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동아시아 원로 지도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이 포럼을 선도해주신 나카소네 야스히로전 일본 총

리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아시아의 공통과제는 지역공동체 형성

앞서 여러 지도자들께서 아시아의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고견高見으로 경청했습니다.

지금 동아시아는 다른 대륙에서처럼 지역공동체를 이루

어야 한다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시대

적 과제의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국가도 없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와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 원로 지도자들이 

경험하고 쌓은 경륜은 동아시아를 이끌어가는 후배 지도

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지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반도와 북한의 핵문제核問題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국

토가 양분兩分되었던 국가들이 있었으나 오늘날 거의 통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일하게 분단의 고통을 

안은 채 냉전冷戰의 고도孤島로 남아있으면서, 아시아 역

내域內는 물론이려니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곳

이 바로 한반도인 것입니다.

1950년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 남침을 감행하였습니다. 

UN군의 개입으로 1953년 휴전이 성립되어 전쟁은 정지

되었으나, 한반도의 불안과 긴장상태는 반세기가 넘도록 

동아시아 원로지도자 포럼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주제로 
기조 연설 

※일본 세계평화연구소(회장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와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2007. 3.30.~4.1 기간 ‘동아시아 

원로元老포럼’을 후쿠오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여기에 초청받아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제목의 기조연설을 했다. 이 포럼에는 일본의 나카소네 전 총리, 인도네시아의 메가와티 전 대통령, 필리핀의 라모

스 전 대통령, 태국의 추안 전 총리가 참석했으며, 참석 예정이었던 중국 주룽지 전 총리와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전 총리는 영

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 포럼은 전직 국가원수國家元首들을 초청한 행사였는데, 김 전 총리는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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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간의 격심했던 전쟁

이 남긴 것은 남북한 전역에 걸친 철저한 파괴와 극빈極貧

의 상흔傷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진영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재빨리 전후복구

戰後復舊를 일단락 지은 북한은 1973년에 이르자, 김일성 

주석의 생일 대축전을 남한의 수도 서울에서 벌이겠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한을 무력으

로 점령하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러한 북한의 이면裏面에 민생은 도탄塗炭에 빠지고 아

사자餓死者가 속출함에도 아랑곳없이 오직 선군정치先軍

政治를 앞세워 미사일과 핵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급기야는 작년 10월 핵실험을 강행하고 스스로 핵 보유국

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60년대까지 식량자급을 이룩하고, 

1970년대에는 수출입국을 위한 공업화를 추진하여 근대

화, 선진화를 성취하고자 온 국민이 오로지 경제발전에 

눈물겨운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위相違한 

과정을 거쳐 온 남과 북의 차이는 오늘에 이르러서 너무

도 현격하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북은 외부의 원조 없이는 국가영위가 어려울 정도로 빈곤에 

허덕이게 된 반면에, 남은 이제 다른 나라를 원조해줄 수 있

을 정도로 성장하여 연간 3천억 불을 수출하면서 국부國富

를 축적해가는 지구촌 10위권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원로 지도자 여러분,

1972년 이래 남과 북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상호방문과 

대화의 길을 트고 곡절曲折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

니다.

거기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함해서 각 분야에 걸쳐 수

많은 협약과 선언이 되풀이되었지만, 북측은 간헐적인 반

응에 그쳤을 뿐 결국 별 성과 없이 지난 2월 베이징 6자회

담의 벼랑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핵 관련 약속들은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

금까지 북한은 국제사회에 공언公言한 약속들을 지켜오

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에 와서 돌이켜 보면, 북한의 궁핍을 돌봐주는 유화

적宥和的 대응으로 그들에게 끌려만 다니다가 핵 개발의 

시간적 여유를 주었으며, 마침내 오늘의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위험한 상대에게 국제사회가 그들의 

강요대로 식량과 비료, 유류油類 등을 무상지원 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가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북한은 핵시설과 모든 핵무기 포기하고

불법 납치한 사람 속히 송환해야

지도자 여러분,

1991년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UN에 동

시가입 했습니다. 남북한이 UN에 가입한 기본이념은 그 

언젠가 한반도가 통일되는 날까지는 남과 북이 평화적으

로 공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므

로 한반도에 있어서 현안문제 해결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어

느 나라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체政體를 물리적

으로 변화시키려는 기도企圖는 온당치 않습니다. 이는 남

과 북이 UN에 가입하여 평화공존 하겠다는 이념에 배치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평화공존과 체제유지를 국제사회로부

터 보장 받는다는 조건 위에서, 북한은 NPT와 IAEA에 즉

각 복귀하고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핵시설과 핵

프로그램, 그리고 기旣보유한 핵무기, 핵물질 일체를 되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은 다른 나라에서 불법납치해간 사람들을 조속

히 본국으로 송환하고 세인世人이 납득하도록 그 인과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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果를 밝혀야 합니다.

북한은 이와 같은 조치들을 확실하고 성실하게 실행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내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야만 북한이 원하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타국들과의 국

교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정당하고 효과적인 

지원과 협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한반도가 통일될 때까지 북한의 체제보장, 남북

한의 평화공존, 핵폐기核廢棄와 납치문제 해결, 그런 후에 

북한의 자립 시까지 국제사회의 성의 있는 지원 그리고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관계의 정상화라는 구도가 바로 

당면한 북한문제의 해법解法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는 6자 간의 회

담만으로는 소망스러운 해결을 볼 수 없는 만큼, 아시아 

각국의 직· 간접적인 협력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북한에 진심으로 제언하고 싶은 것은, 이제 북한이 

핵 위협을 통해서 국제사회로부터 고식적姑息的으로 어

떤 이득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당당하게 스스로 

자립하는 길을 진지하고 과감하게 택해주기를 바라는 것

입니다.

억지를 버리고 경제적 자립의 의지를 확고히 세워야 

세계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동아시아의 새 질서 창출

저는 북한에 충고합니다.

“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 보십시오. 당신들 바로 옆에서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경영을 왜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신들 바로 

남쪽에는 세계 최빈국最貧國이었던 한국이 기적 같은 경

제를 일으키고 지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을 왜 똑바로 보

고 깨닫지 못합니까?”

사상事象을 모두 비교해보지 않으면 본질을 깨닫지 못한

다는 철리哲理를 폐쇄사회에서는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만, 어느 곳이든 터무니없는 낡은 이념 따위를 일방적으

로 강요하는 결과는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는 사실만이

라도 터득해 주었으면 합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는 북한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이 종래와 같은 억지를 버리고 경제적 자립의 의지를 

확고히 세워서 갱생更生하는 성과가 가시화되는 날, 동아

시아는 물론이려니와 세계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동아시

아의 새 질서 창출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

치 않습니다.

원로 지도자 여러분,

저의 두 번째 제안은 지역협력공동체를 구축하자는 것입

니다.

지역 경제 협력을 실효화 할 수있는

아시아 통화 기금  AMF 창설 제안

아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양

한 인종과 문화와 종교가 공존합니다. 이 모든 다양한 요

소는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장애를 의미하는 

반면, 오히려 역설적逆說的으로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 많은 아시아인들은 오랫동안 강대국의 식민통치 아

래 고통과 시련을 겪었고, 이로 인한 배타적排他的 민족주

의가 생성되기도 했습니다. 동아시아의 냉전역사 또한 국

가 간 협력에 장애가 되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아시아는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합심 협력

하여 고난을 극복하고 밝은 앞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각국의 정치와 사회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경제의 발전은 아시아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체의 높은 구매력은 아시아에 

거대한 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 등의 고도

성장은 전 세계로부터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0년 후에는 아시아가 경제력에 있어서 단연 

세계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바야흐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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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옮겨온다는 예측이 틀리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 경제가 확고한 아시아적 정체성

正體性 아래 장래의 세계경제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아시아는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슬기롭게 극

복하고, 언젠가는 바람직한 ‘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하여 EU

에 못지않은 지역협력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공동체 결성의 첫 걸음으로 이제 아시아인

들의 IMF, 즉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을 보다 구체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적 조류인 ‘자유무

역협정(FTA)’을 아시아 역내域內 국가 간에 폭 넓게 체결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경제협력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아시아 각국 정상들의 정기적인 혹은 수시적隨時인 

회담이 긴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체 구성에 있어서 간

과看過해서는 안 될 일은 태평양을 면面하고 있는 미국과

의 상관관계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협력체의 구축은 

동북아 각국이 미국의 협력을 확보한 기반 위에서 출발하

여, 향후 포괄적 지역협력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순

서에 맞는 접근방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원로 지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포럼의 결과가 아시아 각국의 현 지도자들

께서 기울이고 있는 아시아 발전을 위한 지도력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이 포럼이 오늘을 기점으로 

매년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제 희망을 드리면

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나카소네 전 총리와 요미우

리신문사 와타나베 주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변함없는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동아시아 원로지도자 포럼 기조 연설 후 나카소네 등 외국 원로들과 청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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