회 에 있음
• 해석의 기반은 심적 습성(mental habit)에 있음
• 심적 습성: 사회, 문화, 정치 등 수신자의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송신자인 남한드라마 감독과 수신자인 북한주민의 차이는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만큼 다름

도상해석학: 그림(圖像)내용을 해석하는 미술사의 한 분과
그림에 묘사되어 있는 주제들, 즉 화제(畵題)와 화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개별 구성 요소들과 세부 사항들의 관계를 통해 그림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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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해석학을 통한 북한사회 들여다 보기
분석틀
연구자

도상학적 분석
(부분)

도상해학적 접근
(전체)

북한주민
드라마이미지
(장면)

드라마이미지
(장면)

드라마이미지
(장면)

드라마이미지
(장면)

드라마이미지
(장면)

해석의
문화적코드

해석의
문화적코드

해석의
문화적코드

해석의
문화적코드

해석의
문화적코드

공포된 해석의 근거 또는 적용방식
(심적습성)

도상해석학을 통한 북한사회 들여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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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해석학을 통한 북한사회 들여다 보기

도상해석학을 통한 북한사회 들여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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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해석학을 통한 북한사회 들여다 보기

정치적구조

경제적구조

관계의 비대칭성

결핍

북한 주민
심적습성
(남한드라마에 대한 종합적 해석)

도상해석학을 통한 북한사회 들여다 보기
마츠(Hans-Joachim Maaz)의 감정정체론
• 사회주의 국가의 주민: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정치체제에서 성장.
• 학생:
교육의 객체, 순종적, 의존적, 획일적 사고 → 정치에 적응, 순응
•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심리학적 구조 – 주민들의 자아 형성에 영향
-자주적, 독립적, 자유로운 사고의 사람 → 출세 기회, 가능성 희박
-순종적, 순응적, 의존적, 획일적 사고의 사람 → 출세의 기회, 가능성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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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북한관료-되기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분리

연
구
자

연구
대상

연구자의 북한관료-되기

현대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의
개념(되기; devenir)을 차용하여 연구자의
북한관료-되기는 단순한 북한관료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방행정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가 관찰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북한관료가 됨으로써
관점을 변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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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북한관료-되기

사회과학과 인류학과의 접속

연구자의 북한관료-되기
기어츠(Clifford Geertz)의 두텁게 기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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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북한관료-되기

연구자의 북한관료-되기

• 주민 수: 147, 191명
문덕군 = 1읍 + 23리
읍 = 당기관, 행정기관, 지방공장 입지
리= 하나의 협동농장으로 구성, 농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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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북한관료-되기
시설 명

위치

구분

비고

1

농기구공장

읍

농업기업

농기구 생산, 근로자 약 100명

2

수출피복공장

읍

지방공업

수출피복생산, 근로자 약 150 명

3

농기계공장

읍

농업기업

농기계수리 및 부속품생산, 근로자 약 100명

4

종금장

읍

농업기업

지역 농가 병아리 공급, 근로자 약 40명

5

수예품공장

읍

지방공업

수예품생산, 근로자 약150 명

과실가공공장

읍

지방공업

과실가공품, 육가공, 냉동, 술 생산,
근로자 약 80명

8

문덕 장공장

읍

지방공업

된장, 간장, 술, 콩우유, 근로자 약 100명

9

도자기공장

읍

지방공업

생활 및 산업도자기생, 근로자 약, 120명

철재일용품공장

읍

지방공업

철재일용품 생산, 근로자 약 50명

:
:

:
:

:
:

:
:

우마차사업소

읍

6
7

10
:
:
29

군내 물자수송

연구자의 북한관료-되기
구분

협동농장 명

위치

1

문덕 읍 협동농장

읍

2

상북 협동농장

상북

중간지대 - 관리 농산작업반 10개, 500가구 약 2,300명

3

금계협동농장

금계

중·산간지대- 관리, 농산작업반 7개, 400가구 약 2,000명

4

남상계 협동농장 남상계

비고
중간지대 - 관리, 농산작업반 9개, 기타(축산 1, 남새1, 과수 1, 공예1) 4개,
400가구 약 1,500명

산간지대-관리, 농산작업반 6개, 기타 250가구 약 1,500명

5

룡남 협동농장

룡남리

산간지대-관리, 농산작업반 6개, 250가구 약 1,500명

6

어룡협동농장

어룡리

산간지대-관리, 농산작업반 8개, 300가구 약 2,000명

7

풍년(니서)협동농장 풍년리

중간지대-관리, 농산작업반 10개, 400가구 약 2,500명

8

만흥 협동농장

만흥리

중간지대-관리, 농산작업반 10개, 400가구 약 2,500명

9

룡중 협동농장

룡중리

중간지대-관리, 농산작업반 12개, 600가구 약 3,500명

10
:
:

룡담 협동농장
:
:

룡담리
:
:

중간지대-관리, 농산작업반 12개, 500가구 약 3,000명
:
:

24

마산 협동농장

마산리

중간지대-관리, 농산작업반 10개, 400가구 약 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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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상상력 활용하기 : E. Goffman의 연극모형

무대바깥

무대후면

무대전면

문화적 상상력 활용하기 : E. Goffman의 연극모형

무대후면(학부모)
학급간부 선출
무대전면(담임교사, 학생)

담임교사-간부학생-학급간부학무모
담임교사-비간부학생-비간부학생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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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상상력 활용하기 : E. Goffman의 연극모형
정착과정과 낙인정보 관리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유형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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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PR für In- und Ausland des Presse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vor u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통일 전후 독일연방공보처의 대내외 홍보: 시스템, 역할, 문제점 분석)

남일우
강원대학교

Contents
Ⅰ. Einleitung
Ⅱ. Zur Begriffserklärung: Regierungskommunikation und Regierungs-PR
Ⅲ. Geschichte des Bundespresseamtes
Ⅳ. Aufgaben und Funktionen des Bundespresseamtes
Ⅴ. Struktur des Bundespresseamtes
Ⅵ. Aktivitäten des Bundespresseamtes
Ⅶ. Schlussbemerkung: Bedeutung des Bundespresseamtes

1. Einleitung
Solange es die Regierungen gibt, bemühen sie sich um die richtige Selbstdarstellung als Mittel
zur Präsentation und Durchsetzung ihrer politischen Ziele. Diese Selbstdarstellung kann durch die
Regierungskommunikation, u.a. Informationspolitik und Öffentlichkeitsarbeit ausgeführt werden.
Deshalb sind Informationspolitik und Öffentlichkeitsarbeit zu einem wichtigen, notwendigen und legitimen
Bestandteil der Regierungspolitik geworden. Insbesondere ist staatliche Öffentlichkeitsarbeit im Ber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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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Regierungskommunikation seit jeher Instrument der Regierungsmacht sowohl in totalitären Staaten
als auch in komplexen, demokratischen Staaten (Anderson/Woyke, 2003: 452).
In der Praxis versuchen die Regierungen, mit Hilfe eigener Informationszentralen ihr politisches
Bild nach innen und außen mehr zur Geltung zu bringen. Auch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hat
seit ihrer Gründung den Umfang ihrer Regierungskommunikation ausgebaut, d.h. das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Bundespresseamt (BPA)1) bleibt als zentrale Institution zur
Regierungskommunikation zwischen der Regierung und der Bevölkerung im politischen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s ist ebenso nach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Das Bundespresseamt übernimmt in den Organisationen der Bundesregierung wesentliche Aufgabe
der Regierungskommunikation. Das Amt spielt als kommunikative Organisation im Bereich des
Informationswesens, der Informationspolitik und der regierungsamtlichen Öffentlichkeitsarbeit eine
wichtige Rolle und versucht auch im Inland und Ausland, das nationale Image Deutschlands positiv
zu beeinflussen (Morcinek, 2006: 59).
Im Vergleich zum Bundespresseamt wurde die südkoreanische Regierung auch seit ihrer Gründung
vom Jahr 1948 eine Informationszentrale gerichtet, die zuletzt Government Information Agency genannt
und 2008 in Lee Myung-bak Government abgeschafft wurde. Nur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
die erst 1971 für die staatliche Öffentlichkeitsarbeit im Ausland gegründet wurde, bleibt heute verkleinert
als eine nachgeordnete Institution unte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mcst.go.kr,
2018). Seit Februar 2008 bis heute gibt es nicht eine zentrale Institution zur Regierungskommunikation
in Südkorea.
Aus diesem Kontext liegt das Ziel der vorliegenden Studie daran, dass durch die Untersuchung
der deutschen Regierungskommunikation die Notwendigkeit des Wiederaufbaus der Institution für
die Regierungskommunikation Südkoreas erkannt wird.
Dafür soll zuerst das Bundespresseamt als zentrale Institution der Regierungskommunikation
Deutschlands vor u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vorgestellt und analysiert werden. Nach der
Begriffserklärung über die Regierungskommunikation und Regierungs-PR soll untersucht werden,
wie das Bundespresseamt entwickelt wurde; welche Aufgaben und Funktionen das Bundespresseamt
hat; wie das Bundespresseamt organisiert wird; welche Aktivitäten die jeweilen Abteilungen haben;
welche Aktivitäten das Bundespresseamt durchgeführt wird. Zum Schluss soll die Bedeutung des
Bundespresseamtes für die südkoreanische Regierung in Gegenwart und Zukunft – bis vor
Wiedervereinigung u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Koreas - diskutiert werden.

1) Dieses Amt nennt man seit 1952 auch ‚Bundespresseamt‘ mit der Abkürzung B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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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Zur Begriffserklärung: Regierungskommunikation
und Regierungs-PR
Die Begriffe Regierungskommunikation2) und Regierungs-PR liegen nahe beieinander. Da beide
Begriffe in der Praxis gleichgesetzt werden, ist der exakte Unterschied zwischen den Termini
vernachlässig. Die Institutionen der deutschen Regierungskommunikation wie Bundeskanzleramt,
Bundespresseamt und Bundesministerien erfüllen eine Informationsfunktion nach innen (Regierung,
Institutionen, Referate) wie auch außen (Medien, Öffentlichkeit). Allgemein ist anzumerken, dass
Regierungskommunikation beide Funktionen gleichberechtigt berücksichtigt, während Regierungs-PR
den Schwerpunkt auf die Darstellung der Regierenden nach außen gelegen wird (Köhler/Schuster,
2006: 18). Im Folgenden werden daher die beiden Begriffe synonym genutzt werden.
Regierungs-PR umschreibt die Informationspolitik und Öffentlichkeitsarbeit der Bundesregierung,
die sowohl Informationsmaßnahmen nach innen und außen als auch nationaler und internationaler
Ebene umfasst. Nach Kordes und Pollmann (1989: 37) ist Informationspolitik „die aktuelle Unterrichtung
der Öffentlichkeit über einzelne politische Sachfragen, Entscheidungen, Absichten, Verhandlungen.“
Diese Pressearbeit zielt vor allem auf die Medien und bedient sich primär der herkömmlichen Instrumente
wie Pressemitteilungen, Interviews, Pressekonferenzen oder Hintergrundgespräche.
Im Vergleich mit der Informationspolitik kann die Öffentlichkeitsarbeit die nicht an den Tag gebundene
Gesamtdarstellung einer Politik oder eines Politikbereiches bezeichnen. Die Öffentlichkeitsarbeit oder
die Public Relations der Bundesregierung bedeutet Aufbau von Beziehungen zwischen dem Auftraggeber
oder Kommunikator einerseits, also der Bundesregierung, und dem Adressaten anderseits der Medien
oder der Öffentlichkeit.
Auch staatliche Öffentlichkeitsarbeit kann als Bestandteil der Regierungs-PR gesehen werden.
Sie ist in ihre Zielsetzung international und auf die Verbesserung des Nationenimages ausgerichtet.
Beispielsweise bestand die Hauptaufgabe der staatlichen PR im Nachkriegsdeutschland darin, im Inland
zunächst Vertrauen in Staat und Gesellschaft und deren Institutionen aufzubauen. Im Ausland gab
es, einerseits das negativen deutschen Images abzubauen und andererseits die Informationen über
das Ausland zu beschaffen (Kunczik 2006: 43).

2) Der Begriff Regierungskommunikation wurde 1986 durch Wolfgang Bergsdorf eingeführt. 1989 wurde erstmals die
Wortschöpfung Regierungs-PR von Franz Ronneberger genutzt, um die Bedeutung der politischen Pressearbeit und
Öffentlichkeitsarbeit für die politischen Akteur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skizz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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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 Akteuren der Regierungs-PR3) gehören zahlreiche politische Planer, Redeschreiber, Referatsleiter,
Referenten, Fachreferenten aber auch PR-Verantwortlichen der den Ministerien nachgeordneten
Institutionen wi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Sie verflogen die Zielsetzung der Legitimation
des Regierungshandelns mittels Information und Aufklärung. Dabei bauen sie dauerhaft Kommunikation
auf, um Glaubwürdigkeit und Vertrauen zu gewinnen (Köhler/Schuster, 2006: 17).
Köhler und Schuster (2006: 19) unterteilte in zwei Funktionen der Regierungs-PR: aufklärungsund informationsorientierte sowie herrschafts- und machtorientierte Funktion. Die Aufklärungs- und
informationsorientierte Funktion zielt nicht nur auf die Veränderung des Wissenstandes der Bevölkerung
durch die rein informative Vermittlung politischer Inhalte. Vielmehr werden auch die Einstellungsund schließlich Verhaltensänderung der Bürger verfolgt. Die Funktion kann u.a. mit Broschüren, Flyern,
Internetportalen, Podcast, Newslettern, Dialogkommunikation4) und auch mit kompletten Kampagnen
realisiert werden.
Die herrschafts- und machtorientierte Funktion dient hingegen der Machtsicherung oder Machtausbau,
weil die Regierung lediglich auf eine Legislaturperiode ernannt ist und das Vertrauen der Bevölkerung
wiedergewinnen muss. Die Regierung verfolgt das Ziel, Akzeptanz und Legitimation für ihre Politik
zu schaffen und deren Vertrauen, Verständnis und Zustimmung zu erhalten. Hierfür setzt sie
Regierungserklärungen und Geschäftsberichten ein (Gasde, 2006: 413). In der Praxis lassen sich
die hier separat dargestellten Funktionen kaum trennen, sondern bedingen sich gegenseitig.
Beispielsweise ist eine Kampagne nicht nur rein informativ, sondern auch kann die Wirkungen auf
bestimmte Politikfeld führen (Köhler/Schuster, 2006: 20).
Nach dem Zielgebiet kann man die Regierungs-PR in Inland und Ausland umreißen. Erstens, die
Öffentlichkeitsarbeit für Inland charakterisiert, dass ihre Empfänger die Bevölk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sgesamt, Teilöffentlichkeiten wie Fachpublikum oder Betroffene, Mitglieder der
Regierungsparteien oder Multiplikatoren wie Journalisten sind, die die Botschaften über Medien an
ein breites Publikum tragen können. Zweitens, die Öffentlichkeitsarbeit für Ausland kann die ausländischen
Staaten bzw. deren Bevölkerung oder Multiplikatoren als Zielgruppe genannt werden (Pflaum/Pieper,
1993: 94).
Um die Zielgruppen zu erreichen, bedienen sich die Akteure der Regierungs-PR allgemein bekannter
zwei förmiger Instrumente: unmittelbare und mittelbare Instrumente. Zu unmittelbare Instrumente,
an denen die Öffentlichkeit direkt oder indirekt teilnehmen kann, gehören wie z.B. öffentliche Reden
3) Diese Akteure leiten sich von dem verfassungsrechtlich gesicherten Ressortprinzip ab, durch das die Minister beauftragt
sind, ihre Geschäftsbereiche selbstständig zu leiten (Art. 65 GG).
4) Die Einführung des ‚Tages der offenen Tür der Bundesregierung‘ (erstmals 2001) kann als bedeutender Schritt
Richtung Dialogkommunikation gesehen werden, mit der versucht wird, politische Botschaften direkt an die Bürger
zu tr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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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 Staatsbesuchen oder Gipfeltreffen, Beiträge in Parlamentsdebatten, Vorträge bei Konferenzen
oder Messen. Mittelbare Instrumente sind die Pressearbeit wie Pressemitteilungen, Pressekonferenzen,
Pressefotos sowie Broschüren, Flyer, Zeitschriften und Informationsdienste. (Jarren/Donges, 2006:
257-260).

III. Geschichte des Bundespresseamtes
Die Verbreitung amtlicher oder offizieller Nachrichten war seit jeher ein wichtiges Mittel der
Machtausübung. Auch in Deutschland geht die Öffentlichkeitsarbeit nicht auf eine amerikanische Erfindung
nach dem Zweiten Weltkrieg zurück, sondern blickt auf eine lange Geschichte5) (Kunczik, 2006: 36).
Bereits in der deutschen Geschichte betrieb Friedrich II. eine systematische Regierungskommunikation
zur Beeinflussung der öffentlichen Meinung. Die politische Propaganda6) Friedrichs II. und seiner Gegner
stellte den Höhenpunkt früher Propagandatätigkeit dar. Im Propagandakrieg mit Papst Gregor IX. war
es Friedrich II. im 13. Jahrhundert gelungen, fast die gesamte öffentliche Meinung des Abendlandes
für sie bzw. seine Sache zu gewinnen. Auch für Otto von Bismarck7) hatte die Presse- und
Öffentlichkeitsarbeit einen zentralen Stellwert, er setzte sie jedoch völlig anders ein. Er richtete im
Frühjahr 1871 im Auswärtigen Amt ein ‚Preßdezernat‘ ein und beeinflusste mit Mitteln seines geheimen
Reptilienfondses8) Journalisten durch Druck oder Bestechung, wenn es gilt, seine Politik durchzusetzen
5) Nach PR-Theoretiker Michael Kunczik begann die Entwicklung der Öffentlichkeitsarbeit 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nicht aus dem Nichts. Viele der frühen PR-Praktiker und PR-Theoretiker hatten ihre Erfahrungen auch während
der Weimarer Republik und der NS-Zeit gesammelt. Der Übergang von der Öffentlichkeitsarbeit des Dritten Reiches
zur PR der Nachkriegszeit erfolgt fließend.
6) Viel diskutiert ist die Unterscheidung gegenüber der Propaganda. Die Notwendigkeit dieser immer wieder aufkeimenden
Diskussion ist eng mit Edward L. Bernays und Ivy Lee verknüpft. Sie gehörten zu jenen, die den Begriff Public
Relations als erste nutzten. Dabei verwendeten beide unabhängig voneinander Propaganda und PR als gleichwertige
Begrifflichkeiten. Dies und die Auffassung, dass PR und Propaganda aufgrund desselben Ziels als kongruent angesehen
werden können, verleitet unterschiedliche Wissenschaftler zur Gleichsetzung oder zum wiederkehrenden Vergleich
der Begriffe. Unter Propaganda bzw. PR werden Bemühungen verstanden, die Öffentlichkeit durch die Selbstdarstellung
von Interessen beeinflussen und damit auch Interessen durchsetzen zu wollen. Daher sollen die Begriffe Propaganda
und PR in Folgenden gleichwertend genutzt werden.
7) Otto von Bismarck (1815-1898) war bewusst, dass die Glaubwürdigkeit der Presse für deren Wirkung von entscheidender
Bedeutung war, weil Argumente, die im Regierungsblatt dargelegt wurden, kein rechtes Vertrauen bei der Leserschaft
fanden. Bismarck versuchte durch Manipulationen, Bestechungen usw. der amtlichen Meinung, entsprechende Meldung
auch in der ausländischen Presse zu lancieren. Unter Bismarck arbeitete das Auswärtige Amt eine Pressepolitik aus,
die in der Außenpolitik die Medien gezielt nutzte, dabei aber in der Tradition der Geheimdiplomatie getarnt blieb.
8) Der Geheimfonds: der Presseamtstitel 300 ‚Zur Verfügung des Bundeskanzlers für die Förderung des Informationswesens‘
war umstrittener Gegenstand, weil die Jahresrechnung nur vom Bundesrechnungshof geprüft wurde, und zwar nur
durch dessen Präsidenten. Dadurch bestanden über die Verwendung der Gelder dieses Fonds nur Vermutungen.
Er konnte bis 1966 vom Bundeskanzler ohne parlamentarische Kontrolle verwendet werden und wurde danach durch
das Parlament kontrolliert aber inzwischen existiert dieser Titel nicht m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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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er oppositionelle Kräfte zu bekämpfen (Kordes/Pollmann, 1989: 9ff). Im Ersten Weltkrieg war die
Presse dem Kriegsrecht unterworfen und diente vorwiegend zu militärischen Zwecken. Seit Oktober
1915 wurde ein Kriegspresseamt als Zensurbehörde geschaffen. Während des Ersten Weltkrieges wurde
von Deutschland professionelle Öffentlichkeitsarbeit geleistet, wie etwa im Inland die Kampagnen für
den Verlauf von Kriegsanleitung oder in den USA die Bemühungen, Verständnis für die deutsche Sicht
der Dinge zu gewinnen. Am 1. Oktober 1919 wurde die Vereinigte Presseabteilung der Reichsregierung
und des Auswärtigen Amtes, die kurz Reichspresseabteilung oder Reichspressestelle genannt war, in
der Weimarer Republik gegründet. In Art. 118 der Weimarer Verfassung vom 14. August 1919 wurde
erstmals die Meinungs- und Pressefreiheit verfassungsrechtlich geschützt (Sontheimer/Röhring, 1977:
282). Die bis dato größte staatliche PR-Aktion wurde in der Weimarer Republik durchgeführt, als es
darum ging, gegen die im Versailler Vertrag in Artikel 231 festgeschriebene Behauptung vorzugehen,
Deutschland sei allein am Krieg schuld gewesen (Kunczik, 2006: 40). Der NS-Staat9) setzte die Grundrechte
durch die Notverordnung zum Schutz von Volk und Staat außer Kraft, darunter auch die Meinungsund Pressefreiheit. Die Reichspresseabteilung wurde zum Propagandaapparat ausgebaut (Andersen/Woyke,
1995: 422).
Nach dem Zweiten Weltkrieg kontrollierte die vier Besatzungsmächte die Entwicklung der Medien
in Deutschland, so dass sich die Informationspolitik und Öffentlichkeitsarbeit in dem Ost- und
Westdeutschland unterschiedlich gestaltet. Während in der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10)
die Öffentlichkeitsarbeit als Mittel des ideologischen Klassenkampfes fungierte und durch die Tendenzen
der Zentralisierung und Monopolisierung geprägt wurden, nahm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RD)
eine andere Entwicklung. Am 12. Oktober 1949 wurde das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auf Weisung des Bundeskanzlers Konrad Adenauer gegründet. Am 20. Januar 1950
wurde das BPA dem Bundeskanzleramt als Abteilung II eingegliedert, während die vorherigen Abteilungen
I und II des Bundeskanzleramtes zu einer Abteilung I zusammenfasst wurde. Am 30. Juli 1958 wurde
das BPA selbständige oberste Bundesbehörde mit einem Staatssekretär an der Spitze, der dem
Bundeskanzler direkt unterstellt ist.
Nach der Wiedervereinigung hatte 1991 der Bundestag die Hauptstadt Berlin zum Regierungssitz
bestimmt. Daher hatte auch das BPA seinen Hauptsitz aus Bonn nach Berlin verlegt. Ein Teil der
Arbeitseinheiten ist dabei in Bonn verblieben, so dass das Amt derzeit noch über zwei Dienstsitze
9) Propaganda im Dritten Reich wird häufig zu Unrecht allein mit den Aktivitäten von Joseph Goebbels bzw. des
von ihm geleiteten Reichsministeriums für Volksaufklärung und Propaganda gleichgesetzt
10) Die DDR betrieb Öffentlichkeitsarbeit im Sinne sozialistischer Parteilichkeit und Bewusstseinslenkung. Instrument
der Regierungskommunikation waren zentralisierte Journalistenausbildung, Personalpolitik in den Medien, ein
staatliches Lizenzsystem, Monopolisierung der Vertriebswege, die Zuteilung von Papier, die Einrichtung eines
Presseamtes sowie der Komitees für Rundfunk und für Fernsehen beim Ministerrat als kontrollierende Institutionen
und tägliche Übermittelung der Vorschriften der Abteilungen Agitation und Propaganda der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 an die Med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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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fügt. 2002 gab das BPA die Kompetenz für die politische Öffentlichkeitsarbeit im Ausland, deren
Wurzeln bis in die Gründungsphase der Bundesrepublik hinausreichen, an das Auswärtige Amt ab
(Morcinek, 2006: 68). Bis heute, d.h. vor u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untersteht das BPA unverändert
der Bundeskanzlerin oder dem Bundeskanzler.
Im BPA 2017 beschäftigen rund 470 Mitarbeiter, in Berlin circa 410 Mitarbeiterinnen und Mitarbeiter
und 60 am alten Dienstsitz in Bonn. Der Personalbestand des BPA hat sich in den vergangenen Jahren,
unter anderem nach der Wiedervereinigung, kontinuierlich von 750 (1990) über 650 (1999) auf 560
(2006) auf den heutigen Stand verringert (www.bundesregierung.de, 2018).

IV. Aufgaben und Funktionen des Bundespresseamtes
Die Aufgaben des BPA wurden durch verschiedene Quellen definiert. Zuerst sind die Zuständigkeiten
und Aufgaben des Amtes in der Kanzleranweisung Adenauers, im Geschäftsverteilungsplan der
Bundesregierung und in der gemeinsamen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 81 GGO I)
verzeichnet.11) Seit 1963 führt der Bundeshaushaltsplan die Aufgaben des BPA gesondert auf.12)
11) Die Aufgaben des BPA sind in § 81 GGO I wie folgt eingegrenzt: „1. Das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hat die Aufgabe, die Bundesregierung über die Verlautbarungen der in- und ausländischen Nachrichtenträger
(Nachrichtenagenturen, Presse, Rund- und Fernsehfunk) und der anderen Organe der öffentlichen Meinungsbildung
(Film, Publikationen) zu unterrichten. 2. Es hat die weitere Aufgabe, die Nachrichtenträger und die anderen Organe
der öffentlichen Meinungsbildung über die Politik der Bundesregierung zu informieren. Verlautbarungen der Ministerien,
die über die Behandlung fachlicher Angelegenheiten aus dem Geschäftsbereich eines Ministeriums hinausgehen
und allgemein-politische Bedeutung haben, sind über das Presse- und Informationsamt zu leiten. 3. Das Presseund Informationsamt vertritt die Bundesregierung auf den Pressekonferenzen. 4. Verlautbarungen des Presseund Informationsamtes über Arbeiten eines Ministeriums bedürfen des Einvernehmens mit diesem, wenn sie dem
Presse- und Informationsamt nicht von dem Ministerium selbst zugeleitet worden sind. 5. Die Ministerien unterrichten
das Presse- und Informationsamt so bald und so weit möglich über Absichten und Maßnahmen, die eine Erörterung
in der Öffentlichkeit erwarten lassen. 6. Abweichende Vereinbarungen zwischen den einzelnen Ministerien und
dem Presse- und Informationsamt bedürfen der Zustimmung des Kabinetts.“
12) Die Aufgaben des BPA wurden in der Vorbemerkung zu Kapitel 0403 des Bundeshaushaltsplanes wie folgt umschrieben:
„Das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hat den Bundespräsidenten und die Bundesregierung auf
dem gesamten Nachrichtenbereich laufend zu unterrichten. Zu diesem Zweck unterhält es die erforderlichen
Verbindungen zu den Nachrichtenträgern des In- und Auslandes unter Einsatz moderner technischer Mittel. Zu
seinen Aufgaben gehört die Erforschung und Darstellung der öffentlichen Meinung als Entscheidungshilfe für die
politische Arbeit der Bundesregierung. Das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ist zuständig für
die Unterrichtung der Bürger und der Medien über die Politik der Bundesregierung. Es erläutert und vertritt hierbei
mit den Mitteln der Öffentlichkeitsarbeit und der Informationspolitik Tätigkeiten, Vorhaben und Ziele der
Bundesregierung. Dem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obliegt im Zusammenwirken mit dem
Auswärtigen Amt die Politische Öffentlichkeitsarbeit im Ausland, deren Ziel es ist, das Anse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m Ausland zu stärken, ein umfassendes und wirklichkeitsnahes Deutschlandbild zu vermitteln und
die deutsche Politik im Ausland verständlich zu machen. Das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제2세션: 통일논의의 변화와 행정학ž언론학에서의 분석과 전망

75

Am 8. Januar 1977 wurden die Aufgaben des BPA in einem Organisationserlass des Bundeskanzlers
präzisiert und teilweise erweitert. Der Erlass (BPA, 1977: 63) lautet:
1. Das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unter der Leitung eines Staatssekretärs
untersteht dem Bundeskanzler unmittelbar. Als Hauptstelle der Bundesregierung für den Verkehr
mit den Nachrichtenträgern und den Organen der öffentlichen Meinungsbildung hat es folgende
Aufgaben:
a) Unterrichtung des Bundespräsidenten und der Bundesregierung über die weltweite Nachrichtenlage.
b) Erforschung und Darstellung der öffentlichen Meinung als Entscheidungshilfe für die politische Arbeit
der Bundesregierung.
c) Unterrichtung der Bürger und der Medien über die Politik der Bundesregierung durch Darlegung und
Erläuterung der Tätigkeit, der Vorhaben und der Ziele der Bundesregierung mit den Mitteln der
Öffentlichkeitsarbeit; dies gilt für Gegendarstellungen auch dann, wenn zugleich die Öffentlichkeitsarbeit
von Bundesministerien berührt ist.
d) Vertretung der Bundesregierung auf den Pressekonferenzen.
e) Politische Informationen des Auslandes im Zusammenwirken mit dem Auswärtigen Amt.
f) Koordinierung der ressortübergreifenden Öffentlichkeitsarbeit des Amtes und der ressortbezogenen
Öffentlichkeitsarbeit der Bundesministerien bei Maßnahmen, die Angelegenheiten von allgemeinpolitischer
Bedeutung betreffen.
2. Im Geschäftsbereich nach Ziffer 1 wird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durch den Chef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oder den Stellvertretenden Chef des Presse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gerichtlich und außergerichtlich vertret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wurden die Aufgaben des BPA etwas ergänzend und abgeschafft geändert.
Die Unterrichtung der Öffentlichkeit, eine der Kernaufgaben des BPA, war besonders von den Bürger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gefragt. Außerdem das BPA gab 2002 seine Aufgabe für politische
Öffentlichkeitarbeit im Ausland, deren Ziel es war, das Ansehen der BRD im Ausland zu stärken,
ein wirklichkeitsnahes Deutschlandbild zu vermitteln und die deutsche Politik im Ausland verständlich
zu machen, dem Auswärtigen Amt ab.
Aber die zentralen Aufgaben des BPA bleiben unverändert, wie das BPA seit September 2018
seine Aufgaben nach einem Leitbild ‚Damit alle gut informiert sind – Bürgerinnen und Bürger, Regierung
und Medien‘ zusammengefasst hat.13)
koordiniert seine ressortübergreifende Öffentlichkeitsarbeit und die ressortbezogene Öffentlichkeitsarbeit der
Bundesministerien bei Maßnahme, die Angelegenheiten von allgemein-politischer Bedeutung betreffen. Das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fördert das deutsche Nachrichtenwesen im In- und Ausland, auch auf
den Gebieten von Bildberichterstattung, Film, Funk und Ferns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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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ildung 1: Aufgaben und Funktionen des Bundespressamtes

Quelle: Eigene Darstellung

Nach Walker (1982: 83) soll das BPA drei zentrale Funktionen14) erfüllen: rezeptive, informative
und koordinierende Funktion. Das BPA übt eine rezeptive Funktion aus, die in der Informationsbeschaffung
über die Nachrichtenlage in Inland und Ausland liegt, einschließlich der Erforschung der öffentlichen
Meinung. Mit operative-informationspolitischer Funktion trägt das BPA Sorge für die Erläuterung
und Darlegung der Regierungspolitik im In- und Ausland. Dabei werden Bundesregierung und
Bundespräsident über die weltweite Nachrichtenlage informiert und informationspolitisch beraten.
13) Im Leitbild wurde die Aufgaben des BPA wie folgt geschrieben: „Eine wichtige Aufgabe des BPA ist die Information
nach außen. Wir unterrichten die Öffentlichkeit über Vorhaben, Ziele und Maßnahmen der Bundesregierung. (...)
Insbesondere, wenn Themen streitig debattiert werden, ist Öffentlichkeitsarbeit der Regierung notwendig. Diesem
Auftrag kommen wir mit vollem Einsatz nach und informieren sachlich und verständlich über die Politik der
Bundesregierung. Adressaten sind dabei sowohl Bürgerinnen und Bürger als auch die Medien im In- und Ausland.
Eine andere wesentliche Aufgabe ist die Information nach innen. Wir unterrichten den Bundespräsidenten, den
Bundestag, die Bundeskanzlerin sowie die gesamte Bundesregierung über die aktuelle Nachrichtenlage und die
öffentliche Meinung zu politischen Themen. (...) Zudem bewältigen wir weitere Herausforderungen wie beispielsweise
die Organisation von Gipfeltreffen oder Großveranstaltungen und wir verantworten die Koordination der Presseund Öffentlichkeitsarbeit zwischen den Ministerien und dem Kanzleramt. (...) Politik erklärbarer zu machen, politische
Zusammenhänge darzulegen und darüber zu informieren bleibt auch in Zukunft unsere wichtigste Aufgabe. (...).“
(Hierzu www. bundesregierung.de, 2018a)
14) Sänger (1966: 27) unterteilte in zwei Funktionen des BPA, die zwischen einer ‚Sprachrohr‘-Funktion und einer
‚Hörrohr‘-Funktion unterscheidet wurde. Auch Morcinek (2006: 58) teilte ‚nach innen‘ (Input-Funktion) und ‚nach
außen‘ (Output-Funktion) mit der Richtung des Informationsflusses 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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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BPA ist Vertreter der Bundesregierung auf Pressekonferenzen. In koordinierender Funktion
vermittelt das BPA eine einheitliche Selbstdarstellung der Bundesregierung (Anderson/Woyke, 2003:
452).
Zusammenfassend lassen sich das BPA zwei zentrale Funktionen erfüllen:
1. Kommunikation nach innen: Das BPA unterrichtet den Bundespräsidenten, den Bundeskanzler und
die Bundesregierung sowie den Bundestag über die aktuelle Nachrichtenlage und die öffentliche Meinung
zu politischen Themen. Insbesondere koordiniert das BPA die Presse- und Öffentlichkeitsarbeit zwischen
dem BK und den verschiedenen Ministerien.15)

2. Kommunikation nach außen: Das BPA informiert die Medien und Öffentlichkeit über die Politik
der Bundesregierung, die Vorhaben, Ziele und Maßnahmen der Bundesregierung erläutert wird.
Zudem vertritt das BPA die Regierung auf den Pressekonferenzen.

V. Struktur des Bundespresseamtes
Am Anfang wurde das BPA als untergeordnete Abteilung des Bundeskanzleramtes gegründet. Erst
1958 wurde das Amt zur selbstständigen Institution und stand als oberste Bundesbehörde unter Leitung
eines Staatssekretärs und steht noch heute.
Die Organisationsstruktur des BPA ist meistens in Folge der Regierungswechsel geändert und
wechselnden personellen und sachlichen Erfordernissen sowie gesellschaftlichen, technischen oder
medialen Umgebungen angepasst worden. Aber die Umstrukturierung betraf nur die Verlagerung von
Arbeitseinheiten in andere Abteilungen bzw. die Auflösung von Abteilungen, die mit praktischen Aufgaben
befasst waren und die nicht zum funktionellen Kernbereich gehörten (Morcinek, 2006: 57). Diese
Tendenz ist kein Unterschied vor u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denn die innere Organisationsstruktur
blieb in den Grundzügen bis heute erhalten.
Die Anzahl der Abteilungen schwankte zwischen drei und vier. Gleiches gilt für zahlreiche weitere
Referate, die offensichtlich nach den Ideen und Bedürfnissen der Regierungssprecher oder

15) Das Verhältnis zwischen Bundespresseamt und den Ministerien ist von zwei gegensätzlichen Bestrebungen geprägt.
Einerseits betreiben die Ministerien in ihren Fachbereich eigenständige Presse- und Öffentlichkeitsarbeit, andererseits
ist das Informationswesen eine ursprüngliche Aufgabe des Bundespresseamtes. Die Verteilung der Kompetenzen
ist formal klar geregelt. Das BPA hat eine umfassende informationspolitische Zuständigkeit für die Politik der
Bundesregierung. Die informationspolitische Zuständigkeit der Bundesministerien beschränkt sich auf ihren
Geschäftsber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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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eilungsleiter jeweils neu etabliert und wiederholt reorganisiert wurden (www.bpb.de, 2013). Wie
vorher erwähnt, wurde die Abteilung Ausland noch unter Kanzler Schröder in das Auswärtige Amt
verlagert.16)
Bis vor der Wiedervereinigung, bis September 1990, gliederte sich das BPA im Großen und Ganzen
mit der Leitungsebene, der in drei oder vier Abteilungen gegliederten Arbeitsebene und einer Außenstelle
in Berlin. In der Leitungsebene waren Chef des BPA, Stellvertretender Chef des BPA und Stellvertretender
Sprecher der Bundesregierung. Die Abteilung wurde je nach Arbeitsbereiche Verwaltung, Nachrichten,
Inland, Ausland zugeordnet.
Heute wird das BPA in einen Dienstsitz Bonn und vier Abteilungen geteilt. In der Leitungsebene
gibt es Chef des BPA, Stellvertretende Sprecherin der Bundesregierung und Stellvertretende Leiterin
des BPA, Stellvertretende Sprecherin der Bundesregierung sowie Stellvertretender Chef des BPA.
Zur Arbeitsebene gehören die vier Abteilungen Zentralabteilung, Agentur/Medienauswertung, Politische
Information, Kommunikation.
Abbildung 2: Aufbau des Bundepresseamtes

16) Das Auswärtige Amt ist heute für die Öffentlichkeitsarbeit im Ausland zuständ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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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ef des BPA
Der Chef des BPA ist bis heute Bundespressesprecher und Chef einer obersten Bundesbehörde.
Er ist zugleich Sprecher der Bundesregierung. Er hat den Rang eines Staatssekretärs und einen
Stellvertreter in der Leitung des Amtes (Benz/Moos, 1988: 105). Außerdem nimmt er regelmäßig
an den Sitzungen der Bundesregierung teil und erhält eine Abschrift des Protokolls über Kabinettssitzung.
Er betreibt Öffentlichkeitsarbeit regelmäßig durch Teilnahme an den Bundespressekonferenzen zu
aktuellen politischen Themen und steht auch den Mitgliedern des Vereins der ausländischen Presse
Rede und Antworten (Anderson/Woyke, 2003: 452). Seine Amtszeit endet im Allgemeinen mit
Legislaturperiode oder jeder anderen Erledigung des Amtes des Bundeskanzlers (www.bpb.de, 2013).
Inzwischen wurde zum 1. August 2010 der ZDF-Journalisten Steffen Seibert zum Chef des BPA
berufen.

2. Zentralabteilung
Die Zentralabteilung17) mit 8 Referaten und der Verwaltung Bonn kümmert sich um die klassischen
Verwaltungsaufgaben wie Haushalt, Personal, Rechts- und Kabinettsachen, Organisation usw. und fasst
auch Informations- und Nachrichtentechnik zusammen. Das Haushaltsreferat ist für alle finanziellen
Angelegenheiten des Amtes verantwortlich. Das Personalreferat schafft die personellen Voraussetzungen
für die Arbeit des Amtes.

3. Abteilung Agentur/Medienauswertung
Die Abteilung Agentur/Medienauswertung18) mit 8 Referaten sammelt alle wichtigen Meldungen
und Kommentare der Nachrichtenagenturen, der Printmedien, des Hörfunks und des Fernsehens und
wertet sie aus. Sie unterrichtet die Bundesregierung, den Bundespräsidenten und den Bundestag über
die gesammelten Informationen und unterhält die hierfür notwendigen Verbindungen mit den
Nachrichtenträger des In- und Auslandes (Schnürmann, 1992: 98).
17) Unter Zentralabteilung werden die folgenden 8 Referate gegliedert: Haushalt, Controlling, Vergabe; Allgemeine
Personalangelegenheiten; Besondere Personalangelegenheiten, Audit Beruf und Familie, Aus- und Fortbildung,
Gesundheitsmanagement; Rechts- und Kabinettsachen, Innenrevision, Geheimschutz; Organisation, Korruptionsprävention;
Innerer Dienst, Sicherheit, Presse- und Besucherzentrum; Medientechnik, Intranetredaktion; Informationstechnik.
18) Die folgenden 8 Referate gehören zur Abteilung Agentur/Medienauswertung: Grundsatzfragen, Agentursteuerung,
Cooperate Design, Evaluation; Interministerielle Koordinierung, Media, Rabattierung; Bürgerservice, Vertrieb, Bulletin;
BPA-Dok, Pressearchiv, Bibliothek; Meinungsforschung, Social Media Reporting; Lagezentrum; Presseauswertung;
Auswertung Fernsehen, Hörf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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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bteilung Politische Information
Die Abteilung politischeInformation19) mit 11 Referaten wird im gesamten innen- und außenpolitischen
Informationsbereich tätig, um die Bevölkerung über die politischen Ziele der Bundesregierung und verständliche
Darstellung deren Arbeit zu unterrichten. Diese Abteilung arbeitet bei der Informationsbeschaffung über
die Tagesaktualität hinaus, während die Abteilung Agentur/Medienauswertung die tagesaktuellen Meldungen
und Kommentierungen in den Medien analysiert. Sie macht Vorschläge für die Behandlung innenpolitischer
Themen oder leitet Maßnahmen der Öffentlichkeitsarbeit ein (Kordes/Pollmann, 1989: 77f).

5. Abteilung Kommunikation
Die Abteilung Kommunikation20) mit 5 Referaten umfasst Chef vom Dienst, Besucherdienst, Veranstaltungen,
Bundesbildstelle usw. Es ist wichtig in dieser Abteilung, dass ihr die Koordinationsfunktion zufällt, die
sich ihre Fachreferate täglich mit den Pressestellen der anderen Ressorts abstimmen, und dass sie die
Entwicklungstendenz der öffentlichen Meinung insbesondere zur Politik der Bundesregierung beobachtet
beobachtet (Schnürmann, 1992: 98). Das Referat Chef vom Dienst des BPA ist erste Anlaufstelle für
Anfragen von Journalisten und veröffentlicht Pressemitteilungen der Bundeskanzlerin und der Regierung.
Für die Medien unterhält das Referat eine spezielle Seite im Internet, wo neben tagesaktuellen Nachrichten
Hintergründe, Materialien und Dokumente zur Regierungspolitik abrufbar sind (www.bundesregierung.de,
2018b). Zudem organisiert und finanziert das Referat Besucherdienst für politisch interessierte Bürger
und Fachgruppen Informationstagungen.

VI. Aktivitäten des Bundespresseamtes
Erfolgt eine Unterscheidung nach Aktivitäten des BPA, kann man die Regierungs-PR ebenso wie bei
den Funktionen in die Kommunikation nach innen und außen einteilen.
19) Unter Abteilung politische Kommunikation werden die folgenden 11 Referate gegliedert: Grundsatzfragen,
ressortübergreifende Öffentlichkeitsarbeit; Europa; Außen-, Sicherheits- und Entwicklungspolitik; Inneres, Justiz,
Bundesangelegenheiten, Kirchen und Religionsgemeinschaften; Kultur und Medien, Pressearbeit BKM; Arbeit, Soziales
und Gesundheit; Finanzen, Wirtschaft und Digitalpolitik;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ildung; Umwelt,
Naturschutz, Bau; Verbraucher, Landwirtschaft; Energie, Forschung und Nachhaltigkeit
20) Die folgenden 5 Referate gehören zur Abteilung Kommunikation: Chef vom Dienst, Verbindungsbüro, Medienbetreuung;
Internet, Social Media; Besucherdienst; Veranstaltungen; Bundesbildstelle, Bildredaktion, Bilddaten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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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Kommunikation nach innen über die Bundesregierung umfassen unter anderem eine zwei täglich
erscheinende Pressemappe, einen elektronischen Nachrichtenspiegel und einen hauseigenen
Pressespiegel, der jedoch ein verzerrtes Bild der öffentlichen Meinung projiziert. Für die Bundeskanzler
stellt das BPA die Pressemappe, die ausgewählte Beiträge in – und ausländischer Medien enthält,
zusammen. Den Regierungsmitgliedern, Abgeordneten und Mitarbeitern in Ministerien wird der
elektronische Nachrichtenspiegel angeboten, der wichtige Meldungen, Berichten, Kommentare und
Interviews zusammengefasst ist (Marten, 2006: 146).
Richtet sich die Kommunikation nach außen, werden sie entweder unmittelbar an die Öffentlichkeit
gegeben oder mittelbar über Medien verbreitet. Die unmittelbare Kommunikation der Bevölkerung wird
unter anderem durch die herkömmliche Publikation wie Broschüren oder die neuen Medien wie Homepage
und SNS-Angebot realisiert. Das BPA liefert auf den Seiten www.bundesregierung.de und
www.bundeskanlerin.de täglich Informationen zur Politik der Bundesregierung. Der YouTube-Kanal
der Bundesregierung zu aktuellen politischen Themen ist online. Hierbei erscheint wöchentlich ‚Podcast‘,
in dem die Kanzlerin über ihre Positionen und Erwartungen an bevorstehende Ereignisse spricht. Per
Twitter kann die Öffentlichkeit direkt in Dialog mit Regierungssprecher Steffen Seibert treten. Auf
der Facebook-Seite und über Instagram wird die aktuelle Bundesregierungsarbeit mit Fotos, Grafiken
und Videos informiert (www.bundesregierung.de, 2018b). Die herkömmliche Publikation wie Anzeigen,
Broschüren und Faltblätter bieten die Öffentlichkeit Informationen zu wichtigen Themen der
Regierungspolitik. Auch diese Informationen stehen im Internet zur Verfügung. Außerdem plant und
organisiert das BPA politische Informationsreisen, zu denen die Abgeordnete jährlich drei Besuchergruppen
aus ihrem Wahlkreis nach Berlin einladen können (www.bundesregierung.de, 2018b).
Die Kommunikation nach außen über Medien „ist nicht nur das Recht der Bundesregierung, sondern
auch ihre Pflicht,“ (www.bundesregierung.de, 2018b) weil die Medien umfassend die Öffentlichkeit
über die Aktivitäten und Pläne der Regierung informieren und damit zur öffentlichen Meinung beitragen.
Für diese Pflicht des BPA spielen die Pressekonferenzen (BPK)21) zu aktuellen politischen Themen
eine wichtige Rolle. Die Regierungssprecher sowie Sprecher der Ministerien werden von den Journalisten
drei Mal wöchentlich zur Pressekonferenz eingeladen und stehen den Medienvertretern Rede und Antwort
(www.bundespressekonferenz.de, 2018). Zufolge Walker (1982: 180) bedeutet die Pressekonferenz
„eine Ausnahme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Denn die Pressesprecher der Regierung in der Welt
veranstaltet im üblicherweise die Pressekonferenz, um die politische relevante Information an die
Öffentlichkeit zu verbreiten.
21) Die BPK ist ein unabhängiger Zusammenschluss der deutschen Parlamentsjournalistinnen und -journalisten. Sie
wurde im Herbst 1949 als Gesellschaft des bürgerlichen Rechts gegründet und im Juli 1953 als ‚Bundes-Pressekonferenz
e.V.‘ in die Vereinsregister eingetragen. Sie hat heute ihren Sitz in Berlin und eine Außenstelle in Bonn. Die BPK
finanziert sich über Mitgliedsbeiträge. Dieser Verein umfasst 900 Mitglieder und arbeitet eng mit dem ‚Verein
der ausländischen Presse in Deutschland‘ zusammen, der mehr als 400 Journalisten aus 60 Ländern umfa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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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Schlussbemerkung: Bedeutung des Bundespresseamtes
Die Bundesregierung besteht aus dem Bundeskanzler und den Bundesministerien, die zusammen das Kabinett
bilden. Das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untersteht dem Bundeskanzler. Das BPA
wird geleitet von einem Staatssekretär, der zugleich Regierungssprecher ist. Das BPA ist die zentrale
Institution der bundesdeutschen Regierungskommunikation. Seine Arbeit ist auf die Regierung als Gesamtheit
ausgelegt. Das BPA erfüllt vor allem zwei Funktionen. Als Kommunikation nach innen unterrichtet das
BPA die Regierungsmitglieder über die Nachrichtenlage im In- und Ausland, einschließlich die Koordination
der Presse- und Öffentlichkeitsarbeit zwischen den Regierungsakteuren. Als Kommunikation nach außen
informiert das BPA die Medien und Bevölkerung über die Politik der Bundesregierung. Es teilt sich derzeit
in die vier Abteilungen Zentralabteilung, Agentur/Medienauswertung, Politische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
In Hinblick auf Unterschied des BPA vor und nach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kann man mit
drei Punkte charakterisieren, d.h. Stabilität, Kontinuität und Komplementierung.
Nach der Wiedervereinigung wurde das BPA insgesamt geringfügig geändert. Als zentrale Institution
der Regierungskommunikation bleibt das BPA nach wie vor. Auch die Organisationsstruktur des BPA
erweist sich als relativ stabil und konstant. Die wichtigen Funktionen des BPA verändert sich fast
gar nicht, abgesehen von Öffentlichkeitsarbeit im Ausland, die an das Auswärtige Amt abgegeben wurde
und dadurch die Mitarbeiter des BPA reduziert wurde. Unabhängig von der Wiedervereinigung zeigt
sich es, dass die Führungsspitze des BPA häufig gewechselt. Außerdem wurde die Problematik der
BPA-Aktivität mehrmals durch die rechtliche Entscheidung komplementiert.
Nach der Wiedervereinigung wurde lediglich die Zielgruppe des BPA erweitert, um die ehemaligen
DDR-Bürger zu informieren. Durch die technische Entwicklung wurde die Aktivität des BPA mit den
neuen Kommunikationsmitteln wie Internet und SNS verbessert und die direkte Regierungskommunikation
mit der Öffentlichkeit verstärkt. Auch das BPA hat seinen Hauptsitz aus Bonn nach Berlin verlagert.
Bezogen auf Problematik des BPA, wird die Regierungskommunikation des Amtes immer von den
jeweiligen Oppositionen kritisiert, dass die Regierung sich mit Hilfe des BPA Informationsvorteile
verschaffen kann. Daher wurde es schon im Urteil von Bundesverfassungsgericht am 2. März 1977
festgestellt, dass die Regierungs-PR im Prinzip zulässig ist. Aber es ist unzulässig, wenn sie die
Grenzen zur direkten Wahlwerbung für die Regierung und die Regierungsparteien überschreitet. Deshalb
soll sie in Wahlkampfzeiten dem Gebot äußerster Zurückhaltung unterliegen. Die personelle und
programmatische Verknüpfung von Regierung und Regierungsparteien erschwert jedoch die Grenzzie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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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ischen zulässiger und unzulässiger Öffentlichkeitsarbeit (Sontheimer/Röhring, 1977: 284).
Trotz rechtlicher Gleichstellung ist das BPA dem Bundeskanzleramt in der Praxis häufig untergeordnet,
da das Kanzleramt eine räumlich größere Nähe zum Regierungschef aufweist und die Aussagen der
Regierungsmitglieder eine höhere Außenwirkung als die Statements des BPA haben (Köhler/Schuster,
2006: 17). Sowohl das BPA als auch jedes Ministerium bestimmen selbst seine Informationspolitik
und verfügen über ein eigenes Presse- und Öffentlichkeitsarbeitsreferat. Diese Regelung kollidiert
häufig mit der koordinierenden Funktion des BPA, das aufgrund seiner rechtlich schwächeren Stellung
als Behörde keine Weisungsbefugnis gegenüber Ministerien besitzt. Dadurch kommt es immer wieder
zu Absprachedefiziten zwischen Ministerien, so dass Ressorts gegenseitig Aufmerksamkeit nehmen,
in dem sie beispielsweise wichtige Neuigkeiten am selben Tag verkünden (Max, 2006: 91).
Im Übrigen können die Inhalte der regierungsamtlichen Öffentlichkeitsarbeit hingewiesen werden.
Da die Druckschriften, Anzeigen und Filme meist vom Absender her, nicht auf den Adressaten hin
konzipiert werden, fehlt eine klare Orientierung auf bestimmte Zielgruppen und - infolge der breiten
Streuung - auch die Möglichkeit von Erfolgskontrollen.
Trotz dieser Problematik gibt das BPA für die Informationspolitik und Öffentlichkeitsarbeit der
südkoreanischen Regierung eine wichtige Bedeutung. Denn die südkoreanische Regierung ohne zentrale
Informationsinstitution liegt derzeit für die Durchsetzung ihre Interessen sowohl in Innenpolitik wie
Wirtschaftsdemokratie als auch in Außenpolitik wie Wiedervereinigungspolitik in schwierige Situation,
die vor allem durch wenige Zustimmung und Glaubwürdigkeit in der südkoreanischen Öffentlichkeit
verursacht wird.
Auch wenn die gesamte Auswirkung des BPA empirisch unmessbar ist, lässt sich es sicher vermuten,
dass das BPA direkt oder indirekt eine große Rolle nicht nur vor der Wiedervereinigung, sondern
auch nach der Wiedervereinigung gespielt hat, um das Verständnis und die Unterstützung über
Wiedervereinigung in der deutschen Öffentlichkeit zu gewinnen. Der Grund liegt darin, dass die
Öffentlichkeitsarbeit wesentlich besondere Eigenschaft hat, Schritt für Schritt und unscheinbar Einfluss
auf die Wahrnehmung der Rezipienten zu üben und ihre Zustimmung zu erhalten.
Zum Schluss sollte man ergänzend erwähnen, dass die Kommunikation zwischen der Regierung und
der Öffentlichkeit eine wichtige Rolle des Bundespresseamtes im politischen System ist, weil die
Information des Bürgers über die Regierungspolitik und deren Ausführung durch die Exekutive nicht
nur ein Recht ist, sondern auch eine Pflicht der Regierung in der modernen Demokratie. Wie der ‚Vater
der PR‘ Ivy Lee früher gesagt hat, muss es vorausgesetzt sein, dass die Information der Öffentlichkeit
offen und wahr ist, weil das Bundespresseamt damit das Vertrauen an die Informationspolitik und
Öffentlichkeitsarbeit der Regierung aufbauen kann und seine Rolle erfolgreich erfüll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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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전후 독일연방공보처의 대내외 홍보:
시스템, 역할, 문제점 분석

남일우

<국문초록>
모든 국가의 정부는 자신의 정책을 전달하고 관철하기 위해 자신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국내외 국
민들에게 구축하려 노력한다. 정부가 의도하는 이미지 형성은 주로 공보나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독일은 통일이 되기 전과 그 이후에도 연방공보처(BPA)가 공보 및 홍보를 통하여 정부와 언론, 국민
사이의 소통을 담당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그것을 위한 조직이 2008년이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발표의 목적은 독일의 정부홍보를 담당하는 BPA을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주는 의미를 논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커뮤니케이션 및 정부홍보의 개념을 파악한 후, BPA의 발전과정, 임무,
기능, 구조, 활동 등을 독일통일 전후로 나누어 분석하여 BPA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부
커뮤니케이션의 공보와 홍보는 원활한 국정운영의 필요 불가결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정부홍보 혹은
국가홍보는 통일을 준비하는, 더 나아가 통일 이후에도 한국정부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만 한다. 따라서 BPA는 국민과 정부 간의 동의와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정부커뮤니케이션을 담
당해야 할 한국정부의 홍보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충분한 의미를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