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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의 서해 평화정착 시도를 ‘탈안보화’ 개념을 통해 

조명한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 장성급회담을 통해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함

으로써 서해 평화를 이루고자 했다. 장성급회담이 해상경계선 논쟁으로 

흐르며 뜻을 이루지 못하자 정상회담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

치함으로써 서해 평화를 달성하려 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정상회

담 합의문에 들어갔지만 충분치 못한 합의였다. 합의의 불충분성은 국방장

관회담으로 이어져 서해평화협력지대의 핵심 구성요소인 공동어로구역 

설정이 무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서해 탈안보화의 좌절에는 국내 정치가 작용했다. 군 일부와 보수 야당·언

론은 ‘탈안보화 저지 동맹’을 구성해 정부가 NLL을 포기하려 한다고 주장

했다. 이 주장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부의 행동반경을 좁혔다. 그에 

따라 ‘면의 협력’을 추구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 속에 NLL 기준

의 공동어로구역 설정 안이 들어가는 ‘모순’이 발생하면서 북측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 서해 협상 과정은 대북 협상이 남측의 국내 정치에 

의해 영향받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주제어: 공동어로구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북방한계선(NLL), 남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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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논문은 노무현 정부의 서해 평화정착 시도가 원했던 만큼의 성

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두 가

지 연구 질문을 던진다. 첫째,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평

화협력특별지  설치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후 국방장관회

담에서는 왜 서해평화협력특별지 의 핵심 요소인 공동어로구역 설정

에 실패했는가? 노무현 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해평화

협력특별지 라는 ‘간판’에는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합의는 없었기 때

문이라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정상회담에서의 불충분한 합의가 

국방장관회담으로 이어져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두 정상이 왜 이견을 좁히지 못했나 하는 것이

다. 정상회담에 앞서 있었던 장성급군사회담(이하 ‘장성급회담’)을 거치

며 공동어로구역 협상이 해상경계선 논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기 때문

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2007년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10.4 정상선언’ 제5조에는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 ’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

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합의가 담겼다. 제3조에는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한 군사

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국방

장관회담을 11월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었다. 공동어로구역은 서해평

화협력특별지 의 첫 번째 요소였고, 위치는 국방장관회담에서 정하

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11월 27~29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공동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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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을 설정하지 못했다. 정상회담 합의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사안이 

하위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의아한 일이었다. 두 가

지 연구 질문은 이러한 궁금증에서 비롯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북측과 우발적 충돌 방지 체제를 구축함으로

써 서해의 군사적 긴장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 정권 후반기에는 공동

어로구역 설정을 목표로 협상을 벌였다. 여의치 않자 정상회담에서 서

해평화협력특별지 라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해상경계선을 두고 갈등하고 충돌해 왔던 긴 역사를 단 몇 년의 협상

을 통해 끝내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표적인 사안이 공동어로구역이다. 수산 협력을 통해 평화를 이뤄 보자

는 이 구상을 남북의 군부는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다. 각자 주장하

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고집했다.

서해 평화정착 구상을 추진하는 데는 특히 남측의 국내 정치라는 

변수가 위력을 발휘했다. 보수진영은 “우리 영해를 양보하려 한다”라

고 정부를 공격했다. 정부 부처들의 이견까지 노출되면서 정치적 논란

은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군의 일부 세력은 보수 야당·언론과 결속되

는 모습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원용하는 안보화 이론은 국내 정치 변

수를 중시하는 분석 틀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다. 보

수 야당·언론과 군 일부를 안보화 상태의 유지를 추구한 ‘3자 동맹’이

라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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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과 전사(前史)

1) 안보화 이론과 탈안보화

국제관계학에서 안보화 이론을 정립한 코펜하겐학파는 ‘국가’와 ‘군

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전통적인 안보담론으로는 탈냉전 이후 부상

한 난민, 테러리즘, 환경오염, 전염병 등의 이슈를 논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장했다.1) 안보화란, 어떤 이슈가 

특정 상의 생존에 실존적인 위협(existential threat)이 된다고 주장하

면서 통상적인 정치 토론의 영역이 아닌 ‘비상(非常) 정치’ 영역에서 다

뤄지도록 하는 것이다.2)

안보화의 요소로는 안보의 상(referent object)과 안보화 행위자

(securitizer), 수용자(audience)가 있다. 안보의 상이란 “실존하는 위협

에 노출되었거나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생존을 위협받는다고 여겨지는 

1) 안보화 이론의 골자는 배리 부잔(Barry Buzan) 등이 쓴 1998년 저서에 정리되어 

있다. 이 논문은 그 책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내외 저서와 논문들을 참조했다. 

Barry Buzan, Ole Wæver and Jaap de Wilde,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Boulder, Colo.: Lynne Rienner Publishers, 1998); Ole Wæver, 

“Securitization and Desecuritization,” in Ronnie Lipschutz(ed.), On Secur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Clara Eroukhmanoff, 

“Securitisation Theory,” in Stephen McGlinchey, Rosie Walters and Christian 

Scheinpflug(eds.), International Relation Theory(Bristol, England: E-International 

Relations Publishing, 2017); 민병원, “탈냉전시 의 안보개념 확 : 코펜하겐 학

파, 안보문제화, 그리고 국제정치이론,” 서울 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엮음, 세계정

치 , 제5권(고양: 인간사랑, 2006), 13~62쪽; 송영훈,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

화: 케냐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 제54집 1호(2014), 95~230쪽.

2) Columba Peoples and Nick Vaughan-Williams, Critical Security Studies 

(London: Routledge, 2021), pp.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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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집단 혹은 사물이나 현상”을 뜻한다.3) 안보화 행위자는 특정

한 문제나 현상을 안보화하기 위해 “그 문제의 실존하는 위협이 어떤 

지정된 안보 상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정부나 정치인, 관

료, 로비스트 등 권력 행사가 가능한 개인 또는 집단을 뜻한다. 수용

자는 “안보화 행위자가 안보 영역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특정한 문제

와 관련이 있거나 그에 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다. 수용자의 

역할은 “안보화 행위자의 주장을 수용하고 그에 한 정치적 지지를 

보냄으로써 안보화 행위자의 결정(주로 비상조치의 도입)을 정당화” 해 

주는 것이다.4) 안보화 수용자는 개 국민이다. 안보화 행위자가 수용

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표현을 동원해야 한다. 이를 ‘화행

(speech act)’이라 한다.5)

서해 평화정착 시도를 조명하는 본 논문은 안보화한 문제가 일반적

인 정치 영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인 탈안보화(desecuritization)를 주요 

개념으로 사용한다. 비상 상황으로 다뤄지던 이슈를 통상적인 정치 토

론·협상의 과정으로 되돌리는 것이다.6) 탈안보화는 안보화와 쌍을 이

루는 개념이므로 상과 행위자, 수용자, 화행 등 요소 및 진행 원리

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탈안보화는 단순히 안보화 과정의 

역순으로 진행되지는 않으며, 시간적으로 반드시 안보화 후에 나타나

는 것도 아니다. 안보화와 탈안보화는 동시에 시도되기도 하는데, 그

3) 김현정·문보경, “사회안보 관점에서의 난민,” 21세기정치학회보 , 제26권 3호

(2016), 131쪽.

4) 신승휴,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이론: 정치적 안보와 사회적 안보,” https:// 

url.kr/38esfj(검색일: 2021년 10월 22일).

5) 민병원, “탈냉전시 의 안보개념 확 ,” 29쪽.

6) Barry Buzan, Ole Wæver and Jaap de Wilde, Security,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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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며, 모호한 상태나 의도치 않은 결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7)

2) 서해 갈등 50년: 정전협정부터 연평해전까지

서해의 갈등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까지 5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서해의 질서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20년 동안 비교적 

안정되었다가 1973년 서해사태를 기점으로 30년의 갈등기를 보냈다.

문제의 뿌리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발효된 정전협정에 닿아 있

다. 정전회담에서 공산군은 황해도-경기도 도계선을 바다로 연장한 

선을 서해 경계선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유엔군은 공산군의 안을 거부

하기만 했을 뿐 안을 내놓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정전회담

에서는 바다의 경계선을 정하지 못했다. 그 신 섬을 어떻게 나눠 가

질지(도서 관할권)와, 연해의 폭은 몇 해리까지 할지에 한 문제만을 

논의했다. 도서 관할권 협상의 핵심 결론은, 서해 5도를 유엔군이 차

지한다는 것이었다. 연해의 폭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전협

정은 해상경계선과 연해의 폭에 관한 규정이 없는 미흡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8)

7) Columba Peoples and Nick Vaughan-Williams, Critical Security Studies, p.124. 

김성한·이근은 김 중 정부의 북정책을 북한의 위협을 탈안보화하는 과정으로 분

석했다. 이들은 김 중 정부 시기가 전통적 위협을 탈안보화하려는 세력과 안보화 

상태로 두려는 세력이 각축을 벌이는 상황을 잘 보여 준 사례라고 진단한다. Sung- 

han Kim and Geun Lee, “When security met politics: desecuritization of North 

Korean threats by South Korea’s Kim Dae-jung government,”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11, No.1(2011), pp.30~34.

8) 정전회담의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의 남북한관계사료집 에 실린 “휴전회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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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선이 없는 공백 속에서 등장한 것이 북방한계선(NLL)이다. 

NLL은 1953년 8월 30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했다는 것

이 다수설이다. NLL의 기능은 남측 해·공군 초계 활동의 북쪽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NLL의 목적은 남북의 우발적인 무력충돌 발생 가

능성을 줄이고 예방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북측과 사전 협의 없이 일

방적으로 설정되었고 사후에도 정식 통보됐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

는 점이다. 북측은 NLL을 “유령선”이라 부르며 그 정당성을 부정했다. 

그럼에도 NLL은 정전협정 이후 20년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했다. 그 근저에는 유엔군과 남측 해군의 압도적인 해군력이 있었다.9)

정전협정 이후 20년의 ‘안정기’는 1973년 10~12월 서해사태를 거치

며 종료되었다. 북한이 해군력을 동원해 서해 5도를 위협한 이 사태로 

록”을 1차 자료로 참조했다. 아울러 다음의 문헌들을 참고했다. 이상철, 북방한계

선: 기원·위기·사수 (서울: 선인, 2011), 66~92쪽; 이문항, JSA-판문점(1953~ 

1994) (서울: 소화, 2001), 79~117쪽; 임규정·서주석, “북방한계선의 역사적 고찰

과 현실적 과제,” 현 이념연구 , 제14집(1999), 47~65쪽; 김보영, 전쟁과 휴전: 

휴전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한양 학교 출판부, 2016), 97~210쪽; 

신복룡, “한국사에서 서해5도의 정치지리학: 1945~1953,” 외교안보연구 , 제7권 2

호(2012), 255~288쪽.

9) 국방부,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서울: 국방부, 2007); 임규정·서

주석, 위의 글, 49~65쪽; 이상철, 위의 책, 65~116쪽; 신복룡, 위의 글, 215~225

쪽; 정태욱,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론: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민주법학 , 

제45호(2011), 255~295쪽; 김동엽, “북한의 해상경계선 주장 변화와 남북군사협

상: 북한의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 제31권 2호(2019), 

40~55쪽; 리영희,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통일시론 , 제2권 2호

(1999), 23~63쪽; 제성호, “북방한계선(NLL)의 법적 유효성과 한국의 응방향,” 

중앙법학 , 제7권 2호(2005), 109~110쪽; 합참정보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

람 제2집 (서울: 합참정보참모본부, 1993), 425쪽; “키신저 “NLL 일방 설정… 국

제법 배치”,” 경향신문 , 2010년 12월 17일; “해상북방한계선 파문 - ‘합의된 선’ 

없어 논란 무의미,” 조선일보 , 1996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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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의 질서는 크게 흔들렸다. 해군력을 회복한 북측이 자신들의 영역

을 확보·확장하기 위한 행동이었다.10) 북측은 해상에서 공세적인 태

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1977년에는 경제수역을 선포하기도 했다. 남측

은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응했다. 이 양상은 1980년 에도 

계속되었다.11)

현장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1990년  초에는 서해 문제에 관한 

협상도 벌어졌다. 1990~1992년 남북 고위급회담과 군사분과위원회 

회의였다. 하지만 협상 국면은 1993~1997년 김영삼 정부 시기를 지나

며 식어 버렸다. 서해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은 상승곡선을 탔다. 거기

에 두 가지 부정적인 변수가 추가되었다. 하나는 북한의 경제난 심화

로 3~6월 꽃게 성어기에 북측 어선들이 NLL 인근 수역으로 거 진출

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꽃게잡이철 서해 긴장이 높아지면서 

1990년  중반 이후 남측에서 NLL이 중적인 주목을 받고 국내 정치

적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12)

1998년 김 중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호전됐지만 서해의 상황

은 개선되지 않았다. 긴장이 점차 고조된 끝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말았다.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 연평해전은 정전협정 이후 반세기 

동안 쌓여 온 갈등의 에너지가 폭발한 사건이었다.13) 북한은 1999년 

10) 국가기록원 소장, 제346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 , 1973년 12월 1일; 국가기록

원 소장, 제347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 , 1973년 12월 24일; 이상철, 위의 

책, 122~125쪽; 박태균, 박태균의 이슈 한국사 (파주: 창비, 2015), 162쪽.

11) 조성훈,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184~187쪽; 로동신문 , 1977년 7월 1일.

12) 김종 , 서해전쟁 (서울: 메디치미디어, 2013), 159쪽.

13) 이상철, 북방한계선 , 126~138쪽;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5년 (파주: 창비, 2015), 342~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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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조선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

다.14) 남측에서는 연평해전을 거치며 NLL의 국내정치적 위상이 확고

해졌다. 군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머릿속에도 ‘피로써 지킨 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서해 문제의 탈안보화에 반 하는 

보수 야당과 언론, 군 일부의 ‘동맹’이 형성되었다.15)

3.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의 공동어로구역 협상

연평해전 이후에는 서해의 안정을 위해 군사력 증강 외에 다른 접

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북측이 

NLL을 인정하거나 남북이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겠지만, 

당장 어렵다면 제3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표적

인 방안이 공동어로구역이었다. 서해에 특정 수역을 지정해 남북의 어

민들만 들어가 고기잡이를 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어민들의 상생

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공동어로구역 구상이 주목을 받고 공론화한 

시점은 1999년 제1연평해전 이후였다.16)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

14) 조선중앙방송, 1999년 9월 2일.

15) 임동원, 피스메이커 , 491~493쪽; 김 중, 김 중 자서전 2 (서울: 삼인출판

사, 2010), 469쪽; “‘서해도발’ 관련 이회창 후보 시각,” 매일신문 , 2002년 7월 

3일; “안보구명 왜 뚫렸나,” 동아일보 , 2002년 7월 3일; Sung-han Kim and 

Geun Lee, “When security met politics,” pp.39~52.

16) 1982년 2월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은 “통일을 위해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20개 시범실천 사업”의 하나로 공동어로구역을 제안한 바 있다. 통일연구원, 남

북관계연표 1948년~2013년 (서울: 통일연구원, 2013), 93쪽; 고용권, “남북한 

교류와 어업협력 방안,” 현 이념연구 , 제14집(1999),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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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후에는 통일부와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정부 차원의 검토가 있었

다. 하지만 김 중 정부는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북 협상에 나

서지는 않았다.

1) 노무현 정부의 서해 해법과 초기의 성취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서해 문제의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했

다. 두 차례 연평해전의 ‘학습효과’ 때문이었다. 서해 문제는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를 순식간에 흔들 수 

있는 불안 요소였다. 노 통령은 2003년 6월 27일 해군 2함  사령

부를 방문해 “북과 협상해서 서해상에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체

제를 반드시 구축하라”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는 NLL 안정을 남북관계의 최우선 특별 과제로 삼아 관

련 부처들과 책을 검토하고 북 접촉에 나섰다.17) 서해 문제의 탈

안보화 시도가 시작된 것이다.

여론과 정치적 환경은 정부에 불리했다. 연평해전을 계기로 보수 

야당과 언론, 군 일부는 서해 문제의 탈안보화에 반 하는 ‘동맹’을 맺

은 바 있다. 보수진영은 서해 문제를 ‘NLL 및 영해 수호’ 이슈로 규정

하고자 했다. 이 시도는 중에게 적잖은 설득력을 발휘했다. 서해 문

제만큼은 탈안보화보다 ‘안보화 유지’ 쪽에 수용자들의 지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환경이었지만 노무현 정부는 북 협상을 추진

했다. 일단 군부에 협상의 전반을 맡겼다. 남북 장성급회담을 열어 논

17) 이종석, 칼날 위의 평화 (고양: 개마고원, 2014), 271~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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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방식이었다.18) 서해 문제는 기본적으로 안보 영역에 있고 무

력충돌의 당사자도 군부였으므로 해법 찾기 역시 군부에 맡기는 것은 

일견 상식적인 선택이었다. 문제는 군부는 수십 년간 힘에 의한 북 

억제를 담당해 온 집단이라는 것이었다. 서해 문제를 안보적 관점으로

만 접근하는 군부에 탈안보화 협상을 거의 전담토록 한 것은 전략적

이지 못한 설정이었음을 장성급회담은 보여 주었다.

(1) 제1·2차 장성급회담: 서해 우발적 충돌 방지조치 합의

2004년 5월 제1차 장성급회담과 6월 제2차 장성급회담에서 남측은 

서해상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 함 사 간 직통

전화 설치, △ 상선공통망을 공용주파수 로 지정·활용, △ 경비함정 

간 시각신호 제정·활용, △ 불법어로 단속활동 정보 교환 등을 제안했

다. 북측은 전방에서 상 를 자극하는 선전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제

거하는 문제가 절박한 과제라면서 확성기, 구호, 전광판 등을 전면 제

거하자고 했다. 양측은 서로의 요구 사항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보았다. 이로써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6.4 합의)가 나왔

다.19) 남북은 6월 15일부터 서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기에 이르렀다.20) 서해 탈안보화의 첫걸음을 뗀 것이다.

18) 노무현 정부 시기 장성급회담은 총 7번 개최되었다. 남북 정상회담(2007년 10월) 

전에 여섯 번, 후에 한 번 열렸다. 서해 문제와 관련해 1·2차 회담에서는 우발적 

충돌 방지조치를 논의해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3차 회담 이후로는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19)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남북군사회담자료집 (서울: 국방부, 2006), 132~135쪽; 

통일부, 남북 화 제70호 (서울: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2005), 27~35쪽.

20)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위의 책, 317~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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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협력 회의의 소극성

제2차 장성급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1년가량의 정체기를 맞았다. 돌

파구를 연 것은 2005년 6월 1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위원

장의 면담이었다. 정 장관은 장성급회담을 재개해 서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업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산당국 회담

을 열자고 제의했다. 김 위원장은 호응했다. 이후 몇 개월 동안 공동

어로구역 문제는 정치 및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다뤄졌다. 2005년 6

월 제15차 장관급회담과 2005년 7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논의됐고,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21)

2005년 7월 25~27일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는 공

동어로구역에 접근하는 남북의 차이가 드러났다. 북측 수석 표는 “북

측은 서해 연평도 부근 어장을 남측에 제공해 고기잡이를 보장해주며, 

남측은 어장 리용과 관련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며 △ 공동어로수역에

서 물고기잡이는 어종별 어로금지 시기를 제외하고 연중으로 하고, 

△쌍방의 어선 수와 어구 이용은 제한하지 않으며, △ 남측은 어장 이

용에 한 보상을 입어료 지불 형식으로 하며 입어료는 쌍방이 합의

해 정하자고 제안했다. 남측은 공동어로구역은 군사 당국 간에 합의가 

될 것이며 상 어장도 다양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어장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차이는 끝까지 해

소되지 못하고 공동어로구역의 핵심 쟁점들을 군사회담으로 넘기거나 

그 후에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내놓는 데 그쳤다.22)

21) 통일부, 남북 화 제71호 (서울: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2006), 28, 37~44쪽, 

71~79쪽.

22) 위의 책, 94~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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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6차 장성급회담의 공동어로구역 공방

2006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이어진 제3~6차 장성급회담에서 

남북은 공동어로구역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나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최  쟁점은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였다. ‘구역’을 설정

하기 위한 회담은 해상경계선 논쟁으로 흘러갔다.

(1) 제3·4차 장성급회담

2006년 3월 제3차 장성급회담에서 남측은 백령도~장산곶 사이와 

백령도· 청도·소청도~옹진반도 사이의 일정한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으로 설정하자고 제의했다. 두 구역 모두 중간쯤에 NLL이 지나간다. 

NLL 기준의 공동어로구역을 생각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이다. 북측은 강화만의 넓은 수역을 포함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면서도,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회담은 결론 없이 끝났다.23)

2006년 5월 제4차 장성급회담에서 남측은 NLL을 존중하고 준수하

는 것이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남측의 NLL과 북측의 해상경비계선24) 사이에 넓은 띠를 이룬 수역으

23) 본 논문에서는 장성급회담 내용 중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경계선에 관한 부분만 

정리한다. 통일부, 남북 화 제72호 (서울: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2006), 30~34

쪽; 이상철, 북방한계선 , 218~220쪽.

24)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경비계선은 북측이 1999년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보다 북

쪽에 그어졌지만 전체적으로 NLL보다 남쪽에 위치한다. 이상철과 김동엽은 남측

의 NLL에 응하는 선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 만든 선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상철, 위의 책, 54~63쪽; 김동엽, “북한의 해상경계선 주장 변화와 남북군

사협상,” 56~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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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면서도, 해상경계선 확정이 우선이라는 입

장을 재차 강조했다. 북측은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의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도 했다. 남측은 해상경계선 문제는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협의

의 틀을 우선 마련하자고 버텼다. 각자 생각하는 문제 해결의 우선순

위와 기준이 다르다 보니 논의는 공전을 면치 못했다.25)

(2) 제5·6차 장성급회담

4차 회담까지는 상 의 머릿속에 NLL이 들어 있다는 것을 ‘해석’을 

통해 알 수 있었지만 5차 회담부터는 해석이 필요치 않았다. 양측 모두 

NLL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2007년 5월 제5차 회담에서 북측은 남

측의 NLL과 북측의 12해리 영해선 사이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LL~해상경비계선 사이에 만들자는 4차 회담 때의 

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지만 NLL 남쪽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기조

에는 변함이 없었다. 회담 후 별도로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남측은 

NLL을 기준으로 한 5개 구역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7월 제6차 장성급회담에서 남측은 NLL을 기준으로 설정하자고 했고, 

북측은 NLL 이남에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동어로구역 

문제는 곧 NLL 문제로 자리매김했다.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26)

3) 서해 문제 탈안보화 1차 시도의 무산

공동어로구역을 위한 장성급회담이 경계선 갈등의 무 가 된 첫 번

25) 통일부, 남북 화 제72호 , 36~39쪽; 이상철, 위의 책, 221~227쪽.

26) 통일부, 남북 화 제73호 (서울: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2008), 31~38쪽; 이상

철, 위의 책, 230~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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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이유는 공동어로구역의 속성상 선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역’을 정하려 하면 ‘선’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불가피

했다. 남측은 NLL을 기준으로 생각했고, 북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서 NLL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했다. 둘

째, 공동어로구역 협상을 군부에 전담하도록 한 것이 문제였다. 군은 

안보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남북의 

군 는 수십 년간 해상경계선 갈등의 현장을 지켜 왔다. 특히 남측 군

부는 노무현 정부가 NLL 문제를 북측에 양보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보수적인 야당·언론이 정부를 압박하자 군부는 그에 편승하

는 모습을 보였다. 남측 군부는 장성급회담에서 ‘NLL 인정·존중’이 공

동어로구역 설정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장성급회담에서의 공동어로구역 협상은 서해 문제 탈안보화의 1차 

시도였다. 결국 무산되고 말았는데, 안보화 이론에 따르면 수용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보화와 탈안보화 시

도는 종종 동시에 일어나면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다.27) 장성급회담 

시기의 서해 문제가 그러했다. 이미 안보화해 있었으므로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시도와 탈안보화 시도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표현할 수 있

다. 상반된 방향을 지향했던 두 세력은 치열한 경쟁과 갈등을 벌였다. 

안보화 상태를 유지하고자 했던 세력의 저항은 강력했다. 보수 야당과 

언론은 적극적인 안보화 행위자 역할을 수행했다. 수용자인 국민들을 

향해 공동어로구역으로 인해 NLL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공동어로구

역의 기준은 NLL이 되어야 한다는 화행을 전개했다.28) 특히 활발했던 

27) Columba Peoples and Nick Vaughan - Williams, Critical Security Studies, 

p.124.

28) 남북 모두 NLL을 직접 언급하기 시작한 제5차 장성급회담 이후 보수 언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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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화 유지 행위자는 북 협상을 주도한 군부였다. 군은 회담 현장 

또는 회담 전후 브리핑 등의 무 를 활용해 NLL 존중·준수 원칙을 천

명했다.29) 탈안보화를 목적으로 한 협상의 주체가 실제로 추구한 것

은 안보화 상태의 유지였던 것이다. NLL ‘사수’에 한 수용자들의 지

지가 그들을 뒷받침했다. 정부의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4. 남북 정상회담의 불충분한 서해 합의

노무현 정부는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서해 문제에 

한 마지막 담판을 시도했다. 노 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공동어로구역

을 넘어서는 개념인 서해평화협력지 를 설치하자고 제안하기로 했

다. 공동어로구역을 중심에 두면서도 서해를 무 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아이템들을 함께 추진하자는 포괄적인 구상이었다. 서해 평화정

착을 위한 ‘2차 탈안보화 시도’였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  설치는 정

상회담 합의문인 10.4 선언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불충분한 합의였

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NLL과 공동어로구역에 한 논평과 보도가 집중되었다. “北韓환심 사기 위한 국

보법-NLL 양보 안 된다,” 동아일보 , 2007년 7월 4일; “북한의 새로운 NLL 

도발, 말려들어선 안 된다,” 세계일보 , 2007년 7월 10일; “NLL이남 공동어로 

요구는 생떼다,” 국민일보 , 2007년 7월 17일.

29) 국방부가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이라는 책자를 발간한 것도 

2007년 1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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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측 내부 이견의 분출과 봉합

(1) 정상회담 전 국내정치적 갈등의 심화

서해 문제를 둘러싼 국내정치적 논쟁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 가열

되었다. 장성급회담 시기 탈안보화 시도에 맞섰던 보수 야당과 언론 

및 군 일부의 ‘3자 동맹’이 다시 결집했다. 보수 야당은 8월 10일 이재

정 통일부 장관이 “NLL은 기본적으로 영토의 개념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자 기다렸다는 듯 공세를 폈다.30) 나경원 한나

라당 변인은 “이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김 위원장이 말하고 싶어 하

는 것이다. 이미 북측과 합의한 것 아닌가”라며 “NLL 문제는 결코 남

북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보수적인 언

론들도 크게 문제 삼았다.31)

정부 측도 비교적 적극 응했다. 일례로 홍익표 통일부 정책보좌

관은 국정브리핑  기고문에서 “NLL에 한 협의 자체를 북한에 한 

무조건적인 양보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NLL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32) 한나라당 등 보수 야

당은 물론 보수 성향의 거의 모든 언론이 비판하고 나섰다. 동아일

보 는 사설에서 “NLL문제를 남북 정상회담의 북(對北) 선물로 준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33) 보수 언론

30) 국회사무처, 제268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 2007년 8월 10일, 15, 

22, 27쪽.

31) ““NLL, 영토개념 아니다” 이재정 통일,” 중앙일보 , 2007년 8월 11일.

32) 홍익표, “서해교전과 NLL 논란에 관한 2가지 진실,” 국정브리핑 , 2007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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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통일부 간부의 주장에 해 국방부 측이 비판적인 반응을 내놨

다는 내용의 기사도 덧붙였다.34) 보수진영의 주장을 요약하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를 논의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노 통령이 북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정부 내 이견도 드

러났다. 통일부와 해양수산부는 탈안보화 지향이었던 반면 국방부와 

군은 안보화 유지 입장이었다. 노 통령이 주재한 8월 18일 정상회담 

자문회의의 기록을 보면 양측의 견해차를 알 수 있다. 공동어로구역에 

해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NLL 기준으로 같은 면적을 내놓아 설

정하는 이른바 ‘등면적 안(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 공동어로구역

은 NLL을 중심으로 남북이 등거리의 구역을 양보해 설정하는 것이 좋

고(등거리 안), △‘공동의’ 구역이지만 남측만 통제·관할할 수 있도록 남

북이 문서로 합의해야 한다는 등 탈안보화의 취지와 거리가 먼 주장

을 했다.35)

(2) ‘패키지’를 통한 이견 봉합

정부 내 이견은 끝내 정리되지 못했다. 유일하게 정리된 것이 있다

면 ‘NLL 자체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8월 18일 자문회의 당

시 노 통령의 발언을 보면, NLL을 협상 상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서해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템을 하나로 묶어 북측에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음을 알 수 있다. 노 통령은 “패키지딜로 해도 경계(선) 

33) 동아일보 , 2007년 8월 23일.

34) “‘NLL’ 남북정상회담 테이블 올리기?,” 조선일보 , 2007년 8월 24일; “金국방, 

“NLL 문제, 장관급서 논의해야”,” 동아일보 , 2007년 8월 22일.

35) 자문회의에 배석했던 박선원 당시 청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2013년 6월 

24일 공개한 비망록의 기록을 참조했다.



72  현대북한연구 2022 · 25권 3호

문제는 남게 된다”라는 말로 협력사업들을 단순히 묶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통령은 “경제협력이 

먼저 가고, 그 과정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증진시키며, NLL은 국방

장관회담으로 가자”라고 말했다. ‘묶음’의 한계가 있지만 점진적·단계

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경계선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으로 보인다.

이른바 ‘패키지딜’의 명칭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 ’로 하기로 했다. 

군의 입장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선의 갈등을 우회·초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졌다. 세부 내용에는 △ NLL 인근에 공동어로구역과 평

화수역을 설정하고 민간선박에 해주 직항로를 이용하도록 하며, △ 경

제특구를 건설하고 해주항을 활용하며, △ 한강 하구를 공동으로 이용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서해 탈안보화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었다. 노 

통령이 NLL 자체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정상회담이 선 논쟁

으로 흐르지 않게 한다는 회담 전략이 담긴 측면도 있었다.36)

서해평화협력특별지  구상은 ‘선(線)의 갈등’을 ‘면(面)의 협력’으로 

극복하는 방식의 탈안보화 시도로 볼 수 있다. 정부 내 이견을 말끔히 

정리하지 못한, 단순한 ‘묶음’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갖게 된 것은 탈안

보화 추구 세력과 안보화 유지 세력이 벌인 경쟁·갈등의 결과였다. 장

성급회담 당시 공동어로구역 논의에서는 안보화 세력이 이겼지만, 서

해평화협력특별지  입안 과정에서는 승부가 나지 않은 셈이었다.

36) 김만복·백종천·이재정,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서울: 통일, 2015), 

120~123쪽, 264~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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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회담의 의견 불일치와 불완전한 마무리

남북 정상회담은 10월 3일 오전과 오후 총 4시간 6분 동안 진행되

었다.37) 노 통령은 기조발언에서는 서해 문제에 해 간략히만 언

급했다. “해주 지역에 기계·중화학공업 위주의 서해 남북 공동경제특

구를 설치”하자고 제의하는 것에 그쳤다. 김 위원장은 서해 문제가 기

조발언의 ‘몸통’이었다. 그의 제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남측이 주장하는 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경비계선(또는 12해리 영

해선) 사이를 평화수역으로 선포하고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 

둘째, “일단계”로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을 설정하고 “앞으로” 법적인 

논의를 통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해결하자.” 셋째, 조만간 평양에서 국

방장관회담을 열어 해상경계선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김 위

원장은 확고한 ‘선’ 차원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제안 로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하면 ‘남북 공동의’ 어로구역 전체가 NLL 남쪽에 위

치하게 된다. 4차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이 제시한 내용과 같았다. 노 

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위치였다.

(1) 노 대통령의 ‘새로운 차원’ 설득과 대화의 공전(空轉)

각론 협의에 들어가자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이 계획 로 진척되지 

않는 데 한 불만을 제기하며 해주에 공동경제특구를 만들자는 노 

통령의 제안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등의 말

로 거절했다. 노 통령은 NLL에 해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37) 정상들의 화는 2013년 6월 24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공개된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 을 인용했다. 맞춤법·띄어쓰기·문장부호의 오류나 불일치를 원문 그

로 두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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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라며 서해평화협력지 에 한 일차적인 개념 설명에 해당하는 

말을 했다.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

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 이용 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

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NLL은 남측의 국내정치 여건상 건드리지 못하니 향후의 과제로 미

뤄 두고, 서해를 매개로 한 각종 경제협력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선

의 문제를 초월하거나 우회하자는 뜻이었다. 노 통령은 서해 문제를 

국방장관회담 같은 하위 회담으로 미루지 말고 정상회담에서 깊이 논

의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서해평화지 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 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 경제구역도 만들어

서 통항도 맘 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

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 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 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오후 회담에서도 노 통령은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 

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면 차원 

접근’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오후 회담에 들어오기 전 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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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성들과 해주 문제에 관해 상의했다며 해주와 관련된 노 통령

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주에 공동경제특구를 설치하자

는 제안 전체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었고, ‘항구’ 이용에 해서만 동의

했다.

해주항 이용에 한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그 후에 나오는 발

언을 보면 두 정상이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정상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노 통령은 

“앞으로 평화협력지 에 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라면서 

“그것이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주 문제 같

은 것은 그런 원칙에서 앞으로 협상하기로 했다”라며 “지금 서해 문제

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 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

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중략)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

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의 선을 모두 포기하자는 주장을 계속했다. 

노 통령의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계선 문제에서 한 발

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김 위원장은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

고 협상하기로 한다”라며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보는 것에 

해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화의 공전은 계속되었다.

노 통령은 완전한 합의가 된 것처럼 어붙이려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평화지 로 하는 건 반  없다”라면서도 “바다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략)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

다”라는 말을 끝까지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회담으로 넘기고자 하는 의도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결정된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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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상이라서 가까운 시일 내 협의하기로 한다”,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구상적인 문제” 등의 언급이다. 노 통령은 모호한 상

태로 화를 끝내려는 김 위원장을 다그쳤다. “(해주는) 특구로 보십시

다. 그래서 전체를 서해평화협력지 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하

구 개발. 해주공단.. 공단이라고 해도 좋고 특구라도 해도 좋고.. 다 좋

습니다.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

면..” 노 통령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 에 들어갈 구성요소를 다시 

한번 열거함으로써 실체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끝내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건 아니.. 정전협

정 문제가 우선.. 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중간에 시범적으

로 하고.. 그렇게 돼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 하십시오.” 서해에 관한 화는 

이렇게 끝났다. 의견이 합치됐다고 볼 수 없다.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끝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노 통령은 ‘면’, 김 위원장은 ‘선’이

라는 다른 차원 속에 있었고, 인식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2) 10.4 선언과 이견의 공존

두 정상의 인식과 관점 차이는 ‘10.4 정상선언’에 병기(倂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남측의 생각과 

‘선’ 개념에 머물러 있는 북측의 인식이 불완전하게 공존했다. 남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 라는 ‘간판’에는 합의했지만 기본 개념과 세부 

사항에 해서는 제 로 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 의 핵심 요소인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데

까지 나가지 못한 것은 합의의 불충분성을 가중시켰다. 10.4 선언에서 



미완의 서해 평화, 노무현 정부의 공동어로구역 협상 77

공동어로구역과 관련된 내용은 제5조에 앞서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를 

다룬 제3조에서 먼저 나왔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

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

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정상회

담에서는 공동어로구역 위치에 관한 합의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노 

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의 위치를 어떻게든 합의하려 했

다면 결국 김 위원장의 뜻을 꺾는 것을 목표로 논쟁을 벌여야 했을 것

이다. 정상회담 자체의 결렬도 불사해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는 힘

들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선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서해평화협력특

별지  구상이 가지고 있던 내적 불일치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서

해평화협력특별지 의 목표는 면의 협력을 통한 경계선 갈등의 극복

이었다. 하지만 경계선 갈등의 성격이 짙은 공동어로구역을 가장 중요

한 요소로 포함시켰다. 면의 협력을 하자면서 선 갈등이 내재된 사업

을 맨 앞에 내세운 문제가 바로 ‘내적 불일치’다.

노 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안)” 자료

에 표시된 서해평화협력지  위치도는 내적 불일치를 시각적으로 보

여 주었다.38) 지도에는 공동어로구역 네 곳이 표기되어 있었다. 이른

바 ‘NLL 기준의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안’이었다. NLL을 기준선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안은 북측이 일관되게 거부해 온 것이었다. 

38) 윤호중 의원(민주당)이 2013년 7월 14일 해당 지도를 공개했다. 주46) 참조. “민

주 ‘NLL 유지’ 어로지도 공개… 국정원의 ‘포기’ 주장 반박,” 한겨레 , 2013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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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같은 면적을 양보한다고 해서 면 차원의 접근이 되는 것은 아

니다. 김 위원장이 선 개념에 머물렀던 이유는 면 개념을 이해하지 못

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NLL 인정’ 행동을 유도하려는 ‘저의’가 남측

의 안에 담겨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3) 서해 문제 탈안보화 2차 시도의 모호한 결론

정상회담을 통한 서해 탈안보화 2차 시도는 모호하게 끝이 났다. 안

보화 이론에는 안보화·탈안보화 시도가 동시에 일어날 때 모호한 상

태나 의도치 않은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이 있다.39) 정상회담의 

결론은 안보화·탈안보화가 동시에 시도되어 각축을 벌인 과정의 최종 

귀결로 볼 수 있다. 서해 안보화 유지 동맹이 강하게 결집해 운신 폭

을 좁혀놓다 보니 노 통령은 북 제안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내적 불일치나 모순이 있는 방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NLL 기준

의 공동어로구역 설정 안이 살아 있게 되면서 북 제안은 면의 협력

에 부합하는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다. ‘선을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을 

말하면서도 ‘선에 입각한’ 공동어로구역 지도를 가져갔다. 만약 면의 

협력 본연의 취지에 맞게 NLL이 없다고 전제하고 공동어로구역을 설

정한 결과 NLL 남쪽 수역을 더 양보했다면 NLL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을 것이다. 이런 사정을 김 위원장이 감안했더라면 충실한 합

의가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내적 불일치 문제를 더 

크게 볼 수밖에 없었다. 단계적·동시적 추진을 통해 한계를 극복할 수 

39) Columba Peoples and Nick Vaughan-Williams, Critical Security Studies,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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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희망은 노 통령만의 것이었고, 김 위원장으로서는 남측 안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었다.

5.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공동어로구역 합의 결렬

1) 서해 탈안보화 반대 동맹의 재결집

서해 문제를 안보화 상태로 두는 것에 힘을 모아 온 보수 야당·언

론은 11월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다시 결집했다. 노 통령이 10월 

11일 ‘NLL을 영토선이라고 하면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재결집의 구실이었다. 한나라당 강재섭 표는 “충격적”이라고 

반발했고, 이명박 통령 후보는 “NLL을 무력화하는 것은 단히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친북 좌파의식” 등의 표

현을 써가며 노 통령을 공격했다.40) 탈안보화를 반 하는 또 하나

의 축인 군도 활성화되었다. 보수 야당과 언론, 군 일부의 ‘3자 동맹’

이 다시 결성된 것이다. 이들은 ‘안보화 (對) 탈안보화’의 경쟁이 정

상회담에서는 모호하게 끝났지만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승리

로 정리되기를 원했다. 이들은 국내정치적 힘의 관계에서 탈안보화 세

력보다 우위에 있었다. 여론의 지지를 받았고, 얼마 남지 않은 통령 

40) “강재섭 “노 통령의 NLL 발언은 충격적”,” 조선일보 , 2007년 10월 11일; 

“이명박 “91년 남북 합의한 사실상 영토”,” 중앙일보 , 2007년 10월 12일; 

““NLL, 영토선 아니다” 盧 통령 발언 파문,” 동아일보 , 2007년 10월 12일; 

“노무현식 北風의 노림수,” 동아일보 , 2007년 10월 12일; “영토를 허물지 못해 

안달 난 노 통령,” 중앙일보 , 2007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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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는 이들과 뜻을 같이하는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았다. 안보

화 유지 동맹은 수석 표로 나가는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NLL을 사수

하고 돌아오라’는 식의 주문을 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10월 17

일 국회에서 김 장관에게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4,700만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과 같이 NLL은 사수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41)

2) 국방장관회담의 공동어로구역 설정 무산

(1) 회담 전 부정적인 요소의 누적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나타난 부정적인 요소들도 회담 결과를 낙관

할 수 없게 했다. 첫째, 사전 실무회담에서 국방장관회담의 의제를 정

하지 못했다. 10.4 선언에는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논의해야 한

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북측이 서해 경계선 재설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제를 합의하지 못했다.42) 둘째, 의제가 정해지지 

않아 남측 수석 표의 ‘현장 응’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김장수 장관

은 정상 간의 합의 이행보다 ‘NLL 인정·존중’의 관철을 우선시하는 태

도를 보였다. 그는 추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출발 4~5

일 전 회담전략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노 통령께 보고를 드렸어요. 

제가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남북 공동어로수역과 관련

해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노 통령도 ‘알았다’고 말씀하시

며 넘어갔죠.”43) 국방장관회담에서 ‘NLL 인정·존중’을 공동어로구역

41) 국회사무처, 2007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 2007년 10월 17일, 10쪽.

42) 통일부, 남북 화 제73호 , 36~37쪽.

43)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NLL 영토선 지켜낸 金章洙 전 국방장관 “청와  386들에



미완의 서해 평화, 노무현 정부의 공동어로구역 협상 81

의 전제조건처럼 내세우겠다는 뜻이었다. 김 장관은 노 통령에게 

NLL에 관한 모든 문제를 일임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이행 문제를 다루는 회담에 나가는 수석 표가 통령에

게 전권을 위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노 통령은 그 요구를 수용했다.44)

(2) 경계선 논쟁의 재현과 2차 탈안보화 시도의 최종 좌절

11월 27~29일 평양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은 장성급회담이 다시 

열린 듯 경계선 논쟁의 장이 되어 버렸다. 선 문제를 먼저 제기한 쪽

은 북측이었다. 북측 단장인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회담이 시작되자

마자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나왔다. 10.4 선언에 명시

된 회담 의제를 일탈한 주장이었다. 남측 수석 표인 김장수 장관은 

처음에는 10.4 선언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응했다. 하지만 북

측이 계속 어붙이자 결국 선 논쟁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김 장관은 ‘NLL 인정·존중’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과거 장성급회담 

때의 방식으로, 정상회담 때 노 통령이 견지했던 협상전략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노 통령은 ‘NLL 인정·존중’이라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

았다. 하지만 김 장관은 ‘NLL 인정·존중’을 앞세움으로써 선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노 통령과 김 장관의 차이는 회담이 선 논쟁으로 빠

지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요소였다. 북측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계선

을 내세우는 식으로 맞서면서 치열한 선 논쟁이 벌어졌다. 실무 표 

접촉에서 북측은 NLL 이남에 공동어로구역 네 곳을 설치하자는 지도

게 ‘참여정부 말아먹는다’는 욕 먹었다”,” 월간조선 , 2012년 11월호.

44) 국회사무처, 제316회 국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2013년 6월 21일,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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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동어로구역 위치 비교

를 처음으로 내놨다. 북측이 주장하는 선(해상경비계선과 12해리 영해선)

과 NLL 사이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4차 장성급회담 이후 북측

이 줄곧 주장했던 방안이었다. 모두 NLL 남쪽에 위치하게 되는 문제

는 그 로 남는다.45) <그림 1>의 지도는 양측의 주장을 비교하기 위해 

당시 정부에서 만든 것이다. 1~4는 남측이 주장한 ‘NLL을 기준으로 

한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이며, A~D는 북측이 주장한 해상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공동어로구역이다.46)

공동어로구역은 결국 합의되지 못했다. 군사 분야의 다른 쟁점에서 

적잖은 진전도 있었지만, 회담의 최  목표이자 서해평화협력특별지

의 핵심인 공동어로구역 설정에는 끝내 실패했다. 공동어로구역 문

45) 이상철, NLL을 말하다 (파주: 살림, 2013), 67~70쪽; 이상철, 북방한계선 , 

247~261쪽; 통일부, 남북 화 제73호 , 26~28쪽.

46) 윤호중 의원이 2013년 7월 14일 공개한 것으로, 구역 번호는 필자가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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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추후 장성급회담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했다.47) 정상회담에서 합

의하지 못하고 국방장관회담으로 ‘내려 보낸’ 사안이 그보다 하위의 

장성급회담으로 더 내려 보내진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국방장관회담

으로 내려 보내질 때와 마찬가지로 장성급회담에서 합의가 나올 가능

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김 장관은 공동어로구역 협상을 어떻게든 살려보려 하기보다 ‘NLL 

지키기’를 더 중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회담에 앞서 보수 야당·

언론과 군 일부의 ‘안보화 유지 동맹’이 결집해 있는 정치적 배경에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토  

위에서, 안보화 유지 동맹의 힘이 우세한 정치적 환경의 뒷받침을 받

으며 김 장관은 군의 평소 입장 로 회담에 임했다. 국방장관회담의 

결과는 2차 탈안보화 시도의 최종 좌절이었다. 국내정치적 힘의 관계

가 탈안보화를 위한 북 협상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3) 제7차 장성급회담과 그 이후

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제7차 장성급회담이 12월 12~14일 열렸

다. 예상 로 장관급회담 때의 경계선 논쟁이 되풀이되었다. 양측의 

입장과 논리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다음 회담에서 재논의

하자’라는 식의 합의조차 내놓지 못했다.48)

12월 28~29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 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도 공

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는 장성급회담으로 보내졌다.49) 서해평화협력특

47) 통일부, 남북 화 제73호 , 106~107쪽.

48) 위의 책, 34~35쪽; 이상철, 북방한계선 , 265~273쪽.

49) 통일부, 위의 책, 62~65, 190~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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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추진위 남측 위원장은 백종천 청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었다. 군 출신의 청와  고위 인사가 수석 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어로구역 논의를 장성급회담으로 넘긴 것은 협상의 주도권이 국방부

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임을 방증했다.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 채 노무현 정부는 임기 말을 맞았다.

6. 결론

노무현 정부는 서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도 없다는 

생각으로 북 협상에 나섰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2004년 6.4 

합의는 기초적인 수준의 충돌 방지조치였지만 역사적인 진전이었다.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남북 당국 간 최초의 합의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장성급회담을 수차례 개최함으로써 북측의 생각이 무엇인지 구

체적으로 파악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와 다른 차

원의 해법을 제기했다는 것은 현실성을 떠나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한

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 의 개념과 지향점은 남북이 서해 문제 해결

을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댈 경우 빼놓을 수 없는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의 서해 탈안보화 시도가 ‘약간의 

성취와 부분의 좌절’에 그친 것은 국내정치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다. 서해 문제는 남북관계의 어떤 이슈보

다 국내정치적 균열과 긴 히 연계되어 있다. 보수 야당과 언론은 장

성급회담, 정상회담, 국방장관회담 등 계기마다 정부가 NLL을 북측에 

양보하기라도 하는 듯 몰아붙였다. 보수 야당과 언론에는 서해 문제를 

안보화 상태로 남겨 두는 데 뜻을 같이하는 군이라는 ‘동맹’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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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여론을 주도하며 정치적 힘을 발휘하다 보니 노무현 정부의 

행동반경은 협소했다.

공동어로구역 협상의 전반을 군부에 맡긴 것은 ‘전략 미비’의 중요

한 측면이었다. 군은 군사적인 관점에 치우쳐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북 적 의식을 쉽게 놓을 수 없는 역사적 경험이 있으며, 보수적인 

기류가 우세하다. ‘NLL 사수’를 지상 과제로 여기던 그들에게 탈안보

화의 성과를 내라는 주문은 불가능한 숙제였을지 모른다. 청와 라는 

컨트롤타워 아래 서해 문제와 관련된 정부부처·기관·전문가들이 참여

하는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었어야 했다. 그 안에서 군의 의견을 

듣되 탈안보화라는 최종 목적에 부합하도록 취사선택하면서 설득했다

면 군부가 가지고 있던 집권세력에 한 오해와 의심, 불만도 상당 부

분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서해 협상에서 국내정치적 요소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

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협상 파트너인 북한 변수는 연구 상

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북측의 협상 목표나 전략, 내부적 특성 등이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한 분석은 배제한 것이다. 보다 입체적인 결과

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 변수를 포함시키는 분석으로 나아갈 필요

가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향후 연구에서는 증언 청취나 자료 수집 

등을 통해 군의 주도권 행사 실태 등을 보여 주는 근거를 더 풍부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접수: 7월 1일 / 수정: 8월 4일 / 채택: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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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finished West Sea Peace: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s Joint Fishing Area 

Negotiations

Hwang, Jun H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s 

attempt to establish peace in the West Sea through the concept of 

‘desecuritization’. The administration tried to achieve peace in the 

West Sea by establishing Joint Fishing Area through inter-Korean 

general-level talks — the first step toward desecuritization. When the 

general-level talks failed to reach their goals due to the dispute over the 

maritime boundary, a summit was held to establish the West Sea 

Special Zone for Peace and Cooperation — the second step toward 

desecuritization. The West Sea Special Zone was entered into the 

summit agreement, but it was not enough. Insufficiency led to the 

failure to establish the Joint Fishing Area. As well, domestic politics 

played a major role in the failure of attempts to establish peace in the 

West Sea. Conservative opposition parties, conservative medi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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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parts of the military argued that the government was trying to 

abandon the Northern Limit Line (NLL). This argument was supported 

by public opinion. As a result, a “contradiction” occurred in the West 

Sea Special Zone for Peace and Cooperation that pursues “cooperation 

in a zone,” which included the plan to establish a Joint Fishing Area 

based on the NLL, and it was impossible to obtain agreement from 

North Korea. The West Sea negotiation process is an example that 

shows tha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re greatly influenced by 

South Korea’s domestic politics.

Keywords: Joint Fishing Area, Northern Limit Line (NLL), West Sea 

Special Zone for Peace and Cooperation, inter-Korean 

summit, 10.4 Summit Declaration, desecurit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