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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남북 단일팀 성사와 단절에 관한 고찰: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중심으로*
5)

최 진 환 **
❖요 약❖
본 연구는 1991년 남북 단일팀 구성이 어
떻게 성공하게 됐으며 또 왜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되었는가에 의문을 갖고 시작하였다. 따
라서 1991년을 기점으로 국내외 정세와 체육
회담에서 어떤 이슈들이 단일팀 논쟁에 영향
을 끼쳤는지 그 역사적 흐름을 바탕으로 고찰
하고자 하였다. 단일팀 구성 회담은 1960년
대부터 북한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점차 ‘하
나의 조선’ 주장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대남 체육 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처음에 남
한은 북한의 단일팀 제안에 소극적으로 대응
하며 개별팀 참가 전략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1991년 남한 정부의 북방정책 기조변화에 따

른 정치적 결단으로 단일팀이 성사되었다. 이
후 단일팀 제안은 남한이 적극적 대응으로,
북한은 소극적 대응으로 양상이 바뀌었다. 그
이유로는 남한 내부의 북방정책 쇠퇴와 정치
적 지형의 변화 그리고 미국의 핵 사찰 요구
및 군사훈련 재개와 같은 정치 군사적 압박이
남북 체육 회담을 지속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
다. 또한 북한은 내부 체제 결속에 집중하며
단일팀 구성이 북한에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했
을 가능성이 컸다. 결국, ‘하나의 조선’ 주장
이 약화되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단일팀 구성은 북한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소재였다고 볼 수 있다.

핵심어: 남북 단일팀, 체육회담, 북방정책,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Ⅰ. 서론
남북 체육사에서 왜 단일팀 논쟁이 이슈였을까? 무엇 때문에 단일팀 구성은 성공
했다가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해야 했을까? 그 내부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러한 고
민으로부터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단일팀 문제는 단순한 체육계의 문제만이 아니
라 남북 관계사와 현대사를 잇는 매우 유의미한 연구 주제이다. 남북의 통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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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과거 단일팀 구성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 지향점
을 갖는가 하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과거 남북 단일팀 논쟁의 역사로부터 남북
교류와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지향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이에 본 연구는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중심으로 단일팀 성사 배
경과 이후 지속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1991년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 경기에서 남북 단일팀이
우승한 경기와 제6회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8강에 오른 성적은
우리 남북 체육사에서 작은 통일이라 할 만큼 남북 화해와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
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시기만큼 남북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된 적이 없다. 1963
년부터 남북체육회담이 시작된 이래 최초의 단일팀 성사도 감격이었지만, 경기의
결과 또한 한반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며 통일에 대한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감격이 있기까지 남북체육회담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고, 단일팀 구성
을 위한 구체적 세안들은 진화를 거듭해 왔다. 하지만, 1963년부터 1990년대 초
까지 단일팀 회담의 결과는 늘 실패로 돌아갔다. 특히, 88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
는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남과 북의 올림픽 단일팀과 공동개최를 지지하였지만, 정
작 남북은 공동주최와 분산개최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북한은 서울 올림
픽에 참가하지 않았다(최진환 2021, 77-79).
단일팀 구성 의제는 늘 북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남한에 제의해 왔다. 북한은 88
서올 올림픽이 끝나고 그해 12월에 또다시 먼저 단일팀 구성을 제안해 올 정도로
적극적이었다(국가기록원 DA0580978, 46-48). 그로 인해 1990년 북경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9차례나 열렸지만 결국은 결
렬되고 말았다. 그런데 1991년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4차 남북체육회담을 앞두고 남한이 미해결된 북측의 안을 전면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최초로 남북 단일팀 구성이 성사되었다(국가기록원 DA0579967,
2-10; DA0579864, 149-152). 도대체 1차 회담부터 4차 회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4차 회담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는가는 아직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과거 남북체육회담에서 마지막 회담은 통상 남북이 결렬의 수순을 밟는 과
정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반전이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 배경을 두고 남한이 북한의 제안을 전면 수용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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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가능했다고만 보았다. 그런데 남한이 왜 전면적 수용을 선택했으며, 어떻
게 남북단일팀이 가능했는지, 더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다행히 30년 지난 외교 문서와 국가기록원의 문서 그리고 IOC가 공개한 총
회와 집행위원회 회의록, 서신 등이 공개됨으로써 당시 상황에 대한 1차 자료들에
접근이 가능해졌고, 이 같은 변화가 본 연구를 시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었다.
1991년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관련한 기존 연구는 체육회담의 과정
을 신문 기사나 정부 보고서 등을 요약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 성사 배경을 다룬
연구도 있었지만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1991년 남북체육회담에 관해서
연구를 진행한 김재우(2015)는 당시 4차례의 체육회담 과정에 대한 역사를 기록
차원에서 충실히 정리하였다. 하지만, 어떤 함의나 시사점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
움이 있다. 반면, 하웅용･최영금(2014)은 1991년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
회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요인으로 88 서울 올림픽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를 들었다. 그리고 ‘남북의 정치 변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동서독의 통일과 소련의 붕괴는 냉
전을 마무리 짓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공산권 붕괴와 같은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1991년 남북 단일팀 구성이 가능했다면, 이후에는 왜 지속하지 못하
였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국제 사회는 냉전 해체의
과정으로 갔는데 왜 한반도 내에서는 분단과 냉전체제가 그대로 지속되었는가. 그
리고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는 스포츠 분야마저도 왜 자유롭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베일에 갇힌 채 두루뭉술 정치적인 문제로 귀결시키니 이후
대안이나 개선 방향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힘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답을 찾아 가기 위해서 역사적 연구 방법으로 접
근하여 당시 남북 단일팀 회담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단일팀 회담 전략을 주도했던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의 역할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터뷰를 시도하였다.1) 이러한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을 보
완하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실제적 사실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당시 상황을 이
해하고 해석하는데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구성은 첫째, 1963년부터 1990년까지 단일팀 회담의 특징과 맥락을
1) 박철언 전 장관에게 질문지를 미리 주고 2020년 10월 9일에 전화 인터뷰로 1시간 가량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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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였다. 둘째, 국제 정세 변화와 북방정책 그리고 1991년 당시의 남북체육회
담 기록을 통한 사실에 기반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다. 셋째, 1991년 이후
단일팀 구성 체육회담이 지속되지 못했던 이유를 고찰하였다. 분석의 틀은 남북
단일팀 성사와 단절에 관한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을 나누어 역사적 맥락에 대한 분
석과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1991년 남북 단일팀의 성공과 이후 단절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남북 체육교류에 있어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
를 두고자 한다.

Ⅱ. 1990년까지 남북체육회담의 특징과 맥락
1963년 1월 24일 스위스 로잔에서 남북 당국자 대표들이 최초로 참석한 체육
회담부터 1991년 2월 12일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까지 총 27차례의 남북체육회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1>로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했다.
<표1> 1963년부터 1991년까지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개요
회차
1(1)

시기
1963. 1.24.

장소

의제

대회

제의

로잔

단일팀 구성

1964 인스브루크(동)와
도쿄(하) 올림픽

IOC

2(2)

5.7-24.

홍콩

단일팀 구성

북한

3(3)

7.26.

홍콩

단일팀 구성

북한

1(4)

1979. 2.27.

북한

판문점

단일팀 구성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

2(5)

3.5.

판문점

단일팀 구성

3(6)

3.9.

판문점

단일팀 구성

판문점

단일팀 구성

1(8)

4(7)

1984. 4.9.

3.12.

판문점

단일팀 구성

2(9)

4.30

판문점

단일팀 구성

3(10)

5.25.

판문점

단일팀 구성

1(11) 1985. 10.8-9.

로잔

공동주최

2(12) 1986. 1.8-9.

로잔

공동주최

3(13)

로잔

공동주최

6.10-11.

결과

결렬

결렬
LA 올림픽

북한

88 서울 올림픽

IOC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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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의제

4(14) 1987. 7.14.

회차

시기

로잔

공동주최

1(15) 1989. 3.9.

판문점

단일팀 구성

2(16)

3.28.

판문점

단일팀 구성

3(17)

10.20.

판문점

단일팀 구성

4(18)

11.16.

판문점

단일팀 구성

5(19)

11.24.

판문점

단일팀 구성

6(20)

12.22.

판문점

단일팀 구성

7(21) 1990. 1.18.

판문점

단일팀 구성

8(22)

1.29.

판문점

단일팀 구성

9(23)

2.7.

판문점

단일팀 구성

1(24) 1990. 11.29.

판문점

단일팀 구성

2(25) 1991. 1.15.

판문점

단일팀 구성

3(26)

1.30.

판문점

단일팀 구성

4(27)

2.12.

판문점

단일팀 구성

대회

제의

결과
결렬

1990 북경 아시안 게임

북한

결렬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북한

성사

출처: 남북한 신문 기사와 국가기록원 자료에서 요약.

1. IOC 중재 회담과 남북 당국자 회담
<표1>에서와 같이 약 30여 년간의 남북체육회담의 주요 의제는 ‘단일팀 구성’
이었다. 그 출발은 1963년 1월 24일 로잔 체육회담에서 시작됐다. 당시 북한은
올림픽 출전권이 없던 시기여서 IOC가 중재자로 나서 1차 남북 단일팀 구성 회담
을 주도했다. 이 회담에서 남북은 국가(國歌)를 대신해서 ‘아리랑’으로 결정한 의
미 있는 첫 회담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홍콩에서 진행된 2차(1963.5.17.-6.1.)와 3차(1963.7.26.)
체육회담은 남북 당국 대표들만 만나서 진행한 첫 회담이었지만, 남한에 의한 방
해로 회담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최진환 2020a, 164-176). 이 회담에
서 북한은 남한과 단일팀을 구성해야만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준비와 기대를 하고 회담에 임했던 반면, 남한은 이미 1948년부터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 올림픽을 함께 나간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따라서 남한은 단일팀 구성 자체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 회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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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훈령을 근거로 내부적으로는 회담을 결렬로 몰아가는
작전을 벌였다(외교부 L-0003-01[1650], 28-29; 최진환 2020b, 11-14).
그 후로 IOC는 남북 당사자끼리의 회담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남북 대표들
을 다시 로잔으로 불러들여 4차 회담을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남한의 거부로 성사
되지 못했다(최진환b 2020, 14-15). 이를 계기로 북한은 1963년 10월에 IOC로
부터 독립적인 NOC(National Olympic Committee)를 승인 받고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1969년 6월에 북한은 IOC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올림픽위원회(DPRK NOC)를 최종 승인받아 정식 국호를 사용하여 올림
픽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다. 1972년 뮌헨 올림픽은 남북이 각각의 국호로 처음
만나게 된 국제대회였다(최진환 2020b, 15-17).
그 이후, IOC는 1985년부터 1987년까지 로잔에서 88 서울 올림픽 단일팀과
공동주최 논의를 위해 총 4차에 걸친 남북체육회담을 진행했다. 이때 IOC는 이전
과는 다른 회담 방식으로 중재자 역할을 했다. 즉, 남과 북의 대표자들끼리 접촉하
는 회담은 단 한 차례도 주선하지 않았다. IOC는 세 주체 대표(IOC, 남, 북)가
한자리에 모여 전체회담을 하고 난 뒤, IOC와 북측이 회담하고, 이후에 IOC와
남측이 회담하는 방식을 취했다. 협의가 부족하면 재차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세 주체가 모여 합의 된 내용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회담이 진행됐다
(최진환 2021, 61-68). 북측대표는 회담이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마지막 4차 회담(1987.7.14.-15.)에서 IOC를 배제하고 남측대표와 직접 회담을
원했지만, 남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한 채 마무리 되었다.(최진환 2021, 68-71).
IOC가 이와 같은 회담 진행 방식을 구성한 배경에는 1963년 홍콩 2-3차 회담과
1984년 LA 올림픽 단일팀 참가를 위한 남북체육회담에서 남과 북이 체육 외적인
정치적 이슈로 파행되고 성과 없이 끝난 과거 사례를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2)
따라서 IOC의 중재에 따라 진행했던 회담에서는 정치적인 이슈가 쟁점이 되지
못했다. 그만큼 남북 당사자 간의 회담은 분단으로 인한 불신과 갈등의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파행 의도가 분명하면 성공할 수 없는 불안한 회담의 연속이었다. 그
2) 1984년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 회담에서는 1983년 버마 폭발사건과 최은희 신상옥의 납치
문제에 대한 남한의 사과 요구가 중요한 의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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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점에서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은 그 간의 불신을 극복하고 남북 당국자 간의 회담으로 일
궈낸 첫 성공 사례여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2. 북, 단일팀 제의와 남, 개별팀 대응의 정치화
남북체육회담의 정치화는 1963년 로잔 회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단일팀 기를
둘러싼 남북의 신경전은 국가 정통성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마찰을 일으켰다. 남한은
태극기를 고집하였고 북한은 한반도 모양의 오륜기를 제안하며 대립하다가 결국
IOC가 제안한 형태로 정리되었다(최진환 2020a, 151-152). 또 홍콩 회담에서는
국가의 정체성 문제를 시비로 체육 회담의 본질은 사라지고, 남한에 의한 정치문제
쟁점화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며 회담이 결렬되었다(최진환 2020a,
152-176). 당시 IOC 사무총장이었던 오토마이어(Otto Mayer)가 IOC 위원장 브
런디지(Avery Brundage)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 모든 것이 정치적이면 우리는
그들과 이것들을 헤쳐가야 한다. 북한은 선한 의지(Good will)를 보여주지만, 남
한은 그렇지 않다. 오늘 남한 대표와 5분 미팅을 가졌는데 스포츠에 대해 정치인과
토론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IOC, Avery Brundage Collection Film 7706, 20)라며 남한 정부의 정치적인 개입이 회담에 걸림돌이었음을 보여주었다.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사상 첫 남북 대결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7.4 남북 공
동성명(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계기로 북한의 오현주 위원장이 단일팀 제안을
하지만, 남한은 단일팀 구성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로동신문 1972/7/11; 동아
일보 1972/7/13). 그 후로 한 동안 단일팀 논의에 대한 이야기는 전개되지 못했
다. 그러다가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6.23 선언을 통해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
입하자고 제안하자 북한은 ‘두개 조선’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리고 ‘하
나의 조선’을 강조하며 단일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하자고 했다(김일성 1984,
396-404). 이 남북의 논리적 근거를 통해 북한의 단일팀 제안과 남한의 개별팀
대응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북한은 1984년 LA 올림픽을 4개월 앞둔 시점에 단일팀 구성 제안을 이어
갔다.3) 이때 남한은 시기적으로 단일팀 구성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지
만,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해 둔 상황에서 북한과의 만남을 외면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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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고, 북한의 1983년 버마 폭발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자리로 활용하기
위해 회담 제안을 받아 들였다(국가기록원 BA0883963, 7; 정세현 2020, 145).
회담장에서 남측 대표는 두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우선 요구
하자, 북측 대표는 1983년 버마 폭발사건과 최은희 신상옥 납치 문제는 자기들과
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체육회담에 집중하자고 하였으나(로동신문
1984/4/10), 남측 대표의 계속되는 사과요구에 북측 대표단이 회담장을 떠나며 회담
은 결렬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사전에 준비된 남한의 회담 기본 방침이 그대로
실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전두환 대통령의 회담 기본 방침에는 “최근의 일련
의 사건들(버마 폭발사건, 최은희 신상옥 납치 문제)에 대한 강경한 추궁으로 궁지
에 몰린 나머지 북괴가 스스로 (회담을)포기하도록 유도” 하라는 지침이 있었고(국
가기록원 BA0883963, 7) 회담장에서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1985년부터 1987년까지 로잔에서 남북체육회
담이 열리게 된 배경은 남북이 올림픽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여론에서
시작되었다(최진환 2021, 52-55). 이 회담이 있기까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Fidel Castro)의 역할이 컸다. 그는 전쟁의 아픔이 남아 있는 남북이 평화와 협
력, 화합과 우정 등의 올림픽 운동으로 남북이 88 서울올림픽을 동등하게 공유하
길 바란다는 의견을 사마란치(Juan Antonio Samaranch) IOC 위원장에게 전달
하면서 올림픽 공동주최 논의가 시작되었다(Samaranch 1984).
당시 국제사회 여론의 한 흐름을 IOC 법률고문으로 활동했던 미국인 새무얼 피
사르(Samuel Pisar)가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서
신에서 남북의 문제는 몇 종목 또는 공동주최나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
다. 또한 남한의 현 심리상태는 냉혹하다며 남한에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서 북한을 창피하게 하려는 의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남한이 가지고 있는 큰 이해
관계를 고려할 때 융통성 있는 접근 방법을 시도하길 원했다. 그 대안으로 남북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Pisar 1988; 외교부 03
｢13511｣, 45-49).
3) 한때, 1981년 6월에 조상호 대한체육회장이 처음으로 남북 단일팀 선(先) 제안을 했지만(매일
경제 1981/6/19), 그것을 빼면 1990년까지 단일팀 구성 제안은 북한의 의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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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 직후,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골자의
1988년 7.7 선언을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해 선포했다. 하지만 북한은 1988년 9
월 2일 최종 불참 선언을 하며 올림픽 참가를 포기한다(로동신문 1988/9/4). 결
과적으로 IOC와 남한은 북한을 85년부터 87년까지 3년 동안 체육회담의 광장에
묶어 두며 소련과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참가를 약속 받아 내는데 성공했
다(외교부 12 [13509], 93-94, 108; 최진환 2021, 59-60). 7.7 선언 이후 북한은
더 적극적으로 단일팀 구성 제안에 나섰다. 88 서울올림픽이 10월에 끝나자마자
12월 21일에 북한은 또 다시 1990년 북경에서 열리는 제11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단일팀 구성문제를 논의하자며 남북체육회담을 제안했다(한겨레 1988/12/22).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이 9차까지 진행된 과정에는
안기부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암시하는 자료를 볼 수 있다. 6차 회담(1989.12.22.)
에 앞서 남정문(안기부) 실장은 회담 지침으로 “북측이 우리측 주장을 전면 수용하
더라도 절대 합의서에 서명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Team Spirit 훈
련 기간을 지나면서 북측의 의지를 시험해야 한다며, 단일팀 회담에서 합의서가
작성되고 북한이 북경 아시안게임 조직위에 단일팀이 구성됐다고 통보를 하게 되
면 북한의 대외 홍보를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1990년
4~5월에 가서 북한이 남북 교류를 먼저 받아들여 항복해오면 그때 합의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체육회담이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고 지적하며 단일팀 구성은 우리
에게는 손해고 양보이니 체육교류와 북한 개방 등 얻을 것을 얻지 못하면 단일팀을
구성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회담 대책 안으로 제시했다(국가기록원 DA0579860,
239-242). 결국 선(先) 체육교류, 후(後) 단일팀 구성이라는 기조였다.
노태우 대통령의 지침도 단일팀 보다는 개별팀으로 나가면 더 우수한 성적을 거
두게 될 것이라며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는 안기부 실장이 제시한 선 교류,
후 단일팀 구성안과 같은 내용이었고, 개별팀 참가를 보장하라는 내용도 포함(국
가기록원 DA0579863, 262; DA0579954, 6)된 것으로 보아 노태우 대통령의 훈
령과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안기부의 역할이 실제 남북체육회담에 직접적인 영향
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개별팀 참가냐 단일팀 참가냐의 남북한의 입장 차이는 이미 1963년 체
육회담에서부터 시작하여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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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그 경향성은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남북체육회담이 비정치적인 영역이라
고 하면서도 철저히 정치화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회담훈령과 결렬의 명분
1963년부터 1990년 초까지 회담록에 나타난 회담 대표들의 재량권은 거의 없
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오직 훈령과 회담대책 그리고 수시로 들어오는 회담장 쪽
지에 의해서 회담이 진행되었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 북경 아시안
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 단일팀 회담에 수석대표로 참석하게 된 장충식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쪽지 회담’을 없애고 싶어 했다. 그는 과거 단일팀 구성을 위
한 회담 장면을 비디오로 보며 대표들에게 수시로 쪽지를 통해 회담 대응책을 전
달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은 그런 쪽지를 차단하고 싶다고 하며 수석 회담 대표로
서의 재량권을 인정받았다고 했다(장충식 2011, 440-443, 447). 그러나 훈령에
의한 회담은 재량권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외교부 문서와 국가기록원 자
료를 통해 엿볼 수 있다.
1963년부터 1990년까지 진행된 남북체육회담에서 남측 대표는 대통령 훈령을
관철시키기 위해 언론을 동원한 성명발표, 회담 지연 작전, 복잡한 의제 설정 등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특히, 1963년 1차(1963.5.7-24.)와 2차 홍콩 회담
(1963.7. 26.)에 내려졌던 훈령은 “KOC 제안에 북한이 부동의 할 경우 회담결렬
의 책임이 북한에 있도록 하고 언론 기관을 통한 대외적인 선전이 필요한 경우 이
방향을 적극 유도할 것”(외교부 L-0002-06[1264) 그리고 “북한이 모든 것을 양
보하고 단일팀 구성을 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결렬시킬 수 있는 난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외교부 L-0003-01[1650]), 28-29) 등을 제시하
며 회담을 결렬로 유도했다(최진환 2020b, 9-14).
위 훈령처럼 체육회담에 있어 난제를 제시하는 것은 1990년 북경 아시안 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6차 회담
(1989.12.22.)에서 북측은 남측의 제안을 수용하며 처음 상정한 10개 항에 모두
합의하며 단일팀 구성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환영했다. 그러자 남측이 4차 실무협
상(1990.1.10.)에서 새로운 37개 항의 새로운 문제를 들고나와 협상을 지연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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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로동신문 1990/1/11). 실제로 7차 회담(1990.1.
18.)에서 남측은 별도의 의제로 부속 합의서와 합의사항 이행보장장치라는 것을
제시하며 새로운 회담 의제를 계속해서 추가해 나갔다(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0579863, 14-44). 북측은 이를 두고 “회담의 마감단계에 이른 이 회담앞에
난관을 조성하여 유일팀 구성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남측을 비난
했다(로동신문 1990/1/20).
이러한 회담 태도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남한이 의제를 복잡하게 만
들어 간 것은 단일팀 구성에 따른 북한에 대한 신뢰가 그 만큼 부족했다는 방증임
과 동시에 이후 1991년에 합의한 단일팀 구성 세칙의 기초 자료가 될 정도로 다양
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북측의 입장에서는 지속해서 단일
팀 제의를 하지만 매 회담마다 순탄하게 전개되지 못한 상황을 두고 과연 남측이
단일팀 구성에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로동신문 1990/1/16).
한편, 남북체육회담이 결렬이 될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상대에게 전가할 것인가
또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 이것은 1963년 홍콩 회담에서도 보였고, 1979년
평양 세계탁구세계선수권대회을 앞둔 남북 단일팀 회담에서도 나타났다. 여기서
북한은 개최국의 이점(참가선수 수 확대)을 살려 남한과 단일팀 구성을 위해 회담
에 참가했던 반면, 남측은 처음부터 개별팀 참가의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회담에
참가함으로써 서로의 목적이 달라서 결국 결렬되었다(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0745911, 48-53, 223-225). 동시에 회담 결렬의 명분이 중요한 문제였다.
북한은 남한이 단일팀 구성을 하자고 나온 회담에서 개별팀 참가 기득권을 요구하
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남한의 개별팀 참가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그리고
그 결렬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대회 한 달 전까지 탁구
협회 대표들의 만남을 촉구하며 단일팀 구성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선전을 이어
갔다(로동신문 1979/3/26).
반면, 남한 탁구 대표팀은 스위스 제네바까지 가며 개별팀 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였다(KBS 1TV 2020/8/9). 그러나 하웅용･최영금(2014)의 연구
에서 당시 탁구 회담에 참가했던 천용석 대표의 전언을 빌리면, “회담과 남한대표
팀의 제네바 체류 등은 결국 국제사회에 보이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제스처였다.”
라고 했다. 실제 남한은 개별팀 참가 가능성이 없었음을 알고서도 일부러 평양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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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것이 북한 책임이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조
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남북은 회담 개최의 명분도 중요했지만, 회담이 결렬된 데에 대한 책임
을 떠 넘기기 위한 명분에 대해서도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국가기록원
DA0745910, 136). 일각에서는 이때 북한의 단일팀 제의를 평양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 남한의 참가 저지를 위한 정치적 쇼 정도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
의 입장에서는 체육 분야에서의 단일팀을 통해 국제사회에 ‘하나의 조선’과 ‘민족
대단결’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Ⅲ. 1990년대 초 국내외 정세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체육회담
1. 동구 공산권 붕괴와 공산국 수교 등 국제정세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
88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동유럽 공산권 내부의 균열이 시작되어 1989년에는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에 독일이 통일이 되었으며, 1991년 소련이 해체
되는 등의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북한은 1990년대 들
어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며 내부 결속에 나서기 시작했고(김일성 1995,
295-322), 남한을 향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축 제안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1년 9월 미국이 전 세계의 전술핵 폐기선언을 하자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1992년 팀스피리트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발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회
담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1992년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핵 사찰 논쟁이 격화되면서 모든 것은
수포가 되었다. 특히 미국의 일방적인 ‘불시 특별사찰’ 요구와 1992년 중단했던
팀스피리트 한미 군사훈련을 1년 만에 재개한다는 선언이 있자 북한은 모든 회담
을 연기하며, 급기야 1993년 3월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장을
결심하게 되었다(이제훈 2016, 279-280, 323-324; 이정철 2011, 66-68). 미국
의 대북정책의 대응에서 비롯된 북한의 독자적 행보는 이후 남북 고위급회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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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이어졌고, 남북기본합의서의 효력마저 무색하게 만들었다. 결국, 남･북･미
사이의 정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그간의 남북 교류･협력의 성과를 지속시킬 수
없는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반면, 남한은 88 서울 올림픽 이후 얻은 자신감으로 공산권 국가와 적극적인
외교 수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89년 헝가리 수교를 시작으로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자 북한도 미국과 일본과의 수교를 추진했지만 좌절되었
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으로 인한 공산권과의 수교가 북한에는 외교적 타격이
되었고, 북한은 스스로 체제 결속･강화를 위한 독자적인 길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
서 한-소･한-중 및 북-미･북-일의 교차 수교에 대한 남한의 태도 변화가 있었다.
노태우 정부 초기에는 교차 수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점점 남한 내 강
경보수와 미국의 개입으로 교차 수교에 대한 거부의 입장으로 바뀌어 갔다(이정철
2012, 243; 김경진 2021, 65-75; 이제훈 2016, 209-210; 박철언 인터뷰 2020).
이렇게 남한은 공산권과 외교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미･일과 외교
확대가 실패하자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배경에는 해방 이후부터 남북이 다퉜던 유엔 가입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즉, 남북은 서로가 국가 정통성을 주장하며 UN에 정상 국가로 가입하는 문제를
두고 치열한 갈등과 경쟁을 이어왔다. 1950년대에 북한과 남한은 유엔 단독 가입
을 주장할 때도 있었지만, 북한이 주장할 때는 남한의 단독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남한은 북한을 제외하고 남한만의 가입을 추진할 때가 많았다. 특히,
1973년 6.23 선언을 통해 남한이 남북 유엔 동시가입을 처음 주장하자 북한은
이를 반대하며 ‘하나의 조선’을 강조하며 연방제 통일을 이루고 단일 의석으로 가
입하자며 동시가입이냐 단일가입이냐의 본격적 논쟁이 시작되었다(김일성 1984,
396-404; 로동신문 1973/6/28; 김근식 2001, 92-96). 결국, 88 서울 올림픽을
거치며 소련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신한 남한은 다시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하였다(노태우(하) 2011, 384-385). 1991년 4월 남한은 북한이 거부하면,
남한만이라도 단독 가입을 추진할 뜻을 비치자, 북한은 급하게 전술을 바꿔 일시
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유엔 가입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론을 펼쳤다
(로동신문 1991/5/29). 결국, 1991년 9월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남과 북은 각각
의 국호로 유엔 가입을 확정지었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마지막까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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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단일의석을 주장한 반면, 남한은 해방 후부터 줄곧 단독 가입을 주장해왔다
고 할 수 있다. 유엔 가입문제에서와 같이 남북의 지향은 고스란히 남북 체육 단일팀
논쟁에서도 나타났다. 즉, 일관되게 단일팀 주장을 해온 북한과 단일팀 회담에 응
하기는 하지만 개별팀 참가를 더 원했던 남한의 결정에서와 같이 남과 북의 지향
은 하나의 통일국가이냐, 별개의 단독 국가이냐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2. 북방정책의 출발과 내부 논쟁
북방정책의 기원을 두고 학계에서는 1973년 6.23 선언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대체로 88 서울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산권 참가를 위한 관계개
선 노력과 국제정세 변화에서 비롯된 측면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이제훈
2016, 34-36; 이근 2012, 174). 88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노태
우 위원장에게는 공산권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과 외교를 확대하고 참가국을
늘리는데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과는 상호 협력하며 적대적이지 않게 조율하
여야 할 과제가 있었다.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5월에 IOC의 법률고문 새무얼 피사르(Samuel Pisar)
가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는 남한이 북한을 배제하지 말고 더 아량을 베
풀고 함께 올림픽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국제 사회의 여론도 담겨있었다(Pisar
1988; 외교부 03 [13511], 45-49). 노태우 대통령은 88 서울올림픽을 두 달여
앞두고 7.7 선언을 했는데, 이는 북한을 배제하지 않고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
다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세 주체(남･북･국제사회)의 상호작용의 결
과로 보는 해석도 있다(최진환 2021, 73-74). 결과적으로 1980년대를 거쳐오며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 올림픽조직위원장으로서 공산권과 제3세계 국가의 수장이
나 NOC 위원장들과 만남을 통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누
구보다 잘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렇게 형성된 신뢰와 우호적인 국제사회의 분위기
에 힘입어 북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노태우(하)
2011, 138-142).
한편, 내부적으로 1985년부터 1992년까지 40여 차례 북한의 한시해 대표와 비
밀리에 접촉을 이어 온 박철언 전 장관의 행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1991년 남북 단일팀 성사와 단절에 관한 고찰: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중심으로 185

1985년 7월부터 북한과 접촉한 명분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 목표였지만, 실제로
는 ‘88 계획’(박철언 2005a, 159) 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88 서울올림픽
을 성공시키기 위해 북한을 관리해 온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올림픽 이후에도
그 비밀접촉은 계속되었고, 노태우 정부에서 북한과 관계 개선에 그가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박철언 전 장관은 북방정책에 대해
서 북한과 과당경쟁을 하지 않고 대북 포용적 태도로 남북이 미･일･중･소와 교차
수교하는데 북한을 방해하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였다(박철
언 전 장관 인터뷰 2020). 이는 북한을 붕괴나 흡수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공존 지향적인 인식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북방정책에 대한 공감은4) 정부 초기부터 강한 추진력을 발휘
하며 진행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5) 미국도 실
상은 북방정책을 걱정스럽게 보았다(박철언 2005b, 61-63; 박철언 전 장관 인터
뷰 2020). 초기에 미국에서 남북 화해정책은 워싱턴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고 알
려져 있으나(도널드 P. 그레그 2015, 329), 미국 내에서도 국방부를 중심으로 다
른 이견이 있어 북방정책을 그리 선호하지 않았거나, 주시하며 견제하려는 입장도
존재했었다(전재성 2012, 223; 도널드 p. 그레그 2015, 356).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주되게는 남한 정부가 주도권
을 가지고 추진했던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힘을 잃어 간 것
또한 남한 내부의 국방부와 안기부를 비롯한 보수 강경 정치 세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임동원 2015, 219-231). 이러한 내부 논쟁은 자연스럽게 북한과의 관
계를 공존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흡수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의 인식의 차이로 확
대되었다(임동원 2015, 243 247; 박철언 전 장관 인터뷰 2020). 1993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남한 내부에는 김영삼 체제로 정치 지형이 바뀌어 갔고, 노태
우 정부에서 추진했던 북방정책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갔다.

4) 다른 참모로 김종휘 외에도 중요한 인물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일팀 문제에 초점을 맞추
기에 논외로 하겠다.
5) 1989년 3월 육사 졸업식에서 육사 교장 민병돈의 항명 사건과 1992년 정권 말기에는 안기부
특보 이동복의 대통령 훈령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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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담의 진행
<표 2>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회차

시기

장소

1

1990.
11. 29.

2

남: 탁구와 축구 단일팀 우선 토의, 선수는 선발로
1991.
단장은 선수가 많은 쪽에서
남: 하루 빨리
평화의 집
1. 15.
북: 주요 대회 쌍방이 유일팀 구성 참가에 합의, 북: 좋다
탁구 먼저 논의 다음 통일축구 정례화 논의

3

1991.
1. 30.

4

남: 선수 훈련은 각각 현지에서 합동훈련 북측
남북: 탁구 실무
1991.
주장 수용, 축구 선발전 4-5월에 북측 안 수용
21일, 축구실무,
평화의 집
2. 12.
북: 축구 선발 남측 의견 수용, 유일팀 실무위원회
22일,
불필요한 조항 삭제, 축구 합동 훈련 남북왕래

통일각

통일각

주요 의제

다음 회담 제안

남: 통일축구 정례화 문제를 먼저, 세계탁구
단일팀은 후에, 기본 10개 항 제시
남: 91.1.15.로
북: 주요 국제경기들에 유일팀 참가 원칙, 통일 때 북: 90.12. 안에
까지 제안,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포함

남: 탁구는 협의제 축구는 평가전으로 서울 평양
오가며, 단장은 단일 단장제
남: 2.12에 하자
북: T/S 중단 촉구, 공동 단장제, 유일팀 구성 북: 늦으니 빨리
합의서 동의, 탁구 훈련은 일본 현지에서 하자

출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0579957 DA0579964, DA0579967, DA057986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 단일팀 회담
이 1989년 3월부터 1990년 2월까지 최장 9차까지 진행되었지만, 결국, 남한은
마지막에 개별팀 참가 전략을 선택했고, 북한은 마지막까지 단일팀 주장을 하며
회담은 결렬되었다. 그 뒤, 제11회 베이징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4일 전인 1990
년 9월 18일에 북한은 앞으로 있을 국제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을 또 다시 제안했다(로동신문 1990/9/19). 그리고 북경 아시안게임 기간에 남북
대표들은 축구 교류에 대해 합의를 하였고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분단 이후 처
음으로 평양과 서울을 오가는 축구 교류를 성사시키기도 하였다(장충식 2011,
450-451).
이를 계기로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
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1차 남북체육회담이 1990년 11월 29일에 판
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되었다. 회담 초에 북한은 회담의 명칭을 위 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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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외에도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대회, 제3차 동계 아시안게임과 주요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으로 규정하여 이 회담을 일회성으로 끝
내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국가기록은 DA0579957, 87-93).
북한은 1990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등을 제시하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하였고(로동신문 1990/1/1), 그해 7월 20일 남한 정부는
8.15를 전후하여 5일간 ‘민족대교류의 기간’을 선포하는 등 남북 교류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경향신문 1990/7/20). 하지만 범민족대회 등 민간교류에서
참가대상 선정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며 실제로는 실행하지 못했다. 그러함에도
남북고위급회담과 남북체육회담이 진행되는 등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 영역에
서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높아갔다. 북한은 1991년 신년사에서 1990년대는 조국
통일을 실현하자며 더 나아가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통일방도를 논의하자
고 제안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의지를 높여갔다(로동신문
1991 1/1/).
그러나 막상 회담이 시작되자 예전 회담과 별반 차이 없이 흘러갔다. 1차 회담
(1990.11.29.)에서 논의를 끝낸 뒤, 다음 회담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북측은 하루
라도 빠르게 날짜를 잡자며 12월 안에 하자고 제안한 반면, 남측은 1월 15일 정도
나 되야 한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국가기록원 DA0579957, 150-159).
그런데 1차 회담 이후, 1990년 12월 29일 남북 비밀특사로 활동해 온 박철언
이 체육청소년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등장은 그동안 북방정책에 따른 남북
교류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단일팀 제의를 어떻게든 성사시키겠다는 노
태우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체육청소년부 장관으로 임명
된 후, 2차 회담(1991.1.15.)이 열렸는데 이때의 언론에서는 북한의 제안을 전향
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정부 내의 기류변화를 예고했다(한겨레 1991/1/4). 이
러한 변화는 회담 대책에서도 볼 수 있다. 선(先) 체육교류, 후(後) 단일팀 구성 논
의에서 선(先) 단일팀 문제 협의, 후(後) 통일축구 정례화와 교류 문제 토의로 바뀐
것이다(국가기록원 DA0579964, 19-24).
이 전략은 그동안 남한이 북한의 개방을 먼저 유도하겠다는 전략에서 수정된 것
이다. 회담록에 나타난 북측 대표의 첫 인사말은 “새로 이제 체육부장관 맡은 선생
님도 우리 유일팀 구성이라든가 이런 쌍방이 합의한 문제를 상당히 적극 밀어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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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박철언 전 장관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국가
기록원 DA0579964, 69-70). 그리고 다음 3차 회담(1991.1.30.) 일정을 잡는 문
제에 있어서도 이번에는 남측이 하루라도 빨리하자고 제안해서 일정합의도 순조
롭게 진행됐다(국가기록원 DA0579964, 140).
그런데 2차 회담 후 팀스피리트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되자 북한은 한미 군
사훈련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한다며 중단하길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른 남
북고위급회담은 이 군사훈련을 이유로 연기했으나 체육회담만은 그대로 진행했
다. 그만큼 북한이 체육회담에 거는 기대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로동신
문에는 팀스피리트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이유로 북한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면서 3차 회담을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은 공동 단장제를 주장한 반면,
남한은 단일 단장제를 주장하였는데 북한은 남한의 단일 단장제를 흡수통일방식
을 체육에서 관철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 탁구 단일팀 구성 후에 시
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서로 맞춰보면 될 것을 남북
왕래 훈련을 하자는 것은 결국 선(先)교류를 고집하는 것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
러냈다. 결국, 다음 회담 일정도 다시 남측이 미뤘다며 단일팀 구성의 의지를 의심
했다(로동신문 1991/2/1).
과거 같으면 이렇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회담이 결렬 수순으로 들어
갔겠지만, 어떻게든 성사시키고자 하는 남한 정부의 의지가 있었다. 따라서 1991
년 2월 12일 4차 회담에서 남한은 북한이 제안한 공동 단장제와 일본 현지 전지훈
련에 대해 북한의 의견을 전면 수용함으로써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단일팀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만들어 냈다(국가기록원 DA0579864, 149-152). 선수단 호칭은
‘코리아,’ 표기는 ‘KOREA,’ 단기는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 단가는 ‘아리랑,’ 선수 선
발은 협의제로 하며, 선수 훈련은 일본 현지에서 하고, 탁구 단장은 북측에서 축구
단장은 남측에서 맡기로 하였다. 또 ‘단일팀 공동추진기구’를 통해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하기로 하였다(국가기록원 DA0579962, 202-203; DA0579864, 20-23).

4. 1991년 세계탁수선권대회 이후 남북의 단일팀 태도 변화
1991년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남북 단일팀 구성은 일본 현지에서
도 민단과 조총련으로 분리된 교포(동포)사회가 이 대회를 위해 최초로 함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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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응원전을 준비하는 등 단일팀 자체가 하나의 작은 통일이었다(KBS 1TV
2020/8/9). 당시 여자 단체전에서 단일팀이 우승을 했고, 남자 선수들도 메달
획득은 하지 못 했지만, 단일팀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선수로
참가했던 김택수는 북한 선수들과 함께 했던 45일 간의 여정에서 “선수들은 이념
과 정치를 넘어서 같은 사람이구나 한민족이구나, 이전엔 아예 만날 수 없었는데
헤어질 때는 정이 많이 들었고 애처로운 마음이었다”고 회상했다(김택수 인터뷰,
2021).6) 그 후, 대한탁구협회는 1991년 8월 9월 사이에 중국과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탁구대회에 남북이 갈라져 다시 싸울 수는 없다며, 단일팀이 아니면
출전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울 만큼 탁구협회와 선수들은 단일팀 구성 의지를
이어갔다(조선일보 1991/8/11). 그러나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
수권대회의 단일팀 구성을 끝으로 장기간 더 이상의 논의는 단절이 되었다.
이후, 남한은 체육교류와 단일팀 구성에 자신감을 얻고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된
반면, 북한은 이전과 다른 소극적 태도로 바뀌었다. 1991년 6월 30일 축구 해단식
기사를 끝으로 로동신문에서 ‘유일팀’ 이라는 제목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후 지금
까지도 공식적으로 북한이 먼저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1991년을 기점으로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어떤 이
유로 바뀌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한 태도 변화를 들 수 있다. 앞서 국제 정세
에 관해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공산권의 쇠퇴와 북미･북일 수교 불발 그리고
남한의 북방정책 쇠퇴, 흡수통일론 부상, 핵사찰 문제, 팀스피리트 훈련재개 등 대
내외적인 정치 군사적 압박을 느끼면서 북한 내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
수정으로 선회했다(임동원 2015, 231-236).7) 북한 경제도 점차 어려워지면서
1989년 정주영 회장의 방북과, 1990년과 1992년 김우중 회장의 방북을 통해 남
북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하나의 돌파구로 여기기도 했다(이제훈 2016, 307-314).
그리고 1990년대 초 소련과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 거래 시 결재 방식을 달러로
바꾼다고 통보하면서 북한의 달러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중앙일보 1991
6) 김택수 선수와는 직접 대면하여 개방형 인터뷰로 1시간 가량 진행하였다. 2021년 11월 8일.
7) 그 책에 팀스피리트 훈련이 어떻게 재개되었는지 자세한 배경이 나와 있다. 또한 이 시점에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담론을 내오며 북한식 사회주의에 관한 자부심과 특수성을 강
조하기 시작했다.

190 뺷국가전략뺸 2022년 제28권 1호

/5/16). 19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설치 등 북한은 대외무역을 통해
서 경제 사정을 극복하려 하였으나 모두 실현되지는 못했다(이제훈 2016, 315).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박철언 전 장관에 의하면 북한은 스포츠 교류가 자칫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는 촉매제가 돼서 체제가 약화되거나 붕괴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실제로 있었다고 했다(박철언 전 장관 인터뷰 2020). 따라서 북한의
체제 위기가 대외적 압박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북한은 내부 체제결속을 위해 단일
팀 구성에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는 북한의 대남 신뢰 문제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1991년 6월 제6회 포
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8강 진출의 성적을 내며 모든 일정이 끝나
자 남북은 곧바로 5차 체육회담을 준비하고 있었다. 8월 17일 재개 예정이었던
1992년 바르셀로나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보름 정도 앞두고 8월 4
일 북한 유도 선수 리창수가 남한으로 망명을 하였다. 언론들은 다가올 체육회담
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예상했고(경향신문 1991/8/5; 동아일보 1991/8/6), 실제
로 북한은 회담 사흘 전에 리 선수 망명을 남한의 귀순 공작으로 규정하고 리 선수
를 북으로 돌려 보내지 않으면 5차 회담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조선일
보 1991/8/13). 1991년 남북 단일팀 구성의 전제 조건에 남북은 체육인들의 신
변 안전을 책임지고 보장할 것을 명시한 바 있어 리창수 망명을 이 조건을 들어
북으로 돌려 보낼 것을 요청한 것이다(국가기록원 DA0351789, 241-243). 남한
입장에서는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리 선수의 망명을 받아 들였으나, 북한 입장에
서는 남한의 조치가 불신의 소지가 된 셈이다.
또한, 제6회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장이었던 장충식의 회고록
에 의하면, 남측 축구 대표팀이 평양역에 도착하여 기차에서 내리는데 선수들이
슬리퍼 또는 운동화를 꺾어 신고 반바지 등의 복장이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였다.
서울을 출발할 때는 정장을 입고 출발했는데 가는 과정에서 복장이 바뀌었다고 했
다. 환영나온 평양시민들 사이에서 비난과 탄식의 소리가 들렸다고 하니 장 단장
의 입장에서 매우 곤혹스러웠고, 북측 관계자들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했다. 또 축구 협회 한 임원이 북측의 여성 지배인에게 연애편지를 주어 북한 간부
들 사이에서 불쾌하다면서 강력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 장 단장은 또 사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임원을 단일팀에서 제외했다고 했다(장충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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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71). 단일팀 구성을 앞둔 중대한 시기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 북
측으로서는 남측이 자기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후 남
한 정부의 분석에도 북한이 체육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로 단일팀 구
성 참가가 북한 체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켰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국가기록원 DA0351789, 250).
한편, 1991년 12월 박철언 대신 군인 출신 이진삼이 체육청소년부 장관으로 임
명되면서 박 장관은 1년 만에 물러나게 되었다. 북한으로서는 6년 정도 비밀접촉
을 이어오며 신뢰가 형성된 교류･협력의 파트너가 사라진 셈이었다. 이것은 그가
체육청소년부 장관에 임명되면서부터 남북체육회담 전략 주도권을 두고 체육청소
년부와 안기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8) 박철언 전 장
관은 이에 대해 당시 안기부가 남북 단일팀 문제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다고 회
고했다(박철언 전 장관 인터뷰 2020).
셋째는 남북 유엔 동시가입에 따른 북한의 태도 변화이다. 1991년 9월 17일
유엔에서 남북 동시가입이 확정되면서 남북은 국제사회에서 두 개의 국가로 공식
승인되었고, 정식 국호로 분단이 확정된 사건이었다. 이전에 북한은 남북이 하나
의 의석으로 또는 단일팀을 내세우며 ‘하나의 조선’ 주장을 펴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동시가입 이후로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 설정에 더 치중했을 개연성을 짐작
할 수 있다. 북한은 “유엔에 단독으로 가입하려는 것은 우리와의 일종의 결별 선언
이며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분단 고착화로 들어
간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로동신문 1991/2/19). 특히, 1992년 남북 기본합의
서에 서명하면서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산권 붕괴, 북방정책의 쇠퇴, 교차 수교 실패, 흡수통일론 부상, 팀스피
리트 훈련 재개, 핵사찰 등 북한을 압박해 오는 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적인
선택은 유엔에 승인받은 한 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하다 보니 북한은 ‘하나의 조선’ 을 강조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나면
서 단일팀 구성 문제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과거 미국과
남한에 의한 ‘두개 조선’ 정책은 분단 고착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8) “체육부, 단일팀 전망놓고 자화자찬.” 뺷한겨레뺸 1991년 1월 18일; “남북체육회담 추진 늑장,
체육청소년부･통일원･안기부 갈등 심각.” 뺷한겨레뺸 1991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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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91년 단일팀 구성 성공을 기점으로 이후
에 북한은 대내외적인 변수에 의해 대남 체육 정책에서 단일팀 구성이 중요한 관
심사항이 되지 못한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남한은 1991년 6월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이후 해단식이 끝나고 체
육부와 체육계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음
단계를 고민하였다. 8월에 있을 제5차 체육회담을 앞두고 7월에 향후 남북 단일팀
회담 대책을 수립하면서 남북 체육교류 및 협력 3단계 추진 방안으로 ‘쌍방 체육
기구 통합’이라는 최종 목표를 세웠다(국가기록원 DA0351789, 13-15). 30년간
남북체육회담을 해오며 축적된 고민과 논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조직이 발전
하면 남북이 하나의 NOC(National Olympic Committee)를 구성할 수도 있는
실험적인 통합 모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과거 남과 북은 하나의 NOC 즉, KOC를 통해서 남북의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1963년 9월까지는 존재했었다. 그런데
남한이 단일팀을 거부하면서 IOC가 북한에 별도의 NOC 설립의 길을 열어주었고
남북이 공식적인 스포츠 분단의 길을 걷게 되었다(최진환 2020a, 251). 이후
1991년에 다시 스포츠 통합의 과제로 ‘쌍방 체육기구 통합’이라는 의제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 기구가 2022년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
로 다가올 지는 예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남북이 언젠가는 거쳐 가야 할 과제임에
는 틀림없어 보인다.

Ⅳ. 결론
1963년부터 1991년까지 30여 년간 남북체육회담은 정치회담이었다. 상대적으
로 비정치적인 분야였음에도 남북의 분단과 한국전쟁 그리고 유엔 가입으로 이어
지는 체제 경쟁과 대결에서 어떤 체육 회담도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
러한 배경에서 1991년을 기점으로 남과 북의 단일팀 구성에 대한 남북의 입장 변
화는 시사하는 바가 컸다. 본 연구는 1991년 단일팀의 성사와 이후 단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고찰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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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단일팀에 대한 지향의 차이는 1991년 이전까지 남한은 개별팀, 북한은
단일팀 주장이라는 맥락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일팀 성사까지 이룰 수 있
었던 내부 요인으로는 첫째, 1963년부터 북한의 일관된 단일팀 선(先) 주장이 있
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까지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주장은 북
한의 선(先) 제안으로 이루어졌었다. 남한은 선(先) 교류를 주장하며 북한의 단일
팀 구성 제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개별팀 전략으로 회담 결렬을 주도했었다.
둘째, 단일팀 성사에 대한 남한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있었다. 1988년 노태우 대
통령의 7.7 선언을 시작으로 북방정책에 따른 1990년 12월 말 박철언 체육청소
년부 장관 임명은 급격한 회담 기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은 남한의 팀스피리
트 군사 훈련이라는 회담 거부 명분이 있었지만, 다른 고위급회담은 거부하면서도
체육회담만은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있었다. 이는 박철언 전 장관이 1985년부터
북한과의 비밀 접촉에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 측면이 주요했다고 생각
한다.
이러한 성사 배경에 관한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북한의
위기 탈출 전략으로 단일팀 구성 대응을 들 수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끝나
고 남한은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공산권의 붕괴와 더불어 중국, 소련과 수교를
맺는 등 공세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자,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미국과 일본과의 교
차 수교를 시도했으나 실패하면서 국제적 고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면의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였고 그 중 하나가 단일팀 구성이었다. 그리고 남한의 유
엔가입 전략에 대응하여 ‘하나의 조선’을 강조하며 1991년까지는 남한과 단일팀
구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급격한 국내외 정세 변화는 반대급부로 북한의 역 선택을 부추긴 측면이
존재한다. 이는 1991년 단일팀 구성 이후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로 변하면서 단일
팀 회담이 단절되었는데 그 이유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의 내부적 요인으로는 첫째, 정부 내 대북 정책 변화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노태우 정부 후반기에 북방 정책 후퇴와 흡수통일론을 주장하는 남한
내 보수 강경파의 등장이 하나의 요인이었다. 이로써 북한의 선택은 남한과 교류･
협력보다는 체제 결속 강화와 함께 유엔 동시가입에 따른 ‘하나의 조선’ 주장에서
‘두개 조선’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의해 단일팀 구성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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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소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남한 정부에 대한 불신 심화를 들 수 있
다. 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리 선수의 망명 사건, 단일팀 구성을 성사시켰던 박철언
전 장관의 퇴진, 단일팀 구성에 따른 사회적 유익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은
단일팀 구성에 크게 미련을 두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단일팀 구성이 단절된 외부적 요인으로는 대외적으로 가해지는 정치 군사 경제
적 압박과 미국의 북방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들 수 있다. 1989년 미국의
박철언에 대한 호출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남북
체육교류에 환영의 뜻을 비쳤으나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은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까지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협력 문제에 집중하기 보다 체제 내 문제에 집중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엔 가입 이후 ‘두개 조선’ 즉, 국가 대 국가의 외형적 관계가 형성되었으나, 교차
승인이 실패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기울어진 대외 관계가 되다 보니 외형적 관계와
실질적 관계의 모순에 빠져 단일팀 구성의 명분을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체육이라는 순수 신체활동을 통한 정서적 교감
이라는 측면에서 남북 단일팀 문제를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남북의 체육 교류는 대등한 관계 설정이 기본이다. 어떤 게임이나 경기도
동일한 규정에 합의되어야 하듯이 남과 북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설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단일팀 회담에서 북한이 일관하게 강조한 것과 성사를 가능하게 했
던 배경에는 남북의 대등한 관계 보장이라는 원칙이 있었고 서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있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국기를 경기장에서 철거시킨
박근혜 정부의 조치는 북한을 대등한 관계 또는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
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는 과거
와는 다른 남북 교류･협력의 지향을 가졌지만, 또 다른 정권에 따라 남북 관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 체육교류에 있어서는 북
한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 남북 교류나 단일팀 구성 논의는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그것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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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정부주도의 체육교류는 정치 군사적인 이슈에 휘말릴
경우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1991년 단일팀 구성의 성사와 단절로부터 오는 교훈
이다. 따라서 남북의 체육 문제는 과거처럼 정부주도의 교류 정책에서 탈피하여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간 영역이나 체육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어떤 정치 지형에서도 독자적인 교류･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 정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014년부터 민간영역에서 추진된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통한 체육교류의 역사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또
2018년 5월과 7월에 스웨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대전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
회에서 구성된 남북 탁구 단일팀은 정부 주도가 아닌 협회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어
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체육이라는 비정치적 요소를 정부가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는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꾼다면, 민간 영역에서 얼마든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남북
체육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남북 단일팀 구성 논의가 활발하던 1991년 이후, 남한은 1992년 바르셀
로나 올림픽을 앞두고 체육부 주도로 ‘남북 체육 기구 통합’을 하고자 착안하였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남북이 하나의 NOC를 구성하자는 것과 같다. 돌이켜 보면 대
담한 판단이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능의 영역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기구 통합이 힘을 얻으려면 실상 민간영역이나 체육회와 같은 하부단위의
자발적인 남북 교류 활성화가 전제될 때 진정한 통합 기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거스를 수 없는 평화와 통일의 흐름에서 볼 때 남북이 서로 대등한
주체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조력하는 새로운 형
태의 남북 체육 교류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
투 고 일 : 2022. 01. 17.
심사완료일 : 2022. 02. 08.
게 재 일 : 2022.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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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the Achievement and Disconnection
of a Single Inter-Korean Team in 1991:
Focused on the 41st Giba World Table Tennis Championships
Jin Hwan Choi

This study began with questions about how the formation of a single inter-Korean team in 1991 became successful and why it did not last and was cut
off. Through the history of the past unified team debate, I tried to examine the
situation at home and abroad starting with 1991 and examine what issues affected
sports talks. Single-team talks began by the proposal from IOC in the 1960s, but
had been proposed by North Korea until 1991. When South Korea declared its
policy of joining the United Nations in the 1973 6.23 Declaration, North Korea
insisted on "One Korea" and consistently proposed talks to form a single inter-Korean team. In the early 1990s, du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need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 actively engaged in
talks to form a single team, but South Korea responded passively and focused on
strategies to participate in Two Korea teams. However, A single inter-Korean
team was formed in 1991 due to the political decision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northern policy. Since then, South Korea has been active in proposing a single team and North Korea has been passive. Against this backdrop, there
were political and military pressures such as the decline of northern policy within
South Korea, the conservativeization of political pressure, and the resumption of
military training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 choosing its own route and strengthening its system, it can be seen
that the formation of a single inter-Korean team was no longer attractive.
Keywords: Single Inter-Korean Team, Inter-korean Sports Talks, Northern Policy,

1991 World Table Tennis Championshi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