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딕 (평화)모델의 역사적·지정학적 형성과 동북아 지역에의 함의

위해 소련에 대항하여 전쟁을 한 나라이기도 하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2차 세계대전
직후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1960년대까지 적극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기

– 지역간주의를 위한 시론1)

도 했다. 노르딕 평화는 매우 어려운 역사적, 정치적, 대외적 조건 하에서 만들어졌던 것이다.
김인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사회학)

노르딕 지역의 민주평화주의와 무장(중립)평화3)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노르딕 평화에는 북유럽에서 약소국이었던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역할이 중요했다. 노르딕
지역의 근대 민주주의는 1814년 5월 제정된 노르웨이 헌법에서부터 비롯된다.4) 그 후 100년
동안 노르웨이는 민주주의를 개인들의 삶의 방식이자 정치제도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켰고 노르

1. 들어가며 - 지역의 평화와 공존

웨이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Storing 1963; Gammelgaard

아시아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안보불안과 연대감 부족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Auslin 2017). 오슬린(Michael R. Auslin)은 아시아는 세계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엔진 역할을 하는 대신 갈등과 불안정의 온상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전망하면
서 위험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아시아 전역에 걸쳐 폭넓은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
조한다. 민주주의가 안보위험을 줄이고 연대감을 고양할 수 있으며 아시아의 공존과 협력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2)

이는 결국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민주

평화론을 말한다. 동북아 지역은 1894-1945년의 ‘50년 전쟁’(하라 아키라 2015)의 유산이 여
전히 지역의 협력과 평화에 큰 장애물로 남아있다. 특히 1950-53년 한반도에서 발생한 전쟁
은 최근까지 이어진 남북간의 극심한 적대행위와 군사적 긴장을 가져왔다. 21세기 들어 중국
의 급격한 부상으로 일본은 ‘보통국가’와 재무장을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북
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핵무장 가능성은 동북아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한국전
쟁 이후 현재까지 ‘평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는 ‘안정적 평화’(이상근 2015)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으므로 ‘평화’라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일상화된 상황을 과연 평화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전쟁의 위기를 없애고 지역협
력과 ‘안정적 평화’를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문제는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전쟁의 위기를 없애고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 통합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서유럽 통합 시작 이전에 이미 노르딕 지역은 지역통합과 평화의 기초를

and Holmøyvik 2014).5) 1833년 선거에서 농민대표가 처음으로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고, 1837년 지방자치제 도입, 1848년 의무교육 도입, 보통선거권의 확대 등으로 일반 대
중의 정치참여가 증대되고 시민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다.6)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던 노르웨이는
이러한 민주주의라는 규범적 헤게모니를 통해 자력으로 평화적으로 분리·독립했고 노르딕 지
역에 민주주의를 전파시켰다(김인춘 2014). 핀란드는 1906년 의회민주주의를 도입했고 특히
1918년 내전 이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국가적 통합의 조건을 구축했다. 특히 핀
란드는 식민지배, 독립, 내전, 전쟁 등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옴으로서
노르딕 지역의 민주평화주의를 최종적으로 완성시켰다. 지역의 평화와 통합에 약소국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 이러한 약소국들이 규범적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웨덴이
1814년 이후 지켜온 무장중립 노선이 중요했다. 스웨덴은 17-18세기에 유럽에서 뛰어난 전쟁
국가, 군사국가였으며, 이에 힘입어 17세기에 스웨덴 제국을 건설하기도 했다(Frost

2000;

Thomson 2011).7) 나폴레옹 전쟁 시기인 1809년 러시아에 핀란드를 상실하는 국가적 재앙을
겪으며 힘겨운 승전을 한 스웨덴은 1814년 빈회의(The Congress of Wien)에서 프랑스 동맹
이었던 덴마크로부터 노르웨이를 할양받아 90년간 지배했다. 그 후 스웨덴은 ‘빈평화체제’라
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 스웨덴·노르웨이연합국가의 안전과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발전을 위해
매우 전략적인 무장중립노선을 채택하게 되었다8). 상대적으로 민주화는 늦었지만 스웨덴은 무

1) 이 글은 “민주평화주의와 지역평화의 역사적·지정학적 형성 – 노르딕 지역과 동북아 지역의 비교” (김인춘 석주희,
2017) 『문화와 정치』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논문을 제주평화연구원 <지역간주의(inter-regionalism)의 성찰과
발전 전략> 학술행사를 위해 편집,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2) 그는 아시아 지역의 리스크로 실패한 경제개혁, 미완성의 정치혁명, 인구통계학적 리스크, 정치적 공동체의 결여,
전쟁의 위협 5가지를 꼽았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더욱 육성하기 위해선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하
는데 이 지역 선두 자유민주국가인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이 민주주의적 이상을 촉진하는데 자발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 연대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3) 오늘날 무장평화(armed peace)라는 용어는 일반화된 개념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역사적으로 1차 세계대전
전 강대국들 간의 군비확대를 통한 평화유지를 의미했으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평화를 위해 동등하게 무장해야
한다는 정치적 용어를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노르딕 지역에서처럼 무장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유지되
거나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4) 노르웨이는 1814년 미국 및 프랑스 헌법에 기초하여 당시로서는 매우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헌정주의를 수립
했다. 당시 미국 다음으로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되는 노르웨이 헌법을 만들었다. 노르웨이 헌법은 1815년 빈체
제(The Wiener System)가 수립되기 이전 발생한 혁명적인 헌정주의 시대의 마지막 헌법이자 유럽에서 가장 오
래된 헌법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오래된 헌법으로 노르웨이의 빛나는 민주주의 위상을 보여준다
(Stensvand 2014). 1814년 5월 17일 독립 선언과 함께 선포된 노르웨이 헌법은 독립과 주권, 개인의 자유 및
재산권, 평등 보장을 명시하였다. 왕권을 약화시키고 행정부(왕)‧법원‧의회의 권력 분립을 명시하였으며, 의회의 입
법권과 국민 투표권(농민을 포함하여 당시 남성의 약 50%)을 보장하였다. 전국에서 112명의 제헌의회 대표들이
선출되었고 1814년 4월 노르웨이 오슬로 인근 소도시 Eidsvoll에 모인 제헌의회 대표들은 헌법을 제정하여 선포
하고(1814년 5월 17일), 왕(덴마크 왕자인 Frederik)을 선출하였다. 제헌의회 대표 112명 중 1/3인 37명이 일반
농민이었는데 이는 유럽에서는 물론 세계 근현대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위 관료 출신이 57명으로 가
장 많았고 농민, 법률가, 상인자본가 등이 선출되었다. 노르웨이 헌법은 19세기 후반 스웨덴 자유주의자들과 급
진주의자들의 개혁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5) 유럽적 근대 민주주의의 형성은 1789년 프랑스혁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19세기 유럽 사회 속
에서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19세기 말에 이르면 민주주의의 안정화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홍태영
2014). 노르웨이의 근대 민주주의는 1814년 제정된 노르웨이 헌법에서부터 비롯된다.
6) 스웨덴 왕은 왕의 거부권 및 의회해산권, 의회의장 임명권 등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르웨이 헌법 개정을 시도했
지만 노르웨이 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7) 17세기 전반 30년 전쟁의 승전국으로 많은 영토를 획득했으며, 비록 러시아에 패배했지만 18세기 초의 대북방전
쟁과 그 후 군요새 건설 등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기술과 군사력을 가졌다.
8) Herbert Tingsten “Issues in Swedish Foreign Policy” April 1959 Foreign Affairs (검색일: 2017. 08. 10,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sweden/1959-04-01/issues-swedish-foreign-policy)

- 1 -

- 2 -

마련했다. 1814년 이후 지금까지 스칸디나비아반도 3국(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은 서로 간
은 물론 다른 국가와도 전쟁을 하지 없었다. 그러나 이 3국은 근대 이후 영토를 둘러싸고 서
로 간에 전쟁과 갈등을 겪어왔으며(김인춘 2016), 20세기 들어서도 완전한 주권국가를 수립하
려는 노르딕 약소국들(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의 분리‧독립운동, 과거 노르딕 강대국이
었던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쟁관계, 노르딕 지역 내 식민주의의 유산과 역사적 갈등, ‘핀란드
화’ 등은 지역의 협력과 평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스웨덴은 핀란드를,
덴마크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를

오랫동안

지배했으며,

나폴레옹

전쟁

후

스웨덴은

1814-1905년 노르웨이를 지배했다. 또한 냉전시기 노르딕 국가들은 안보동맹(NATO) 또는 무
장중립으로 상호간에 이질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핀란드는 1917년 러시아혁명과 독립 과정
에서 노르딕 국가 중 유일하게 폭력적 혁명(내전)을 겪었으며, 2차 세계대전 중 주권을 지키기

장중립노선으로 대외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19세기 후반부터 경제적 번영과 산업화를 이룰

란드를 되찾기 위한 노력은 19세기 스웨덴 외교의 핵심이었다. 19세기 후반 들어 스웨덴은

수 있었다. 1814년 민주화를 이룬 노르웨이와 19세기 후반부터 급속한 산업화를 이룬 스웨덴

유럽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적 팽창에 편승하여 직접적인 영토점령 없이도 막대한 경제적 이

은 연합체제 내에서 상호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발

익을 취했으며 매우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중립노선으로 자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김인춘

전으로 평화적인 분리를 이루게 되었다. 민주주의와 민주적 상호작용 및 경험이 평화를 사회

2016). 이러한 스웨덴의 중립주의와 식민주의의 양면성은 스웨덴은 물론 스웨덴-노르웨이 연

적으로 구성했고 이는 ‘의도하지 않은’ 평화, 즉 내재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주권이자

합체제의 안정과 번영에도 기여했다. 연합체제 ‘90년의 평화’는 양국간 정치·사회적 갈등에도

국가정체성이기도 한 스웨덴의 중립 또한 사회적으로 구성되었고 국제주의와 연대를 촉진하여

불구하고 식민주의적 연합체제의 안전과 이익이 보장되고 노르웨이도 일부분 그 혜택을 본 결

지역 평화를 가능하게 했다(Agius 2012; Malmborg 2001).

과로 이루어진 ‘평화’였다. 물론 이 평화는 ‘19세기적 평화’였고 스웨덴 중립주의는 이러한 평

이 글의 목적은 첫째, 노르딕 (평화)모델과 지역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 하

화와 함께 했다.

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둘째, 민주주의와 민주적 상호작용 및 경험이 지역의 평화에 필

스웨덴은 1814년 이후 현재까지 평화와 비동맹‧중립노선을 견지해오면서 중립이 사회적으

수적인 요소이며, 셋째, 노르딕 사례를 통해 동북아의 민주주의와 민주평화, 협력 및 공동발전

로 구성되었고 지역의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김인춘 2016; Malmborg 2001; Agius

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조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2006). 빈회의는 평화조약으로 영토 갈등을 해결했고 스웨덴·노르웨이연합이라는 새로운 연합

글의 의의는 지역 내에서 식민주의를 경험한 노르딕과 동북아에서 평화담론과 평화주의를 어

국가도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했다. 빈회의의 ‘평화를 위한 국가만들기’는 평화를 제도화한 것

떻게 구축하고 구성해야 하는지를 상상하고 검토하는데 있다.

이다. 오늘날 이해되는 중립 개념은 17세기에 등장했으나 빈회의의 스위스 중립(the Act on
the Neutrality of Switzerland of 1815) 결정으로 영구중립 용어가 처음으로 국제법에 등장
하면서 중립 개념의 근본적인 전환이 나타났다(Andreas Thier 2015). 스웨덴은 이러한 빈회

2. 노르딕 지역의 민주평화주의와 지역평화

의의 중립 개념, 즉 평화를 위한 중립주의를 수용한 것이다. 빈회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
으로 ‘평화조약’을 강조했고 1814년 8월 모스평화조약 이후 스웨덴·노르웨이 연합은 군사적

1) 스웨덴 헤게모니의 역사적 유산과 중립주의

중립을 해왔고 덴마크도 기본적으로 중립을 지지해 왔다. 따라서 1905년 노르웨이 분리·독립
을 둘러싼 위기 상황에서 1814년 스웨덴의 노르웨이 합병 때와는 달리 노르웨이의 분리‧독립

역사적으로 스웨덴은 덴마크와 함께 노르딕 지역의 강국으로 오랫동안 식민주의적 지배와

을 지지한 강대국(특히 영국)을 두고 스웨덴은 무력으로 노르웨이의 독립을 저지할 수 없었다.

지역적 헤게모니를 행사해왔다. 덴마크는 1536년부터 1814년까지 연합왕국 형태로 노르웨이

중요한 것은 1814년 빈 평화조약 이후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노르웨이의 민주주의가 발전·확

를 식민변방으로 지배했고 스웨덴은 1150년부터 1809년까지 핀란드를 완전히 병합하여 지배

산되고 전쟁없는 평화가 사회적으로 내재화되면서 민주평화주의의 제도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

했다. 스웨덴은 나폴레옹 전쟁 중인 1809년 러시아에 핀란드를 잃었으나 결국 나폴레옹 전쟁

이 구비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노르웨이는 연합 분리의 과정에서 스웨덴을 일방적으로 비난

의 승전국으로서 프랑스 동맹이었던 덴마크가 1814년 1월 14일 킬조약(The Treaty of Kiel)

하기보다 연합 시기의 긍정적인 발전을 인식하면서 민주주의, 타협과 원칙, 미래와 협력 등

으로 포기한 노르웨이를 강압적으로 병합하여 1814년부터 1905년까지 지배했다(김인춘

규범적 가치를 중시했다. 1905년 분리·독립 후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중립적 외교노선을 유지

2014).9) 노르웨이 독립파는 합병에 저항하면서 1814년 5월 17일 독립 선언과 헌법을 선포했

했고 스칸디나비아 3국은 1912년 공동의 중립노선을 선언했다. 1905년 1차 러시아혁명과

지만10) 스웨덴의 무력침략과 빈회의(The Congress of Wien) 강대국(특히 영국, 러시아)의

1906년 핀란드의 민주화, 1914년 1차 세계대전 발발, 1917년 핀란드의 독립과 내전 등 20세

결정으로 대외적 독립을 포기하고 불가피하게 스웨덴과의 동군연합체제를 수용하게 되었다.

기 들어 노르딕 평화는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었는데 바로 19세기의 빈(Wien)평화주의가 아

중요한 것은 노르웨이 헌법이 스웨덴의 강압적인 노르웨이 합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니라 1905년을 전후로 노르딕 민주평화주의의 운명이 시작된 것이다.

는 점이다. 노르웨이가 합병에 저항하고 자신들의 주권을 주장하면서 헌법의 존재를 그 근거
와 정당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결국 노르웨이는 스웨덴과의 협상과정에서 외교‧군사의 대외

2) 20세기 전반 정치‧사회적 대전환과 민주주의

적 주권은 없지만 헌법과 의회라는 대내적 주권을 확보하여 1814년 8월 모스평화조약(The
Moss Treaty)으로 스웨덴과의 합병이 이루어졌다.

19세기 말 유럽은 외부적으로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경쟁이 심화되고 내부적으

1814년 이후 스웨덴은 평화와 안정이라는 빈체제 하에서 노르웨이를 용이하게 지배할 수

로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참정권 운동 등 정치·사회적 대전환이 시작되

있었다. 무엇보다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연합체제가 발전, 번영해 왔고 범스칸디나비아주

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선거권의 확대로 민주주의가 급속히 발전하고 제도화된 시기로

의라는 문화적 정체성과 정치적 동질성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평화가 유지되었기 때문이

노르웨이는 1884년 의회주의를 완성하고 1898년 남성선거권이 도입되었다. 스웨덴은 1917년

다. 노르딕 지역의 유일 강대국으로서 스웨덴은 덴마크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발휘해 왔고, 핀

의회주의를, 1909년에 남성선거권을 도입했고 덴마크는 1849년 신헌법으로 남성선거권이 도
입됐고 1901년에 의회주의가 수립됐다. 핀란드는 1906년 남녀 보통선거권과 의회민주주의가

9) 킬 조약 체결 이전 나폴레옹 전쟁 중에 반나폴레옹 연합국인 영국은 물론, 러시아, 프러시아도 스웨덴의 참전 대
가로 노르웨이의 스웨덴 양도를 약속하였다.
10) 1814년 5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노르웨이 왕은 노르웨이 의회가 선출한 Christian Frederik (덴마크 왕자)
이었다. 노르웨이 의회는 연합 안을 의결하였고 스웨덴 왕을 노르웨이 왕으로 선출하면서 1814년 11월 스웨덴‧노
르웨이 연합왕국이 성립되었다.

도입됐다. 스웨덴의 민주화가 가장 늦었다. 이 시기는 또한 대중민주주의의 성립과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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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립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면서 대표성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가 나타나기도 했다(Eley
2002; 오경환 2014). 특히 자본주의의 발전과 대중민주주의가 가져온 계급정치의 등장은 노동

계급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계열 정당들의 성장을 가져왔다.

주주의는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면서 진보적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Stråth 2005 p.38).

덴마크 사회민주노동당은 1871년, 노르웨이 노동당은 1887년,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이하

1905년 노르웨이 분리·독립 후 노르딕 정체성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확산에 기반 하였는데

사회민주당)은 1889년, 핀란드 사회민주당이 1899년에 창립되었다. 스웨덴의 노조총연맹(LO)

민주주의와 정치‧사회개혁은 노르딕 국가들 간의 교류와 상호 영향이 중요했다(그리피스

은 1898년에 설립되었고(Eley, 2002: 63, 70; Verney 1957) 덴마크 노조총연맹(LO)도 1898

2006; Lewin 1989). 일찍 민주화를 이룬 노르웨이에서는 대중의 권력이 정당성을 갖게 되었

년에

‘노동자스칸디나비아주의(workers’

으며 농민계급과 민주적 쁘띠부르주아의 힘이 강했다(Sejersted 2011).14) 이러한 노르웨이의

Scandinavianism, arbetarskandinavism)’는 산업화가 본격화된 19세기 후반 시작되어 스칸

발전된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는 스웨덴 진보주의자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됨으로서 스웨덴 정치

디나비아 국가들 간 노동운동 연대를 이끌었다(Hilson 2008 134p; Hilson et. al. 2017).

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스웨덴에서는 강력한 보수적 민족주의 세력

1886년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스칸디나비아노조총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스칸디나비아노동자

이 정치를 지배했고, 독점적 자본가집단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노사간

회의가 개최되었다.11) 스웨덴에서는 19세기 말부터 강력한 대중운동이 등장하였는데 자유교회

계급갈등은 민주주의의 전환을 위협하고 지체시켰던 것이다(Sejersted, 2011). 교류 및 협력

운동(Free Church movement), 금주·절제운동(Temperance movement), 노동운동 등이 그

관계가 지속되면서 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노르딕 정체성과 노르딕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

것이다. 특히, 노동운동 등 스웨덴 진보주의자들은 노르웨이 민주주의를 목표로 노르웨이 진

었다. 무엇보다 경제협력이 지속되었고 노르웨이도 중립적 외교노선을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보주의자들과 교류하고 연대했다(김인춘 2017).

공통의 노르딕 정체성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조직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특히 1919년 노르딕

설립되었다.

노동운동의

지역적

국제주의였던

전간기 노르딕 지역은 당시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와 같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갈등과

각국에서 설립된 ‘노르딕협회(Nordic Association)’는 노르딕 지역협력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분쟁에 매우 취약했고 따라서 민주적 국가통합 및 지역통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노르딕

활동을 해왔다.15) 그 결과 노르딕 민주주의와 상호협력의 가치는 대내적으로 경제성장과 진보

국가들이 모두 다른 (유럽)나라들보다 더 먼저 민주주의를 달성한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후

운동에 기반 한 보편적 복지국가, 계급타협과 사회평화로 나타났고 민주평화주의의 토대를 만

퇴 또는 반동의 시기와 위기도 있었다. 1917 러시아혁명은 노르딕 국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

들었다. 노르웨이의 민주주의 규범과 제도는 스웨덴‧노르웨이연합 해체 전후 분리·독립과 영토

었는데 노르웨이 사회주의 세력은 볼세비키 혁명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고 핀란드에서는 급진

문제에서 평화적 해결을 가능하게 했고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전간기 노르딕 지역의 민주평

좌파세력의 폭력적 혁명으로 내전이 발생했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사회주의 세력은 볼세비키

화주의를 추동하고 새로운 노르딕 공동체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세

혁명에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반면 1920년대, 30년대 독일 나찌당과 유사한 우파 국가민족주

기 들어 노르딕 민주주의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가 상호간에 영향을 주면서 정치

의운동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 등장했고 노사갈등과 이념갈등, 전통적인 계급갈등 등

적 민주주의 뿐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었다(김인춘

심각한 사회적 대립이 193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대외적으로는 1920년대 올란드(Åland) 섬을

2014, 2017a).

둘러싼 핀란드-스웨덴 분쟁, 1930년대 덴마크-노르웨이 간 북극 갈등 등 전간기 노르딕 국가
들 간 관계는 중립소국이라는 연대감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불안정으로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3) 핀란드 독립과 2차 세계대전 후 노르딕 지역의 평화와 통합 - 민주평화주의, 무장중립, 안

소련은 핀란드와 스웨덴에, 독일은 덴마크에 큰 안보위협이었으며 1905년 독립한 노르웨이는

보동맹의 공존

여전히 스웨덴의 헤게모니가 위협이 되었다.12) 이 모든 것들이 노르딕 지역의 평화와 통합에
큰 장애물이었다. 한편, 강대국들이 노르웨이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스웨덴-노르웨이 간 관계

20세기 들어 노르딕 지역은 기존의 ‘역사적 지역(historical region, Geschichtsregion)으

는 위축되었고 스웨덴은 이러한 대외적 고립과 스웨덴‧노르웨이 연합 분리의 충격 속에서 국

로서의 유산뿐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지정학적 실체’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0세기

가의 자존을 지키면서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웨덴의 민

전반에는 노르딕 국가들 간 불신과 상이한 이해관계로 ‘상위정치(high politics)’ 차원의 공식

주화와 노동운동은 노르딕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했는데 1910년대부터 스웨덴 사회민

적 협력은 성공적이지 못했다(Hilson 2008). 1905년 노르웨이의 분리‧독립, ‘빙하기’로 일컬어

주당의 약진과 1917년 의회주의의 도입이 그것이다. 1905년 노르웨이 독립 후 스웨덴 일부

지는 전간기 노르딕 국가들간 긴장관계(Sejersted, 2011), 2차 세계대전 시기의 핀란드-소련

보수주의 세력의 불만이 있었지만 당시 사회민주주의 운동과 자유주의 세력이 커지면서 기존

전쟁, 나치독일의 노르웨이 및 덴마크 점령, 스웨데에 대한 이웃국가들의 불신, 2차 세계대전

의

‘국내 공고화(domestic

직후 나토(NATO)에 대한 상반된 대외노선 등은 노르딕 안보공동체와 평화공동체를 불가능하

consolidation)’라는 모토로 근대화, 산업화 등 보수개혁정책을 추진했고, 자유주의와 사회민

게 만들 수 있었다. 오히려 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해있었다. 나치(Nazi)정당과 유사한 노르딕

권위적 보수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13) 개혁보수주의자들은

지역의 국가사회주의운동(the National Socialistic movements)도 1920s-30s에 등장했다
11) 1912년 스톡홀름 스칸디나비아노동자회의에서 노르딕 노동운동 협력을 위한 영구적 협력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
정했으며 1932년에는 SAMAK(the Nordic cooperation committee of the labour movement)이 설립되었다.
Hilson, Mary et.al (2017) 10장 참조.
(출처: http://www.berghahnbooks.com/downloads/intros/HilsonLabour_intro.pdf)
12) 노르웨이는 1907년 11월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와 노르웨이의 주권과 안전보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The
Treaty of Guarantee of the Integrity of Norway).
13) 1889년 사회민주당이, 1902년 전국 조직의 자유당이 창당되어 자유주의 원칙과 평등, 인권 사상이 뿌리내렸다.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노선을 추구한 자유당은 사회민주당과 연합하여 많은 정치‧사회 개혁을 달성하였
다. 스웨덴 자유주의자들은 이미 19세기 초에 조직되었고 19세 중반부터 스웨덴 사회의 개혁을 주창해 왔다. 역
사적으로 농노제가 없었던 스웨덴은 자영농 체제였고 그 결과 문화적으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평등사상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

(Bergmann 2016). 범스칸디나비아주의(pan-Scandinavianism)도 1905년 노르웨이의 독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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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라졌고 더구나 전간기의 불안정한 국제관계 속에서 노르딕 국가들은 소국으로서의 취
약성에 대응해야 하는 도전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갈등적 노르딕 지역 상황에서 각 국의 정당, 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
14) 스웨덴의 강력한 보수세력은 20세기 초까지도 매우 권위주의적이었고 1866년까지 신분제(4개 신분) 의회가 유지
되었다. 스웨덴은 20세기 초 유럽에서 가장 민주화가 늦은 나라 중 하나였다(Hadenius 1988).
15) 일반 시민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은 물론 학생교류, 교사교류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출처:
http://norden.se/in-english/)

들이 미시적인 시민민주주의, 문화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적, 국제적으로 다양한 협력활

노르딕의 유일 강국이었고 사회민주당의 에르란더(Tage Erlander) 총리는 1948년 5월 스칸

동을 추구해 왔다. 1905년 독립 후 노르웨이는 평화와 중립을 중시하면서 경제적으로 영국과

디나비아 방위동맹(Scandinavian Defence Alliance)을 제안했다. 그러나 주변국들, 특히 노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스웨덴은 러시아 위협을 막고자 중립과 친독일 노선을 연계했다.

르웨이와의 긴장관계는 해소되지 않았고 스웨덴의 중립노선에 대한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불신

그럼에도 두 나라는 화해와 상호교류를 추구하여 스칸디나비아의 문화교류 및 경제협력은 곧

으로 결국 1949년 1월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아이슬란드와 함께 1949

바로 회복되었다. 이념적 ‘가운데 길(middle way)’과 규범을 강조하면서 노르딕 평화와 공동

년 3월 NATO에 가입함으로서 노르딕 지역의 대외노선은 다자안보체제인 나토 가입국, 친서

체의 길을 만들어 왔다. 1914년 8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3국은 즉시 중립을 선포하고

방무장중립의 스웨덴, 친소무장중립의 핀란드로 분리되면서 ‘노르딕 발란스(Nordic Balance)’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그 해 12월 스웨덴 말뫼(Malmo)에서 대외정책에서의 공

를 가져왔다.18) 2차 세계대전 후 북유럽은 경제, 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의 유대와 협력을 강

동노선과 우호적인 무역관계를 결의한 것도 한 사례이다.16) 1949-91년의 냉전 시기 노르딕

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1952년에 발족한 북유럽협의회이다.19) 문

‘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Deutsch 1957)는 노르딕의 정체성과 평화를 보여준 실체

화, 종교 등 역사적 공통성이 20세기 북유럽 공동체 발전에 기여를 했지만 평화와 민주주의

였다. 제도화된 초국적 노르딕 통합체나 안보동맹 없이도 평화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치가 서로주체적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노르딕 국가들의 정부와 시민단체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규범 헤게모니의 역할이 컸다. 그 결과 ‘의도하지 않은 평화’가 이루

(associations)가 협력을 통해 ‘지지의 정치(politics of alignment)’를 구축하고 국제적으로

어졌고(Archer and Joenniemi 2003) 민주평화주의가 가능해진 것이다. 올란드섬 분쟁 해결

노르딕이라는 지역적 정체성과 특별한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고 활용해왔다(Götz and

은 노르딕 민주평화주의의 성립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Haggrén 2014). 스웨덴과 노르웨이 모두 역사의 집단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갈등으로 드러나

1150년부터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던 핀란드는 1809년 러시아 제국으로 편입된 후 동군연
합 형태의 핀란드대공국(Grand Duchy of Finland)으로서 자치를 누려왔다. 오랜 기간 스웨

지 않았고 민주주의에 기반 한 평화와 공존을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Stråth 2004; Stråth
2005; Barton 2002, 2005; Pakier and Stråth

2010).

덴의 직접적인 통치로 스웨덴인이 많이 이주했고 제도와 생활방식도 스웨덴과 유사해졌다.

노르딕 지역은 1814년 이후 민주평화주의와 무장평화가 공존해왔다.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1917년 핀란드 독립 후 스웨덴계가 90%가 넘는 올란드섬 주민들은 스웨덴으로의 귀속을 요

강력한 군사력과 전쟁역량을 보여주었는데 17세기 중반의 30년전쟁, 18세기 초반의 북방전쟁,

구했다. 독립을 전후로 핀란드 민족주의와 반스웨덴 정서가 강해졌고 올란드 섬은 사실상 스

그리고 19세기 초의 나폴레옹전쟁이 그것이다. 이러한 큰 전쟁에서 스웨덴은 승리(30년전쟁과

웨덴 그 자체였지만 핀란드가 독립 후 주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17) 그러나 이 시

나폴레옹전쟁)와 패배(북방전쟁)로 수많은 영토를 획득하기도 하고 상실하기도 했다. 나폴레옹

기 스웨덴도 내부적으로 정치사회적 혼란 상태였고 더구나 핀란드의 내전으로 스웨덴 정부는

전쟁 이후 스웨덴은 중립노선으로 직접적인 전쟁을 겪지 않음으로서 오늘날까지 무장중립평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다. 이에 1920년 3월 최초의 사회민주당 출신의 총리가 된 브란

를 지속해왔는데 스웨덴의 무장평화는 무장중립과 같은 맥락에서 구현되어 왔다. 스웨덴은 19

팅(Hjalmar Branting) 총리는 국제연맹에 의한 외교적 해결을 선택했다. 1921년 6월 국제연

세기 말부터 급속한 산업화 및 경제성장으로 중화학공업이 발달해 왔고 철강산업을 바탕으로

맹 이사회(the Council of the League of Nations)는 올란드에 대한 핀란드의 주권, 올란드

한 기계산업은 일찍부터 방위산업을 발전시켰는데 SAAB, Volvo 등이 대표적이다.20) 1970년

의 자치권과 스웨덴 정체성 보장, 비무장과 중립화를 국제적으로 보장했다. 올란드 분쟁이 민

대까지 초까지 높은 국방비 지출을 했으며, 1995년 유럽연합(EU) 가입 후 유럽의 주요 방위

주적으로 해결되었지만(Barros 1968; Hannikainen 1997) 이는 사실상 약소국 핀란드의 외

산업 6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중 하나로 1998년 유럽 방위산업

교적 승리였다. 민주주의와 국제정치는 양립하지 못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지만 스웨덴의

재편 의향서에 조인한 바 있으며, 현재 세계 주요 무기수출국 중 하나로21) 강한 군사력과 방

민주적인 외교정책은 민주주의와 외교정책의 관계를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들었다

위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핀란드도 독립 후 무장중립을 유지해왔다.22) 반면, 덴마크, 노르웨

(Goldmann 1986). 핀란드는 1905년 1차 러시아혁명의 영향으로 1906년 의회민주주의가 도

이, 아이슬란드는 나토회원국으로 안보를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노르딕 국가들은 2차 세계대

입된 후 사회민주당 중심으로 민주적 계급투쟁이 진행되었으나 1917년 볼세비키 혁명과 독립

전 후 안보동맹 또는 무장으로 무장평화를 유지해온 것이다. 더욱이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핵

과정에서 이념투쟁과 폭력적 계급투쟁인 내전이 발생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위기와 파국

개발을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스웨덴 정부는 1945년부터 1972년까지 냉전으로 인한 안보불

상황에서도 의회민주주의가 지속되었고 1918년 내전 직후 토지개혁 등 광범위한 경제‧사회개

안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풍부한 우라늄자원을 배경으로 통해 비밀리에 핵무기개발프로그램을

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이는 핀란드의 사회통합, 2차 세계대전 당시 국민적 저항과

운영했다. 소련의 공격에 대한 공포는 스웨덴으로 하여금 비록 방어적 역할의 전술핵무기지만

결속, 전후 선진복지 민주국가로의 발전과 노르딕 지역협력을 가능하게 했고 나아가 1975년

16) 이 결의는 후에 북유럽협의회(Nordiska rådet, Nordic Council) 결성의 기반이 되었다.
17) 스웨덴은 올란드 섬을 포함하여 1809년까지 핀란드를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많은 스웨덴인들이 핀란드로 이주했
다. 1917년 당시 핀란드 본토 인구의 15% 정도가 스웨덴인 출신이었다.

18) EU와 관련해서도 핀란드는 EU 및 eurozone 회원국, 덴마크 및 스웨덴은 EU 회원국,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의
EU 미가입 등 대외적으로 각각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19) 북유럽협의회는 의원대표들과 의결권이 없는 정부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유럽협의회의 관할 분야는 5개 회원
국 중 2개국 이상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법률, 경제, 사회, 교통 통신, 문화 등 5개 분야에 국한하고, 군사 및 정치
문제는 제외하고 있다. 이 협의회가 의결, 채택한 사항은 각국에 대한 권고 수준이며 구속력은 없다.
20) 방위산업 단체인 스웨덴 방위산업협회(SOFF)는 1986년에 설립되었고 회원은 2012년 기준 61사이며 스웨덴 방위
관련 기업의 국내 및 해외 활동이나 국제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21)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주요 무기 수출국을 보면 스웨덴은 15억 달러를 수출하여 미국(402억
달러), 프랑스(153억), 러시아(111억), 중국(60억)에 이어 세계 5위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초)강대국들과 함께
‘빅 5’인 셈이다. 한국은 3억 달러로 11위로 나타나고 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
-international_general/776360.html)
22) '군사적 중립' 표방해온 핀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여 2016년 10월 미국과 안보협정을 공식적으로 체결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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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최종의정서’로 1970년대 유럽의 냉전을 완화하고 평화를 중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
다. 이로서 핀란드는 식민지배, 독립, 내전, 전쟁 등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주주의와 중립
주의를 지켜옴으로서 노르딕 지역의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를 최종적으로 완성시켰다(김인춘
2017b)
2차 세계대전으로 노르딕 지역은 또 다시 불신과 분리를 경험하게 되었다. 스웨덴은 당시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하게 만들었던 것이다.23) 그러나 국민적 거부감과 의회의 견제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주의는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구현되어 왔다.

1968년에 핵무기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가입한 후 핵무기개발프로

한국은 1970년대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

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972년 완전히 종료했다. 국가적 정체성이 된 중립‧평화담론과

를 통해 나타났다. 그러나 한일 양 국가의 평화주의는 서로 다른 역사적, 정치적 맥락 속에

함께 스웨덴 사회의 반핵·반원전사회운동의 등장, 스웨덴의 핵무기개발을 저지시키려는 미국

나타났으며 동북아 평화주의가 형성되어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본 장에서는 각 국가가

의 압력이 주요 요인이었다. 오랜 중립·비동맹주의로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주요 NATO

의 평화주의 형성과정과 흐름을 제도적, 비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동북아 평화주의를 모색

회원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핵개발을 대신했고 무장중립 노선으로 군사력

할 것이다. 일본의 평화주의는 제도적 차원과 비제도적 차원에서 평화헌법과 사회운동을 중심

을 강화시켰다(김인춘‧김욱 2008). 나토 가입은 오히려 소련에게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었

으로 형성되어 왔다. 제도적 차원에서 일본의 평화주의는 전후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전

기에 규범적 가치와 함께 강력한 무장으로 안보문제를 극복했던 것이다. 스웨덴은 물론 노르

쟁이 불가한 상태인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명시되어있다. 헌법 9조에서는 일본의

딕의 정체성, 즉 평화주의와 국제주의는 갈수록 핵무장에 비판적인 사회적 담론을 만들었고

‘재무장 금지’와 ‘전쟁 포기’, ‘국가 교전권 불인정’으로 무력 사용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였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중립노선에 기반하여 핵무기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자국 군대를 갖지 못하는 국가이며 군대를 동원하여

을 취하기 시작했다. 1966년 NPT 가입 후 1972년 플루토늄 실험실 폐쇄로 핵개발프로그램을

전쟁에 개입할 수 없다. 일본 내에서도 평화헌법을 통해 평화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일본의 민

종결했고 1974년 오게스타 원자로(Ågesta reactor)는 영구 폐쇄되었다(Bergenäs 2010). 노

주화를 촉진하고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았다(坂本好克, 1990). 평화헌법은 재정

르웨이 또한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점령 경험으로 인한 안보 불안에 1946년부터 1962년까

할 당시부터 수 십 년 간 내 개헌파와 호헌파로 나뉘어 대립해왔다. 1950년대부터 수 십 년

지 핵개발을 추진했다.24) 그러나 이후 나토의 핵우산 보장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특

간 이어져 온 평화헌법은 최근 자민당 내 우익성격의 정치세력에 의해 개헌될 가능성이 높아

히 집권 노동당 내의 강한 핵개발 반대로 원자력에 대한 낙관적 입장은 사라지게 되었다.

졌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 우익 세력의 핵심 슬로건으로 무력 사용을 내세운다. 1980년

1960년대 들어 핵 비확산 노력에 참여했고 1969년 NPT에 가입했다(Forland 1997).

대 나카소네는 헌법 9조를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17년 평화자민당과

20세기 노르딕 지역의 평화와 협력은 민주평화주의에 기반하여 서로주체적 분리와 통합을
통해 가능했다. 민주적 상호작용과 경험, 규범이 구성하는 정체성과 문화가 공동체와 사회적

공명당 연합으로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함으로서 아베 수상은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의석
수를 확보하였기 때문이다(2017.10.23., 朝日新聞).

관계를 변화시키고 지역의 통합과 협력을 추동했던 것이다. 그 결과 ‘안정적 평화’, ‘평화로운

1948년 12월 지식인들로 조직된 ‘평화문제토의회’에서 평화문제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었

안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동북아 지역은 노르딕 지역과 많은 면에서 매우 상이하다. 그러나

다. ‘평화문제토의회’는 평화문제에 적극적인 일본의 지식인들을 규합하여 평화문제를 토론하

지정학적 개념인 ‘노르딕’과 ‘동북아’는 역사적으로 전쟁과 식민주의, 대내외적으로 강대국의

고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일본의 과학자 성명‘을 발표했다(박창건 2016, 269). 이 담론은 전후

헤게모니와 안보위협의 경험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다만 노르딕 지역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최초로 침략전쟁에 대한 지식인 특히 과학자들의 반성과 책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어 중요한

정체성을 만들어왔다면 동북아 지역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부족했다는 점일

것으로 평가 받는다. ‘평화문제토의회’는 이후 간담회로 발전하여 정부에 대항하는 ‘헌법문제

것이다. 두 지역의 객관적인 조건과 환경은 다르지만 그 객관적인 조건과 환경 자체가 모든

조사회’가 되었다. 이들은 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국가에 반발하였으나 동시에 원폭피해

과정과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어떤 조건과 환경이 선험적으로 더 불리하다고

국가임을 강조했다(世界 1985.7, 62). 전후 최초로 발생한 지식인들의 평화연구 모임은 일본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노르딕 평화 또한 매우 어려운 역사적, 정치적, 대외적 환경에서 만들어

국민의 전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피해 국가에 대한 이해와 용서를 보고서에서 다루었다는

졌던 것이다. 이제 일본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민주평화의 사회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에서 동

점,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인식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받는다(世界

북아 지역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985, 68). 여기서 제기된 일본의 평화주의는 사회당과 총평 등 혁신세력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좌파 사회당은 담화회를 따라 ’전면강화, 비동맹중립, 군사기지화 반대‘라는 평화 3
원칙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노동연합인 총평도 사회당과 연계하여 평화원직을 운동 강령으

3. 동북아 지역의 민주평화주의와 지역평화

로 내세우고 평화운동을 전개하였다(世界 1985.7 69). 이를 통해 일본 사회의 지식인과 대중
운동 사이의 연계가 형성되고 일반 국민에게 평화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이 널리 알려졌다. 이

1) 동북아의 역사적 유산과 일본 평화주의 – 전후 평화담론과 ‘적극적’ 평화주의

후 헌법 9조와 무기수출금지 3원칙, 비핵3원칙, 방위비 상한제 도입, 전수방위원칙 등 관련
정책들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는다(김지연 2004, 69).
하지만 전후 일본에서 평화주의에 대한 지식인 차원의 담론이 논의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3) 1941년 설립된 군사물리학연구소(the Military Institute of Physics, MFI)는 정부의 국방연구조직 개편으로
1945년 다른 2개의 기관과 합병되어 스웨덴방위연구소(the Swedish National Defence Research Institute,
FOA)가 되었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직후 스웨덴은 FOA를 중심으로 핵무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출처:
http://en.wikipedia.org/wiki/Swedish_nuclear_weapons_program).1950년대 말에는 지하 핵실험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했고 소련의 군사력이 급팽창하던 1960년대에 핵무기 개발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24) 1947년 실험용 원자로건설을 결정한 후 1951년 세계에서 6번째로 원자로 건설했고 1955년에는 플루토늄 분리에
성공했다. 노르웨이의 원자력 개발은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의 기술적 지원을 받았고 1959년에는 이스라엘에 20톤
의
중수를
판매하기도
했다(출처:
https://www.nonproliferation.org
-/wp-content/uploads/npr/forlan42.pdf). Forland, Astrid 1997 “Norway’s nuclear odyssey: from
optimistic proponent to nonproliferator” The Nonproliferation Review,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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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평화주의는 ‘가해자’ 의식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식민지 지배나 전쟁
피해를 경험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을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한다(서승
2004,55-56; 小熊英二

2009; 김지연 2007, 9 외). 그러나 일본은 피폭국이라는 경험을 내세

우며 평화주의를 내세운다. 또한 일본의 평화주의는 현실과 분리된 유토피아적 혹은 교조주의
적 평화주의라 비판을 받는다(和田春木

2000, 189-190). 더욱이 일본의 평화운동이나 평화

주의 담론은 1990년대 이후 점차 약화되어 가는 실정이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은 평화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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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로 세계 수준의 군사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중의원 선거 이후 아배 내각은 헌

적으로 지속하게 하면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문화의 정착을 통해 평화의 제도화가

법 개정을 위한 조건을 갖추었다. 물론 일부는 일본의 군사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면 동아시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경우 국가간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폭력적인 방식보다는 평화로운 형태

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君島昭彦

로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각 국가가 무장을 하더라도 위협보다는 안정적인 국제질서로 받

2007,

282; 坂本好克

1990,

221). 그러나 군사적 무장을 향한 일본의 제도화가 가시화 되는 가운데 평화주의 담론이나 평

아들일 수 있다.

화운동이 약화되어 가는 반면 주변국가의 우려와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한반도의 평화민주론의 정착이 남한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한다고 평가받았다(김근식
2010, 159). 북핵 해결과 북미 적대 관계 해소를 통해 북을 대하는 남남갈등이 해결된다는 것

2) 한반도의 무장 대립과 ‘차가운’ 평화 - 한반도 평화체제와 제도적 평화주의 구축

이다. 민주주의가 평화를 보장하는 주요한 제도적 규범적 장치이나 한반도는 역관계가 설득적
이라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가 증진될수록 민주주의가 증진되고, 역으로 한반도 평화가 후퇴

한국에서 평화주의는 제도적 차원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왔다. 한반도 평

하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다는 것이다. 김근식에 따르면 남북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민주주의

화체제는 국가들 간의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상호불신과 군비경쟁으로 야기된 적대관계를 청

체제가 완성되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전쟁 대신 평화가 정착된다는 것이 ‘민주평화론’이라면

산하며, 평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체계적인 틀, 일련의 합의, 원칙, 규범, 제도, 기구의 총체를

역으로 평화가 우선 정착된 후에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김근식 2010,

말한다(전재성 2006, 한용섭 2003).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평화에 관한 규범, 규칙, 기관, 제도

160-161). 즉, 북한이 민주화되고, 남한의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우선 한반도 평화체제를

적 장치를 아우르는 역동적인 유기체적 메커니즘으로도 일컫는다(제성호 2005, 13). 이처럼

정착시키고 완성시켜야 한다는 ‘평화민주론’을 제안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평화주의

한반도 평화체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평화를 추진해 왔으며 종합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가

정착을 위해 민주주의 체제와 평화주의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

진다.

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실제로 이행되기까지 다양한 유형과 다층적인 구조를 지닌다. 예를 들

남한은 민주화와 냉전 종언 후 한국 시민운동 가운데 보편적인 가치로서 평화주의를 내세

어 황수환(2016)은 평화협정을 유형에 따라 예비적 기초협정과 실질적 기본협정, 보완적 이행

우며 평화운동을 전개해왔다. 평화운동은 전쟁을 예방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해 혹은 평화로운

협정 등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쟁점과 경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

세계질서를 위한 시민운동이다(이광수 2005, 430). 한국에서 평화주의는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다. 이 같은 분류의 핵심은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

평화운동을 통한 평화주의 구축도 모색되어 왔으나 사회적 영향력은 미비한 실정이다(정욱식

니라 평화구축의 필요조건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황수환 2016, 76) 김근식(2010)은 탈 냉

2003, 269-271). 1990년대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등장한 평화운동은 보편적 가치의 평화운동

전이후 한반도 평화는 진전되었으나 답보상태에 놓여있으며, 냉전구조가 잔존한다고 보고, 한

과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평화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조대엽 2010, 169). 보편적 가치의

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차원과 한반도, 대내적 차원에서 구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북핵 문제

평화운동은 반전, 반핵 운동과 생명평화운동, 여성, 평화문화, 풀뿌리 평화운동을 추구하며,

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김근식 2010, 147).

한반도 특수성 운동은 북한인권운동이나 반미통일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구갑우 2006:

제도적 평화주의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군사안보 차원에서 제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한

10-11, 조대엽 2010, 169-170). 이 밖에 민간기업과 민간단체들도 깊이 관여되어 있으며 특

반도 평화체제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김근식(2010, 152-153)은 ‘안정적 평화’

히 한반도 평화구축과 관련하여 비정부행위자들(또는 비국가행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

의 개념을 내세워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포괄적 차원에서의 한반도 평화를 논의해야

다. 1990년대 이후 이들의 역할은 증대해 왔으며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수준의 평화

한다고 보았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대외적 차원이나 남북관계 차원의 갈등 뿐 아니라 국내 차

질서 구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받았다(김기정 2004, 35; 윤석준 2018).

원의 갈등요소가 제거된 상태로서의 항구적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에 주목

한편, 아시아에서 평화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주도아래 난민과 재난에 대한 긴

하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민주주의적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

급구호활동에서 시작한 것으로 본다(이광수 2005, 432). 아시아에서 평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의가 필요하다. 현재 한반도에는 극적인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기대

나타난 것은 2001년 9.11테러 이후이다(이광수 2005, 434).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 내부의 사회적, 정치적 합의는 뚜렷하지 않은 현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반전 운동이 발생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아시아평화연대(Asian Peace
Alliance, APA)가 조직되고 ‘자카르타평화합의(Jakarta Peace Consensus)를 채택하는 등 반

3) 민주평화주의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 –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모색

전평화운동이 확산되었다(이광수 2005, 436-437). 그러나 지역연대에 집중되어 있고 동남아시
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평화운동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평화운동 지역 연대는 태국 방콕에 둔

앞서 노르딕 지역의 사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북아 평화체제는 시민사회 성숙을 통한

포럼아시아와(Forum Asia)와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Asian Network for Free

민주평화주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 성원이 질서와 조화로 안정된 민주

Elections: ANFREL)로 한반도 평화와 다소 거리가 있다. 게다가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동남

주의 체제 내 평화 즉, 시민사회와 결합된 민주평화를 의미한다. 박의경(2014, 351)은 일상의

아 지역의 민주주의 정착이다(이광수 2005, 439). 여전히 권위주의 정부에 남아 있는 일부 동

평화에 대해 국가의 성원 개개인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일상을 말하며 일상의 민주화를 통해

남아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체제 이전에 인권과 전쟁, 난민 등 실질적인 위협에 대한 평화운동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갖춘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부터 평

을 다루고 있다. 아직 영향력이 크지는 않으나 일부 한국과 관련하여 위안부 피해 보상연대,

화적 시민이 형성되며 이를 통해 갈등의 해결방식 또한 평화롭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한

베트남 전쟁과 태평양 전쟁의 민간인 피해등과 관련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군사

다(박의경 2014. 356-357). 박의경은 평화적 시민을 주체로 하는 민주주의는 사회문화를 평화

대국화 저지 등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 부분적인 연대도 중요하다(이광수 2005,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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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과 다른 맥락에서 기존 평화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남북 간 평화
지대를 건설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장영권 2011, 김승국 2005, 이상준 2004). 이는 비무장

민주주의 복지모델’로 발전되었고 노르딕 정체성과 노르딕 공동체의 중요한 한 구성요소가 되
었다.

지대, 중립지역 등 분쟁 당사국 간의 평화지대 건설을 통해 당사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
협력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2) 동북아의 ‘안정적 평화주의’로부터 민주평화주의의 모색

4. 동북아의 지역평화 – 조건과 가능성

속되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배적이다(박창건 2016, 166). 중국이 새로운 패권

동북아 지역은 높은 경제협력과 상호의존 수준에 비해 정치적, 역사적 차원에서 갈등이 지
국으로 부상하고 미국이 주도하던 기존의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세력전이가 나타나는 가운데
다양한 영역에서 이슈가 발생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Rebow and Valentino 2009, 23).

1) 노르딕 지역통합과 공동체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의해 군사적 권리가 제약되어 왔다. 그러나 아베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200년이 넘도록 노르딕 국가 간에 전쟁이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 스웨덴의 중립주의가 중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일본의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와 보통국가로의 이행은 새로운 동북

요한 역할을 했다. 20세기 들어 스웨덴 사회민주주의가 평화적인 대외정책 추구하게 했고 중

아 지역질서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립주의로 대립과 긴장을 관리해 왔다. 스칸디나비아의 안보공동체는 공동의 역사 갈등을 극복

일본의 무장을 둘러싼 위협적인 요인에 대해 동북아 국가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하기 위한 열망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부재가 자명하여 안보이슈를 거론할

대해 불안과 의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과거 역사문제, 영토분쟁, 북한 핵 위협 등으로 한중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노르딕 평화는 노르딕 국가간 안보이슈의 주변화와 안보정책에서 각국

일 간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는 가운데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은 이러한 불안정성을 가속

의 자율성에 기반한 ‘의도하지 않은 평화’였다(Archer and Joenniemi 2003). 노르딕 안보공

화 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도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을 둘러싸고 반대여론, 제도적 허용 가

동체 개념은 노르딕 지역의 국제관계가 전쟁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특징되며 지역 내 긴장

능성, 외교문제 등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아베정권에서 나타나는 우경화 행보는

은 상호의존과 ‘우리we-feeling’라는 의식sense으로 대체되었다. 노르딕 국가들은 공동으로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군사력 증강, 북

또는 개별적으로 세계의 피스메이커peacemakers이자 국제사회에 규범과 도덕적 영향력을 보

한의 핵 위협은 일본에게 안보 위협으로 인식된다. 중국은 군비강화와 함께 해양영토분쟁지역

여주었다(Archer 1996; Ingebritsen 2002).

인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과 충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아베 내각은 자국의 군사력 증강

국제관계에서 안보공동체는 갈등의 부재 뿐 아니라 공통가치와 ‘우리’의식에 기반한 통합

에 대한 주변국가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

감정을 내포하는 용어이다. 이는 안보와 방위에서의 협력과 통합 뿐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다

세우고 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의 주장과 달리 일본 내 군사력 증강과 미일동맹 강화는 동아

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의미한다. 1949년 1월 스칸디나비아 방위동맹 협상이 결렬된 후 사

시아 지역의 안보위협을 증가시키기고 협력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회민주당 소속의 헤드토프트(Hans Hedtoft)25) 덴마크 총리는 보다 일반적인 협력을 위한 포

이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는 무장상태나 적대적 국가들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럼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1952년 노르딕협의회(Nordic Council)의 창설로 나타났고 노르딕

‘안정적 평화주의’에 주목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체제는 경제협력을 우선하며 국제조약이나 협

지역협력의 상징이자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노르딕 지역의 민주평화주의는 핀란드의 헬

정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 나름대로 평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역사문제, 식민지 경험,

싱키프로세스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헬싱키프로세는 핀란드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확인시켰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전망이 밝지는 않다. 게다가 남북한 교류의 일방적인 중단, 북한의 일

고 노르딕 평화, 나아가 유럽평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이동기 2013).

방적인 국제협약 파기 등은 제도에 기반 한 평화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민주주

노르딕 지역의 식민주의 국가였던 스웨덴과 덴마크의 오랜 경쟁관계와 제국주의 유산은 노

의 체제에 기반 한 아래로부터의 평화주의 구축은 어떠한가. 국민들로부터 자생적으로 발생한

르딕 협력과 과거의 적대관계 극복에 큰 장애였다. 특히, 노르웨이는 식민지배를 겪은 경험으

평화주의 인식과 노력에 기반한 ‘안정적 평화주의’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로 인해 과거 식민주의 국가 주도의 협력에 소극적이었다. 노르딕 협력은 각국의 이익을 보호

만 ‘안정적 평화주의’와 화해는 다른 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쿱찬(Kupchan 2010, 30-31)

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지만 스웨덴과 덴마크는 지속적으로 긴밀한 노르딕 협력을 위해 노력하

은 ‘안정적 평화주의’를 화해, 안보공동체, 연방의 단계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 세 단계는

고 지원해왔다. 외부세계에 지역의 단합된 모습을 유지해야한다는데 합의하면서 노르딕협의회

순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핵심은 ‘화해’이다. 쿱찬은 국가 간 무장 상태에도 불구하고 평화

가 제도적으로 교류와 네트웍을 발전시켜 지역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했다. 문화교류 및 교

공존이 가능하다는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 화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화해는 위협을

육협력, 시민사회단체간 협력도 지역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한편, 노르딕 각 국

무해한 정치체로 인식하게 하며 이 때문에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Kupchan 2010,

은 전쟁을 겪으며 내부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적 합의와 사회통합의 의지를

30-31). 그러나 화해는 상호 인식의 차원이다.

다지게 되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경우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지위가 공고화되면서 1930년

아래 <그림>은 노르딕 지역과 동북아 지역의 민주 평화주의의 발전 상황을 제도적 측면과

대에 시작된 사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개혁은 전후 ‘노르딕 사회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국가적 차원은 평화체제와 관련된 국내외 관련 법이나
협약, 조약 등 제도를 일컬으며, 사회적 차원은 평화운동, 담론, 관습 등을 의미한다. 스웨덴

25) Hans Hedtoft (April 1903 – January 1955)는 1947년 11월-1950년 10월, 1953년 9-1955년 1월 덴마크 총리
였고 1953년 노르딕협의회의 초대 의장이었다. Hedtoft 총리는 재임 기간 중 누진세와 복지정책을 다수 도입해
덴마크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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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노르웨이의 경우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평화주의와 관련된 국내외 제도가 발전해 왔다.
스웨덴의 중립주의에 기반한 노르딕 지역의 안보공동체는 지역협력체로 견고하게 자리매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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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민주의 시기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온 시민들의 자생적 협력과 평화 운동은 노르딕

5. 노르딕 모델의 역사적·지정학적 형성과 성격, 동북아 지역에의 함의

지역에서 각종 시민단체와 협의체로 발전하여 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냈다. 반면, 동북아 지
역의 경우 일본과 한국은 평화주의와 관련된 제도와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다소 복잡한 양상을

1) 민주주의와 평화

나타낸다. 일본은 민주주의와 평화주의가 제도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헌법 9조를 통해 평화주
의가 제도화 되었다. 전후 평화운동이 대중운동으로 확산되었으나 60년대 이후 약화되었다.

민주주의가 평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는 노르딕 지역이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3국(스웨

한국은 제도적 측면에서 평화협정이나 조약, 정부 차원에서 북한과 평화협정 등과 같이 제도

덴, 덴마크, 노르웨이)은 근대 이후 영토를 둘러싸고 서로 간에 전쟁과 갈등을 겪어왔다. 완전

적인 방안을 구축해왔으나 북한의 일방적인 파기 혹은 중단으로 상당 부분 효력을 상실했다.

한 주권국가를 수립하려는 노르딕 약소국들(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의 분리‧독립운동,

1990년대 이후 평화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아직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칠

과거 노르딕 강대국이었던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쟁관계, 노르딕 지역 내 식민주의의 유산과

만큼의 대중운동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역사적 갈등, ‘핀란드화’ 등은 지역의 통합과 평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다. 노르딕 평화
는 매우 어려운 역사적, 정치적, 대외적 조건 하에서 만들어졌는데 지역적 헤게모니 국가인

노르딕·동북아 지역 민주평화주의 비교

스웨덴의 중립과 함께 당시 약소국인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19세기 노
르웨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산, 20세기 초 핀란드의 급격한 민주화는 노르딕 지역의 민주주

국가적 차원 (법 제도 협정)

의 연대를 완성하여 지역의 협력과 평화의 기반이 되었다. 이 글은 민주평화의 제도적, 사회
적 차원을 분석하여 동북아의 민주평화주의와 지역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평화주의(평화헌

강

약

법)와 한‧일간 전향적인 민주평화 연대가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노르딕 사례처럼 지역의 민주
주의와 내재적인 평화주의 가치를 키우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것이기

강

노르딕 국가(지역)

-

때문이다.

약

일본

한국

적지 않다. 그러나 국제관계의 동학에만 의존한다면 국가 간 이해관계 속에 잠재적인 동북아

(불안정한 민주평화)

(미약한 민주평화 or 부재상태)

지역의 갈등과 위기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위력과 더

사회적 차원
(운동담론관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1985년 북한의 NPT 가입과 같은 국제적 협약이 기여해 온 바가

불어 민주주의 가치 아래 국민(시민) 스스로 내재적인 평화주의의 가치를 키워내는 것이 중요
하다. 평화(주의)는 개인적 차원의 평화의식에서부터 국제사회, 문화, 제도적 차원 등 다양한
<그림>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노르딕 지역에 비해 특히 사회운동 부분이 약하게 나타난

측면과 갈래를 갖는다. 동북아 평화주의를 제도적(국가적) 차원과 사회적(문화와 담론) 차원에

다. ‘안정적 평화주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평화운동을 통한 아시아 연대 구축이 중요하다.

서 검토하면서 두 차원의 동시적, 상호적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복합적이고

이를 위해 평화에 대한 성숙한 인식이 형성되어야 하며 국가 간 공유가 요구된다. 일본은 한

갈등적인 상황에서 노르딕 지역은 각 국의 정당, 사회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시민민주주의,

국과 중국으로부터 식민지 지배와 전쟁 피해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받아왔다. 그러나 다

문화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적, 국제적으로 다양한 협력활동을 추구해왔다. 문화, 종교 등

른 한편으로 일본은 유일한 피폭 국가를 내세우며 평화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전후 사

역사적 공통성이 20세기 북유럽 공동체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나 노르딕 지역

회당과 노동계, 지식인들은 대규모 평화운동을 전개했으며, 평화헌법은 일본 민주주의체제 구

통합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와 민주주의 가치였다. 노르딕 국가들의 정부와 사회(시민

축에 중요한 축을 이룬다. 그러나 일본의 평화에 대한 인식은 한국과 중국에서 인정받지 못하

단체 등)가 협력과 민주적 상호작용을 통해 노르딕 모델이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구성한 것이

며 오히려 적대적인 감정을 보인다. 이는 일본의 평화운동은 피해자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 침략과 전쟁이라는 역사적 유산에도 불구하고 노르딕 지역은 국가 간 갈등을 드러내지 않

가해자로서의 입장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후 일본 정부의 개헌 시도에 대해 강하

았고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를 발전시켜왔다.

게 반발해 온 일본 국민은 평화헌법 수호를 통해 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하게 했음에도 불구하
고 동북아 평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지 못한다. 최근 들어 일본 시민사회의 평화운동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새롭게 확산되고 있다. 1960년 안보투쟁이 발생한 이래 2011년 3.11 대지진

2) 노르딕 모델과 노르딕-동북아 지역간주의

이후 대규모 평화운동이 일본 시민사회에 재등장했다. 이를 계기로 이영채는 한일 간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아시아 평화연대를 구축하고 시민운동을 통해 일본의 평화헌법을 수호하고

노르딕 모델의 성격은 크게 3개의 요소로 볼 수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 완전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영채 2015, 6-7). 일부 사례이긴 하

(full democracy), 평화와 노르딕 지역협력이 그것이다. 노르딕의 보편적 복지국가는 고용 중

나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와 평화운동의 확산은 ‘안정적 평화’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요

시와 경제민주화에 기반한 관대하고 포괄적인 복지를 말한다. 노르딕의 완전한 민주주의는 합

인이 될 수 있다.

의제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와 문화민주주의를 포괄한다. 평화와 노르딕 지
역협력는

안보공동체를

넘어선

지역공동체를

구축해왔다(‘Norden

Beyond

Security

Community’). 노르딕 지역의 안보공동체는 ‘노르딕 발란스(Nordic balance)’에 기반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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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이다. 이러한 노르딕 모델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 시작

한다”, “하얗게 쌓인 눈을 보면서 엉뚱하게 만주와 대륙을 떠올렸다”, “저는 자주 지도를 펼

하고 발전했는데 수많은 전쟁과 식민주의, 역사갈등, 지정학적 위치, 강대국의 위협, 유럽 변

쳐 동북아 지역을 들여다보곤 한다. 요녕, 길림, 흑룡강의 동북 3성은 지금 중국 땅이지만, 장

방의 가난하고 추운 지역 등이 그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스웨덴의 경우 1930년대까지 권위주

차 한반도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이다. 바다로, 하늘로, 그리고 마침내 육지로... 2억

의, 귀족주의, 심각한 노사갈등, 사회적 불평등 심화,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량해외이민 등을

이 훌쩍 넘는 내수시장이 형성되는 것이고, 육로를 통해 대륙으로 사람이 나가고, 대륙의 에

겪었으며, 핀란드의 경우 1918년 좌·우파 엄청난 희생을 가져온 내전(계급전쟁)을 겪었다.

너지 망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대전 후 노르딕 (복지)모델이 본격적으로 발전해왔지만 노르딕 모델의 기원은 1814년

미래의 동북아 지역이 오늘날 노르딕 지역과 같이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 협력하고 공동

노르웨이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기인한 바가 크다. 1814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제정과 1884년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남북한이 ‘국가’라는 경계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스

의회주의의 도입이 그것이다. 시민민주주의, 문화민주주의의 전통은 덴마크에서 1840년대 시

웨덴과 덴마크를 경계짓는 외레순드 해협은 2000년 교량(도로와 철도)의 완성으로 그 유명한

작된 그룬트비(N.Grundtvig)의 국민교육운동과 민주시민교육에서 비롯되었다. 보편적 복지국

덴마크-스웨덴의 성공적인 ‘연결’을 이루었다.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말뫼를 연결한 이 다

가와 경제민주화는 1930년대 스웨덴에서 시작되었다. 노르딕 지역의 오랜 평화주의와 중립주

리는 다수의 양국 국민들이 출퇴근하는, 노르딕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코스모폴리탄 지역(협

의의 기원은 1814년 나폴레옹전쟁 이후 스웨덴의 군사적 중립주의에 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력)이 되어 성공적인 노르딕 지역의 통합과 협력의 물리적 상징이 되었다. 최근에는 'Greater

도 2차 세계대전까지는 중립노선을 표방했다. 이러한 노르딕 모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핀란

Copenhagen'라는 슬로건으로 덴마크 지역(Danish Zealand)과 스웨덴 지역(Swedish Skåne

드에 의해 지역적으로 완성되었다. 완전한 민주주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발전시킨

regions)을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더욱 통합하고 있다. 스웨덴 스코네지역(Skåne

보편적 복지국가, 평화주의 및 중립주의가 그것이다.

regions)은 1658년까지 덴마크 땅이었고 이 지역을 두고 두 나라는 오랫동안 전쟁과 역사적

노르딕 모델의 토대라 할 노르딕 민주주의는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데 평등

갈등을 겪었다. 두 나라는 2016년 1월 외레순드 교량 관련 기존의 협력기구(the Øresund

과 연대의 사회민주주의, 참여와 책임의 시민민주주의(‘참여없는 대의제’ → ‘참여하는 대의

Committee, 1993년 설립)를 광역 코펜하겐․스코네 위원회(the Greater Copenhagen &

제’), 포용과 다양성의 문화민주주의(‘숙의없는 참여’ → ‘숙의있는 참여’)가 그것이다. 정치적

Skåne Committee)로 바꾸고 국경을 초월한, 더욱 확대된 지역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차원에서 노르딕 민주주의 제도는 의회민주주의, 내각제, 다당제, 연합정부, 합의민주주의라

는 이러한 협력과 공동발전은 바로 노르딕 정신(또는 스칸디나비아 정신), 즉 자유, 평등, 신

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투명성, 최소화된 빈부격차, 다양성과 사회적 자유,

뢰, 연대, 행복, 지속가능성, 창조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 5월 스웨덴 말뫼

고신뢰사회의 노르딕 모델이 실현된 것이다. 평등, 자유, 포용, 다양성 등 민주주의 가치를 내

에서 제 2회 ‘Greater Copenhagen Cluster Summit 2018’이 개최되었다.26)

면화한 민주시민의 참여는 보편적 복지국가, 안보, 환경과 생태주의, 반핵반전, 다문화 등 다
양한 이슈를 사회와 국가를 포괄하는 노르딕 지역의 공통성과 관심으로 응집해 왔던 것이다.

노르딕-동북아 지역간주의에서 떠오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는 민주시민(개인) 위에 굳건한 공동체 (마을, 사회, 국가, 지역 등)가 건설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타인 인정과 포용, 높은 자존감과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민주주

과연 이러한 노르딕 지역의 경험이 동북아 지역에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의는 책임있는 개인(주의), 사회적 연대, 민주주의 심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시민)

한반도와 동북3성에 더해 일본도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경제, 사회․문화적으로)?

개인과 시민사회 차원의 민주주의 가치는 노르딕 국가들간(개인 및 사회를 포괄하는) 민주적

무엇보다 한국(나아가 한반도)이 노르딕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민주주의

관계를 구축하여 노르딕 지역의 협력과 공동발전을 가져오는 토대가 되어 왔다.
한편, 노르딕 모델이 완성되고 노르딕 지역협력이 발전하면서 1960년대 들어 여러 정책

마지막으로 역사적,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야에서 노르딕 협력이 가속화되었다. 공동노동시장, 무여권 국경통과 등 매우 실용적인 합
의를 이루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가 확대되었다. 덴마크는 1968년 Nordic

- 과거, 특히 19세기 중후반의 스칸디나비아와 지금의 노르딕 지역공동체

economic cooperation regime (NORDØK) 설립을 제안하면서 노르딕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스웨덴 주도의 ‘홀로주체적 (지역)통합’ → 민주주의와 평화에 기반한 서로주체적 통합과 번영

자 했다. 1970년대 들어 노르딕 모델이 더욱 그 성격을 강화하게 되면서 유럽통합과는 거리

(‘Pan-Scandinavianism’과 정치적․군사적 헤게모니에 기반한 스웨덴)

를 두게 되었다(덴마크 1973년 가입). 1995년 스웨덴과 핀란드의 EU 가입에도 불구하고 ‘노
르딕 지역은 여전히 ‘다른’ 지역인가(the ‘other’ European Community?)‘(Grøn et. al.

- 과거, 특히 1930년대의 동북아와 미래의 동북아 지역공동체

2015)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유럽통합에 대한 노르딕 지역의 논의들이 노르딕 모델에 대한

(제국적)일본 주도 → 한국주도??!! / 함께 서로주체적으로??!!

자부심(‘Nordic and Nordic branding is better’ (Browning 2007))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
다. 물론, 오늘날 노르딕 국민들의 EU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높으며, 노르딕 정체성을 중시하

- 노르딕과 동북아가 협력과 공동발전의 동반자가 되기 위한 역사의 이해와 전략의 중요성

면서 EU에 대한 기여와 헌신 또한 높다.
최근(11월25일)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사업이 유엔의 제재 면제를 인정받은 직후
청와대 비서실장은 “상상력을 활짝 열어야 한다”, “과거의 틀에 우리의 미래를 가두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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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https://greater-copenhagen-cluster-summit-2018.b2match.io/
https://www.thelocal.se/20150623/will-southern-sweden-become-danish-again
https://malmo.se/Nice-to-know-about-Malmo/EU-and-International-Cooperation-/Regional-w
ork/Greater-Copenhagen-and-the-Skane-Committe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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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원. 2017. “일본 총선과 평화의 숨은 그림 찾기” 현안진단 175호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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