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치 아데올로지:

195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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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우 아직도 통치 이데올로기가 중시되는 국가이고 따라서 통치
이데올로기 연구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이데올로기

자체의 내용 분석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드물고 설렁 그런 연구라 할지라도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이 글은 주체에서 선군에 이르

기까지 북한 통치 이데올로기의 형성， 변화 및 발전의 전 과정을 연구의 대
상으로 설정하고 그 각각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연구 결과 필자는 일부 논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 판 한국민족주의 사
상이라 할 주체사상은 여전히 북한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라 주장하며， 그 이

후 제기된 선군사상을 포함한 여러 구호나 담론들은 주체사상을 대체할 만

한 것이 못 되는 하위 담론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며， 북한 지도부는
군대의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기존의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견
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우리 점부의 대북 햇볕정책이 유
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주제어: 북한， 통치 이데올로기， 주체사상， 김정일， 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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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롤

아직도 이데올로기의 시대인가? 적어도 북한의 경우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주의 독재체제에서 공식 이데올로기 (offici며 id야logy) 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민주주의 체제에 비해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Friedrich

and Brezezinski 1965 , 88-89; Linz 1975 , 191 , 196; Schapiro 1972, 55). 금세기 들어 거의
유일한 전체주의적 수령 독재국가 1)로 남아 있는 북한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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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 상태
이고 또 끊임없이 체제 붕괴 위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강제력과 함께 이데올
로기나 정신적 자극을 체제 유지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

여 있다고할수있다.

북한의 공식 이데올로기는 1970년 이후 주체사상이다. 이때부터

‘온 사회의 주

체사상화’는 당의 최고 강령이 되었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둡이 주체사상의
진리를 갚이 체득하고 철두철미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한다
(김정일

1982 , 1-2).

실제로 북한 사회가 이와 같이 주체사상화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공식 이데올로기의 내용과 그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북한 지
도부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현재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이끌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이끌려고 하는

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이데올로기의 내용과 변화 과정은 북한 정
치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매우 의미 김은 단서와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널리 알려진 대로 주체사상은 1955년에

‘사상에서의 주체’ 라는 용어로 처음 등

장하였다. 그 이푸 수 십 년에 걸쳐 주처l 는 그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또 체계화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은 달라진 세계 질서에 직면하여야 했
다. 즉 소련을 위시한 동구의 소위 사회주의 형제 니-라들에서 공산당과 공산주의
가 볼락， 해체， 확은 붕괴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에 더하여 1990년대 중반 몇 년 동안 북한은 전례 없는 홍수와 가뭄
피해를 잇달아 겪었다. 그래서 많은 관측자들은 북한에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
지 않을까， 섬지어 체제 자체가 붕괴되지 않을까 예측하기도 하였마. 이데올로기

에 국한해서 본다면 1990년대 이후 무수히 많은 구호， 개념， 사상， 철학 등이 등장

하였다， 1980년대 말에 이미 나온 용어지만， 어느 날 ‘조선민족제일주의’ 라는 것
이 등장하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것이

‘진정한 민족주의’ 라는 별명을 갖게 되

었다. 그 이후 ‘우리식 사회주의’ , ‘룹은기철학 , ‘고난의 행군’ , ‘사회주의강성대

국’ 등이 잇달아 등장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선군’ (先軍)이 북한 공식 매체들을

연일 수놓고 있다. 선군과 관련된 것만 해도 혁명적 군인정신， 선군혁명령도， 선군

1)

북한 국가 성격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검연각

2006:

최완규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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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군사상， 선군철학， 총대중시사상， 총대철학， 선군후로 등 여러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들이 기존의 공식 이데
올로기인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새로운 것들일까? 그리고 그것들이 함축하는바 의
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 질문들이다.
그간 우리 학계에서도 이와 같은 칠문들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비교

적 최근에 이루어진， 체계적인 분석과 의미 있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들만 추려도
김갑식 (2006) , 김근식 (2006)

오일환 (2006) , 이기동 (2006) , 정성장 (2006) ， 이창헌

(2006) , 전미영 (2006) ， 조영국 (2006) , 장달중 (2004) , 권오중 (2002) ， 배성인 (2001) ,
정우곤 (2001 ) 등 다수가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이기동과 정성장 등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가 이데올로기의 내용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 분석의 한 부분으로서 이데올로기를 다룬 것이다. 이 점에서 우선 이데올로
기 연구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수적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데올로기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
다. 먼저 장기적인 역사적 안목의 결여를 지적할 수 있다 .11 장에서 상술하겠거니
와， 북한에서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만들어지고 변화 ·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거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이 패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새로운 개
념이나 용어， 발상， 담론 등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 북한 측 논자들이 구사하는 화

려하기도 하고， 동어반복적이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유치하기도 한
수사(修蘇)나 표현 기법에 현혹되어 올바른 평가를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때 북한의 공식 문헌들에 화려하게 등장한 ‘붉은기철학’ 같은 것은 지금
은 이미 죽어 없어진 것이 되었지만， 그 당시는 외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

고 더러는 과대평가되기도 하였다 최근의 예로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선군사상이

라는 것이 과대평가되는 경향도 있다 2)
그리고 이런 문제와 연관된 것이기는 하지만， 특정의 쟁점에 대한 평가에 있어

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는 경우도 있다. 앞서 소개한 사레와 함께， 북한
측은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를 애써 구분하고자 노력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무비
판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사례도 있다(정성장

2006 , 32-33). 주체사상과 김일성주

2) 예컨대 이기동은 선군사상을 주체사상의 대체 이데올로기로 평가하고 있다- 이기동

2006 , 126.

더 상세한 논의는 IV장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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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사상’ 과 ‘주의’ 라는 용어 차이만 있을 뿐 내용 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인식에서 필자는 주체에서 선군에 이르기까지 북환 통치 이데올로
기의 형성， 변화 및 발전의 전 과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각각의 내용을
분석 평기-하고자 한다 먼저 H장에서는 예비적 고찰로서 이데올로기 관련 담론의

형성과 변화의 패턴， 그리고 북한 문헌들에서 나타냐는 수사나 표현 기볍상의 특

징을 다룰 것이다 III장에서는 김일성에 의해 창시되고 김정일에 의해 체계화된
주체사상을 다룰 것이고 IV장에서는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거나 김일성 사후에 째
로 등장한 담론들을 특히 선군사상에 중점을 두어 다룰 것이다 .V장에서는 전체
논의의 결론과 약간의 실천 관련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H. 때비쩍 고찰
1 ， 01 데올~r.J 1 적 담펀의활성 · 변화패턴

북한에서 어떤 개념이 만들어지고 이론화되고 하나의 사상이나 철학으로 발전

해 나가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처
음에는 최고 지도자가 연설이나 담화 등을 통하여 단순히 어떤 용어나 발상을 언

급한다. 그러면 하위 논자나 이데올로그들이 그 중에서 어떤 용어나 발상을 골라
그것에 과장된 의미 를 부여하고 자꾸 살을 붙이고 정식화 체계화해 나간다. 이 과

정에서 성급하게 용어가 남용되기도 하고 그 기원을 가능하면 멸리 소급하기도 하
고 기존의 권위 있는 이론이나 사상의 권위를 빌리기도 하고 그 발전이나 혁신 혹
은 독창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완성된 체계에 이르면
최고 지도자 명의의 담화나 논문의 형태로 발표된다. 주체사상이 바로 이런 과정
을 거쳐 유일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에 한 때 딴짝하였다가 슬그머니 사라지

는 것도 있다. ‘흙은기철학’ 이나 ‘동지애철학’ 이 그런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선군 이다. 북한 측의 공식 매체들

이 선군을 아주 자주， 그라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연구가 가
장 활성화되어 있는 남한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연구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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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사상’ 을 포함한 선군 관련 담론은 이미 북한에서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
고 있다. 붉은기철학이나 동지애철학 같은 것들이 한 때 반짝했다가 사라져간 것
에 비교하면 이것은 매우 긴 역사이다. 또한 1998년 헌법 개정 이후 군의 위상이
높아진 사실을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볼 때도 선군은 탄탄한 자리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상에서의 주체가 처음 등장한 이래 근 30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비교적 완성된， 그리고 학술적으로 이런 저런 평가의 대상이 될 만한 주체사상으

로 체계화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10년의 역사는 길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이데올로기 내지 담론으로서의 내용 면에서도 아직 걸음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역사적 안목에서 볼 때 선군사상이라는 것도 붉은
기철학처럼 어느 날 퇴조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반면에 주
체사상의 경우는 한 연구자가 적절히 표현하였듯이 “김정일정권얘 존속하는 한”
“주체사상의 성격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정성장 2006 , 63) ,

2 수사，표현기법상의특징

먼저 지적할 것은 북한의 이데올로기 관련 문헌들이 매우 쉬운 문장과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틀어 김일성이 주체를 강조하면서 구사한 비유， 즉

“밥을 먹는데 바른손으로 먹든 왼손으로 먹든 또는 숨가락으로 막든 저가락으로
먹든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든지간에 입에 들어가기는 마찬가지가 아니
겠습니까.. (김일성

1977 , 155)

같은 말은 비유 자체가 적절할 뿐만 아니라 매우 이

해하기 쉬운 문장과 용어로 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도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선전선
동의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리라. 그러나 북한 문헌이 지년 장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독자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표현들이라 할 수 있

다. 이론이나 사상 철학을 다루는 문헌에서조차 지도자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자화
자찬 격의 표현들이 너무 많다. 또한 어떤 내용을 소개할 때도 내용 소개에 앞서

이제 바야흐로 소개하려는 내용의 의의 , 탁월함， 독창성 등 그 위대함에 대한 자화
자찬 격의 평가부터 제시한다. 내용을 소개하는 하나의 문장 안에서도 그런 평가

적 용어를 무분별하게 섞어 사용한다. 지금까지 나온 북한 문헌 가운데 가장 완성

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김정일의 1982년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경우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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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아니다.

그러나 지적 (知的)으로 어느 정도 훈련된 독자라면 그런 것은 그다지 섬각한 문
제가 아니다. 이런 독자틀을 짜증나게 하고 때로는 오도하기도 하는 것은 바로 어

법상의 문제와 용어의 오 · 남용이다， 1955년

주체’ 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

이 용어는 어법상 좀 어색하게 사용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주제란 무엇입니까'1"

라고 자문하고서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라고 자답하
였다(김일성

1977 , 146) , 조선혁명은 주체가 아니라 주체가 수행해야 할 과제나

과엽이라고 말해야 어법상 틀리지 않는다.
그 후 1960년대를 거치면서 이 주체는
1982년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 으로 체계화되었고 마침내

주체사상에 대하여 에서 저들이 말해는 전일적 체계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지금까지 주체사상의 원전 혹은 정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어법상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즉 이 논문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철
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그리고 지도적 원칙 3 개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원리’

밑에 또 ‘원리’ 가 있고 또 그 밑에 ‘원칙’ 이 놓이게 된다. 논리 구조로 보나 내용

으로 보나 원리， 법칙(혹은 이론) , 지침이라 각각 지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러고 사회역사원리 중에서 첫 번째로 인만대중이 사회역사의 주체라 하면서도

곧바로 “인민대풍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김 정 일

1982 , 18).

다른 사람의 영 도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 라면 도저 히 주체

가 될 수 없는 존재기- 아닌가?

그리고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주의’ 와 ‘사상’ 은 구분된다. 즉
주의는 원리원칙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상은 그것을 구체적 현실에 맞게 적용한 것
이다. 그래서 맑스 레닌주의는 주의이고 모택동사상은 사상이듯이 주체사상도 사

상인 것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이라는 용어와 함께 김일성주의라는 용어도 사용한
다. 김일성주의란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체계라는 것인데(김정일

1976) , 이것

이 주체사상과 다른 것， 주체사상을 그 안에 포함하는 것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체의 사상’ 과 주체사상은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1982년 이후 주체사상은
그 안에 철학적 기초와 함께 이론(사회역사원리)과 방법(지도적 원칙)을 포함하

는 것이다. 김일성주의도 사상， 이론， 방법의 체계라면 주체사상 역시 사상， 이론，
방법의 체계이다. 그리고 이 양자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도 아니다. 우리가 북한
측을 위하여 좋게 해석해 준다면， 김일성주의를 언급한 시점이 체계화된 주체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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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온 시점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는 것이다. 즉 김일성주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시점에서의 주체사상이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
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고 하는 4개 원칙 혹은 노선 수준의 것으로서 그 안
에 철학， 이론， 방법은 아직 포함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1982년 이전 시점에

서는 김일성주의와 주체사상을 서로 다른 것으로 주장하여도 무방하지만， 그 이후

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없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어떻든 한
때나마 김일성주의와 주체사상을 구분하여 사용한 것은 용어의 오용 내지 남용이
라 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하여 오도된 연구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맑스-레닌주의도 ‘주의’지만 조선민족제일주의도 ‘주의’다. 영어판을
보면 조선민속제일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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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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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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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뀐rs야t 로 되어 있고 또 설제 내

용을 봐도 ‘정신’ 이 맞다. 그렇다면 조선민족제일정신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
을까? 하기야 이기주의라는 말도 있으므로 굳이 어법상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겠

다. 그러나 3대 제일주의 즉 경공업제일주의， 농엽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만나
면 도대체 경공업이 제일이라는 것인지 농엽 아니면 무역이 제일이라는 것인지가
아리송하다. 이 역시 용어의 남용이라 할만하다

철학이라는 말도 남용되고 있다 주체사상 체계 안에 있는 철학은 세계관과 인
간관을 담고 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내용에 동의하든 말든 일단은 학술적 논의

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철학’ 이라 할 만한 것이지만， 붉은기철학， 동지애철학， 총
대철학， 선군철학 등에 이르면 철학이라는 이름얘 걸맞는 내용은 전혀 없다.

111.

깅일성 시대의 이데올로거

사상에서의 주체와 4개 원칙

‘주제’ 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5년 12월 당 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에서였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당시 당내에 교조주의와 형식주의

가 만연해 있음을 비판하고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그가 말
하는 주체란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그것을 우리나라의 구체
적 조건， 우리의 민족적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을 가리킨다. 즉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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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맑스-레닌주의인 것이다.

이 “우리 식”은 처음부터 민족주의적 정향을 지년 것이었다. 김일성은 한국의
역사， 지리， 풍속과 전통을 강조하였으며 선배를 춘중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진정

한 국제주의자는 진정한 애국주의자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런 민족주의적 특
성을 전면에 부각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 후 여러 해를 거치면서

주체 는 그 내용이 풍부해지고 체계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1960대 후반에 이르러

주체사상’ 얘라는 뽕어가 등장핵고 이것이 사상의

주체 등 4개 원칙을 포괄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 주체사상은 1970년에
개최된 5차 당대회에서 당의 유일사상으로 승격되았다
사상에서의 주체란 1955년에 제시된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정치
에서의 자주와 국방에서의 자립도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다른 것이 없다. 다만

정제에서의 자립은 주의를 요한다. 간혹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펴l 쇄경제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김일성 자신이 이 점을 분명히 하였다. 즉

“원조를 준다면 받는다， 그러나 안 줄 때에도 문제없다 이런 원칙”이라고 한다(김
일성 1977 , 208). 결국 자립이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기보다 소련의 원조 중단과
서방과의 관계 단절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가진

것이다.

4개 원칙으로서 주체사상은 여전히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 즉 우리식 수
준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체계적인 사상이라기보다 노선 혹은 정책기조

라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며， 그 골자는 민족주의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2, 철학적 원리와 전밀적 체계
주체사상에 철학적 원리라는 것이 도입된 것은 1970년대 초반의 일이다 1972년

일본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일성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

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1974년 호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는 주체사상의 ‘철학
적 기초’ 라는 용어틀 사용하면서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
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일성 1977 , 564-565).
이때부터 주체사상은 단순히 ‘적용’ 수준이 아니라 그 나름의 철학적 기초를 갖
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 철학적 기초가 다듬어지기까지는 끈 10년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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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이 여기저기서 단편적으로 언급하였던 많은 용어，

개념， 발상들이 이 기간에 종합되고 하나의 체계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김정일의 1982년 논문이다. 이 논문을 통하여 주체사상은 이제 전
일적 체계를 갖춘 것으로 주장되었다.

지금까지 주체사상의 유일한 원전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 논문에 따르면 주체사
상은 3 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즉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적 원칙이 그것
이다. 철학적 원리란 사람중섬의 철학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본성과 지위 및 역할

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고 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존재라 한다. 사회역사원리는 4개 명제로
구성된다·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이다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
한 투쟁의 역사이다， 사회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다， 혁명투쟁에

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지도적 원칙은
다시 3 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창조적 방법을 구
현하여야 한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어야 한다. 먼저 자주적 입장은 앞서의

4개 원칙을 담고 있으며， 창조적 방법은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이며， 사상 우선에서는 사상개조선행과 정치사엽선행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주체사상은 이제 맑스 레닌주의의 적용이 아니라 그 계승 · 발전 혹은
계승 · 혁신이라 주장된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전통 유교가 그러하듯이 유물론
적이거나 변증법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 철학적 원리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라 하지만 대다수 한국 사람들은 사람중심의 사고에 이미 태고 적부터 익숙해
져 있다. 고조선의 건국이념으로 알려진 홍익인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나중
에 들어 온 불교와 유교 역시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주체사상

의 철학적 원리는 새롭거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사상에서 나온 것이
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나아가 주체사상은 전통 유교의 권위주의적
유산을 잘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주체사상이 그러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김일성의

이미지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같은 것은 현저히 유교적인 것이고 또 권위주의적
인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 이르랴 주체사상은， 비록 북한 당국은 부인하고 있지
만， 19세기 이래 잦은 외세의 침략에 저항해 온 한국인의 경험에서 성장한 북한 판

한국민족주의의 한 변형이라 할 수 있다 3) 1986년에는 김정일 자신이 우리민족제
일주의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아마도 이 시점을 고비로 주체사상은 숨겨진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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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상에서 드러난 민족주의사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 여감다.

IV.

검정일 시때의 새로운 담론틀

조선민쭉제일주의와 진정한 민족주와

주체사상은 처음부터 민족주의적 정향을 지닌 것이었지만 오랜 기간 프롤레타

리아 국제주의 그늘 속에 가려져 았었다. 필요한 경우 그것은 스탈린 시대 소련에

서 그러했듯이

‘사헥주의적 애국주의’ 라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다가 1986년

에 김정일은갑자기 우리민족제일주의라는표현을사용하였다. 이 당시는단지 그
런 용어를 언급한 데 그쳤지만 3년 뒤에는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것윤 주제로 하

는 장문의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김정일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한마디
로 말하여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삼，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여 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입니따”라고 자화
자찬하면서 “우리 인민이 자기 민족을 세상에 제일이라고 자랑할 수 았는 것은 바

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위대한 주체사상이 있으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제일주의의 근거를 제시하였다(김정일

1989 , 450-451).
이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족주의와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나 2년

뒤 김일성이 그 거리를 좁혀주었다. 1991 년에 김일성은 민족이 계급보다 우선한다

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부르조아 민족주의와 진정한 민족주의를 구분하고서 그

자신은 바로 진정한 민족주의자라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민족주의란 민족
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데， 다시 민족의 이익이란 자주， 발전， 번영， 민족단결 등이

라 한다. 그는 또 북한의 정치체제와 전체 사회가 바로 여 진정한 민족주의 원칙에

따라 건설되었으며 이 원칙은 통일 과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로동신문

1991108/01) .

3)

주체사상의 평가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는 김연각

5;

스즈키 마사유카

1994 , 188-189 참조.

1993 , 169-193;

브루스 커밍스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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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정한 민족주의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다 이로부터 6년 뒤인 1997년

에 김정일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내용의 민족주의론을 내놓았다. 그는 먼
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엽， 사

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 이라 전제하고서 주체성 고수에 대
한 설명에 이어 “민족성을 살린다는 것은 자기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
존발전시키고그것을사회생활의 모든분야에 구현해 나간다는것”이라설병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특성이란 슬기롭고 용감하며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도덕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라 한다(김정일

1997a, 307 , 315). 고수

해야 할 민족성의 내용이 이런 것이라면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해
도 귀에 거슬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1989년에 김정일이 제시한 조선민족제일의
근거 즉 위대한 수령의 영도 등애 비교하면 이것은 크게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라하여 이제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위대한 영도자와 그 후계자인 장군님은 진

정한 민족주의자가 되었고 이들의 사상 즉 주체사상은 진정한 민족주의사상이 되
었다 아마도 이 시점에 이르러 이들은 이미 크게 손상된 맑스 레닌주의의 권위나

매력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러한 변화
는 앞으로도 크게 바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집

착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다2. 우리식사회주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오래 묵은 용어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955년 연설에서

이미 김일성은 우리 식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때의 우리 식과 지금의 우리 식은
그 맥락이 좀 다른 것이다. 그 당시의 우리 식은 소련식이나 중국식과 대비되는 것

이었지만， 지금의 우리 식은 동구의 망한 사회주의와 대비되는 우리 식이다.
동구 몰락 이후 북한 지도부는 동구 사회주의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차이를 부
각시키기 위하여 이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김정일은 1991 년 이후 몇 년간 이 주
제에 관한 비중 있는 글을 적어도 7펀 이상 썼는데 이런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1991 년의 글에서 김정일은

우리의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비결은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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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중섬의 사회주의라는 데 있 다고 한다(김정일 1991 , 41), 반면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근본원인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의 본질을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종섬으로 하여 리해하지 못한데로

부터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지 못한데 있 다고 한다(김정일 1992 , 276). 이렇게 하지 못한 까닭

은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맑스주의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교또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한다. 사폐주의 제도가 수립된 이후에는 경제적 요인이 역사발전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주의로 무장한 인민대중이
다. 경제적 요인이 자동적으로 인민들을 사회주의자로 만틀어 주는 것은 아니고
사상개조를 통한 인간개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동구의 사회주의자들은 바로 이 점

에서 실패하였다고 지적한다. 다른 하나는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수정주의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맑스주의의 혁명적 본질을 부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계급 당의 강화， 당의 영도적 역할 및 국가의 통일적 지도기능 강화

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혁명적 원칙인데，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을 소
홀히 하면서

“자본주의적인 소유관계와 경제관리방법을 받아들이고 제국주의와

투쟁할 대신에 무원칙하게 타협하는데로 나아갔 고

이러한 수정주의정책의 결과

로 사회가 점차 변질되어 갔으며 사회주의를 ‘개혁’ 하고 ‘개편’ 한따고 하면서 ‘다
원주의’ 를 끌어를임으로써 사회주의의 변질과정은 더욱 촉진”되었다고 한다(김정
일 1992 , 282). 그 결과 노동계급 당 자체의 붕괴라고 하는 엄중한 사태가 초래되
었다는 것이다 4)
요컨대 우리 식 사회주의는 주체를 바로 세우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및 계획경제

를 고수하였기 때문에 필승불패의 사회주의 요새로 되었고， 그렇지 못한 동구 사
회주의는 몰락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곧 북한 지도부가 기존의 이데올로

기， 정치체제， 경제제도， 그리고 사회 전체를 가능한 한 고수하고자 한다는 사실，
개혁과 개방을 일체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설을 잘 말해주고 있다.

4) 후일 선군 담론에서는 군대가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은 것도 사회주의 몰락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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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붙은기철학

현실이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을 요구한다면 위대한 령도자 겸 철학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붉은기철학이 나왔다.
붉은기라는 딸은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소위 혁명가요에도 자주 나오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부터 사상이니 철학이니 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

여받게 되었다. 붉은기사상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6년의 로동신문 공동
사설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용어만 쓰고 있을 뿐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그 직후인 1 월 9일자 로동신문은

철학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짤막

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붉은기철학은 김정일이 장시한 것으로서 주체의 혁명철
학， 일심단결의 철학， 사회주의에 대한 신심의 철학이라고 한다. 그러나 1 년 뒤인
1997년의 공동사설에서는 다시

‘사상 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붉은기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며 령

도자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수령결사옹위정신 ”
사상에서 철학으로 갔다가 다시 사상으로 돌아오면서 그 정의는 ‘정신’ 으로 하

고 있다. 붉은기에 대한 정의는 이것이 거의 전부이고 우리가 사상이나 철학이라
고 인정해 줄만한 추가적인 설명이 없다. 이때 이후 약 2년간 붉은기철학이나 사
상이 북한의 주요 문헌에 자주 등장하였지 만， 1999년 이후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 내용이 아주 소략하고 용어사용에 극도의 혼란을 보이고 또 지금은 거의 등
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한때의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년

가 생각된다. 북한의 매체들이 붉은기에 대해서 한창 떠들고 있을 때 김정일은 자

기 아버지의

‘주체철학의 독창성’ 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었다. 이 붉은기 사건은

거의 하나의 해프닝 수준의 것으로서 아마도 하위 논자나 이데올로그들이 상관과
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벌인 일이 아딘가 짐작
된다.

4, 고난의

행군과 강성대국

김일성 사망 이후 몇 년간 북한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대응은 달리 의존할 것도 마땅치 않으니 그냥 정신력으로 버려보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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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정선력은 어디서 니-오는가? 지도자의 위대함， 주체사
상， 우리 식 사회주의， 붉은기철학은 충분치 않은 것 같다. 무언가 더 자극적인 것

이 절실히 필요하따. 고난의 행군정신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 같다.
고난의 행군은 1930년대 말 일본군의 대규모 게릴라 소탕작전으로 엄청나게 고
생했던 김일성 부대의 경험을 묘사하는 말로 사용된 용어였다‘ 그런데 1996년 로
봉신문 공동사셜은- 고난의 행군정신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뒤이
따 김정일 자신이 고난의 행군정선에 대해서 다음파 같이 말했다· 당에서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구호를 내놓관 것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블이 항일혁명선렬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발휘하였던 수령옹위정신， 자

력갱생의 정신， 난관극복의 정신，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 내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입
니다(김정일

1996 , 249-250).

그 후 이 구호는 적어도 2년간 북한 매체들을 수놓았

다. 1998년 공동사셜은 고난의 행군이 끝났음을 사사하면서

‘사회주의강행군’ 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것이 고난의 행군을 대체하는 듯 했다. 그러나 2001 년 공
똥사설은 고난의 행군이 2000년에 끝난 것으로 발표하였다.
고난의 행군정신 역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것은 20세기 말 몇 년간 북한이 얼

마나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며 또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

뜨로 그저 정신력으로 참고 버티는 것에만 의존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고
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구호나 수사는 더욱더 호전적， 전투적， 극단적인 것으로

바뀌었고 오래된 유교전통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되었다. ‘결사’니
니

‘자폭’ 이니

‘충성’ 이니

‘도덕성’ 이니

탈이다. 이 가운데서 동지애는 한때
문

2001/04124) ,

‘의리’ 니

‘총폭탄’ 이

‘동지애’ 같은 것들이 그런 것

동지애철학’으로까지 승격되었지만(로동신

그 이후 동지애철학은 다시 등장하끼 않고 있다.

고난의 행군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은 시점인 1998년에 이르러 갑자기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구호가 등장하였다 5) 1998년 공동사설에 의하면 강성대국이
란 사상장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말하는데， 강즈점은 경제강국에 주어진 것으
로 보인다 이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강성대국은 가장 중요한 구호 가운데 하

5)

“강성”은 그 내용으로 보아 한자로 彈性이 아니라 램盛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영문 문헌들에서는 “a Great Prosperous Powerful Nation" 이라 표기하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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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다. 2007년 공동사설 역시 강성대국을 선군과 같은 수준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호일 뿐이지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서 평가를 내릴
만한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은 아니다. 국내의 한 연구자는 한
때 강성대국이 주체사상을 대체하였다고 평가하였지만(서재진 2002 , 197-198) , 그
런 평가를 받을만한 알맹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구호

는 알기 쉽게 말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라는 공허한 말과 크게 다를 것이 없
는것이다.
고난의 행군을 하는 가운데 강성대국이 나왔다는 사실은 1998년부터 북한의 어
려움이 조금씩 완화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또한 1999년 이후부

터는 호전적이고 극단적인 구호와 유교 용어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5. 선군

북한체제에서 군대의 지위는 매우 특별하다. 군대는 당과 정권기관이 창건되기

전에 먼저 창건되었으며 창군 이후 줄곧 체제의 가장 중요한 버팀 기둥이 되어 왔
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가 군을 중시한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 지도부는 단순히 군 중시가 아니라 ‘선군’ 을 반복적으

로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의 언론 매체와 문헌들은 혁명적 군인정신， 선군정
치， 선군노선， 선군사상， 선군철학， 총대철학 등 선군 관련 담론들로 채워지고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1) 선군담론의 형성 과정
북한 문헌들은 선군의 기원을 김일성이

‘ E 亡’ (타도제국주의동맹)를 결성한

1926년까지 소급하고 있고， 선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선군

정치가 시작된 것은 1995년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선군 관련 담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97년으로 보인다. 이 해 로동신문 공동사설은 군이 “혁명의 기둥이
며 주체위엽 완성의 주력군”이라고 한다. 같은 날 김정일은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
과의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총 한방 싹보지 못하고 사회주의가 무너진것은 군대를 튼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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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리지 못한것과 관련되여 있습니다

(중략)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무너

졌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인민군대가 있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가
그 어떤 광풍이 불어 와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포위속
에서 끊임 없는 군사적위협을 받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조
건에서 강력한 군대가 없이는 인민도 없고 사펴주의국가도 당도 있을수 없습니
다. 이런 의미에서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김정일

1997b , 276).

1997년 공동사젤과 함께 여기서도 아직 선군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97년 공폼사설과 이 담화는 나중에 제시되는 선군 관련 담론의 기본 발

상과 개념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 즉 주력군， 총대중시， 군대가 곧 띤민， 국가， 당
이라는 발상 등이 그것이다.

선군 이라는 용어가 공식 매체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8년인데， 그 후 2000년 공동사설에서 선군정치와 총대중시사상이라는 말이 등
장하였고， 2001 년 공동사설에는 선군로선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2003년에는 김정
띨 자신이 “선군후로(先軍後勞)의 사상”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선군철학이라는

흉어는 총대철학과 함께 2006년 공동사설에 처음 똥장하였다 6) 2007년 공동사설에
서는 “지난해에 선군사상， 선군정치 승리의 만세소리가 온 누리를 진감하였다”고

선언하띤서 선군을 핵심어로 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온 선군
이란과띤 무엇인가?

2) 선군담론의내월
2001 넌 공동사설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문제를

풀며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혁병과

건설에서

사회주의위업을

나서는

밀고

모든

나가는

것”이라 설명한다.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 이후 선군에 대한 언급은 무수히
많지만 체계와 알맹이를 동시에 갖춘 설명은 아직 없는 설정이다 필자가 입수한
최근의 문헌에 의하면 선군사상은 두 개의

‘기본원리’ 와 한 개의

‘주요원칙’ 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기본원리는 ‘정권은 총대에서 나오고 총대에 의해 유지된다는
혁병원리”이며， 두 번째 기본원리는 “군대이자 곧 당이고 국가이며 얀민이라는 혁

병원리”이다(최영똥 2006a) . 그리고 같은 저자의 다른 문헌이 제시하는 선군의 주

6)

“선군”의 형성과정에 대한 상세하고 탁월한 조사는 권오중

2002

전미영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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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칙은 선군후로이다. 선군후로란 글자 그대로 군대를 노동계급보다 앞자리에

내세운다는 것이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군대를 핵섬력량으로， 가장 힘
있는 기본력량으로 보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는 것”이라고 한다(최영송 2006b) .

과장된 수사를 걷어내고 알맹이만 추리면 선군사상이란 정권유지를 위하여 총
대를 중시한다는 것， 군대가 없으변 인민도 국가도 당도 있을 수 없다는 판단， 그
리고 군이 혁명의 주력군이라는 판단 이 세 가지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한다. 그 골자를
추리면 대강 이렇다. 현 시대는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의 시대， 자주성의 시대이며
제국주의와 맞서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자주성 개념을 연결고리로 하여 주체사상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최성학

2002) 최근의 한 문헌은 자주성 외에 운명공동체라는 개념을 또 다른 연결고리로
삼고 있다. 즉 “혁명의 주체인 수령， 당， 대중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운명공동체
를 이루었을 때 선군의 원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것 인데 이 운명공동체에 관한 원

리는 주체사상에 의해 밝혀진 것이고 또 그것이 구현되어 운명공동체가 이미 만들
어졌기 때문에 선군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김진옥 2007a) .
이런 설병은 논리적으로 별 무리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선군후로에 이르면 사
정이 달라진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혁병의 주력군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역사의 주체 혹은 혁병의 주력군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노동계급과 인민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주체사상이 말하는 사회역
사의 주체인 인민 혹은 인민대중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지식인과 사무원， 문
화예술인， 군 장병， 섬지어 양심적인 민족자본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인민과 노동계급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션군사
상이 군대를 현명의 주력군으로 설정하고 군대를 노동계급 앞자리에 놓는다는 것
은 한 연구자가 적절히 주장하였듯이 “주체사상의 본질적 요소에서의 변화”라 할
수 있다(오일환 2006 , 102). 김정일 자신도 선군후로를

선군정치의 독창성”이라

표현함으로써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전미영 2006 , 26에서 재인용).

한편으로 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당 우선의 입장을 확실히 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소 완화된 해설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시점에서는 “당과
군대가 서열상 누가 선차냐 할 때 당이 앞자리에 놓이며 따라서 군대는 그 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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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군으로 자리매김 된다”고 못박았다(김철우 2000 , 2) , 그러나 최곤의 한 문헌은

당과 군대는 흔연빌체， 불가분의 관계라고 표현하면서 “당은 군대가 총대로 보위

해 주어야 그 불패성이 담보된다”는 점과 “군대는- 혁명정당의 령도를 받고 당이
꾼중을 조직동원해 주어야 무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다(김진옥 2007b)

3) 평가와함의

이런 정도가 지금까지 제시된 선군 관련 담론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선군이란 간단히 말해서 정권과 국가블 지키기 위하여 총대와 군대가
종요하고， 그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노동계급보다는 더 중요하지만 당보다

는 덜 중요하다， 이런 정도의 것이다. 이 정도의 것을 가지고서 무슨: 사상이니 철
학이니 하는 것은 마치 붉은기철학처럼 용어의 남용이다 그저 군 중시의 노선 혹
뜬 정책기조라거나， 김정일 자신이 한 때 애용했던 대로 그의 기본적인

‘정치방

식’ 7) 이라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자주성과 운명꽁동체 개념을
연결고리로 하는 주체사상과의 관계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단계의 선군담론은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수준에는 한 참 못 미치는， 붉은기철

학， 고난의 행군정신， 강성대국 등과 마찬가지로 기껏해야 주체사상익 ‘변용담론’

확은 ‘하위담론’ 8)이라 할 수 있다 단， 주력군 개념이나 선군후로는 확실히 주체
사상과 충톨되는 부분이며， 이 부분은 앞으로 북한 이데올로그들이 풀어야할 숙

제，쉽지않은숙제라할수있다.
그러나 1998년 개정헌법을 통하여 정권기관 내 군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 권
력 핵심부에 군부 인물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 김정일의 군부대 현치지도가 증가

하였다는 점 등 현실정치 면에서 선군이 지니는 의미는 달리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개 주체사상이 그러하였듯이 지금은 유치한 수준이지만 장차 더욱 세련되

고 풍부한 내용을 갖춘 그럴듯한 ‘사상’ 이나

철학 으로 발전할 가능성마저 부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수준은 ‘맹아’
(전미영 2006 , 22) 이상의 것으로 봐주기는 어렵다.

7)

영어로는

8) 이

“basic political styl낭’이라 번역한다. 로동신문 99/01/0 1.
표현들은 정우곤 2001 ; 배성인 2001 에서 차용한 것이다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

275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 연구자는 선군사상을 주체사상의 대체 이데올로기로 평
가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는 “통치이데올로기의 성격변
화 측정을 위한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서 선군사상을 측정하면 그렇다고 한다

세 가지 지표란 새로운 사상이 주체사상처럼 이론적 체계를 갖추었는가 여부， 전
국적 차원에서의 이데올로기 일색화운동 전개 여부와 지도적 지침으로 인정받았
는가 여부， 그리고 주체사상 내용 중에서 어떤 본질적 요소의 변화가 수반되었는

가 여부를 가리킨다. 이 세 가지(필자가 읽기로는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이다)
지표에서 모두 그렇다는 답변이 나오므로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의 대체 이데올로
기라는 결론을 내린다(이기동 2006 , 120-130).

전국적 차원에서 선군사상 교양 캠페인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고，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군후로는 주체사상의 본질적 요소에서의 변화

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주체사상처럼 이론적 체계를 갖추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답해야 할 것이다. 그가 인용한 북한 문헌은 선군사상이 총대 ‘철학’ , 정
치 ‘이론’ 그리고 정치

‘방식’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

지 그렇다는 주장일 뿐이지 알맹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주성을 위하여 총대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은 최고로 평가해 주어도 고작

노선

정도이고 최하로 평가하

면 ‘정책우선순위’ 일 뿐인 것이다. 이런 것이 어떻게 ‘철학’ 이 될 수 있을까? ‘이

론’ 과 ‘방식’ 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틀도 그저 정책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나
글자 그대로 방식에 불과한 것들이다. 1982년에 체계화된 주체사상에 비교할 때

선군사상은 그 근처에도 못가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도적 지침’ 과 관
련해서는 이 연구자가 단순히

‘지도사상’ 이라는 용어와 ‘지침’ 이라는 용어의 차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양자를 혼동한 데서 나온 실수가 아닌가 싶다. 지침이
어떻게 지도사상을 대신할 수 있을까? 따라서 아직은 ‘맹아’ 수준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본다.
선군사상이 함축하는 의미는 우선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저

없이 곧바로 군대의 무력을 직접 사용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총한방 싹보지 못하고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에 대한 김정일의 지적은 매우 직설
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무력 사용의 대상은 국내의 저항세력일 수
도 있고 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일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당면의 경제
난과 “미제의 포위”를 정면 돌파하기 위하여 핵무기 등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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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료 군대식의 규율과 기강 그리고 조직 원리를 전 사회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도

담고 있다. 고난의 행군도 그렇지만 ‘혁명적 군인정신’ 은 그런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의지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우리 식 사회
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고자 하는 의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경 론
주체사상은 맑스 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 즉 우리 식에서 출발하여 30년 가까운

세월 동딴 그 내용이 풍부해지고 체계화되어 1982년에 맑스-레닌주씌의 계승

전으로 일단 완성되었으며

발

1990년대 이후에는 그 민족주의적 특성이 전면에 부각

되고 있따. 이 사상은 1970년에 조선로동당의 유일사상， 지도사상， 전체주의적 독
재체제의 공식 이데올로기가 된 이래 지금도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익에서부터 붉은기철학， 고난의 행군， 강성대국을 거쳐 선군에
이르기까지 김정일에 의해 주도된 담론들은 그 과장된 수사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체계적 사상이 아니라 단순한 구호이거나 주체사상의 변용담론 혹은 하위담론의

수준을 벗어나지 봇하는 것들이다. 또한 주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뿌리
콸 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주체사상을 대체한다거나 새로
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들은 북한 지도부가 그때그때 필요성에 따라 내
놓은 담론일 뿐이다. 선군담론의 경우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부분도 있고 주체사
상과 충돌되는 부분， 새로운 부분도 있다. 또한 이마 10년에 가까운 짧지 않은 역
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타의 담론들과는 달리 앞으로 새로운 사상체계로 발

전할 수 있는 잠재팩을 가진 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단계는 그저 김

정일의 ‘정치방식’ 혹은 통치스타일로서 새로운 사장의 맹아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이 처한 내외의 환경과 그것에 대한 북
한 지도부의 인식 및 대응방향을 많든 적든 담고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주지

하듯이 현실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의 세계질서는 북한 측에게 더욱 불리하게 편성
되고 있으며 구조적 모순과 한계에 직면한 주체경제는 붕괴 직전의 위기에 놓여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지도부는 가능하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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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체제 유지를 위하
여 군대의 사용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내외의 환경이 불리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버티기 위해서는 핵무기도 필요하겠지만 고난
의 행군도 필요하고 강성대국의 청사진도 필요하고 또 선군도 필요할 것이다.

필자의 이러한 관측이 타당하다면 북한 지도부의 기본자세는 이솜우화에 나오
는 길손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더욱 옷깃
을 단단히 여미고 모자를 눌러쓰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관적 의지와 별도로 언제까지 그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

른다. 특히 담론 수준에서 이미

‘신사고’ 니

‘실리사회주의’ 니 혀는 용어를 가끔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기왕에 벌어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의 것
일지는 모르지만 7 . 1 경제관리개선조치 같은 것을 취하는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
는 사정이 달라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데올로기 분석의 결론은 적
어도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현 시기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가 북한의 경직된 자세를 완화시켜 교류협력의 장으로 끌어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햇볕정책의 유효성은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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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Political Ideology: 195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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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ideology is still very important in understanding North Korean polltics. However it
does not attract much attention among outside watchers. And the existing studies on this
su이 ect

have some f1aws. This p뼈‘

IS

an attemp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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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by analyzing and

assessing the whole history of the North Korean ideological development. As a results , the
author argues that the Juche Idea, the North Korean version of Korean nationalism, is still the
one and only guiding idea of North Korea; a11 the other slogans or ideas newly raised by Kim
Jong Il or his propagandists , including the Army- lFirst Idea, are nothing more than mere
slogans or, at best, very primitive ideas; the North Korean leaders show very strong will to
maintain their existing system at any cost and even by us'ing frrearms of the army; and to this
extent thε Sunshine Policy of the South Korea should be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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