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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47년 10월 초 이후 북한의 김일성은 남북한의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회
의(남북협상)를 개최할 것을 거듭해서 제의했다. 김일성이 그런 제의를 한 목적은
유엔이 한국문제 를 토의∙결의하는 것을 저지하고, 남한에서 정부수립을 위한 총
선이 실시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대표자회
의에 남한의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정치공작을 전개
했다. 특히 김구와 김규식을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전개했다. 김일성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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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한에 파견해놓은 북한 공작원, 자기가 일찍부터 포섭해놓은 남한의 정치인들,
한독당과 중간파 정당∙단체들에 침투시켜 놓은 공산당 프락치 등을 이용하여 김구
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에 참여하도록 유인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의 그러한
공작에 말려들어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평양회의
에 참여함으로써 남한 총선을 저지하려는 김일성의 노력을 도와주었다.

주제어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대표자회의(남북협상), 남한 총선, 공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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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 논문은 남북협상(남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남한 정치
인들, 특히 김구와 김규식을 끌어들이기 위해 북한정권이 1947년 가을부
터 1948년 봄까지 전개한 정치공작을 추적해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정치공작이란 정치와 관련된 정보획득∙유포공작과
대인포섭공작을 뜻한다. 당시 북한정권의 대남 정치공작은 극비리에 전개
되었으며, 그에 관한 문헌자료는 매우 빈약하다. 그에 관한 북한정권의 공
식 자료가 공개된 일도 없고, 남한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도 없다. 북한 측
자료로는 북한에서 발행된 다분히 선전적인 목적에서 저술된 문헌, 남한
으로 귀순한 북한 인사들의 회고담, 그리고 북한주둔 소련군 장교들의 메
모나 일지 속에 들어 있는 관련 내용이 전부이다. 남한 측 자료로는 북한
간첩에 대한 수사기록, 미군정이 본국정부에 보낸 보고문 중의 관련 내용,
저술가들이 남북협상 관련자들의 회고담을 청취하여 작성해놓은 글들이
전부이다.
이처럼 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을
작성하려고 한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사례연구를 통해 해방공간에
서 북한정권이 전개한 대남정치공작의 실상의 일부를 파악해보려는 것이
다. 둘째는 1948년 봄의 남북협상과 관련된 기존의 논저들이 그것을 성사
시키기 위한 북한정권의 정치공작 측면을 배제하고 남북협상을 기술함으
로써 남북협상의 실상을 심하게 왜곡하고 있는 점을 바로 잡아보려는 것
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다룬 학술적 논문은 국내외를 막론
하고 이제껏 발표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논문의 작성에 있어서는 선행연
구들을 검토하는 것이나 선행연구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 논문은 선행연구가 전무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빈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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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시론적 연구의 성격이 농후하다.
따라서 시론적 연구가 갖게 마련인 부실한 점들이 많이 내포되었을 것으
로 생각한다.

Ⅱ. 김일성의 남북협상제의와 김구∙김규식 포섭의 필요성
1947년 10월 3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은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회의에서“우리는 전국적 범위에서 애국력량
을 총집결하여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선에서 쏘미 량군을 동시에
철거시키고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열책동을 파탄시키며
통일적인 민주주의중앙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남북조선 정
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나라에 조성된 정치정세를 토
의하고 구국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1) 북한의 문헌은 이
러한 김일성의 발언을 남북 정당 사회단체 대표 연석회의를 소집하자는
제의이며, 이승만 김성수 계열의‘극반동세력’
을 제외한‘전민족적 통일
전선’형성을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한다.2) 김일성은 같은 달 11일에
행한 연설에서도“조선인민은 외국의 간섭 없이 자신의 힘으로 조국을 통
일할 것을 주장하며 조선에서 쏘미 양국 군대가 동시에 철거할 것을 강력
히 주장합니다”
라고 말하여 10월 3일의 발언을 뒷받침했다.3)
물론, 이러한 김일성의 남북연석회의(남북협상) 개최 제의는 북한주둔

1) 정리근,『력사적인 4월 남북련석회의』
(평양: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88), p.15.
2) 위의 책, pp.16-17.
3)『김일성저작집』
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475<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서울: 선
인, 2003), p.56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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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군의 지시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4) 소련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북연
석회의를 제의하도록 한 것은 1947년 9월 한국문제의 유엔총회상정을 저
지하기 위해 소련이 제시한 한반도문제 해결방안(한국문제를 유엔총회에
서 결정하지 말고, 1948년 초두 이전에 남북한에서 미군과 소련군을 철수
한 다음 한국인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자는 방안)과 관계가 있다. 소련
은 이러한 제안을 1947년 9월 26일에 제시했으며, 그러한 소련의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인의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김일성으로 하여금 한
국문제를 한국인 스스로가 해결하려는 조치로서 남북협상을 제의하도록
했던 것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정치세력이 한국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상을 전개한다면, 유엔총회가 한국문제를 토의하거나 그 해결책을
결정할 명분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소련과 김일성이 남북협상을 성사시키려면 남한의 정치세력을 남북협
상에 참여시켜야 했다. 남한의 정치세력을 남북협상에 끌어들이는데 있어
서 그들이 노리는 최대의 표적은 김구와 김규식이었다. 남한의 정치세력
가운데 좌익세력은 이미 북로당의 통제 하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5) 남한
4) 북한정권 수립 시기 김일성의 모든 정치적 행동은 북한주둔 소련군의 지시에 따른 것이
었으며, 남북협상에 관한 김일성의 행동도 예외는 아니다. 남북협상에 관한 김일성의 행
동을 포함한 김일성의 모든 행동이 소련군의 지시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는 점은 1994년
11월 국내에 보도된 북한주둔 소련군 정치사령관 니콜라이 게오르기예비치 레베데프 소
장의 비망록, 레베데프 소장의 직속상관으로서 북한주둔 소련군의 정치적 결정을 지휘
한 소련군 연해주군관구 정치담당 부사령관 테렌치비치 스티코프 대장의 비망록, 소련
공산당 정치국 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중앙일보』
, 1994. 11. 15-21에 연재된 레베데프 비
망록과 1995. 5. 9-6. 13에 연재된 스티코프 비망록: Andrei Lankov,“The Soviet
Politburo Decisions and Emergence of the North Korean State, 1946-1948”
,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From Division Toward Peaceful Unification,
The Proceedings of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Politics, 13-15
July 2005, pp.76-77; 김국후,『비록 평양의 소련군정』
(서울: 한울, 2008), pp.195, 200,
236 참조.
5) 김일성은 1946년 11월 초 평양에서 개최된 북로당과 남한 좌익 3당 비밀연석회의를 계기
로 남한좌익진영 전체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했다. 중앙일보 특별취재반,『비록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서울: 중앙일보사, 1992), pp.27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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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세력을 남북협상에 끌어들이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남한 중간파세력을 끌어들이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남한 중간파
진영의 대부분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에는 북로당과 남로당의 프락치들이
많이 침투해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형상 중간파의 지도자로 행세하는 인
사들의 상당수가 이미 북로당에 포섭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중간파
의 최고지도자 김규식은 아직 북한의 영향권에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었
다. 남한의 우익세력 가운데 한독당과 그 지도자 김구는 남북협상에 끌어
들일 가능성이 있었다. 한독당과 김구는 남한 우익진영의 주류인 이승만
과 한민당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독당에도 이미 북로당과 남
로당의 프락치가 많이 침투해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3개의 공작 루트를 통해 김구와 김규식을 포섭하는 공작을 전
개했다.
첫째는 북한정권이 남한에 파견한 공작원들을 통한 포섭공작이었다.
1946년 2월 8일 북한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명칭의 단독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1946년 3월부터 북한정권은 남한에 그들의 공작원을 본격
적으로 파견하기 시작했다. 1947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확대 안정된 후, 북한의 공작원 남파는 더욱 강화되었다. 남
한 정치인들에 대한 포섭공작을 담당하는 북한정권의 책임부서는 북조선
로동당 조직부 연락실(5호실)이었다. 북로당 조직부 연락실은 처음에는
남북 당 간의 연락을 주업무로 하다가 점차 남로당의 종파투쟁과 정치활
동을 감시하는 일, 남로당 내 파벌투쟁에서 패배하여 당 운영에서 소외되
거나 당 밖으로 밀려난 좌익인사들을 관리하는 일, 남한 내 비좌익권 정치
인들을 포섭∙조종하는 정치공작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둘째는 일찍부터 북한정권에 포섭된 남한의 중도좌파 정치인들을 통한
포섭공작이다. 북한정권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출범을 전후하여 본격
적으로 북한의 공작원들을 남한으로 파견하는 것과 동시에 조선공산당(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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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남로당)에 참여하지 않은 남한의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였으
며, 그 중 지도자급은 비밀리에 북한으로 끌어들여 포섭상태를 강화했다.
공산당에 참여하지 않은 남한 정치인들에 대한 북한정권의 포섭공작은 북
한공산당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출범시킴과 동시에 정립한‘북조선
민주기지론’
과 연관된 일이다. 북한의 이론가들에 따르면 북조선민주기
지론이란 미국이 남한을 점령하고 있는 조건에서‘반제 반봉건적 민주혁
명’
을 전국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는 북한을 민
주기지, 곧 혁명근거지로 건설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반도의 통일 독립과
민주화를 쟁취한다는 이론이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기지란 인민 민주주의
혁명 근거지를 말하는 것이고, 혁명의 근거지란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이
동시에 승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혁명역량을 축적하여
전국적인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물질적 기초가 되는 혁명의 원천지를
, 즉 북한에서 인민민주주의
뜻한다.6) 민주기지론에 입각한‘전국적 혁명’
체제가 공고화된 후 그를 토대로 남한까지 인민민주주의화하는 혁명이 성
공하려면 보다 많은 남한의 정치인들과 북한정권이 연대관계를 형성해두
어야 했으며, 그러한 필요에 따라 북한정권은 남한의 공산당원들에 대한
통제의 강화와 아울러 공산당에 참여하지 않은 정치인들을 많이 포섭하려
고 했던 것이다.
셋째는 한독당 및 중간파 정당과 단체들에 침투해 있는 남∙북로동당
프락치들을 동원한 밑으로부터의 압력행사이다. 김구나 김규식이 지도자
로 있는 정당 및 사회단체에 침투해있는 남∙북로동당의 프락치들을 동원
하여 그들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각종 회의에서 남북협상을 제의하거나 지
지하게 함으로써 그 지도자인 김구∙김규식으로 하여금 남북협상에 참여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6) 최영환,“해방 후 조선 혁명에 있어서의 북반부 민주 기지”
,『력사과학』
10호(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과학원 력사학연구소, 1955년),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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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은 남북협상에 김구∙김규식을 끌어들이는 공작과 더불어 남
한의 문화인(지식인)들 사이에 남북협상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는 공작도
전개했다. 남한의 지식인 사회에서 남북협상 지지 분위기가 조성되면 김
구∙김규식을 남북협상에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남한정부
수립을 방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양에서 남북한 정
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개최되기로 당초 예정되었던 날인 1948
년 4월 14일 서울에서 남북협상을 지지하고 김구와 김규식 등 남한 지도
자들의 평양행을 성원하는‘문화인 108인 성명’
이 발표된 것은 그러한 공
작의 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7)

Ⅲ. 남파 공작원들을 통한 공작
북한정권의 대남공작부서로부터 남한에는 많은 공작원이 파견되었다.
정치인 포섭 공작을 전개한 북한 공작원도 많았다. 그 중 김구와 김규식을
남북협상에 끌어들이는 포섭공작에 두각을 나타낸 대표적 인물은 성시백
과 서영해이다.
성시백은 1905년 황해도 평산에서 출생, 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1920년대 국내에서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가 1920년대 말에 중국으로
갔으며, 1930년대에 중국공산당원이 되었다. 중국공산당원으로서의 그의
주된 활동은 국민당 통치 지구에서의 지하공작이었다. 중국에서 활동할
때 성시백의 활동지역과 임시정부의 활동영역이 동일한 탓으로 성시백은
7) 그 성명에 서명한 108인이 모두 북한정권의 공작에 따라 서명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
으나 성명발표라는 전체적 구상과 추진은 북한정권의 공작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성
명서의 작성은 설의식이 했지만, 그러한 성명 발표를 이면에서 공작한 인물은 당시 북한
정권을 위해 일하고 있던 홍명희와 백남운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광운,『통일독립
의 현대사: 권태양의 생애와 시대 이야기』
(서울: 지성사, 1995),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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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사람들과도 교유했다. 성시백은 해방 후 선박 편으로 부산으로
귀국해서 서울을 거쳐 1946년 2월 평양에 도착했다. 평양 도착과 함께 성
시백은 북조선공산당의 중견간부가 되었고, 곧이어 김일성의 직속 대남공
작부서인 연락실(북로당 조직부 연락실: 5호실)의 부책임자가 되었다.8)
성시백은 1946년 3월부터 남북한을 오가며 공작활동을 전개했다. 그는
서울에서 활동할 때는 정향명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부유한 무역상으로
행세했다. 공작활동 초기에는 과거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포섭
했다. 이범석 밑에서 일하던 정국은, 김규식 계통에서 일하던 박건웅, 조
선공산당의 반박헌영파인 서중석의 동생 서완석 등을 포섭했다.9) 1946년
12월경부터는 서울에 장기 체류하면서 공작활동을 전개했다.
성시백의 서울 장기체류는 김일성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성시
백은 1950년 5월 남한 당국에 체포될 때까지 서울에서 아지트를 30여개
나 설치해놓고 활동했으며,『조선중앙일보』
와『우리신문』등을 직접 발
행하며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남한의 군부로부터 군사정보를 탐지하여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전개했다.10) 그가 서울에 장기체류하던 초기에 전
개했던 공작은 박헌영파에 밀려 남로당에 참여하지 않은 인민당의 여운
형 추종자들과 신민당의 백남운 추종자들을 규합하여 중도좌파정당인
근로인민당의 창당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 공작은 김일성의 밀명에 따
른 것이었다.11)
1947년 11월 김일성은 성시백을 직접 만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
들 간의 합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구 김규식 등에게 합작의사를 전달

8) 유영구,
“거물간첩 성시백 프로젝트”
상,
『월간중앙』
1992년 6월호, pp.637-639.
9) 위의 글, p.640.
10) 선우종원,『사상검사』
(서울: 계명사, 1993), p.165; 중앙정보부,『북한대남공작사』
제1권
(서울: 중앙정보부, 1972), pp.279-288; 유영구,『남북을 오고간 사람들』
(서울: 글,
1993), pp.71-74.
11) 유영구(1992), pp.64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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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남북연석회의 실현에 그들을 참여시키라고 지시했다.12) 이러한 김일
성의 지시에 따라 성시백은 1947년 초겨울부터 김구와 김규식을 통일전
선, 즉 남북 연석회의에 끌어들이는 포섭공작을 전개하게 되었다.13)
성시백은 김구∙김규식을 포섭하라는 김일성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서 우선 김구와 김규식의 측근들을 포섭했다. 성시백은 자기의 하부인 서
완석과 강병찬을 통해 김규식의 비서실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송모와 권
태양을 포섭했다. 김규식 밑에서 민족자주연맹의 간부로 일하는 박건웅과
임정계통의 김찬도 성시백선의 핵심인물이었다. 성시백은 김구의 개인비
서인 안우생을 포섭했다. 안우생은 김구의 맏며느리인 안미생의 사촌동생
이며, 안중근 의사의 동생 안공근의 아들이다. 김구의 최측근 중의 하나인
엄항섭도 성시백과 연결되었다. 엄항섭의 아들은 남로당원이었다. 엄항섭
은 1948년 2월 10일 김구가 발표한「3천만 동포에 읍고함」
이란 성명서를
작성할 때도 성시백을 두 차례나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진다.14)
성시백은 김구와 김규식의 수족과 같은 측근인물들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
여금 자기들이 모시는 김구와 김규식을 남북협상 참여 쪽으로 유도하도록
만든 것이다.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 동조로 입장을 선회한 후에는 성시백은 남한
의 남북협상세력을 통일전선기구로 묶는 일에 주력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1948년 3월 하순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 발기인회가 개최되었다. 이
협의회는 4월 3일 정식 결성되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주요 지도자들의 실
무비서였던 권태양, 최백근, 강병찬, 김홍권, 안우생 등이 많이 활약했는
데 그들은 모두 성시백과 연결된 공작원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다. 북
한 문헌은 성시백이 중국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김구와 인연이 있었고,
12)『로동신문』
, 1997. 5. 26에 보도된 성시백 관련 기사; 김광운(1995), p.193.
13)『로동신문』
, 1986. 4. 19에 보도된 김종항∙안우생의 남북연석회의 회고기사.
14) 유영구(1992), pp.650~651, 653; 대검찰청조사국,『좌익사건실록』
제2권(서울: 대검찰
청조사국, 1968), pp.54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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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를 직접 찾아가 남북협상 지지를 설득했고 김일성의 남북연석회의 초
청장을 전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15)
서영해는 북조선 인민위원회 정보처가 남파한 공작원이다. 서영해는 과
거 상해 임시정부의 파리 주재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인물이었으며, 김구
의 측근 중 엄항섭과 가까운 사이였다. 서영해는 엄항섭을 통해 경교장으
로 김구를 방문하여“나는 현재 북조선에서 모기관의 요직을 맡고 있다”
고 자기소개를 한 다음,“김구 주석께서 유엔에 의한 단독선거를 배격하
고 북조선의 김일성 위원장에게 남북총선거를 제의하면 남북을 통한 총선
거가 가능합니다. 김일성 위원장은 독립운동 경력이 짧아서 김구 주석을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지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구는“서형의 확실한 신분을 대주오. 지금 이북의 무슨 기관에서 일하
고 있소?”
라고 물었다. 서영해는“김구 주석께서 앞으로 평양에 오시게
되면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정부 수
립론을 거듭 역설했다.16) 김구에게 통일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하겠
다는 미끼를 던지기로 한 것은 1947년 11월 15일 북로당 지도부와 북한주
둔 소련군 정치장교들이 모인 회합에서 소련군 정치장교들의 제안에 따라
잠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다.17)
김구는 이러한 서영해의 말에 영향을 받아 남북협상에 동조하게 되었
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한 견해는 임시정부 국무원 비서장을 역임했고
1948년 당시 한독당 상무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경한이 증언한 것이다. 조
경한은 한 인터뷰에서“하루는 엄항섭이 찾아와 하는 말이 남북협상을 해
야겠다고 말해요. 이유를 물었더니…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면 장덕수
15)『로동신문』
, 1997. 5. 26에 보도된 성시백 관련 기사.
16) 이기봉,
“남조선 반동거두 김구를 평양에 불러라: 1948년 남북협상 이면비화”
상,『민족
정론』
1994년 8월호, pp.146-147.
17) 이기봉,“남조선 반동거두 김구를 평양에 불러라: 1948년 남북협상 이면비화”
중,『민족
정론』
1994년 9월호 p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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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사건 여파로 한독당이 불리한 입장에 서기 때문에 도저히 선거에 이
길 자신이 없으니 그 정치적 출로로 남북회담이 요청되고…[남북회담에
서 주장되는 대로] 남북한을 통한 총선거가 실시되면 김구 선생이 대통
령으로 선출될 수 있으니 남북협상을 열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누
가 그러더냐고 물었더니 임정 주불 연락원으로 있었던 서영해라는 사람
이 김구 선생을 찾아와서 김일성이 김구 선생을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만
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자꾸 종용하고 있다는 말까지 털어놓아요.”
라고 증언했다.18)
서영해가 되었든 다른 사람이 되었든, 북한정권의 공작원을 통해 북한
정권이 김구에게 관직 제공을 제의한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해방
직후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 최고위 정치장교로서 북한정권을 지휘했던 레
베데프 장군의 비망록은 1948년 4월 7일 김일성과 김두봉이 백남운을 만
난 자리에서“우리들은 헌법을 채택하지만 내각을 구성하지는 않을 것이
다. 김구와 김규식에게 직위를 주고 헌법채택 이후 범민족정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밑받침해준다.19)
서영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8년 7월 남한의 남북협
상파들이 결성한 통일독립촉진회(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의 유엔총회
파견 대표단의 선발대로 파리에 갔다가 북한으로 넘어갔으며 그 후 행방
불명되었다.

18) 조규하 등,『남북의 대화』
(서울: 고려원, 1987), pp.357-358.
19) 김국후,『비록 평양의 소련군정』
(서울: 한울, 2008),, pp.257-258에 게재된 레베데프
비망록 1948년 4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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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포섭된 남한 정치인들을 통한 공작
북한정권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공작원들을 통해 김구∙김규식을 남북
협상으로 끌어들이는 공작을 전개하는 것과 병행하여, 이미 포섭해놓은
남한 정치인들을 북으로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김구∙김규식을 남북협
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공작을 전개했다. 이 시기에 북로당이 북으로
불러간 남한 중간파 정당 소속 정치인들로는 홍명희, 백남운, 김원봉(인민
공화당 위원장), 박건웅(민족자주연맹 간부) 등을 들 수 있다.20) 이들 가운
데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 참여에 강한 영향을 미친 인사는 홍명희와
백남운이다.
홍명희는 1888년 충청북도 괴산의 부유한 양반 집안에서 출생했다. 일
본 유학(대세이 중학교 졸업)시기 사회주의 관련 서클에 참여했고, 귀국
후 1924년에 결성된 좌경서클 신사상연구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사상에 깊이 빠지지는 않았고 공산당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홍명
희는 1920년대 초반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했고, 1920년대 후반에는
시대일보 사장과 신간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일제하 최대의 장편
소설『임꺽정』
의 작가이기도 하다. 해방직후에는 좌익문인단체인 조선문
학가동맹(전국문학가동맹의 전신)의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홍명
희 자신은 사회주의사상에 깊이 물든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았다. 그의 차남과 딸은 공산당원이었고, 그의 장남은
공산당원은 아니나 좌익동조자였다. 공산당 핵심간부 중의 하나인 김삼룡
은 홍명희의 먼 인척이었고, 김삼룡의 조카이면서 좌익인사인 김기환은
일제 때와 해방공간에서 줄곧 홍명희 밑에서 일해 왔다.21) 홍명희는 우익
20) 중앙일보 특별취재반,『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서울: 중앙일보사, 1993), p.
299.
21) 위의 책, p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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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들과도 가까이 지냈다. 우익인사인 정인보는 홍명희와 사돈관계였고,
김구의 측근인 조완구는 홍명희의 처삼촌이었다. 홍명희는 또한 중간파인
안재홍 김규식과도 가까웠다.
대체적으로 보아 중도좌파에 해당하는 인물인 홍명희는 1946년 봄부터
북한공산당에 포섭되었다. 홍명희는 1946년 3월말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
하여 김일성 등 북한공산당 지도부와 면담하여 북한공산당의 협조자가 되
었다. 홍명희는 그해 8월에 두 번째로 평양을 비밀 방문하여 김일성으로
부터 독자적 정당 결성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획득했다.22) 서울로 돌아온
홍명희는 46년 9월 외형상 중도노선을 표방하는 민주통일당을 만들었다.
홍명희는 민주통일당을 근거로 47년 10월 몇 개의 중간파 정당들을 통합
하여 민주독립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결성했다. 그리고 이 민독당을 이
끌고 김규식과 협력하여 중간파 정당 단체들을 모두 포괄하는 통일전선기
구인 민족자주연맹(민련)의 결성을 추진했다.23)
홍명희는 민독당 결성 후 1947년 11월 중순 세 번째로 평양을 비밀 방
문하여 김일성 등 북한정권 지도부로부터 남한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남북
협상 추진에 홍명희의 민독당이 앞장서달라는 주문을 받았다.24) 평양에서
돌아온 홍명희는 근민당과 민독당, 그리고 한독당의 조소앙 계가 주도하
고 있는 중간파 정당들의 연합체인 정당협의회 활동을 강화하면서, 정당
협의회가 외군철수와 남북협상 개최를 주장하도록 공작했다. 동시에 중간
파 정당 단체들의 통일전선 조직인 민족자주연맹의 결성에 적극 참여했
다. 민련은 1947년 12월 20일 결성되었으며, 민련의 위원장엔 김규식이
선임되고, 홍명희는 5명의 부위원장 중 1인으로 선임되었다.25)
22) 위의 책, pp.218-219.
23) 양동안,
“1945~1948년 기간 중도제파의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
통권 84
호(2001년 가을), p.232.
24)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pp.220-221.
25) 양동안(2001), pp.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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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간파 정당과 단체들을 남한정부수립반대-남북협상지지 궤도
로 동원하는 조직적 틀을 확립한 데 이어 홍명희는 1948년 새해 벽두부터
김구 김규식 등 우익진영 및 중도파 지도자들을 열심히 만나서‘남북의
정당지도자들이 만나 구국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 바꾸어 말해서‘남북협
상을 추진해야 한다’
고 설득했다.26) 성시백의 공작으로 인해, 이미 측근들
로부터 남북협상을 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 있었던 김구와 김규식에게
이러한 홍명희의 설득은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김구나 김규식은 홍명희가 일제하 국내에 활동하던 지식인 가운데 공산
주의자가 아니면서 친일경력이 전무한 점을 높이 사서 홍명희를 매우 신
뢰하고 있었다. 그들은 홍명희가 북한정권에 포섭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
혀 알지 못했음으로 그러한 신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김구와 김규식
은 평양의 남북협상회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홍명희가 북한정
권의 앞잡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를 신뢰했다. 그래서 1948년 6월
초 김일성이 제2차 남북협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김구와 김규식에게 북
한(해주)으로 와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을 때, 양김은 서신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니 북한에 체류 중인 홍명희를 보내서 자세한 것을 상의하
자고 회답했다. 물론 홍명희는 오지 않았다.
홍명희는 1948년 2월 네 번째로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했다. 이 때 북로
당 지도부와 홍명희는 남한 정치세력을 남북협상에 끌어들이는 일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남한에서 남북협상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통일전선과 같
은 조직체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서울로 돌아온 홍명희
는 북한정권에 포섭된 다른 인사들 및 남파된 북한 공작원들과 협력하여
남북협상파의 통일전선 기구인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를 결성했다.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남한의 모든 남북협상파들이 망라된 이 협의회는 3월

26) 중앙일보 특별취재반(1993), p.221.

22 국가정보연구 제3권 1호

26일에 발기되어 4월 3일에 정식으로 결성되었다.27)
홍명희는 남북협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1948년 4월 10일 평양에 도착
했으며, 평양회의가 끝난 후 남한으로 돌아오지 않고 북한에 남아 있다가
북한정권에서 부수상까지 역임했다. 백남운은 1885년 전라북도 고창에서
출생했다. 수원농업학교를 거쳐 일본에 유학, 동경상과대학을 졸업했다.
일본 유학시절 맑스주의 경제이론을 수용하게 되었다. 1925년부터 1938
년까지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했으며, 우리나라 고대 사회경제에
관한 최초의 연구서인『조선사회경제사』
(1933년)를 저술하여 학자로서의
성가를 확보했다. 해방직후에는 조선학술원을 설립하고 그 원장을 맡았
고, 1945년에는 미군정에 의해 경성대학(서울대학교 전신) 법문학부 재정
학교수로 임명되었으며, 1946년에는 한반도의 독립을 위해서는 좌우연립
정부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조선민족의 진로』
라
는 소책자를 발표했다. 백남운은 맑스주의자이면서도 공산당에는 가입하
지 않아 외형상으로는 좌익성향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중간파 및
우익진영 인사들과도 교유했다. 백남운은 박헌영을 비롯한 남한 공산당의
지도자들을 맑스주의이론을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로 간주했고, 공산당
의 박헌영파는 백남운을 좌익서생 정도로 백안시했다.
백남운은 북한정권에 제일 먼저 포섭된 남한의 지도자급 정치인이다.
그는 1946년 1월 25일 경에 평양을 처음으로 비밀 방문했는데,28) 이는 여
운형이 처음으로 평양을 비밀 방문한 1946년 2월 10일보다 보름 정도 앞
서 이루어진 것이다. 백남운은 첫 번째 평양방문에서 김일성 등 북한 공산
당 지도부로부터 남한의 학자와 문화인들을 북한으로 빼돌리는 창구 역할
을 맡아달라는 요청과 백남운이 서울에서 독립동맹 경성특별위원회를 결
성하는데 대한 지지를 받았다. 백남운은 서울로 귀환한 후 1946년 2월부
27) 위의 책, pp.221-222.
28) 위의 책, pp.92,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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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서울에 있던 인문∙사회과학자와 자연과학자 및 예술인들을 북한으로
빼돌리는 작업을 전개했으며, 같은 달 5일 독립동맹 경성특별위원회를 결
성했다.29)
그 이후 백남운은 모든 정치활동을 북한정권 지도부의 지시나 지지를
받아 활동했으며, 그러한 지시나 지지를 받기 위해 평양을 매우 빈번하게
방문했다. 그 동안 백남운의 소속정당은 독립동맹 경성특별위원회→신민
당→사회노동당→근로인민당으로 거듭 변경되었다.
백남운은 1947년 10월 중순 아홉 번째로 평양을 방문했으며, 이때는 근
민당 위원장 자격이었다. 백남운이 평양으로부터 귀환한 직후인 10월 18
일 근민당, 사민당, 민주한독당, 민중동맹, 신진당 등 중간파 5개 정당은
미소양군 조기철수와 남북협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백남운은 1947년 12월 초와 1948년 2월말에도 평양을 비밀리에 다녀왔
다. 남한정부수립반대투쟁 및 남북협상추진과 관련된 북한정권 지도부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문헌은 김일성이 1947년
12월 무렵‘남한에서 온 한 혁명가’
를 만나서 이승만 김성수 등‘극소수
반동분자들을 제외한 남조선의 애국적인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
이 남북 연석회의의 소집을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으며,‘남조선
의 모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사업을 잘하여’그들이 북로당의
남북 연석회의 소집방침을 지지하고 나서게 될 때 북한정권은 남북 연석
회의 소집방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고 기술했다.30)
백남운은 이처럼 1947년 10월 이후 평양을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남북
협상을 위한 중간파 정당들의 행동통일 체제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중
간파 연합조직으로 김규식을 에워싸서 김규식으로 하여금 결국 남북협상
에 동조하게 만드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중간파와 김구세력을 혼성한 조
29) 위의 책, pp.188-192.
30) 정리근(1988),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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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체(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를 결성하여 김구세력이 남북협상에서 중도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일조했다.
또한 백남운은 양김과 북한정권 간의 연결을 지원했다. 백남운은 김일
성과 김두봉의 서한을 김구와 김규식에 전달하는‘배달부’역할과 남북협
상에 관한 김일성∙김두봉의 뜻을 김구∙김규식에게 해설해주는 역할도
수행했다.31) 이러한 백남운의 활동은 앞서 기술한 홍명희의 활동과 더불어
김구와 김규식을 남북협상에 동조∙참여하도록 만드는데 일조했다.
백남운은 홍명희와 협력하여 김구와 김규식으로 하여금 평양행을 강행
하도록 여론의 압력을 가하기 위한‘문화인 108인 성명’발표 이벤트까지
준비해놓은 다음, 평양회의에 참석하는 남한 정치인의 선두주자가 되어
1948년 4월 6일 평양에 도착했다. 그것이 그의 열두 번째의 평양방문이
었다. 백남운은 평양의 남북협상회의가 끝난 후 남한으로 돌아오지 않고
북한에 남아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에 참여했으며, 북한정
권에서 교육상, 최고인민회의의장 등을 역임했다.

Ⅴ. 남∙북로동당 프락치를 통한 공작
남로당은 중앙당에 특수부, 조직부 프락치과(또는 프락치부)를 설치하
여 남한의 중간진영 및 우익진영의 정당과 사회단체, 군, 관공서, 기타 직
장에 프락치를 부식하여 대상 조직이나 기관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당과

31) 백남운은 1948년 3월 25일 밤 북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이 방송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담은 김일성 김두봉 공동명의로 김구 김규식에게 보내는 서한을 김규식에게 전달했다.
그의 측근인 최백근이 평양으로부터 그 서한을 가져왔으며, 백남운은 이 서한을 변복까
지 해가면서 김규식에게 전달했다. 백남운은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남한의 다른 정치인
들에게도 북한의 편지를 전달했다. 유영구(1992), pp.65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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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의 의사결정을 남로당의 노선에 부합하게 조종하는 공작을 전개
했다.32) 정당 단체나 기관 직장 등에서 활동하는 남로당의 프락치는 두 가
지 경로로 부식되었다. 하나는 남로당 당원을 위장 잠입시켜서 프락치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정당∙단체∙기관 등의 구성원
을 포섭하여 남로당의 당원으로 만든 다음 그 사람을 원래 소속된 정당∙
단체∙기관 등의 남로당 프락치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을 기준으로 보면, 남로당은 한독당, 민독
당, 조선농민당, 사민당, 민족공화당, 조선신화당 등의 정당과 민족자주연
맹 등에 프락치를 투입시켜왔다.33) 해방정국에서 공산주의자로 활동했던
고준석(필명 고영민)도 자기가 민족자주연맹, 농민당, 사회대중당, 신한독
립당, 근민당 등에 대한 프락치 공작을 전개했다고 술회했다.34)
김일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46년 초부터 남한공산당 지도자 박헌영
과 관계가 좋지 않은 남한 좌익인사들을 포섭해왔으며, 1946년 말 이후에
는 남한 좌익인사들을 포섭하고 남한정치상황에 개입하기 위해 더욱 적극
적으로 공작원을 남파했다. 당시 남한 좌익진영에서는 북로당이 파견한
공작원이나 북로당과 연결된 비중 있는 남한 좌익인사를‘권위 있는 선’
이라고 불렀으며, 그‘권위 있는 선’
은 성시백선, 이정윤선, 서중석선, 한
들은 제각기 중간파 진영
인식선, 이영선 등이었다.35) 이들‘권위 있는 선’
의 정당이나 사회단체들의 구성원들을 포섭하여 포섭된 자들을 자기들의
프락치로 활용했다. 이러한 남∙북로동당의 프락치들이 중간파 정당 및
한독당에서 활동하여 그들 정당들로 하여금 남북협상을 제안하거나 지지
하도록 만들었다.
32) 대검찰청 수사국,『좌익사건실록』
제2권(서울: 대검찰청수사국, 1968), pp.72, 105-106.
33) 위의 책, pp.17-149에 기술된 제11장“남로당프락치 사건”
은 수사당국에 적발된 남로
당의 프락치공작의 일부를 알려주고 있다.
34) 고영민,
『해방정국의 증언: 어느 혁명가의 수기』
(서울: 사계절, 1987), p.178.
35) 高峻石,『南朝鮮�動黨史』
(東京; 勁草書房, 1978), pp.156-157.

26 국가정보연구 제3권 1호

성시백은 전술한 바와 같이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46년 12월부터 이
듬해 5월까지 여운형 추종세력과 백남운 추종세력을 묶어서 근민당을 결
성하는 작업을 전개했다. 김일성은 1946년 12월 평양에 온 여운형에게
“우리가 사람을 보내 도와 줄테니 정치활동을 계속하라”
고 권했으며, 김
일성이 보내겠다는 사람은 바로 성시백이었다. 김일성은 비슷한 시점에
백남운에게도 정치활동을 계속하라고 권했다. 1947년 5월 근민당(위원
장: 여운형, 부위원장: 백남운, 이영, 장건상)이 출범하게 되었고,36) 여운
형이 1947년 7월 암살당한 후 백남운이 근민당의 위원장직을 계승했다.
근민당 창당 후 성시백은 근민당을 중간파 정당들과 연대하도록 만드는
공작을 전개했다. 그러한 공작을 위해 성시백은 근민당 내 우경인물인 최
백근과 한독당에서 떨어져 나와 민주한독당을 결성한 권태석을 포섭했다.
성시백은 중간파의 다른 주요 인사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성시백은 최
백근을 통해 백남운과 연결되고, 강병찬을 통해 홍명희와 연결되었다. 홍
명희의 민독당에는 남로당 프락치 김기환이 정치부장을 맡고 있었다. 성
시백의 하부인 강병찬은 김기환 밑에서 정치부 차장을 맡고 있었다. 최백
근과 권태석은 1947년 11월 남북협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정당협의회
라는 중간파 연합체를 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37) 결국, 정당협
의회도 성시백의 공작에 의해 이루어진 셈이다.38)
남한 정계에서 미∙소군의 조속 철수와 남북협상개최를 주장하는데 앞
36) 유영구(1992), pp.645-646.
37) 위의 글, pp.646-647, 651.
38) 성시백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북한문헌은“성시백 동지가 통일전선공작을 벌리던 시
초에 있은 일이었다.…성시백 동지는 이에 대처하여 중간 정당, 단체들을 반미자주통일
을 위한 통일전선대오에 결속시키기 위한 사업에 모를 박았다. 그는 당시 남조선 중간
정당, 단체들 가운데서 제일 영향력이 강한 근로인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을 포섭하기
위한…통일전선공작을 벌려 처음에는 5개 정당을, 다음에는 10개 정당과 그 산하 14개
단체를 그리고 그 후에는 중간 및 우익 정당, 단체들까지 통일전선에 망라시켜 13정당
협의회까지 결성하게 되였던 것이다.”
라고 기술했다.『로동신문』
, 1997. 5. 26에 보도된
성시백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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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 것은 근민당이다. 근민당은 1947년 10월 5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
고‘미소양군이 조속히 동시 철퇴하고 조선민족의 자주자결적 권리를 승
인하는 동시에 정권을 조선인민에게 이양하여 주기를 주장한다’
고 천명
했다.39) 근민당의 이 성명에는 남북협상에 해당하는 분명한 용어가 없지
만,‘조선민족의 자주자결적 권리 승인’
이라는 표현이 남북협상을 의미하
는 것이다.
남한에서 남북협상을 제안하는데 남로당이 앞장서지 않고 근민당이 앞
장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당시 남로당의 상태와 입장이 남
북협상제의에 앞장서기에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당시 남로당은 사실상 지
하당의 상태에서 남한 정부수립 반대 군중∙폭력투쟁을 조직하는 것에 집
중했었고, 신탁통치 찬반투쟁과정 이후 반탁진영인 김구와 한독당을 직접
적으로 격렬하게 비판하고 김규식도 미군정 앞잡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해
왔었기 때문에 김구∙김규식과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협상을 제의하는데
전면에 나서는 것이 부적절했다. 둘째, 근민당이 북한정권의 의사를 보다
신속하게 대변할 수 있고, 근민당의 제의에는 김구∙김규식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근민당은 북의 지원 하에 결성되었
고, 그 당의 위원장이 이미 북한정권에 포섭된 백남운이기 때문에 북한정
권의 의사를 보다 신속하게 대변할 수 있었다. 또한 근민당은 중간파의 외
피를 쓰고 있어서 근민당이 제안한 남북협상에 대해 김구∙김규식의 거부
반응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근민당에 뒤이어 한독당이 남북협상을 제의했다. 한독당은 10월 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소앙파와 엄항섭파의 주도로‘남북대표회의를 조
직하여’38선의 타개, 남북통일선거의 절차 및 집행, 중앙정부의 조직 등
의 문제를 처리할 것을 결의했다.40) 한독당의 이러한 결의는 조소앙이 이
39)『조선일보』
, 1947. 10. 9.
40)『서울신문』
, 1947.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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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는 한독당 내 중간파와 한독당에 침투해 있는 남로당 프락치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조소앙파의 움직임은 성시백의 공작결과로 볼 수 있다.
조소앙의 비서 김흥권(삼균청년동맹 위원장)은 성시백의 하부 강병찬과
연결되었다.41) 조소앙에 대한 성시백의 포섭공작은 매우 깊은 수준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실은 북한주둔 소련군 정치장교 레베
데프의 비망록에 조소앙이 평양회의 종료 후 북한에 남는 것에 대해 반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는 점과, 평양에서 서울로 귀환하기 직
전 김일성이 개별적으로 김구를 만난데 뒤이어 조소앙을 개별적으로 만났
다는 기록이 있는 점에 의해 입증된다.42) 조소앙은 평양회의 직후 입장이
크게 변화되었지만, 평양회의 참석 전에는 북로당의 공작선과 조소앙 간
에 긴밀한 연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독당이 남북협상을 제의한데 뒤이어, 근민당, 사민당, 민주한독당, 민
중동맹, 신진당 등 5개 중간파 정당이 모여 미∙소양군 조속 철병, 민주주
의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의 남북 왕래 교류 보장 등을 공동 결의했다.43)
이 결의에서 말한‘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의 남북 왕래 교류 보장’
이란 곧
남북협상을 의미한다. 한독당과 중간파 5개 정당은 세를 확대하여 1947
년 11월 4일 정당협의회(정협)발기회를 결성하고, 미∙소양군 조기철수,
남북정당 대표자회의 구성 등을 촉구했다.44) 정협은 순전히 남한에서 남
북협상 지지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였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에서 유엔감시 하에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문제 결의가 채택되었다. 그에 대응하
여, 북로당은 11월 16~17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유엔결의를 분쇄할
41) 유영구(1992), p.651.
42) 김국후(2008), p.256에 기술된 레베데프 비망록 1948년 4월 5일자와 p.274에 기술된
레베데프 비망록 1948년 5월 3일자.
43)『조선일보』
, 1947. 10. 19.
44)『서울신문』
, 194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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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그를 위해 남북의 정치세력을 연결하는 조직사업을 전개할 것을 결
정하고, 남북연석회의의 기본 골격을 정했다. 그에 따라 남한 내 북로당
비선의 물밑 움직임이 속도를 더했고, 남한 중도∙좌익진영의 지도자들이
38선을 바쁘게 들랑거렸다.45) 남한의 정협도 11월 17일 유엔총회가 채택
한 한국문제결의를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무시하고 남북분열을 초래하게
될 잘 못 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미∙소군의 조속철수와 남북정당대표회
의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46)
정협의 활동은 후술하게 될 김구의 강력한 견제와 한독당의 이탈로 인
해 한 때 침체되었다. 그러나 중간파 정당들은 정협을 유지하는 동시에,
김규식을 지도자로 추대하면서 새로운 중간파 통일전선기구인 민련의 결
성을 추진하고, 민련으로 하여금 남북협상을 주장하게 만드는 활동을 전
개했다. 김규식을 지도자로 추대하는 민련을 결성하고, 그 민련이 남한선
거 반대와 남북협상을 주장하게 되면 김규식은 어쩔 수 없이 남한선거를
반대하고 남북협상을 지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홍명희와 백남운 등
의 노력, 그리고 북한공작원 성시백에 연결된 인사들의 노력에 힘입어 47
년 12월 20~21일 민련이 결성되었고, 이 결성대회에서 남한선거를 반대
하고‘남북통일 중앙정부의 조속수립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정치단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할 것’
을 제의하는 민련의 입장이 천명되었다.47)
남∙북로동당 프락치들의 영향에 따른 한독당 및 중간파 정당∙단체들
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 들의 지도자인 김구∙김규식을 남북협상에 참여하
도록 유도하는 밑으로부터의 압력이었다.

45) 중앙일보 특별취재반(1993), pp.310-311.
46)『조선일보』
, 1947. 11. 19.
47)『한성일보』
, 194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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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 동조
김구와 김규식을 남북협상 궤도에 끌어들이려는 이상과 같은 3방면에
서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양김은 1947년 12월 20일까지는 남북협상에 동
조하지 않았다.
김구는 1947년 12월 중순까지 유엔총회결의를 지지하고 소련이 제안한
미∙소군 조기철수나 남북협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었다. 그는 한독당이
정협에 참가하여 유엔총회결의를 비판하고 미∙소군 조기철수와 남북협
상을 촉구하는 것을 강력히 견제했다. 김구는 1947년 11월 19일 한독당
당무회의에서 한독당의 정협 참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김구는 또 12
월 초 유엔총회의 한국문제결의와 이승만의 정부수립노선을 지지하는 성
명을 거듭 발표하면서 우익진영 통합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이러한
김구의 노선에 따라 한독당은 김구의 지시를 어기고 정협에 계속 참가한
한독당 중도파 중간 간부들을 남로당의 자금을 받고 한독당 분열공작을
전개했다’
는 이유로 제명했으며, 그 여파로 한독당 내에서 남북협상 주장
을 주도해온 중도파 지도자 조소앙이 정계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48)
김규식은 민련 결성 과정에서 유엔결의를 반대하고 남북협상을 적극적
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민련 참여를 봉쇄하려 했다(다만 홍명희는 이미
북한에 포섭되어 있으면서도 당시에는 노골적으로 남북협상을 주장하는
것을 삼가는 전술을 취했기 때문에 민련의 제2인자 지위를 차지했다). 김
규식은 민련이 결성되기 1주일 전까지도 소련의 미∙소군 조속철수론에
반대하고 유엔총회의 결의대로 남북한 총선을 실시할 것을 지지했으며,
설사 소련의 반대로 인해 남한에서만 선거가 실시되어 정부가 수립되더라
48) 양동안,“1945~49년 기간에 있어서 김구와 그의 추종세력의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정치와 경제』제10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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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정부는 남한의 단독정부가 아니라 한민족의 중앙정부의 성격을 갖
는다는 입장을 천명했다.49)
김구∙김규식의 이러한 입장은 1947년 12월 하순을 기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김규식은 1947년 12월 20일 자기를 지도자로 추대하여 결성된
중간파 정당들의 통일전선기구인 민련이 미∙소군 조속철수, 남한선거 반
대, 남북협상 추진 등을 천명했을 때 그에 반대하지 않았다. 김규식의 이
러한 입장변화는 주변 추종자들에 떠밀려서 취해진 것이었다. 김구는 12
월 22일 돌연 이승만의 남한선거노선에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
면서 우익진영으로부터 이탈했다.50) 김구의 이러한 행동은 한독당과 중간
파 정당들의 남북협상 추진을 제동해온 제동력이 해소된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남북협상 추진에 대한 김구의 참여를 기대하도록 만드
는 것이었다.
한편, 북한정권은 12월 하순부터 남북협상에 김구와 김규식을 끌어들이
는 공작을 한층 강화했다. 북로당은 1947년 12월 23일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남한 내 단선단정 반대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조직적인 정치사업
의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했다. 그에 따라 북로당은 12월말부터 대남공작
을 담당하는 조직부 연락실을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서울에서 공작활
동을 전개 중인 성시백의 간첩망도 강화했다.51)
이러한 공작을 배경으로 김일성은 48년 1월 8일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남한의 우익세력 가운데‘미제국주의를 추종하지 않는’세

49)『서울신문』
, 1947. 12. 14.
50) 김구가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 된 데에는 48년 1월에 방한하게 될 유엔임시조선위원단
을 상대할 우익진영의 대표단(민족대표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김구세력을 소외시킨 점,
12월 초에 발생한 한민당 중요간부 장덕수 암살사건의 배후조종자로 한민당이 김구를
의심하고 있는 점, 김구를 남북협상 그룹에 끌어들이려는 북로당과 남한 중간파 정당
지도자들의 포섭공작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다.
51) 중앙일보 특별취재반(1993), pp.3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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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특히 김구와 대담하게 합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1948년 1
월 중순 남북 연석회의의 소집을 제안하는 편지를 성시백 등 여러 사람들
을 통해 남한의 김구∙김규식과 정당∙사회단체 등에 보냈다.52)
김일성과 김두봉 공동명의로 발송된 그 편지는 성시백 등 북로당 공작
원들과 그에 포섭된 남한 인사들에 의해 전달되었으며, 이 비밀편지는 김
구∙김규식의 남북협상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작용
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구와 김규식은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 간의 협력
관계는 그다지 돈독하지는 않았다. 1월 하순 유엔위원단과 면담하기 전
김규식과 김구는 협의하여 두 사람이 위원단에 제출할 제의 내용을 조정
했다.53) 그러한 조정을 통해 양김은 유엔조선임시위원단과의 면담에서 다
같이 남북협상을 제의할 것에 합의했다. 그러한 합의에 따라 양김은 48년
1월 하순 유엔위원단과의 면담 때 남한지역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며 남
북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김은 면담이 끝난 후 자기들이
유엔위원단에게 말한 내용을 성명으로 발표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외군의 조기철수를 주장하고 남한정부수립에 반대하
는 남북 정치세력의 협의를 제의하면서도 그 협의의 방식으로 김일성이
제안한 남북연석회의가 아닌 남북한 주요 지도자들 간의 협상을 제안했
다. 그러나 연석회의와 지도자들의 협상은 참여자의 범위나 진행 형식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 내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남북협상에 대한 양김의 지지 입장이 천명되자, 북로당은 1948년 2월
초순 남∙북로동당 정치국 연석회의를 열고, 인공 수립을 예견한 남북
제정당 및 사회단체 연석회의의 소집문제를 토의 결정했으며, 남한에서

52) 정리근(1988), p.30.
53)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1948 vol.
Ⅵ,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4), p.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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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위원단과 단선에 대한 반대투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북한에서 북로
당 제2차 전당대회가 끝나는 4월 중순에 남북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54)
남북협상 동조로 입장을 바꾼 양김은 한편으로는 남한 총선반대 투쟁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밀리에 북한의 김일성 및 김두봉과 접선
하여 남북협상을 추진했다. 양김의 남한 총선반대투쟁은 주로 대중의 민
족감정과 통일희구에 호소하는 감성적 선전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양김의 북한과의 접촉은 이미 북로당에 포섭된 자기들의 측근 및 위장 중
도파 인사들을 통해 진행되었다.55) 김구와 김규식은 2월 16일‘남북정치
지도자간의 정치협상을 통하여 통일정부 수립과 새로운 민주정부 건설에
관한 방안을 토의하자’
는 내용의 공동명의의 편지를 북한의 김일성과 김
두봉에게 비밀리에 보냈다.56)
양김의 이러한 입장전환은 북로당의 예상보다 빠른 것이었으며, 북로당
은 정확한 실상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2월 중순 홍명희를
평양으로 불러들였다. 북로당은 그와 병행하여 북로당 대남공작의 책임자
이자 성시백의 상관인 북로당 조직부 연락실장 임해를 서울로 파견하여
북로당에 포섭된 남한의 중도파 지도자들과 김구 김규식의 측근들을 직접
만나서 남한 정세 및 김구 김규식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갔다. 북로
당은 홍명희 등 남한 정치인들의 보고와 임해로부터의 현장보고를 접수한
후 김구 김규식과 연합할 수 있는 토대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북로당은
홍에게 남북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남한에서 남북협상 지지 세력을 모두

54) 김광운,
『북한정치사 연구』
1 (서울: 선인. 2003), p.594.
55) 김광운(1995), 196-2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문화연구소 편,『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
(서울: 선인, 2001), pp.103-107; 유영구(1992), pp.650-655.
56) 김구와 김규식은 자기들이 북으로 편지를 보낸 사실을 비밀에 붙였으나 후일 그에 관한
소문이 나돌자 3월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비밀리에 편지를 보낸 사실과 그 내용을 공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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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 모은 통일전선 성격의 조직체를 만들 것을 지시했으며, 서울로 돌아
온 홍은 김구 김규식을 비롯하여 백남운 조소앙 여운홍 유림 등과 접촉하
면서 남북 연석회의 개최에 필요한 남한 측 준비 작업을 전개했다.57)
김구와 김규식은 2월 26일 유엔소총회가 남한에서만의 선거실시를 결
의하자 그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했다. 김구는 뒤이어 한독당으로 하여
금 남북요인회담 추진위원회의 설치를 결의하도록 하고, 김규식 홍명희와
더불어 남한선거에 반대하는 행동통일을 추진하면서 남한선거에 반대하
는‘7거두 성명’
발표를 추진했다. 양김은 3월 8일 비밀리에 자기들의 연
락원들을 북한으로 보냈다. 김구의 연락원(안우생)은 김구가 김일성에게
보내는 편지를 휴대하고 김일성을 면담했으며, 이 때 김일성과 김구는 김
구와 공산당 간의 지난날의 갈등을 백지화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
다.58) 양김의 연락원들이 서울로 귀환한 후 양김과 홍명희는 남북협상 지
지 세력의 통일전선기구 구성을 추진하면서 남북협상 추진에 박차를 가했
다. 이러한 통일전선기구 구성노력은 4월 3일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이 기구의 결성은 남한의 남북협상파들의 평양행 의
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양김으로 하여금 남북협상참여를 번복하지 못하
도록 조직적으로 졸라매는 작용을 했다.
김일성과 김두봉은 3월 15일 비밀리에 김구와 김규식에게 편지를 보냈
다. 편지의 내용은‘조선의 정치현상에 관한 의견교환,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반동선거 실시에 관한 유엔총회 결정을 반대하여 투쟁할 대
책 수립, 조선통일과 민주주의 조선정부 수립에 관한 대책연구 등을 위해
남북조선 소범위의 지도자연석회의를 4월초 평양에서 소집하자’
는 것이
었다.59)
57) 김광운(1995), pp.191, 198; 중앙일보 특별취재반(1993), pp.221, 326-327.
58)『로동신문』
, 1986. 4. 19에 보도된 김종항∙안우생의 남북연석회의 회고기사; 중앙일보
특별취재반(1993), p.327; 정리근(1988), p.38.
59) 남한의 저술가들은 김일성 김두봉 공동명의로 작성된 서한이 3월 15일에 김구 김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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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남북협상의 결말
북로당은 김일성∙김두봉의 공동명의로 된 편지를 남한 정치인들에게
보낸 데 이어,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남북연석회의의 남쪽 초청대상자,
명칭, 의제, 개최일자, 진행방법 등을 결정했다. 연석회의와 남북의 요인
들이 참여하는 지도자협의회를 분리하여 개최할 것도 결정했다. 그리고
남한 측에 3단계로 연석회의 개최를 제의할 것을 결정했다.60) 그러한 북로
당의 결정에 따라, 북조선 민전 중앙위원회는 3월 25일 평양방송을 통해
4월 14일 평양에서‘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를 개최할 것
을 제의한다고 발표했다. 평양방송의 성명이 발표된 며칠 뒤 김일성과 김
두봉은 평양방송의 성명과 동일한 내용이 담긴 초청서한을 김구∙김규식
을 비롯한 남한 내 남북협상파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에게 보냈고, 그에 뒤
이어 북한의 정당 사회단체들의 공동명의로 된 초청서한이 북로당 대남연
락부 공작원들에 의해 김구 김규식을 포함한 남한의 남북협상파 정당 단
체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평양방송의 성명과 초청서한을 통해 전달된 북한의 제의는‘제의’
라기

에세 발송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김구 김규식이 2월 16일에 보낸 서한에 대해 북한
정권이 침묵을 지키다가 3월 25일 평양방송을 통해 갑자기 4월 14일에 평양에서 남북
연석회의를 개최하니 참여하라고 일방적으로 통고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
성과 김두봉은 평양방송의 통고가 있기 10일전인 3월 15일에 김구 김규식에게 서한을
발송했다고 북한의 문헌인 정리근의 책(1988) p.39는 서술하고 있다. 이 부분은 북한
문헌의 서술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해놓은 북한주둔 소련
군 정치장교 레베데프의 비망록에 김구가 3월 15일자의 김일성 김두봉 서한에 대한 답
장을 보낸 사실이 기록된 점에서 확인된다. 레베데프 비망록은 김구의 답장 내용으로
“3월 15일자 서한을 감사히 받았다. 우리 두 동무(김구 측 안경근, 김규식 측 권태양)를
연락원으로 보내니 이들에게 지시를 주기 바란다”
라고 기록했다. 김국후(2008), p.258
에 기재된 레베데프 비망록 1948년 4월 8일자.
60) 중앙일보 특별취재반(1993), pp.32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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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통고’
였다. 그 내용도 한 마디로 요약하면‘남한총선을 반대하는
남북조선의 정당 단체 대표들이 평양에 모여서 한반도문제에 관한 소련의
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계획을 마련하자’
는 일방적인 것이었다. 김
구와 김규식이 남북한의 모든 중요 정당 단체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 통일정부 수립을 의논하기 위해 남북협상을 추진했다면 북한이 통고한
이러한 회의는 거부했어야 한다. 그러나 양김은 북측의 제의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양김은 회의일정과 진행방법을 조정하기 위해 자기들의 연락원들을 북
으로 파견했다. 김구의 연락원 안경근(안우생의 5촌숙)과 김규식의 연락
원 권태양은 4월 8일과 9일 평양에서 김일성과 김두봉을 면담하여 김구
김규식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회의개막일자를 연기할
것, 참가인원을 확대할 것, 금번 회담에서는 [남북의 정치상황을] 백지로
환원하여 남북통일문제에 한해서만 협의할 것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61) 그
에 대해 김일성은“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만나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조건
도 있을 수 없다.…두 분 선생께서 무조건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상의하
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회답했다.62) 김일성의 회답
요지는 김구∙김규식의 요구를 묵살하는‘무조건 오라’
는 것이었다. 회의
개막일자만 4월 19일로 연기되었다.
김구와 김규식이 합리적인 사고를 했다면, 이러한 김일성의 응답에 반
발하여 평양행을 연기하고 조건을 재협상하거나 평양행을 거부했어야 했
다. 김규식은 그에 가깝게 행동했다. 평양으로부터 돌아온 연락원의 보고
를 들은 후 김규식은‘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겠다’
면서 평양행
을 주저했다. 그에 반해 김구는 연락원의 보고를 듣고 평양에 갈 것을 결
정했다.
61)『경향신문』
, 1948. 4. 13.
62) 송남헌,
『해방 3년사』
Ⅱ(서울: 까치, 1985), p.550; 김광운(1995),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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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식은 점차 평양에 가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평양에 가지 않
을 구실을 찾고 있었다. 김규식의 그러한 합리적 태도는 두 가지 사건의
영향을 받아 번복되었다. 두 사건이란 남북협상을 지지하고 김구∙김규식
의 평양행을 촉구하는 이른바‘문화인 108인 성명’ 발표와, 유엔위원단
의 좌경성향 위원인 잭슨(호주 대표)과 패터슨(캐나다 대표)이 김규식을
방문하여 평양회의에서 북 측이 합리적인 조건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5
월 10일로 예정된 남한선거를 연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김규식
의 평양행을 유도한 것을 말한다.63) 그 두 사건의 영향을 받아 김규식은
다시 평양행으로 마음을 바꾸었다.
북한정권은 이처럼 남북 연석회의 진행일정만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
니라, 회의에 관한 모든 것을 오래전부터 일방적으로 준비해왔다. 북한 문
헌에 따르면, 김일성은 이미 3월 17일에 연석회의에 제출될 문건들과 그
내용에 대한 지침을 지시했고, 실무자들은 10 여일 만에 그 문건들의 초
안을 모두 준비했다.64) 북한정권의 그러한 준비는 모두 소련군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북한주둔 소련군 정치장교 레베데프의 비망록은 평양에서
개최된 연석회의의 준비에서부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들을 소련
이 치밀하게 지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65)
평양의 연석회의와 남북지도자협의회(남북요인회담)는 소련군의 지시
에 따라 북한정권이 사전에 준비한 대로 진행되었다. 평양의 남북연석회
의에서는「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
,「전조선동포에게 격함」
,「남조
선단선단정반대투쟁대책에 관한 결정서」
,「소련과 미국에 보내는 요청서」
등 4개의 문서가 채택되었다. 이 문서들은 모두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 유
엔총회의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실시 결의, 유엔소총회의 남한지역
63) FRUS(1948) Ⅵ, p.1180.
64) 정리근(1988), pp.52, 65-69.
65) 레베데프 비망록의 자세한 내용은『중앙일보』1994. 11. 15-21에 연재된 레베데프 비망
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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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실시 결의 등을 비난하고, 소련의 북한 정책, 미소군 조속철군 후 한
국문제를 한국인들에게 맡기자는 소련의 제의 등을 지지하면서, 남북한의
공산화통일을 인정하고, 남한의 선거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하는
문서들이다.66)
남북연석회의 폐막 후에 개최된 일련의 남북요인회담을 거쳐 4월 30일
발표된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의 공동성명 내용도 앞서
연석회의에서 채택되었던 문건들의 내용에 비해 용어는 다소 온건해졌지
만 기본적인 입장은 동일했으며, 전조선정치회의 소집이 추가되었을 뿐이
다. 공동성명의 전조선정치회의 소집 관련 부분은“외국군대가 철퇴한 후
左記 제 정당 단체들은 공동명의로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조선인민
의 각층 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국가
의 정권은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일체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다.67)
오늘날 1948년의 남북협상을 미화하는 사람들은 위의 인용문에서 말하
는 전조선정치회의 개최 합의를 통일정부 수립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남북협상의 중요성과로 평가하고 있다.68) 그런 사람들은 위의 인용문에
표시된‘左記 제정당단체가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한다’
는 문구의 정확
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요인회담의 공동성명은 성명문의 왼쪽에 남북한의 정당 사회단체 56
개의 명단을 기록했는바, 그 56개는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
의에 참석한 남북한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의 명단이다. 다시 말해서, 공동
66) 양동안,
“1948년 남북협상의 허와 실”
『한국사시민강좌』
,
제38집(2006년 2월), pp.157161 참조.
67)『전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보고문 및 결정서』
<김남식∙이정식∙한홍구 엮
음,『한국현대사자료총서』
13(서울: 돌베개, 1986), pp.54-55에 게재된 것>.
68) 서중석,
『남북협상: 김규식의 길, 김구의 길』
(서울: 한울, 2000), p.223; 서중석,
“남북지
도자 회의”
,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 52: 대한민국의 성립』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 p.220; 강만길,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
, 동아일보사,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
인가』
1(서울: 동아일보사, 1987), pp.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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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에서 천명된 전조선정치회의는 평양회의에 참석했던 정당 단체들이
소집하는 회의이다. 그렇다면 이 회의는 남한의 최대 정치세력인 우익진
영의 정당 단체를 배제하는 회의인 동시에, 남북한의 공산화통일을 인정
하는 정당 단체들만의 회의인 것이다. 이런 회의가 임시정부를 구성하면
그 정부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가 될 것인지 불문가지의 일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평양에서의 남북협상은 해방 후 북한에서 진행된 공
산화의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남한까지 공산화하려는 북한정권의 의도를
지지하는데 선전 면에서 기여한 것이었음이 분명해진다. 소련군과 북한정
권은 유엔 결의에 따른 남한의 선거와 정부수립을 저지하고 남북한 공산
화를 관철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남북협상을 추진했으며,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김구와 김규식을 남북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포섭공작을 전개했다. 소련군과 북한정권은 평양의 남북협상으로 남한의
선거를 저지하는 궁극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북한지역의 공산화와
한반도 공산화통일의 정당성을 남한의 일부 정치세력으로부터 인정받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김구와 김규식의 평양 남북협상 참여는 결과적
으로 소련군과 북한정권이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했다. 오늘날까지
도 양김의 참여는 반대한민국적 역사기술자들로 하여금 1948년의 남북협
상을 민족분단을 막기 위해 행해진 숭고한 일로 찬양하는 빌미를 제공하
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구와 김규식은 처음에는 남북협상에 반대
하다가 결국 입장을 바꾸어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김구∙김규식이 남북협
상에 참여한 것은, 한편으로는 민족분단을 막아보겠다는 애족심의 발로이
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정권의 치열한 공작에 끌려들어간 결
과이기도 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정권의 공작에 끌려들어간 요소 때
문에 평양협상회의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 북한정
권이 사전에 준비해놓은 대로 끌려갔고, 회의의 모든 결과는 북한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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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 참여에 북한정권의 공작이라는 요인이 작용
하지 않았더라면, 북한정권이 평양회의의 의제와 일정, 진행방법을 일방
적으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양김이 평양회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든 회의나 협상에서 어느 한쪽이 의제와 일정, 진행방법을 일방적으로
정한다면, 그것은 회의나 협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목적달성
에 동원하는 집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양김의 참여에 북한정권의 공작
에 끌려들어간 측면이 없었더라면, 양김이 북한정권의 주장에 반대하는
발언도 할 수 없고, 북한정권으로부터 아무런 양보도 얻어낼 수 없는 그런
회의에서 채택된 문서들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 또 양김이 북한정권의 공
작에 끌려간 측면이 없었다면, 적어도 그들은 서울로 귀환한 후 북한이 추
구한 남북협상이 분단방지를 명분으로 삼아 공산화통일을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평양회의에서 채택된 문서들에 자기들의 소속 정당 단체
가 서명한 것은 강압적 분위기 속에 행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점, 자기들
의 평양회의 참가는 과오였다는 점 등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선언했어야
한다. 그러나 양김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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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Political Enticement South Korean
Politicians into The Conference of South-North
Korean Politicians at Pyongyang in 1948

Dongahn Yang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Since early October 1947 North Korean communist leader
Kim Il Sung proposed repeatedly holding the conference of
South-North Korean politicians(a meeting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South Korean political parties & social
organizations and the representatives of North Korean
political parties & social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Kim’
s
proposal for the conference was to hinder UN’
s dealing with
Korean problem and general election preparing for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in South Korea. Kim Il Sung
endeavored to entice many South Korean politicians including
Kim Koo and Kim Kyu-sik into the conference project. Kim Il
Sung used various spies and communist fractions in South
Korean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to entice
Kim Koo and Kim Kyu-sik. Falling into Kim Il Sung’s
enticement, Kim Koo and Kim Kyu-sik took par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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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of South-North Korean Politicians opened at
Pyongyang in April 1948 and helped Kim Il Sung to hinder
general election in South Korea.

Key Words

the Conference of South-North Korean politicians, general election
in South Korea, s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