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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김정일 시대의 선군노선의 등장과정을 탈냉전과 고난의 행군 그리고 이와 중
첩된 정치적 계승의 위기 속에 시도된 권위축적전략으로 재조명하고, 그 의미를 북한식 급
진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북한식 급진주의의 원형은 주체노선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의 ‘대국주의적 압력’에
대한 경험과 1960년대 소련발 탈급진화의 흐름은 북한이 나름의 방식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주체노선을 확립해나가는 핵심적인 계기가 되었다. 비록
소련의 수정주의와 중국의 교조주의에 대한 비판을 모두 포괄하고는 있었으나 북한의 주
체노선은 급진주의에 훨씬 가까운 것이었다. 1967년의 과도기 논쟁을 통한 북한 사회 전반
의 변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후 후계자 김정일은 북한식 급진주의를 ‘김일성주의’의
이름으로 순수이데올로기의 차원으로 격상시키려 시도하며 이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조직
적, 정책적 변화를 주도해 나갔다.
반제투쟁과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기치 하에 강화되어온 북한식 급진주의에 탈급진적 모
색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였다. 북한은 발전의 위기에 직면하여 다양
한 시도를 통해 나름의 정책적 합리화를 시도해나갔다. 인민생활향상론과 합영법을 통한
중공업 우선의 자립적 발전전략의 연성화는 그 핵심이었다.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된 것은
물론 1980년대 후반 탈냉전의 파고가 시작되면서 부터였다. 북한은 일련의 남방정책을 통
해 교차승인을 실현함으로써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편입되려 노력하는 동시에 신무
역체계, 혁명적 경제전략 등을 도입하며 탈급진화를 통한 적응을 시도했다. 제네바 합의
체제 역시 적어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었다. 교차승인의 핵심은
북미관계정상화였으며 제네바 합의는 냉전기 내내 일체의 접촉 자체를 거부하던 미국으로
부터 안전보장과 관계개선의 공약을 받아낸 중요한 성과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훈통치 시기는 일종의 과도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해당 시기 북
한의 정책과 담론은 탈급진적 모색과 급진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었다. 혁명적 경제전략과
제네바 합의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군에 대한 강조와 보수적 체제수호 담론들 역시 병
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도기의 대응만으로 체제의 생존위기를 극복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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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가 있었다. 유훈통치의 마지막 해였던 1997년의 위기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
다. 결국 1997년을 기점으로 탈급진적 모색은 종식되고 김정일 정권의 비전과 기조는 북한
식 급진주의를 재구축하는 쪽으로 총결되었다. 선군노선의 등장이 그것이다. 이는 군사주
의의 강화를 통해 체제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혁명성의 강화를 통해 카리스마적 권위
를 구축함으로써 권위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기조 하에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독창성을 강조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의 탈급진적
해석에 기반 한 개혁개방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사회주의 완전승리론을 대체한 사회
주의 강성대국론을 통해 국가발전의 비전과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 차
원의 급진주의의 정립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 정책적 변화를 수반했다. 국방위원회
체제의 등장과 내각책임제를 통한 정경분리가 조직적 차원의 변화였다면, 혁명적 경제전략
의 폐기와 중공업 우선 전략의 재강화, 국방공업우선론의 채택 등은 정책적 차원의 전환을
의미했다.
이는 1960년대 이래 형성되어온 북한식 급진주의가 선군노선으로 재구축되었음을 의미했
다. 즉 탈급진화의 가능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었던 계급에서 인민으로의 변화는 외부의 위
협과 내부의 권위의 위기라는 이중 위기 속에 다시 인민으로부터 ‘군(軍)과 인민’으로의
변화로 귀결되면서 급진화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후 선군노선은 선군경제노선, 선군사상
의 등장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되어 나갔다.
요컨대 <부정(negation)>, <대안적 비전(visionary)>, <행동주의(activism)>라는 3가지 요소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터커(Robert Tucker)의 급진주의 개념에서 볼 때, 미국 중심의 일극체
제로 재편된 제국질서에 대한 ‘부정’과,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 ‘대안적 비전’, 그
리고 선군정치라는‘행동주의’를 갖춘 선군노선은 명백한‘북한식 급진주의’였다.

핵심어: 선군노선, 정치적 계승, 북한식 급진주의, 탈급진화, 권위축적.

- ii -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문제제기 ·········································································································· 1
제2절 연구방법론과 자료 ·························································································· 5
제3절 논문의 구성 ····································································································· 8

제2장 급진주의와 국내정치동학 ··························································· 11
제1절 전체주의론의 한계와 정치의 복원 ······························································ 11
제2절 급진주의와 카리스마적 권위 ······································································· 18
제3절 정치적 계승과 권위의 동학 ········································································· 23
제4절 급진화 vs 탈급진화: 북한식 급진주의로서의 선군노선 ··························· 27

제3장 북한식 급진주의의 원형과 후계체제 ······································ 34
제1절 탈소련화와 주체노선의 등장 ······································································· 36
1. ‘주체’의 등장과 권위의 원시축적 ································································· 36
2. ‘5.25’교시와 북한의 급진화 ··········································································· 45
3. 국방경제병진노선의 강화 ··············································································· 47
제2절 수령제와 후계체제 ························································································ 53
제3절 후계자와 북한식 급진주의 ··········································································· 60

제4장 탈냉전과 북한식 급진주의의 진동 ·········································· 69
제1절 주체비전의 위기와 후계리더십의 대응 ······················································ 69
1. 6차 당대회: ‘당중앙’에서 ‘친애하는 영도자’로 ··········································· 69
2. 발전의 위기와 ‘문제해결사’ 후계자: 인민생활향상론과 합영법 ················ 74
제2절 냉전의 해체와 탈급진적 모색의 강화 ··············································· 81
- iii -

1. 사회주의진영의 붕괴와 정당성의 위기 ························································· 81
2. 계급에서 인민으로: 인덕정치와 조선민족제일주의 ····································· 83
1) 조선민족제일주의 ························································································ 83
2) 인덕정치와 광폭정치 ··················································································· 86
(1) 전사(前史): 기본군중 vs 복잡한 군중 ················································· 86
(2) 인덕정치와 광폭정치: 등장과 차별화 ··················································· 89
3. 김정일식 부국강병론과 혁명적 경제전략 ····················································· 93
1) 김정일의 비전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 93
2) 혁명적 경제전략과 부국강병론 ·································································· 95
4. 남방정책의 등장과 제네바 합의 ·································································· 106

제5장 계승의 위기와 북한식 급진주의의 재구축: 선군노선 ··········· 110
제1절 고난의 행군과 계승의 위기 ······································································· 111
1. 유훈통치의 의미와 한계 ··············································································· 111
2. 고난의 행군과 권위의 위기 ········································································· 114
제2절 과도기의 대응: 군, 청년, 그리고 수령결사옹위론 ·································· 116
1. 군을 통한 계승과 혁명적 군인정신 ···························································· 117
1) 군을 ‘통한’ 계승의 의미 ·········································································· 117
2) 아래로부터의 혁명화: 군 현지지도와 혁명적 군인정신 ························ 122
3) 경제건설자로서의 군 ················································································· 126
2. 청년과 세대의 문제: 청년중시사상의 등장 ················································ 127
3. 붉은기 담론과 수령결사옹위론 ···································································· 132
제3절 위기의 축적과 선군노선의 등장 ······························································· 133
1. ‘이중 위기’와 급진주의 ················································································ 133
1) 제네바 합의 체제와 외부 위협 ································································ 133
2) 급진주의와 국내정치 ················································································· 137
2. 선군노선: 이데올로기, 조직, 정책을 중심으로 ·········································· 148
1) 선군노선의 이데올로기적 기반 ································································ 150

- iv -

(1) 우리식 사회주의론: 독창성 vs 계승성 ·············································· 150
(2) ‘사회주의 완전승리론’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으로 ··················· 159
2) 선군노선의 조직적 토대 ··········································································· 164
(1) 국방위원회 체제와 선군노선 ······························································· 164
(2) 내각책임제와 북한식 정경분리 ··························································· 166
3) 선군노선의 정책적 실현 ··········································································· 167
(1) 혁명적 경제전략의 좌초와 중공업 우선주의로의 회귀 ···················· 167
(2) 국방공업우선론의 등장과 선군정치의 완성 ······································· 172
3. 선군노선의 발전: 선군사상과 선군경제노선 ·············································· 184
1) 선군사상의 등장 ························································································ 184
2) 국방공업우선론에서 선군경제노선으로 ··················································· 186

제6장 결 론: 선군노선과 김정은 정권 ·············································· 195

참고문헌 ················································································································· 201
Abstract ················································································································ 234

- v -

<표·그림 목차>

<표 3-1> 북한의 군사비 ································································································ 50
<표 3-2> 남북간 재래식전력균형: 군사비누계 비율(1972~1994) ····························· 52
<그림 3-1> 북한 경제 관리에서 3대혁명소조체계 ····················································· 67
<그림 5-1> 북한 배급제의 상대적 안정성 지수 ······················································· 114
<표 5-1> 1995-1996 부문별 현지지도 횟수 ·························································· 124
<표 5-2> 1997년 부문별 주요회담 ············································································ 136
<표 5-3> 노동신문 주요 발언(1998.10-1998.12) ····················································· 181
<표 5-4> 반미 군중대회(1998.12) ·············································································· 183
<그림 5-2> 북한 경제성장률(1990-2010) ································································· 189

- vi -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1990년대 등장한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선군정치의 구성 요소 중 정치세력으로서
‘군의 부상’과 그것이 갖는 함의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이는 노동계급이 아닌
군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삼는다는 ‘선군후로’(先軍後勞)’의 원칙과 국방위원회를 중심
으로 한 김정일 체제의 ‘특수성’이 당-국가 체제라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고유한 특성
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당-군 관계와
국가성격의 변화 여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1)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고자 선군정치,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선군경제노선,
선군사상 등으로 이루어진 김정일 시대의 선군노선의 등장과정을 탈냉전과 고난의 행군
그리고 이와 중첩된 정치적 계승의 위기 속에 시도된 권위축적전략으로 재조명하고 그 의
미를 터커(Tucker 1967)의 급진화(radicalization)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1990년대
초반 일련의 탈급진적 모색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의 출범과 함께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결과적으로 미사일과 핵개발을 지속하며 급진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990년대 북한이 내파 혹은 붕괴에 대한 수많은 예측을 유행하게 할 만큼 위기상황이었
1)

관련된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견해는 변화에 주목하는 관점으로서
군의 위상과 역할이 당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으로 강화되었다는 견해이다. 서대숙(2000), 와다
하루끼(2002), 백승주(2001), 유호열(2000), 윤황(2010)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견해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당-우위체제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군의 ‘역할’이 증대했다는 주장이다. 김
정일의 정치를 군 ‘중심’의 정치가 아닌 군 ‘중시’ 정책으로 파악하는 견해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는 장달중·임수호(2005), 정성장(2001b), 최진욱(2001), 정성임(2004;
2009). 조준래(2003), 서석민(2007)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과 군의 지위가 수평적으
로 변화되었으며 이는 김정일의 직할통치에 의한 ‘당-정-군 역할분담체제’ 혹은 ‘분할통치’로
봐야한다는 주장으로서 김갑식(2001, 2005a), 정영태(2000)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첫 번째 견
해인 군의 역할 강화론은 군사국가화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군사국가화론에 대한 개괄
적인 논평으로는 양현수(1999)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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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2) 따라서 북한의 선군정치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간주되어 왔다.3) 그러나 위기는 변화의 계기일 뿐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지
는 않는다. 따라서 선군정치가 대내적 위기관리 정책을 넘어 “<1 : 세계>라는 가장 어려
운 상황에서도 사회주의와 민중의 존엄, 국력을 최대치로 과시”(김철우 2000, 2)해 나가나
는 피포위의식과 선도의식이 결합된 비상체제로 제도화되고(이정철, 2008, 130) 북한의 이
데올로기, 정책, 조직 등이 이러한 선군정치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재창조됨으
로서 이른바 선군노선이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노선(전덕
성 2004, 129)으로 항구화된 과정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는 1980년대 중반의 모색기를 거쳐 탈냉전 이후 북한에도 다양한 탈급진적 요
소들이 나타났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북일수교의 시도 등 일련의 남방
외교, 신무역체계의 등장과 경공업, 농업, 무역 제일주의를 기반으로 한 혁명적 경제전략,
제네바합의체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도는 1994년 수령의 사망 이후 북한 내부
의 논쟁을 유발했다. 따라서 탈냉전 이후 여러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990년대 중
반까지 북한의 미래는 열려있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부의 논쟁 속에 북한의 미
래가 ‘선군노선’으로 귀결된 동학은 무엇인가?
20여 년 간의 후계체제를 거친 북한의 정치적 계승의 과정이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
으며 후계자 김정일의 정치적 권위와 권력기반 역시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계승자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탄한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4)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김일
2) 1990년대 북한 붕괴론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로는 이상근(2008)의 논의를 참고할 것.
3) 예컨대 선군정치를 국가의 총체적 위기상황에 대한 위기관리체제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오경섭(2009)을 들 수 있다. 그는 위기관리를 “최고정책결정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피해를 최소
화하고,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위기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하는 제도
적, 정책적 노력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제1차 북핵위기, 김
일성 사망, 기근, 경제의 붕괴라는 위기에 맞서 “수령의 권력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군대를 활
용한 보수적 위기관리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선군정치의 목적은 오
직 권력안보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력 혹은 안보 중심적 접근만으로 선군노선의 지속성과
총체성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4) 사회주의 국가의 그 어떤 후계자도 김정일과 같은 장기간의 후계수업을 받은 예는 없다. 또한
부자세습 역시 마찬가지이다. 루마니아의 경우 시도는 했으나 체제의 붕괴로 결국 실패하고 말
았다. 또한 부자세습은 아니지만 가족 간에 이루어진 계승의 사례로는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
게 정치권력이 계승된 쿠바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쿠바의 경우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권위는 계승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제도화를 통해 계승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방식과는 차별적이었다. 루마니아의 부자세습과 관련된 시도에 대해서는 Tismaneanu(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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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후 ‘수령의 제1충신’혹은 ‘공동 통치자’가 아닌 유일한 수령으로 거듭나야 했던
김정일 체제의 출범 과정에서 정치적 계승이 초래한 위기가 부재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적 계승은 냉전의 비대칭적 해소와 연이어 닥친 고난의 행군과 중
첩된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진행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환경은
체제의 정당성과 수령의 권위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우리는 1994년 제네바 합의 직후 이와 같은 선군노선이 채택되었다는 북한의
‘사후적’ 설명과 달리 북한의 선군정치가 단계적인 발전과정을 겪어 왔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하에 국방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군대를 혁명의 제1기둥으로 내세우며,’ ‘군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것’
으로 정의된다.5)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지점은 1999년 6월 16일 <근로자>, <노동신
문> 공동논설인 <우리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를 통해 체계화된 상기한‘선군정
치’의 구성요소들이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과 군을 중시하는 것, 그리고 군의 활용도를 국방 이외의 분야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논
리적, 혹은 경험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6) 즉 선군노선은 지도자의 결단의 결
과로서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그러한 결단이 외부의 환경변화와 내부의 정치적 동학 속에
‘관철’된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는 선군정치가 형성되어간 과정에서 잘 나타난
다.
선군정치의 기원에 대한 북한의 ‘최초의’설명은 1995년 1월 김정일의 다박솔 초소방문
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김철우 2000, 16-17).7) 1995년 이래 김정일의 현지지도가 군에
를, 쿠바의 계승의 과정에 대해서는 호프만(Hoffmann 2009)을 참조할 것. 한편 북한의 후계
과정과 후계자 김정일의 정치에 대한 연구물은 매우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정창현(1999), 이찬
행(2001), 정영철(2005)이 대표적이다.
5) 김철우. 2000.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pp.27-37.
6) 정권의 군사화와 군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군의 영향력 강화나 군부의 집권이
반드시 국방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Deger & Sen 1995, 301).
정권의 군사화는 오히려 부족한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군비를 축소하고 경제개발에 집중함으
로써 안보우선주의의 완화로 귀결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경험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물론 비록 형식적이긴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 정권의
재창출을 인민의 지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사례를 북한에 직접적으로 적용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하에서 보듯 북한의 선군정치 역시 초기의 핵
심적인 내용은 군의 이반을 방지하기 위한 군의 혁명화였으며 그것이 군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방력 강화하는 내용들로 ‘확장’되어 간 것은 그 이후였다는 점이다.
7) 여기서 ‘최초’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현재 선군정치의 기원에 대한 북한의 설명이 ‘후계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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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된 것에서 잘 나타나듯 포괄적 의미의 군 중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북한의
설명은 일정 정도 타당하다. 그러나 당시 선군정치의 핵심 내용은 국방력 강화나 군의 활
용도 재고가 아닌 군의 ‘이반’(離叛)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초기 선군정
치는 군 우대, 군 원호, 군의 사상교양 강화 등을 중심으로 했다. 이는 사회주의 붕괴의 핵
심적인 원인을 군의 ‘반(反)혁명화’에서 찾았던 북한의 인식에 기원한 것이었다.8) 그리
고 군을 통한 사회의 재혁명화와 경제건설자로서의 군의 역할 강화 등이 결합된 ‘혁명적
군인정신’론이 등장한 것은 1996년이었으며 그것이 다시 국방공업우선론으로 확장되어간
것은 1997년 무렵이었다. 즉 1999년도에 그 내용이 체계화된 선군정치는 처음부터 완결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상기한 구성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결합되어간 결과였다는 것
이다.9)
특히 국방력에 대한 강조는 자원배분전략의 중대한 변화를 수반했다.10) 1997년을 기점으
로 김정일 정권은 전후 40여 년 간 유지되던 중공업 우선의 산업구조를 경공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재편하려 했던 ‘혁명적 경제전략’을 폐기하고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자립적
민족경제전략을 재강화함과 동시에 국방공업우선론을 채택했다.11) 국방공업우선의 경공업,
정일이 1960년 서울 류경수 105탱크사단을 방문하던 날로 소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신
문> 2010. 8.24; 『선군-김정일정치』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2), pp. 28-29. 이러한 변화는
2008년에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즉 선군정치가 1990년대 중반이 아니라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의 격렬한 조미대결의 역사적 배경 하에서 출현했다는 것이다. 강희봉. 2008.
『선군정치문답』. 평양: 평양출판사, p. 2
8) 김철우. 2000.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pp. 2-4.
9)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북한의 공식문헌에 처음 나타난 것은 1998년 5월 26일자 <노동신문>의
“군민일치로 승리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99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선군혁명령도’라는
개념이 구체화되었고 1999년 6월 16일 <노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로 체계화되었다(김근식·이무철 2007, 73-75)
10) 나카가네 카츠지(2001, 68-69)에 따르면 한 국가의 발전전략(development strategy)은 크게
자원배분에 관련된 정책과 제도·조직에 관한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자원배분 관련정책에는
어떠한 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산업정책， 어떠한 지역을 중시하여 자
원을 배분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입지정책， 개방문제와 관련된 대외정책， 어떠한 기술을 개
발하고 보급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기술정책 등이 포함된다. 이에 반해 제도·조직 관련정책
에는 상기한 정책을 실시할 때 틀이 되는 여러 가지 제도와 기구， 조직에 관한 정책이 포함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제도를 활용하여 한정된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와 관련된 시장과 계획의
문제, 기업의 형태, 기업 내의 조직과 운영 등과 관련된 기업정책， 소득을 사람들 사이에 어
떻게， 어떠한 원리에 의해 분배할 것인가와 관련된 분배정책, 그리고 자금흐름과 관련된 재
정·금융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혁명적 경제전략에서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국방공
업우선론으로의 변화는 ‘자원배분전략’의 변화라 할 수 있다.
11)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국방공업우선론의 등장과 이에 따른 자원배분전략의 변화는 별다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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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동시발전을 내용으로 2002년 제기된 ‘선군경제노선’은 바로 이러한 국방공업우선
론이 공식화, 제도화된 결과였다.12)
결과적으로 선군노선은 1995년 1월에 제기되었다는 북한의 최초의 설명을 기준으로 하여
도 그 완성된 내용이 김정일 정권의 항구적인 노선으로 체계화 공식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은 김정일 정권이 정치적 계승의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위기와 논쟁을 극복하고 주체노선의 창조적 계승으로서 선군노선
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13) 그리고 이렇게 확립된 선군노선의 핵
심은 미국 중심의 현 세계 질서에의 ‘순응’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주권
을 수호하며 체제의 목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부정(negation)>, <대안적 비전(visionary)>, <행동주의(activism)>라는 3가지 요소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터커(Tucker 1967)의 급진주의 개념에서 볼 때,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
로 재편된 제국질서에 대한 ‘부정’과,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 ‘대안적 비전’, 그리
고 선군정치라는‘행동주의’를 갖춘 선군노선은 명백한‘북한식 급진주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1990년대 후반 김정일 정권의 출범을 즈음하여 체계화되어

나타난 이데올로기, 조직, 정책적 차원의 변화들을 북한식 급진주의, 즉‘선군노선’으로
재정의하고 그 등장과정과 내용, 함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방법론과 자료

목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는 북한의 국방우선론 혹은 경제·국방병진노선이
1960년대 이후 변함없이 ‘지속’되었다는 관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전소영 2004). 그러나
1972년 경제국방병진노선의 종결과 함께 이루어진 군사비 감소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이 국방
분야에 대한 투자를 우선해 왔다는 것이 동일한 강도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함택영 1998).
12) 2002년 김정일에 의해 제기되어 2003년부터 공식화된 선군경제노선은 이후 북한 경제전략의
최상위의 원칙으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빈약한 편이다. 대표적인 연구
결과로는 임수호(2009), 권영경(2008; 2009a; 2009b), 김병옥(2011), 차문석(2007) 등이 있다.
13) 유훈통치 시기 당내 갈등은 많은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이태섭(2001b), 김근
식(1999) 등은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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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구에 있어 연구 방법론 부분은 취약한 부분이다. 이는 개별 연구자의 한계에 기인
한 점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북한이라는 케이스가 갖는 자료의 한계와 접근성에 보
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을 밝히는 서술적인 차원의 연구를 넘어 변
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분석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간자료의 한계는 명확하다. 공간자료는 정권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고 조작된 형태
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자료를 통해 내부의 정치동학을 밝혀낸다든가 특정한
시점의 논쟁을 찾아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
권의 입장 자체가 일관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공간자료에 대한 면밀한 시계열적 분석은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는 단초가 된다. 비록 다양한 견해들의 충돌이 드러나
는 경우는 드물지만 북한 역시 대부분의 경우 정책적 변화에 앞서 상당한 기간의 내부적
인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타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공간자료를 통
해 특정 주제에 대한 논조의 변화가 언제 시작되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갔으며 어떤 결과
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면밀한 추적은 겉으로 드러난 북한의 정책적 변화들의 이면에 있는
인식과 논리를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연구자의 분석 모델에 따라 공간자료의 단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당 중
앙위원회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근로자>를 보면 논자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논지는
통일된 형태로 매우 일사분란하고 체계적으로 변모해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정권을
행위자로 간주하는 경우 흔히 부딪히는 문제, 예컨대 북핵문제에 대해 외교부와 통일부와
청와대가 모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식과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고
민을 덜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근로자>와 <노
동신문>, 그리고 경제분야를 전문으로 한 대표적인 학술지인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분석
을 진행했다. 해당 자료들은 각각 월간지, 일간지, 계간지로서 사후적 윤색의 문제에서 자
유롭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본 논문의 분석은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
다. <근로자>는 당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정책방향을 당 간부와 당원들에게 정확히 전파하
는 동시에 각종 시책의 관철을 목표로 한 교양 선전물이라 할 수 있다(이교덕 199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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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는 당과 정부, 군의 고위 인사들이 실명으로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해당 시기 당과 정권의 노선과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노동신문>의 경우 구(舊)소련의 프라브다(Pravda)나 중국의 인민일보(人民日
報) 등 사회주의 국가 일반의 당보(黨報)가 지니는 비중을 넘어 수령의 유일영도체계의 핵
심적 선전 도구로서 북한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김정일
은 후계자 시절부터 이른바 ‘신문혁명,’‘사설혁명’을 주도하며 면 배치에서부터 활자
크기에 이르기까지 노동신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의 <노동신문>을 설계한 장본인
이었다.14)

한편 <경제연구>는 상기한 자료들과는 약간 성격을 달리한다. 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근로자>와 달리 경제연구는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학술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동신문>과 <근로자>에 비해서
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주장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는 내부의 논쟁을 엿볼 수 있는 중요
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자료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담화문과 논문, 연설문 들이다.
리더십의 인식을 살펴보는데 그들이 직접 한 말과 글 보다 더 중요한 자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의 독해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5) 사후적인 윤색과 조작의 문
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한 자료의 분석은 해당 연설과 담화 등이
행해진 시점과 함께 그것이 공개된 시점과 의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16)

물론 논문들의

14) 김정일의 <노동신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후계자로 지명된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 왔다.
특히 그는 1974년에 기존의 언론이론을 대폭 수정한 ‘주체적 출판보도사상’을 새롭게 주창하
였다. 여기서 김정일은 출판보도사업에도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 등 3대 혁명이 필요하
며 이 중에서도 신문혁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당시 김정일은 “아무리 바빠도 노동신
문사에서 올려보내는 사론설초안들을 다 보”고 직접 수정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김정일. 1974
년 2월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사설혁명을 일으킬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78. 노동신문의 변화 과정
에서 김정일의 역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영주(1996, 119-128; 2008, 65-68)를 참조
할 것.
15) 자료의 조작과 그에 따른 독해의 문제에 대해서는 류길재(2003)가 유용하다. 또한 김일성 저
작집과, 김정일 선집 자체에 대한 분석으로는 이교덕(2001), 김병로(1993)를 참조할 것.
16) <김정일 선집>은 1992년도와 1993년도에 각각 1권과 2권이 출판된 이후 김일성 사망 후인
1994년부터 2000년까지부터 평균 1년에 2권꼴로 출판되었다. 특히 유훈통치를 마무리하고 김
정일 시대를 선포한 1997년은 총 4권이 집중적으로 출판되었다. 또한 8권의 경우 출판 순서가
바뀌어 12권보다 늦게 출판되었다. 이는 김정일 선집의 출판시기와 논문의 선정이 매우 정치
적인 작업이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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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저작집에 실리기 전에 <근로자>, <노동신문> 등을 통해 공개됨으로 상기한 시점의 문
제에서 자유롭다. 연설문이나 서한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내부 담화문들의 경우 수많은 담화 중에 선택적으로, 그리고 내용 역시 사후적으로 조
작되어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17) 따라서 김일성, 김정일의 담화의 내용들은 반드시 여
타의 자료들과 비교분석을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으며 해석 역시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
다는 이면의 정치적 의도를 읽어내는 ‘맥락적 독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에서 출판된 각종 단행본을 비롯하여 <조선중앙연감> 등을 통해 제시되는 공식 자료
들, 탈북자들의 증언과 다양한 회고록 등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상기한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려 노력했다.

제3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 급진주의와 국내정치동학>에서는 강력한 독재국가로서 통치자가 완벽한 자율성을
누리는 것으로 묘사되어온 북한 정치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기반하여
김정일 시대 선군노선의 등장과정을 탈냉전과 고난의 행군이 중첩되어 나타난 정치적 계
승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들을 검토한다. 특히 카리스마적
권위의 구조와 정치적 계승의 동학, 급진화와 탈급진화라는 개념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17) 황장엽에 의해 전해진 김정일의 1996년 12월 김일성 종합대 연설은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잘 보여준다. 김정일.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연설문. “우리는 지금 식
량 때문에 무정부상태가 되고 있다.”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해당 연설에서 군의 예술공연
과 대학생 예술공연의 차이를 언급하는 부분은 김정일 저작집의 “김정일. 1997년 1월 1일. 조
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
여.”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256”의 한 부분으로 동일하게 언
급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논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담화가 분명한 내용적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김정일의 ‘교시’가 작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황장엽(1999, 176, 209,
219-220, 235) 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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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북한식 급진주의의 원형과 후계체제>에서는 흐루시초프 등장 이후 진행된 소련의
탈급진화, 즉 평화공존론과 계급투쟁 종료에 반대한 북한식 급진주의의 등장과 성장과정을
다뤘다. 1960년대 북한식 급진주의는 자주, 자립, 자위를 핵심적 구성요소로 한 이른바
‘주체노선’이 수령제의 확립과 함께 강화 발전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5.25’
교시로 불리는 1967년 김일성의 연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
리아 독재문제에 대하여>는 소련발 탈급진화 물결에 대한 북한의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었다.18) 또한 1972년 이후 주체노선은 후계자 김정일에 의해 김일성주의로의 격상을
통한 맑스레닌주의와의 차별화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북한식 급진주의는

독

창성과 계승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강조하는 단계였다.

<제4장 탈냉전과 북한식 급진주의의 진동>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 나타나기 시
작한 탈급진적 징후들이 특히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본격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1980
년대는 발전이 정체되며 남한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한 북한의 새로운 시도들이 등
장한 시기였다. 1984년 합영법 제정과 연합기업소 제도 도입, 8.3 인민소비품 운동을 비롯
한 경공업의 강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도를 주도한 것은 바로 후계자 김정일이
었다. 비록 부침은 있었으나19) 결과적으로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 탈냉전과 함께 가속화
되었다. 1992년 등장한 신무역체계나 1993년 12월 등장한 혁명적 경제전략이 그것이다. 또
한 일련의 남방정책과 제네바합의 체제 역시 일종의 탈급진적 흐름의 연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탈급진적 모색은 기존의 급진주의적 흐름에 동요를 일으키며 탈냉전 이후
북한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논쟁이 본격화 된 것은 물론 절

18) 김일성. 1967년 5월 25일, 당사상사업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
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1983.
19)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외개방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부침에 대한 설명으로는 오병훈
(1994)을 참조할 것. 그는 1980년대 중반 이후 1994년까지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크
게 세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84년 9월 8일 합영법 제정 이후 1985
년 5월 17일까지의 대외개방 1기이고 두 번째 시기는 1985년 5월 17일 이후 1991년 12월 28
일까지의 정책적 갈등과 보수화 시기이며 세 번째 시기는 이후 1994년 1월 20일까지의 대외
개방 2기이다. 그는 이러한 정책적 부침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전
체주의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국제체제, 정책레짐, 최고지도자, 통치엘리트 등 4개의 변수 모두
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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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수령의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이 지속되면서 권위와 정당성의 위
기가 심화된 유훈통치기간이었다. 결과적으로 유훈통치기간은 1998년 출범한 김정일 정권
의 정책기조가 결정되는 과도기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제5장 계승의 위기와 북한식 급진주의 재구축: 선군노선>에서는 북한식 급진주의가 유
훈통치를 거치며 새롭게 재구축된 결과물로서 선군노선의 등장과정과 내용을 밝히고자 했
다. 본 연구는 제네바 합의체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고
난의 행군과 정치적 계승의 위기가 중첩된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북한의 급진화의 한
변수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당 장에서는 이데올로기, 조직, 정책
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선군노선의 내용을 정리했다. 먼저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김
정일은 주체사상의 독창성을 강조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의 유물론에 기반 한 개혁개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사회주의 완전승리론을 대체한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을 통해 국가
발전의 비전과 원칙을 분명히 했다.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는 국방위원회 체제가 등장하고
내각책임제를 통한 북한식 정경분리가 도입되었으며 정책적 차원에서는 혁명적 경제전략
이 폐기되고 중공업 우선의 자립적 민족경제론으로의 복귀가 선언됨과 동시에 국방공업우
선론이 등장하였다.

<제6장 결 론: 선군노선과 김정은 정권>에서는 본문의 논의를 요약하고 그것이 김정은 시
대에 갖는 함의를 밝히고자 했다. 김정일의 정치가 그러했던 것처럼 김정은 역시 유훈의
계승을 통해 정치적 계승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선군노선은 유훈의 핵심으로 김정
은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고비용의 공존’상태를 ‘저
비용의 공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급진주의로서 선군노선이 갖는 ‘부정’의 요소 즉
반제자주가 냉전기의 제국주의 타도와는 달리 안전보장과‘인정’(recognition)의 목표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동시에 밝히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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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진주의와 국내정치동학

본 장에서는 북한식 급진주의의 등장과정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들을 검토
한다. 먼저 북한식 급진주의가 독재자의 자율적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외부의 환경변화
와 내부의 동학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전체주의를 중심
으로 한 기존의 북한정치분석 모델들의 몰(沒)정치적 특성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
한 북한식 급진주의가 수령제, 그리고 정치적 계승의 과정에서 등장하고 발전한 메커니즘
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의 특수한 권위의 구조, 즉 카리스마적 권위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
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적 개념인 급진화(radicalization)와 탈급진화
(deradicalization)라는 개념들을 소개했다.

제1절 전체주의론의 한계와 정치의 복원
멀리는 시민혁명을 기점으로, 짧게는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독재에서 인민의 지배로의 변
화는 대부분의 이들에게 역사의 필연적 귀결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독재체제는 진지한 연
구의 대상이기보다는 사라져야할, 혹은 사라질 대상으로 간주되어왔다. 독재체제에 대한
연구가 그 자체의 동학에 대한 것보다는 그것의 발생원인과 이행 경로, 즉 독재의 생성과
소멸에 집중되어 온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독재에 대한 이러한 규범적 이해였을 것이다.20)
그러나 이러한 당위적 편견과 더불어 ‘독재자의 정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가로막
은 또 다른 강력한 패러다임이 존재했다. 그것은 독재체제는 정권 혹은 지도자가 완벽에

20) 그러나 최근 미국의 비교정치학계에서는 독재정치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물로는 제도주의적 관점과 이해중심의 접근법을 통해 독재에서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 이르는 ‘모든’ 정치체제에서 나타나는 통치자들의 행위패턴을 일반화하고자
시도한 부에노 드 메스키타 외(Bueno De Mesquita, et al. 2004)를 들 수 있다. 또한 게디스
(Geddess 1999), 브라운 리(Brownlee 2007), 브루커(Brooker 2000)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이
러한 연구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는 한병진(2008, 68-70)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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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자율성’(Autonomy)을 지닌 체제, 다시 말해 통치자와 피치자의 상호작용으로서
의 ‘정치’보다는 일방적인 ‘통치’가 행해지는 국가라는 편견이다. 따라서 역사상 존재
했던 가장 강력한 독재 체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북한에 대해 이러한 편견이 지속되어 왔
다는 점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는 북한체제가 정치적 갈등이 부재하고 사회는 국가에 완전히 복종된 상태에서 최고지
도자의 선택에만 좌우되는 체제라는 강력한 패러다임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장달중
1993, 4).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북한의 ‘수령’은 ‘정치가’(politician)가 아닌 ‘통치
자’(ruler)로만 간주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정책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정책의 효과나 의
도, 그리고 대외적인 조건에 주목하며 그러한 정책이 어떠한 대내적 제약 하에서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못해왔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전체주의 분석틀에서 가장 체계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전체주의는 스
탈린 시대 소련 체제를 20세기에 나타난 새롭고 특수한 독재정치의 한 형태로서 ‘전체주
의’(totalitarianism)로 규정한 한나 아렌트(Arendt 2006a; 2000b)의 연구를 통해 등장한 이
후 이를 하나의 분석모델로 구체화시킨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Friedrich & Brzezinski
1966)의 저술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분석방법론과 관련된 논쟁의 중심에 항상 있어
왔다(Schapiro 1983, 9-10, 99; Malia 1992, 97). 물론 전체주의는 단일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정의와 접근법이 공존하는 매우 논쟁적인 개념이다.21) 예컨대 바버(Benjamin R.
Barber)에 따르면 아렌트의 연구는 이념적 내용과 체제의 목표 등 추상적이고 측정 불가능
한 특성들을 중심으로 한 ‘본질적 접근’(essentialistic approachs)에 해당하는 데 반해 프
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의 모델은 증후군을 중심으로 한 ‘현상적 접근’(phenomenological
approachs)을 대표한다(Barber 1969, 10). 이 중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분석모델로서 지
배적인 분석틀로 역할을 해온 것은 후자를 중심으로 한 것들이었다.
전체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오직 근대의 기술적 발전에 의해 가능해진 전면적인
선전과 선동, 그리고 감시와 테러를 통해 국가가 사회를 전적으로 통제하고 복종시키며 특
히 철저히 지도자라는 하나의 정점을 향해 일원적으로 구조화된 사회라는 점이다(Schapiro

21) 이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는 샤피로(Schapiro 1983), 프리드리히 외(Friedrich et al. 1969)
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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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120; Tucker 1965, 559-561). 다시 말해 역사적 정당성으로 미화된 사회주의의 계급독
재와 당-국가체제는 전체주의 분석틀에서 보면 권력의 자의성과 집중성을 강화하는 수단
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새로운 현실들’은 전체주의론을 넘어 사회주의에 대
한 대안적 분석틀을 요구했다.22)
그것은 바로 1956년 흐루시쵸프의 스탈린 비판으로 시작된 탈스탈린화, 1960년대 내내 지
속된 중소분쟁, 1968년 소련의 체코침공 등으로 상징되는 사회주의 내부의 분화와 갈등이
었다(Johnson ed. 1970; Tucker 1967; Fleron 1968; Groth 1964; Kautsky 1967; Curtis 1969).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는

자율적인

독재자에

의한

일인지배에서

‘집단

지도체

제’(collective leadership), 혹은 ‘당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 전위’(a party-dominated
national front)로의 변화와 엘리트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테러에 의존하는 정도의 변
화가 주목되었다(Johnson 1970, 3).
이러한 새로운 현실들을 설명하기에 전체주의 분석틀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예
컨대 다양한 전체주의 모델 중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 모델
의 핵심은 단순히 전체주의적 증후군을 유형화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 체제
를 그들이 제시한 6가지의 증후군이 ‘동시에’ 나타나는 자기완결적 체제라고 주장한데
있었다(Schapiro 1983, 9).23) 즉 전체주의론은 이러한 ‘동학’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정적
22) 비록 전체주의론의 영역은 아니지만 독재와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또 다른 현실은
근대화론의 낙관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전체주의라 명명된 ‘적(敵)들의 진영’이 아닌 이른바 자
유세계에서도 ‘비민주주의 체제’(non-democratic regime)가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남부유럽, 싱가폴, 대만, 한국 등의 동아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는
그 대표적인 예였다.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라는 개념에 천착했던 린츠(Linz 1964;
1975), 헌팅턴(Huntington 1965; 1970)의 논의와 조합주의(Corporatism)라는 개념에 주목
했던 슈미터(Schmitter 1974)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이었다.
23) 여섯 가지 증후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존재의 모든 사활적 국면을 포함하는 공식이론
체계로 구성된 정교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으며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적어도 수
동적이라도 이 이데올로기를 고수한다. 이 이데올로기는 인류의 완벽한 최종 상태에 초점을 맞
추거나 이상 형태를 투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이 이데올로기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현 세계를 정복함으로써 기존 사회를 급격히 부정하는 데 기초를 둔 재림 예수적 요구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독재자 1인이 영도하고 전체 인구 중에서 비교적 소수의 남녀(10%)로
구성되는 단일 대중정당을 가지며 이 당의 핵심분자들은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확
실하게 헌신하며 이 이데올로기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당은 또한 계서적, 과두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정부의 관료기구보다 상위에 있거나 완전히 혼합되어 있다. 셋째, 당과 비밀경
찰의 통제를 통해 효력을 발휘하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 테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체계는
당 간부들을 위해 당을 지원할 뿐 아니라 감시하며 정권의 명백한 ‘적’에 대해서는 물론 다소
자의적으로 선정한 계급에 대해서도 감시의 눈길을 보낸다. 비밀경찰의 테러나 당 주도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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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체주의 모델에서 전적으로 일방적인 것으로만 간주되던 국
가와 사회, 혹은 최고 리더십과 엘리트 일반과의 관계는 좀 더 상호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했다. 현실이라기보다는 ‘이념형’(ideal type)에 가까웠던 전체주의 분석틀의 한계를 극복
하려는 시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이른바 비교정치와 지역학의 발전적 결합을 주장
하는 일군의 학자들은 근대화와 경제발전이 초래하는 구조적 압력(Lowenthal 1970;
Eckstein 1970; Armstrong 1965), 혁명적 운동의 탈급진화(Tucker 1967; Jowitt 1975), 관료조
직의 발달과 다양한 참여의 증대로 인한 갈등(Hough 1977; Skilling 1966; White 1986; Lane
1968), 권위와 정통성의 문제(Meyer 1967; Rigby 1980; 1982; Breslauer 1982) 등 다양한 변
수와 분석틀을 통해 전일적 체제(monolithic system)로 간주되어왔던 사회주의 체제 내부의
동학에 대한 여러 분석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상기한 새로운 현실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
다는 데 있다. 심지어 북한의 현실은 여타 사회주의 독재국가들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으로
보였다. 1967년 이후 북한은 갑산파 숙청, 극단적 개인숭배를 동반한 유일사상체계와 수령
의 유일적 영도체계,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유일지도체제의 수립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북
한의 변화는 스탈린화의 지속을 넘어 초(超)-스탈린화로 평가되기도 했다(임경훈 2005,
120). 이는 탈(脫)스탈린화를 통해 전체주의적 특성들을 완화해나갔던 다른 사회주의 국가
들과는 다른 예외적인 것이었다(박형중 1995, 50).24)
전체주의론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첫 번째 비교사회주의 그룹의 많은 이들도 스탈린 시대
는 예외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25) 그리고 린츠(Linz 1964; 1975) 등의 권위주의론
역시 기존의 전체주의론을 비판하기보다 전체주의 체제와 구별되는 또 다른 현대적 독재

적 압력은 근대 과학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특히 과학적 심리학을 한층 더 잘 이용한다. 넷
째, 신문, 라디오, 영화와 같은 일체의 유효한 대중 전달 수단을 당과 정부의 수중에 장악하여
고도의 기술을 통해 거의 완벽하게 독점한다. 다섯째,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전투에 사용
되는 일체의 유효한 무기를 독점한다. 여섯째, 대부분의 단체나 집단 활동을 형식적으로 독립
을 유지하고 있는 조합체계 속에 관료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전체 경제를 중앙에서 통제, 지휘
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Friedrich & Brezezinski 1966, 22).
24) 물론 이러한 탈스탈린화의 거부는 루마니아나 알바니아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만
의 현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사회주의권 전반의 흐름과 상이했던 것만은 사실이
다. 이에 대해서는 박형중(1995), 임경훈(2005)를 참조할 것.
25) 전체주의론의 설명력을 스탈린 시대를 기점으로 분리해서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플레론
(Fleron 1968), 커티스(Curtis 1969) 샤피로(Schapiro 1983)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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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델을 유형화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북한의 현실은 여전히 전체주의의 영역에 머
물러 있었다. 요컨대 북한은 권위주의의 분석틀로 보기에는 너무나 전체주의적이었고 비교
사회주의 분석틀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스탈린주의적이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존재는 전체주의론의 마지막 보루처럼 보였다. 북한을 스탈린 사후 존
재한 전 세계의 모든 국가 중 가장 전형적인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맥커맥의 주
장은 바로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McCormack 1993, 46-47). 물론 맥커맥은 전체주의를
파시즘과 사회주의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체제로 인식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의 틀이 아닌, 근대국가 일반의 특성으로 파악한 르포르
(Lefort)와 기든스(Giddens)의 분석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수령을 그 어떤 ‘이견’(deviance)과 ‘자발성’(spontaneity), 그리고 ‘사적 영역’(the
‘private’)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완벽한 자율성을 누리는 행위자로 묘사한다는 점에
서 맥커맥의 주장은 기존의 전체주의론과 마찬가지로 몰(沒)정치적이다. 또한 이러한 시각
은 린쯔(Linz)의 전체주의 틀로 북한을 분석한 이정수(1991)의 연구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 역시 소련이나 동구와 달리 북한에는 권력 내외부의 갈등과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체주의 분석틀의 타당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정수 1991, 21). 북한을 전
체주의를 넘어선 ‘술탄체제’(Sultanism)로 분류한 린츠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이다(Linz &
Stepan 1996). 린츠가 말하는 술탄제란 가산제(patrimonialism)의 극단적 체제를 지칭한 베
버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술탄제는 베버의 정의처럼“행정기구

와 군대는 순수하게 주인의 개인적인 도구”에 불과하며 지배는 본질적으로 “통치자의
자의성(ruler’s discretion)에 기반”하는 “무제한적인 인격적 통치체제”(unrestrained
personal rulership)체제를 의미하는 것이 때문이다(Linz & Stepan 1996, 51-54).26)
이와 같은 관점은 수령제, 유격대·정규군국가, 유일체제론, 조합주의론 역시 마찬가지였
다. 수령-당-대중의 혼연일체를 그 핵심으로 하는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26) 린츠와 스테판에 따르면 술탄주의는 정치권력이 지배자 개인에 고도로 집중된 체제로서 법의
지배가 통용되지 않으며 정치적 제도화의 수준은 매우 낮고, 정치적 다원주의 역시 거의 존재
하지 않는 체제를 뜻한다. 이들은 전체주의와 술탄주의의 주요한 차이로 이데올로기의 기능과
영향력을 들고 있다. 전자는 강력한 지배이데올로기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체제가 정당화 되고
종종 지도자 스스로 가치체제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약을 받지만 술탄제에서는 이러한 정교
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오직 지배자의 통치도구로서
극단적인 조작의 결과물의 성격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다(Linz & Stepan 199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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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정수로 파악하는 상기한 관점들에서 국가를 내외부의 경계를
지니지 않는 단일체로 간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일 것이다. 예컨대 이
종석의 경우 북한의 정치체제를 유일체제라 정의하면서, 유일체제란 1인의 절대권력자에
의해 물리력을 기초로 해서 운용되는 지도체계 일반을 일컫는 ‘단일지도체계’와 달리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지도자(수령)를 중심으로 전체 사회가 전
일적인 하나의 틀로 편재되어 있으며 이 체계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체계까지 갖추고 있는
‘유일지도체계’(monolithic leadership system)가 관통하는 체제라고 설명하고 있다(이종
석 1995, 17-18). 북한을 ‘아버지 수령’과 ‘어머니 당’에 의해 지배되는 유기체적이며,
가족적인 동시에, 위계적이고 몰(沒)개인적인 사회주의적 조합주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커밍스(Cumings 1983)의 주장이나, 개인과 조직의 일체의 개별이익을 배제한 채 수령을 유
일 중심으로 하여 당과 대중의 집단주의적 통일단결을 추구하는 체계로 북한체제를 정의
하고 있는 이태섭(2001a, 17-19)의 주장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현재 북한의 정치
체제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된 ‘수령제’라는 개념을 제시한 스즈키 마사유키의 주장 역
시 마찬가지이다. 그에 따르면 북한체제는 모든 것에서 수령 중심의 체계성을 갖춘, ‘예
술’의 경지에 이른 완벽한 인조물로서 ‘두목-부하집단’의 결합원리 하에 일체의 권력
장치가 수령을 중심으로 분해, 변형되어 당, 정부, 기타의 기관이나 단체의 자립적 특성이
나 개별 지도자의 권위가 일체 부재한 상태에서 수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체제이기 때
문이다(스즈키 마사유키 1994, 268-274).
1967년 이래 형성된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상기한 분석틀은 김일성 체제의 뒤를 이은
김정일 체제에 대한 연구에서도 지속되었다. 사실, 김정일 정권 수립 초기에는 이른바 붕
괴론의 유행과 함께 북한의 안정성에 대한 여러 회의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온바 있다. 그
러나 북한은 ‘붕괴’하지도 ‘변화’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생존’은 20여 년
간의 후계수업을 거친 김정일이 김일성 체제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매우 성공적으로 계승
했다는 평가로 귀결되었다. 특히 붕괴론의 ‘희망적인 바람’(wishful thingking)과 달리 김
정일이 자신의 자리를 온전히 유지한 채 “위대한 령도자”로서 자연사했을 뿐 아니라 사
후에는 자신이 지목한 후계자에 의해 영원한 국방위원장이자 총비서로 추대된 점은 이러
한 ‘지속론’에 힘을 실어주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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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대다수의 분석틀은 전체주의와 마찬가지로 몰정치적
인 성향을 보여 왔다. 즉 지도자가 완벽한 자율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내부의
정치적 동학, 즉 변화와 적응의 메커니즘은 간과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재’는 ‘이념형’(ideal type)이지 현실이 아니다. 독재체제의 권력이 작동하
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독재자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Bueno de Mesquita & Smith 2011 37-41). 민주주의의 지도자들뿐만이 아니
라 이집트의 파라오에서 북한의 김정일에 이르는 모든 독재자들 역시 다양한 위협에 대항
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추구하는 정치가일 뿐이라는 지적은 이러한 의미에서 주목할 만
하다(Bueno de Mesquita et al. 2005, 16-26). 예컨대 스탈린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전능한
존재로서의 전체주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과장된 것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가
장 완벽한 권력을 지녔던 전형적인 독재자로 꼽히는 스탈린조차 무소불위의 폭군이라기보
다는 다양한 제약에 적응하며 때로는 피치자들이 자신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
자신을 그들에 맞추어야 했다는 것이다(Service 2004, 28-30). 전체주의 모델에서 강조되는
이데올로기에 기반 한 아래로부터의 지지라는 현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아렌트의 지
적처럼 전체주의에서 이러한 동의의 기재가 오직 테러에 대한 공포에 기인한 강제적인 것
이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히틀러도, 스탈린도 명백히 아래로부터의 지지를 받았
으며 이러한 지지는 결코 무지나 세뇌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Arendt 2006a, 57-58; 2006b,
17-20).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의 지적처럼 전체주의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는 “대중적
인 정당화”(mass legitimation)였던 것이다(Friedrich & Brzezinski 1966, 4).
그러나 아렌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러한 지지는 ‘비영속적’이다(Arendt 2006b,
15-17). 설사 전체주의체제가 지지와 동의에 기반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지지와 동의
는 결코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는 것이다. 현대적 유형의 독재체제 전체를 권위주
의라는 개념으로 포괄하고자 했던 펄뮤터(Perlmutter 1986, 88-97)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27) 이러한 관점에 대한 반박으로는 이상근(2011)을 들 수 있다. 이상근에 따르면 김정일 체제는
김일성 체제의 절대주의적 속성이 상실되고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속성들이 절충적으로 결합
되어 있다는 점에서 김일성 체제와는 상이한 ‘조정체제’이다. 그러나 주로 정책 집행의 단계에
서 국가의 경제적 권력과 규범적 권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해당 연
구 역시 김정일이 정책의 수립단계에서, 그리고 핵심 영역들에서는 절대 권력자로서 정치권력
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이상근 2011, 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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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 모델이 권위주의의 ‘전체주의적 기간’의 유형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즉 독
재 체제의 수립에 있어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체제가 수립된
이후의 이데올로기는 지배 엘리트와 그 제도들을 보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실제 정치적
동학을 만들어내는 근본변수와 당과 국가와 사회를 일체화시키는 연결고리로서의 지위는
급격히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독재자의 딜레마(Dictator’s Dilemma)라는 개념을 통해 압도적인 권력을
지닌 전형적인 독재자일수록 그의 권력은 본질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는 점을 밝히고 있는 윈트로브(Wintrobe 2000, 335)의 연구는 독재체제의 동학에 대한 중요
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다양한 제도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상시적으로 노
출되어있는 민주주의의 지도자들과 달리 독재자의 강한 권력은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불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통치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딜레마를 발생시킨다. 즉
독재자의 자율성은 비용(cost)을 수반한다.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와 코모두스는 물론
이고 현대의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공유했던 편집증적인 두려움과 공포의 원인은 바로 이
러한 지지의 비가시성으로 인한 근본적인 불안정성의 결과였다는 것이다.28) 따라서 많은
독재자들은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을 시도했다.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 이러한 대응은 이
데올로기적, 조직적, 정책적 수단들을 통해 지도자의 권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재체제 일반의 불안정성에 더해 북한의 정치적 권위의 동학은 좀 더
복합적인 것이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수령제에 기반 한 북한의 독특한 권위의 구조
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바로 카리스마적 권위의 구조
가 그것이다.

제2절 급진주의와 카리스마적 권위

28) “아첨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오빠는 고독”해 한다는 김경희
의 고백은 김정일 역시 독재자의 딜레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잘 보여준다(황장엽
1999,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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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레닌주의는 전형적인 급진주의(radicalism)에 해당한다. 급진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성
은 ‘부정’(negation), 즉 현존 질서에 대해 “No"라고 말하는 것이다(Tucker 1967, 346).
이러한 급진주의의 특성은 베버가 제시한 세 가지 정당한 권위의 유형 중 카리스마적 권
위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닌 것이었다. 카리스마적 권위의 주요한 특성은 혁명성이었기
때문이다. 베버(Max Weber)에게 있어서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주요한 특성은 신의 계시를
받지 못해, 혹은 무지와 무능으로 인해 초래된 “과거의 모든 질서를 부정”(being foreign
to all rules)하고 “새로운 의무”(new obligation)를 요구한다는 점이었다. 즉 카리스마적
권위는 “그렇게 쓰여 있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It is written... but I say unto you)
라며 숭고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의 실현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위대한 혁명적
힘”(the

great

revolutionary

force)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Weber

1978,

243-245).
따라서 급진주의와 카리스마적 권위의 구조의 유사성은 많은 학자들에게 주목을 받아왔다.
예컨대 조윗(Jowitt 1992, 125)은 레닌주의 정당이 하나의 ‘조직적 영웅’(organizational
hero)으로서 카리스마적 권위를 그 본질적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부정’을 통해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혁명적 운동’(revolutionary
movement)의 특성이 카리스마적 권위의 전형적인 속성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는 터커(Tucker 1968)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물론 흔히 개인숭배 현상을 동반하는 이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카리스마적 권위는 외
부의 관찰자에게는 거짓으로 가득 찬 가공의‘사이비 카리스마’(pseudo-charisma)로 간주
되곤 했다(Meyer 1967, 99). 스탈린, 히틀러, 무솔리니 등 전체주의 체제의 독재자들의 권위
를 ‘카리스마적 권위’로 볼 수 있는가는 많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29) 이들

29) 사실 카리스마적 권위뿐만이 아니라 ‘권위’(authority) 자체도 그 모호함 때문에 정치학 연구
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다. 실증적, 양적 분석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온 현상은 이런 경향을 더
욱 강화했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의 경우는 해당 체제에 그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를 꺼려하
는 서구학계의 거부감이 한 몫을 해 왔다. 따라서 설사 표면적으로 정당화 기재가 작동한다
하더라도 이는 ‘초이성적’(over-rationalised) 이데올로기의 소산으로 치부되어 왔다(Rigby
1980, 10). 그러나 전제정에서 다원주의적 민주정에 이르는 모든 정권들이 자신들의 통치가
복종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피치자들에게 심어주려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강
압에 의하지 않고도 정권의 선택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정통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White 1986,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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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카리스마적 권위에는 베버의 개념에는 존재하지 않는 ‘대중 조작’에 의해 인위적으
로 만들어진 카리스마라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Schapiro 1983, 13-15).30)
그러나 마이어(Meyer 1967, 99)의 지적처럼 이와 같은 이해는 그것이 적어도 내부의 구성
원들에게 공유되는 ‘실재하는 권위’(the real authority)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카리스
마적 권위라는 개념에서 유의할 것은 그것이 특정한 행위자 자체에 내재한 ‘속
성’(attribute)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계적 특성’(relationship)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이
다. 즉 카리스마적 권위는 해당 지도자가 실제 카리스마적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와
는 무관하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세뇌에 의한 것이든, 선전에 의한 것이든, 진정한 업적과
초인적 능력에 의한 것이든 그가 자발적인 복종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여부이다. 선동가
나 폭군이 가진 카리스마나 예수나 나폴레옹이 가진 그것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베버
의 주장은 카리스마적 권위의 이와 같은 특성을 지적한 것이다(Weber 1978, 242; Tucker
1968, 735, 737; Hoffmann 2009, 233).
혁명 정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은 이러한 카리스마
적 권위의 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피포위 의식은 사회주의만의 특성은
아니다.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 그리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력 역시 피포위 의식을 형성
시키는 중요한 원인들이기 때문이다.31) 그러나 사회주의 등 혁명적 정권에서 나타난 피포
위 의식은 위협이 외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존재한다고 가정된다는 점에
서 차별적이었다. 내부의 적들과 외부의 적들이 결합된 ‘역(逆)혁명’에 대한 두려움과 그
에 기반 한 전투기조(combat ethos)는 사회주의 정치원리에 내재한 가장 근본적인 특성 중
하나였던 것이다(Harrison 2008, 7-10; Jowitt 1992, 122-126, 253).32)
30)

이는 앞서 언급한 급

예컨대 뢰벤스타인(Loewenstein)은 카리스마는 그것이 지닌 ‘마술적-종교적 특
성’(magico-religious ambiance)으로 인해 현대의 기술적 대중 민주주의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프리드리히(Carl Friedrich) 역시 카리스마라는 개념을 종교
적이고 초월적인 영역을 넘어 세속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킨 베버의 시도를 비판하며 카리
스마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전체주의의 지도자들이 실제로는 자발성이 아닌 ‘조직적 권
력’(organizational power)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Tucker 1968, 731-732). 특히 베버
의 정의의 모호성은 가장 많이 지적되는 한계이다. 그러나 이는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카리스마적 권위가 그 정당성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작동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31)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피포위 의식과 이로 인한 공세적 군사정책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Bar-Tal & Antebi 1992).
32) 이러한 전투문화는 개인숭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예컨대 팔티엘(Paltiel
1983, 49)은 최초에 외부의 적에 의해 유지되던 전투문화는 이후 적을 내부화함으로써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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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의 본질적 특성, 즉 ‘부정’의 멘탈리티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었다. 즉 카리스
마적 권위의 핵심적 기반이었던 급진주의는 내부의 적들에 대한 계속혁명과 외부의 적들
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주의와 병행될 수밖에 없었다. 거쉔크론(Alexander Gerschenkron)의
지적처럼 “포위된 요새 증후군”(fortress under siege syndrome)은 독재자를 진보의 기수
이자 적들을 응징하는 영웅으로 만드는 동시에 모든 불만을 반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강
력한 힘의 근원이었던 것이다(Erlich 1999, 153 재인용). 요컨대 사회주의의 독재자들, 그리
고 계급독재의 전위인 당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와 무관하게 급진주의를 기반으
로 한 카리스마적 권위는 사회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지배의 자원으로 작동해왔다는 것이
다.

그러나 문제는 카리스마적 권위를 ‘일시적 현상’(transitory phenomenon)으로 정의한 베
버의 주장처럼 그것이 본질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것이라는 점이었다(Weber 1978, 241-242,
246).
첫째, 체제의 발전이 오히려 체제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카리스마적
권위의 핵심 중 하나는 “들에 핀 백합”(the lilies of the field)처럼 숭고함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순수한 의미의 카리스마는 “사명”(mission)이자 “영적인 의무”(spiritual duty)에
기반하는 것으로 세속적 성취는 결과일 뿐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Weber 1978, 244-245).
따라서 혁명적 운동에서 현실은 지속적인 부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계속혁명이
중단되면 카리스마적 권위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혁명적 운동이 정권을 획득하고 정치,
경제적 발전을 지속해 나감에 따라 현실은 부정해야할 것이라기보다 지켜야 할 대상으로
변모해 간다. 일상의 안락과 풍요가 증대됨에 따라 대중들 특히 체제의 기득권층인 엘리트
들에게 소명의식은 약화되고 현재의 일상과 체제를 안정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욕망은 점
차 강력해진다. 베버가 지적한 ‘카리스마의 일상화’(routinization of charisma)가 진행되
기 시작된다는 것이다(Weber 1978, 246, 249). 공산주의 체제의 권위의 위기가 ‘권위의 원
시축적’(primitive accumulation of authority)이 진행되는 ‘체제 구축기’(period of
며 이는 개인숭배를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기재로 작동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개인숭배를
단순히 지도자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당의 제도화된 조직적 권위에 반하고 이를 대체하는 것
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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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building)가 아니라‘발전된 공산주의 체제’(Developed Communist Systems)

단계

에서 보다 심화된다는 마이어(Meyer 1967)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통찰이다.
또한 ‘발전과 유토피아’(Development vs Utopia)라는 공산주의 체제의 목표의 이중성
(dualism)이 양자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 로웬탈
(Lowenthal 1970)의 지적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33)
둘째, 상기한 성공의 역설과는 반대로 현실의 실패 역시 카리스마적 권위를 약화시킨다.
‘카리스마’(charisma)란 초자연적이거나 초인적인, 또는 적어도 매우 비범한 능력과 재능
을 갖춘 사람의 어떤 특성을 의미하며 카리스마적 권위란 자신들의 지도자가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지도자라는 피지배자의 믿음과 인정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된 지배를 뜻한다.
따라서 카리스마에 의해 정당화된 권위는 그의 능력에 대한 끊임없는 증명을 요한다. 만일
입증과 성공에 오랫동안 실패해서 그가 신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마술적 혹은 영웅적인 능
력이 없어진 것으로 보일 때,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안녕과 복지를 제
공하는데 실패했을 때 카리스마적 권위는 사라진다(Weber 1978, 241-242, 246). 따라서 카
리스마적 권위는 지속적인 기적 혹은 성취를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카리스마적 권위가 체
제건설기의 두드러진 업적들 즉 혁명, 독립, 추격발전, 근대화 등을 기반으로 형성되어나갔
던 것은 카리스마적 권위의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34)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기적이
지속되는 것이 불가능했음은 물론이다.

33) 조윗(Jowitt 1992, 121-158)의 신전통주의(neo-traditionalism) 개념이 포착하고 있는 사회주
의 체제의 부패(corruption)의 일상화라는 현상은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체제가 적절히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적응’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완전한 급진성의 탈각은
혁명정권으로서의 권위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탈급진화는 제한적인 형태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종종 재급진화로의 역진을 경험한다. 예컨대 동원정권(mobilization regime)에서 포섭정권
(inclusion regime)으로의 변화는 단선적이지 않으며 정치적 테러나 피포위 의식의 정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Jowitt 1992, 89-120; Dallin and Breslauer 1970). 이러한 상황에서
지위와 물질적 요구 간에 갭을 ‘소명의식’으로 극복하는데 실패한 간부들은 독점적 권력을 통
해 스스로 지대를 창출하며 그것이 바로 부패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일반에 나타나
는 부패의 일상화는 사회주의 체제 자체의 근본적인 부도덕성의 결과라기보다는 혁명적 정권
이 안고 있는 본질적 딜레마가 발생시킨 구조적인 결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34) 쉴즈(Edward Shils)나 엡터(David Apter)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960년대 비교정치에서
카리스마적 현상에 대한 관심이 특히 탈식민국가들에서의 근대화와 정치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은 카리스마적 권위의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은 터커나 조윗과
달리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전통적 권위가 법적, 합리적 권위로 발전해나가는 이행기의 현상 정
도로 이해했다(Tucker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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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사라져버리는 경우, 즉 후계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이다(Weber
1978, 246-249). 정치적 계승의 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다음 절에서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
보자.

제3절 정치적 계승과 권위의 동학
정치적 계승(political succession)은 달리 표현하면 지도자의 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
적 계승의 문제는 모든 정치체제에 존재한다. 이러한 정치적 계승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
은 계승의 절차가 제도화되어있지 않은 경우이다. 사회주의를 포함한 많은 독재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치적 계승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러한 독재국가들을 대
상으로 해왔다.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계승 전
(前), 혹은 계승의 과정과 관련한 문제이고 둘째는 계승 후(後), 즉 후계자가 어떻게 권력의
공고화와 권위의 축적을 이룩해나가느냐, 그리고 이러한 계승이 어떤 정책적 변화로 나타
나는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들이다.35)
예컨대 벌링(Robbins Burling)의‘계승의 딜레마’(succession dilemma)나 허츠(John H.
Herz)의 ‘왕-왕자 문제’(crown-prince problem) 등의 개념은 전자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
이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후계자를 불확실하게 하면 권력투쟁이 지속되어 정권이 불안
정해 지는 반면 명확한 후계자를 지정할 경우 후계자 자체가 현 정권의 최대 위협이 되는
딜레마 상황이다(Burling 1974, 254-264; Herz 1952, 30; Tullock 2011, 235-268). 많은 독재
자들이 공식적인 후계자 지명을 최대한 미루고 오히려 실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약
한 자를 후계자로 선택한다든가(rule of weakest-successor), 설사 정했다 하더라도 자주 바
꾼 것은 이러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실제 동유럽에서 출세하는 정치인들의 많

35) 예컨대 허츠(Herz 1952), 벌링(Burling 1974), 칼베르 외(Calvert ed. 1987), 타라스(Taras
1989) 등은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들로 볼 수 있으며 브레슬라우어(Breslauer 1982), 번스(Bunce
1981), 번스와 뢰더(Bunce & Roeder 1986), 코르본스키(Korbonski 1976) 등은 후자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있다. 물론 실제 양자의 구분이 명확한 경계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러쉬(Rush
1978)의 경우처럼 공식적 계승의 전후를 포괄하여 계승의 과정으로 규정한 연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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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는 자기 동료들의 눈에 무해하고 심지어 다소 우둔하다는 인상을 지닌 자들이었다
(Voslenskii 1984, 263 Tullock 2011, 234 재인용).
물론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계승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독재자들은 제도화보다는 지명을 선호했다. 현직에 있는 지도자에 의한 후계
자의 지정은 지도자 본인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득권층에게 지
금 누리고 있는 것을 지도자의 교체와 함께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감소시킴으로써 현
정권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Bueno De Mesquita & Smith

2012, 74-81).36) 특히

많은 연구들은 독재자의 입장에서 계승의 딜레마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부자세습이라고 주장한다. 후계자 지정에서 오는 이점을 누리면서도 이로부터 발생하는
‘배신’의 위협은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Tullock 2011, 235, 260; Burling
1974, 48-49; Brownlee 2007).37)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의 부자세습은 적어도 김일성 정권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자세습의 이와 같은 특성이 정치
적 계승의 과정이 순조롭기만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독재국가에서 계승은 대체적으로 권력투쟁을 야기하는 매우 위험한 과정으로 인식되어
왔다. 예컨대 소련이 ‘세속적인 성공’을 지속하고 있을 때조차 계승의 문제는 근본적인
정당성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던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져 왔
다. 화국봉과 말렌코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선임자의 후계자 지정이 결과적으로 ‘죽음
의 키스’(kiss of death)가 되었던 것은 이러한 ‘계승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Friedrich & Brzezinski 1966, 71; Herz 1952, 14-15; Meyer 1983, 163). 따라서 계승 이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정권 내부의 권력 투쟁에 대해 관심을 집중해 왔다.38) 그러나 북한에
36) 현직 최고지도자의 건강문제와 정치적 안정성이 갖는 상관관계는 ‘승리연합’(Winning
Coalition)의 규모가 작은 독재국가일수록 밀접하게 나타난다. 승리연합의 규모가 작다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의 지지 여부가 정권의 생존에 갖는 영향력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이러한 정치체제의 경우 승리연합을 구성하는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가 정치적 안정성에 갖는 효과가 더욱 크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부에노 드
메스키타 외(Bueno De Mesquita et al. 2005, 312-313)를 참조할 것.
37) 브라운리(Brownlee 2007)는 특별히 억압적이고 개인숭배가 두드러진 국가들뿐만 아니라 특
정한 제도적 조건에서 세습이 더 많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직의 지도자에 의해 만들
어진 당에 의해 계승이 진행되는 경우이다.
38) 이러한 논의에서 예외적이었던 것으로는 브레슬라우어(Breslauer 1982)를 들 수 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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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계승 이후의 문제는 권력투쟁의 문제라기보다는 권위와 체제 정당성의 재구축문제였다.
수령제의 확립과 동시에 진행된 20여 년간의 후계체제는 극단적인 분파적 갈등을 허락하
지 않았으나 수령의 카리스마적 권위의 구조는 새로운 수령으로서 권위를 지속적으로 구
축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낳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카리스마적 독재자의 사망은 고유하며 대체될 수 없는 독재자의 카리스마에
의존해왔던 체제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해당 정권에 중대한 시험의 계기가 되기 마련이다
(Herz 1952, 14; Meyer 1967, 99; Friedrich & Brzezinski 1966, 71). 독재자 개인의 카리스마
적 권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체제일수록 권위의 공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
했다.

카리스마적

권위는

본질적으로

인격에

대한

것으로

원래의

인물과

분리

(depersonalization)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Tucker 1968, 754; Kalberg 2005,
190-193).

따라서 카리스마적 독재자의 사망을 맞이한 많은 후계자들은 카리스마적 권위

의 일상화로부터 비롯되는 불안정성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서 탈급진화를 선택했다. 흐루시
초프에 의한 스탈린의 재평가나 등소평에 의한 마오의 재평가와 이를 통한 탈급진화가 그
에 해당했다. 흐루시초프와 등소평이 정권의 권위가 급격히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
전 지도자의 노선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탈급진화를 통해 권위를 재구축
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39)
반면 북한은 독특한 후계자론을 정립하여 승계과정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했다. 부자세습
이라는 봉건적 이미지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충돌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의 후
계자론은 철저히 ‘인물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령의 후계자는 ‘노동계급의 수
소련 정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권력공고화(power consolidation)란 관점에서만 집중되었
음을 비판하며 흐루시초프와 브레즈네프의 정치를 계승의 동학과 권위구축(authority
building)의 과정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39) 우리는 이들의 전환이 독재자에 의해 약화된 ‘당’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능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박수헌 1997; 안치영 2003). 원래 사회주의의 체제적 특성에 기반 한 카리스마적
권위의 원천은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구체적 인격이 아닌 당과 이데올로기 자체였다. 절정기 스
탈린 시대조차 정당성의 근원을 스탈린이라는 인격이 아닌 ‘도그마’(dogma)와 ‘올바른 노
선’(Correct Line)에서 찾아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체제적 특성 때문이었다(Jowitt 1992,
5-10). 따라서 정권의 권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전 지도자의 인격적 카리스마의 부재가 초래
하는 권위의 위기를 벗어나는 해결책은 ‘조직적 영웅’으로서 당의 카리스마를 복원하는 것이었
다. 흐루시초프와 등소평의 예는 이를 잘 보여준다. 물론 이전 지도자에 대한 ‘부정’의 형태를
띠었던 흐루시초프와 달리 등소평의 그것은 ‘마오를 통해 마오를 부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안치영 2003, 131-133). 그러나 이는 일종의 ‘방식’의 차이일 뿐 결과적으
로 개인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당의 카리스마적 권위로 대체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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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지니는 특출한 자질과 풍모를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는 뛰어난 지도자’ 즉 ‘탁월한
영도력과 천재적 예지’를 지닌 ‘걸출하고 탁월한’ 사람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40) 따
라서 후계자 김정일은 “하늘이 낸 위인”이자 “단 한 번의 로선상 착오나 편향”도 보
인 적이 없는 ‘완벽한 정치지도자’로서의 후계‘수령’의 능력을 증명하는 과제를 부여
받았다. 즉“령도자는 누가 내세워주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들로
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다는 스스로의 말처럼 김정일이 수령이 되기 위해서는 추종자
들에게 안녕과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카리스마적 권위를 재구축해야했던 것이다(Weber
1978, 246).41)
그러나 일종의 취임사였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와 1995년의 신년 구호였던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를 통해 일종의 부국강병론을 제시하며 야심차게 시작한 김정
일 정권의 현실은 수령의 자질을 증명하는 데 심각한 난관을 조성시켰다. “한 나라，한
민족의 력사에서나 인류사에 있어서 그 류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최악의 시련”으
로 규정된 “고난의 행군”이 그것이었다.42) 유훈통치의 기간이 점차 연장된 것은 김정일이
처한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43)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 조직생활과 사상교양은 이완되어 갔고, 중국으로의 월경자가 늘어
나면서 ‘식민지 남한이 일본만큼 잘 살며,’ 자신들의 어려움이 ‘적’들 탓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정보가 유입되기 시작했다(좋은 벗들 2000, 62). 또한 제네바 합의체제는 피포위
의식을 약화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군에 대한 현지지도가 1995년을 거쳐 특히 1996년
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러한 대내적 위기에 대한 그의 불안감
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44) 1970년대부터 매우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군의 장악
과정에도 불구하고 군의 충성을 직접 확인해야 할 만큼 내부의 위기에 대한 민감도가 매

40) 김유민. 1984. 『후계자론』. p. 72-73.
41) 김정일. 1992년 4월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나가자.”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29. 33. 37.
42) <노동신문> 2000.10.03.
43)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제5장 제2절 2. 고난의 행군과 권위의 위기를 참조할 것.
44) 1995년 14회였던 군 현지지도는 1996년 들어 32회로 급증하며 1997년도에는 39회에 이른
다. 또한 1996년도와 1997년도를 비교해 볼 때 횟수 자체는 비슷했지만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횟수와 빈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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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았던 것이다.
이러한 정권의 불안정성은 탈냉전과 수령의 사망, 그리고 고난의 행군 기간을 거치면서
누적되어온 정치적 권위의 위기 속에 더욱 고조되어 갔다. 유훈통치의 마지막 해이자 황장
엽의 이탈을 시작으로 대규모 간첩사건이 나타나는 등 위기와 그에 대한 김정일의 공세적
대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1997년, 김정일에게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다. 탈급진화를
선택한 다른 많은 후계자들처럼 카리스마적 권위의 일상화를 감내하며 체제적 속성 자체
를 변화시키는 것은 김정일 정권에게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의 선택은 이전의 급진주의를 재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공업 우선의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으로 회귀하며, 혁명적 군인정신과 제2의 천리마 운동을 통해 사상교
양을 강화하고, ‘미제’를 부활시켜 전투기조를 재강화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군을 체제
보위 세력으로서 재혁명화하고 ‘군 중시 사상’을 통해 이들의 충성도를 재고하는 유훈
통치 시기의 선군정치가 1997년을 즈음하여 국방공업우선론과 결합되면서 완성되고 이후
이데올로기적, 조직적, 정책적 변화들을 포괄하며 김정일 정권의 총체적 정책기조라 할 수
있는 ‘선군노선’으로 발전되어 나간 국내정치적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권위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1960년대 맑스레닌주의로부터의 점진적 이탈을 통해 형성되어간‘북한식 급
진주의’의 재구축을 의미했다. ‘사회주의 완전승리론’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으
로의 비전의 변화는 그 주요한 상징 중 하나였다. 다음 절에서는 탈급진화와 급진화에 대
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4절 급진화 vs 탈급진화: 북한식 급진주의로서의 선군노선

터커는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급진화(radicalization)와 탈급진화(deradicalization)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려 시도한바 있다. 그에 따르면 급진주의의 개념의 핵심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Tucker 1967, 346-348). 첫 번 째는 앞서 언급한‘부정’(negation)이다. 그러나 단순히 현
실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급진주의를 이해하는 데 충분치 않다. 급진주의는 단순한 반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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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지향’(visionary)하기 때문이다. 반역은 완벽한 대안적 세계
에 대한 비전에 의해 고무된다. 마지막으로 행동주의(activism)이다. 급진주의는 단순히 현
실을 부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실천적 노력을 포함
한다. 즉 급진주의는 비전의 실현을 위한 혁명적 정치학(revolutionary politics)을 가지고 있
다.
터커의 탈급진화론의 요지는 세계를 변혁하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생존
하고 번성하는 급진적인 운동(radical movements)은 탈급진화(deradicalization)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Tucker 1967, 347-348). 그가 말하는 탈급진화란 운동과 사회적 환경과의 관
계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 변화의 핵심은 운동이 거부와 변혁의 대상이었
던 현존 질서를 감수하는 성향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운동의 혁명적인 성격이 약화되
는 반면 이미 건설된 체제와 제도의 틀 속에서 변화를 꾀하려는 개혁적인 성격이 나타나
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Tucker 1967, 348).
그가 탈급진화의 징후가 나타나는 영역으로 들고 있는 것은 행위유형(the action-pattern
of the movement), 행위유형과 이데올로기 간의 관계(its relation to its ideological goals),
전략과 전술의 발전(the development of its strategy and tactics), 내부 갈등(its inner
conflicts) 등 네 가지이다(Tucker 1967, 349). 그에 따르면 탈급진화에 따라 첫째, 혁명적
격변에 대한 지향을 잃고 일상에 매몰되는 개혁적 행위유형이 등장한다. 둘째, 혁명적 이
데올로기에 대한 강조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는데도 실제의 행위에서는 실용
성을 추구하는 이론과 실천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셋째, 이데올로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위를 바꾸려다보니 운동 전술 면에서 단기적 목표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비급진적 방법
들을 강조하게 되며, 전술적 유연성을 허용한 부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이데올로
기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진다. 넷째, 혁명적 행위유형을 고수하려는 자들이 이론과 실천
의 불일치를 허용하는 수정주의자들을 비판함으로써 내부투쟁이 발생한다(Tucker 1967,
349-352).
특히 터커는 탈급진화를 초래하는 수많은 요인들 중 리더십 변화(leadership change)와 세
속적 성취(worldly success)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Tucker 1967, 348). 터커가 세속적
성취의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말하는 세속적 성취란 정권을 장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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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운동이 성장한 결과 운동의 지속에 필요한 조직과 대중적 지지기
반을 갖추게 되고 사회 내에서 인정되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속적 성취가 탈급진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사회
가 급진적 운동을 수용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운동가들의 현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이 둔
화되고 미래의 질서에 대한 헌신은 약화된다. 무엇보다도 운동이 강해지고 영향력을 확보
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생기면 운동의 성장을 허용해 온 현재
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한편, 리더십 변화는 급진적 운
동이 이미 이루어 낸 세속적 성취와 앞으로 이루어 내야 할 대안적 세계의 건설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중시하게 되는 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탈급진화의 진행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터커는 운동의 창설자를 포함하는 1세대 리더들은 정신적 성향 자체가 급진
적인 인물들이 많다고 본다. 이들은 바로 그런 급진적 성향 때문에 현존 질서의 철저한 부
정과 대안적 유토피아 건설이라는 교의에 매혹되어 운동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세속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급진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
러나 이들도 노년이 되면서 온건한 성향을 가지게 된다. 더욱이 차세대 지도자들은 운동의
성장과정을 통해 지도자의 위치에까지 부상한 인물들이므로 대안적 세계의 건설보다는 현
재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성향이 1세대 지도자들보다 더욱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운동이 세속적 성취를 이룬 뒤에도 혁명적 행위유형을 유지하게 되면 운동을 둘러
싼 현존 질서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다수의 당원, 당 관료제, 자금, 전국적으로 뻗어있는
재정적, 정신적 후원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운동조직인 당의 위치가 위험해지게 된다. 그러
므로 노년이 되어 온건해진 1세대와 운동과 함께 성장해 온 차세대 지도자들은 더 이상
혁명적 행위양식을 고집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터커가 분석한 구체적 사례는 스탈린 사후 소련의 탈급진화 현
상이다. 터커는 소련의 급격한 이론적 수정 및 정책상의 변화는 당시(1967년)까지 소련 스
스로나 서방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해석, 다시 말해 세계혁명을 시도하려는 소련의
열의는 여전히 강하며, 소련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핵전쟁의 위험 등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제약에 직면하여 취하게 된 전술적인 변화(tactical changes)에 불과하다는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소련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술적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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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로만 볼 수 없으며 당시 소련에 대해 중국이 비판했던 바와 같이 혁명에의 열의
자체가 약화된 결과로 나타나는 탈급진화 현상이었다는 것이다(Tucker 1967, 344-345).
1956년 제20차 당대회 이전의 소련공산주의 운동은 레닌이 독일 사민당 등의 수정주의 노
선과 결별하고 급진적인 혁명노선을 고수함으로써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키고 스탈린이 2
차 대전 이후 강압적인 방법으로 공산주의체제를 여러 나라에 확산시키는 등 급진적 혁명
노선을 통해 성과를 거두어 온 역사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터커는 레닌과 스탈린도 언제
나 급진적인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정책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1920년대의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1930년대 이후의 대외정책 등에서 나타나듯
이 이들이 소련의 지도자였던 시기에도 탈급진화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는 현상들이 소련
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리더십을 유지하던 시기 소련공산주
의 운동의 전반적인 성격은 급진적이었고 운동은 이런 급진성을 띤 채 대체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터커는 평가한다(Tucker 1967, 352-354). 그러나 1956년 이후 소련의 탈스
탈린화는 평화공존론을 통해 외부의 적들에 대한 ‘부정’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계급투쟁
의 종료를 선언함으로써 내부의 적들에 대한 ‘부정’역시 종식되었음을 선언했다는 측면
에서 탈급진주의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45)

이에 반해 추탕(Tang Tsou)은 주로 1935년부터 1946년 사이의 중국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터커의 탈급진화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전개하였다(Tang Tsou
1967, 1101-1103). 그에 따르면 세속적 성취의 결과로 탈급진화가 일어난다는 터커의 주장
과 달리, 세속적 실패(worldly failure)의 결과 운동의 생존을 위해 전술적인 탈급진화
(tactical deradicalization)를 시도하거나 강요된 조정(forced adjustment)을 감내해야 하는 경
45) 결과적으로 이러한 탈급진화는 ‘correct line’ 즉 유일한 진리로서 맑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
자체가 아닌 업적 정당성을 점차 더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스테판 화이트
(White 1986)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서구의 국가들과 달리 경쟁적 선거라는 합리적 법적 정당
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이 이들을 사회경제적 성과(socioeconomic performance)에 더욱 집
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즉 어떤 의미에서 공산주의 혹은 여타의 권위주의체제에서 베버
의 세 가지 정당성의 기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경제적 성과’가 정당성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
한 근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권위의 구조를 일종의 사회계약(social contract)
이라 부를 수 있으며 그 계약의 내용은 자유민주주의가 제공하는 시민적 자유 대신 보편적 교
육, 무상의료, 완전고용, 안정된 물가 등 인민의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었다고 주장한다
(White 1986, 463-464,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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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탈급진화는 운동의 생존을 확보함으로써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열망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지 터커가 주장하는 것처럼, 혁명에의 열의 약
화를 의미하는 급진적인 이데올로기의 쇠퇴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중국
공산당이 세속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는 1946년 이후 내전이라는 급진적인 전략을
추진한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속적 성공이 탈급진화가 아닌 재급진화(reradicalization)
를 낳기도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즉 상기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터커가 탈급진화의 첫
번째 요인으로 꼽은 세속적 성공과 탈급진화 간의 인과관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터커가 제시한 탈급진화의 두 번째 인과적 변수인 리더십의 교체에 대해서도 첫째, 중국
공산당이 세속적 성공을 거둔 1946년 이후의 재급진화를 중국공산주의 운동의 창설자들이
아닌 새로운 지도자 마오가 주도한 바 있으며, 둘째,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리더십의 변화가
없었지만 탈급진화가 추진된 예가 있었다는 것을 들며 인과관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는 터커가 꼽은 변수들 외에 급진운동가들이 현존 질서의 타파 가능
성이 얼마나 크다고 인식하는 지가 탈급진화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스탈린 사후 소련 지도자들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너무도 강력해서 혁명
적 방식에 의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데 비해 중
국공산주의자들은 중국 내전에서 채택된 바 있는 혁명전략을 세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미
국을 패퇴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수정주의에 반대하며 급진주의를 유지했다는 것이
다.
추가 제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변수는 급진적 운동이 잘 규정되고 안정적인 정치체제(a
well-defined and stable political system)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그는 이 변
수가 터커가 언급한 현상(現狀) 내의 이해관계(stake in the status quo)를 독립변수화한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독일 사민당과 달리 중국공산당은 생존과 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안정되고 잘 규정된 정치체제 내에서 활동하지 못했으므로 중국공산주의 운동의 탈
급진화는 계속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추는 1967년 당시 소련은 비교적
잘 규정되고 안정된 국제체제 내에서 존경받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인식했
지만 중국은 국제체제를 불안정하고 사악하다고 인식했으며 중국이 국제체제에서 추방되
었다고 생각했으므로 혁명적인 전략을 고수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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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와 같은 논의와 개념들을 기반으로 1960년대 이후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정
책적, 조직적 변화들을 ‘북한식 급진주의’의 등장과 동요, 그리고 재구축이라는 관점에
서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터커와 추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탈급진화와 급진화를 낳는
인과변수는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탈급진화와 급진화의 인과관계를 일반이론의 차원
에서 규명하는데 주력하기보다 북한적 특수성에 주목하여 급진화와 탈급진화가 어떤 시기
에, 어떤 동학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밝히는데 보다 중점을 두어 논의를 전
개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사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 정권 출범과 함께 등장한
선군노선이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부터 이른바 주체노선을 정식화하며 맑스레닌주의와
차별화된 자신들만의 급진주의의 구축을 시도한바 있다. 그러나 적어도 탈냉전 이전까지
이러한 시도는 맑스레닌주의로부터의 완전한 차별화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지속적으로 반
복된 독창성과 계승성의 논쟁은 이러한 고민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탈냉전과 경제난, 그리고 정치적 계승의 과정은 권위와 체제정당성의 위기를 가져
오며 기존에 지속되어 왔던 북한식 급진주의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중반 이
후 나타나기 시작한 일련의 탈급진적 흐름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북한식 급진주의 자체를
부정하려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훈통치기는 단순히 계승의
유보라는 현상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북한식 급진주의가 탈급진화를 통해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맑스레닌주의로부터의 완전한 차별화를 통해 자신들만의 급진주의를 재강
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 논쟁과 고민이 지속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선군노선은 이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최종적인 답이었다. 물론 미국 중심의 일극적 세계
체제 속에 북한의 급진주의가 냉전기의 그것과 동일한 것일 수는 없었다. 급진주의의 지속
은 체제의 ‘생존’을 전제로 할 때만이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군노선은
일련의 ‘적응’을 포괄하고 있었다. 정경분리와 실리사회주의론 등을 통한 경제분야의 합
리화 시도나 미국, 한국, 일본 등 적대국과의 관계개선 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응은 어디까지나 제국주의의 패권적 질서에 대한 항구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선군노선의 하위 구성요소로 자리매김 되었다. 정경분리는 정치와 경제가 동일한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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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원칙을 고수하는 한에서 경제정책 내부에서의 변화를 일
정 정도 허용한다는 의미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한미일과의 관계개선은 체제의 속성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차원에서 수단적 차원으로 접근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게 된 것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나 경제지원 같은 것을 바라서가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으
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였”으며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
도 핵억제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조선반도의 현실”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선군
노선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46)
즉 북한의 선군노선은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 주체노선의 정립과정에서 시작된
맑스레닌주의와의 차별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급진주의를 재창조해
낸 결과이며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핵보유국 북한은 이러한 선군노선의 귀결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2009.1.17.) <조선중앙통신> 20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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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북한식 급진주의의 원형과 후계체제

소련의 이데올로기 변화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1956년의 20차 당대회에서의 흐루시초
프의 노선전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했다(Tucker 1967, 343-346).
첫째, 평화공존론, 즉 레닌의 전쟁불가피론의 수정이다. 흐루시초프에 따르면 평화를 위한
세계적 차원의 무장력은 전례 없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제국주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전
쟁은 더 이상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이는 상호 적대적인 사회경제체제 간에도 평화적인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공존은 경제적인 성과를 핵심으로 하는 경
쟁의 과정이다.
둘째, 평화적 이행론, 즉 계급투쟁에 의한 폭력 혁명론의 수정이다. 흐루시초프에 따르면
국내적 혁명에 있어서도 대규모의 무장력에 의한 혁명 이외에 의회정치를 통한 평화로운
체제전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노선전환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실적 변화로 이어졌다. 우선 이전에 적대적이
었던 공산당 혹은 사민당과의 화해, 유고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보다
중요한 변화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을 중심으로 한 비공산주의
민족주의 혁명 정권들과의 관계개선을 들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정권들을 공산주의로 가는
일종의 중간단계인 민족적 민주주의(national democracy)로 개념화 하긴 하였으나 자본주의
와 공산주의의 이분법적 세계관이 아닌 제3세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3분법적인 세계관이
등장한 것은 분명한 변화였다. 또한 혁명과 계급 독재에 대한 견해 역시 보다 유화되어
1961년에는 소련의 현 상태를 프롤레타리아독재가 아닌 계속적인 민주화 과정에 있는 전
인민의 국가로 정의하기에 이르렀다. 스탈린 사후 1961년 22차 당대회까지 지속된 이러한
변화들은 레닌주의나 스탈린주의뿐만이 아니라 고전적 맑시즘의 전제들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했다.
이와 같은 소련의 탈급진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의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
다. 평화공존론과 평화적 이행론은 ‘미제국주의’를 몰아냄으로써 전조선 혁명을 완수하
려는 북한의 국가목표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탈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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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탈스탈린화 즉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과 병행되었다는 점은 개인숭배를 강화해 나가
던 김일성의 권력기반에도 위협적인 것이었다.47)
그러나 이와 같은 이해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련의 변화에 북한이 정면으로 반
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 상의 핵심영도세력을 인정하는 위계적인
당 대

당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스탈린식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북한의 자

율성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최명해

특히 소련의 강력한

후원 하에 진행된 북한의 건국과정과 다소 영향력이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건재했
던 소련파 연안파 등의 존재로 인해 이른바 주체노선으로 명명된 김일성의 독자노선
즉 북한식 급진주의의 등장은 자율성 의 문제를 완화하는 과정과 병행되어야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분쟁은 북한에게는 호기에 가까웠다 북한은 두 사회주의 대국
간의 갈등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자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년대 이후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 경제에서의 자립
을 핵심으로 하는 주체노선을 정식화할 수 있었던 중요한 물적 토대가 되었다 일종
의 발전전략으로서 포괄적으로 제시된 주체노선은

년 이후 한 차원 높은 이데올

로기적 차원에서 합리화되며 북한식 급진주의의 원형을 형성해 나갔다

년 후계

자 김정일에 의해 제시된 김일성주의 는 주체노선을 정책적 차원을 넘어 하나의 순수
이데올로기로서 격상시키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적어도
47)

년대까지

특히 1961년 10월 소련 22차 당대회는 개인숭배문제가 절정을 이룬 대회였다. 스탈린 치하
에서 소련 공산당은 레닌시대의 지도적 역할을 박탈당하고 국가 행정조직, 비밀경찰, 군부와
함께 4대 체제유지 조직의 하나로 격하되어 있었다. 또한 당 내부에서는 민주집중제의 민주적
요소가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중앙집권화와 관료주의화가 심화되어왔다. 스탈린 시대의 공산
당은 레닌 시대의 ‘볼셰비키 당’으로부터 수령에게 모든 권위와 권력이 집중되는 ‘지도자 중심
당’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이다(박수헌 2003, 345-347).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스탈린 사후에
진행된 당 이외의 통제기구들의 상대적 약화는 전임 당 관료의 집합체인 ‘당 기관’(partiinvi
apparat)의 배타적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소련의 22차 당대회는 바로 이
러한 현상에 대해 흐루시초프가 정면대결을 선언한 대회였다(박수헌 1997, 273). 개인숭배문제
는 스탈린 독재체제하에서 성장해온 당 기관에 대한 공격의 핵심적인 무기였던 것이다. 따라서
해당 대회에서 스탈린과 그의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은 절정에 이르렀다. 당대회 기간 중 스탈
린의 시신은 마우솔레움에서 실려 나갔으며, 정문에 새겨져 있던 그의 이름은 지워졌고， 스탈
린그라드라는 도시의 이름은 볼고그라드로 바뀌었다. 1930년대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행위들이
스탈린 개인과 그에 대한 개인숭배의 책임으로 돌려졌음은 물론이다(Altrichter 1997,
141-143, 151). 바로 그 개인숭배 문제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놓였던 것이 불과 5년 전의
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961년 4차 당대회를 통해 단일지도체제를 완성하고 개인숭배를 한
층 강화해 나가던 김일성 정권에게 이와 같은 소련의 움직임이 상당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는 점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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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완수되지 못했다

년대 이후 북한의 자율성은 이전에 비할 바 없이 향상되었

지만 냉전의 구조적 제약은 여전히 강고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독자노선의 수립과정이 수령제 그리고 그 부분체제로서 후계체제의 등장과 병행되었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계자는 김일성에 의해 제시된 주체노선을 이데올로
기적 조직적 정책적 차원에서 체계화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일성의 주체노선이 등장한
체노선이 구체화되고 절대화된

년대와 후계자에 의해 그러한 주

년대는 북한식 급진주의의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그 원형이 등장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그 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절 탈소련화와 주체노선의 등장

1. ‘주체’의 등장과 권위의 원시축적
북한이 ‘주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며 맑스레닌주의의 북한식 적용을 강조하기 시작한
시원은 바로 박헌영이 사형을 언도받은 지 꼭 13일 만인 1955년 12월 28일에 당선전선동
일군들에게 행해진 김일성의 연설인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
를 확립할 대하여>이었다. 김일성의 연설은 최하급의 당 기관에까지 발송되어 모든 북한
지도계층에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연설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학과 예술에 있어
서 반동부르주아사상과의 투쟁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중앙위원회 결의가 1956
년 1월 18일 채택되어 하급 당조직에 활동지침으로 하달되는 등 대대적으로 교양되었다
(Lankov 1999, 194). 여기서 김일성은 ‘주체’와 ‘우리식’을 정치적 언어로 부각시켰다.
예컨대 상기 연설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흔히 주체노선의 시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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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그러나 연설의 핵심적인 정치적 의도는‘쏘련을 향하여 배우라’며 자신도 함께 추진해
왔던 해방 이래의 ‘조선혁명’의 진로를 바로잡는 것 보다는 소련파와 연안파 등 박헌영
과 남로당계열이 몰락한 이후 유일하게 남아있던 정치적 장애물에 타격을 주는 것이었
다.49) 다시 말해 초기 김일성의 ‘주체’는 본질적으로 외부적 압력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내부적 위협, 즉 소련파와 연안파의 세력과 정책에 대한 김일성의 우려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정식 & 스칼라피노 1987, 629). 당시만 해도 당면한 문제는 소련과 중국이라기보다는 소
련파와 연안파였던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은 상기한 비판이 소련에 대한 적대감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다.
박창옥, 박영빈을 상무위원회에서 제명하는 등 소련파에 대한 공격이 일단락 된 직후인
1956년 2월 20일 내각의 각료 및 중앙위원회 부장단 회의에서 이루어진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연설은 이러한 의도를 잘 보여준다(Lankov 1999, 197 재인용).

그러나 스탈린 사후 부분적으로 전개되던 개인숭배 비판 움직임은 1955년 10월 소련공산

48) 김일성.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
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468-478.
49) 비록 추후에 삭제되긴 했으나 스탈린 생존 시 김일성의 연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 스탈린
대원수 만세”로 끝을 맺었다(황장엽 2006, 46). 대량의 원조가 제공된 전후복구 시기에 이러한
이미지가 더욱 강화된 것은 당연했다. 김일성은 직접 “쏘련을 향하여 배우라”는 지시를 내려
소련의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수용의 폭과 강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으며 1955년 해방 10주년
을 맞아 8월 한 달을 “조쏘친선월간”으로 지정하고 소련의 위대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
행했다(정진아 201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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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위원회가 집단지도원칙을 부활시키기로 결정하자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의 흐루시초프의 비밀 연설을 통해 전면화되었다(이종석 1995,
269). 이와 같은 소련의 움직임은 김일성의 정권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었으나 당
시 매우 제한적인 자율성을 지니고 있었던 북한이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은 있
을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집단지도의 원칙은 레닌의 지침으로 강력한 정당성을 가지
고 있었다. 따라서 김일성 측은 한편으로는 개인숭배의 문제를 오기섭, 허가이 그리고 박
헌영 등 이미 실각한 여타의 사망한 인물들에게 전가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빌미가
될 만한 여지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당 이슈가 김일성의 권력기반에 미칠 영향을 차단
하려 노력했다.50)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권력독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은 더할 나위 없는 힘이 되었다. 박창옥의 표현대로 표면
적인 침묵에도 불구하고 1956년 3월 평양 전역에서는 “개인숭배 문제에 대한 대담이 오
가고 있었”던 것이다(Lankov 1999, 203).
동년 4월 조선로동당 3차 대회에 소련 공산당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브레즈네프의 축하연
설을 통해 자신들은“각 당단체들 속에서 우로부터 아래까지 집체적 령도의 레닌적 원칙
을 완전히 수립하도록 방조”할 것이며 “개인숭배와 관련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는 경고를 남긴 소련의 움직임이 이러한 내부의 반발을 더욱 자극했을 것이라는 점은 당
연하다(서동만 2005, 541-543). 당 대회 직후인 동년 5월 31일 진행된 인도 언론과의 인터
뷰에서 김일성이 “개인 숭배란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또한 레닌의 집체적 지도원칙에 배
치되는 것으로서 그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압력들이 만만치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긴장 속에 벌어진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당
제관계의 위계적 속성과 내부의 잠재적 경쟁자들, 그리고 대외 의존성이 결합될 경우 자신
의 정치적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 중대한 계기였다.52) 또한 해
50)

일시적으로 ‘수령’ 칭호가 사라진 것은 그 예이다. 예컨대 흐루시초프 비밀 보고가 나온 직
후 <노동신문>에 게재된 당 부위원장 박정애의 논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 박정애는 1946년 북
로당 창립대회 때부터 선두에 서서 김일성 ‘개인숭배’를 이끌어 왔을 뿐 아니라 북조선의 어느
누구보다도 김일성 찬양에 적극적이었으나 해당 논문에서 수령이라는 말은 전혀 등장하지 않
았다(서동만 2005, 532-533).
51) 김일성과 V.V. 프라사드와의 인터뷰, <노동신문>, 1956년 5월 31일자(이정식 & 스칼라피노
1987, 638-63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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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건은 내부적인 반대 세력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점 뿐 만이 아니라 그들이 외세와 사
전에 결탁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는 점, 그리고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실제 외세의 내정간
섭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위협적이었다.
사실 김일성은 사전에 연안파가 주도하고 있었던53) 계획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대비도 하고 있었다.54) 그리고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이 적어도 리더십 내부에서
김일성의 권력기반이 매우 탄탄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부인 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당을 경찰식 체제가 지배하고 있으며 [...] 김일성 개인숭배
가 보급되고 있고,” “당이 중공업에 치중하여 인민생활 향상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인민
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윤공흠의 연설, 그리고 실제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최창익,
박창옥, 서휘, 이필규 등의 지지연설을 통해 나름의 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김일성을 축출
하려던 반대파의 시도만큼이나 김일성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것은 아마 이러한 시
도가 중국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의 암묵적인 허락 내지는 지지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는 점이었을 것이다.55)
따라서 김일성의 입장에서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고 이미 취해진 조치들을 재검토하기 위
해 소련과 중국에서 제1부수상 미코얀과 국방부장 팽덕회를 급파한 사건은 도저히 받아들
52)

사건 자체의 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존재하므로 여기서는 구체적인 소개하지
않는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서동만(2005), 란코프(1999), 이종석(1995), 이
정식 & 스칼라피노(1987) 등이 있다.
53) 이정식 & 스칼라피노(1987, 639-640)는 연안계가 아닌 박창옥을 주모자로 지목하고 있다. 그
러나 서동만(2005, 554-556), 이종석(1995, 276-277), 란코프(1999, 206-217) 등은 연안파가
주도했다는 점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54) 소련 측 기록에 따르면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고희만(高熙萬)은 사건 직후 소련대사관 일등서
기관 삼소노프(G. Ye. SamffinoV)와 만난자리에서 “이미 이 회의 이전에 이 집단이 당과 정
부의 일부 지도층 인사들에 반대하는 반당적 연설을 하는 데에 곧 개최될 전체회의를 이용할
작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한 당시 내무부 부부장이었던 강상호
씨의 회고에 의하면 1956년 여름 최용건은 그에게 일부 ML파 인사들이 김일성의 부재를 이용
하여 반당음모를 준비하고 있으며，8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활동을 비판하는 연설을 할 계
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며 첫째, 김일성의 안전을 보호할 조치를 취하고， 둘째， 신속히 외
유 중에 있던 내무부장 방학세와 인민군 안전국장 장석산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Lankov 1999, 220-221).
55) 개인숭배문제와 발전전략의 문제가 모두 논점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밝힌 대로 당시
핵심 논점은 발전전략이라기 보다는 김일성의 권력독점이었다. 김남식의 표현처럼 8월 전원회
의에서 경제문제도 역시 중요했지만 실질적인 주제는 집단지도제였던 것이다(이정식 & 스칼라
피노 1987, 641). 당시 윤공흠의 발언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문의 인용은
몇몇 참가자들의 회고에 의존한 것이다(Lankov 1999, 227; 서동만 2005, 6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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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힘든 사태였다.56) 두 사람은 도착 직후 다시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윤공흠 등에 대한
출당 · 철직 처분을 철회하도록 요구했다. 심지어 팽덕회는 더욱 노골적으로 북한 내부문
제에 개입하려고 하였다. 그는 김일성에게 이미 숙청당해 1955년부터 수감 중이던 박일우
를 석방하여 중국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할 정도였다(최명해 2009, 97). 결과적으로 김
일성은 이들의 요구대로 9월 33일 전원회의를 열어 당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응당한 심
중성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하고 8월 전원회의 결정내용을 20여일 만에 번복하여 최창
익， 박창옥의 중앙위원직을 회복시키고 출당자들을 복당시켜야 했다(이종석 1995, 279).
그러나 이러한 모욕적인 내정간섭의 수위는 김일성의 권력기반이 생각보다 확고하다는
점 때문에 원래의 계획보다 낮추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당시 마오와
흐루시초프는 김일성을 실제 최고지도자의 자리에서 축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다. 소련 측 증언에 따르면 미코얀과의 회담에서 “김일성은 지독히 어리석은 전쟁을 일으
켰고, 대체로 무식하게 행동하니 쫓아내야 한다”고 김일성 추출을 먼저 제안한 것은 마오
였다. 물론 소련의 입장이 반영된 해당 증언을 100% 신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
느 측이 먼저 제안했든 당시 소련과 중국 모두 김일성 축출 계획에 동의했다는 것은 분명
했다(Lankov 1999, 233; 서동만 2005, 564). 당시 소련과 중국이 자신을 축출할 계획을 세웠
다는 점에 대해 김일성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연안파와 소련파
의 핵심인물들이 주도한 정권찬탈 시도를 그 배후세력으로 직접적인 의혹을 살만한 중국
과 소련이 직접 개입하여 당중앙위원회의 조치를 뒤엎은 당시 상황은 북한의 정권안보의
취약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57)
56) 한국전 당시 중조 연합사령관이었던 팽덕회는 전시에 김일성의 면전에서 ‘전쟁의 책임을 지는
것은 김일성이 아닌 자신이며 전쟁은 자신과 맥아더의 싸움으로 김일성이 끼어 들 여지가 전
혀 없다’며 모욕을 주었다고 한다. 또한 소련 외무성의 기록 역시 팽덕회가 김일성의 군사능력
에 대해 사정없이 낮은 평가를 하며 대국주의적 태도를 보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서동만 2005,
414). 따라서 한국전 당시 핵심 주권인 작전권을 중국 측에 넘겨주는 뼈아픈 경험이 있는 김
일성에게 당사자였던 팽덕회가 내정간섭을 위해 다시 방문한 사태는 특히 굴욕적이었을 것이
다. 또한 팽덕회가 평양 도착 후 사건을 주도한 연안계의 거두 김두봉의 집에 머물며 장시간
사태수습을 강구했다는 점 역시 김일성을 더욱 자극하는 것이었다(최명해 2009, 97).
57) 이종석(1995, 276)은 사건의 배후가 소련이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당시 소련 대사였던
이바노프는 최창익에게 김일성을 당 중앙위원들의 결의로 합법적으로 당위원장에서 끌어내리
고 대신 최창익이 당을 장악하고 김일성은 내각 수상에만 전념케 하자는 제의를 하였으며 박
창옥 등 소련계 한인들에게도 소련의 희망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종석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명확한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란코프(1999, 217-224)는 주로 소
련의 기록에 의존해 당시 주모자들이 소련 대사관에 그들의 계획에 대해 미리 알려준 것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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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8월 종파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민심 역시 중공업우선의 급속한 공업화와 농
업협동화 과정에서 축적된 아래로부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예
컨대 당 중앙위 8월 전원회의결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도 당위원회가 소집되어야만 했
으나， 일련의 사태 때문에 지연되었고. 10월에 들어와서야 겨우 개최된 회의에서 함경남
북도와 강원도당 당 전원회의를 제외하고 평양시당을 비롯하여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 량강도, 개성시 등에서는 8월 전원회의 사건을 주도한 반대파 비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서동만 2005, 566-567). 또한 하부 당단체들은 1956년 8월 및 12월 전원회의의 결정
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들에 대해 “그 실행대책을 당원 총회에서 토의조차 하
지 않았다.” 예를 들어 평안남도 순안군의 ‘일부’ 당원들은 l년이 지난 1957년 중반 시
점에서도 8월 전원회의에서 어떤 문제가 논의되었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김연철 2001,
197-198). 하부단위에서도 소련파나 연안파 등 김일성에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상당했
던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1956년 말부터 1957년 초에 걸쳐 지방에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황
해남도와 개성시 등 6.25전쟁 이전 38선 이남에 속했다가 전쟁 후 이북으로 편입된 이른바
‘신(新)해방지구’에서 부농. 중농층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탈하는 사태가 잇달아 일
어난 것이다(서동만 2005, 575-579). 이른바 ‘배천바람’으로 불렸던 농업협동화에 대한
이러한 반발은‘폭동’ 등의 단어가 사용될 정도로 심각한 사태로 인식되고 있었다(김연철
2001, 108). 배천군의 예는 황해남도와 개성지구뿐만 아니라 북조선 전역에 동요를 가져오
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집단화로부터의 대량이탈이 생긴 지역이 휴전선과 인접한 신해
방지구였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서동만 2005, 704).58)
1956년 10월 헝가리 사태 역시 정권안보에 대한 위협인식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계기였

실이나 소련 측은 이에 대해 비교적 중립을 지키고 오히려 해당 계획이 몰고 올 정치적 불안
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해당 사건의 배후는 중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주장이
맞건 1956년 당시 김일성의 입장에서 양자의 개입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58) 결과적으로 이러한 반발에 대한 정권의 대응은 8월 전원회의 이후 진행된 반종파투쟁과 결합
하면서 내외의 적들과의 투쟁을 통한 혁명의 완성과 수호, 즉 정권안보론으로 귀결된다. 서동
만(2005, 585)은 ‘반종파투쟁’과 ‘반혁명분자와의 투쟁’이라는 별도의 흐름이 김영주 등을 중심
으로 하는 강경그룹에 의해 반혁명투쟁이라는 단일한 흐름으로 수렴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보
다 큰 틀에서 보면 양자는 정권안보를 강화하려는 시도였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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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56년 6월 김일성의 헝가리 방문 시 회담을 가진 라코시는 탈스탈린화의 여파 속에
김일성이 귀국도 하기 전인 7월 17일 실각했다(서동만 2005, 560). 또한 그의 뒤를 이은 친
(親)스탈린주의자 게뢰(Erno Gerö)조차 채 3개월도 안되어 20만 명 이상의 데모대의 저항
에 굴복하여 온건민족주의자였던 너지(Imre Nagy)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말았다. 물론 헝가
리 사태는 너지가 바르샤바 기구로부터 탈퇴하고 이를 빌미로 소련이 헝가리를 무력으로
침공함으로써 ‘공산진영의 승리’로 귀결되었다(진승권 2003, 194). 그러나 공산체제와 소
련의 헤게모니에 저항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잠시나마 공산당 유일정당체제
가 붕괴에 이른 해당사건의 충격은 적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김일성은 1950년대 내내 종파사건의 여독을 뿌리 뽑는 동시에,59) 물질적 보상의
강화,60) 공산주의, 혁명전통교양과 현지지도,61)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담론의 강화,
59)

항시

김일성은 본격적으로 9월 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작업에 착수하였다(이종석 1995,
281-282). 먼저 11월 중순부터 김일성은 최창익， 윤공흠. 리필규， 서휘를 ‘반당종파분자로
공격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전당적인 숙청을 동반한 당증교환사업을 1956년 12월부터 4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당내 연안계와 소련계의 중심인물들에 대한 숙청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
간 1958년 초부터 당내 숙정 바람은 군내에도 불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숙청이 소련계와 연안
계에 집중되었음은 물론이다(서동만 2005, 803-805). 김일성은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 권력의
가장 기본적인 두 단위인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군에 대한 권력기반을 강화해 나갔던 것이다
(이정식 & 스칼라피노 650-656).
60) 적어도 1960년대 초까지 물질적 유인은 꾸준히 확대되어왔으며 이데올로기의 우위성은 어디
까지나 상대적인 것이었다. 예컨대 천리마 운동이 정치 도덕적 유인에 기초한 사상동원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은 북한의 역사적 현실과 동떨어진
‘곡해’이며 실제 1959년 이전의 천리마 운동은 물질적 유인의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는 이태섭의 주장은 이를 잘 보여준다(이태섭 2001a, 74, 174, 199-200). 이는 임금체
계에서도 잘 나타났다. 유럽국가에서 임금격차는 1950년대 중반에 가장 심해서 최고기능직과
최저기능직 노동자의 임금비율이 4:1에 달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서구국가들보다 큰 것이었다.
그러나 동유럽에서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어 1960년대 말경에는 2:1 정도로 축소된 반면 북한
에서는 1.6:1에서 3.75:1 사이의 비율을 유지했다(박형중 1994, 154). 이는 정치·도덕적 자극
을 우선하는 유사한 정책노선을 보인 중국이나 쿠바와 달리 북한이 명목임금 상의 상당한 격
차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반적인 이미지와 달리 물질적 보상은 초기 김일성 정
권의 권위축적 단계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61) 1958년 이후 본격화된 “공산주의 교양”은 현실에 대한 ‘부정’을 핵심으로 하는 급진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 1958년 11월 20일 전국 시, 군 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연
설인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는 그 핵심적 문건이었다. 여기서 김일성은 자신들이 무엇에 대
한 ‘부정’이고 어떠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대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표명했다. 혁명은 “새 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 진보와 보수와의 투쟁, 적극과 소극과
의 투쟁,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와의 투쟁, 총체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투쟁”이며 “새
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낡은 것은 멸망한다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다. 김일성. 1958년 11월
20일. 전국 시, 군 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연설.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591, 594. 또한 공산주의 교양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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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투상황의 고조63) 등을 통해 분파세력을 척결해 나가는 동시에 정치적 권위를 구축해
화는 천리마 운동과 혁명전통교양의 강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1958년 9월부터 치밀하게 준
비되어 1959년 3월 강선제강소에서 발기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핵심은 ‘사회주의증산운동’
의 차원을 넘어 생산현장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를 공산주의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즉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천리마운동의 심화 발전된 형태”로서 기존의 천
리마 운동과는 달리 사상 교양과 노동활동을 생산과정에서 하나로 결합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태섭 2001a, 197—198; 서동만 2005, 851). 여기서 정치사상적 자극의 핵심을 이루고 있
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교양, 혁명전통교양이었다. 즉 천리마 운동, 공산주의교양, 혁명전통교양
은 하나의 논리로 결합된 정당화의 매커니즘이었던 것이다(서동만 2005, 790, 850-853; 이종
석 1995, 282-284). 한편 천리마 운동을 매개로 한 공산주의와 혁명전통 교양의 결합은 그
‘내용’과 함께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령과 당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들에 대항한 전투상황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특히 내부의 적들에
대한 전선은 리더와 대중의 직접동맹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했다. 북한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
우 전형적인 방식을 시도했다. 현지지도와 혁명적 군중노선이 바로 그것이다. 그 시작은 8월
전원회의 사건 직후인 1956년 12월 28일 강선제강소에 대한 김일성의 현지지도였다. “반당종
파분자들이 머리를 쳐들고 일어나”고 “밖으로는 대국주의자들이” 압력을 가하고 있었으며 “미
제국주의 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미친듯이 《북진》소동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수령의 호소를
통해 “공칭능력이 6만톤 밖에 안 된다던 분괴압연기에서 12만 톤의 강재를 뽑아”냈다는 ‘신
화’를 통해 천리마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김일성. 1962년 1월 6일. “경공업부문
에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 사업을 개선하며 제품의 질을 높일 데 대하여.” 평양방직공장당위원
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김일성 저작집』 1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62) 북한은 ‘민족’이라는 담론 그 자체를 주체사상 및 통치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활용
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안보적 위기 상황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민족’에 대한 강조는 사
회주의의 핵심 개념인 ‘계급노선’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국제주의’와 근본적으로는 긴장관계를
내포했다. 양자는 그 담당세력이나 이데올로기적 출발점 및 토대에 관한 문제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킬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박호성 1997, 117). 하지만 현실에서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의 실천과정에서 결코 버리기 어려운 제휴대상이 되어왔다. 이는 레닌과 스탈린 모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서 민족주의적 형식을 취했던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창근,
2003). ‘일국 사회주의’론과 ‘소비에트 애국주의’등의 개념과 이론은 그 주요한 증거였다. 공산
주의적 국제주의가 결국 소비에트 민족주의로 귀착되고 말았다는 비판은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박호성 1997.118). 북한 역시 마찬가지였다. 북한에서 민족주의가 ‘사회주의적 애국
주의’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적 자원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1958년 무렵
이었다(한성훈 2012, 451-452). “공산주의사상교양서 중요한 문제는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문제”라는 김일성의 언급에서 볼 수 있
듯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앞서 살펴본 1958년 이후의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전통 교양의 강
화와 밀접히 결합되어 전개되었다. 김일성. 1958년 11월 20일.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전국
시, 군 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 저작집』 12권.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81. p. 597.
63) 스탈린 시절의 소련에서 탄생한 사회주의적 조직통합방식은 ‘적과 동지의 구별로서의 정치’
를 전제로 했다(박형중 1994, 193). 권위와 정당성 확립의 시도들은 역설적으로 ‘적’들의 도움
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1956년 말부터 ‘반혁명분자와의 투
쟁’이 전면으로 부상했으며 수많은 ‘간첩’들의 적발 소식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서동만 2005,
583). 또한 1957년 무렵부터 북한에서 반미캠페인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이다(한
성훈 2012, 225-226; 서동만 2005, 580). 반미는 그 자체로서 정치적 목표인 동시에 패전 위
기， 체제붕괴， 공포와 두려움에 기반을 둔 내적 통합으로 도모된 통치수단으로 동원되었다.
그리고 이는 위기담론과 통합의 기반이 됨으로써 인민들에게 자주성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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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감으로써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내부적 토대를 다져나갔다.

1965년 등장한 주체노선은 그 결과물이었다. 김일성은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
학원에서 한 강의를 통해“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
의 자위”를 북한의 총적 노선으로 선포했다.64) 이러한 주체노선이 이데올로기적 합리화와
북한 내부의 변화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 있어 1966년은 중요한 계기였다. 먼저 1966년
8월 12일자 <노동신문> 사설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외국 언론에서 북한의 ‘독립선
언’으로 취급, 대서특필 보도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국제홍보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병철
1990, 92). 여기서 북한은 교조주의와 수정주의를 비판하며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며 자주성을 강조했다. 또한 “맑스레닌주의는 인류의 모든 선
진적 사상의 최고봉”이자 “세계혁명의 지도사상”이며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
이며 백전백승의 무기”이지만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옳게 영도하자면 맑스레닌주의
의 일반적 원리만 가지고서는 안”되며 자신들은 이를 “조선혁명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기의 독자적인 지도이론을 확립”하였다는 것이다.65)
또한 1966년 10월 제2차 조선로동당 당대표자회는 이러한 흐름을 공식화한 중요한 기점
이었다. 해당 회의는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자율성을 강화해온
북한의 노력이 ‘북한식 급진주의’의 원형으로 나타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해당 회의에
서 김일성은 “현대 수정주의와 좌경기회주의”와의 반대투쟁을 강조하며 이와 차별화된
자신들의 길을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 핵심은 앞서 살펴본 “자주성을 옹호하자”와
동일한 논리로 맑스레닌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된 탈급진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였다.
받아들이게 만드는 주요한 기재로 작동했다(한성훈 2012, 228).
64) 김일성. 1965년 4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
하여.”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 『김일성 저작집』 19권.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p. 306.
65) <노동신문> 1966.8.12.
66)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주장은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좌우경기회주의를 극복하
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함으로써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
을 이룩할 수 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습니다. [...] 역사적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혁명의 길에서는 맑스-레닌주의로부터 리탈하는 이러저러한 편향들이 나
타나게 됩니다.[...]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똑바른 맑스-레닌주의걸상에 앉아있을 것입니다[...]현
대수정주의는 《정세의 변화》와 《창조적발전》이라는 구실 밑에 맑스-레닌주의를 수정하고 그
혁명적진수를 거세합니다. 그 것은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고 계급협조를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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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25’교시와 북한의 급진화
1966년에 본격화된 북한식 급진주의의 원형이 보다 구체화되고 전사회로 확산되어 나간
계기는 이른바 ‘5.25’교시로 불리는 1967년의 김일성의 연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
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 독재문제에 대하여>였다.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해당 연설
이 1966년 당대표자회의 문제의식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이와 관련된 내부
의 논쟁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67)

김일성에 따르면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소련과 중공의 입장은 맑스와 레
닌의 주장을 계승하여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했다. 다만 양자의 차이는 과도기 혹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기간을 언제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기준의 차이였다.
그에 따르면 소련은 사회주의 ‘제도’의 승리를 통해 공산주의 건설의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과도기 즉 사회주의 단계가 끝나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도 끝나는 것으로 간주
하며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합니다. 현대수정주의는 또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며
사회적 및 민족적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각방으로 해방합니다. [...] 그 것은 무엇
보다도 제국주의 앞에서 나약성을 보이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소극적으로 대하는데서 나타나
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김일
성. 1966년 10월 5일.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김일성
저작집』 20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393-394.
67) 김일성. 1967년 5월 25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 독재문제
에 대하여.” 당사상사업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김일성 저작집』 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1983. pp. 25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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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반해 중공은 ‘노농간 격차가 사라진 무계급사회이자 정신노동과 육체노동간 차이
가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공급’받는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를 과
도기이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기간으로 삼고 있다. 먼저 소련의 입장에 대해 김일성은
국내적으로는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과의 계급투쟁을 그만두고 국제적으로는 제국주
의와 평화적으로 살면서 세계혁명을 하지 않으려는 우경기회주의 사상관점에서 나온 것이
라 비판하고 중공의 입장은 사실상 계선을 긋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좌경기회주의라
비판했다.68)
이에 대한 김일성의 대안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기간
을 분리한다. 둘째, 과도기는 사회주의 제도의 승리를 넘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가 없어지고 중산층, 특히 농민대중이 우리를 적극지지”하는 “무계급 사회” 즉
“사회주의 완전승리”까지 지속되며 이러한 과도기 역시 비록 완전 승리한 사회주의사회
는 아니지만 사회주의사회라 부른다. 셋째,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는 무계급 사회에 더
해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단계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완전승리, 즉 과도기 종료 이후에도 이러한 생산력을 달성할 때 까지 상당기간은
아직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라 할 수 없다. 넷째, 생산력 수준을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보수를 받는 공산주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까지 발전시키기 위해, 그리
고 세계혁명이 아직 완수되지 못하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한 나
라 또는 일부 지역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국주의의 위협을 면치 못할
68) 김일성. ibid. pp. 264-266. 김일성이 지적하고 있는 우경기회주의와 좌경기회주의의 ‘현실’
은 다음과 같다. 먼저 흐루시초프는 1959년 제21차 당대회에서 “경제생활과 사회정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대한 변혁이 일어난 결과, 그 발전의 새로운 가장 중요한 시기, 즉 공산주의
사회의 전면적 건설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세계에는 현재 우리나라
에 자본주의를 부활하고 사회주의 진영을 붕괴시킬 세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련에서는 자
본주의 부활의 위험성은 배제되어있고[...] 사회주의는 완전히,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승리하
였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흐름은 1961년 제21차 당대회를 통해 ‘무계급 사회주의 건설’과제
의 포기와 ‘전인민국가’의 제기로 이어졌다. 이에 반해 중국은 소련의 과도기론 및 사회주의론
을 수정주의로 비판하는 동시에 중국사회의 주요모순을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
의 모순, 사회주의의 길과 자본주의의 길의 모순”으로 규정하고 1962년 9월 당 8기 10중전회
에서 마침내 소련형 과도기론에 입각한 ‘과도기의 총노선’을 버리고 중국혁명의 승리로부터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실현에 이르기까지의 사회를 ‘과도기(사회주의)’로 취급하는 ‘대과도론
(大過度論)’을 채택하였다. 1966년 시작된 문화대혁명은 바로 이러한 계속혁명론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김민웅. 1991. “북한의 “사회주의 완전승리”테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정치학
과 석사학위논문. pp.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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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외부의 적들과 결탁한 내부의 적들의 반항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높은
단계에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지속되어야 한다.69)
이와 같은 김일성의 대안은 비록 중공의 그것보다는 절충적인 것이 분명했지만 탈급진화
에 대한 명확한 거부를 분명히 한 것이었다. 따라서 1966년 2차 대표자회에서 강조된 농민
의 혁명화와 노동계급화, 인텔리의 혁명화 역시 다시 한 번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반(反)수
정주의 흐름은 “대대적인 인텔리 제거,”“좌경극단주의에 의한 반문화 혁명”을 동반하
며 사회전반에 극좌적인 광풍을 몰고 왔다. 1953년 이래의 성공적인 전후복구와 1960년대
의 이례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증대되어온 아래로부터의 욕구는 “계급투쟁과 프로독재의
강화”를 통한 철저한 사상교양을 통해 억제되었다(성혜랑 2000, 312). 전국의 모든 곳에서
외국에서 출판된 것은 회화책이든, 소설이든 사전이든 또는 그것이 테이프든 책이든 모두
불태워졌다. 외국기술 도입은 수정주의로 비판받았고 외국음악은 심지어 소련노래도 금지
되었다. 베토벤 음악부터 비너스 석고상, 서양화 등도 사라져야했으며 문화예술인, 과학자,
특히 유학생은 대대적으로 축출되었다(고영환 1992, 293-294; 성혜랑 2000, 313-316).

3. 국방경제병진노선의 강화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은“맑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사이의 계선”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규정되었다.70)

따라서 반제투쟁을 위한 물적토대로서 국방력 증대가 극도로 강조되었

다. 1962년 채택된 바 있던 국방경제병진노선이 공개적으로 한층 강화되어 추진되기 시작했다.
1962년 국방경제병진노선이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사후적’으로 공개되었다. 1962년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의 내용은 공개된 바 없으며 국방경제병진노선의 지속
강화를 선언한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의 김일성의 연설을 통해 추후에 공개되
었다.71) 실제 북한의 공식국방비는 병진노선을 채택한 직후인 1963년과 1964년에는 연속적
69) 김일성. ibid. pp. 267-274.
70) 김일성. 1966년 10월 5일.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김
일성 저작집』 20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404.
71) 김일성. ibid. p.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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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기까지 했다.72) 1966년 공개되기 이전까지 국방경제병진노선은
철저히 비밀리에 수행되었던 것이다.
국방경제병진노선의 채택에 대한 북한 스스로의 설명은 쿠바사태로 인해 부각된 미국으
로부터의 위협이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1962년에 꾸바공화국을 반대하여 까리브해
의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체 사회주의진영에 도전”하여 “국제정세를 매우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73) 그러나 실제 쿠바사태가 제기한 위협의 핵심은 미국으로부터라기보
다는 소련으로부터 제기된 것이었다.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소련의 ‘굴복’이 북한으로
하여금 ‘방기’(abandonment)의 우려를 크게 했기 때문이다.74) 1961년 7월 북한이 매우
강력한 자동군사개입조항이 포함된 조소동맹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으로부터
방기의 우려를 강하게 느낀 데는 당시 북한과 소련간의 정치적 갈등이 내연해 있었다.75)
1956년 소련에서 시작된 탈스탈린화와 탈급진화의 바람은 1960년대에 들어서서도 지속되
고 있었고 평화공존론, 개인숭배문제, 사회주의 분업체계로의 전환 등을 매개로 한 이견
역시 오히려 강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제4기 5차 전원회의의 직전인 1962년
12월 전(前) 민족보위상이자 부수상인 김광협의 소련 방문에서 군사원조가 거부당한 사건
은 방기의 우려를 더욱 크게 했다(함택영 1998, 164).
또한 남한의 군사쿠데타 역시 중요한 변수였다. 특히 탈냉전 이후 새로 공개된 자료에 근
72) <표 3-1>에서 보듯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공식발표한 민족보위비의 전체 예산대비 비
율은 1959년 3.7%, 1960년 3.1%, 1962년 2.53%, 1963년 2.1%로 오히려 1959년 이래 지속
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북한 스스로 은폐 조작된 것임을 간접적
으로 시인한 바 있다(함택영 1992, 209). 함택영(1992, 94-95)은 이와 같은 북한의 발표를 근
거로 1961년부터 1966년의 평균적인 군비지출은 예산대비 19.8%였던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73) 김일성. ibid. p. 417.
74) 이정식 & 스칼라피노(1987, 743)는 방기의 수준을 넘어 북한이 소련의 보복위협이나 그에 대
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75) 동맹조약이라는 명시적 안보 공약이 강대국입장에서 방기라는 배신의 기회 비용을 상승시키
는 핵심적인 기재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는 이러한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명시적 동맹
조약을 맺는 경우에도 자동군사개입조항이 포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강대국 입장에서 자동개입조항은 정책적 유연성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연루
(entrapment)의 위험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시적인 자동개입조항이 포함된
북소동맹조약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예외적인 사례에 속했다. 또한 그 강도 면에서도 “일본
제국주의 및 일본 침략행위에 제휴하는 모든 국가”로 특정 적대국을 명시한 중소동맹조약이나
“히틀러주의 침략자”라는 가상의 적을 명시한 소련과 동유럽의 동맹조약들에 비해 “어느 일방
에 대해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표현된 북소동맹조약의 자동개입관련 공약의 강도는 훨씬 강력한 것이었
다(최명해 2009, 17, 1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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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한 연구는 남한의 군사쿠데타가 끼친 영향이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결정적이었
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신종대 2010). 이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의 쿠데타 주도세력이 진보
적 세력이 아닌 반공세력임을 파악한 직후에 열린 1961년 5월 18일 조선 노동당 중앙상임
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2년간 인민경제발전계획 추진은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국방력 강화
에 총력을 기울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국방경제병진노선은 1962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가 아니라 이미 1961년 5.16 직후에 ‘사
실상’ 채택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신종대 2010, 96).
이와 같은 배경 속에 등장했던 국방경제병진노선을 ‘공개적이고 강화된 형태’로 추진
할 것이 결정된 것이 바로 1966년 2차 당대표자회였다. 김일성은 “조성된 정세에서 우리
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속 추진시키면서 이와 병행하여 국방건설을 더욱 강력히 진행하
여야 하”고 “경제발전을 일정하게 지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더 큰 힘을 돌려야”한다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 같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갈 것
을 주장했다.76) 이후 북한은 1971년까지 국방예산을 전체 예산의 30% 수준으로 유지하며
극단적인 군비증강을 지속했다. 이와 같은 군사주의의 강화가 앞서 살펴본 ‘급진화’의
일부였음은 물론이다. 또한 이는 외부의 환경변화와도 맞물려 있었다. 베트남 문제가 그것
이다.
베트남전의 확전은 북한의 위협인식을 크게 자극했다. 특히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한
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동시에 진행된 베트남전은 북한에게 가장 우려하던 현실 중 하나인
한미일 남방삼각동맹의 본격화를 의미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었다. 따라서 베트남전은 한
반도 전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었다(조진구 2003, 241-243). “미제의 무력침략과 전쟁소동
은 월남 영토에 대한 침해”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진영의 안전과 세계평화에 대한
도발”로 정의된 것은 북한의 이와 같은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77)
이러한 국방경제병진노선에 의한 북한의 급격한 국방비 증가는 1972년을 마지막으로 완
화되었다. 비록 국방경제병진노선에 대한 공식적인 종결 선언은 없었으나 1972년 12월 25
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의 김일성의 연설을 기점으로 국방경제병진노선은

76) 김일성. ibid. pp. 418-419.
77) <노동신문> 1964.7.19; 1964.12.22.; 1964.12.24.(조진구 2003, 230, 23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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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현재의 정책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표 3-1>에서 보듯 북한은 1972년을 기점
으로 국방예산을 대폭 감축하여 이전의 30%대에서 15%대로 낮추었다. 물론 이와 같은
‘급격한’ 감소는 매우 과장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1972년부터 기존의 제2기계
공업성의 기능을 발전적으로 흡수, 재편하여 공식 출범한 ‘제2경제위원회’가 국방부분을
전담하는 독자적인 기구로 등장함으로서 군수부분이 민수부분과 완전히 분리되어 ‘구획
화’(compartmentalization)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은폐론’의 설득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증거이다(성채기 2006, 254). 그러나 이와 같은 은폐가 국방경제병진노선이 동일한 강도로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 3-1> 북한의 군사비
년도
공식예
산
군사비

년도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5.17

8.0

6.15

5.91

5.27

4.81

3.7

3.1

2.53

2.16

2.1

(7.5)

(9.8)

(11.8)

30.6

28.4

22.06

22.81

21.17

20.71

19.6

19.0

16.0

15.48

15.42

20.82

23.12

25.12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30.4

32.4

31.0

29.2

31.1

17.0

15.4

16.1

16.4

16.7

15.7

15.9

15.1

14.6

군사비

30.4

32.4

31.0

29.2

31.1

17.0-

15.4-

16.1-

16.4-2

16.7-

15.7-

15.9-

15.1-

14.6-

25.5

23.1

24.15

4.6

25.05

23.55

23.85

22.65

21.9

년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공식
예산

공식
예산
군사

14.8

14.6

14.7

14.6

14.4

14.0

13.2

12.2

12.0

12.0

12.1

11.4

11.5

11.4

14.8-

14.6-

14.7-2

14.6-

14.4-

14.0-

13.2-

12.2-

12.0-

12.0-

18.15-

17.1-1

17.25-

17.1-

비

22.2

21.9

2.05

21.9

21.6

21.0

19.8

18.3

18.0

18.0

20.6

9.9

20.0

19.9

단위: 10억원 및 달러.
예산 대비(%)
출처: 함택영(1998. 220)

예컨대 함택영(1998, 205-226)은 1972년 이후 북한의 공식 국방예산이 군사원조를 배제하
고 예산지출을 은폐하는 등 축소 발표되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여 실
제 국방비의 예상 최소치와 최대치를 계산해 낸 바 있다.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추정해낸 수치 중 최대치를 실제 국방비라고 가정해도 1972년을 기점으로 한 국방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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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경향은 분명히 드러난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예산대비 국방비
비율의 평균이 30.82% 인데 비해 예상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해도 1972년부터 1979년까
지의 국방비는 예산 대비 연 평균 24.05%, 1980년부터 1987년까지는 21.79%, 1988년부터
1994년까지는 19.24% 로 뚜렷한 하락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안보우선주의의 완화에 데탕트라는 구조적 변화가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분
명했다. 북한은 닉슨 독트린에 대해 “아세아사람들은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며 중근
동과 아프리카사람들은 그들끼리 반목케 하는 정책” 이라 규정하고 비판했지만 한편으로
는 1971년 닉슨의 중국방문을 “패배자의 행각”으로 규정하며 상황을 적절히 활용하여
혁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 시도했다.78) 북한이 70년대 초반 대(對) 서방 접근과 비동맹
외교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실리외교를 본격적인 정책노선으로 채택한 것은 이러한 노력
의 일환이었다(김계동 2002, 142-14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련의 정책변화를 변화된 환경에 의한 결과로만 간주하는
상기한 설명이 과연 충분한 것인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우선, 군비증강의 완화는 상기
한 외부환경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향을 보여 왔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군비증강의 완화가 데탕트라는 국제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촉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데탕트는 결코 ‘지속적’이지 않았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레
이건 행정부의 등장으로 세계적 차원의 신냉전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한반도의 데탕트
는 위기를 맞고 있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상징되는 남북화해 무드는 북한이
1973년 8월 28일 남북조절위원회 북측 위원장 김영주의 성명을 통해 김대중 납치와 반(反)
통일의 이중전략을 진행하고 있는 “중앙정보부의 깡패”들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
다며 회담의 중단을 선언하고 회담재개의 조건으로 남한 내의 민주화,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의 회담 참여라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중단되었다. 또한 이후 남
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로 격하되어 재개된 1973년 12월부터 1975년까지의 접촉 역시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되었다(강인덕·송종환 외 2004, 149, 183). 그러나 대화의 중단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1960년대부터 지속된 북한의 군비증강에도 불구하고 경제우선전략을 취
78) 김일성. 1971년 9월 25일, 10월 8일, 일본 《아사히신붕》 편집국장 및 교도통신사 기자와 한
담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26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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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군비경쟁을 자제하던 남한이 1974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군비확장에 나서기 시작했
다는 점이다. 남한은 일종의 부가세인 ‘방위세’를 신설하고 ‘율곡사업’이라는 암호명
을 지닌 정력적인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하며 1976년 이후 북한의 군비지출을 추월하기 시
작했다. 결국 1회성으로 설정되었던 율곡사업은 1992년까지 2, 3차로 연장되며 아래 <표
3-2>에서 보듯 19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남북한의 군비균형을 완전히 역전시켰다(함택영
1998, 179-186).

<표 3-2> 남북간 재래식전력균형: 군사비누계 비율(1972~1994)

년도

비율 (%)

년도

비율 (%)

1971

87.1

1983

123.9 - 168.2

1972

85.0 - 89.8

1984

126.4 - 173.3

1973

79.7 - 87.8

1985

127.6 - 175.7

1974

77.6 - 88.9

1986

128.3 - 177.3

1975

76.2 - 90.5

1987

132.1 - 182.9

1976

80.6 - 98.6

1988

138.8 - 191.3

1977

86.8 - 108.7

1989

149.9 - 206.6

1978

95.3 - 122.0

1990

162.0 - 224.6

1979

101.5 - 131.9

1991

173.7 - 235.5

1980

109.6 - 144.8

1992

184.8 - 249.3

1981

116.0 - 154.9

1993

196.1 - 266.2

1982

120.6 - 162.3

1994

208.1 - 287.6

각 년도 (남한 군사비누계 / 북한 군사비누계) * 100
출처: 함택영(1998, 229).

닉슨의 주한미군 철군 시도도 역설적으로 남한의 군비증강에 호기로 작용했다. 남한은 주
한미군 1개 사단 2만 명의 감축을 수용하는 대신 향후 5년간 15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약
속받았다. 또한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1978년 북한군의 전력을 예상보다 강력한 것
으로 평가한 미 중앙정보국의 보고서로 인해 결정적인 정치적 타격을 받은 이후 결국 백
지화되었다(김일영·조성렬 2003, 85-97). 베트남전의 종전 역시 안보 차원에서 보면 북한
에게 결코 희소식이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묶여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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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미군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실전경험이 풍부하고 무장력이 강화된
파병 한국군의 복귀를 뜻했기 때문이다(최명해 2009, 253).
그러나 북한은 상기한 남한발 군비경쟁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물론 당시 대미접
근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제공된 중국의 원조는 상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군
원의 증가는 1973~1984년까지 주요한 신무기 제공을 거절한 소련으로부터의 군사원조 감
소와 상쇄되는 측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1970년대 군비증강은 1960년대 후반 이
전에 계획된 지상병력의 증강에 머물렀다(함택영 1998, 181-185). 북한이 남한과의 군비경
쟁에 뒤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적 실패로 인한 자원제약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무시할 순 없지만 북한의 강력한 자원추출 능력, 그리고 북한의 경제난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소극적 반응을 단순
히 자원제약이라는 변수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외적 위협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적 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후계자 문제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수령제의 제도화로 볼 수 있는 후계체제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1970년
대 중반 후계자의 본격적인 등장과 함께 북한은 1960년대 후반 이래의 급진주의적 변화를
국내적인 차원에서 제도화, 공고화 하는데 주력했다.

제2절 수령제와 후계체제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극단적인 군비증강과 사회 전반의 급진화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카리스마적 권위의 인격화와 절대화를 특징으로 한 수령제의 강화와 동시
에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1967년 5월 북한은 갑산파 숙청을 통해 국내의 모든 분파세력에
대한 숙청을 완료하는 동시에 같은 해 8월 제4기 16차 전원회의에서 당시 당 조직지도부
장이었던 김영주가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되던 당
의 독재를 수령의 독재로 대체해 나갔다(이종석 1995, 151; 황장엽 1999, 173, 360; 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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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63).79) 김일성의 주체비전은 노동계급의 ‘참의식’(true consciousness)과 노동계급
의 역사적 사명， 노동계급의 개인이익 초월， 그리고 노동계급의 국제주의라고 하는 프
롤레타리아트의 사회·경제·계급적 성격과 선험적 덕목에 기초한 맑스-레닌주의의 당무
오류성(party infallibility)을 수령의 무오류성으로 대체했던 것이다(장달중 2004, 48).
또한 후계체제는 수령제의 일부로서 수령제의 확립과정과 동시에 수립되기 시작했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 이전까지 북한의 핵심화두는 내외부의 위협을 완화함으로
써 정권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분파의 척결을 통한 경쟁자로부터의 위협 제거, 정
당성과 권위의 확보를 통한 인민으로부터의 위협의 완화, 그리고 자립적 민족경제노선과
국방경제병진노선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한 것 등은 정권안보위
기에 대한 핵심적 대응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정권의 안보가 완벽히 해결될 수 없었다.
후계문제는 끊임없는 내부의 갈등을 유발할 폭발력을 지닌 것이었기 때문이다. 흐루시초프
로의 계승이 초래한 스탈린의 몰락을 목격했던 김일성에게 계승의 문제는 자신이 일구어
놓은 모든 것이 부정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문제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역사는 혁명의 대가 바뀔 때마다 당과 국가의 지도권을 탈취하려는 야심가, 음모가
들이 나타나 수령과 그 후계자를 반대하는 반혁명적 책동을 벌임으로써 엄중한 후과를 빚
어낸 쓰라린 교훈”을 남겼다는 지적은 바로 후계문제의 위험성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김유민 1994, 104).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이루어진 후계문제의 해결도 김일성을 더욱 자극했다. 소련의
계승을 ‘수정주의’로의 변절과 동일시했던 마오가 자신의 뜻을 이어갈 후계자를 지명하
고 이를 중국공산당 장정에 명문화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공산주의 역사
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이종석 1995, 332).80) 김일성의 건강문제도 중요했다. 지도자가 죽어
간다는 사실은 현재의 엘리트들로 하여금 기득권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심화시킴으
79) 1966년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의 위원장, 부위원장제도는 총비서와 비서로 이루어진 비서국
제도로 변경되었다(이정식 & Scalapino 1987, 757). 이는 김일성의 권위를 강화하는 제도적
조치의 일환이었다.
80) 중국 공산당은 1969년 4월에 열린 제9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임표를 “모택동 동지의 친밀
한 전우이자 후계자[接班人]"라는 문구를 중국 공산당 장정에 명문화시켰다(이종석 1995,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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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정권안보를 악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Bruce Bueno de Mesquita &
Alastair Smith 2012, 71-76). 김일성의 목 뒤의 혹이 갈수록 커져감에 따라 기존 엘리트들
의 불안감도 심해졌다(정창현 2007, 351). 따라서 북한은 1967년 이후 후계 문제의 해결에
집중했다.
그러나 1956년 이래의 반종파투쟁을 성공리에 완수하며 1961년 4차 당대회를 항일빨치산
그룹의‘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했던 김일성에게도 후계자 선정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81)
‘미래의 권력’을 향한 권력투쟁은 당 내부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기 때문이다(정창현
1999, 102, 116, 134).82) 1966년 당시 가장 강력한 후계자 후보는 김일성의 동생이었던 김영
주였다. 그는 1959년 당 조직지도부장에 임명된 후 1966년 10월 제4기 14차 전원회의에서
당비서로 선출되었으며 당시 당 핵심부에는 ‘김일성-김영주-다음세대’라는 후계구도에
대한 내부합의가 존재했다. 이에 최초로 도전한 것이 바로 범빨치산파로서 종파사건 이후
빨치산파와 함께 성장해온 갑산파의 박금철과 이효순이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경력도
의심스러운 김영주를 후계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박금철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내세우려하
기까지 했다(정창현 1999, 102). 또한 이는 당시 당의 노선을 둘러싼 갈등과도 결부되어 있
었다. 즉 후계문제에 대한 불만은“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
진시킬데 대한 로선”에 대한 반대로 나타났던 것이다.83) 결국 박금철, 이효순과 함께 김
81) 제4차 당대회의 마지막 날에는 85명의 중앙위원과 50명의 후보 중앙위원이 선출되었다. 85명
의 중앙위원회 정(표)위원 중 1956년의 제3차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연임에 성공한 사람은 단
지 28명에 불과했으며 제3차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승격한 사람은 12명에 불과했다. 결과
적으로 1956년 4월 제 3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71명 중 43명이 새로운 중앙위원 명
단에서 사라졌다. 게다가 제4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50명의 후보위원중 제3차 후보위원에서 연
임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중앙위원으로 승격된 12명은 제외)에 불과했다. 이러한 인적교체가
빨치산 그룹의 약진을 의미했음은 물론이다(이정식·스칼라피노 1987. 713).
82) 김정일의 후계자 옹립과정에서 김영주, 김평일과의 갈등 여부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
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이는 주로 김일성의 동생이자 당정
치위원인 동시에 당 비서로서 유력한 후계자로 부상했던 김영주의 탈락과 관련된 것이다. 관련
된 첫 번째 주장은 황장엽이 주도한 권력투쟁설이다. 그에 따르면 김정일과 김영주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김영주가 병을 얻은 것은 이러한 권력투쟁에서의 패배의 후유증에
의한 것이었다(황장엽 1999, 168). 이에 반해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출신으로 1980년
대 초 남한으로 망명한 신경완의 경우 상반된 증언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김영주가 탈락한
것은 능력과 건강문제 때문이었고 오히려 김영주는 김정일을 친아들처럼 여기며 강력히 지지
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김일성의 후처 김성애의 아들인 김평일과 김정일
과의 권력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근거없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김정일과 10년 이
상 차이가 나는 김평일은 김정일 앞에서 함부로 얘기도 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당과 군에도
아무런 기반이 없”었다는 것이다(정창현 2007, 260,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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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만(선전담당 비서 겸 선전선동부장)과 박용국(국제부장), 허석선(과학교육부장), 고혁(부수
상), 하앙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등도 함께 숙청됨으로써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1968년에도 갈등은 지속되었다. 1968년 말에 진행된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그것이다. 당시 이들에 대한 숙청 사유는 당의 군사노선 등 정책에 대한 불이행과 군벌관
료주의화였다(이종석 1995, 317).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후계구도에 대한 반발이었
다. 당시 민족보위상이었던 김창봉과 대남총책 허봉학을 중심으로 한 군부에서도 김영주로
의 후계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던 것이다(정창현 1999, 116). 결국 이들과 함께 총
참모장 최광을 비롯하여 김철만, 유창권, 김양춘, 김정태 등도 함께 숙청되었다. 이들 모두
는 항일빨치산 출신이라는 점에서 숙청의 의미는 더욱 큰 것이었다. 당 유일사상체계의 강
화를 통한 수령제의 수립은 분파를 불문하고 그 어떤 이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였던
것이다. 숙청은 군에 대한 일제 검열과 통제 강화로도 이어졌다. 당을 통한 군 장악을 강
화하기 위해 사단, 연대에까지 당 정치위원이 배치되었으며 군 간부들을 당 비서국이 관장
하고 정치간부들은 당 중앙 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제5
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중앙위원회 내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이러한
조치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이종석 1995, 318).

이러한 측면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1970년대 초반이 다른 그 어느 시기보다 특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수령과 후계자를 둘러싼 그간의 모든 권력투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는 점이었을 것이다. 그 구체적 명칭이 ‘수령제’이건, ‘유격대 국가’이건, ‘유일체
제’이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1970년대 초반 북한에 김일성 이외에 그 어떤 분파도 인정
되지 않는 극단적인 독재체제의 제도화가 완성되었음에 동의한다. 이를 상징하는 두 개의
사건이 바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등장과 후계문제의 해결이었다(스즈키 마사유키
1994, 72, 274; 와다 하루키 2002, 7, 131; 이종석 1995, 16, 325).
특히 후계문제의 해결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김일성이라는 특정한 인격에 의
한 일시적 체제가 아닌 제도화된 영구적 체제로 자리 메김 되기 위한 핵심적인 고리였
83) 김정일. 1967년 6월 15일.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선집』 1권.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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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4) 체제의 정당성의 근원으로서 수령의 카리스마를 절대화해놓은 상황에서 수령의 재생
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체제의 종식과 동의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72년경부터 제기된 ‘사회정치적 생명’론은 이처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수령의 유
일적 영도체계 확립과 후계체제 문제를 하나로 묶는 주요한 논리적 고리였다. 사회정치적
생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2년 9월 김일성의 연설에서였다(이찬행 2001,
324-325). 해당 연설에서 김일성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육체적 생명과 대비시키며 사회적
존재로서 자주성을 지닌 인간에게 더욱 귀중한 것은 육체적 생명이 아닌 사회정치적 생명
이라고 주장했다.85)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정치적 생명의 영원성’에 대한 강조이다. 북
한의 주장에 따르면 육체적 생명과 달리 정치적 생명이 영원한 이유는 장기간의 혁명의
과정에서 정치적 생명이 세대를 거쳐 계승되기 때문이다.86) 따라서 정치적 생명의 영원성
은 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혁명의 최고 뇌수”인 수령과 혁명의 세대교체 문제, 즉 후계
자 문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열쇠였다. 이처럼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론은 후계
자론과 하나의 일관된 논리구조를 이루며 유일적 영도체계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87)
84)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란 북한이 스스로의 정치체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북한에 따르면
이는 “수령의 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여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
에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체계”를 의미한다. 북한 사회과학원 철학연
구소 편. 1988. 『철학사전』. 서울: 힘. 한편 수령제를 하나의 ‘제도’로 간주하는 입장에 대해서
는 이태섭(2001a)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유익한 논평으로는 임경훈(2005)을 참조할 것.
85) 김일성. 1972년 9월 17일.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 가지 문제
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2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396.
86)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살펴본 ‘5.25 교시’ 즉 1967년 김일성의 연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
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 독재 문제에 대하여”는 북한의 급진화의 중요한 계기였을 뿐
만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과도기를 넘어 공산주의 높은 단계까지 연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후계자론의 기반이 되는 혁명의 장구성과 독재의 지속에 대한 정당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 1967년 5월 25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당사상사업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김일성
저작집』 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271-272. 해당 이론이 후계체제에 갖는 보
다 구체적인 의미와 이를 둘러싼 내부적 논쟁에 대해서는 스즈키 마사유키(1994, 93-98)와 황
장엽(1999, 145-155)을 참조할 것.
87) 이종석(1995, 106-115), 와다 하루끼(2002, 147-149), 스즈키 마사유키(1994, 158-167) 등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정치적 생명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그
러나 엄밀히 말해 1970년대 후계체제의 등장과 함께 제기된 ‘사회정치적 생명론’과 후계자로
서의 권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1986년 김정일의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통해 제시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그 내용과 논리가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어디까지나 그 생명의 단위가 개인인데 반해 후자는 수령, 당, 대중 전체라는 점이다.
사회정치적 생명론에서 핵심은 생명의 부여자로서의 수령의 위상, 육체적 생명의 유한성에 대
비되는 정치적 생명의 영원성, 대를 이은 혁명의 영구성 등인데 반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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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바로 그 후계자로 지명된 것이 30대 초반의 김정일이었다. 1972년은 김일성
의 지시로 공식화가 미루어졌을 뿐 사실상 김정일을 후계자로 삼기로 결정이 내려진 해였
다(이찬행 2001, 354-355; 정창현 2007, 352-358). 김일성의 우려로 연기되었던 후계문제는
다음 해에 공식화되었다. 1973년 8월 30일에 비밀리에 개최된 정치위원회 확대회의가 바로
그것이다. 해당 회의에서 김정일은‘유력한’후계자가 아닌‘유일한’후계자로 낙점됨과
동시에 당 업무의 양대 핵심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조직·선전 분야에 대한 전권을 맡기로
내정되었다.88) 조직 담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과 선전 담당 비서 겸 선전선동부장에 임명
된 동년 9월 제5기 7차 전원회의는 바로 이러한 회의내용을 반영한 결과였다. 그리고 회의
직후 전원회의의 결정서와 그 의미를 설명하는‘붉은 편지’가 전당적으로 회람되었으며
당의 세포단위에서부터 각종 근로단체에서는 결정서를 지지하는 회의가 대규모로 열렸고
모든 당원들에게는 김정일을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하고 받들 것을 맹세하는 결의서와 맹
세문을 작성해 중앙에 올리도록 했다(정창현 2007, 358). 이와 같은 작업은 후계자가 정치
위원회에서 소수에 의해 ‘낙점’된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추대’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당의 극히 핵심부에서만 진행되던 후계자 선정
문제를 당 전반으로 확장시킨 1974년 2월 13일 5기 8차 전원회의는 이런 의미에서 당의
‘후계자 추대식’이었다. 해당 회의를 통해 김정일은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는 동시에
‘당중앙’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후계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정창현 2007, 359).
김정일이 유일한 후계자로 채택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비록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김정일의 부상이 아버지로부터의 후광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과 성과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는 점 자체를 부인하는 이는 드물다. 예컨대 김정일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평가를 해온 황장엽(1999, 172)조차도 김정일이 권력에 대한 강한 의
지를 가지고 활발히 활동한 것이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국가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규정하고 생명의 중추이자 뇌수인 수령과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를 통해 수령과 함께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당, 그리고 대중 간의 유기적 관계에 강조
점을 둔다. 즉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을 국가 단위로 확대 발전시킨 결
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는 밀접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은 아니다.
88) 고영환(1992, 137)에 따르면 당시 회의의 내용은 당 부부장 이상만 열람이 허용된 <숭고한
사랑>이라는 북한 서적에 자세히 소개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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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로 선정되기 전 김정일이 그의 능력을 인정받은 분야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과 문화예술 등 선전선동분야의 크게 두 가지였다(이찬행 2001, 225-312; 정창
현 2007, 332-344). 전자와 관련해서는 1967년 갑산파 숙청을 비롯하여 1969년 김창봉, 허
봉학 등 반당반혁명분자 숙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후 본격화된 수령제로의
이행에 나름의 기여를 했던 점이 부각되었다. 또한 후자와 관련해서는 ‘피바다’(1969),
‘어느 자위단원의 운명’(1970), ‘꽃파는 처녀’(1972) 등 혁명 가극 제작과 속도전, 집체
창작, 종자론 등으로 대표되는 영화예술론에서의 성과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설사 북한의 설명대로 그가 스스로 가능성을 증명함으로써 후계자로 추대된 것이
일정 부분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극히 일부의 통치 엘리트 그룹의 인정일
뿐 엘리트 일반 혹은 대중들로부터의 공인과는 거리가 멀었다. 예컨대 갑산파 숙청 과정에
서의 활약의 경우 당시 26세의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에 불과했던 수령의 아들이 김일성
을 포함해 6명에 불과한 당 정치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당내 서열 4위와 5위였던
혁명 원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철직시킨 일이 일반 당원들에게 “납득하기 힘”들 뿐
아니라 “어린 나이에 뚜렷한 당 활동의 성과가 없이 수상의 은덕으로 설친다고 일반적으
로 느낄 소지가 있”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김진계 1990, 78-90). 당시 김
정일의 위상은 ‘수령의 뒤를 이을 권위 있는 지도자’ 중 하나가 아니라 ‘혈기왕성한
수령의 아들’에 가까웠던 것이다. 즉‘봉건적 잔재를 일소한 민주개혁을 실시’하고,
‘전후의 폐허를 딛고 초유의 경제발전을 성취’했으며, ‘일제와 미제와의 혁명전쟁을 모
두 승리로 이끈 영웅’으로 대중적인 추앙을 받던 김일성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이어받기
에 30대 초반의 젊은 후계자 김정일이 가진 자산은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89)
이런 의미에서 1970년 즈음만 해도 김일성 스스로 “나이가 어리고 안팎의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던 김정일에 대한 후계 프로세스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정창현 2007, 353). 김정일은 이후 1960년대에 형성된 북한식 급진주의의 원형인 주체노선
을 이데올로기와 조직, 정책을 중심으로 확립해 나감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다.
89) 탈북자에 대한 심층 면접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김병로(1994, 87-89)에 따르면 김정일에 비해
김일성에 대한 존경과 지지는 절대적인 것으로 탈북자들이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든 것은 일본
과 미국이라는 두 제국주의 세력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점과 전후 급속한 경제발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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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후계자와 북한식 급진주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정주의와 교조주의에 대항하여 맑스레닌주의를 자신들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했다는 주장은 공식적인 당규약과 헌법에도 명시되었다. 예컨대 1970
년 조선로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은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문구가 등장했
으며 1972년에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4조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
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맑스레닌주의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후계자를 중심으로 북한식 급진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조직적, 정책적 변화들을 시도해 나
갔다. 주체사상을 김일성 주의로 격상시키며 유일사상체계를 강화해 나간 것이 이데올로기
적인 차원의 변화였다면,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후계자의 유일지도체제를 강화함으로
써 수령(후계자)-당-대중으로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조직체계를 완성해 나간 것은 조직적
변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물질에 대한 사상의 우선성을 강조한 속
도전 방식의 경제개발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후계자로
서 김정일이 독자적인 권위를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후계자 김정일은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을 넘어 주체사상을 맑스레닌주의와 동급의
‘주의’로 격상하려 시도했다. 그것은 후계자로서 북한 인민들에게 대중적으로 공식화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974년 2월 19일 선전선동부문 책임일꾼들을 소집하여 대규
모로 진행된 회의에서였다. 이 회의는 당 선전선동부 지도원급 이상 과장, 부부장, 부장,
비서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15일 동안 전례 없이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김현식·
손광주 1997, 114-115). 여기서 발표된 김정일의 논문이 바로 “김일성주의”라는 표현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 사상사업의 몇 가지 과업에 대
하여>라는 연설이었다. 해당 연설에서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주체노선의 ‘창조성’과
‘독창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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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체사상에 ‘주의’(ism, theory)의 위상을 부여한 것은 오직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만이 인정될 뿐 마오쩌둥조차 입성하지 못한 “마르크시즘의 신전”(Marxist
pantheon)에 김일성의 사상을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Schurmann
1968, 29).91) 특히 다음과 같이 김정일은 김일성주의의 차별성을 역사의 주인으로서 ‘인민
대중’의 출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물론 소련의 예에서 보듯 계급이 아닌 인민에 대한 강조는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계속혁
명의 약화, 즉 탈급진화의 흐름과 친화성을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사상의 우
위와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강조하는 1970년대 이후 북한식 급진주의의 본격화는
90) 김정일, 1974년. 2월 19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전국 당선전일군 강습회에서 한 결론. 『김정일 선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4. pp. 14-15. 이종석(1995, 38)에 따르면 김일성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3년경이라 한다. 그는 1973년 1월 1일자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가 발표한 “혁명의 위대
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노동신문> 1973.1.4. 를 그 시원으로 보고 있다.
91) 셔먼(Schurmann 1968, 24-37)은 ‘주의’(ism) 혹은 ‘이론’(theory)과 ‘사상’(thought)을 ‘순
수이데올로기’(pure ideology)와 ‘실천이데올로기’(practical ideology)로 구분하고 양자의 위
상과 역할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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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급진화를 막는 중요한 기재로 작동했다. 상기한 연설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동년 김일성
의 생일 하루 전인 1974년 4월 14일에 선포된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10대 원칙”(이
하 10대 원칙)은 당시의 급진적인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물론 이는 새로운 것은 아
니었다. 이미 1967년 8월 제4기 16차 전원회의에서 당시 당 조직지도부장이었던 김영주에
의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토의, 채택된 바 있었기 때문이다(황장엽 1999, 173, 360; 정창
현 2007, 163).92) 그러나 김정일이 이를 전당적으로 재접수, 재토의할 것을 지시한 것을 계
기로 수정 강화된 ‘새로운’ 10대 원칙은 그 ‘유일성’에 대한 강조가 보다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사회를 규율하는 실질적인 “최고지상법”(最高至上法)으로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절대성’이 부여되었다는 측면에서 1967
년의 김영주 버전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었다(현성일 2007, 115).93)
92) 1967년 판 10대원칙은 그 일부인 6개항만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 수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사업을 강화할 것: 그 내용은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 것이다. 2)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강화
할 것: 즉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는 혁명적 기풍을 확립하며， 온갖 애로와
난판을 용감하게 극복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고 온갖 反黨的·反動的사상을 반대하여 견결
히 투쟁하면서 철저히 옹호하는 것이다. 3)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당적·반동적 사상
을 반대해 견결히 투쟁할 것: 이것이 갖는 중요성은 유일사상체계는 적대적 사상조류와 불건전
한 사상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공고화되고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전당·전
국가가 수령의 유일적 령도밑에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확립할 것: 전당과 전국가가 수령의
령도에 철저히 의거하고 수령의 령도 밑에서 이탈하는 현상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또한
수령의 교시와 당 및 국가결정을 제때에 정확히 전달， 침투시켜야 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
하도록 해야 한다. 5) 수령을 튼튼히 보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 것: 수령을 사상이론적으
로， 목숨으로 보위하며 그의 영향력과 위신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헐
뜯으려는 사소한 경향에 대해서도 제 때에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또한 수령의 교시
와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를 혼동하지 말고 개별적 간부들에게 환상을 가지거나 아부아첨하지
말고 오직 수령의 교시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해야한다. 6)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
며 代를 이어가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도록 할 것. 『정치학 사전』 평양: 사회과
학출판사. 1973, pp. 269-271.
93) 10대 원칙의 내용과 그에 따른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연구와 증언은 정창
현(2007, 161-171), 이찬행(2001, 387-394), 이종석(1995, 134-135), 현성일(2007, 115-116),
좋은 벗들(2000, 231-232), 성혜랑(2000, 316-317) 등을 참고할 것.
10대 원칙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
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
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
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
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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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10대 원칙과 후계체제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는 단연 ‘유일지도체제’였다. 유일
적 영도체계, 유일사상체계, 유일지도체제는 그 용어와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해 흔히 혼동
되곤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 세 가지는 포괄하는 내용과 위상이 다른 개념이다(이찬
행 2001, 348; 김현식·손광주 1997, 118-119).94)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도체제는 북한의 정
치체제를 포괄하는 가장 상위의 개념인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이다. 또한 유일사상체계는 그 범위가 ‘전당과 온 사회’인데 반해 유일지도체제는
그 범위가‘당 내부’로 한정되며 그 주체 역시 수령이 아니라 후계자 즉‘당 중앙’으로
규정되었다.95) 이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수령이 국가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
신 후계자는 당을 통해 권위를 확보해나가도록 한 조치와 맥을 같이 한다.96) 즉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
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 그 내용이 포괄됨에도 불구하고 당의 유일지도체제를 별도로 내온 이
유는 후계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정창현 1999, 143).97) “수령님의 령도

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
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
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
성하여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우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고
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94) 이종석(1995, 16)이 개념화한 ‘유일지도체계’라는 용어도 개념들 간의 혼란을 초래한 요인이
다. 이종석은 유일지도체계를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지도자(수령)를
중심으로 전체 사회가 전일적인 하나의 틀로 편재되어 있으며 이 체계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체계까지 갖추고 있는 지도체계”라고 정의하고 “1인의 절대권력자에 의해 물리력을 기초로 해
서 운용되는 지도체계 일반”을 뜻하는 “단일지도체계”라는 개념과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일지도체계의 의미는 북한의 용어인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종석의
‘유일지도체계’라는 용어는 유일영도체계의 하위 체계를 뜻하는 북한의 용어인 ‘유일지도체제’
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95) 김정일에 따르면 “유일적 지도체제는 당내부사업, 당조직사상 사업과 당생활에서의 유일적 지
도체제”이며 “행정경제사업에서는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세우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김정일, 1974년. 2월 19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전국 당선전일군 강습회에서 한 결론. 『김정일 선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4. p. 59.
96) 김일성에 따르면 1972년 헌법을 통해 주석제를 내온 후 자신은 “주로 국가사업전반을 보고
당사업은 김정일동지가 맡아하였으며 경제사업은 정무원총리가 맡아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김
일성. 1990년 4월 4일.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에 맞게 경제관리를 잘할데 대하여.” 경제학자
들과 한 담화. 『김일성 저작집』 4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278.
97)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1988. 『철학사전』. 서울: 힘. 유일적 영도체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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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울 것을 규정한 10대 원칙의 10항은 이를 명
시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일적 영도체계의 확립은 자신을 수령의 제1충신
(忠臣)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전 인민이 본받아야할 모범으로서 권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미
래의 수령인 후계자에 대한 충성을 유일영도체계의 일부로 포괄함으로써 대를 이은 충성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후계자 김정일에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는 것이었다.98)
이후 북한은 유일지도의 주체가 후계자임을 명백히 하며 중앙당 조직지도부 차원에서 대
대적인 당원 교육을 진행했다. 유일지도체제는 후계체제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김현식·
손광주 1997, 118; 이찬행 2001, 387). 김정일은 바로 이 10대 원칙을 전가의 보도로 삼아
1973년 9월부터 1974년 중반까지는 노동당에, 1974년 후반부터 1975년 중반까지는 군에,
1975년부터 1976년 중반까지는 정권 부분과 대외 대남 부문으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갔다.
(이대근 2003, 140-141; 이찬행 2001, 399-437; 정창현 2007, 172-241; 스즈키 마사유키
1994, 108-132).
특히 김정일은 사상 우위의 급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령과 후계자의 교시에 따라 전국
가와 사회가 일원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이는 3대혁명
소조운동, 70일 전투 등 경제적 영역에서 잘 나타났다. 1970년 5차 당 대회를 통해 김일성
이 내세운 북한 사회의 당면 목표는‘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사상, 기술, 문화에서의 ‘3
대 혁명’이었다.99) 김정일이 이러한 수령의 ‘교시’를 실천하는데 앞장선 것은 당연했다.
먼저 김정일은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도였던 1971년부터의 6개년 인
민경제계획의 실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를 타개함으로써 능력을 인정받고자 했다.
그가 이를 위해 자신만의 모토로 내세운 것이 바로 ‘속도전’과 ‘사상전’이었다. 사상
전이란 “물질적 자극이 아닌 정치적 자각에 의해 혁명적 열의를 발동”하는 것을 말하며
98) 김일성의 후계자 김정일에 대한 김일성의 평가는 이러한 시도가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잘 보
여준다. 김정일의 위대성에 대한 김일성의 핵심적인 평가는 바로 수령에 대한 제1충신이요 최
고의 효자라는 것이었다. 김일성. 1991년 6월 18일. “캄보쟈주석과 한 담화.” 『김일성 저작집』
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63; 1991년 9월 19일. “일군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
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여야 한다.”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전천군상업관리
소 소장과 한 담화. 『김일성 저작집』 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12; 김일성.
1992년 2월 24일. “총련사업에 대하여.” 김정일동지의 탄생 50돐경축 재일본조선인 축하단과
한 담화. 『김일성 저작집』 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299-300
99) 김일성. 1970년 11월 2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김일성
저작집』 2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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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이란 이러한‘사상전’을 바탕으로 “모든 력량을 총 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
으로 빨리 밀고 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자신이 문예부
분에 적용하던 개념을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으로 일반화한 것이었다.100) 김정
일은 1974년 10월 21일부터 바로 이 속도전과 사상전을 양대 핵심으로 한 극단적인 대중
적 노력동원 및 증산운동인 ‘70일 전투’를 발의했다(이찬행 2001, 440).101)
또한 김정일은 1973년 2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3대혁명소조운동을 1973년 9월
당 중앙위 제5기 7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직접 지도하기 시작했다. 이후 김정일은 원래
공업과 농업 부분에 국한되었던 사업의 범위를 건설, 운수, 과학, 교육 등으로 확장하여
1975년에 이르면 전국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도록 하는 동시에 동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5
기 11차 전원회의를 통해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제기했다(이찬행 2001, 461). 3대
혁명 소조운동이 대중에 대한 지도의 성격이 강했다면 김정일이 제안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경쟁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즉 양자의 결합은 어떤 의
미에서 김일성이 청산리 방법을 통해 구현한 북한식의 군중노선, 즉 “대중 속으로, 대중
으로부터, 대중 속으로(to the masses, from the masses, to the masses)”의 완성을 의미했
다(Cumings 1974, 33).102)
물론 혁명적 낙관주의와 당과 수령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노력동원 및 사회
주의적 경쟁 캠페인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력
의 극대화를 통해 생산력을 높이려는 ‘동원을 통한 증산’은 많은 저발전 국가의 전형적
인 추격발전 방식이었다. 혁명적 동원정권으로서의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방식이 더욱 일반적인 것은 물론이다(Tucker 1971; Eckstein 1970; Jowitt 1975). “스탈린에
대한 약속을 방기할 수 있는가,”“볼셰비키에게 오르지 못할 요새는 없다”는 구호 하에
노동자들을 동원한 소련이나 “영국을 15년 안에 따라잡겠다”는 마오쩌둥의 호언장담 하
에 진행된 중국의 대약진 운동 등은 그 대표적인 예였다(차문석 2001, 214, 226, 243).103)
100)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1988. 『철학사전』. 서울: 힘. 속도전, 사상전 항목.
101) 1978년 2차 7개년 계획의 시작과 동시에 제기되어 마찬가지로 김정일의 주도하에 전개된
100일 전투도 그 논리와 방식은 이와 거의 유사하다.
102)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핵심적인 의의를 사상개조사업과 집단적 혁신운동의 유기적 결
합에서 찾고 있는 김정일의 인식은 이를 잘 보여준다. 김정일, 1976년 1월 1일. “올해 당사업
에서 틀어쥐고 나가야할 몇 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하여” 『김정일 선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5.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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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는 김일성의 진두지휘 하에 1950-60년대 내내 천리마 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 등
끊임없는 동원을 경험해온 북한 주민들에게도 익숙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주도한 1970년대의 방식은 이전과는 다른 몇 가지 중요한 차별성을 지
니고 있었다.
첫째, 당의 직접적인 지도를 강조한 점이다. 김정일은 70일 전투가 “종래의 전투들과는
달리” 경제기관이 아니라 당이 “직접 틀어쥐고 지휘하며 당조직들을 발동하고 당조직들
의 힘으로 경제사업을 밀고나가는 전투”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사 “당 내부 사업에 영향
이 있더라도” 이 번 만은 “전당이 달라붙어 경제사업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지시했
다.104) 이는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역시 마찬가지였다. 먼저 전자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원래 부문별로 지도하던 체계를 폐기하고 1974년 2월부터 당중앙위원
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도록 개편했다(이찬행 2001, 461).105) 또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
동 역시 주로 근로단체들을 ‘통해’ 당의 지도를 하달하던 이전의 대중운동들과 달리 전
적으로 당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사업을 전개하도록 한다(정상돈 2005, 217). 3대혁명소조운
의 지도와 협력 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둘째, 경제사업의 성과를 당과 국가가 아닌 수령에 대한 인격적 충성과 동일시 하고 있
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경제사업의 실패는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훼손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하기 위해
반드시 경제사업에서 성과를 올려야 하며 당성과 지휘능력은 오직 “수령님께서 심려하시
는 문제를 풀어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06) 이는 “사람
들을 집단적 영웅주의와 집단적 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공산주의적인 대중적 대진군 운

103) 천리마운동에서 천리마작업반 운동으로의 변화와 같이 경쟁과 동원의 주체가 개인에서 집단
으로 확장되어 나간 것 역시 여타의 사회주의에서 발견되는 경로와 매우 유사하다. 원래 개인
적 영웅주의에 기반 했던 소련의 스타하노프 운동이 집단적 노력경쟁 운동으로 발전되어 나가
는 과정에 대해서는 차문석(2001, 228-229)을 참조할 것.
104) 김정일, 1974년 10월 9일. 당중앙위원회 및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의
협의회에서 한 연설. “전당이 동원되여 70일 전투를 힘있게 벌리자.” 『김정일 선집』 4권.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 460-462.
105) 조선로동당 출판사 편. 1982. 『인민의 지도자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 176.
106) 김정일, 1974년 10월 9일. “전당이 동원되여 70일 전투를 힘있게 벌리자.” 당중앙위원회 및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의 협의회에서 한 연설. 『김정일 선집』 4권.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458.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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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규정된 천리마작업반 운동과는 상이한 것이었다.107)

<그림 3-1> 북한 경제 관리에서 3대혁명소조체계

출처: 장인숙(2011. 259).

요컨대 70일 전투,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 김정일의 업적 쌓기는 오직 수령에 대한
충성을 모든 평가의 절대적 척도로 규정하고 당을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유일지도체계
의 핵심 전위부대로 자리매김한 후 스스로는 당중앙으로서 이러한 충성경쟁의 선봉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최고의 충신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일성과 핵심 그룹은 김정일의 업적에 커다란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일성에 따르면“당
중앙의 직접적인 령도 밑에 <70일 전투>를 벌인 결과 사회주의 대건설에서는 참으로 기적
107) 김일성. 1968년 5월 11일.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
화발전시키자.”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 저작집』 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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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과가 이룩”되었으며 “공업발전력사에 일찍이 없었던 최고의 기록”을 남겼다고
한다.108) 비록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가 왜곡 과장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1970년대 초반 북한의 경제성장이 1960년대의 그것을 앞섰던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예컨대 황장엽(1999, 229-230) 역시 북한에 있을 때 자신이 본 내부용의“정확한 통계”로
는 북한 경제가 하강곡선을 그린 것은 1975년부터라고 증언한바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
이전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 경제가 1970년대 중반까지 상당히 양호한 성장실적을 기록했고 침체기에 든
것은 1970년대라는 기존 연구 결과를 비판하며 북한이 이미 1960년대부터 저성장을 경험
했다고 주장하는 김석진(2002, 36)의 추정치 역시 1970년대 전반기의 성장률이 5.9%로 1960
년대 후반의 3.7%나 1970년대 후반의 3.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
는다.109)
이처럼 발전의 위기에 대해 물질에 대한 사상의 우위, 수령에 대한 절대 충성, 당의 강화
등을 앞세워 돌파해내려 한 후계자 김정일의 시도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인다. 요
컨대 1970년대는 1960년대 중소의 교조주의, 수정주의와의 차별화와 이후 수령제의 확립과
함께 본격화되기 시작한 김일성 시대의 북한식 급진주의가 후계자의 권위축적 과정과 동
시에 진행되며 공고화되었던 시기였다.

108) 김일성. 1975년. 3월 3일.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김일
성 저작집』 3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122.
109) 북한의 1980년대까지 경제성장률 수치에 관한 비교검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할 것. 김
석진. 2002.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 실적과 전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pp.
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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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탈냉전과 북한식 급진주의의 진동

1960년대 등장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체계화된 북한식 급진주의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정체를 겪기 시작한 경제적 위
기, 마오 사망 이후 등소평에 의한 중국의 개혁개방,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의 열세 등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를 주도한 것은 후계자 김정일이었다. 김정일은 합영법, 인민생활향상
론, 군중노선의 강화 등을 통해 급진주의를 완화해 나갔다.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 된 계기
는 물론 탈냉전이라는 구조적 변화였다. 북한은 ‘우리식’ 담론을 통해 기존 사회주의권
과의 차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체제이행과 탈급진화의 전세계적인 물결은 북한
으로 하여금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등장한 혁명적 경
제전략, 그리고 일련의 남방정책과 제네바 합의 등은 북한의 탈급진적 모색을 보여주는 중
요한 변화들 이었다.

제1절 주체비전의 위기와 후계리더십의 대응

1. 6차 당대회:‘당중앙’에서 ‘친애하는 영도자’로

1970년 11월 5차 당대회 이후 10년 만에 열린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은 그
동안 대외비였던 후계자의 지위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동시에110) 김일성을 제외하고 유일하
110) 당시까지 남한을 비롯한 외부에서는 후계자가 누군지는 물론이고 ‘당중앙’이 조직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다는 점에 대해서조차 분명한 결론을 갖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의 사진이 처음으로 노동신문에 나타난 것은 6차 당대회 참석자들과 함께 촬영한 1980
년 10월 19일자 1면 사진에서였다. 당시 김정일은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을 사이에 두고 김일성
의 좌측 옆에 앉아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김정은 역시 3차 당대표자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촬
영한 2010년 9월 30일자의 사진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영호 총참모장을 사이에 두고
김정일의 우측 옆에 앉아있었다는 점이다. <노동신문> 1980.10.19.; 2010.9.30. 후지모토 겐지
(2010 198)의 지적처럼 좌우만 바뀌었을 뿐 두 후계자의 등장이 매우 닮아 있다는 점은 흥미
로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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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 등 당내 3대 권력기구에
모두 선출됨으로써 제도적 차원에서도 권력 서열 2위에 올랐다.111) 이는 앞서 살펴본 1970
년대의 성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북한 역사 구분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후계자 김정일에게 보다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해는 1982년이었다. 특히 1982년은
이른바 꺾이는 해인‘정주년’으로서 김일성이 고희를 맞은 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김정일은 이를 축하하는 수령에 대한‘선물’로서 두 가지의 상징적인 사
업을 수행했다. 그 첫 번째는 김일성 탄생 70주년 바로 전날인 1982년 4월 14일을 기해 주
체사상의 내용과 체계를 총정리 한 논문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한 것이었다. 그리
고 두 번째는 김일성의 생일 전날인 4월 14일에 공개된 ‘개선문,’ 당일인 4월 15일에 제
막된 ‘주체사상탑’등 이른바‘대기념비적 건축물’들을 건설한 일이었다.
먼저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통해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북한의 구체적 실정에 맞
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수준을 넘어 맑스-레닌주의의 한계가 드러난 “인류역사의 새 시
대”에 걸맞는 “새로운 보편적 세계관”으로 규정되었다.112) 물론 앞서 언급한대로 이러
한 시도는 “김일성주의”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1974년 김정일의 연설에서 먼저 시도
된 바 있었다.113) 그러나 당시 국제공산주의진영 내부에서 김일성과 북한의 위상은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고 김일성 역시 이러한 지점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황장엽 1999, 174-176). 결과적으로 김일성주의라는 표현은
내부적으로만 쓰일 뿐 체계화되거나 공식화되지 못했다(이종석 2000, 167-170). 1978년 정
111) 물론 김일성, 김일, 오진우, 김정일, 이종옥 순이었던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공식 서열만을
봤을 때 김정일의 서열은 4위에 해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열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했다. 당
시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상임위원회가 1966년에 폐지된 후 정치위원
회만 있었던 것을 1980년에 정치위원회가 정치국으로 바뀌면서 만들어진 신설 조직이었다. 또
한 김일은 고령으로 사실상 은퇴상태에 있었고 오진우는 김정일의 핵심 후견인이었으며 이종
옥은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없는 실무형 인물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실질적인 기구라기보다는 김정일의 당 장악을 위한 상징적인 기구의 성격이 컸다(이종석
1995, 336).
112) 김정일, 1982년 3월 3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 주체사상 토론회에
보낸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 선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53.
113) 김정일, 1974년 2월 19일. 전국 당선전일군 강습회에서 한 결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정일 선집』. 4권.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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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창건 30주년을 기념한 김일성의 연설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아닌“온 사
회의 주체사상화”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이찬행
2001, 484). 따라서 “김일성 동지의 사상”으로 규정된 주체사상을 보편적 사상의 지위로
격상시킨 김정일의 1982년 논문은 결과적으로 김일성을 맑스와 레닌의 뒤를 잇는 인류 공
동의 수령으로 규정한 1974년 이래의 시도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주의
라는 인격화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현실적 타협’에서 나타나듯 여전히 독창성과 계
승성의 문제는 긴장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내부적으로 김일성의 지위는 이미‘세계적인 위인’의 반열에 올라서 있
었다. 이러한 점에서 수령의 업적에 대한 찬양을 명실 공히 세계 최고의 것으로 해야 한다
는 김정일의 포부는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수령을 위해 창조된 “대기념비
적 건축물은 내용 전반이 수령의 위대성으로 일관되어야 하며,”“무엇보다도 평범한 것을
초월하는 절대적 크기와 방대한 수의 량적 규모에 의하여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14)
따라서 파리의 개선문을 본 따서 만들었다는 평양의 개선문은 더 크고 더 웅장한 ‘세계
최대’규모로 지어졌다. 마찬가지로 워싱턴기념탑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주체사상탑 역시
그보다 높은‘세계 최고’높이로 지어졌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건축물은 부조된 진달래꽃
의 개수에서 사용된 건축 자재의 개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김일성을 위한 특수한 상
징들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김일성만을 위한 것이었다(와다 하루키 2002, 144-145).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사업은 불가분의 일체로서 1945년 이래 북한의 역사를 통해 실현
된 김일성의 사상과 혁명이 승리했음을 알리는 일종의 ‘승전선언’을 이루고 있었다. 국
가와 혁명 그 자체로 신격화된‘수령’이었던 김일성에게 아마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
을 것이다. 김정일은 바로 그 승전선언을 독점함으로써 수령의 제1충신으로서의 자신의 위
치를 대내외에 재확인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의 현실은 이러한 ‘선언’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김일성의 시대는 ‘자랑찬 승리’가 아닌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114) 김정일, 1992, 『건축예술론』, 조선로동당출판사, 39-30(와다하루키, 2002, 14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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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중국의 변화였다. 중국은 1980년을 기점으로 대(對)한반도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의 세 가지 중대한 변화를 시도했다(최명해 2009, 335-350; 오진용 2004, 83-84). 기존의 대
북일변도 정책에서“문은 잠그되 자물쇠는 채우지 않는” 잠재적 개방정책으로 대남정책
을 선회하고,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며, 김일성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에 대한 지지를 철
회한 것이 그것이었다. 중국의 입장 변화는 1981년 4월 중국의 선양에서 이루어진 등소평
과 김일성 간의 비밀회담에서 간접적인 형태로 북한에 전달되었다. 이와 같은 대외정책의
변화는 중국판 유일적 영도체계라 할 수 있는 ‘양개범시론’과 ‘마오영도’(Mao in
Command) 모델의 공식적인 폐기를 선언한 1981년 6월의 중공 당중앙의 결의와 맞물리며
북한에 상당한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115)
두 번째는 중소관계의 변화였다. 개혁개방 이후 실용주의적 ‘자주독립외교’노선으로 전
환한 중국의 접근에 대해 소련의 브레즈네프가 1982년 3월 타슈켄트 연설을 통해 전향적
으로 화답함으로써 중국과 소련은 오랜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기로 접어들었다(모리 카즈꼬
1990, 117-126; 첸치천 2004, 13-52). 이러한 변화는 북한에게 결코 달갑지 않은 것이었다.
중국 외교부장 황화의 비밀연설에서 드러나듯 당시 북한이 가진 對중국 카드는 ‘소련카
드’였으며 이와 균형을 이루는 중국의 카드는‘남한카드’였다(최명해 2009, 339). 소련의
경우는 정확히 반대의 동학이 존재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중소관계의 진전은 바로 이러
한 ‘균형’을 무너뜨리며 중국과 소련의 대남접근을 막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했다는
측면에서 북한에게는 매우 당혹스런 결과였다.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한국발(發)이었다.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의 승리는 북한의
체제적 정통성의 가장 핵심적인 근원인 동시에 수령의 사상과 혁명의 우월성에 대한 가늠
자였다. 북한이 자랑하던 남한에 대한 우월성은 1970년대 이래 급격히 빛이 바래고 있었
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남한의 ‘추월’이 결코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함
115) 1981년 6월 중공 제11기 6중 전회에서 행해진 해당 결의의 공식적인 명칭은 <건국 이래 당
의 몇 가지 역사문제에 관한 당 중앙의 결의>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1978년 이래 중국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로 강조되어 온 것은 경제적인 측면의 개혁개방이었다. 그러나 실제 중국의
‘탈급진화’는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이 동시에 진행된 이중적인 것이었다. 아마 북한
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1960년대 이래의 지속적인 압력으로 어느 정도 면역력이
확보되었던 경제적 측면의 탈급진화보다는 이른바 특수관계였던 혈맹국의 정치적인 변화였을
것이다. 중국의 정치개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로는 안치영(2003)과 조영남·안치영·구자선
(2011)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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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영(1998, 289-290)에 따르면 1960년대 전반만 해도 1인당 GNP가 두 배에 이르던 북한의
경제적 우위는 이후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1975년을 기점으로 역전되었다. 또한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김석진(2002, 62-63)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1960년대 말부터 남한의 1
인당 GNP가 북한의 그것을 앞서기 시작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추월 시점에 대한 이견
은 존재하지만 적어도 1970년대 후반부터 남한의 우세가 분명해 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
다수의 연구가 공통된 견해를 보인다. 북한 당국 역시 이러한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발표되던 공업성장률이 1982년부터 발표되지 않기 시작했던
것이다(함택영 1998, 290).

특히 1981년 9월 남한의‘올림픽 개최’확정은 북한에게 커다

란 충격을 주었다.116)
물론 당시에도 북한의 대다수 인민들은 철저한 정보통제 속에 “미제와 파쇼독재” 아래
신음하는 남한인민들보다 “수령복(福)”을 누리는 자신들의 삶의 질이 비할 바 없이 낫다
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 대중에 비해 외부 정보에 접촉할 기회가 훨씬 많았던 엘리트
층 모두에게까지 이러한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다.117) 따라서 후계자의 더할 나위 없이 성
대한 찬양에도 불구하고 지배의 정당성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러한
권위의 문제는 후계자의 문제이기도 했다. 혁명적 수령관과 유일지도체제로 정당화된 후계
자의 권위는 전적으로 수령의 권위에 의존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광스러운 당중앙’이라는 모호한 상징이 아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
지’라는 구체적 인격으로 전면에 나서게 된 후계자 김정일에게 1982년의 상황은 그가 중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했다.118) 추락하는 현실에서 한발 물러서 수령의
그늘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비범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독자적인 카리스마적 권위
를 세울 것이냐가 그것이다. 혈기왕성한 젊은 후계자였던 김정일의 선택은 당연히 후자였

116) 북한의 일련의 서울올림픽 저지공세에 대해서는 고영환(1992, 185-202)을 참조할 것. 그러
나 결과적으로 북한의 서울 올림픽 보이콧을 지지한 유일한 국가는 쿠바뿐이었다(Johnson
2003, 174).
117) 남북 간에 격차가 벌어지고 북한에 물자난이 시작되기 시작한 1980년대의 북한 엘리트 내부
동향에 대해서는 고영환(1992)의 진술이 유용하다.
118)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라는 표현은 6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언
론에 공개된 것은 1981년 6월이다(이찬행 2001, 480). 또한 1982년은 5월 묘향산 지구 시찰
을 시작으로 ‘실무지도’로 명명된 후계자의 현지지도가 시작된 해 이기도 했다(이교덕 20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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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그가 ‘미래의 지도자가 아닌 현재의 지도자’로서 ‘문제 해결사’(problem solver)
를 자처했음을 의미했다.119) 김정일의 활동은 위기의 대내적 측면인 ‘발전의 위기’에 대
한 북한의 대응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0)

2. 발전의 위기와 ‘문제해결사’후계자: 인민생활향상론과 합영법

김정일이 주도한 북한의 대응은 다음의 세 가지 해결책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121)
첫째, 노력동원에 의한 증산이었다. 1984년부터 실시된 1990년대식 속도창조운동, 1970년
119) 브레슬라우어(Breslauer 1982)에 따르면 국가의 지도자로서 권위를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문제 해결사’(problem solver)이다. 이는 구체적인 물질적
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할 정책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치
가’(politician)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문제해결사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국가
적 열망감’(a sense of national elan)을 창출하고 조직적, 제도적 경계를 넘어 정치계급 전체
가 갖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의존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120) 남다른 출생의 비화, 특출난 능력과 관련된 일화 등은 카리스마적 권위 창출의 또 다른 전
형이다. 북한은 이러한 일반적인 공식을 따라 ‘문제 해결사’로서 권위와 정당성을 축적하는 노
력 이외에 김정일의 카리스마적 권위에 걸맞게 ‘과거를 윤색’해나가는 노력도 병행했다. 물론
이러한 조작은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1982년은 ‘위인’으로서 다양한
일화를 담은 전기와 함께 김정일의 저작이 처음으로 출판되기 시작한 해라는 점에서 각별했다
(김병로 1993, 10; 이찬행 2001, 56). 또한 북한은 1987년부터는 특히 김정일의 출생과 관련
된 윤색에 집중했다. 1987년 2월 17일 백두산밀영을 김정일 혁명사적지로 지정하고 1988년 8
월에는 그곳에서 김정일의 생일을 상징하는 숫자인 216m 떨어진 장수봉에 정일봉(正日峰)이
라 새겨 넣은 후 성대한 제막식을 가졌다. 한편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등장한 것과 거의 같
은 시기인 1987년 5월부터 북한에서는 항일빨치산들이 새겨 놓았다는 ‘구호나무’가 북한 전역
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공식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 구호나무들 속에
서 “난세를 올바로 비추어 주는 태양이 되라는 뜻’의 정일(正日)이라는 이름을 지닌 미래의
지도자 ‘백두광명성’(白頭光明)의 탄생을 알리고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자는 내용들이 대량 발굴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구호나무 문헌학습’이 대중적인 차원에
서 대대적으로 실시되었고 1989년 12월 21일에는 평양에서 구호문헌에 대한 중앙 연구 토론
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이찬행 2001, 81, 526-527, 613-614). 또한 1988년에는 김정일을
형상화한 최초의 장편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노동신문> 2012.2.23.
그러나 이처럼 ‘과거’에 대한 비현실적인 신화화는 카리스마적 권위의 창출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신화적인 과거는 비범한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거나 단기간
에 기대를 창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어도 장기간의 믿음을 지속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
다. 이러한 한계는 특히 대중보다는 엘리트에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상위계층일수록 이러한 신화를 곧이곧대로 믿을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121) 이러한 김정일의 시도는 1983년 6월 중국방문을 통해 개혁개방의 성과를 시찰한 것이 하나
의 계기였다고 보인다(서재진·김병로 199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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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이어 지속적으로 강화된 3대혁명 소조운동,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두
고 행해진 두 차례의 200일 전투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철저한 ‘주의주
의’(voluntarism)에 입각한‘속도전’의 방식, 3대혁명소조를 활용한 혁명적 군중노선과 사
상투쟁의 방식은 하나의 고유 명사로서 김정일이 새롭게 제시한‘독창적인 방침과 업적’
으로 선전되고 있었다.
둘째, 물질적 자극의 확대와 경제관리제도의 개혁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었다.
1984년 이후 본격화된 이러한 조치들은 연합기업소 체제의 전면 도입，계약제의 정비와
규율 강화, 지배인과 참모장 등의 권한 강화, 개별 노동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조, 독립채산
제122)와 같은 경제기제의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것이었다(이정철 2002, 133-159).
셋째, 합영법을 통한 개방의 확대였다.123) 자립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에서 경제적 자
립은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며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믿음직한 물질적기초”로 간주
되었다.124)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폐쇄경제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북한은 1970년대
부터 제3세계를 포함한 자본주의 진영으로의 무역확대를 통한 외화확보를 강조해 왔다.125)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외무역이라는 특정한 분야에서의 개방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러
한 의미에서 단순교역을 통한 서방국가의 자본 플랜트 도입에서 직접투자유치를 통한 기
술, 경영 기법의 도입으로 경제개방의 폭을 확장한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은 이
전보다 진일보한 것이었다. 회의의 결정 8개월 후에 제정된 합영법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본격화한 것이었다(신지호 2000, 88-89).
122) 독립채산제는 1984년 5월에 김정일의 지시로 독립채산제 규정과 세칙 개정작업에 착수한
이후 동년 8월에 새로운 기업관리 운영규정이 마련되면서 확대 • 강화되었다(이찬행 2001,
503, 554)
123) 김정일은 이러한 대외무역의 강조와 수출확대에 대한 의지， 과학기술의 교류 • 협력 및 인
민생활 향상 등의 요구를 수용하여 합영법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이찬행 2001,
568)
124) 김일성,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19권. 평양: 조선
로동당출판사. 1982. p. 311.
125) 예컨대 김일성은 1974년 2차 7개년계획의 방향과 관련한 연설에서도 다음과 같이 대외무역
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좁은 사회주의시장에만 의존하여서는 우리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화문제를 원만히 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외화를 많이 벌기 위하여서는 제3세계시
장과 자본주의시장에 적극 진출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1974년 7월 10일. 계획부문일군협의
회에서 한 연설.“제2차 7개년 계획작성방향에 대하여.”『김일성 저작집』 29권.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85. pp. 3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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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첫 번째 요소는 기존의 급진주의적 해결책을 답습한 것이었으나 두 번째와 세 번째
의 조치들은 제한적이나마 탈급진적 변화의 모색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도들은 실패로 귀결되고 북한의 경제는 오히려 더욱 침체되었다. 이른바‘물동적
중앙집중제에 기반 한 현물동학’을 유지한 채 노력동원에 의존해 부족의 경제를 해소하
려 했던 첫 번째 방식이나 제한적이나마 경제적 기재를 활용한‘일반균형의 가격동학’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던 두 번째 방식의 결합은 결국 그 어느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태생부터 문제가 있는 개혁이었기 때문이다(이정철 2002, 170-171). 마지막으로 합
영법을 통한 제한적 대외개방 역시 경험과 준비부족,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에 의한 사상
적 이완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강한 우려 등으로 인해 서방 자본 유치에 실패했다
(신지호 2000, 90-91). 유일하게 유치에 성공한 재일교포들과의 합작사업 역시 북한의 관료
주의, 대안의 사업체계를 통한 당의 지나친 개입, 신용에 대한 개념 미비 등의 원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며 결국 실패로 끝났다(와다 하루키 2002, 232-234).
사실 어찌 보면 이러한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우리는 유일한 후계자로서 김정일
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한 핵심적인 무기가 사상투쟁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유일지도체제는 유일사상체계에 의존한 것이었으며 속도전은 사상전을 기반으로 한 것이
었다. 즉 능력보다는 수령에 대한 헌신성을, 개인보다는 집단을, 물질보다는 사상을 강조하
는 김정일의 방식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김일성에 의해 확립된 기존의 북한식 발전전략
을 계승한 것이었다. 물론 김일성의 정치적 비전과 이를 추구하는 방식은‘돌파의 멘탈리
티’(breakthrough mentality)를 기반으로 극단적인 해결방식을 선택했던 마오주의에 비해
절충적인 동시에 정치적으로 보다 정교화된 것으로 평가된다(Dittmer 1988, 34-35; 장달중
2004, 25). 그리고 “위가 아래를 도와주고 늘 현지에 내려가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도를 찾
는”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으로 상징되는 이러한 절충성은 북한식의 대중동원이 세계
적으로 유래 없는 지속성과 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원인이었다(이정철 2002, 231).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절충주의적 특성이 기계적인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게 있어‘홍’(red)과 ‘전’(expert)이 선택의 대상이 아닌
‘동시에’추구되어야 하는 목표였다는 점은 분명하나 그것이 양자가 동일한 비중을 가지
고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북한식 급진주의는 홍에 우선순위를 두고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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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발전의 문제를 대해왔으며 다만 시기별로 그 강조의 정도를 달리해왔다.126) 따라서 비
록 탈급진적 요소들이 가미되긴 했으나 1980년대 김정일의 해결책은 김일성 시대의 한계
를 넘어설 수 없었던 것이다.

1980년대의 탈급진적 모색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해야할 지점은 상기한 포괄적인
‘발전의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함께 김정일이 인민들의 생활고로 인한 보다 직접적인 문
제 해결을 시도했다는 점이다.127) “사대주의는 어디서 생기냐. 경공업에서 사대주의 생긴
다. 우리가 사대주의 근본을 해결하자면 경공업 혁명해야 된다.[...] 국가예산에서 무기를 만
들어 가지고는 지정된 백만이면 백만, 오십만이면 오십만 군대만 메우면 됐지 그 무기 가
지고 인민들한테 팔아먹을 수는 없”다는 김정일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인민의
복지’문제가 당과 수령의 권위와 직결된 문제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128) 따라서 그
는 “인민들에게 빈 밥그릇을 놓고 사회주의제도가 좋다고 교양하여서는 그들이 사회주의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깊이 인식할 수 없”다며 첫째,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
키기 위해, 둘째, 남한을 현격히 앞질러 남한의 국민들이 민주화와 통일투쟁에 나서게 하
기 위해, 셋째,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일념으로 전 국민이 유사시에 목숨 바쳐
싸우게 하기 위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당 활동의 최고원
칙”으로 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의지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으로 나타났
다.129)
126) “제품의 질은 기술수준이나 생산조건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요인과도 관련되지만 중요하게
는 생산자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주인답게 성실하게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는
김정일의 언급은 이러한 관점을 잘 보여준다. 김정일. 1986년 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앙양
을 위하여.” 『김정일 선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52.
127) 조선로동당은 1980년 10월 당 제6차대회에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83년 11월 29일-12
월 1일에 열린 당중앙위 제6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1984년 인민경제 발전계획”과
1984년의 김일성 신년사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1984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이 “경공
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고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
었다(이찬행 2001, 548).
128) 1984년 8월 4일 발언, 최은희·신상옥(1988b, 241-242) 참조.
129) 김정일, 1983년 1월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 『김정일 선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374; 김정일, 1983년 3월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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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발기에 의해 시작된 해당 운동은
“정치적 방법, 당적 방법으로 행정경제일군들을 적극 발동하여 공장안의 직장과 직장사
이,

공장과 공장 사이의 협동생산을 짜고 들며 구역적인 범위에서 협동생산조직을 면밀

히”강화하는‘증산운동’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130) 따라서 증산의 유일한 방법은 부산
물과 폐기물, 그리고 유휴노동력을 결합하는 것이었다. 특히 8.3인민소비품 운동의 주요한
대상은 평양보다는 지방이었다. 상대적으로 생필품 공급이 원활했던 평양에 비해 지방, 특
히 농촌의 물자난은 더욱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이다.131) 따라서 8.3소비품 생산은 원칙적으
로 중앙의 생산할당， 원료조달， 가격통제 등 국가의 계획지표의 ‘밖’에 있었고 지방
산업 공장에서 생산된 8.3소비품은 구역 직매점을 통해 구역 인민에게 직접 판매되었다(이
찬행 2001, 551).132)
둘째, 군수라인을 민수라인으로 전용하는 방식이다(임강택 2000, 85). 김정일은 “지금 인
민생활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고급생활필수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는 대단히 높다. 그
런데 경공업 공장들이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 [...] 때문에 나는 이 과업을

들과 한 담화.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릴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7권.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96. pp. 400-401; 김정일, 1984년 2월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협
의회에서 한 연설.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김정일 선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1998. p. 1-5.
130) 최인덕， 1990, “군중적 운동으로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
업.” 『근로자』 1호(평양: 근로자사). p.80.
131) 김정일, 1984년 8월 3일. 상업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을 개선
하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김정일 선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136-137.
132) 이처럼 북한이 자원이 제약된 상황에서 중공업 우선의 발전전략을 유지하는 동시에 인민의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정권의 권위를 세우려는 두 가지 모순된 목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
해 동원과 지방 산업에 의존하는 방식은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이 초래한 권위의 위기를
돌파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연철 2001, 90; 이태섭 2001a, 228;
서동만 2005, 837). 중앙재원의 중공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유지하면서 인민의 복지를 향상시
키는 방법으로 북한이 택한 것은 경공업의 ‘지방화’였다. 실제 각종 소비품은 지방산업 생산액
의 약 80%를 차지했으며 공업 총생산액에서 지방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6년의 12.3%에
서 1960년에는 31.9%로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김연철 2001, 88-90). 이러한 시도는 적어도
1966년 이전까지는 일반인들의 생활 여건이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는 여러 증언들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이정식 & 스칼라피노 1987, 817). 다른 많은 정책들과 마찬가
지로 ‘8.3 인민소비품운동’ 역시 이와 같은 김일성의 성공을 모방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초기 추격발전단계와 달리 이미 동원에 의한 성장의 동력이 고갈되고 내포적 발
전의 단계로의 전환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었던 1980년대의 북한에서 1950년대와 같은 방식
이 또다시 성과를 거두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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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가 좋고 기술기능도 높은 제2경제위원회에 맡기려고 한다”며 “군수공업부문에는 군
수품을 생산하고 남은 유휴자재로 고급생활 필수품을 만들어서 국제시장에 내다 팔아 외
화도 벌어들이고 인민들에게도 공급하여야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정된 군수공장
들에서는 군수품 생산계획을 완수했다 하더라도 부여된 생필품 생산량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등의 제재가 가해졌다.
이와 같은 시도들은 중앙의 자원배분 우선순위나 가격동학 등의 활용 등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채 다시 한 번 인민들에게 ‘주어진 자원을 더 잘 활용하여,’ ‘더
욱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발전의 위기에 대한 포괄적
인 대응들과 동일한 한계 내에 있었다. 예컨대 또다시 자력갱생을 강요받은 인민들은 8.3
인민소비품의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 국가계획부문의 원자재를 부당하게 전용하거나 고의
적으로 부산품 또는 불량품을 늘려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운동 이후 5년간 매년 평균 20.8%씩 증대되었다는 북한의 선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증산된 소비품의 상당부분은 결과적으로 다른 부분의 ‘보이지 않는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이찬행 2001, 551-552). 또한 민수산업에 비해 전반
적인 기술력이 높다 하더라도 해당 품목에 전문화된 노하우와 장비가 결여되어 있을 수밖
에 없었던 군수라인 활용 안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군수공장에서 생산된

밥

통, 전기밥솥, 전기후라이팬, 식칼류, 소형녹음기, 완구 등은 김정일의 기대와 달리 국제적
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수출에 실패했고 결국 자재공급의 부족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실제 ‘생필계획’을 거의 수행되지 못했다(임강택 2000, 86).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막대한 자원을 들여 개최
한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1980년대의 실패를 가속화
하는 최악의 악재로 작용했다.133) 이 대회의 준비를 진두지휘한 것도 당연히 김정일이었다.
133) 해당 행사에 든 총 비용은 40억불에서 100억불로 추산된다(함택영 1998, 326). 당시 북한의
GDP가 158억불 정도로 추산된 것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비용이 얼마나 큰 지출이었는지 알
수 있다(UN 웹사이트 http://unstats.un.org/unsd/snaama/resCountry.asp. 검색일
2013/6/18). 한편 북한에서 성공적인 개최의 하나의 상징으로 홍보되었던 남한 대학생 임수
경의 방북이 북한 내부에 미친 효과는 또 다른 역설이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남한
으로 돌아온 이후에 재판의 진행과정과 결과 등이 홍보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알고 있던
남한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임수경이 “행운의 홍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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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은 김정일의 영도 하에 서울올림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가장 성대하고 훌륭한 축전을 치러 “주체조선의 위용”을 온 세계에 떨칠 수 있었다며
자신들은 “개혁할 것도 개편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 옳으며 지금까지
내세운 로선과 정책이 다 정당함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했다.134)
그러나 행사가 끝난 1989년 7월부터 소련의 당국가체제가 붕괴된 이듬해 2월까지의 기간
은 북한에게 역사상 가장 곤혹스러웠던 시간이었다. 행사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10월
헝가리를 필두로 11월 동독과 체코, 12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등이 연달아 무너지기 시작
했고 결국 새해는 김일성의 각별한 동지였던 루마니아의 지도자 차우세스쿠의 총살장면과
함께 맞아야 했기 때문이다.135) 사회주의 붕괴의 거침없는 파고는 이듬해 2월 소련의 당국
가체제가 무너지고 나서야 일단락되었다. 동시에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자원을 대규모 행사에 몽땅 퍼부은 후과가 급속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굳이 사회주의 국가
들의 몰락의 충격이 전해지기도 전에 북한 주민들은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했던 것이다.136)

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훔쳐간 도둑”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에 들어온 남한 학생
들의 경우 남한으로 돌아간 다음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는 원칙이 생긴 것도 이와 같은
깨달음 때문이었다고 한다(주성하 2010a, 82-87).
134) 김일성, 1989년 7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제8기 제27차 회의에서 한
연설.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자.” 『김일성 저작집』. 42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71.
135)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은 25-30여명의 간부들과 함께 이 처형 장면을 시청
하면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 봐야한다고 했다고 한다. KBS1 <긴급입수: 김정일, 금지된
과거>.
136) 수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1990년은 본격적인 몰락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된 해로 기억되
었다.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 식량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기 때문
이다. 조직생활이 무너지고 노동신문 보급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남한 노래를 노골적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 일용용품배급이 중단된 것, 사람들이 군대를 기피하고 당의 권위가 의심받
기 시작한 것, 탄광이 멈추고 국가은행이 예금인출을 중단하고 사금융이 시작된 것, 사람들이
장사에 나서기 시작한 것, 의약품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의사들조차 장마당에 나서면서 무상의
료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 등, 이 모든 시작은 바로 후계자의 영도 하에 제13차 청년학생
축전을 ‘성황리’에 마친 직후인 1990년이었던 것이다(좋은 벗들 2000, 29, 67, 105, 130,
136, 139, 251, 291, 297, 341,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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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냉전의 해체와 탈급진적 모색의 강화

1. 사회주의진영의 붕괴와 정당성의 위기

앞서 살펴보았듯이 1980년대 중반부터 ‘인민생활향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진행되었
던 북한의 탈급진적 해결책들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실패로 귀결되고 있었다. 그
리고 어떤 면에서 이는 대내적인 실패일 뿐만이 아니라 탈냉전의 여파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총체적인 실패이기도 했다. 비록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1980년대 중반부터
경제재건에 집중하던 북한의 노력이 일종의 전시사업이었던 세계청소년축제 준비로 전환
되었던 것은 남북 간, 진영 간 체제경쟁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체제경쟁을 위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낸 대회’로 인해 체제우열은 더욱 급격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의 북한
의 체제경쟁이 소련으로부터의 전폭적인 군사원조에 의해 가능했다는 점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했다. 1984년 5월 김일성의 23년만의 모스크바 방문을 통해 양국 간의 군사동맹
관계는 1950년대 이후 최고의 수준으로 복원되었다. 소련은 북한 영공을 통한 정찰과 나진
항의 사용권을 얻어내는 대가로 대규모의 군사원조를 북한에 제공했다(임수호 2007, 32).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와 개혁개방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군사원조가 급
감했다. 이어서 몰아닥친 진영의 붕괴가 정치적인 충격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충격을 수
반했음은 물론이다. 1990년 1월 소련이 구상무역의 폐지와 경화결제를 요구한 이래 1991년
5월에는 중국으로부터도 동일한 통보가 전해졌다.137) 따라서 북한에게도 일정한 변화가 불
가피했다. 김일성은 이를 “적응”에 불과하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했지만 북한에게도
137) 김일성. 1991년 11월 23일, 26일. 당, 국가, 경제 지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변화된 환
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30. 중국의 대북무역 경화결제 방침은 1991년 5월 이붕 총리의 북한방문에서 통보
되었으며 1993년 1월부터 적용되었다. <인민일보 해외판> 1992.1.29. 또한 소련은 이보다 앞
선 1992년부터 경화결제를 시작했다. 이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예컨대 1989년
기준으로 북한의 중국산 원유도입은 1천14만 베럴로 적용된 가격은 국제시세(베럴당 20달러)
의 절반가격이었다. 따라서 동일한 양을 수입할 경우 10억 달러 이상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밖에 없었다. <중앙일보> 1991.5.16. 동년 북한의 대외 수출 총액이 19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
안하면 충격의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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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되고 있었다(Quinones 2000, 240).
냉전에 대한 내부적 대응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1992년은 이른바 정주년으로서 김일
성이 팔순을 맞이하는 해이자 김정일이 만 50이 되던 해이기도 했다. 직전의 정주년이었던
1982년 3월 31일,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김일성의 사상과 노선의 “위대성
과 정당성”에 대한 더할 나위없는 찬가를 내놓았던 김정일은 정확히 10년 후에는 실패와
위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했다. 1992년 1월 13일 발표된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 노선>이 바로 그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의‘좌절’의 원인에 대한 김정일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138)
첫째, 인간개조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여 사회주의사상을 가진
당의 지지자로 만드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둘째,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확
고히 하고 사회주의적 소유와 경제관리방식을 고수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
하는 등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고 사상의 자유, 다당제, 소유방식의 다양화 등 다원
주의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주의 당제관계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관계를 맺지 못
하고 종속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대국 즉 소련으로부터의 수정주의, 개혁 개방 등의 물결
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139)
그리고 당연하게도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사상, 기
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그 핵심으로 하는 “우리당의 총로선”은 이
러한 오류들의 정확한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우선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은
“사람들을 낡은 사상과 문화적락후성에서 해방하고 공산주의사상과 높은 문화수준을 가
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드는 인간개조사업”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인민정권을 강화한
다는 것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인 “수령”으로부터 그 “핵심부대인 당” 그리고 “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인 인민정권”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영도를 관철함으로써 “제국주
의자들과 내부의 반동들이 혁명과 건설을 방해하며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려고 책동하는
138) 김정일. 1992년 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 선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277-310.
139) 고르바초프는 1989년 10월 6일 “역사는 늦게 도착하는 자를 벌한다”며 동독의 몰락을 촉발
시켰다. 동독 주둔 소련군 사령관이 “소련군은 동독 군경이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군중을 탄압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한 것은 이러한 당시 소련의 입장에 비추어볼 때 당
연한 일이었다(권만학 2002,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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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때에 짓부셔”버릴 수 있는 “정권의 독재기능”을 강화한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러한 노선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라는 것이다. 이
는 소련의 붕괴는 사회주의 자체의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단지 부패한 지도부의 지
도력 부족으로 인해 맑스-레닌주의를 충실히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며 자신들은 마르크
스 이론을 개선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동구의 몰락과는 무관하다는 김일성
의 인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Quinones 2000, 238).
그러나 이러한 정당성의 재확인만으로 탈냉전과 저발전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
했다. 따라서 북한은 1980년대부터 이어진 일련의 탈급진적 시도를 확대 강화했다. 계급노
선의 완화와 군중노선의 강화, 그리고 전후 40여 년간 유지되던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경공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전환하려 했던 혁명적 경제전략, 그리고 냉전기 내내
‘두 개의 조선 조작 책동’으로 비난해 왔던 교차승인의 실현을 추구한 남방정책 등은
그 핵심이었다.

2. 계급에서 인민으로: 인덕정치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당성의 위기에 대한 대응의 주요한 축 중 하나는 민중주의의 강화, 즉 계급에서 인민대
중으로의 변화였다. 이는 계급혁명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탈급진적 모색의 일환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정치지도자로서 김정일의 권위를 구축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의
실천적 도구로서 활용된 정치담론이 바로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인덕정치론이었다. 이하에서
는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인덕정치의 변화 발전 과정과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 살
펴보도록 하겠다.

1) 조선민족제일주의140)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정치적인 담론으로 등장한 것은 사회주의 지도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서 사상의 유일한 해석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한 김정일의 가장 핵심적인 문건 중 하나
140)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우리민족제일주의라고 불리기도 하며 양자는 내용적으로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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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41)에서였다.

그러나 조선민족제

일주의의 등장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실제 상기한 문건에서도 해당 개념은 그
간 지속되어왔던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의 일환으로 비교적 간단히 언급되었다. 이는 민족
주의와 사회주의가 갖는 본질적인 긴장이 만만치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에서 민족주의는 원래 “계급적 리익을 전민족적 리익으로 가장하고 자기민족의 <우
수성>을 내세우면서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증오하며 민족들 사이의 불화와 적대를 일삼는
부르죠아 사상”이었다.142) 김정일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처음으로 내세우면서 굳이 “우
리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로 될 수는 없습니다. [...] 내가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
는 것은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
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라며 일종의 ‘해명’을 덧붙여야 했던 것은
이러한 긴장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보다 핵심적인 북한의 정치담론으
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1989년에 발표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는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달라진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143) 여기서 그
는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개념에 소극적인 간부들의 자세를 비판하며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을 사회 전 분야에서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물론 이와 같은 민족주의적 담론의 강화는 김정일의 정치적 자원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당시의 대내외적 상황에 대한 북한의 합리적 대응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1988년은
남북 간의 국력의 역전과 탈냉전의 바람 속에 대남정책에 있어 북한의 탈급진화가 시작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특히 신년사를 통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안한 1989년
이후 이러한 변화는 가시화되고 있었다. “사상과 제도는 민족 안에 있는 것이며 민족을
떠난 사상과 제도는 무의미 하다. 민족은 계급과 계층의 총체이며 민족의 자주성은 사상과
제도보다 선차성과 우위를 차지”한다거나144)“민족이 있고서야 계급과 계층도 존재가치를
141) 김정일의 노작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이보다 앞선 1986년
1월 3일 김정일의 연설에서였으나 이는 단순히 언급되는 수준이었다. 김정일. 1986년 1월 3
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
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 『김정일 선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38
142)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1973). 민족주의 항목.
143) 김정일. 1989년 12월 28일.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김정일 선집』 9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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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으며 민족의 리익이 결코 계급과 계층의 리해관계 때문에 희생될 수 없다”145)
는 북한의 주장은 분명 이전의 그것과는 차별화된 것이었다.
그러나 대남정책으로서의 민족주의론이 계급적 내용을 탈각함으로써 남한을 포섭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데 반해 김정일의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남한을 통합하기 보다는 오히려 배제
하는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는 점에서 양자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민족제
일주의에서 조선민족의 정체성과 우월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 “위대한 주체사상,” 그리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 의 4
가지로 이는 결코 남한을 포괄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146) 이러한 조선민족제일주의
의 논리는 1991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통해 탈냉전에 대
한 북한의 대응 담론의 핵심구호로 등장한 “우리식 사회주의”론의 논리와 동일한 것이
었다.147) 우리식 사회주의의 제1의 우월성은 “주체사상”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
라서 탈냉전 이후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우리식 사회주의와 밀접히 결합되어 나타났다. 조선
민족제일주의는 곧 “우리식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라는 것이다.148)
그렇다면 조선민족제일주의가 갖는 정치적 함의는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김정일의 조선민
족제일주의가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난 북한의 민족주의 담론들과 달리 분명한 주체와 구
체적 내용을 갖춘 사유화된 정치적 담론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허츠
(Herz 1978, 318)의 지적처럼‘우리’라는 정체성은 나와 그들이라는 경계를 부여하고 이러
한 구분짓기는 집단적 일체감을 상징하는 것들에 정당성(legitimacy)를 부여하는 중요한 기
재이다. 민족주의적 담론은 그 전형이다. 따라서 민족건설의 레토릭은 정치가들이 정당성
을 창출하고 권위를 형성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민족건설(nation building)은
국가건설(state building)과 함께 정치지도자들의 매우 의식적인 노력과 기술(art)의 결과로

144) <노동신문> 1989.2.23
145) <노동신문> 1989.2.24
146) 김정일, 1989년 12월 28일.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김정일 선집』 9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449-452.
147) 김정일. 1991년 5월 5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 선
집』 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41-52.
148) 김정일, 1991년 1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당사
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김정일 선집』 11권.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97.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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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Linz 1993, 360).149) 이러한 측면에서 김정일의 조선민족
제일주의는 북한의 인민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민족건설 담론을 통해 정치적 권위를 세
워 나가려는 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김일성의 사망 100일이 되는 날 김정일이 제시한 ‘김일성민족’론은 유훈통치와 민족주
의 담론이 만난 최상의 선택으로 보였다.150)

김일성 사후 첫 번째 해를 맞이하는 김정일

의 일성(一聲)이었던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에서 내 나라는 바로 “김
일성 민족이 사는 주체조선”으로 정의되고 있었다.151)

2) 인덕정치와 광폭정치

(1) 전사(前史): 기본군중 vs 복잡한 군중

군중노선에 대한 강조는 북한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152) 민족해방운동의 경험
속에 마오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김일성은 지속적으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이 옳게
결합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특히‘주체’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
다. ‘주체의 비전’은 맑스-레닌주의적 정당으로서의 조선노동당의 재건과 군중노선의 채
149) 물론 린쯔(Linz 1993)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경계와 민족의 경계의 불
일치는 국가건설과 민족건설의 정치적 효과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양자의 충돌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일민족국가의 경우 이 두 가지의 충돌의 가능성이 부재하며 결국
양자의 결합을 통해 국가건설과 민족건설의 레토릭은 정치가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북한의 국
가건설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150) ‘김일성주의’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김일성민족’이라는 단어 역시 “해외동포”들의 입을 빌어
처음 나타났다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이는 김일성주의의 등장이 사회주의 형제국들로부터
의 반응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일성민족이란 단어 역시 영구분단론으
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정일. 1994년 10월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25.
151) 김정일. 1994년 12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님
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1998. p. 486.
152) 여기서 말하는 군중노선은 앞서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과 관련한 분석에서 언급된 군중노
선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전자가 계급노선과 대비되는 일종의 대중‘관’이라면 후자는 당과 대
중의 수직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군중동원 ‘방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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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통한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절충주의적 결합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장달중 2004,
21-22). 그러나 군중은 혁명의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양자의 결합은 본질적
으로 긴장관계를 내포한 것이었다. 군중노선의 궁극적 목표가 “노동계급의 계급적 요구와
이해를 철저히 옹호 관철”하는데 있으므로 “계급노선을 떠난 군중노선이란 있을 수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긴장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153) 북한에게 있어 군중
노선은 반드시 ‘혁명적’군중노선이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와 달리 실제 현실에서 양자를 ‘옳게 결합’하는 문제는 결코
기계적인 것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양자의 비중과 강조점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매우 유
동적이었다. 김일성은 양자의 결합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며 ‘좌우경적 편향’에 빠지는
오류에 대한 경고를 반복해 왔지만 그러한 편향의 근원은 사실 관료들보다는 ‘리더십의
선택’에 기원하고 있었다. 1970년대 김정일의 등장과 그의 ‘선택’은 이를 잘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정치적 기반을 닦아나간 핵심적인 기재는 바로 조직
과 사상이었으며 그것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유일사상체계를 수립해나가는 과정이
었다. 이러한 ‘유일성’의 강조는 통합보다는 배제의 원심력으로 작동했다.154) 김정일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1972년 이래의 대대적인 성분검열은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Lankov 1999, 289). 특히 그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성’을 핵심으로 하는 유일
사상체계 10대 원칙의 등장은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사회전체의 구조적 변화
로 이어지게 한 결정적 계기였다.
따라서 김정일의 군중노선이 급진주의적 경향을 보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1976년 판문점 사건에서 진행되었던 평양 소개 작전은 그 상징적인 예였다.155) 판문점 사
건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발생한 일종의 ‘사고’로서 결국 김일성이 전후 최초로 ‘유
감’표명을 해야 했던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판
문점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로 인해 촉발된 위기 속에 전쟁을 대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였다.
153)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1988. 『철학사전』. 서울: 힘. ‘계급노선과 군중노선’ 항목.
154) 물론 북한에서 이러한 흐름이 시작된 것은 1967년이었다. 그러나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김정일의 등장과 그가 주도한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과정이 이러한 흐름을 결정적으로
강화한 또 다른 분기점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155) 이하 판문점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신경완의 증언(정창현 2007, 138-143)을 토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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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전시(戰時)의 ‘배신’을 우려하여 평양과 휴전선 지역에 거주하는 성분 불량
계층들과 허약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개 작업을 지시했다. 이 작전은 김일성에게 보고도
되지 않은 채 1976년 8월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평양만 20여만 명의 주민을 이주시킨 말
그대로 ‘속도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소개 작전이 거의 완료된 후 사태를 파악하게
된 김일성은 이를 ‘당과 국가로부터 인민들을 분리’시킨 ‘해독’행위로 규정하고 강하
게 비판했다. 물론 이러한 비판은 직접 지시를 한 김정일이 아닌 국가보위부와 당 간부들
에게 행해졌으나 김정일 역시 1976년의 사건이 채 1년이 지나기 전인 1977년 4월 14일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란 문건을 발표하며 일종의 유감
표명을 해야 했다(정창현 2007, 143). 김정일 본인도 “군중 사업에서 10년 후퇴”했다며
간부들에게 두고두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충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군중노선을 강화한 획기적 계기였다고 선전된 김정일의 1985년 11월 5일 지침은 이러한
측면에서 그의 변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기념사진촬영과
정에서 출신성분 때문에 박사이며 부교수인 한 논설원이 제외된 것을 크게 문제 삼아 군
중노선을 강화할 것에 대한 지침을 세우고 당조직들은 물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군중강연을 조직하는 등 대대적인 학습 및 선전활동을 지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김정일의
조치는 김일성이 “민생단 문서보따리를 불사른 것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자 “해방 후
토지개혁을 한 것과 같은 하나의 혁명”으로 선전되었다.156) 이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
이자 김일성의 지인이었던 사람조차 출신성분을 이유로 소개시켰던 10년 전의 군중관하고
는 판이한 것이었다(정창현 2007, 141).157)
156) 김정일. 1986년 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당과 혁명
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 『김정일 선집』 8권. 평양: 조
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326-330.
157) 특히 군중노선의 강화의 논리가 일종의 ‘영웅신화’에 기대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레이코프(Lakoff 2010)의 주장에 따르면 악당과 선량한 인민들이라는 대결구도 속에 구원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정치가로서 지지를 창출하는 매우 핵심적인 프레임이다. 물론 여기서
악당은 “복잡한 군중을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그들 가운데 문제성이 있는 대상이 적지 않다고
하던 일군들”이다. 김정일은 “자기를 비판받게 하였거나 자기에 대하여 신소를 제기한 사람을
아니꼽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복수”하려는 일군들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으
며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물론 이러한 프레임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구
원 여부와는 별도의 문제였다. 현실에서 문제의 지속은 어디까지나 ‘악당’의 책임으로 돌려질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관료주의, 세도주의, 형식주의라는 반(反)인민적 요소들과의
전투에서 언제나 구원자를 자청했던 수령의 모습과 중첩되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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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덕정치와 광폭정치: 등장과 차별화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는 김일성 사망 이후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1980
년대 이래의 김정일 식의 군중노선이 강화 발전된 결과였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조선민족
제일주의와 마찬가지로 지도자로서 권위를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방식인 ‘문제
해결사’(problem solver)와 ‘정치가’(politician)의 역할 중 후자를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158)
그 시작은 1992년이었다. 1992년이 특별한 해임을 알리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1992년 2
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에 노동신문 1면을 장식한 김일성의 친필 축시였다.159) 이는 수령과
후계자의 우상화를 위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던 북한에서도 매우 예외적인 사건이었
다. 특히 김일성의 생일과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이 포함된 4월에는 이 해가 정치적 계승
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특별한 행사가 많았다.
먼저 북한은 1992년 4월 15일 김일성의 80번째 생일을 맞아 세계 군소정당들의 대표들을
초청한 후 앞서 살펴본 김정일의 논문인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경험과 우리당의 총 노
선>에 대한 토론회를 4월 20일에 개최했다. 여기서 발표된 것이 바로 70개의 공산당, 노동
당 대표들과 48개국의 기타 정당 지도자들이 서명했다는 <평양선언>이었다.160) 비록 북한
의 홍보와 달리 서명에 참가한 대표와 지도자들의 면면은 그리 변변한 것이 못되었지만
탈냉전을 ‘역사적 패배’가 아닌 ‘전인미답의 길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시적 난
관’이라 주장해온 북한에게 있어 혼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일은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
는데 매우 중요했다. 따라서 북한은 해당 행사를 탈냉전에 대한 ‘혁명세력’의 가장 상징
적인 대응으로서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단결’을 이끌어 낸 것이
‘새로이 세계 혁명 진영의 지도자로 떠오르고 있는’김정일의 논문이었던 것이다.161) 따
158) 각주 119번 참조.
159) 원문은 다음과 같다. 백두산 마루에 정일봉 솟아 있고/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 흐르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쉰 돌인가/문무충효 겸비하나 모두가 우러르네/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우렁찬 환호소리 하늘 땅을 뒤흔든다. <노동신문> 1992.2.16.
160) Kim Jong Il Biography 3.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Pyongyang, Korea),
p. 12.
161) 현 수령인 김일성은 “세계혁명의 원로”였으며 그에 대한 충성은 민족적 의무를 너머 “국제
적 의무”로 규정되었다. 김정일, 1992년 4월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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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해당 행사는 김정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야 했다. 선언 당일 있었던 김정
일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 수여는 바로 이러한 행사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162) 행사 5일 후인 1992년 4월 25일 김정일의 ‘특별한 지시’하에 그 어
느 때보다 성대하고 차별적인 형식으로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일은
최고사령관으로서 최초로 열병보고를 받으면서 그의 생애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웅
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있으라!”라는 짧은 대중연설을 남겼다.163)
김정일이 광폭정치를 처음 언급한 것은 이처럼 북한에게 매우 특별한 해였던 1992년을
여는 첫 번째 담화였던 <당 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에서였다.
164)

그리고 인덕정치는 상기한 김일성의 생일 축하 행사 기간 중 발표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 나가자>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165) 양자는 당과 수
령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것이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약간의 차이
가 있었다.
먼저 광폭정치의 경우 매우 명시적으로 앞서 살펴본 군중노선의 강화를 개념화한 것이었
다. 김정일은 앞서 살펴본 1985년 11월 5일의 지침을 다시 거론하며 “아직도 일부 당일군
들 속에서 문제를 편협하게 보는 현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해 “당의 광폭정치”에 대한 인
식을 바로 가질 것을 주장했다.166) 해당 연설에 따르면 광폭정치의 핵심은 다음의 두 가지
담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나가자.”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51.
162) <조선중앙년감 1993> p. 701.
163) 해당 열병식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하서는 김정일의 다음 담화를 참조할 것. 김정일.
1992년 2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또한 김정일은 1992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원수로 진급한 인민
무력부장 오진우를 비롯하여 차수 진급자(최광， 리을설， 주도일， 최인덕， 백학림， 리두
익， 김봉률， 김광진)에게 원수별과 차수별을 달아 주고 16명의 대장을 포함한 모두 622명에
게 군 장령급 ‘군사칭호’를 수여하였다(이찬행 2001, 644).
164) 김정일. 1992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사업을 강화하
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김정일 선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165) 김정일, 1992년 4월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나가자.”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5.
166) 김정일. 1992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사업을 강화하
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김정일 선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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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첫째, 복잡한 군중을 혁명의 “대상”이 아니라 “동력”으로, “일시적인 동반자”
가 아니라 “공산주의사회까지 같이 가야 할 혁명동지”로 봐야하며 둘째, 주체사상의 가
르침대로 사람에 대한 판단은 성분과 가정환경 등 과거나 물질적 토대가 아니라 현재의
사상의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그 핵심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것이다.167)
이러한 내용은 인덕정치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인덕정치란 사람을 출신성분이나, 계급
적 처지, 과거 경력이 아니라 현재의 사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굳게 묶어세우”는 것으로 정의되었다.168)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광
폭정치와는 차별적이었다.169)
첫째, 당의 정치로서 규정되었던 광폭정치와 달리 인덕정치는 수령 김일성의 인격화된
‘덕성’이라는 점이 특히 강조되고 있었다. 인덕정치는 착취가 없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나 그것은 반드시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수령을 모셔야 실현될 수
있”으며 북한에는“숭고한 덕성을 지니신 진정한 인민의 수령”김일성이 존재하기 때문
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둘째, ‘민족’과 ‘가계’와 연결된 일종의 혈통적 특성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인덕정치
는 “조상 전래의 인정과 선량성, 미덕”일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할아버지대로부터 내려
오는 우리 가정의 철학”이라는 것이다.
셋째, 군중노선을 넘어 북한 정치 체제 전반을 구성하는 조직원리로의 확장 가능성을 암
시하고 있었다. 당과 혁명무력, 그리고 사회 전체가 동지적 사랑과 혁명적 의리로 일심단
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수령의 인덕정치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광폭정치와 인덕정치의 내용적 차이는 향후 양 담론의 변화발전의 경로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광폭정치의 경우는 복잡한 군중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내정치적 의미 보다는
앞서 살펴본 대남정책으로서의 민족주의적 담론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김정일의
통일 및 대남 정책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문건이라 할 수 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p. 251.
167) 김정일. ibid. pp. 248-251.
168) 김정일. ibid. p. 249.
169) 김정일, 1992년 4월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나가자.”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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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이를 잘 보여준다. 김정일은 “민족적량심을 가지
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상과 신앙을 가졌건 또 그가 자본가이건
군장성이건 집권상층에 있건 관계하지 않고 함께 손 잡고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애국, 애족, 애민의 광폭정치”로 규정했다.170) 물론 인덕정치를 광폭정치로 규정한 사례
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중노선과 관련된 제한된 의미에서 그러했다.171) 따라서 광
폭정치는 인덕정치와 같은 위상이라기보다는 보조적 개념으로서, 그리고 주로 대남 정책용
의 담론으로 활용되었다.172)
이에 반해 인덕정치는 김일성 사망 이후 당의 정치를 거쳐 김정일의 정치의 주요한 담론
으로 자리매김되었다.173) 따라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통해 김정일은 “차별없는 사랑
170) 김정일. 1997년 8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김
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361.
171)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 당의 인덕정치는 각
계각층의 인민들에게 차별없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는 폭넓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당의 인덕정치를 광폭정치라고 한다. 우리 당의 인덕정치는 매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는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다 우리 당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버리지 않고 교양개조하여 옳은 길로 이끌어주어 사회정치적생명
을 끝까지 빛내여나가도록 보살펴주고 있다.”(밑줄 –필자) 김정일. 1994년 11월 1일.“사회주의
는 과학이다.”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84.
172) 광폭정치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이후에도 일관된게 나타났다. 예컨대 광폭정치는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방도로서 “민족적 량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이
든 그와 단결하며 조국통일의 한 대오에서 손 잡고 나”가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김정일. 1998
년 4월 18일.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련석회의 5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12. 따라서 광폭정치가 국내정치용으로 언급될 때는 거의
대부분 인덕정치와 함께 언급되었다. 김정일. 2000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
군들과 한 담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할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 4; 김정일. 2003년 10월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어야
한다.”『김정일 선집』. 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 438.
173) 수령의 개인적 덕성이자 혈통적 특성의 발현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조직원리로
의 확장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아마 이러한 ‘계승’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논리상으로 수
령의 고유한 덕성으로 규정되는 한 수령의 후계자가 이를 잇는 것은 당연한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인덕정치를 처음으로 언급했던 김정일의 연설의 전체적인 기
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수령의 정치에 대한 찬사는 곧 자신의 정치에 대한 선전이기도 했
던 것이다. 김정일이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확고히 계승완성해나갈 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운 것이 김일성의 “가장 고귀한 업적”이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
의 업적을 하나도 덜지 말고 전면적으로 계승해나”갈 것을 주장한 것은 이를 명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었다. 김정일. 1992년 4월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경애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나가자.”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8.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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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믿음”속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버리지 않고 교양개조하여 옳은 길
로 이끌어주어 사회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빛내여나가도록 보살펴주”는 인덕정치, 광폭정치
를 약속하고 있었다.

3. 김정일식 부국강병론과 혁명적 경제전략

1) 김정일의 비전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 이후 북한의 모든 것은 수령의 장례와 관련된 분야들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움직임이 재개된 것은 10월 21일 제네바 합의를
통해 미국과의 극단적인 대립을 일단락 지은 직후였다. 합의문 발표 후 채 열흘이 지나지
않은 11월 1일 발표된 김정일의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그 포문을 여는 것이었
다.174)
북한은 유훈통치라는 이름으로 김일성의 정치가 지속될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지만 일
종의 취임사에 가까웠던 상기 논문은 김정일의 정치를 구성하는 몇 가지 ‘변화’를 담고
있었다.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해당 연설이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일방적인 설득
의 성격이 강했던 이전의 논문들과 달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권에 대한 지지와 신
뢰를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 ‘계승을 통한 발전’에 가까웠다. 혁명적 경제전략으로 상징되는 탈냉전에 대한
‘적응’이 지속 강화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것이었다. 해당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강조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와 ‘인덕정치’는 바로 그러한 의도를 상징했다.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론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
고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라는 매우 상식적인 정의가 아니라 정치사상
우선론에서 벗어나 사회정치적 생명의 요구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생명의 요구도 원만히
174) 김정일. 1994년 11월 1일.“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1998. 해당 논문은 <노동신문>과 『근로자』를 통해 동시에 공개되었음은 물론 이후
1995년 노동신문의 거의 모든 사설에 등장 할 정도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 또한 연설 직후
인 1994년 『근로자』 12호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사회주의
는 과학이다”를 깊이 학습하자>를 비롯하여 수편의 논문을 특집으로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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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키는 사회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이었다.175) 또한 이러한 물질적 풍요가 일종의
‘권리’로서 규정된 것 역시 새로운 변화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국가와 사
회의 주인인 것만큼 마땅히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176) 이러
한 표현은 혁명의 주체로서 인민대중이 갖추어야할 자격요건, 즉 사상적 각성에 초점을 맞
추어온 이전의 논의와 차별적이었다. 또한 비록 매우 간접적인 방식이긴 했지만 최고지도
자의 정책적 실패, 혹은 능력의 부족에 대한 인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부분 역시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사회주의정치지도자는 능력도 있어야 하
지만 무엇보다도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숭고한 덕성을 지녀야” 하며 “능력이 부족하
면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인덕이 없으면 인민을
배반하여 사회주의를 망하게 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은 어찌 보면 수령의
능력보다 인덕을 중시해야 한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177) 이는 언제나 수령의
‘무오류성’을 내세우던 기존의 논의와는 차별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우월성에 대한 담론 역시 ‘정권의 올바른 노선’보다는 “수령과 전사, 당과 인
민이 사랑과 믿음으로 결합”된 인덕정치의 구현이 보다 강조되었다.
이러한 김정일의 의지가 더욱 분명히 드러난 것은 1994년의 마지막 날에 행해진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였다. 여기서 김정일은‘조
선민족’과 ‘우리식 사회주의’를 ‘김일성민족’과‘사회주의 조국’으로 대체하며 전
형적인 민족주의 담론을 제시했다.178) 또한“혁명도 조국을 위한 것이며 당도 조국을 위해
있”다는 1995년 1월 18일자 노동신문 정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
여>는 이러한 김정일의 주장을 “부국강병”이라는 보다 분명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었다.
혁명적 경제전략은 바로 이러한 부국강병을 실현할 핵심적인 전략이었다. 따라서 이른바
‘유훈’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었다.179) 특히 고난의 행군으로 상징되는 극심한
175) 김정일. ibid. p. 466.
176) 김정일. ibid. p. 470.
177) 김정일. ibid. p. 479.
178) 김정일. 1994년 12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님
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1998. p. 492
179) 박남기. 1995.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근로자』
1호(평양: 근로자사).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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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의 지속은 안보우선주의를 완화한 혁명적 경제전략의 관철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따라서 고난의 행군론은 혁명적 경제전략과 밀접하게 결합되었다. “아무
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패배주의와 동요를 모르고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락관주의
정신이며 그 어떤 안락도 바람이 없이 간고분투해 나가는 불굴의 혁명정신”인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관철해나가자는 것이었다.180)

2) 혁명적 경제전략과 부국강병론

혁명적 경제전략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혁명적 경
제전략을 김정일에 의사에 반(反)하는, 다시 말해 수령의 유훈이라 어쩔 수 없이 지속된 것
으로 보는 견해들에 대한 검토이다. 물론 1974년부터 1985년경까지는 ‘김일성 김정일 이
중정권시대’였다면 1985년부터 1994년까지는 ‘김정일 김일성 이중정권시대’라고 봐야
한다는 황장엽(2001, 89)의 주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1980년대 이후 김정일이 실질적인 공동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181) 앞서 살펴
본 1980년대의 정책 변화도 그러한 예 중 하나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의 경제정책변화
와 관련된 김정일의 입장과 역할에 대해서는 몇몇 이견이 존재한다.
예컨대 오진용(2004)은 북한의 정책변화가 철저히 김정일의 견해에 반(反)하여 이루어졌다
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북한의 정책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10월 김일성의
방중 이후였다. 이후 북한은 김일성의 주도하에 중국식의 내부 개혁과 대외개방을 준비하
기 시작했으나 오직 김일성 이후의 권력 장악 문제와 ‘배신자’중국에 대한 거부감에 휩
싸여 있던 김정일은 핵개발과 사회주의노선의 지속을 통한 보수 강경책을 주장했다는 것
이다(오진용 2004, 363-410). 김일성과 김정일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김정일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지만 황장엽(1999)도 유사한 주장을 편 바
180) 정문산. 1996.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것은 올
해 우리 앞에 나서는 전투적 과업.” 『근로자』 3호(평양: 근로자사). p. 63.
181) 예컨대 신경완은 1980년대를 넘어서면 이미 모든 일은 김정일의 결심에 따라 진행됐고, 국
가의 중대사조차 김정일의 발기로 진행되는 일이 잦았으며 군대와 정권에 대한 통치권이 먼저
넘어갔다고 증언한다. 김일성의 역할은 외교와 ‘잘 안되는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이미 김일성
이 사망하기 4-5년 전에는 모든 권한을 완전히 승계했다는 것이다(정창현 1999, 194-198).

- 95 -

있다. 그에 따르면 김정일은 본질적으로 몇 백 만명이 굶어죽든 “인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고,”“당의 경제와 군대의 경제를 국가경제로부터 분리하여 자신
의 개인소유처럼 관리”하는 전형적인 독재자로서 경제의 실패를 전쟁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군사모험주의자였다(황장엽 1999, 287-288, 306-309).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에도 김정일과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당 조직부는 경제실무자들의 변화에
대한 제안을 패배주의로 비난하면서 ‘개혁·개방’에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인사들을 철
저히 탄압했다는 것이다(황장엽 1999, 231-232).
이와 전혀 상반되는 주장으로는 셀리그 해리슨(Harrison 2003, 74-88)이 대표적이다. 그에
따르면 변화에 대해 신중했던 것은 김정일이 아니라 김일성을 비롯한 혁명 1세대였다. 따
라서 김정일은 이들의 반발을 의식해 보다 명시적인 노선전환을 선언하지 못한 채 ‘비밀
스런 방식의 개혁’(reform by stealth)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또한 1992년 말부터 외국인투
자 관련법령을 대폭 신설 내지 정비하는 데 착수하며 대외경제 강화책의 일환으로 라진선
봉지유경제무역지대 설치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투자유치를 시도한
것이 김정일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찬행(2001 573-574) 역시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에 있다.
양자의 주장은 분명하긴 하나 주관적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
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내부의 정보가 일체 공개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추론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공개된 자료에 근거한 ‘맥락적 추측’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발언과 정책의 일관성이다. 혁명적 경
제전략으로의 변화는 앞서 살펴본 1980년대의 김정일의 정치의 분명한 ‘연속선’에 있다
는 것이다.182) 혁명적 경제전략의 핵심인 경공업과 농업, 그리고 대외무역의 강조는 1980년
대 이래 김정일의 인민생활향상정책의 근간이기도 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의 입장과 관련해서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자료들은 김정일의 1990
년 1월 1일, 1991년 1월 5일, 1992년 1월 1일, 1994년 1월 1일 담화 등이다.183) 전년에 대한
182) 이정철(2002, 159, 180, 243) 역시 1990년대 초 주체의 경제관리이론과 가격동학의 부상
등을 보다 강화된 김정일의 대응과 연결 짓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본격화를 알린 것이 바로
김정일의 1990년 연설 “재정은행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였다는 것이다. 김정일, 1990
년 9월 13일.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당사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전
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내이자.” 『김정일 선집 』 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183) 김정일. 1990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담화. “당사
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내이자.” 『김정일 선집 』 10권. 평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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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정책적 기조에 대한 의지를 밝힌 상기한 연설들은 비록 공식적
인 명칭이 부여되지는 않았으나 연설의 형식과 내용, 시기로 보았을 때 일종의 김정일 버
전의 신년사였다고 보인다.184) 특히 이러한 연설이 1990년에 시작되었다는 점은 해당 연설
의 등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90년은 냉전이 끝나고
진영의 비대칭적 해체라는 전혀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기 시작한 첫 번째 해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수많은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며 당과 국가를 이끌고 나
가야 할 사람은 바로 후계자 김정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한 연설들은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대한 김정일의 비전과 해결책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발전전략과 관련된 김정일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결론은 특정 시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앞서 살펴본 ‘인민생활향상’
을 위한 1980년대의 기조가 매우 분명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1990년 1
월 1일의 연설인 <당사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내이자>에서
김정일은 인민생활향상에 대한 강조를 넘어 “인민생활제일주의”를 주창하며 농업증산,
살림집문제 해결, 인민봉사사업 개선과 더불어 무엇보다 “중공업부문 공장, 기업소 건설
선로동당출판사. 1997.; 김정일. 1991년 1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김정일 선집』
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김정일. 1992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
군들과 한 담화.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김정일 선집』 12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김정일. 1994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들과 한 담화. “당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 혁명 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자.” 『김정일 선집 』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1993년 혁명적 경제전략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것으로 이야기되는 ‘정무원 책임제’의 원형이
나타난 것도 상기한 1990년 1월 1일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 앞
에서 한 담화인 “당사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내이자.” 에서였다.
여기서 김정일은 “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은 다 정무원에 집중시키고 정무원의 결심에 따라
처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사업과 관련한 원칙적 문제들은 다 정무원에서 보고하든
지 정무원을 통하여 보고하든지 하여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경제비서들도 경제사업은 다 정
무원에 집중시키는 방향에서 사업하여야 합니다.”라며 경제문제를 정무원에 일임할 것을 강력
히 주장했다. 김정일. 1990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담화. “당사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내이자.” 『김정일 선집 』 10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2-23
184) 물론 상기한 담화가 김일성의 그것과 달리 인민대중을 청자로 한 것이 아니라 당 중앙위원
회 책임일군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은 내용 분석에 있어 유의해서 봐야할 지점이다. 그러나
김일성에 비해 자료가 극히 적은 김정일의 정치와 관련하여 해당 자료들은 김정일이 정기적으
로 유사한 주제에 대해 언급한 거의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분석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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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부 조절하고서라도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 “인민생활문제를 결정적
으로 풀”것을 지시했다. 중공업에 대한 방침은 “이미 마련된 토대가 은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으며 그마저도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 복종시키는 방향에서 다시 검토”
할 것이 지시되었다. 또한 무역을 통한 외화벌이에 대한 강조 역시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돌릴 외화예비를 얻어내는 것”에 집중되었다.185)
또한 다음의 두 가지 부분은 변화의 의지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었다.
첫째, 속도와 균형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연설에서 김정일은 “생산장
성속도는 현실적 조건에 따라 높이 정할수도 있고 좀 낮게 정할수도 있”으니 속도를
“최대한 높이면서도 균형이 합리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하라며 균형을 강조했다.186) 프
레오브레진스키(E. Preobrahzhensky)에 의해 입론된 소련의 추결발전전략이 중공업 우선의
높은 속도론에 기반 한 불균형 발전론을 채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전통적
발전전략이었던 중공업 우선의 농업, 경공업 동시발전론 역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불균
형 발전론에 기반하고 있었다.187) 따라서 비록 시론적 차원에서 언급되었다 하더라도 균형
에 대한 강조는 일시적인 정책변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둘째, 수령의 교시에 대한 피드백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령의 유일적 영
도체계의 핵심은 무오류성과 절대성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수령의 교시는 그 어떤 이의의
대상도 될 수 없었다. 그러나 해당 연설에서 김정일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제시되는 경제과업들은 당의 권위와 관련되므로 어떻게 하나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아래에 되받아 넘기거나 무턱대고 내리먹이는 식으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 수령님
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제시되는 과업들 가운데는 당장 집행하기 아름찬 것도 있을 수
있고 집행하는 데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
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실정을 정확히 보고하고 결론을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라며
교시가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힌다.188) 이는 경제정책에 있어 정치우위의 원칙이
185) 김정일, 1990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담화. “당사
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내이자.” 『김정일 선집 』 10권. 평양: 조
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13-14, 21.
186) 김정일. ibid. pp. 17-19.
187) 속도와 균형과 관련된 북한 내부의 논쟁과 이론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이정철(2002, 63-78,
260-289)을 참조할 것.
188) 김정일. ibid.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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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합리성’의 영역이 보다 확장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었다.189)
이러한 기조는 김정일 1991년 1월 5일 연설에서는 물론이고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
핵화 선언의 채택이라는 중대한 변화 속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급증한 김정일의 1992년 1
월 1일 담화에서도 지속되었다.190) 또한 신년사에 해당하는 연설이 없었던 1993년의 경우
에도 김정일의 1993년 2월 17일 담화 등 여타의 연설에서 인민생활향상이라는 화두가 반
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191) 이러한 내용은 지난 10년 전부터 국내문제
는 김정일이 전담하고 있으며 자신은 외교문제를 맡고 있다는 1993년 10월 김일성의 발언
과도 일치한다(Quinones 2000, 240). 즉 1990년대 전반기에 있었던 일련의 경제정책의 변화
를 김정일과 분리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김정일은 매우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1980
년대부터 제기된 발전의 위기에 대한 도전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혁명적 경제전략은 그 연
속선에 있었던 것이다.192)

그렇다면 혁명적 전략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혁명적 경제전략이란 1993년
으로 종결된 제3차 7개년 계획 이후의 전략으로 제시된 것으로 향후 3년 동안을 완충기로
하고 이 기간에 농업제일주의，경공업제일주의，무역제일주의를 철저히 관철하는 동시에
인민경제의 선행부분으로 분류된 석탄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 금속공업을 발전시켜나
189) 효율성과 성장이라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이데올로기적 목표가 강조된 ‘주체경제노선’은 북한
경제정책의 정치우위 현상, 즉 ‘정치화된 경제’라는 테제를 잘 보여준다(김연철 2001, 313).
190) 김정일. 1991년 1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당사
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김정일 선집』 11권.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97. p. 26; 김정일. 1992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
화.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김정일 선집』 12권. 평양: 조
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259-260.
191) 김정일. 1993년 2월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사업과 경제사
업에 힘을 넣어 사회주의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
사. 1998. pp. 326-327.
192) 김정일과 김일성의 업무분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김정일의 1992년 11월 12일의 언급도
유의미하다. “수령님께서는 얼마 전에 우리 나라에 왔던 어느 나라 당대표단을 만나시였을 때
지금 자신께서는 고문노릇이나 하고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 사업을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다 맡아본다고 하시였습니다. 나는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잘하여
어떻게 하나 인민들에게 흰쌀밥을 먹이려고 합니다. [...] 얼마 전에 정무원에 식량공급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세울 데 대하여 과업을 주었는데 제때에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정일.
1992년 11월 1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당, 국가, 경제 사업
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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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전략을 의미했다.193) 이러한 전략은 갑작스럽다기보다는 1980년대 이후의 흐름의 분
명한 연장선에 있었다. 예컨대 1985년 중앙인민위원회 제7기 제1차 회의에서 제기된 대외
무역의 발전시킬 데 대한 방침과 경공업제일주의, 농사제일주의, 수산제일주의의 제기는
무역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농업제일주의로 구성된 혁명적 경제전략과 거의 유사한 것
이었다.194)
따라서 혁명적 경제전략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왜 북한에서 ‘혁명적’인 변화
로 평가되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온 정책들이 1993년
의 시점에서 ‘혁명적’인 정책으로 규정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는 비록 그 용어
는 유사하거나 동일했으나 그 내용과 의미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정책들의 내용
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변화의 의미를 살펴보자.195)
첫 번째 시기는 자립·자위노선의 전반적인 연성화가 시작된 1970년대이다. 이 시기는 식
량자급자족의 차원에서 농사제일주의가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비(非)적대적 자본주의 국가
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대외개방이 시도되었다. 구조적인 면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특별한
변화라고 보기 어려웠던 농사제일주의에 비해 대외개방은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변화였다. 예컨대 자본주의와의 무역증대는 물물교환 형식의 구상무역이 아닌 경화거래
방식의 일반무역의 비중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수출을 통한 외화의 획득이 중

193) 김일성. 1994년 1월 1일. “신년사.” 『김일성 저작집』 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94.
194) 김정일, 1986년 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당과 혁명
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 『김정일 선집』 8권. 평양: 조
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343-344; 각각의 용어는 그 이전으로 더욱 거슬러 올라간다. 먼저
농업제일주의는 ‘농사제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었던 용어였다.
김일성. 1978년 10월 5일 ~ 6일.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강원도당위원회 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3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1987. p. 461; 무역제일주의 역시 1970년대 중반부터 무역의 중요성, 신용제일주의 등
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다가 1988년에는 ‘수출제일주의’라는 용어로 나타난 바 있었다. 김일성.
1988년 1월 1일. 당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정무원사업을 개선하며
경제사업에서 5대과업을 틀어쥐고 나갈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41권 .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5. p.23; 또한 경공업에 대한 강조 역시 1982년부터 등장한 ‘경공업 혁명’이란 구
호에서 보듯 익숙한 것이었다. 김일성. 1983년 3월 10일. 화학공업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화학공업부문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37권. 평양: 조
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7.
195) 1970년대부터의 연성화의 연속선상에서 혁명적 경제전략을 파악하는 관점으로는 한호석
(1997)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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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은 당연했다.196)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수익성과 신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거래에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었다는 점이다. 아래와 같은 김일성의
지적은 이와 같은 북한의 고민을 잘 보여준다.

김일성이 1975년부터 신용제일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
고자 한 노력이었다.198). 그는 이례적으로 1979년과 1980년 신년사에서 신용제일주의를 연
속적으로 언급하며 첫째, 모든 부문에서 수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 보장할 것, 둘째, 수출
품의 포장과 질을 개선할 것, 셋째, 납입기일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199) 그러나
국제가격과 수익률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자본주의와의 거래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하에 꽉 짜여 진 북한의 생산체계의 접목은 쉽지 않았다.200) 결국 1970년대의
196) 예컨대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언급을 참조할 것. “인민경제계획을 세울 때 자금은 두 측면
에서 타산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국내자금과 외화를 다 같이 타산하여야 합니다. 지난 기
간 계획일군들이 자금문제해결에서 소극성을 범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3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화폐자금을 융통성있게 활용하면서 무역을 잘하면 외화를 더 많이 벌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년간 대외무역을 틀어쥐고 해보니 무역사업이 괜찮게 되여가고 있습니
다. 무역일군들이 이제 겨우 촌티를 벗기 시작하였는데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됩니다.[...] 사회
주의시장은 너무 좁습니다. [...] 수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지정하여놓고 수출품생산을 늘이
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더 많은 상품을 대외시장에 내다팔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
성. 1974년 7월 10일. 계획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제2차 7개년 계획작성방향에 대하
여.” 『김일성 저작집』 2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316-317, 355.
197) 김일성. 1973년 11월 19일. “제2차재일동포상공인조국방문단과 한 담화.” 『김일성 저작집』
2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594.
198) 김일성. 1975년 5월 5일. “총련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킬데 대하여” 『김일
성 저작집』 3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296.
199) 김일성. 1989년 1월 1일. “신년사.” 『김일성 저작집』 3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4. 김일성. 1980년 1월 1일. “신년사.” 『김일성 저작집』 3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7.
200) 수출용 생산을 계획내로 포괄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대외무
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계획규율을 엄격히 세우고 모든 부문에서 수출품생산을 계획대로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수출품을 계획대로 생산보장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인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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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대외개방의 시도는 북한을 채무불이행 국가로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갔다.
두 번째 시기는 1980년 6차 당대회를 통해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으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인
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농업과 무역에 대
한 강조와 더불어 경공업에 대한 강조가 결합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러한 전환에서 김정
일이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특히 북한은 1987년 3차 7개년
계획의 첫 3년 간에는 10대 전망목표보다도 경공업에 선차성을 두도록 결정한데 이어 1989
년 6월 당중앙위 제6기 16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경공업 혁명방침을 관철하여 인민소비
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1989년을 경공
업의 해로 지정하고 1989년부터 1991년까지「경공업발전 3개년계획」을 추진했다.201) 그러
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투자 우선순위의 변화가 아닌 대중 동원을 통한 증산운동에 가
까운 것이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공업 혁명의 과제는 ‘국가’가 아닌 ‘인
민’에게로 돌려졌다.
세 번째 시기가 바로 혁명적 경제전략의 시기이다. 혁명적 경제전략이 이전의 정책들과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비록 완충기 3년이라는 전제조건이 붙긴 했지만 중공업 우선의 농
업, 경공업 동시발전전략의 수립 이후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던 국가 투자 우선순위의 조
정을 시도했다는 점이었다. 물론 중공업 중에서도 선차성을 가려 몇몇 대상에만 집중하라
는 1985년의 문제의식이나202) 1990년 무렵부터 등장한 ‘선행부문론,’203) 그리고 앞서 살
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세워야 합니다,” 김일성. 1979년 12월 1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 인민경제의 계획규율을 강화하
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34권. 평양: 조
선로동당출판사. 1987. p. 478.
201) 10대 전망목표란 김일성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한 1980년대 사회주의 경제건설
의 핵심적 목표로 “한해에 1,0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 1억 2,000만톤의 석탄, 1,500만톤의 강
철, 150만톤의 유색금속, 2,000만톤의 세멘트, 700만톤의 화학비료, 15억메터의 천, 500만톤
의 수산물, 1,5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며 앞으로 10년동안에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사회과학출판사 편. 1985. ｢경제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0년
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 항목.
202)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면서 큰 대상건설에
만 힘을 넣고 경공업혁명에 힘은 넣지 않으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빨리 높일 수 없
고 근로자들의 생산의욕도 높일 수 없습니다.” 김일성. 1985년 11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정치국회의에서 한 연설. “련합기업소를 조직하며 정무원의 사업 체계와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3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p. 24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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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김정일의 1990년의 지침 등 변화의 조짐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일시적인 조정으로서
가 아니라 구조적 차원의 우선순위 전환이 시도된 것은 어디까지 혁명적 경제전략을 통해
서였다. 혁명적 경제전략은 “나라의 경제구조를 중공업 위주의 경제로부터 농업과 경공업
위주의 경제로 개조하며 대외무역에서 방향 전환을 할 데 대한” 전략이라는 것이다.204)
이러한 논리는 “이미 사회주의 자립적중공업의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었으니 이제 “그
것을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게” 해야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었다.205) 또한 경제연구에 실린 다음의 논문에서는 혁명적 경제전략이
생산수단과 소비재생산의 우선순위의 변경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강력한 중공업토대가 마련된 조건에서는 소비재생산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 경제발
전의 필수적 요구”이며 이것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적들의 온갖 도전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면서 전반적 경제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할 수 있”는 방도라는 것이다.207) 또한 선행부문과 중공업에

203) 1990년 최초에 등장할 때는 전력, 석탄, 철도수송의 세 분야만 해당되었으나 1991년부터 금
속공업이 추가된다. 김일성. 1990년 4월 4일. 경제학자들과 한 담화.“사회주의경제의 본성에
맞게 경제관리를 잘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4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288; 김일성. 1991년 1월 1일. “신년사.” 『김일성 저작집』 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4.
204) 한대성. 1995.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금속공업부문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는 것은 인민생
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담보.” 『경제연구』 2호(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 10.
205) 김윤혁. 1994.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로 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략
적 방침.” 『근로자』 1호(평양: 근로자사). pp. 52-53.
206) 리기성. 199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
기와 우리당의 혁명적 경제전략.” 『경제연구』 1호(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 3.
207) 이기성. ibid.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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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조 역시 이러한 목적에 종속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경제연구에 실린 한대성의
논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208) 그에 따르면 “인민경제선행부문에서 혁명적 앙양을 일으키
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농업과 경공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며
중공업이 중요한 이유는 “경공업과 농업에 생산수단을 생산보장하는 부문”이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앞서 살펴본 1980년대의 경공업 제일주의가 중공업 우선론의 지속
속에 인민들의 노력증산과 사상 각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과는 다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1989년 제13차 청년학생축전이 끝난 직후에 행해진 다음과 같은 김일
성의 발언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09)

또한 자립경제에 대한 북한의 관점 변화 역시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었다. 북한은 경제적
고립 이후 더욱 심각해진 전력난을 극복하고자 전력산업을 4대 선행 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특히 발전소 건설은 이를 타개할 핵심적인 문제로서 경제와 관련
된 김일성의 거의 모든 연설에 등장할 정도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어떤 발전소를 건
설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이 1992년 원자력 발전소 건립안에서 1993년 수력발전소 건립안
으로, 그리고 1994년에는 원유를 활용한 화력발전방식으로 변모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정치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이 자립적 경제노선의 핵심 고리로서 매우

208) 한대성. 1995.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금속공업부문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는 것은 인민생
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담보.”『경제연구』2호(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p.10-12.
209) 김일성. 1989년 7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제8기 제27차 회의에서 한
연설.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자.” 『김일성 저작집』 42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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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김일성의
발언을 살펴보자.

경제적인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원유 발전소를 일체 배제하고 모든 화력발전소를 자체
생산이 가능한 석탄 발전소로 만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정치적 의미 때문이었다(한호석
1995). 핵심 산업에 대한 외국의존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잃고 ‘녹아날 수’ 있는 첩경으
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게 원료를 100%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유
발전소의 건설은 경제적,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인’ 문제였다. 따라서
“전력문제를 빨리 푸는 길은 중유발전소를 건설하는 길밖에 없”으며 필요한 원유는
“돈을 주고 사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보장할 대책을 세”우면 된다는 입장은 중요한 정
치적 변화였다.211)
210) 김일성. 1993년 12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당
면한 사회주의경제건설방향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276-277.
211) 김일성. 1994년 7월 6일.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결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
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p.
475-476. 이전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하의 연설을 참고할 것.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하
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만 건설해서는 전력문제를 원만히 풀 수 없
습니다. 전력문제를 전망성있게 풀려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전에 쏘련에서 원자력발전소설비를 들여올것으로 예견하였는데 쏘련이 붕괴되고 로씨야에서

- 105 -

이러한 측면에서 1994년 이후 혁명적 경제전략의 등장은 적어도 북한에게 있어서는 분명
한 ‘변화’를 의미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김정일은 “혁명적경제전략을 철
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
키기 위해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며 정책 수행
에 앞장서고 있었다.212)

4. 남방정책의 등장과 제네바 합의

냉전의 비대칭적 해소의 과정은 북한에게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 상대적으로 강력
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한 남한의 북방정책 역시 부담감을 더했다. 동유럽의 형제국가들은
물론이고 북한의 안보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소련이라는 강력한 동맹국
들이 남한과 수교를 검토하고 북한에게 교차승인을 압박하는 상황은 교차승인을 분단고착
화로 규정해온 북한의 이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213) 이러한 상황은 사회주의권
의 집단적 이행과 맞물리며 더욱 큰 위기로 다가왔다.
따라서 북한 역시 자의에 의한 것이건 외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건 냉전기의 입장에서
벗어나 교차승인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1990년 9월 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1991년

원자력발전소설비를 들여올 가망이 없게 된 조건에서 다른 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설비를 들여
와야 합니다.” 김일성. 1992년 12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련
합회의에서 한 연설. “현시기 정무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18;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 긴장한 전력문제를 쉽게 해결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자면 적어도 6년이나 10년은 걸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전력문제를
풀지 않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금강산발전소를 비롯하여 지금 하고 있는 발전소건설
을 다그쳐 빨리 완공함으로써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1993년
12월 8일. “당면한 사회주의경제건설방향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
원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성 저작집』 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83.
212) 김정일. 1994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혁명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자.”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393-394.
213) 1991년 8월 알바니아와의 수교를 통해 남한은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
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7개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완료했고 1990년 10월에는 소련과 1992
년 8월에는 중국과 그리고 1992년 12월에는 베트남과 수교함으로써 대부분의 과거 적성국들
과 수교를 완료하게 되었다. 외무부(1992)(편), 『외교백서』, 외무부,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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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회담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도출해 내는 과정
에서 나타난 가장 큰 입장 변화였던 유엔 동시가입 승인은 그 중요한 신호탄이었다.214)
이러한 변화는 교차승인의 대상인 미국, 일본에 대한 동시 접근으로 이어졌다(안경모
2007, 44-45). 김일성은 1992년 김일성의 워싱턴타임스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랭전의
종식과 함께 조미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개선할 데 대한 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된 것
은 응당한 일”이라며 “평양에 미국대사관을 개설할 가능성” 역시 “앞으로 조미관계가
어떻게 개선되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답하며 입장변화를 분명히 했다.215) 이
는 1994년까지도 이어졌다. “미국으로부터 그 어떤 혜택을 바라고 관계를 개선하자고 하
는 것이 아니라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자 한다는 것이다.216)
대일정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1988년만 해도 북한은 과거사죄를 포함한 북한의 요구조건
을 수용함과 동시에 관계개선을 위해 조건 없이 모든 형태의 대화에 응한다는 쪽으로 입
장을 정리한 일본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차승인을 노린 간교한 술책”
으로 규정하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었다.217) 그러나 1990년 10월 27일 조선로동당, 자민
당, 사회당 간의 제2차 3당 회담을 통해 북한은‘두개 조선’에 반대한다는 명분하에 지속
되었던 일본과의 국교수립 반대의 입장이 변경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김용순의 설명에 따
르면 이는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변화했으며 일본 내에 국교수립 전에는 보상이 불가
하다는 여론의 존재하기 때문이었다(신정화 2004, 224-225).218)
그러나 이러한 탈급진적 변화들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핵 문제로 환원되었
다. 이른바 1차 북핵위기가 그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탈냉전의 여파는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격렬한 충돌로 이어졌다. 당시

214) 북한이 협상에 임하는 초기부터 이와 같은 입장변화를 표명했던 것은 아니다. 1991년 6차
회담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도출해 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역
동적인 변화의 과정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임동원(1997)을 참고할 것.
215) 1992년 4월 12일, “미국 <워싱톤타임스>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조선중앙연
감> 93년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로작>편
216) 1994년 4월 16일, “미국 <워싱톤타임스>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조선중앙연
감> 95년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로작>편
217) <노동신문> 1988.7.27
218) 여기서 국제정세의 변화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1990년 6월 한소수교정상회담의 결과, 9
월 30일 유엔본부에서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과 최호중 외무장관이 '한 ·소 수교 공동성명서'
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진 한소수교였다는 점은 의심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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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이 협상용 카드였는지 아니면 실제 군사적 용도였는지, 그것도 아니면 둘 다
였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219) 그 의도가 어찌되었건 1994년 여름, 위기는 정점을 향하
고 있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소련과 동구의 몰락을
목격한 북한 역시 무장해제는 곧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따라서 양국의
의지가 수렴하는 유일한 선택지는 ‘전쟁’으로 보였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로 초래될 핵
확산이라는 “재앙적 현실”을 수용하느니 전쟁을 감당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굳혀가
고 있었으며 미국과 IAEA의 압력을 정권교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여겼던 북한 역시 앉아
서 무장해제를 당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이다(Oberdorfer 2008, 465, 475).
1994년 10월 21일에 체결된 제네바 기본합의문은 이러한 위기의 극적인 분수령이었다.
북한은 기존 핵시설의 가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핵사찰을 수용하며 폐연료봉을 포기하
는 대신, 이를 대체할 경수로 발전소를 제공받고 완공 전까지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공급
받는 것과 더불어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들과 핵위협중단 보장 등의 약속을 얻어냈
다. 비록 미래의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선전하는 것처럼 “완벽한 외교적
승리”는 아니었을 지라도 북한의 입장에서 제네바 합의가 상당한 성과였음은 분명했
다.220) 그 핵심적 의의는 아래와 같다(임수호 2007, 206).
첫째, 냉전의 비대칭적 해소로 인한 가장 큰 안보위협의 근원이었던 미국으로부터 핵 불
사용 및 불위협 약속을 문서로 보장받는 동시에 탈냉전의 비대칭성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
적인 고리인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열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이 얻은 경제적 이득 역시 결코 적지 않았다. 1996년부터 북한이 공급받기로
한 중유 50만톤은 2000년 기준 북한의 전체 원유 수입량(61만톤)에 맞먹는 양이었다. 또한
2003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던 2기의 1000MWe의 현대식 경수로가 90%이상의 가동율을 보인
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은 160억Kwh로서 이는 2000년 기준 북한의
전체 전력량의 80%에 해당하는 동시에 북한의 전체 전력부족량 156Kwh를 상회하는 양으
로서 당시 전력난을 일소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219) 관련한 논쟁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로는 임수호(2007)의 3장을 볼 것.
220) 북한은 북미간 기본합의문 채택과 관련, 한민전 중앙위의지지 성명(10.29), 조총련 중앙상
임위의 김정일에 대한 편지(10.30)와 함께 “재외 친북단체”들의 지지 성명 등을 연일 발표하며,
이를 “김정일의 현명한 영도의 승리”로 선전했다. 통일부. 주간동향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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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제네바 합의는 탈냉전과 함께 등장한 북한의 탈급진적 공존전략의 핵심적 요
구를 정확히 담고 있었으며 실제 북한 내부에 탈급진적 비전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될 때의 이야기였다. 결과적으
로 제네바 합의의 이행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유훈통치와
고난의 행군 기간은 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둘러싼 내부적 이견을 불러 일으켰다.221) 이
러한 측면에서 제네바 합의 체제 하의 유훈통치 기간은 북한의 탈급진화와 급진화의 내부
적 진동이 지속되었던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진동의 귀결은 급진화로
나타난 선군노선이었다.

221) 다음과 같은 문구는 북한 내부의 이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원자력을 바라보는 일
부의 허망한 기대를 볼 살라버리고 철저한 자력갱생만이 광명의 길이라는 진리의 확인으로 온
나라를 다시금 불러일으킨 힘찬 력사의 순간들” “위인열정" <노동신문> 19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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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계승의 위기와 북한식 급진주의의 재구축: 선군노선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탈냉전과 함께 1990년대 초반 더욱 강화되었던 탈
급진적 모색은 김일성 사망 이후 정치적 계승의 과정에서 발생한 권위의 위기와 중첩되며
일련의 내부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의 사례와 같이 맑스레닌주의의 재해석을 통해 탈급
진화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맑스레닌주의와의 차별화를 통한 북한식 급진주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간의 관계 설정과 관련
한 독창성과 계승성의 논쟁이 이에 해당했다. 앞서 살펴본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순수이데
올로기로서 맑스레닌주의의 영향력은 탈냉전기에도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
원에서 유훈통치 시기는 일종의 과도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북한의 정책과 담론은 탈급진적 모색과 급진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었다. 제
네바 합의체제와 혁명적 경제전략이 지속되는 가운데 군에 대한 강조가 점차 강화되고 붉
은기 담론이 등장하는 등 보수적 체제수호 전략과 담론들 역시 병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도기의 대응만으로 체제의 생존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유훈통
치의 마지막 해였던 1997년의 위기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결국 1997년을 기점으
로 탈급진적 모색은 종식되고 김정일 정권의 비전과 기조는 북한식 급진주의를 재강화하
는 쪽으로 총결되었다. 선군노선의 등장이 그것이다. 이는 군사주의의 강화를 통해 체제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혁명성의 강화를 통해 카리스마적 권위를 재구축함으로써 권위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기조 하에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독창성을 강조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의 유물론에
기반 한 개혁개방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사회주의 완전승리론을 대체한 사회주의 강
성대국론을 통해 국가발전의 비전과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 차원의 급
진주의의 정립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 정책적 변화를 수반했다. 국방위원회 체제의
등장과 내각책임제를 통한 정경분리가 조직적 차원의 변화였다면, 혁명적 경제전략의 폐기
와 중공업 우선의 자립적 민족경제론의 재강화, 국방공업우선론의 채택은 정책적 차원의
변화를 의미했다. 이는 1960년대 이래 형성되어온 북한식 급진주의가“선행한 로동자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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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군사정치사상과 사회주의정치방식의 한계성”을 극복한 “참다운 사회주의정치방식”
으로 규정된 선군노선으로 재구축되었음을 의미했다.222) 즉 탈급진화의 가능성을 함께 내
포하고 있었던 계급에서 인민으로의 변화는 다시 인민으로부터 ‘군(軍)과 인민’으로의
변화로 귀결되면서 급진화로 나타났던 것이다.223)
이후 선군노선은 선군경제노선, 선군사상 등의 형태로 더욱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되어 나
갔다. 요컨대 <부정(negation)>, <대안적 비전(visionary)>, <행동주의(activism)>라는 터커의
급진주의 개념에서 볼 때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로 재편된 제국질서에 대한 부정과,224) 사
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 대안적 비전, 그리고 이를 실현할 선군정치라는 행동주의를 갖춘
선군노선은 김정일 시대의 정치를 규정하는 북한식 급진주의의 재구축의 결과였다.

제1절 고난의 행군과 계승의 위기
1. 유훈통치의 의미와 한계
김일성의 ‘갑작스런’ 죽음은 김정일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게 했다. 유훈통치
가 바로 그것이었다. 사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사회주의 진영에서 카리스마적 권위의 계승
에 성공한 첫 번째 계승자인 스탈린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김정일의 계승방식
이 스탈린의 후계자로서의 흐루시초프가 아니라 레닌의 후계자로서의 스탈린의 모습과 매
우 유사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스탈린은 특히 1930년대 이후 자신에 대한 우상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했으나 결코 레닌을 넘어서려하지 않았다. 스탈린은 레닌이라는 망토를 두
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Service 2005, 619).225)
222) 김철우. 2000.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pp. 10-12.
223) 선군정치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노농동맹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설정했던 기존 맑스레
닌주의의 계급투쟁론을 벗어나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이자 기둥, 핵심으로 내세우고 군대와 민
중을 혁명의 2대력량으로 설정한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정치”라는 것이다. 김철우. 2000. 『김정
일 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pp. 26-36.
224) 김정일 정권의 반제자주노선을 북한의 국제관계론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한 연구로는 우승지
(2008)를 참조할 것.
225) 이 밖에도 후계자이자 독재자로서 스탈린과 김정일의 유사점은 많다. 둘 다 측근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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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에게도 김일성의 신화화된 권위가 정권의 정당성의 핵심적인 자원이었음은 재론
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 이후 북한의 모든 것은 수령의 권
위와 기억을 영구화함과 동시에 선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후계자에 대한 충성심과 일체
화시키는데 집중되었다. 김정일이 군의 충성을 다짐 받은 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김일성의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김정일은 조선인민군의 충성심을 재확인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히 ‘수령의 당부’를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김정일은 “인
민군지휘성원들이 수령님의 교시를 육성으로 들으면 더 힘을 내고 신심을 굳게 가질 것”
이라며 인민무력부 회의실에서 군의 지휘부를 모아놓고 동년 4월 25일 김일성에 의해 행
해진 조선인민군창건일 기념연설을 재청취하게 했다. 해당 연설에는 군 지휘부에게 일일이
친필 휘호가 들어간 이른바 ‘백두산 권총’을 수여하며 “이 권총으로 경애하는 최고사
령관 김정일동지를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할 것
을 바란다”는 김일성의 육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설을 함께 들은 김정일은 “앞으로 인
민군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고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사업을 지향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는 전대수령, 당, 후대수령을 하나의 대상으로 동일시
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수령님의 유훈대로 인민군대는 당의 군대, 수령
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 되어야한다”는 것이다.226)
국가사회주의체제하에서 후계자의 비전은 전임자의 장례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
이었다(와다 하루키 2002, 250-251). 그러나 김일성의 장례식은 물론이고 그것이 종료된 이
후에도 계승은 유보되었다. 김정일은 “공산주의자들은 관직은 어떻든 혁명만 하면 ”된다
며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 한 맹세와 서거하신 다음에 하는 맹세가 달라서는 안되며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킬 것을 다짐받을 뿐이었다.227)
이후 북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당의 기본구호
해 연회를 자주 열었으며 음주를 강제하며 속을 떠봤다. 그리고 올빼미처럼 밤에도 일했고 영
화를 좋아했다(Service 2005, 880-884). 김정일이 스탈린을 모방한 것인지, 단순한 우연의 일
치인지 아니면 그들이 체제적 특성의 유사성, 혹은 그들이 처한 위치와 구조가 그렇게 만든
것인지는 흥미로운 지점이다.
226)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6. pp.176-181.
227) 김정일. 1994년 10월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님
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1998. p.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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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새로 제정하여 평양과 도, 시, 군소재지들에 있는 모든 축원탑과 각종 회의실에 있던
기존 구호들을 대체하게 했으며 묘향산, 금강산 등 곳곳에도 새겼다.228) 또한 1995년에는
김일성 사망 1주기를 맞아 7월 초부터 상기한 구호와 함께 김일성의 사진 특집이 연일 게
재되었고 7월 17일부터는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제목 아래 김일성
과 김정일의 사진특집이, 그리고 23일부터는 같은 제목으로 부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특집으로 게시되었다(와다 하루키 2000, 257).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후계자는 수령을
닮으며 수령은 후계자의 모습으로 환생한다”는 수령환생론까지 등장한 것은 적어도 당시
북한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229) 김정일의 의도는 매우 명확해 보였다.

그러나 선대 수령에 의존하는 이러한 방식은 카리스마의 급격한 일상화와 이로 인한 권
위의 공백을 일시적으로 늦춰놓을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새로운 권위를 축적할 수는 없
었다. 수령의 후계자의 제1덕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었지만 카리스마적 리더로서
수령의 자격은 어디까지나 그에 걸맞는 ‘자질’과 그것을 증명할 ‘기적’이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화화된 김일성의 업적은 김정일에게는 양날의 칼이었다(와다 하루
키 2002, 245-246). 선대 수령의 지위를 계승하기에 후계자 김정일의 업적은 여전히 충분하
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김일성의 사망으로 새로운 수령이 된 김정일은 선대 수령인 김일성처럼 카리스마
적 권위를 재창출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그러한 도전은 199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탈
냉전에 대한 일종의 ‘적응’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핵심은 혁명적 경제전략에
있었다. 하지만 김정일의 현실은 비록 일시적이나마 강력한 동맹체제 속에 국방과 경제의
딜레마를 벗어남과 동시에 ‘형제국’들의 대대적 원조에 기대어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던 ‘역사적 행운’을 누린 1950년대 후반의 김일성의 그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
었다.230)

228)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6. pp. 95-100.
229) <노동신문> 1996.3.19.
230) 정전체제 수립 이후 1950년대 김일성의 발전전략을 경제우선주의로 규정한 주장에 대해서는
서동만(2005, 843-834)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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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난의 행군과 권위의 위기
새로운 수령으로서 첫 번째 해였던 1995년은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
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여나가”라
는 김일성의 유훈의 실현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처참한 실패에 가까웠다.231) ‘인민생활향
상’의 기치를 내걸고 시작된 홀로선 김정일의 도전은 역설적이게도 ‘인민생활파탄’으
로 귀결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 5-1> 북한 배급제의 상대적 안정성 지수

출처: 이석(2004, 42)232)

당해 여름의 기록적인 폭우와 이로 인한 대규모의 수해는 이미 1994년부터 악화되기 시
작한 북한의 식량난을 급속히 심화시켰다. 기근 자체를 비밀에 부치는 경우가 흔했던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즉각적인 대외구호를 호소한 북한의 이례적인 대
231) 신년공동사설 <노동신문> 1995년 1월 1일
232) 상기 그림은 나름의 방식으로 식량공급량의 감소가 실제 주민들의 식량소비에 미친 영향을
지수화한 결과이다. 해당 지수의 도출방식에 대해서는 이석(2004, 38-41)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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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었다(와다 하루키 2002, 282). 그러나 현재 무정부 상태
를 방불케 하는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신의주 학생사건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봉기’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김정일의 우려처럼 국가의 실패는 지속되었
다.233) <그림 5-1>은 당시 식량난이 유훈통치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음을 잘 보여
준다.
결국 당 창건 50주년과 함께 성대하게 맞이하려 했던 1995년은 전후복구 이래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대규모의 기근이 발생한 첫 해로 기록되었다. 비록 폐쇄체제이기는 했지만 인
민들과는 달리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처지를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
던 권력층 내부의 경우 불안감은 더 했을 것이다. 1995년 말부터 과거의 수령인 김일성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강조하는 담론들이 두드러진 것은 이러한 실패가 반영된 결과였다.
10월 2일에 발표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 12월 25일에 발표
된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등 김정일의 담화문들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234) 김정일은 이를 통해 최고의 혁명선배로서 수령에 대한 존대와 정
권에 대한 충성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과 의리’라는 도덕적 당위로 정의하
며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구호를 통해 인내를 강조
했다.235)
유훈통치 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김정일의 고민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원래 김
정일은 김일성의 사망 100일 시점에서도“수령님의 령군 앞에서 인민들이 목 놓아울던 비
분이 아직도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당과 국가 지도기관을 새로 선거하고 만세를 부
르는 것은 전사의 도리가 아”니라며 김일성이 활동한 마지막 해인 1994년을 “애도하는
해”로 해야 한다는 정도의 언급에 그치고 있었다.236) 전통에 따라 3년 상이 종료되는 시
233) 김정일.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연설문.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상태가 되고 있다.”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234) 김정일, 1995년 10월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조선로동당은 위
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김정
일, 1995년 10월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담화.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
사. 2000
235) 김정일, 1996년 1월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오늘을 위한 오
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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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었던 1996년에는 3년 상을 햇수로 따져 당해 7월 8일이 탈상일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 인민들에게 전통적인 풍속을 운운하면서 수령님과의 그 무슨 영결의 계선을 그어
놓으려”는 시도를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도덕적 량심”에 어긋나는 일로 비판하며 해수
가 아닌 만으로 따질 것을 지시했다.237) 이러한 언급이 분명히 시사하는 것은 해당 시점까
지도 김정일이 유훈통치의 종료시점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았었다는 것이었다. 즉
탈상을 기준으로 하면 만 3년, 김정일 정권의 출범을 기준으로 하면 만 4년간이나 이어진
유훈통치는 현실의 실패와 권위의 위기 속에 ‘단계적’으로 연장된 결과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실패의 지속’은 정권의 권위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리스마적 권위는 그의 능력에 대한 끊임없는 증명을 요하며 이러한
입증에 실패했을 때는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transitory phenomenon)의 속성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이다(Weber 1978, 241-242, 246). ‘붉은기 철학,’ ‘혁명적 군인 정신’ 등
유훈통치 시기에 등장한 이데올로기적인 보수화 담론들이 인덕정치, 광폭정치와 조선민족
제일주의 등의 통합의 담론과 동시에 강조되는 역설적 상황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에 의존하지 않고는 지탱하기 어려운 정권의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었다.

제2절 과도기의 대응: 군, 청년, 그리고 수령결사옹위론
정치적 계승과 동시에 급격히 악화된 경제난 속에 정당성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1996
년 하반기부터 일련의 체제수호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혁명적 군인정신론과 붉은기
사상 등이 그것이다. 본질적으로 두 개의 담론은 수령결사옹위론이라는 하나의 구호로 연
236) 김정일. 1994년 10월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님
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1998. pp. 425-426. 또한 1995년 초에는 내부적으로 연습되고 있던 북한의 김정
일의 총비서 취임 축하노래가 공개되기도 하였다. <산케이 신문> 1995년 4월 2일. 민족통일연
구원 통일정세분석 1995-06. 재인용. 축하의 노래 1절의 가사는 다음과 같았다. “7천만 우리
동포, 마음을 합해서 오늘에 이 감격을 노래하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 노동당 총비
서 추대를 받았다. 즐겁다 축하하세, 민족의 대경사, 축하합시다.”
237) 김정일. 1996년 2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 김
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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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동원전략과 함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청년과 세
대의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1. 군을 통한 계승과 혁명적 군인정신

유훈통치 시기 군과 관련된 정책을 포괄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호는 단연 “혁명적 군인
정신”이었다. 또한 혁명적 군인정신은 단순히 군과 관련된 담론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포
괄하는 김정일 정치의 핵심 구호이기도 했다. 그러나 적어도 유훈통치 시기에 혁명적 군인
정신론은 외부의 위협에 대항한 정규군으로서 군을 강조하는 논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군
에 대한 강조는 대외적인 것이기 보다 대내용에 가까웠다. 와다 하루키(2002, 317)의 표현
처럼 ‘선군’(先軍)이라는 단어가 주는 선입견과 달리 실제 초기 선군정치는 오히려 “군
대의 비(非)군사화”현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혁명적 군인정신을 통한 캠페
인은 군 자체를 재혁명화하고 이를 통해 다시 사회를 혁명화하는 이데올로기 운동에 가까
운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동원은 사회를 지탱하는 물적 토대로서 군의 ‘활
용’과 병행되었다. ‘경제건설자’로서의 군의 역할이 강조된 것이 그것이다.

1) 군을 ‘통한’ 계승의 의미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변화, 그리고 북핵 위기와 김일성의 사망 등 연이은 극적인 사건
들 속에 1990년대 초반 북한의 국내정치와 관련하여 한 가지 간과되어 온 것은 20년에 가
까운 후계체제가 마무리되고 공식적인 정권 승계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실제 북한
은 1990년대에 들어섬과 동시에 자신들 나름의 계획에 맞춰 승계의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
었다. 그 시작은 ‘군(軍)’이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72년 ‘유일한’후계자로 지목된 이후 김정일은 철저히 ‘당’을
통해 성장해 왔다. 당-국가 체제의 속성상 당의 장악은 정부와 군대를 비롯한 국가 전반을
장악하는 중심고리였기 때문이다. 권력의 가장 핵심적인 물리적 기반인 군에 대한 장악 과
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1974년 하반기부터 유일사상체계 확립이라는 대의명분하에 행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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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과 세대교체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미 1979년부터 김정일이 군과
관련된 모든 보고를 자신이 미리 선별하여 중요한 업무들을 제외하고는 전권(全權)처리했
다는 전(前) 북한군 상좌 최주활의 증언이나 군대 내에 유일지도체계가 확립되면서 ‘못
한 개 옮기는 것도 지도자 동지의 결심이 없으면 못하는’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전직 노
동당 부부장 출신 신경완의 증언은 이와 같은 통제가 매우 실질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정창현 2007, 197-202).238)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군 ‘외부’에서 군을 통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이었다. 비록 후계
자이긴 했지만 당 중앙위 정치위원이자 비서였던 김정일은 당의 지도자였지 군의 지도자
는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은 군에 대한 후계자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그것은 당과 군의 연결고리인 당내의 군사관련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통한 보다 직접적인 군사적 지휘의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1980년 6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일을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으로 추대함으로써 제도적 준비를 마친 김일성은 ‘정주
년’의 중대한 행사들이 마무리된 직후인 1982년 6월 12일 당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이러
한 의도를 구체화했다. 다음과 같은 북한의 공식적인 설명은 해당 조치의 의도가 무엇이었
는지 잘 보여준다.

238) 김정일의 군 내 후계체제 구축작업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부주석 김동
규는 1976년 6월 초 당정치위원회 ‘간부사업 지도서’를 토의할 때 김정일의 차기 체제 구축의
기본인 간부사업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김정일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며 당의 규율과 질서를 무
시한 점， ‘노쇠’라는 딱지를 붙여 오랜 투쟁으로 사업경험을 체득한 노간부들을 제거하고 세
련도 경험도 없는 사람들로 당간부진영을 청년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김동규의 의견
에 당검열위원장인 지경수 상장， 지병학 무력부 부부장， 리용무 총정치국장， 장정환 무력
부 대외사업 담당 부부장 등의 군지도자들도 동조했다. 이들은 김정일로의 후계자 결정과정을
지지했던 인물이었지만 김정일이 자기들에게 ‘노쇠’라는 딱지를 붙여 물러나게 할 것을 우려했
던 것이다. 회의가 끝난 뒤 김동규, 리용무, 류장식, 지경수는 하나씩 보위부에 감금돼 사상검
토를 받기 시작했다. 지경수는 사상검토에 시달리다 고혈압으로 쓰러졌고 지병학도 1977년 초
고혈압으로 사망했으며 리용무와 장정환은 2년 동안 감금되었다가 자강도 산골로 축출됐다(이
대근 2003, 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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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를 통해 군과 무관한 당 조직을 통한 간접적 지도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1970년
대와 달리 후계자가“인민군대를 비롯한 전반적 혁명무력에 대한 군사행정적 령도를 실현
하는 새로운 체계”가 수립되었던 것이다. “인민군대안의 주요지휘관들이 긴급하게 중요
한 문제들을 직접 장군님(김정일)께 보고드릴 수 있는 새로운 보고체계”가 수립된 것은
그 구체적인 조치의 일환이었다.240) 또한 당내의 최고 군사권력기관인 ‘당중앙위원회 군
사위원회’의 명칭도‘당중앙군사위원회’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군사위원회가 당중앙위
산하 여러 부문별 위원회가 아닌 독립된 별도의 기구로서 당중앙위원회와 동급으로 격상
된 것을 의미했으며 1980년 6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일을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임명한
후속조치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이대근 2003, 188; 정성장 2011, 28-31).
따라서 이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난 1991년, 김일성, 김정일과 함께 ‘3대 백두장군’인
김정숙의 생일이었던 12월 24일에 이루어진 김정일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순서였다고 할 수 있다. 군사와 무관한 당 조직을 통한 간접적인 지도의 단계
에서 당 군사조직을 통한 지도의 단계를 거친 김정일에게 다음 단계가 군사지위를 통한
직접적인 지도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발전이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경험
이 전혀 없으며 심지어 군 업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인(文人)이었던 최고사령관 김정
일의 지위가 명목상에 불과했다는 와다 하루키(2002, 303)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상
기한 바와 같이 군에 대한 김정일의 장악은 매우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보다 큰 틀에서 보면 후계체제가 끝나고 공식적인 승계의 절차가 개
시되었음을 의미했다. 수령제 하에서 최고지도자는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이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당·정·군 모두의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지위를 계승해야 했다. 후계자로서 당·정·군에 지도력을 강화해나
갔던 이전의 조치들은 어디까지나 승계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지 승계 그 자체는 아니었
239) 『우리당의 선군정치』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2006. p. 70.
24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9: 주체형의 혁명무력 건설』,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8. (정성장 2011, 3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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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1992년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취임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전의 절차와는 차별화
된 것이었다.
이렇듯 북한의 국내정치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대외환경의 충격적인 변화들에도 불구하
고 상당한 안정성을 유지하며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었다. 소요 등 대중적인 저항
이 전무했음은 물론이고 이탈의 징후는 매우 미약해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김일성에게 시
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 반해 근본적인 안보문제의 해결은 요원해 보였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김정일이 최악의 시점에서 정권을 넘겨받
게 될 것은 거의 의심할 나위가 없었다. 김일성 ‘이후’ 즉 미래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불
안감이 점차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정권의 미래에 대한 이러한 불안감은
큰 틀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과정의 연속으로 보였던 1991년 12월 이
후 본격적인 계승의 과정이 ‘군사 분야에 집중’되어, 그것도 ‘절차를 무시하며 매우 서
둘러’ 진행된 이유이기도 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주목해야할 지점은 원래 임기 상으로 1990년 10월에 개최되었어야 할 제9기 최고인
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6개월가량 앞당겨 4월에 조기 개최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해당 시기는 동구와 소련의 공산정권들의 갑작스런 붕괴의 소식들이 밀려들어오
던 시기였다. 조기개최의 이유를 대외적 충격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선거 한 달 후인 5월 24일-26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의 내용은 이러
한 추측을 더욱 강화하는 증거였다. 해당 회의의 핵심 결정사항은 다음의 세 가지였다(이
대근 2003, 185-186; 이찬행 2001, 634-644; 정창현 2007, 201-202). 첫째, 정무원 산하의 인
민무력부를 국방위원회 산하로 이관한다. 둘째,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였던 국방위원회를 주
석 직속의 별도의 기구로 독립한다. 셋째,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임명한다가
그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일은 이미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겸하
고 있었다. 따라서 상기한 조치는 후계자가 나머지 2개의 핵심 군사조직인 인민무력부와
국방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지도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3대 군사기구 모두를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국방과 관련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동시에 김정일에 대한 군사
부문의 승계가 매우 서둘러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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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바심은 이후의 절차에서도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먼저 1991년 김정일의 최고사
령관 취임은 1972년 헌법 93조에 나와 있는 국가 주석의 최고사령관 겸직 조항을 무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조치는 1992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이루어졌다.241) 또한
1992년 헌법을 통해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권한이 부여된 국방위원장에 1993년 4
월 9일을 기해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취임한 것도 지휘권 이원화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이대근 2003, 188). 여전히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김일성의 권한과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해결되며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가 폐지됨으로써 ‘제도적’으
로 해결된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건 그 해결이 ‘사후적’이었음은 분명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권 몰락의 충격과 매우 서둘러 이루어진 ‘군’의 계승은 어떠한 논리
적 고리를 갖는 것일까? 소련과 동구의 정권이 붕괴된 원인에 대한 아래와 같은 북한의 인
식은 그 상관관계를 잘 보여준다.

241) 원래 1972년 헌법 제6장 제93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
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
다”고 되어 있었으나 1992년 헌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
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제113조)는 조항이 추가된다.
242) 김철우. 2000.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평양출판사.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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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특히 군부의 이반을 동반하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저항 ‘만으로’정권의 생존이
위협받는 일은 매우 드물다(Tullock 2011, 45-46; Bueno De Mesquita & Smith 2012,
303-345). 북한 정권은 군이 정치적 중립을 선언한 소련, 동구의 붕괴와 정권의 편에서 소
요를 무자비하게 진압한 중국의 생존에서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즉 계승
의 과정에서 군의 계승이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문제로 다루어진 것은 탈냉전과 국가실
패의 여파가 정권안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의 결과였다. 군은 안보의 수
단인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위협의 근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 김정일이 당
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직업적 이데올로기 엘리트의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에 물
들고 있는 당은 물론， 직업적인 정규군으로서의 인민군이 정치적 리더십과 군중으로부터
괴리돼 독립적인 권력 집단으로 변질하는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장달중 2004, 54). 따라서
군대를 강화한다는 1차적인 의미는 무장력을 강화한다는 뜻 보다는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만드는 것”으로 규정되었다.243)
이러한 측면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의 핵심이 “수령결사옹위정신” 즉 수령에 대한 절대
충성심으로 규정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물론 이는 주어진 현실이 아
니라 김정일이 만들어야할 현실이었다. 이하에서는 이를 위해 김정일 정권이 수행한 ‘군
의 혁명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본다.

2) 아래로부터의 혁명화: 군 현지지도와 혁명적 군인정신

군 지휘부는 군의 이반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할 변수였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후계자 시절부터 군 지도부와 인격적 유대를 맺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특히 선심정치, 연회정치는 비공식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충성심’관리용 수단 중 하나였
다.244) 따라서 군을 ‘수령의 군대’로 묶어두기 위한 김정일의 주된 관심은 일종의 공동
243) 김정일. 1992년 2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인민군대를 강화
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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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체로서의 응집력을 가지고 있었던 군의 상층부 보다는 보다 아래에 집중되었다.245) 이
는 동구의 경험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동구에서 군의 문제는 지휘부에 의한 군
의 조직적 이반이라기보다는 당과 수령의 권위가 아래로부터 와해된 결과에 가까웠기 때
문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군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재혁명화를
시도했다. 그 첫 번째는 ‘현지지도’였으며 두 번째는 전형적인 이데올로기적 대중운동이
었던 ‘혁명적 군인정신’의 제기였다.
원래 ‘현지에 내려가 실지로 지도하는 방법’이라는 뜻을 지닌 일반적인 명사였던 현지
지도가 수령의 지도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그 성격이 바뀌어 가게 된 것은 수령의 유
일적 영도체계의 수립과정에서였다(김연철 2001, 213-216; 이관세 2006, 38). 이후 현지지도
는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까지 후계자인 김정일조차 사용할 수 없었던 ‘신성화된’ 용어
로 전환되었다. 즉 현지지도란 김일성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의
빛나는 구현”인 동시에 “오직 수령에 의해서만 창조되고 빛나게 구현될 수 있”었다.246)
244) 선심정치, 연회정치는 통치 엘리트 그룹에 대한 김정일의 포섭전략의 하나였다(최은희·신상
옥 1988a, 66; 후지모토 겐지 2003). 실제 ‘전우(戰友)’들 간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묶여
있던 김일성 통치그룹에 비해 김정일의 통치그룹은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대신할 ‘이
해’(interest)가 필요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에 비해 비자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했던 것이다. 김정일에 대한 김일성의 칭찬의 단골메뉴였던 “사람과의 사업을 로
숙하고 능란하게 잘”한다는 것은 “성분”보다 “충성심”을 우선하는 김정일의 사람관에 대한 것
과 혁명1세대를 “극진히 돌봐”주는 김정일의 효심에 대한 것이기도 했겠지만 풍부한 통치자금
을 통해 포섭과 배제의 전략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김정일의 측근 관리술에 대한 것을 포
함하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일성. 1992년 2월 24일. 김정일동지의 탄생 50돐경축 재일
본조선인 축하단과 한 담화. “총련사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1996. p.299; 김일성. 1993년 2월 12일.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김일성 저
작집』 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60.
항일무장투쟁에서 비롯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라는 매우 특수한 경험에 의존했던 김일성에
비해 김정일은 일반적인 독재자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능숙했던 것이다. 관련하
여 1970년대 중반부터 당경제(궁정경제), 군경제가 인민경제로부터 분리되어 김정일의 직접적
인 지휘 하에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1975년 이후 채무불이행국
이 되어 외환조달이 어려워진 데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이정철
2002, 107) 이를 통해 축적된 자금이 연회, 선물 등을 통한 김정일의 측근관리를 위한 통치
자금으로 쓰인 것 역시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강명도 1995, 160, 181-182; 고영환 1992, 69,
118-120; 황장엽 2006, 18-19, 95-96; 2001, 58-61; 성채기 2006, 283-284; 김광진 2007).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외교관들의 주업무가 일종의 통치자금 명목의 상납금인 ‘정성금’ 마
련을 위한 보따리 장사가 되었다는 고영환(1992, 120)의 증언 역시 참고할 만하다.
245) 지배연합(winning coalition)의 ‘이해’구조를 중심으로 북한의 내구력을 매우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는 연구로는 한병진(2009)을 들 수 있다.
246) 편집국. 1969. 『근로자』 제11호. 평양: 근로자사; 리근모. 1978.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지
도 방법은 공산주의적 령도방법의 위대한 모범.” 『근로자』 제4호. 평양: 근로자사. p. 37(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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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무지도’로 구별되던 김정일의 지도가 ‘현지지도’로 격상된 것은 김일성의
사망 이후였다.247) <표 5-1>에서 보듯 유훈통치기의 현지지도는 부문별로 보았을 때 군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뚜렷이 나타났다. 그 가장 큰 목적은 물론 군의 충성을 강화하고 재확
인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수령결사옹위정신”의 고취가 그 핵심이었다.

<표 5-1> 1995-1996 부문별 현지지도 횟수

출처: 이계성(2008, 198)

이는 “그 어떤 조건에서도 당이 맡겨준 전투적 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절대성, 무조
건성의 정신”과 “아무리 어려운 과업도 자체의 힘으로 해내고야 마는 자력갱생, 간고분
투의 정신” 그리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서는 자기 한 몸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자기희생정신, 영웅적 투쟁정신”으로 정의된 ‘혁명적 군인정신’역시 마찬가지였
다.248) ‘혁명적 군인정신’이 제기된 것 역시 1996년 6월 군인들에 의해 건설되고 있던
안변청년발전소(당시 금강산발전소) 건설현장에 대한 김정일의 현지 지도과정에서였다.249)
북한은 동년 10월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을 평양으로 초청하여 대규모 환영행사 및 결의대
세 2006, 28 재인용).
247) 김정일의 실무지도는 1981년은 5월 묘향산 지구 시찰이 최초였다(이교덕 2001, 5).
248) 김정일. 1996년 8월 24일. 청년절 5돐에 즈음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기관
지 <청년전위>에 준 담화.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224.
249)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2006). pp. 371-375, 388-390. 물론
북한의 많은 구호와 담론이 그러하듯 혁명적 군인정신이 이때 ‘최초로’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김정일은 1994년 1월 1일의 연설에서도 “인민군대 안에서는 모든 군인들이 당과 수령
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한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정일. 1994년 1
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혁명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자.”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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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진행하면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대중화했다.

250)

바로 이 와중에 혁명적 군인정신의

핵심 구호로서 1996년 10월 6일 노동신문 1면에 처음으로 등장한 구호가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였다. 이후에
이 구호는 김정일과 군인들이 기념 촬영한 사진에는 반드시 걸리는 등 국가 차원의 대대
적인 선전의 대상이 된다(와다 하루키 1998, 314).251)
1996년 상반기 군에 대한 교양이 반복적으로 강조된 것 역시 유훈통치 시기 군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동년 2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한 연설에서 김정일은 혁명
의 상징인 붉은기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인민군대를 붉은색으로 일색화하여야 하며 그
안에 회색이나 황색같은 잡색이 0.001%도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여야”한다고 역설했다.252)
바로 이러한 발언과 동시에 2월 20일부터 김정일의 전선부대 방문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군에 대한 현지지도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와다 하루키 1998, 264).
또한 1996년 5월 김정일은 군 지휘성원들을 모아놓고 “인민군대에서 조성된 경제적 난
국을 타개하기 위한 일대 사상공세”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군대의 당
일군들이 군인들 속에 들어가 “나라의 형편에 대하여 툭 털어놓고 이야기하여주고 우리
가 경제적 난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이제도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당 정책이
잘못되여서가 아니”며 “지금 겪고 있는 곤난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교양할 것을 지시했다.253) 1997년 1월 1일 제기된 <오중흡 7련대칭호 쟁취운동> 역시 이러
한 우려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이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의 사령부를 한 목숨바
쳐 보위한 7련대의 모범을 따라 배워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견결히 옹호보위하기 위한 새
250)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6. p. 376.
251) 선전선동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김정일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장기를 최대한 발휘
하여 현지지도와 선전선동, 그리고 수령결사옹위정신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다.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과 관련된 일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김정일은 1996년 12월 24일 조선인민군협주
단의 종합공연에 포함되어 있던 공훈합창단의 공연을 별도로 분리하여 공연할 것을 지시하면
서 “인민군 협주단 공훈합창단은 혁명의 수뇌부를 옹호보위하는 총폭탄이며 인민군장병들을
충성과 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우리 혁명무력의 나팔수.”로 규정했다. 바로 여기서 새
로 창작된 노래가“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였다. 김정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
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와 상기한 노래로 “온 사회를 관통시”
킬 것을 지시하며 1997년 가을부터 공훈합창단을 아예 인민군협주단에서 분리하여 현지지도에
데리고 다니면서 공연을 하게 했다.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6). pp 269-271, 274.
252)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6, p. 81.
253)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6. pp. 3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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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높은 형태의 공산주의적 대중운동”이었기 때문이다.254)

3) 경제건설자로서의 군

혁명적 군인정신의 탄생과정은 그것이 지닌 경제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혁명적 군인정신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6년 6월 10일 안변청년발전소 건설현장
에 대한 김정일의 현지지도에서였다. 여기서 김정일은 “금강산발전소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한 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하려는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혁명
적 군인정신과 고귀한 땀이 깃들어있는 로동당시대의 위대한 창조물”이라며 “혁명적 군
인정신”론을 제시했다.255)
이후 김정일은 10월 15일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대규모 결의
대회를 열고 호소문을 채택했다.256) “혁명적 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총대로 당을 받들
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옹호보위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제1선에 확고히 서서
당의 경제정책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싸워나갈 것을 굳게 결의하면서 군
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나가자”는 것을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호소하는 상기 호소문 역시 혁명적 군인정신을 제기한 김정
일 정권의 의도를 명백히 보여준다.257) 이후 군은 직접적인 경제건설자이자 하나의 모범으
로서 수많은 건설사업에 투입되었다. 금릉2동굴, 중소형 발전소 1000여개, 룡문대굴, 정방
산, 칠보산탐승길공사, 평양향산관관도로, 원산갈마휴양소, 무지개동굴개건, 구월산 참관도
로, 정제소금공장송암경기소목장, 황주닭공장, 수많은 양어장, 4.25려관 등이 그것이다.258)
254)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6. pp. 182-186.
255) 6월 30일 완공 후 그해 9월 15일 공사현장을 다시 찾은 김정일은 발전소가 안변에 있고 군
인들이 건설하였다는 의미에서 금강산발전소를 안변청년발전소로 고쳐 부르도록 지시했다. 『선
군태양 김정일장군』 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6. pp. 375. 여기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통해 군의 기여를 표현 한 것 역시 당시 정권의 입장에서 청년세대가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256)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6. pp. 388-390.
257) 김정일은 이에 호응한 궐기모임을 전국각지의 기관, 공장, 기업소, 대학들에서 열게 하고 노
동신문, TV 등을 통해 관련내용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10월 28일 현장을
다시 찾은 김정일은 “발전소를 사회의 일군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대규모 참관
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1월 초에 사회의 수많은 중앙기관 일군들이 이곳을 참관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6. pp. 38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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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인민군의 구호는 당시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기조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유훈통치 기간 내내

경제건설자로서 군의 비중은

꾸준히 증대했다. 특히 1997년은 건설과 토목 사업을 넘어 농업과 사회통제 등 군의 역할
이 광범위하게 증대하기 시작한 해였다.259) 김정일의 특별지시로 1997년 1월 1회가 개최된
이후 1998년 1월 27-29일 2번째로 개최된‘전당 당일군회의’의 핵심 결정사항은 당 일군
들이 인민군 군인들이 건설한 중요대상들과 모범적인 부대를 참관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친다는 것이었다.260) 또한 동년 11월 22일 인민군 지휘성원들에 대한 담화에서 김정일은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인민군대에서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발휘하여 어떻게 하나 맡은
경제부문과 대상들을 추켜세워야”한다며 중요경제부문과 대상을 맡아할 지휘조성원들을
잘 꾸릴데 대해 지시를 내렸다. 그 결과 인민무력부에는 중요경제부문을 추켜세우는 사업
을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상설적인 기구들이 설치되었고 중요공장, 기업소들과 대상건설장
들에는 전임군사대표들과 군인들이 파견되었다.261)

2. 청년과 세대의 문제: 청년중시사상의 등장

주지하다시피 매년 1월 1일 김일성의 육성으로 발표되는 가장 핵심적인 ‘교시’였던 신
년사는 김일성 사후 ‘공동사설’이란 형식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점 중 하나
는 공동사설의 주체가 당보, 군보, 청년보의 세 가지라는 것이다.262) 당보와 군보가 들어간

258)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6. pp. 380-385.
259) 식량난 등으로 무질서가 초래되자 1996년 말부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운수, 체신, 철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각 부문에 군을 투입해 경영을 장악하고 관리통제하는 정책이
취해졌다. 또한 1997년 4월 초에는 ‘군대가 책임지고 농사를 지을 데 대한 명령’이 내려졌으며
5월에는 ‘군(軍)을 투입하여 열차여행 질서를 확립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연합뉴스>
1999.4.9.; 박형중(2004, 16); 한기범(2010, 107).
260)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6 pp. 346-347.
261)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6. p. 412.
262) 유일한 예외로 1998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청년보가 빠졌다. 이는 1997년 발생한 사로청의
비리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또한 원래 <로동청년>이었던 청년보의 명칭은
청년동맹의 명칭이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바뀌면서
1997년부터 청년전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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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청년보는 어떤 연유에서 들어간 것일까? 청년에 대한 강조는 내외
의 위협 속에 새로운 권위를 구축하는 김정일 정권의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였다.263) 이는
탈냉전 이후 이른바 ‘자유화 바람’이 몰고 온 위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석과 무관하
지 않다.

매년 8월 26일을 청년절로 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의미하
는 것이었다265)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정권의 안보가 보다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러한 기조
는 더욱 본격화되었다. 다음과 같은 김정일의 언급은 공동사설에 왜 청년보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체제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보여준다.

263) 이러한 점에 주목한 드문 예로는 신경완이 있다. 그는 1992년 이후 김정일 체제의 주요한
변화로 “근로 단체를 대신해 군대와 청년이 전면에 등장했다. 북한 농촌에서 작업반 열성자회의가-아닌 청년 작업반회의, 청년 분조회의가 중심으로 등정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고 주장
한 바 있다(정창현 2007, 411). 또한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로는 김종수(2005), 정성장(2004),
최봉대(2001)를 들 수 있다.
264) 김정일. 1990년 1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당 사상교
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정일 선집』 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28-29.
265) 물론 청년에 대한 강조는 탈냉전에서 비롯된 정당성의 위기 뿐만이 아니라 후계체제와도 관
련된 것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이룩하신 청년사업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고 철저히 구현”하자는 구호 하에 ‘김정일 따라배우기운동’이 전개된 것이나
1992년부터 “혁명과 청년운동 발전의 요구에 맞게”한다는 명목 하에 동맹원들 사이에서 김정
일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는 운동을 적극 전개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이찬행 2001,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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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벽두부터 김정일이 당과 군대 , 국가의 책임 일군들，청년동맹일군들을 특별히 불
러 “당과 군대，사로청이 기본이다， 우리 당이 강하고 군대가 강하고 청년들이 강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으며 그 어떤 강적도 때려 부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은 이러
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267) 특히 청년동맹의 명칭변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김정일의 직접 지시로 명칭변경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김일성 사망 직후
인 1995년 초였다. 이후 사로청 내부의 일련의 내부 절차를 거쳐 동년 12월 19일 김정일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라는 친필글씨를 하사함으로써 청년동맹의 명칭 변경 작업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었다.268)
특히 김일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유훈통치의 메커니즘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
다. 즉 혁명의 계승자로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현 정권에 대한 충성심으로 연결 짓고
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사로청의 명칭변경을“우리의 청년조직을 영원히 수령님
의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 완성해 나가
시려는 장군님의 철석같은 의지를 엄숙히 선언한 특기할 사변”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269) 1996년 1월 19일 사로청 대표자회에 김정일이 직접 참석하여
김일성의 모습이 그려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수여하는 대규모 ‘의식’을
거행하고 그 다음 날인 1월 20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란 제
목으로 별도의 담화를 발표한 것은 청년사업이 갖는 위상을 잘 보여준다.270) 특히 사회주
266) 김정일. 1994년 12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님
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1998. p. 490.
267)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2006), p. 67.
268) 공식적인 절차는 1996년 1월 19일 사로청대표자회를 통해 진행되었다. 여기서 “조선사회주
의로동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고칠 데 대하여”라는 결정이 채택됨으로써 개
칭작업은 완료된다. <조선중앙통신> 1997년 10월 8일.
269)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2006), p. 68.
270) 김정일. 1996년 1월 20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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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란 단어가 들어간 것 역시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271) 이는 붉은 기
담론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제 고수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명칭
변경 한 달 후인 2월 19일에 평양에서 열린 청소년들의 대집단체조 <장군님따라 붉은기
지키리>는 이러한 상징성을 잘 보여준다.272)
청년에 대한 강조는 이후에 보다 강화 발전되었다. “청년중시사상”의 등장이 그것이다.
이는 1996년 청년절 5돐을 기념한 김정일의 담화였던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 사상과 령
도업적을 빛내여나가자>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여기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름으로“청년
중시사상”을 제시하며 청년들의 혁명화를 촉구했다.273)
이러한 청년의 강조는 군중시사상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혁명화’의 주요 담론으로 지
속되었다.274) 사실 군인과 청년의 강조는 세대의 문제로 엮여있는 어찌 보면 하나의 문제
이기도 했다. 청년중시사상이 1996년 10월에 등장한 혁명적 군인정신론과 거의 동시에 제
기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실제 대부분의 사병들은 사로청원이었기 때문이었다. ‘중
대’에 대한 강조를 통해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중대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청년과 군인에 대한 강조가 시작된 1991년 말 부터였다.
1991년 12월 25일 김정일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 다음날 열린 중대정치지도원대회는 이
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상기 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탈냉전에 따른
기층 군인들의 사상적 동요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중대는 당의 기충 단위인 당세포를 이
루는 단위이자 군의 기층조직이었기 때문이다. 이 대회에서 김일성은 “지금 제국주의자들
은 《평화적 이행》전략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길로 되돌
려세우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의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
사. 1998.
271)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2006). p. 67.
272) 김정일은 공연 중간에 제시된 구호인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라는 구호를
특정하여 자신의 결심을 잘 표현한 구호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다. 『선군태양 김정일장
군』 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2006). p. 70.
273) 김정일. 1996.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 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자.” 『근로자』 9호. 평
양: 근로자사. p. 8.
274) 예컨대 다음의 논문들을 볼 것. 편집국. 1996.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자.” 『근로자』 10호. 평양: 근로자사;
최 휘. 1996.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조선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시고 령도자이시다.” 『근
로자』 11호. 평양: 근로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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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복귀되는 엄중한 사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막기 위해“중대정치
지도원의 중요한 과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잘
하여 군대를 혁명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275)
또한 앞선 논의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기존에 강조되던 관병일치, 군민
일치와 함께 새로이 “당원과 사로청원 일치”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원의 지위는
사실상 의무가입에 가까운 사로청원의 지위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당원과 사
로청원 일치”는 사실상 사로청원에 대한 배려였다고 볼 수 있다. “당원들은 당원이라고
하여 우쭐렁거리거나 세도를 쓰지 말고 군무생활에서 모범이 되여야 하며 사로청원들을
일상적으로 도와주고 잘 이끌어”줄 것을 지시한 김일성의 언급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
다.276) 즉 중대의 강조는 탈냉전에 대한 혁명 교양 강화의 수단으로서 ‘계급’이 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강조라는 탈급진적 흐름의 연장인 동시에 청년사업으로서의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대에 대한 강조는 김정일 시대에 보다 강화되었다. 북한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1995년 1월 선군정치가 시작된 곳이 다박솔 ‘중대’인 것이나 연이어 2월에 현지지도 한
곳이 감나무 ‘중대’인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중대를 군대의 기본전투단
위로, 전군강화의 중심고리로 보고 중대강화에 힘을 넣은 실례는 세계무력건설력사에 일찍
이 없었”던 일로써 “사단을 중시하는 소련의 경험이나 연대를 중시하는 최근의 추세와
도 상이한”“경애하는 장군님”이 밝힌 “새로운 령군원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영군원리는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거의 다 20대의 젊은 사람들인데 패기가 있고
사기가 매우 높다. 문제는 그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는 김정일의 지적처
럼 세대의 문제와 맞물려 있었다.277) 동년 3월 대규모로 치뤄진 <조선인민군 중대장, 중대
정치지도원대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요컨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김정일 시대에 더욱 강화된 군인과 청년에 대한 강
조는 북한식 군중노선의 전통에 따라 세대를 매개로 아래로부터의 재혁명화를 시도한 것
275) 김일성. 1991년 12월 25일.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한 연설. “인민군대 중대
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64
276) 김일성. ibid. p. 267.
277)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2006). pp. 2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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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붉은기 담론이 최초로 등장한 것으로 널리 인용되는 1995년 8월 28일 노동신문 사
설 “붉은기를 높이 들자” 역시 ‘청년절’을 맞아 발표되었다는 점은 북한의 이러한 의
도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3. 붉은기 담론과 수령결사옹위론

북한에서 ‘붉은기’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상징하는 기발”로 이해되어왔다(정성
장 1999, 307). 그러나 김일성 사망 이후 붉은 기 담론은 탈냉전과 고립이라는 난관을 뚫고
나가는 자령갱생, 백절불굴의 정신이자 김정일의 신념과 의지의 표상으로 재해석되게 된
다.278)
붉은기 담론에 정치적 구호로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8월 28일 노동신문 사설 <붉
은기를 높이 들자>가 실리는 동시에 『근로자』에도 편집국 명의로 1995년 9월호에 <혁명
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가 실리면서 부터였다(정
성장 1999, 307). 붉은기, 붉은기 정신, 붉은기 철학, 붉은기 사상으로 발전되어나간 초기
붉은기 담론의 핵심은 “혁명이 어렵다고 신념을 버리고 지조를 굽히”지 말고 “수령님
께서 개척하신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완성”하자는 호소에 가까운 것이었
다.279) 또한 “수령의 서거는 혁명하는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며 “모든
변화와 우여곡절은 수령의 서거를 계기”로 등장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강하던 것이 약
해지기도하고 한길을 가던 것이 두 길, 세 길로 갈라지기도 했으며 붉던 것이 희여지기도
했다”는 우려는 동요에 대한 경고를 포함한 것이었다.280)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96년 이후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붉은기 사상의 본질로 내세우
기 시작했다는 점이다(한호석 1997).281) 즉 붉은 기 담론은 수령결사옹위론을 매개로 앞서
살펴본 혁명적 군인정신과 하나의 담론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온 사
278) “붉은기는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노동신문> 1996.1.8.
279) “붉은기를 높이 들자.” <노동신문> 1995년 8월 28일; “혁명의 붉은기를 추켜들고 주체위업
을 완성해갈 조선의 신념과 의지.” <노동신문> 1995.9.30.
280) “붉은기를 높이 들자.” <노동신문> 1995.8.28.
281) “야심가 음모가들의 비열한 본색.” <노동신문> 1996년 5월 10일자 사설; “신년공동사설,”
<노동신문> 19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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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우리 당의 붉은기 사상으로 일색화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며 붉은기 사상이 가장
강조된 해라 할 수 있는 1997년의 경우 신년사를 통해 북한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후 붉은기 철학, 붉은기 사상으로의 단계적 발전을 보이던 붉은기 담론은 1998년 이후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으로 교체되게 된다.282) 이는 ‘배신과 변절’에 대한 경고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심으로 하는 붉은기 사상이 새로운 체제의 비전이 되기에는 매우 불충분
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붉은기 사상은 김정일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
고 공식적 권력승계를 마무리하는 유훈통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된 방편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박형중 외 2004, 23; 정우곤 2001, 20).

제3절 위기의 축적과 선군노선의 등장
1. ‘이중 위기’와 급진주의
1) 제네바 합의 체제와 외부위협

선군노선이 피포위 의식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 북한이 내파(implosion)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와
북한의 의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은 제네바합의의 적극적인 이행을 제약하며 역으로 북

282) 이러한 붉은기 담론의 부침(浮沈)에 대한 대해서는 배성인(2003), 정성장(1999)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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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위협인식을 자극하고 있었다. 예컨대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게리 럭(Gary luck)은
1996년 의회청문회에서 “문제는 북한의 붕괴 여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즉 내부붕괴
(implosion)이냐， 아니면 외부폭발(explosion)이냐”라며 북한의 붕괴를 기정사실화 했다. 또
한 미국 군부나 공화당 계열뿐만이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가 돌출되기도
했다. 로스(Stanly Roth) 전 백악관 NSC 동아시아 담당국장이 1995년 말 백악관을 떠나면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는 맥락에서 수
립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고어(Albert Gore) 부통령이 1997년 3월 판문점을 방
문해 북한 쪽을 가리키면서 “여기는 냉전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
다. 왜냐하면 북쪽체제는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을 자극한 것은 그 예였다(임을
출 2004. 183-184).
그러나 미국으로부터의 신호는 단선적이지 않았다. 우리는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택한 중
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붕괴의 위험에 처한 북한이 자포자기식 전쟁(Suicidal attack)을
택할 가능성, 또는 비록 전쟁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가 몰고 올 동북아
의 안보불안에 대한 우려이기도 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Oberdorfer 2008, 607-608;
임을출 2004. 183-185).283) 민주당 측의 북한 붕괴론은 바람이라기보다 다분히 제네바 합의
체제에 대한 공화당의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신지호 2000, 163). 실
제 제네바 합의 이후 클린턴 행정부는 식량지원에 비중을 둔 연착륙정책이 북한의 생존에
도움을 주면서 절망감에 따른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있었
다. 준고위급 미사일회담, 연락사무소 개설, 미군유해송환, 식량지원, 4자회담 등 다양한 대
화와 협상채널을 유지한 것은 이처럼 북한이라는 위협이 무력도발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위험을 관리(manage)하고자 한 의도의 산물이었던 것이다(임을출
2004, 179-180, 200).
1994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제네바 합의를 좌초시킨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미국 의회의 반발 역시 1997년의 시점에서 재평가 할 경우 의미는
283) 물론 다른 버전의 설명도 존재한다. 예컨대 찰머스 존슨(Johnson 2003, 179-180)은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자제한 것은 실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일본은 참
전을 거부할 것이고 이 경우 미일동맹이 파탄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없는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치 못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일본 역시 미군의 군사작전과 재재조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오버도퍼(Oberdorfer 2008, 490)의 주장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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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다. 1998년 상반기부터 금창리 문제가 불거지고 동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 내에 대북 관여정책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 전인 1997년 무렵
까지 공화당은 미 정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어느 정도 융통성을 허용했다. 이는 보
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합의의 파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부
담스러워한 결과이기도 했다(임을출 2004, 179-180, 207).
또한 비록 한국형 모델 수용여부 문제로 예정보다 1년가량 지연되었지만 약속했던 경수
로는 1997년 8월에 착공되었다(신지호 2000, 166). 그리고 이러한 지연에는 1996년 북한잠
수함 사건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만을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
다.284) 1997년부터 중유공급이 지연되기 시작한 것 역시 사실이지만 미국의 의도를 근본적
으로 재평가할 만한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의회와의 비협조로 예산확
보가 지연되자 한국, 일본의 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동남아국가연합 각국에 출자를 요청
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산유국가들에게 중유제공을 요청하는 등 나
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임을출 2004, 213).
물론 1997년 9월 23일에 발표된 미일의 신가이드라인은 북한의 안보위협을 자극하는 중
요한 변수였다. 신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주변사태, 즉 한반도 위기 시 일본의 군활동 지원
을 명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285) 그러나 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이나 전술핵무기 철수 등
탈냉전 이후 북한이 얻어낸 중요한 성과들과 제네바 합의 체제를 통해 확보한 안정성은
이를 상쇄할 여지를 지니고 있었다(임수호 2007, 228-229).
북미간의 접촉 역시 지속되고 있었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체제와 별도로 미국과 미사일회
담을 이어가며 북미 간에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1994년 조문파동 이후 급격히 냉
각되었던 남북 채널 역시 4자 회담을 계기로 간접적이나마 복구되는 과정에 있었다. 배상
284) 당시 북한의 잠수함 사건은 남한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다. 김영삼 정권은 해당 사건이 간
첩남파가 아닌 무력도발로 규정되어야 하며 재발시에는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KEDO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북한 지도층으로부터 잠수
함 사건에 대한 사과를 듣기 전까지는 4자 회담 추진은 물론 대북 원조 제공 역시 일체를 중
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사건은 미국의 중재로 북한이 잠수함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4자회담을 위한 한미 합동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단락 났다. 그러나
상기 사건은 한국형 경수로 문제와 더불어 경수로 착공이 늦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Oberdorfer 2008, 562-563).
285) 소토카 히데토시·혼다 마사루·미우라 도시아키. 2006.『미일동맹: 안보와 밀약의 역

사』. 한울아카데미. 『米日同盟半世紀 』. 朝日新聞社, pp. 48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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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대한 기대로 북한이 북미관계 개선보다도 먼저 개선되기를 희망했던 북일관계 역시
진전되고 있었다.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일본은 1997년 8월 21일 베이징
에서 열린 심의관급 예비회담에서 전제조건 없는 수교교섭의 조기실현에 합의를 보았으며
동년 11월 14일 북한을 방문한 일본의 연립여당 대표단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제9
차 수교회담이 개최되도록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신지호
2000, 168). 1997년에 진행된 이와 같은 회담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5-2>와 같다.

<표 5-2> 1997년 북한의 주요회담

일 시

내 용

1997. 3. 5

4자회담 공동설명회 개최(뉴욕)

1997. 6.11～13

제2차 북-미 미사일회담(뉴욕)286)

1997. 8. 5～7

제1차 4자회담 예비회담(뉴욕)

1997. 8.21～22

북-일 수교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베이징)

1997. 9. 6～9

북-일 적십자연락관접촉(베이징): 북송일본인처 고향방문 합의

1997. 9.18～19

제2차 4자회담 예비회담(뉴욕)

1997.11. 8～15

북송 일본인처 고향방문단 제1진(15명) 일본방문

1997.11.11～14

일본 연립3여당대표단 방북

1997.11.21～22

제3차 4자회담 예비회담(뉴욕): 4자회담 개최 합의

1997.12. 9～10

제1차 4자회담 본회담(제네바)

요컨대 1997년까지의 상황을 제네바 합의체제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전면적인 재
평가로 이어질 만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287) 이러한 분위기는 당시
<노동신문>의 논조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의 이행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미국에 대한 비판을 일부 ‘호전분자’들과 ‘강경보수세력’에 제한하고 있었
다.288)
286) 1차 회담은 1996년 4월 20일에 열렸다.
287) 오히려 미국의 강경파를 자극했던 것은 북한이었다. 1997년 7월 16일 판문점 무력도발이
그것이다. 미군유해 송환과 관련한 대표단의 방북을 며칠 앞둔 시점에 발생한 해당 사건은 미
국 머코스키(Frank Murkowski) 상원의원의 주도로 북한이 다시 정전협정을 위반하면 KEDO
를 통해 북한에 지원하는 중유 구입자금 1400만 달러의 지원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외
원조법 수정안이 미상원에서 통과되는 사태로 이어졌다(임을출 2004, 214-215).
288) <노동신문> 1997.5.23.; 1997.7.25.; 19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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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부의 위협 증대라는 요소만으로 ‘군대를 혁명의 제1기둥으로 내세우며,’ ‘군
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던 초기의 선군정치가 1997년을
기점으로 국방공업우선론으로 확장되고 이후 1998년과 1999년을 거치며 김정일 정권의 항
구화된 노선으로 발전되어 나아간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금창리문제, 대포동
미사일 발사, 그리고 선제공격의 교리를 담은 작계 5027-98 등이 이슈화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전쟁위기가 재발된 것은 1998년 10월 이후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계승과 심각한 경제난이
초래한 정치적 권위의 위기였다.

2) 급진주의와 국내정치

고난의 행군기간의 식량위기가 불러온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수령과 당의
정치적 권위의 위기였다(권혁익·정병호 2013, 238-239). 김정일은 ‘당사업과 군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심각한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정무원을 비롯한 ‘행정경제일꾼’들에
미루고 있었지만 가족국가의 ‘어버이’로서 인민들의 복지를 책임질 최종 책임이 수령에
게 있음은 너무나 당연했다. 북한의 많은 가정에 있는 “장군님 식솔”이라는 구호는 수령
의 핵심적인 자질이 바로 가장으로서의 역할임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권현익·정병호
2013, 223-225).289) “왜정 때도 지금보다 나쁘지는 않았다.”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 오간
다든가 조선로동당을 한국전쟁 때 남한 측에서 극도의 적대감을 담아 부르던 “공산당”
으로 바꾸어 부르는 이들이 생겼다든가, 국가가 일제 강점기의 지주들처럼 인민들을 착취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했다는 증언들은 새로운 수령과 당이 처한 권위의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권현익·정병호 2013, 238). 1997년 1월 24일부터 3일간‘전당 당일군대
회’를 개최하고 1만 여명의 당 간부들에게 “경제문제와 인민생활문제를 푸는가 못 푸는
가 하는데 우리 혁명의 운명, 우리 사회주의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의 경제정책이 무조건 그대로 집행되도록”해야한다고 호소한 김정일의
289) 김정일. 1996년 4월 22일.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
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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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에는 절박함이 드러나 있었다.290) 이러한 위기가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래의 탈북자의 증언에서 잘 나타난다(좋은 벗들 2000, 61).291)

위기는 정권내부에서도 파열음을 내고 있었다. 특히 1997년 2월 황장엽의 ‘이탈’소식
은 김정일 정권을 더욱 불편하게 했을 것을 것이다. 비록 이탈 당시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
다고 볼 수는 없으나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역임한 현직 당 비서였던 황장엽의 망명은 북
한은 물론이고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고위급 인사의 이탈
이라는 측면에서 충격적이었다. “비겁한 자여 갈라면 가라”는 북한의 공식 성명은 역설
적으로 ‘양심과 의리’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였다. 3
월부터 구호나무를 안고 산화했다는 ‘무재봉의 17명의 용사들’에게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고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오”의 모범으로 대대적인 선전을 시작한 것 역시 북
한 정권의 위기감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292) 또한 같은 달 북한은 이례적으로 ‘총동원
290) 김정일. 1997년 1월 24일. 전당 당일군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올해를 사회주의 경
제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284.
291) 또 다른 증언은 수령의 사망과 동시에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시작된 경제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평양에 찾아온 고난의 행군은 너무나도 급작스러웠다. 나는 1990년
대에 평양에 있으면서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했다. 고난의 행군이라면 대개
식량난을 떠올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난방이 멈춰 선 것이 가장 먼저 피부에 와 닿았다.
1993년까지만 해도 집 안에서 속옷만 입고도 뜨듯하게 지냈지만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그
해 겨울부터 난방공급이 끊어지는 곳이 갑자기 늘어났다. 평양의 중심부인 중구역이나 보통강
구역， 모란봉구역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난방이 끊겼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방 안에 이
불을 갈아 놓았다. 입김이 나오는 방 안에서 밤에는 양말에 버선을 겹쳐 신고 솜옷에 모자까
지 쓰고 갔다.”(주성하 2010b, 22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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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내려 마치 전시상황처럼 평양 시내의 자동차에 위장망을 씌우고 지하 방공호로 대
피시키며 전투기조(combat ethos)을 고조시켜갔다(Oberdorfer 2008, 572-573). 동년 8월 22
일 중동지역에 대한 북한미사일 판매의 핵심 인물이던 장승길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의
미국 망명 역시 충격을 더하고 있었다. 『뉴스위크』는 그가 오랫동안 CIA를 위해 일하던
간첩이었으며 그의 망명은 회담을 망치려는 CIA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북
한이 보복 치원에서 예정된 회담에 참석하기를 거부한 것은 당연했다(Johnson 2003, 191).

1997년 4월 경부터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간부사회에 대한 숙정 작업은 이러한 ‘이반’
과 ‘이탈’에 대한 불안감의 결과였을 것이다. ‘3년 상’기간 중의 정책과오에 대한 책
임규명과 각종 비리자행 및 외부세계와의 연계 혐의 조사, 그리고 광범위하게는 ‘6.25당
시 행적조사’를 명분으로 한 ‘혁명성 점검’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숙정작업은 김정
일의 총비서 취임이 이루어진 10월까지 6개월간이나 지속되었다(한기범 2010, 103).
한편 군부에서도 1997년 상반기부터 인민군의 계급적， 사회적 성분과 배경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그에 따라 사소한 결점이라도 있는 군간부는 제대시키는 조치가 내려졌다(이대
근 2003, 142-143; 강명도 1995, 153). 이는 최고사령관을 철저히 옹호 보위하는 군대가 되
도록 군의 정치적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1997년 7
월 이봉원의 처형은 그 결과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1998년까지도 이어졌다. “요새 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상동향에 대해서 정치부나 보위사령부에서 혁명의 수뇌부 보위를 위
해 하나하나 주시하고 있으며 사상 정신상태에서 이상한 징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처리당하는 판”이라는 인민무력부 간부국 제1부국장 윤재건 소장의 발언은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이대근 2003, 142-143).
동시에 일련의 ‘간첩’사건들이 터져 나왔다. 첫 번째 희생자는 농업담당 비서 서관히였
다. 서관히는 1954년에 평양시 인민위원회 농업부장으로부터 출발해서 1973년에 정무원농
업위원장, 1980년에 정무원 부총리를 역임한 후 1982년에 노동당 비서국 농업담당 비서가
된 이후 숙청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한 북한 농업계의 산 증인이었다(이정철 2002, 206). 그
러나 1997년 8월 서관히는 미제의 간첩으로서 북한의 농업을 계획적으로 망친 죄목으로
292)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 3권』 평양: 평양출판사(2006). pp. 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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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기동 2001, 273). 김정일에 따르면 그는 이미“1950년도에 변
절한 역적”으로서 오랫동안 당에 깊숙이 잠입하여 농업정책을 “말아먹기 위하여 못된
짓을 다 해 왔”으며 자신들을 “말리워 죽이자고 작정”한 “진짜 상전의 말을 잘 들은
더러운 주구”였다는 것이다.293)
서관히 숙청은 대규모의 간첩사건으로 이어졌다. ‘용성 간첩사건’과 ‘심화조 사건’
이 그것이다. 전직 북한 관료의 인터뷰를 통해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294) 먼저 ‘용성
간첩사건’은 ‘최고사령부’를 타격하기 위해 6·25전쟁부터 현재까지 잠복해 있던 간첩
들을 적발했다는 것이었다. 대상은 주로 당 간부들이었으며 사건은 대대적으로 선전되었
다. 한편 심화조란 용성간첩단 사건을 계기로 북한주민 전체의 주민등록 문건을 조사하라
는 김정일의 지시가 내려지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의 명칭이었다. 증언에 따
르면 이들을 통한 대규모 숙청작업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이 기간에 희생된 사람과 피해자는 2천여 명에 달했다(한기범 2010, 35). 이는 지금까지 구
체적인 증거가 없어 하나의 설로만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한 논문에 의해 공개된 북한
의 내부 문건에서 해당 사건을 암시하는 부분이 발견되면서 분명한 실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295)

293) 김정일. 1998년 4월 25일. 조총련 수뇌부와의 대담. “김정일의 너무나 솔직한 육성 고백
전문.” 『월간조선』 2003년 1월호.
294) “전 북한 핵심 관료가 육필로 쓴 ‘김정일 권력장악 비화’” 『신동아』 2005년 통권 553호.
295) 다음과 같은 김정일의 발언도 참고할 만하다. “지난 5년 동안은 우리 혁명에서 준엄한 시련
의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겪는 과정에 우리 일군들이 검열되였습니다.” 김정일. 2000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
진을 이룩할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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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자료로 미루어볼 때 구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으나 대규모의 간첩사건과 그에 따
른 숙청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297) 또한 김정일의 아래와 같은 언급 역시
엘리트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296) 강연자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는 믿음의 정치로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언제
나 승리만을 떨치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전체 군관, 군인, 종업원, 군인가족들 대상 강연자
료. 조선인민군출판사(한기범 2010, 36 재인용). 2000년 9월. ‘존경하는 어머님’ 은 고영희를
지칭한다. 당시 군( 軍)내부 사상교양 자료에서 고영희를 공식적으로 ‘어머님’ 으로 지칭함에
따라 그 소생(김정철, 김정은) 의 후계 가능성이 전망되기도 하였다(한기범 2010, 36).
297) 물론 이와 같은 내부적 숙청은 외부 위협과 밀접히 연동된 것이었을 가능성도 크다. 반혁명
세력에 의한 피포위의식을 지닌 혁명 정권의 입장에서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들은 동일한 위
협에 가까운 것이며 양자는 상호상승작용을 일으키곤 했기 때문이다. 탈냉전 이후 공개된 새로
운 정보들을 바탕으로 1930년대 스탈린의 대숙청과 재군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해리슨(Harrison 2008)의 연구는 이러한 상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통찰을 제
공한다. 그는 당시 소련의 대숙청이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으로 외부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위협의 내부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preemptive) 대응이었으며 역으로 군비증
강은 정권의 지속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내부의 반혁명세력의 의지를 꺾는 동시에 친정권세력의
응집을 도모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한다(Harrison 2008, 16-21). 실제 1930년대를
휘몰아친 스탈린시대의 ‘대숙청’에서 대다수의 죄목은 ‘간첩’이나 ‘반혁명분자’였다. 1934년 12
월 유력한 후계자이자 잠재적 경쟁자였던 끼로프가 암살된 사건은 그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끼로프의 암살은 “좌익 반대파와 트로츠키주의자 및 외국에서 온 제국주의 첩자들이
연루된 거대한 음모”의 결과로 규정되었다(Thompson 2004, 404). ‘정치적 공개재
판’(showtrial), 그리고 이와 병행되었던 대중정치집회는 공포를 대중적 차원에서 증폭시키는
중요한 기재였다(박형중 1994, 133-134). 결국 제1차 5개년 계획의 대성공을 자축하며 ‘승리
자의 대회’로 명명했던 1934년 제17차 공산당 대회의 대의원들 중 1108명은 4년 후 열린 18
차 당 대회 이전에 사라져갔다. 이러한 ‘내부의 적들과의 전쟁’은 스탈린 시대 내내 지속되었
다. 예컨대 1949년 이후 기소된 대부분의 유대인 지식인의 죄목은 미국중앙정보부에 고용되어
소비에트 국가의 토대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언제나 소련이 반혁명
에 감염될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와 시장은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질병이고 그
독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Service 2005, 828-829; Overy 2008, 422-423). 물
론 이와 같은 내부의 적들과의 투쟁이 실제 공포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에 의
해 조작된 것이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그러나 비록 과장된 것일 가능성은 있으나 스탈
린의 공포가 당시 대숙청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Priestland 20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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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으로 인해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었다.
<근로자>의 한 논설은 “경제문제로 하여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주의 영상이 흐려지고”있다며 지도부의 우려를 전하고 있었다.299) 즉 탈냉전
과 수령의 사망, 그리고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진 위기 속에 내부의 불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왔던 것이다. 1996년으로 종결되었어야 할 혁명적 경제전략 ‘이후’에 대한 고민
이 길어지고 동년 7월로 3년 상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공식 출범이 늦어진
것은 바로 이러한 위기의 결과였다.
또한 1997년 하반기부터 자본주의, 자유주의로부터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뜻하는‘황색바
람’에 대한 경고가 급격히 강조되는 동시에 논조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황색바람에 대한 언급은 이전에도 지속되었었다. 그러나 그 논조는
그러한 황색바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김정일의 영도 하에 자신의 길을 변함없이 지키
고 있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
리 식 사회주의，사회주의보루는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원쑤들의 그 어떤 압력과 황색，
회색바람에도 끄떡 없이 튼튼히 고수되고 있”다거나 “우리 당과 인민은 그칠 새 없이
불어오는 황색, 회색 바람을 성과적으로 막아내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적들과의 대결전에서
련이어 승리하면서 우리의 사회주의를 철옹성같이 지켜내고 있다”거나, 또는 “제국주의
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이 핵무기와 돈주머니를 휘두르고 부르죠아 황색바람을 요란스럽
게 일구면서 날뛰고 있지만 (우리 인민들은-필자) 경애하는 장군님밖에는 모른다”는 식이
었다.300)
298) 김정일. 1998년 4월 25일. 조총련 수뇌부와의 대담. “김정일의 너무나 솔직한 육성 고백 전
문.”『월간조선』 2003년 1월호.
299) 정문산. 1996.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것은 올
해 우리 앞에 나서는 전투적 과업.” 『근로자』 3호. 평양: 근로자사.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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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신감’이 ‘경고’와 ‘우려’로 바뀌면서 언급 횟수도 급격히 늘어나는 기
점은 1997년 하반기 부터였다.301) 그 시작은 김용호의 논문인 <황색바람을 막지 못하면 사
회주의가 무너진다>였다. 여기서 김용호는 소련과 동구의 예를 들며 “사회주의배신자들이
<개혁>과 <개편>을 제창하면서 수십 년간 쳐놓았던 사상적모기장을 활짝 열어제끼고 황색
바람이 자유롭게 휘몰아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루아침에 사회주의 위업을 망쳐먹게 되
었”고, 따라서 “황색바람을 타고 침투하는 부르죠아사상과 부르죠아생활양식의 해독성과
위험성을 똑똑히 알고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과 풍조도 우리 내부에 흘러들지 못하도록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302) 이러한 사상문화침투에 대한 경고는
이후에도 전용석, 리광식 등의 논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303)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황색바람에 대한 강조가 앞서 언급한 계급교양의 강화와 연결되며
우려의 내용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심명수는 “부르죠아 황색바람은
사람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극단적인 개인리기주의와 향락주의에로 이끌어가
사회주의주체를 변질약화시키는 가장 위험한 사상문화적독소”이며 특히 사물현상에 민감
한“혁명의 3,4세대들”의 계급의식이 약화되면 혁명이 내부로부터 “와해”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304) 또한 리득훈은 “식량문제만 풀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
며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여러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은 결코 인민생

300) 김영남. 1997.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시대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구성이시다.” 『근
로자』 2호. 평양: 근로자사. p. 15; 서윤석. 1997.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인민의 운명과 행
복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다.” 『근로자』 2호. 평양: 근로자사. p. 63; 차용진. 1997.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주체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혁명적 유산.” 『근로자』 7호. 평양: 근로자사. p. 46.; 최영림. 1997.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
지는 우리 인민을 수령을 알고 당을 아는 훌륭한 인민으로 키우신 위대한 스승.” 『근로자』 10
호. 평양: 근로자사. p. 54.
301) 이러한 우려에는 미국은 1997년 3월초부터 《자유 아시아방송》을 통해 대북 선전전을 시작
했다는 점 역시 하나의 변수로 보인다. 그러나 설사 상기한 방송개시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방송이 왜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냐 하는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302) 김용호. 1997. “황색바람을 막지 못하면 사회주의가 무너진다.” 『근로자』 11호. 평양: 근로
자사. p. 92.
303) 전용석. 1997. “부르죠아자유의 반동적본질과 그 해독성.” 『근로자』 12호. 평양: 근로자사.
pp. 86-90; 리광식. 1997.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는 것은 우리 식 사
회주의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절실한 요구.” 『근로자』 12호. 평양: 근로자사. p. 68
304) 심명수. 1998.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절실한 요구.” 『근로
자』 2호. 평양: 근로자사. pp. 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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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 어려운데 있은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의 자유화바람, 황색바람을 막아내기 위한
사상사업을 소홀히 한데 있었다”고 주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었다.305) 이렇듯 일사 분란한
논조의 변화는 분명한 지침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즉 1997년 말부터 사상
이반의 조짐에 대한 지도부의 우려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정권의 출범을 즈음하여 위협인식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신천
박물관 개축과 관련된 일화를 들 수 있다. 1958년 건립된 신천박물관은 북한에서 반미선전
의 상징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곳이다.306)
제네바 합의 이후 적어도 1998년 후반 북미간의 갈등이 고조되기 전까지 북한은 외부의
적대세력에 대한 표현을 ‘제국주의와 반동’으로 추상화하며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
왔었다. 특히 1997년 8월 “미국을 백년숙적으로 보려하지 않”는다는 김정일의 언급은 이
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307) 그러나 1년 후 1998년 11월 22일 이와 같은 인식은 다음과
같이 급변했다.308)

305) 리득훈. 1998. “당일군은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근로자』 3호. 평양:
근로자사. pp. 35-37.
306) 북한의 주장에 따른 사건의 요지는 북한군이 유엔군에 밀려 퇴각하던 시기인 1950년 10월
17일 미군이 신천 지역을 점령했고 이들은 50여일 동안에 당시 신천군 인구의 4분의 1에 해
당하는 3만 5383명의 무고한 주민을 반(反)인륜적인 방식으로 학살했다는 것이다. 실제 사건의
규모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대규모 양민 피해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보인다. 이는 피카소
의 그림 <신천 대학살, Korea>에도 등장하면서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307) 김정일. 1997년 8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358.
308) 김정일. 1998년 11월 22일. 신천박물관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신천박물관을 통
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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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격한 비난은 냉전기를 포함하여 김정일의 발언 중에서도 매우 예외적인 것이었
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상기한 발언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아마 그 이유는 두 가
지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오히려 너무 돌출적이어서 대내교양의 목적 정도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
다. 둘째는 당시 연설의 시점이 대포동 미사일, 금창리 사건, 작계 5027-98 등 연이은 사건
들로 제네바 합의 이후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되던 북미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된 시점이었
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격렬한 반발을 샀던 대북 선제공격내용을 담은 작계 5027-98이
언론에 유출된 1998년 11월 19일 3일후였다는 점은 미국의 도발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하
는 중요한 단서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지점에서 상기한 발언의 의미는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첫째, 신천박물관의 재건축을 지시한 시점이다. 김정일이 국방공업우선론과 중공업우선의
자립적 민족경제전략으로의 재강화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대적인 자강도 현
지지도를 시작한 것은 1998년 1월이었다. 이 시점은 김정일이 계급교양을 특별히 강조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동년 1월 김정일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계급적 원쑤”들
이 “우리나라 사회주의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우리를 먹어보려고 악랄하게 책
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 혁명의 계급진지를 약화시키
고 사람들 속에 적에 대한 환상을 조성할 수 있”다며 특히 군대를 중심으로 계급교양의
강화를 지시했다. 해당 지시에 따라 “군의 각급 부대와 구분대마다 미제와 일본군군국주
의, 남조선반동들의 침략적 본성과 야수성을 고발하는”다양한 형식의 계급교양이 전격적
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김정일은 이러한 지침의 연속선에서 동년 5월 25일 군에 신천박
물관 개축 지시를 내렸다.309) 당시는 북미간의 갈등이 재현되기 전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리
고 바로 다음날인 1998년 5월 26일 <군민일치로 승리하자>란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선

309)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3권. 평양: 평양출판사. 2006. pp.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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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치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했다. 1998년 11월의 발언을 미국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 위
협에 대한 갑작스런 반응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둘째, 발언의 내용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집에 실린 김정일의 발언에서 핵심적인 경
계의 대상은 ‘미제’즉 외부의 위협이었다. 그러나 김정일이 이와 함께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부의 적’들이었다. “우리 내부에도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면서 칼을 벼리고 있는 청산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남아 있으며
그들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이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유사시에 인민들
에게 총부리를 돌려 대면 우리에게 큰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신천
박물관은 반미교양장소일 뿐 아니라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증오심과 투쟁정신을 높여 주
는 중요한 계급교양장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아직 “큰 세력”은 아
니라며 다소 완화되어 표현된 선집의 발언 내용에 비해 다른 자료에 소개된 당일 발언의
내용은 훨씬 솔직하고 강도 높은 것이었다. 여기서 김정일은 사회주의가 붕괴된 동유럽나
라들의 실패의 원인이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 반동들이 인민의 탈을 쓰고 반기를 들었을
때 그 나라 군인들은 계급적 원쑤와 인민을 가려보지 못하고 총대를 내리웠”기 때문이라
며 “어머니와 같은 인민들에게 총을 쏘지 말란다고 하여 자기의 계급적 사명을 망각”해
선 안되며 “인민의 원쑤, 혁명의 원쑤들에 대하여서는 무자비”할 것을 강조했다.310)

1997년 이후 북한의 급진화는 이러한 권위의 위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닌주의 정당의 일반적 특성이 극단적인 인격화로 나타난 수령제
의 카리스마적 권위의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레닌주의 정당의 중
요한 특성 중 하나는 조직적 영웅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해 항시적
인‘전투

상황’(combat

environment)을

창출해냄으로써

사회

전체의

‘전투

기

조’(combat ethos)를 유지하는 것이다(Jowitt 1992, 122-126, 253). 전형적인 영웅 신화가
그러하듯 카리스마적 권위의 유지에는 강력한‘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미
제, 간첩, 종파주의, 수정주의, 관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기술신비주의 등 부정해야할
모든 것들은 ‘적’으로 간주되었고 혁명과 건설은 수령과 당이라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310)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3권. 평양: 평양출판사(2006).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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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과의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이들과 전투를 치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형상화 되어왔다.
북한의 수령제의 형성과정에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라는 ‘적’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특히 1967년 수령제로의 급격한 변화가 사회내의 극좌적인 사상투쟁과 급격한
군비증강과 병행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피포위 의식은 끊임없는 사상교양을 통
한 ‘이데올로기의 재기능화’(refuntionalization of ideology)(장달중 2004, 13), 철저한 폐쇄
체제를 통한 정보의 통제와 함께 수령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였던 것이다.
하지만 제네바 합의 이후 ‘미제’가 ‘미국’으로 전환된 상황은 이러한 전투상황이 완
화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했다.311) 그리고 역설적으로 해당 시기 북한은 수령의 사망과 고
난의 행군으로 인해 카리스마적 권위의 일상화가 진행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따라서 단순
히 수령에 대한 군의 충성도를 재고하는 수준을 넘어 군사력 증강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
로 내세움으로써 사회전반의 전투기조를 강화하는 것은 카리스마적 권위의 재창출을 위한
주요한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312) 이와 같은 작업이 지배엘리트로서 군의 부
상을 수반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었다.313) 당의 엘리트들에 배한 불신이 팽배했
던 당시 가장 급진적인 엘리트이자 제국주의에 맞선 혁명적 무장력인 군은 김정일이 권위
311) 제네바 합의체제 이후 1997년까지 지속된 미국에 대한 북한의 협력적 정책(negotiated
cooperation)을 김정일 체제의 권력 공고화라는 대내적 동인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박경애는
계승 이후 정당성의 위기에 처한 김정일 정권의 상황을 이데올로기적 순수성의 유지와 개혁개
방을 통한 경제적 성취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정당성의 기반이 충돌하는 일종의 딜레마 상황
으로 묘사하고 있다(Park 1997, 634).
312) 정치적 계승이 초래한 정당성과 카리스마적 권위의 문제가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 미친 영
향에 주목한 드문 연구로는 만소로프(Mansourov 1994)가 있다. 그에 따르면 협력과 갈등을
반복한 1990년대 초반 북한의 행위 패턴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평가, 그리고 그와 밀접히 연
동되어 있던 정권안보에 대한 위협평가에 따라 달라졌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가 위협인식의
정도를 좌우한 것으로 국내적인 변수들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김정일로의 계승의 과정
에서 카리스마적 권위의 재창출과 권위의 확립에 위기를 겪을 경우 북한의 외부 위협인식을
악화시킴으로써 핵문제를 비롯한 대외정책을 급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역설적이게도 핵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적 계승과 카리스마적 권위의 재창출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정확했던 것
으로 보인다.
313) 주석단 서열을 중심으로 한 최고엘리트 계층 내에서 군의 부상에 관한 체계적인 정리로는
김갑식(2005a, 132-139)을 참조할 것. 또한 군의 부상은 엘리트 층 일반에서도 두드러졌는데
이는 1998년 7월 실시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 687명 중 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111명으로 제9기의 68명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에도 잘 드러난다(조준
래 2003,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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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반으로 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엘리트집단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의
강화는 선군노선의 목적이기도 했지만 내부의 이견과 논쟁을 정리하고 선군노선이 ‘관
철’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기도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반제자주를 기치로 한 선군
노선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갖는 것과 함께 내부로부터의 권위의 위기에
동시에 대응한 북한식 급진주의의 귀결이었던 것이다.

2. 선군노선: 이데올로기, 조직, 정책을 중심으로
급진주의로서 선군노선의 세계관의 핵심 전제는 탈냉전 이후 제국주의 미국 중심의 일
극체제하에 사회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자신들이 홀로 맞서고 있다는 피포위 의식이다.
즉 냉전의 종식으로 세계정치구도가 미소대결구도로부터 북미대결구도로 변화되었으며 이
는 “세계의 유일한 사회주의 강경보루국” 인 자신들이 홀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첨
예한 대결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314) 그리고 북한에게 있어 이
러한 대결구도는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315) “승냥이가 양으
로 변할 수 없듯이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316) “제국
주의자들의 힘의 정책, 전쟁전략은 오직 막강한 군력”을 통해서만이 극복이 가능하며 선
314) 전덕성. 2004. 『선군정치에 대한 리해』. 평양: 평양출판사. p. 15; 『우리 당의 선군정치』.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pp. 9-10.
315) 예컨대 다음과 같은 문구를 볼 것. “랭전이 종식된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강도적인
힘의 론리에 매여달리고 있다. 정치외교적 방법으로 자기의 침략적 야욕을 실현하지 못하면 지
체없이 횡포한 군사적 공격으로 넘어 가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으로 되고 있다.
여기에는 국제적인 도의나 관례도, 공인된 국제법도 통하지 않는다. 군사만능의 힘의 론리에
환장한 제국주의자들에게 리성을 바라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미친개는 몽둥이로 다스
려야 한다. 힘에는 힘으로 맞서고 오만한 무력행사에는 무자비한 징벌로 대답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노동신문> 1999년 6월
16일.
316) 김정일은 2000년 10월 북미 공동 코뮤니케 당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의 담화를 통해
“미제에 대하여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며 “미제는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군적으로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침략적 본성과 교활성， 악랄성
을 폭로 규탄하는 학습， 강연회， 해설모임” 등이 집중적으로 조직, 진행되었다고 한다. 『선
군태양 김정일 장군』 3권 평양: 평양출판사(2006). pp. 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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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치는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정치방식”이라는 규정은 이와 같은 인식에 기반 한 것이다.317) 따라서 선군노선은 이
를 뒷받침할 체제 전반의 변화를 수반했다.
또한 맑스레닌주의와의 차별성과 우월성은 선군노선이 갖는 핵심적인 의의로 강조되었다.
북한에 따르면 선행이론은 첫째, 군대를 단지 혁명적 폭력의 수단으로만 간주할 뿐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지위를 간과했으며, 둘째, 군대 문제를 사회주의 정치의 기본문제가 아닌
계급독재의 수단으로만 인식했고, 셋째, 군대에 대한 수령과 당의 혁명적 영도에 관한 문
제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선군정치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
한 김정일에 의해 최초로 발견된 참다운 사회주의정치방식으로 규정되었다.318)
따라서 선군정치는 맑스레닌주의가 아니라 카륜회의 이후 김일성이 일관되게 수행해온
선군혁명영도를 계승 발전시킨 결과로서 김일성 시대부터 구축되어온 북한식 급진주의의
흐름의 연장선에서 제기되고 정당화 되었다.319)

이러한 차원에서 계승의 위기 속에 재현

된 독창성과 계승성의 논쟁과 독창성으로의 정리는 선군노선이 등장하게 된 주요한 이데
올로기적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에는 말자체가 없었”던“선군정치의
독창성과 위력”은 “주체사상의 독창성이고 위력”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이와 같은 상관
관계를 잘 보여준다.320)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변화와 더불어 조직과 정책을
포함한 선군노선의 내용과 성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317) 전덕성. 2004. 『선군정치에 대한 리해』. 평양: 평양출판사. p. 15; 『우리 당의 선군정치』.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pp. 138, 234-247; 전덕성. 2004. 『선군정치에 대한 리해』. 평
양: 평양출판사. p. 15.
318) 김정일에 따르면 “군사중시정책은 우리 당이 어느 시기에나 일관하게 견지하여 왔지만 선군
정치방식은 최근 년간 제국주의자들의 책동과 관련하여 더욱 엄혹해 지는 정세의 요구를 반영
하여 내가 새롭게 정식화하여 내놓은 것”이라고 한다. 리용철. 2000. “선군정치는 위대한 장군
님의 독특한 정치방식.” 『근로자』 9호. pp. 11-12; 김철우. 2000.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pp. 10-12.
319) 차윤복. 1999. “선군혁명령도로 주체위업을 개척하고 빛내여온 위대한 력사.” 『근로자』 1호.
평양: 근로자사. p. 36; 『우리당의 선군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pp. 164-170.
320) 리성철. 2002.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고 있는 독창적인 정치방식.” 『근로자』 5
호.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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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군노선의 이데올로기적 기반
(1) 우리식 사회주의론: 독창성 vs 계승성

벨(Daniel Bell)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철학적 탐구나 사상과 달리, 정열에 바탕을 두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전형적인 예로 그는
사회주의를 들고 있다(Bell 1960). 그러나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모순을 갈파하며 이미 1950
년대 말에 “이데올로기의 종언”(The End of Ideology)을 선언했던 그의 주장이 당위가
아닌 역사의 무대에서 등장하는 데는 30여년이 시간이 더 필요했다. 탈냉전을 “역사의 종
언”(The End of History)으로 규정한 후쿠야마(Fukuyama 1989)나 ‘공산주의의 소
멸’(“Communism died this year”)과 동일시한 부시 미 대통령의 ‘승전선언’은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에 있었다.321)
이데올로기의 위기는 체제의 정당성을 거의 전적으로‘사상의 우월성’에 기대어온 북한
에게 정당성의 위기를 의미했다. 1980년대 이후 악화되어온‘발전의 위기’는 ‘사상의 위
기’와 결합되며 생존의 위기로 전화되고 있었던 것이다.322)
‘우리식 사회주의’론은 탈냉전 이후에 전개된 이와 같은 사상의 위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의 핵심으로 알려져 왔다.323) 특히 김정일의 1991년 5월 5일자 담화인 <인민대중중심
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는 그 주요한 계기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해는 오
류라고는 볼 수 없으나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훨
씬 복합적이고 근본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하에서는 이른바 ‘우리식’담
론과 우리식 사회주의론의 등장과 발전의 경로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321) 해당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Communism died this year. […]By the grace of
God, America won the cold war.” (Bush, 1992.01.28.) (장달중 외 2011, 8 재인용).
322) 1990년대 들어 체제 우월성에 대한 북한의 담론이 풍요에서 분배로,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사회심리적 차원으로 미묘하게 변화해 나갔다는 서재진·김병로(1994, 44-45)의 관찰은 북한의
고민을 잘 보여준다.
323) 우리식 사회주의론에 대한 이와 같은 기존 이해의 한계를 넘어 총체적이고 역사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는 곽승지(1998)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는 탈냉전 이후 우리식 사회주의론의
전개과정을 맑스레닌주의로부터의 이탈의 과정으로만 간주할 뿐 김정일 체제의 형성과정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일어난 독창성과 계승성과 관련된 논쟁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
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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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식’담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8년 12월 25일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
의회에서 김정일이“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면서부터였다.324) 여기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것의 의미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 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모든 것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는 1년 후 해당 구호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연설
인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 데 대한 당의 전략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325) 별로 새로운 내용이라 할 수 없는 해당 구호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
까? 그리고 그것이 1980년대 내내 김정일의 정치를 상징하는 구호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
인은 무엇이었을까?326)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우리식 담론이 처음 등장한 1978년의 연설에서 우리식대로 살아
나가는 제1의 원칙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무엇보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지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수령에 대한 절대 충성이 우리식의
핵심으로 강조된 것은 해당 연설에 간단히 언급된 매우 복잡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내
부형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것은 중국의 개혁이었다.
‘수정주의자’흐루시초프에 의해 이미 집단지도체제로 ‘변질’된 소련과 달리 ‘마오영
도’(Mao in Command)체제를 유지하던 중국에서 이른바 진리표준론(眞理標準論)이 시작되
면서 수령의 무오류성을 주장하는 양개범시론(兩個凡是論)이 부정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논
쟁은 결국“어떠한 진리도 스스로 증명할 수 없고 오직 실천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실사구시론(實事求是論)의 승리로 끝났고 이를 주도한 등소평에 의해 중국은
개혁개방을 개시했다(서진영 2008, 79-80; 안치영 2003, 131-158).
이러한 흐름이 공식화된 것이 1978년 12월 18일 열린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의
324) 김정일. 1978년 12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
에서 한 연설.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김정일 선
집』 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203.
325) 김정일. 1979년 12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우리 식대로 살
아나갈데 대한 당의 전략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일 선집』 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1995. p. 355.
326) 1980년대 들어 ‘우리식’이란 수식어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전 분야에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관용적 수식어로 굳어갔다(이찬행 2001, 48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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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전체회의였다. 해당 회의는 중국 건국 이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위대한 전
환”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이미 부적합하게 된 ‘계
급투쟁을 중심과제로 삼는다’는 슬로건을 과감히 중단”하고 과거에 만연되었던 “개인
숭배와 교조주의의 정신적 굴레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되었다.327) 비록 중소와 북한의
관계는 탈스탈린화와 개인숭배 비판의 강력한 충격에 휩싸였던 1956년과 달리 더 이상 종
속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충격은 상당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변화가 더욱 부담스러웠
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시 북중관계가 매우 긴밀했다는 점이었다.328) 변화의 파장을 차단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김정일의 ‘우리식’담론이 제기된 것은 바로 상기한 회의가 있은 20여일 후였다. 따라서
비록 중국을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 그가 말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내부형편”이 무
엇을 지칭하는지는 매우 분명했다. 우리식 담론이 지닌 이와 같은 의미는 앞서 언급한
1979년의 담화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났다. 해당 담화에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내부 형
편”은 매우 복잡한 것을 넘어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자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버리고 수정주의길로 나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의 그릇된 로선을 다른 나라들
에까지 내리먹이려”하고 있다고 비난되었다.329) 즉 최초의 우리식 담론의 핵심은 맑스레
닌주의의 ‘실패’로부터의 차별성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로부터의 ‘이탈’과의 차별성
에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식 담론이 1974년 유일한 후계자로 선정됨과 동시에 제기한 ‘김일성
327) 1981년 6월 27일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대한 당 중앙의 결의.”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결의문. 『사회주의 대변혁 핵심문헌 50선』. 신
동아 1991년 1월호 별책부록. 서울: 동아일보사.
328) 1978년 5월 5일부터 10일간 이루어진 화국봉의 방북은 이를 상징하는 주요한 사건이었다.
이는 당주석으로서는 최초의 방문이었으며 중국의 대일, 대미 관계 정상화 과정에 대해 북한에
통보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소 경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화주석은 미/중 관계
개선에 따르는 반대급부로 1억 달러 상당의 차관을 제공하고 북한의 제2차 7개년 계획
(1978-1984) 동안 30개의 공장건설을 지원하며 대북 석유공급을 무역 베이스 1백만톤 이외에
150만톤을 추가 공급하고 그것도 소련의 대북 석유판매가인 배럴당 11달러에 비해 훨씬 싼
4.30 달러로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중국은 대베트남 원유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
지원용으로 비축된 50-70만 톤의 석유를 북한 쪽으로 전용할 수 있었다(최명해 2009,
325-326; 오진용 2004, 63).
329) 김정일, 1979년 12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우리 식대로 살
아나갈데 대한 당의 전략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일 선집』 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1995. pp. 3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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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론과의 일정한 긴장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김일성주의론의 핵
심 역시 맑스레닌주의의 계승보다는 이탈, 즉 주체사상의 독창성에 대한 강조에 있었기 때
문이다.
이러한 긴장은 중국의 ‘이탈’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냄에 따라 보다 심각한 문
제가 되었다.331) 특히 1985년은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새로운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고르바
초프에 의해 소련에도 개혁과 개방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332) 역설적이게도
1985년 무렵의 북중, 북소관계 역시 매우 우호적인 상황이었다.333) 노골적인 거리두기는 상
당한 정치적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는 합영법, 8.3인
민소비품운동, 독립채산제 강화, 연합기업소 확대 등 북한 역시 발전의 위기에 대한 일련
의 대응을 시도하고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북한의 지도부는 다음의 두 가지 과제에 직면
했다. 첫째는 변화의 한계선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다. 발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변
화의 모색이 정치적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입증된 것이
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체제의 합리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될 정치적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켜낼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듬해인 1986년부터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계
330) 김정일. 1974년. 2월 19일. 전국 당선전일군 강습회에서 한 결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정일 선집』 4권.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94. pp. 14-15
331)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성장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78년 이전 26년간 농업 총생산
량의 평균 성장률은 2.6퍼센트에 불과했는데，1978년 이후 1988년까지 10년간의 평균 증가율
은 6.5퍼센트였고 특히 1978년에서 1984년 사이에 괄목할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농가소득도
1978년에서 1984년 사이에 평균 두 배 이상 증가했다(서진영 2008, 337).
332) 고르바쵸프의 제1관심은 침체된 경제의 개선이었으며 이를 위한 당 개혁의 핵심은 첫째, 글
라스노스트, 즉 공개성을 강조하며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당내 민주화를 비롯한 소련 사회의 광
범위한 민주화와 대중참여였고 둘째, 경제행정 지도에 있어 당이 소비에트, 경제기관을 ‘대체’
하는 현상을 지양하고 당의 위상을 ‘정치적 지도’ 기구로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1986년 2월 27차 당대회 보고를 통해 공식화되었다(박수헌 1997, 148-149).
333) 1985년은 해방 40주년으로 4월 24일 조·소 코뮤니케가 교환되어 소련의 원조가 더욱 확실
히 약속되었으며. 10월 2일에는 조· 소 경제과학기술협정 의정서가 12월 2일에는 조· 소 경제
수역 및 대륙붕 경계에 관한 조약이, 그리고 12월 26일에는 조· 소 원자력 발전소 등의 경제
기술협력협정이 조인되었다. 또한 이를 전후하여 소련은 북조선에 미그23 26대를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 소 관계의 긴밀화가 중국과의 합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중요했다.
중국군의 조선전쟁 참전에 대해 북한은 상당기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동년 10월 조선전
쟁 참전 35주년 기념식에 리펑(李觸) 부수상을 초청하여 기념식을 거행함으로써 조·중 관계가
우호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와다 하루키 2002, 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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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성을 독창성의 체계로 포괄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독창성의 강조만으로는 계급적 원칙
으로부터의 ‘성공적인’ 이탈을 비판하는 동시에 변화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음과 같은 김정일의 언급은 독창성과 계승성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확장시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과제에 대한 답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한 논문이 바로 1986년 7월 15일에 제시된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였다. 여기서 김정일은 다음의 언급에서 보듯 앞선 담화와 마찬가
지로 독창성과 함께 계승성을 함께 강조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당 논문의 상당부분은 사회주의적 원칙의 견지와 개혁개방에 대한 비판들, 예컨
대“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적아를 옭게 구별하고 혁명과 건설에
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을 견결히 고수”할 것과 농업에서의 가족단위 도급제, 개별적
334) 김정일. 1986년 6월 27일. “주체사상은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상이
다.” 『김정일 선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29-431.
335) 김정일. 1986년 7월 15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 선
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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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장 기업소의 자치제 등에 대한 비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336)
그러나 해당 논문의 보다 큰 의의는 독창성의 내용이 완결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독창성은‘사람 중심’이라는 주체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한 다음의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내용은 혁명의 주체로서 노동계급이 아닌 노동계급을
핵심으로 포괄하는 인민대중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혁명은 계급해방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되었다. 둘째, 수령과 당의 독재가
계급적 대표성이 아니라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해 정당화되었다.337)
이러한 이론을 체계화 한 것이 바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었다. 이에 따르면 사회는 하
나의 생명체로서 “최고뇌수”인 수령과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
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인 당, 그리고 당을
통해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당과 운명을 같이하게 될 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얻게 되는 인민대중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집단으로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생명은 개인
의 생명에 우선한다.338) 따라서 생명의 중심이며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는 수령에 대한 충
실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혁명적 수령관’은 사회정치적 생명
체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즉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혁명적 수령관은 맑
스레닌주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대체한 지배의 정당성의 자원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
(한호석 1997).

결국 1980년대 후반 진행된 독창성과 계승성의 결합은 내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형식적
인 것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즉 수정주의에 대한 견제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인해
계승성에 대한 강조가 부활되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독창성을 중심으로 한 이탈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탈이 탈냉전을 계기로 가속화되었음은 물론이
다. 북한은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현실을 수정주의의 결과로 치부하려했지만 진영 전체의
집단적인 몰락, 그리고 이에 상반된 또 다른 수정주의의 ‘성공’은 문제의 근원을 맑스레
닌주의 자체에 있다고 믿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따라서 1990년 탈냉전과 동시에 김정일은
336) 김정일. ibid. p. 443; 463-464.
337) 김정일. ibid. p. 433; 449-450.
338) 김정일. ibid. p. 44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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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을 더욱 가속화 했다.339) 1990년 5월 30일에 행해진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340)

‘우리식’담론을 체제의 수준에서 정식화한 ‘우리식 사회주의론’에서 우월성을 구성하
는 요소도 독창성과 계승성을 포괄하려 했던 1980년대와 달리 독창성을 강조하는 내용으
로 재규정되었다. 즉 “우리 식 사회주의의 근본적우월성은 사람중심의 사회,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회라”는 점과 “사람중심의 사상인 주
체사상에 의하여 규정되는 우월성”이라는 것이다.341)
수령의 사망 이후 자신의 정치에 대한 비전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는 이러한 변화의 연속선에 있었다.342)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사회주의 해체와 권력승

339) 아래의 연설 외에도 1990년 1월 11일에 행해진 <당사상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나 1990년 10월 25일에 행해진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리해를 가질데 대하
여> 역시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김정일. 1990년 1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당 사상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정일
선집』 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김정일. 1990년 10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340) 해당 연설은 1990년 2월 소련 중앙위 총회에서 공산당의 권력독점과 관련된 헌법 6조가 폐
기됨으로써 당국가체제가 해체되고 이어 3월 헝가리와 동독에서 동구 최초로 자유총선이 실시
된 직후에 나온 것으로서 탈냉전에 대한 이후의 담론의 원형을 거의 대부분 포함하고 있었다.
김정일. 1990년 5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 선집』 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73-74.
341) 김정일. ibid. p. 75.
342) 김정일. 1994년 11월 1일.“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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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따른 체제적 위기를 ‘물질’보다 ‘사상’을, ‘전체주의적 통제에의 의지’보다는
인민대중 중심의 ‘의리와 사랑에의 의지’를 통해 극복하려는 의도 하에 김정일의 민중
주의(populism)적 경향이 강화된 결과였다(장달중 2004). 특히 장달중(2004, 40-42)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 인민대중의 자격으로서 사회계급적 토대보다
사상적 기초를 우선하며, 이러한 사상적 기초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넘어 “나라와 인
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애민, 애족사상”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민대중
은 ‘모든 분야의 주인’이자 ‘모든 것의 선생’이며 따라서 노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
의 의사와 요구에 귀기울여야 함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의 지도를 통한
계급투쟁’보다는 ‘수령, 당, 대중이 사회 정치적 생명체 속에서 이루는 연대(solidarity)’
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1990년대 초반의 이데올로기적 차원
에서 나타난 급진성의 완화는 앞서 제4장에서 살펴본 일련의 탈급진적 시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1990년대의 우리식 사회주의론이 탈냉전이 초래한 사상의 위기
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식 사회주의론의 우월
성은 정권을 ‘혁명의 적’들에게 내주고 만‘실패한’ 수정주의와의 차별성, 그리고 생존
그 자체에서 구해지고 있었으나 탈냉전 이후 북한의 현실 역시 바로 그 실패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라는 ‘성공한’ 수정주의의 현실은 고난의 행군이
라는 실패의 정점과 맞물리며 내부의 동요로 이어졌다. 1990년대의‘우리식 사회주의론’
의 핵심이었던 독창성은 정당성의 위기를 돌파하는 무기였지만 위기의 원인이 ‘우리식’
자체에 있을지 모른다는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계승성과 독창성의 논쟁은 재현되었다. 중국이 맑스레닌주의의 계승과 창조적 재해
석을 통해 개혁개방을 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을 맑스레닌주의의 계승의 관점에
서 재해석함으로써 북한의 미래를 중국에서 찾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이태섭
2001b). 이른바 황장엽류의 ‘신(新)주체사상’이 바로 그것이었다(한호석 1997). 그렇다면
맑스레닌주의의 재해석인가 아니면 독창성의 강조를 통한 완전한 이탈인가하는 점은 당시
북한의 급진, 탈급진의 선택과 어떤 논리적 상관관계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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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을 독창성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의 유물변증법의 계승 발전으로 해석한다는 것
은, 기존의 제도와 정책과 리더십을 맑스레닌주의의 유물변증법의 틀 속에서 재해석․재평가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소련 및 동유럽과 중국의 경제 발전․생산력 발전을 우선시하는 실용
주의적 개혁 노선이 의식․생산관계․정치에 대한 물질․생산력․경제의 1차적 규정성을 강조하
는 맑스레닌주의의 유물변증법과 사적 유물론의 논리를 통해 가능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
실이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맑스레닌주의의 유물변증법의 계승 발전으로 규정할 경우 개혁
노선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을 뜻했다(이태섭 2001b). 즉 독창성과 계
승성의 문제는 단지 정권의 권위와 정통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급진주의의 지속이냐 개혁
을 통한 탈급진화냐의 핵심적인 논점을 포괄하고 있었던 것이다.343)
황장엽에 따르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김정일의 비판이 본격화된 것은 1996년 5월 9일 이
후였다. 다음날인 1996년 5월 10일 노동신문에 실린 <야심가, 음모가들의 비렬한 본색>이
라는 기사는 다음과 같이 계승성을 강조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었다.

343) 당시 북한에서 대두된 실용주의적 개혁 노선의 구체적 내용은 북한의 경제 이론지 『경제연
구』 1998년 1호에서 ‘기회주의적 견해’를 비판하고 있는 리명호의 논문에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다. 리명호에 따르면 일부 기회주의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정경 분리 등을 명분으로 하여 경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를 거세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
윤 지표를 더 중시하여 현물 지표를 이윤 지표에 종속시키고자 하였다. 셋째, 생산자들의 생산
적 열의를 추동함에 있어 정치적 방법, 정치 도덕적 자극을 부차화하고, 돈에 의한 방법, 물질
적 관심성만을 일면적으로 자극하고자 하였다. 넷째, 기업 관리를 자유화, 분권화하고, 상품 화
폐 관계(가치법칙)를 경제와 사회 전반에 확대하고자 하였다. 리명호, “경제 관리와 경제 제도
의 련관을 부인하는 기회주의적 견해의 반동성”, 『경제연구』 1998년 제1호, pp. 49~52(이태섭
2001b.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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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1996년 7월 26일 김정일은 이러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논문을 발표했다. <주체
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가 바로 그것이었다. 여기서 김정일은 “일부 사회과학자들
이 주체철학을 해설하는데서 우리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그릇된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고 비판한 후 “주체철학은 자기의 고유한 원리들로 전개되고 체계화된 독창적인 철학”
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고를 통해 더 이상의 논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로써 계승성과 독창성을 둘러싼 오랜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김정일은 중국식의 개혁개
방이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논쟁의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
했다. 계승성과 독창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우리식 사회주의’론의 정당화 과정은 여
전히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사망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김정일 정권의 비전은 ‘주체시대’의 비전인 ‘사회주의 완전승리론’에 멈
춰있었다.

따라서 논쟁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권위의 불안정성은 해소되지 못했다. 특히

고난의 행군의 지속이 이러한 불안정성을 심화시켰음은 물론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상
의 위기는 1998년을 기점으로 ‘주체시대’의 ‘사회주의 완전승리론’이‘선군시대’의
비전인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으로 대체되기까지 지속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가 ‘계급에서 인민으로’라는 탈급진적 흐름을 역진시킨 인민에서 ‘군과 인민’으로의
전환이라는 급진화, 즉 선군노선의 일부로서 제기되었음은 물론이다.

(2) ‘사회주의 완전승리론’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으로344)
344) 강성대국론을 이데올로기의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들도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이데올
로기’라기 보다는 체제의 비전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체제의 비전은 일종의 실천이데올로기
의 하위 요소로서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 조직, 정책
이라는 틀을 통해 분류한 본 연구의 구성상 이데올로기 파트에서 분석했음을 밝힌다. 강성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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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3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과도기론인 사회주의 완전승리론은 소련
의 우경기회주의와 중국의 좌경기회주의에 반발하여 북한식 급진주의 원형을 형성하는 과
정에서 도출된 북한 체제의 비전이었다. 그러나 해당 단계에서의 북한식이란 맑스레닌주의
와의 차별화라기보다는 여타의 수정주의와 교조주의와의 차별화에 가까운 것이었고 이러
한 차원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비전은 여전히 맑스레닌주의의 강한 영향력 하에 있었
다. 이후 맑스레닌주의와의 차별화가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의 출범 직전까지 북한의 비전은 여전히 사회주의 완전승리론에 머물러 있었다. 앞서
살펴본 독창성과 계승성의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넘어 이른바 주체시대를
대체한 선군시대의 새로운 비전으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이었다.345)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이 체계적인 형태로 등장한 것은 1998년 8월 22일자 <노동신문> 정
론을 통해서였다.346) 여기에서 강성대국의 건설방식은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
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
으키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강성대국론의 의의를 보다 명확히 밝힌 것은 1999년 1월 1일
김정일의 담화에서였다. 김정일은 강성대국론의 실천적 의의가 경제강국의 실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금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과 군사적위력은 이미 강성대국의 지위에 올라
섰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제 우리가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제 궤도에 올라서서 생산을 꽝꽝 하게 만들면 얼마든지 경제강국의 지위에 올라 설 수
있”다는 것이다.347) 그러나 이러한 경제발전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군사우
론을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서재진. 2002. “김정일
시대 통치이념의 변화: 주체사상에서 강성대국론으로,” 북한체제의 현주소 서울: 통일연구원.
345)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1998년 김일성 헌법이나
2009년 개정헌법에서도 국가의 목표로 명기되었으며 2010년이 되어서야 당규약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 들어 사회주의 완전승리론은 실질
적인 국가비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상징적인 모토로 남으며 실제 국가의 비전으로서
역할을 한 것은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이었다. ‘과도기론’의 대체라는 측면에서 ‘사회주의 완전승
리론’과 ‘강성대국론’의 등가성을 주장하는 연구로는 서유석(2007. 295-296)을 참조할 것.
346) <노동신문> 1998.8.22. 강성대국론 자체가 해당 정론을 통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97년 『근로자』 11호에 실린 한 논설은 “주체의 강성대국”론을 제시하고 있다. 주체
의 강성대국은 “사상의 강국, 정치의 대국,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되
었으며 주체를 세우고 자주노선을 견지할 것, 군대를 강화할 것, 물질경제적 요인보다 사상적
요인에 선차성을 둘 것이 강조되었다. 서윤석. 1997.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생명선.” 『근로자』 11호. 평양: 근로자사. pp. 41-46.

- 160 -

선주의, 즉 선군노선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동시에 강조했다. “군사를 중시하고 국방
공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며 “군사가 첫째이고 국방공업이 선차”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견 모순된 주장은 강성대국론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낳아 왔다(김근식·이무
철 2007, 85-86). 첫째는 선군정치와 관련하여 정치, 사상, 군사강국화의 맥락을 강조하는
흐름이고, 둘째는 북한의 공식주장을 근거로 경제발전전략, 혹은 국가발전전략으로 분석하
는 것이다. 엇갈린 해석 중 후자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실리주의’
‘신사고’등 북한식 개혁의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한 이후였다. 특히 2002년 7.1경제관
리개선조치는 북한의 실용주의적 변화에 주목하는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주었다(장달
중·임수호 2005, 95-100). 그러나 이후 북한의 행보는 결코 개혁과 변화로 일관되지 않았
다. 그렇다면 강성대국론의 등장은 어떤 함의를 갖는 것일까?
결론은 양자를 모두 포괄하되 그 우선성은 선군노선의 실현에 있다는 것이다. 즉 강성대
국론이 경재재건의 의지를 내포한 것은 분명하나 그것은 선군노선의 하위요소로서 반제전
선의 강화를 위한 물적 토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 것으로 북한식 급진주의라는 큰 틀에
서 해석되어야 하며 그렇게 볼 때 강성대국론의 의미는 선군노선이 갖는 선차적 규정력과
그러한 규정 내에서의 자율성을 동시에 의미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강성대국론은 실리주의를 강조하는 동시에 경제발전의 원칙과 방식의 문
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성은 북한의 개혁이 주기적으로 역진하는 주요
한 근거가 되어 왔다. 예컨대 북한이 말하는 강성대국은 “주체의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제국주의의 《강성》에 대한 신화， 딸라와 《경제대국》에 대한 환상과 의
존”을 거부하고 ‘수령중심,’ ‘자력갱생’의 원칙이 실현된 나라를 의미한다.348) 이는
다음과 같은 김정일의 담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347) 김정일. 1999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김정일 선집 제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
454.
348) <노동신문> 199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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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이와 같은 강성대국론의 성격은 경제강국 건설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된 제2의
천리마 운동의 성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북한에 따르면 제2의 천리마 운동은 자체의
생산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노력동원운
동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은 비겁분자, 동요분자들”과
“우리를 <개혁>, <개방>에로 유도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그리고 “황
색바람을 비롯하여 우리의 사회생활을 흐리게 하는 온갖 비사회주의적 요소”와의 “대사
상전”이었다.350) 이는 1950년대의 천리마운동 역시 단순한 사회주의 증산운동이나 노력경
쟁이 아니라 “공산주의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이 결합된 권위구축의 메커니즘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였다(서동만 2005, 790). 즉 김일성의 천리마 운동이 이른바 ‘종파주의자’들과의
투쟁의 과정에서 자립의 발전전략을 정치적 자주노선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듯이 김
정일의 천리마 운동 역시 사상동원을 통해 효율성보다 제국주의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에
대항한 중공업 우선의 자력갱생 전략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었던 것이다. 물론 1950년대
의 위협의 근원이“원쑤들의 북진소동”과 “대국주의자들의 압력”이었던 데 반해 1990
년대의 그것은 “미제의 군사적 압력과 고립봉쇄책동”과 “제국주의의 반동적 사상문화
의 침투와 황색바람”이었다.351)
그러나 이와 같은 보수적 메시지들이 경제적 합리화의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라는 해석은
일면적이다. 경제강국론으로 대표되는 부국강병론은 북한식 급진주의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식 급진주의의 핵심은 반제자주노선이다. 그리고 그 대전제는 체제의 생존이
349) 김정일. 1999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김정일 선집 제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
458.
350) 강광근·한광일. 1998. “새로운 천리마대고조로 력사의 새시대를 빛내이자.” 『근로자』 1998
년 7호. pp. 22-23.
351) 강광근·한광일. Ibid. p. 21.

- 162 -

다. 강력한 군사력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경제력임은 당연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상기한
변화의 계선을 명확히 한 조치가 변화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데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선군노선은 제국주의로부터의 안전이 확보되는 한 다양한 변화의
시도를 가능케 하는 자율성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것이 강성
대국론을 실리주의와 결합시킬 수 있었던 이유이다. 즉 강성대국론의 실리주의는 맑스레닌
주의의 계급노선의 경직성과는 차별화된 것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강성대국론에서 제기된
자력갱생의 의미는 경제적인 것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는 2000년대에 등장한 북한의 최상위의 경제발전 원칙인 선군경제노선의 등장과정에서
도 잘 나타난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1997년 김정일의 총비서 취임과 함께 나타
난 가장 핵심적인 정책적 변화 중 하나는 국방공업우선론의 정식화였다. 이는 다른 모든
원칙에 우선하는 것으로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먹히우는
가 마는가 하는 운명결정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방”이라는 주장에서 잘 나타
난다.352) 앞서 살펴본 강성대국 건설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김정일의 연설에서 “군사는
국사중의 제일국사이며, 국방공업은 부강조국건설의 생명선”으로 정의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였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러한 국방공업우선론을 제도화한 선군경제노선의 등
장이 2000년대에 나타난 경제적 합리화의 흐름과 그 종합으로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병행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변화의 신호로 크게 주목받은 7.1조치의 위상은 어디까지나
2003년 정식화된 선군경제노선의 하위원칙이었다. 국방공업우선론을 제도화한 선군경제노
선은 선군시대의 경제발전노선을 규정하는 최상위의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353)
그러나 이와 같은 위계관계가 7.1조치가 포함하고 있는 개혁적 요소들이 선군경제노선의
실현을 위한 일시적 수단에 불과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반제자주를 기치로 한 선
군노선의 핵심적 이해와 배치되지 않는 한 부국강병을 위한 다양한 합리화의 시도는 허용
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식 급진주의로서의 선군노선
하에서 북한의 다양한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표의 위계와 목표들 간의 관계에 대한

352) 리수길. 1999.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는 부강조국건설의 불멸의 로정.” 『근로자』
1호. 평양: 근로자사. p. 15.
353) 예컨대 경제관련 논문이 집중적으로 실린 『근로자』 2003년 3호를 보면 총 6개의 논문 중 5
개가 선군경제노선과 관련된 것인데 반해 7.1조치와 관련된 논문은 1개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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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동시에 전제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이하의 조직적 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2) 선군노선의 조직적 토대
(1) 국방위원회 체제와 선군노선

김정일 정권의 출범과 함께 단연 주목받은 것은 국방위원회 체제였다. 북한의 설명에 따
르면 선군정치가 하나의 체계화된 사회주의 정치방식으로 완성된 것은 바로 1998년 헌법
을 통해 국방위주의 국가기구체계가 확립되었기 때문이었다.354) 즉 국방위원회 체제는 선
군정치를 실현하는 조직 원리인 “선군령도체계”의 핵심이다.355)
국방위원회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72년 헌법을 통해서였다. 당시 국방위원회는 국가기
관인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기구였으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주석의 당연직으로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356) 국방위원회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5월 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임명됨과 동시에 중앙인민
위원회로부터 분리되어 위상이 높아진 이후였다.357) 이러한 변화는 1992년 헌법을 통해 공
식화되었다. 1992년 헌법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정치, 경제, 문화의 장에 이어
‘제4장 국방’이 추가되었다는 점이었다. 비록 매우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4개의 항
목을 추가한데 불과했으나 그 상징적인 의미는 적지 않았다.
1998년 헌법은 이와 같은 군사부분에 대한 강조가 유훈통치를 거치며 더욱 심화된 모습
354) 『선군 김정일정치』 평양: 외국문출판사(2012). pp. 49-51.
355) 『우리당의 선군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2010). pp. 157-162.
356) 1972년 헌법의 국방위원회 관련 조항은 다음의 세 가지였다. 제7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제9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
력의 최고 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5조 중
앙인민위원회에는 대내정책원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등 중앙인민위
원회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중앙인민위원회 각 위원회 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357) 조선중앙년감 1991년판 당 및 국가기구 항목을 보면 아예 항목이 없었던 1990년판과 달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별도의 항목으로 주석과 최고인민회의 다음의 서열 3
위 조직으로 중앙인민위원회보다도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대근 2003,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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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1998년 헌법을 통해 국방위원회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국가주권
의 최고군사지도기관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권
한이 강화되었으며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는 조항이 첨가되었다. 또
한 최고인민회의가 보유하고 있던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삭제된 것 역시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간접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역시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데 추가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
한다는 구문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와 같은 기능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최고직책이란 표현은 헌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어도 구문 상으로 보았을
때 1998년 헌법의 국가지도체계는 각 기관이 수평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
는 국가주석제를 폐지했으나 이를 대체할 직책을 새로 내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신 북
한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을 통해 국방위원장이 국가최고 직책임을 밝혔다(이대근
2003, 228). 다음과 같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의 추대 연설은 이와 같은 작업의
일환이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제도와 실제의 불일치를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담론이 선군노선임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즉 “선군정치에서 국가의 최고령도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며 국방
위원회 위원장이 “당과 국가의 최고령도자” 인 이유는 선군노선 하에서 “군대와 당, 국
가, 인민이 군사중시정책에 기초하여 일체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59) 즉 1998년 헌
법을 통해 등장한 국방위원회 체제는 선군노선이라는 상위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조직
체제의 일환으로 규정되었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기본정치 방식”이므로 “국가의 정치
358) <노동신문> 1998.9.6.
359) 김봉호. 2004. 『위대한 선군시대』 평양: 평양출판사.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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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는 마땅히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인 선군정치의 요구에 맞게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는“국방위원회의 지위에 대해 새롭게 명기한 것은 단순한 립법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군사를 국사중의 국사로 중시한다는 것을 엄숙히 표명”한 결과라는 주장
에서도 잘 나타난다.360)
그리고 이는 북한식 급진주의의 핵심적 전제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선군정치가 정당한 이
유는“선군시대에 주체혁명의 기본전선, 제일생명선이 반제군사전선”이기 때문이며 그 목
적은“제국주의와의 군사적대결전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361)
이는 당총비서나 국가주석이 아닌 국방위원장의 직책을 통해 최고지도자의 위상을 확보
하려한 김정일 정권의 시도가 제도 그 자체가 아닌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당화된 조직적
기반을 통해 통치력을 유지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
기는 맑스레닌주의가 아닌 주체사상에 기반 한 선군노선이었다.
즉 국가 최고 직책으로서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제도화하지 않은 1998년의 국방위원회 체
제는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의 전통적인 당-국가체제로부터의 이탈로 비춰질 수 있는 가
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북한식 급진주의의 전통 속에 맑스레닌주의의 한
계를 창조적으로 극복한 선군노선의 실현수단이자, 바로 그 선군노선으로 정당화된 새로운
정치체제로 자리 메김 되었다.

(2) 내각책임제와 북한식 정경분리

1998년 헌법의 또 다른 주요한 변화는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었던 정무원을
국가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 그 권한이 강화된 내각으로
개편했다는 점이다. 원래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던 정무원의 임무와 권한은 내각으로 명
칭이 바뀌면서 12개로 늘었다. 특히 내용적으로는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
우고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며 국가
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되었다.
360)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우리당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p. 91.
361) 김봉호. 2004. 『위대한 선군시대』. 평양: 평양출판사. p. 78;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우
리당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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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각의 기능강화는 경제분야에 대한 당의 행정대행 현상을 막고 내각의 일원적
통제를 강화한 내각책임제로 이어졌다. 김정일은 내각은 경제사령부이며 “그 어떤 단위든
지 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내각을 제쳐 놓고 자의대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내각의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해야 하며, 그 결정에 대해 “흥정하는 현상”이 절대로 나
타나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분명히 했다.362)
이러한 북한의 조치는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 계획-이데올로기적인 ‘경제의 정치화’에
따른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극복하고, 경제성과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려는 두
가지 의도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지도부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실
제 내각의 진용 역시 정치적인 인물이 배제되고 전문경제 관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
다. 공장지배인을 시작으로 철저히 경제통으로 성장해온 홍성남 내각 총리를 포함하여 정
무원 채취공업위원장을 역임한 조창덕과 정무원 공업기계부장을 역임한 전문경제관료였던
곽범기가 부총리에 임명된 것은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김갑식·이무철 2006,
109-110).
그러나 이와 같은 일종의 정경분리 정책의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의 그것과는 달랐다.
북한의 경제는 민수부분과 군수부분이 철저히 분리되어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
된 구조이기 때문이다(성채기 2006, 254). 즉 내각책임제를 통한 정경분리 방침은 인민경제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었다. 군수부분은 여전히 ‘정치’의 영역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군사분야의 우선성을 철저히 유지한 채 인민경제분야의 일정한 합리화를 통해 국
가의 부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군노선을 관철해 나가려는 것이 바로 이 시기 등장
한 내각책임제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3) 선군노선의 정책적 실현
(1) 혁명적 경제전략의 좌초와 중공업 우선주의로의 회귀

362) 김정일. 1999년 1월 1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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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이 특별한 해였던 이유 중 하나는 공교롭게도 3년간의 유훈통치가 끝나는 시점과
혁명적 경제전략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일치했다는 점이다. 즉 1997년, 북한은 새로운 정권
의 출범 시점과 비전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탈냉전에 대한 ‘적응’의 과정에서 제기된
혁명적 경제전략을 지속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전략을 내어놓을 것이냐 하는 선택
의 기로에 섰다.
혁명적 경제전략을 중심으로 한 김정일 정권의 정책기조는 적어도 1997년 초까지 지속되
었다.363) 예컨대 거듭되는 군사부분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국방보다 우선했다.
1996년 신년공동사설에 등장한 3대 진지론은 1994년 이래 김정일의 비전이 지속되고 있음
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다.364) 3대 진지론에서 경제적진지는 정치사상분야의 뒤를 이어
두 번째의 우선순위로 언급되었으며 군사적 진지는 마지막으로 언급되었다.365) 이는 1997
년 1월 24일에 행해진 김정일의 담화문인 <올해를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에서도 잘 나타난다. 여기서 김정일은 “경제문제와 인민생활문제를 푸는
가 못 푸는가 하는데 우리 혁명의 운명, 우리 사회주의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주장하며
농업, 경공업, 무역을 강조하고 특히 올해는“농업생산결과를 가지고 도, 시, 군 당책임비
서들의 사업을 평가”할 것이며 “다른 사업은 좀 못하더라도 농사를 책임”질 것을 지시
한다. 석탄, 전력, 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등 4대 선행사업과 정치사업 등은 뒤에서 간략히
언급되고 있을 뿐이었다. 또한 혁명적 경제전략이라는 용어가 1998년 초까지 등장하는 것
으로 보았을 때 논쟁과 고민은 1997년 내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66)
363) 예컨대 와다 하루키(2002, 259-262)는 이미 1995년 말부터 보수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앞선 2절의 체재수호담론의 강화와 정책적 변화의 시기를 혼동한 결과라 생각
된다.
364) 신년공동사설. <노동신문> 1996.1.1.
365) 이러한 명확한 순위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3대진지론을 해설한 근로자의 논문을 들 수 있다.
편집국 명의로 1996년 3호에 게재된 해당 논문은 3대 진지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첫 번째
시도였다고 보인다. 여기서 경제진지를 다지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
이었음은 물론이다. 편집국. 1996. “<고난의 행군>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3대진지를 튼튼히 다져나가자.” 『근로자』 3호. 평양: 근로자사. p. 6.
366) 조세웅. 1998.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견결한 수호자이시다.” 『근로자』
2호. 평양: 근로자사. p.24. 또한 내용적으로 자립적 민족경제전략으로의 회귀를 주장한 1998
년 리기성의 논문에서도 혁명적 경제전략이라는 단어는 지속되고 있었다. 리기성. 1998. “위대
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식 경제를 변함없이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보루
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 4.
이렇듯 고민이 지속된 한 원인은 고난의 행군의 종료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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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선택은 중공업 우선의 자립자위 노선의 재강화로 나타났다. 이
러한 변화의 조짐이 본격화 된 것은 제2의 천리마 운동이 제기된 1998년부터였다. 1998년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자강도 20여개 단위에 대한 김정일의 집중적
인 현지지도는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노동신문>은 김정일 총비서의 자강도 현지지
도가 “조선혁명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한 력사적인 현지지도이며,”
선제강소 현지지도와 같은 력사적 사변”이고,
전환적 계기”로서

김일성 주석의 “강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앙양에로 이끄는

경제분야에서 일대 고조가 일어나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기

록하고 있었다(한호석 1999 재인용). 이후 동년 3월 9일 성진제강련합기업소 현지지도를 통
해 이른바 ‘성강의 봉화’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천리마대고조를 위한 제2의 천리마운동
이 공식 선언되었다.367) 1998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자강도 현지지도의 과정에서 나
타난 김정일의 발언은 천리마 운동이 단순히 노력동원의 수단 일 뿐만이 아니라 자립전략
으로의 회귀라는 정책적 변화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난과 경제난에 시달리던 와중에 다시금 중공업우선주의와 자립경제로 회귀하는 것이 쉽게 지
지받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한과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김정일 정
권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정당화의 기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말처럼
1997년 말부터 1998년 초에 나타난 아시아 금융위기는 일부 경제부문관계자들 사이에서 퍼져
있던 패배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의 정당성을 재확
인시킬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실제 북한은 자립노선의 부활 과정에서 남한과 아시아의 외환
위기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을 진행했다. 박동근. “남조선의 파국적인 금융위기.” 『근로자』
1998년 3호; 리행호. “최근 동남아세아나라들에서 심각화되고 있는 통화금융위기.” 『근로자』
1998년 3호. 등은 그 예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상징적인 연설인 1998년 9월 17일 <노동신
문><근로자 > 공동논설, “자립적 민족경제를 끝까지 견지하자” 역시 상당부분이 남한의 외환
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음은 물론이다. 김정일은 남한의 외환위기를 크게 반가워했다.
그는 조총련 수뇌부와의 대담에서 남한이 1988년부터 ‘풍청’(흥청)거렸는데 이제 완전히 ‘거렁
뱅이’가 되었으며 남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담
화의 다음과 같은 부분은 1997년의 노선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논쟁에 남한의 외환위기
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아세아 금융위기에 대하여 좋
아합니다. 우리의 일부 경제부문 일군들이 信心(신심)을 잃고 자본주의경제 특히 아세아의 경
제부흥에 대하여 굉장히 환상을 가졌댔는데 이제야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자립적 민족경제
로선이 정말 옳다는 것을 깨닫고 요즘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김정일. 1998년 4월 25일.
“김정일의 너무나 솔직한 육성 고백 전문.” 조총련 수뇌부와의 대담. 『월간조선』 2003년 1월
호.
367)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 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2006). p.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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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후 지속되었던 자립노선의 연성화 방침의 역전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1998년 9월 17일 <노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자립적 민족경제를 끝까지 견지하자”라
할 수 있다. 해당 논설은 시기적으로 1998년 9월 4일 이른바 대포동 1호 미사일을 통해
‘인공지구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소식을 선포한 바로 다음 날인 9월 5일, 최고
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정일 재추대함으로써 명
실상부한 김정일 시대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함의를 갖는 것
이었다.369) 해당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370)

368) 김정일. 1998년 1월 16-21일, 6월 1일, 10월 20일, 10월 22일. 자강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
환을 일으키자.”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401-402.
369) 대포동 1호의 실제 발사일은 8월 31일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최고인민
회의 개최 하루 전인 9월 4일에 맞춰 조선중앙통신과 TV방송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인공지
구위성을 쏴올렸다는 것을 특별보도로 동시에 알린다.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 3권. 평양: 조
선로동당 출판사(2006). p. 453.
370) 해당 시기 유사한 주장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는 다음 논문들이 대표적이다. 윤기정. 1998.
“자립적민족경제토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물려주신 귀중한 유산.” 『근로자』 4호; 김
일산. 1998.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경제문제를 풀기위한 위력한 무기.” 『근로자』 4
호; 리정용. 1998. “정치도덕적자극을 앞세워나가는 것은 우리 식의 경제관리원칙.” 『근로자』
4호; 리용호. 1998. “<개혁>과 <개방>은 자본주의를 복귀하는 죄악의 길.” 『근로자』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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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997년 초까지도 혁명적 경제전략의 지속을 주장했던 북한의 입장은 언제 바뀐
것일까? 관련하여 북한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실장으로서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학
자 중 한명인 리기성의 논문을 추적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371) 동일인의 논문이라 믿
기 어려울 정도로 현격한 입장의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97년 말에서 1998년 초였다. 먼저 1997년 <경제연구> 4호에 실은 논문에서 그는“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의 기본 목표는 농업과 경공업, 무역 발전에 힘을 집중하여 인민생활문제
를 결정적으로 풀며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의 발전을 앞세우고 금속공업을 발전시켜 전반적
인 생산을 정상화하고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도록 하는 것”이
라며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그 중에서도 기본은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
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며 “현시기 자립적 경제토대의 위력을 높이 발휘시키
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대외무역을 적극 발전시키고 합영, 합작을 널리 진행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372)
이러한 그의 입장은 1998년 <경제연구> 2호에 실은 논문에서 확연히 바뀐다. 그는 인민생
활향상론에 근거해 3대 제일주의를 강조하던 이전의 입장을 버리고 “우리의 경제토대와
경제구조에서 핵으로 되는 것은 자체의 강력한 중공업”이며 “자체의 중공업에 기초한
자립적경제토대와 경제구조에 의거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제토대의 강화와
인민생활문제, 국방문제를 푸는 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우리 식 주체 식”이라고 주
장했다. 또한 그는 한발 더 나가 중공업 우선노선에 반대했던 “전후 반당반혁명종파분
자”들의 해악성을 상기시키며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지킬
371) 그의 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은 1994년 혁명적 경제전략을 시작하는 첫해에 이를
해설하는 권두논문을 『경제연구』에 실은 것이 바로 그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리기성.
199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와 우리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 『경제연구』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또한 그는 앞서 살펴
본 독창성과 계승성의 논쟁에 있어서도 “현대수정주의”를 강력히 비판하는 논문을 게재함으로
써 그가 권력의 중심부와 보조를 같이하는 대표적인 논객임을 보여줬다. 리기성. 1996. “로동
계급정치경제학의 대상문제에서 수정주의적 견해의 비과학성과 반동성.” 『경제연구』 2호. 평
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372) 리기성. 1997. “현시기 경제운영방향과 자립적민족경제 잠재력의 옳은 리용.” 『경제연구』 4
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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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373)
물론 이와 같은 입장변화가 개인적인 것이었을 리는 만무하다. 1997년 말부터 1998년 사
이 모종의 결정이 내려졌고 그는 이러한 상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근로자>의 논설들에서도 명확히 나타났다. <근로자>에서 혁명적 경제전략이라는 용
어가 사라지고 논조가 급변하는 것은 1998년 <근로자> 3호부터였다. 3대 제일주의가 아니
라 농업과 석탄공업, 전력공업과 철도운수, 금속공업을 토대로 한 자립적 민족경제론을 강
조한 강정윤의 논문은 혁명적 경제전략의 관철을 주장하던 직전 호의 조세웅의 주장과는
현격히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논조의 급격한 변화는 일련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었다.374)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공업 우선의 자립적 민족경제로의 회귀가 국방공업우선론의 등장
과 ‘동시에’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1998년 『근로자』 4호에 실린 윤기정의
논문의 경우 “자립적민족경제토대는 무엇보다도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물질적으로 담보하는 귀중한 유산”이라며 자립노선으로의 전환을 국방력 강화와 연결 짓
고 있다.375) 이러한 논리는 이후에도 지속 강화된다. 즉 양자는 동시에 결정된 하나의 전략
에 가까운 것이었다.

(2) 국방공업우선론의 등장과 선군정치의 완성

‘선군’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인 정치적인 의미를 획득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이다.376)
373) 리기성. 199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식 경제를 변함없이 발전시키
는 것은 사회주의보루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2호. 평양: 과학백과사
전종합출판사. pp. 2-5.
374) 강정윤. 1998. “우리의 경제토대와 우리의 경제구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당의 일관
한 방침.” 『근로자』 3호. pp. 48-50. 평양: 근로자사; 조세웅. 1998.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견결한 수호자이시다.” 『근로자』 2호. 평양: 근로자사. pp.24-25.
375) 윤기정. 1998. “자립적민족경제토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물려주신 귀중한 유산.”
『근로자』 4호. 평양: 근로자사. pp. 14-16.
376) 여기서 정치적 의미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선군이란 단어 자체가 처음 등장한 시점과 차별
화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북한의 정치담론의 경우 수령과 당의 공식 언급을 통해 정치적 의
미를 획득하기 이전에 일종의 ‘모색기’를 갖는다. 선군이란 단어는 선군정치라는 표현을 기준
으로 할 경우 1998년 5월 26일 『노동신문』 정론인 “군민일치로 승리하자”에서의 등장이 최초
라는 설이 다수이며(김갑식 2005, 23; 김근식·이무철 2007; 정성장 2001a, 84) 이기동(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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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1일자 김정일의 담화문인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
자>와 같은 날 발표된 신년공동사설에서 “선군혁명령도”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이 그것
이다.377) 특히 선군정치가 이른바 김정일 시대의 정치로 전면화된 것은 1999년 6월 16일
<근로자>, <노동신문> 공동논설인 <우리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군정치의 기원에 대해 북한은 1995년 1월 김정일의 다박솔 초
소방문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해 왔다(김철우 2000, 16-17). 물론 이와 같은 설명은 북한의
사후적 합리화의 결과였지만 유훈통치기간 내내 군에 대한 강조가 지속되어왔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997년을 전후하여 선군정치의 강조
점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1997년 이전까지 군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담론은 “혁명적 군인정신”이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사력 강화가 아닌 군 자체를 혁명화 하는 동시에 이를 통
해 전 사회를 혁명화하는 이데올로기적 동원에 가까웠으며 그 실천적 영역 역시 대부분
경제분야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1997년의 과도기를 거쳐 1998년 이후 북한의 선군담론은
단순히 군을 중시하는 것을 넘어 국방력 강화를 포괄하는 국방공업우선론으로 발전해 나
갔다. 즉 외부의 위협에 대항한 군비증강을 동시에 강조하는 의미에서의 선군정치는 1996
년 제기된‘혁명적 군인정신’이 1997년 이후 군이 노동계급을 대신해 혁명의 주력군의
자격을 획득한 ‘군중시사상,’그리고 이와 유사한 시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국방공업우선
론과 결합된 결과였던 것이다.378) 이러한 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군중시사상은 혁명적 군인정신만큼 대중적인 구호로 활용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
278)의 경우 1997년 10월 중앙방송 정론을 통해 ‘선군후로’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다고 주장
한 바 있다.
377) 김정일. 1999년 1월 1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53; 신년공동사설. <노동신문> 2000년 1월 1
일.
378) 이전의 인민군대 강화론과 국방공업 강화론이 차별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국방공업
우선론이 공식화된 이후 북한이 이 양자를 병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예컨대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한다든가 “인민군대가 강하고 국방공업이 튼튼하기 때문
에 제국주의자들과 배심 든든히 맞서 하고 싶은 소리를 다하면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이 그것이다. 리영복. 2000.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 나가시는
위대한 령도.” 『근로자』 2호. 평양: 근로자사.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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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군정치의 등장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였다고 판단된다.379) 군중시론이 처음 등
장한 것은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취임 직후였던 1992년 2월 4일의 연설 <인민군대를 강화
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에서였다.380) 그러나 여기서 군사를
중시하고 인민군대를 강화한다는 의미는 인민군대에 대한 정치사상교양과 당의 영도체계
를 확고히 세워 그들을“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만드는 것, 그리고 군민일치의 구호
하에 군을 적극적으로 원호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의 정치가
본격화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는 군중시사상, 혹은 군사중시사상이란 용어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며 그 핵심은 말 그대로 군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대하라는 것이었다.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군민일치의 고상한 미풍이 더욱 활짝
꽃펴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그 핵심은 국방력의 강화라기보다는 군
의 이반방지와 충성도 재고에 가까운 것이었다.381)
이러한 담론이 발전하여 “군중시사상” 혹은 “군사중시사상”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였다. 1996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우리는 온 나라에 군사
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전인민적방위체계를 다지며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라는 언급에 그치던 것이 1997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군사중시사상
을 받들어 혁명적 무장력을 다지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하며 “인민군대는 우리 혁
명의 기둥이며 주체위업완성의 주력군”이란 표현으로 강화되어 나타난다.382) 그러나 여기
서 제시된 혁명적 무장력을 강화하는 실천적 과제 역시 첫째,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
신, 자폭정신을 통한 혁명적 령군체계와 군풍 수립, 둘째, 전투태세와 군사규율유지, 셋째,
군민일치의 혈연적연계 강화로 군비강화론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는 1997년 <근로자>에 나
타난 논설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즉 군 강화론의 핵심은 상기한 신년공동사설과 마찬가지
로 군비강화론보다는 군의 충성심과 정치사상적 순결함의 강화에서 찾아졌다.383)
379) ‘군중시사상’은 ‘군사중시사상’과 병용되었으며 양자의 의미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80) 김정일. 1992년 2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인민군대를 강화
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8. pp. 4-7.
381) 편집국. 1995.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여 당창건 5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자.” 『근로자』 5호. 평양: 근로자사. p. 7.
382) 신년공동사설 <로동신문> 1996.1.1.; 신년공동사설 <로동신문> 1997.1.1.
383) “혁명적 무장력”을 강화하는 방도로 제시된 것들의 내용은 신년공동사설과 거의 동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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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강화론이 암시적인 형태로나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일의 1997년 1월 1일자 담
화인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였다. 해당 연설은 이후 노동계
급을 대신하여 군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등장하는데 있어 상징적인 문구로 활용되는“군대
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는 표현을 제시함으로써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군중시
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또한 해당 연설에서 김정일은 당정치사업,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통한 인민생활향상문제, 청년교양사업, 과학자들과의 사업을 강조
함과 동시에 “군대를 강화하고 원호하는 사업”에 적극 나설 것과 함께 “경제사업도 군
대를 강화하는 사업과 련관시켜”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김정일은 “인민
군대에 대한 원호사업”에 대해 자세히 언급할 뿐 군과 관련한 경제사업을 강화한다는 것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384) 이후“국력은 곧 군
력”이라며 간접적으로 표현되던 국방공업우선론은 이러한 군중시론을 기반으로 1998년의
시작과 동시에 보다 분명한 모습을 드러냈다.385)
으로 첫째,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으로의 무장 둘째, 긴장된 전투태세 유지,
셋째, 전투정치훈련 강화, 넷째, 강철같은 군사규율 수립, 다섯째,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
계 확립, 마지막으로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이 강조되었으며 국방공업의 강화로 해석될 만한
부분은 없었다. 편집국. 1997.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총진군을 힘
차게 다그치자.” 『근로자』 1호. 평양: 근로자사. p. 7; 편집국. 1997.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나가자.” 『근로자』 1호. 평양: 근로자사. p. 16. 표현
자체로는 군비강화론으로 해석되기 쉬운 “군사기술적 준비”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군사기술
적 준비는 무장장비의 현대화를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시기 군사기술적 준비의 의미는
군비증강과는 거리가 멀었다. 무장장비의 의미에서의 군사기술적 준비는 “최고사령관”의 배려
로 이미 달성했으며 중요한 것은 군사기술적 준비의 또 다른 핵심인 ‘훈련’이라는 것이 일관된
논지였기 때문이다. 편집국. 1996.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
군은 필승불패이다.” 『근로자』 12호. 평양: 근로자사. pp. 17-18. 한편 무장장비의 현대화에
대한 이야기는 실질적인 과제나 정책방향의 제시가 아니라 주로 현역 군 장성들의 입을 빌어
김정일의 업적을 선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박재경. 1997. “경애하는 최고사령과 김정일
동지는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신 희세의 령장이시다.” 『근로자』 2호. 평
양: 근로자사. pp. 42-43; 김일철. 1997.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는 불멸의 군건설업
적을 이룩하신 희세의 령장이시다.” 『근로자』 12호 평양: 근로자사. p. 11; 현철해. 1997. “경
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는 백두의 기상과 기질을 체현하신 백두산형의 장군이시다.”『근
로자』 1호. 평양: 근로자사.
384) 김정일. 1997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올해에 당사업에
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p.
253-273.
385) 연형묵. 1997.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장구한 혁명투쟁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오신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자.” 『근로자』 10호. 평양: 근로자사. p. 18.; 편집국. 1997.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부패이다.”
『근로자』 11호. 평양: 근로자사.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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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 우선주의를 통한 자력갱생론을 본격화했던 앞서 살펴본 자강도 현지지도가 그것
이다. 김정일은 해당 현지지도에서 지금의 정세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사탕보다 총알”
이며 “누가 뭐라고 하든 군수공업을 발전”시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방공업우선론을 명백히 밝혔다.

이러한 김정일의 지침은 이후 더욱 구체적인 논리를

갖추며 정당화의 과정을 밟는다.387)
예컨대 1998년 <근로자> 3호에서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적 소유와 자위적국방력에 의
하여 담보되는 튼튼한 경제적 기초와 믿음직한 군사적 보루에 의해서만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짓부시면서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끊임없이 공고 발전할 수 있다”며
개혁개방에 대한 반대와 국방력 강화의 당위성이 매우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되었다.388) 그
리고 동년 <근로자> 4호에서는 “우리의 경제적 토대와 우리의 경제구조를 효과적으로 리
용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자체의 현대적 무기와 최신 군사기술장비에 의거하여 그 어
떤 원쑤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도 단매에 짓부셔버릴 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생을 통하여 마련하여주신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
386) 김정일. 1998년 1월 16-21일, 6월 1일, 10월 20일, 10월 22일. 자강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
환을 일으키자.”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400.
387) 1998년부터 선군노선이 급격히 강화되었다는 점은 신년공동사설에 나타난 제국주의와 관련
한 표현에서도 잘 나타난다. 1995년 신년공동사설의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우리 식 사회주의
를 말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는 한 우리는 혁명의 무기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아야 한다”나 1996년 공동사설의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과의 첨예한
대결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확신성 있게 건설하고 있는 것은 강유력한 방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있다”라는 표현, 그리고 1997년의 공동사설의 “우리의 힘찬 진군에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더욱더 모험적인 침략전쟁도발책동에 매달리고 있다”라는 표현과 달리 1998년 공동사설
에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가지고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혁명의 총창, 계급의무기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아야 한다. 적들의 유
화전략에는 혁명적 원칙으로, 무력침공에는 혁명전쟁으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 군대의 전투적
기질이다. 미제호전광들과 남조선괴뢰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우리 인민군대는 수십년 동안 축적
해온 강력한 힘으로 적들에게 천백배의 섬멸적타격을 가할 것이며 정의의 총대로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표현 수위가 급격히 올라간다. 그리고 1999년 공동
사설에는 “전체 인민들은 총대를 사랑하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온 나라를 소왕청
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건설하여 놓은
우리의 국방공업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며 최초로 국방공업에 대한 이
야기가 등장한다. 노동신문·조선인민군보·로동청년 공동사설 <노동신문> 1995.1.1; 노동신문·조
선인민군보·로동청년 공동사설 <노동신문> 1996.1.1; 노동신문, 조선인민군보, 청년전위 공동
사설 <노동신문> 1997.1.1; 신문, 조선인민군보, 청년전위 공동사설 <노동신문> 1998.1.1.
388) 김희선. 1998.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는 것은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근본요구.”
『근로자』 3호. 평양: 근로자사.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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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다”라며 이전의 이야기가 보다 구체화되는 동시에 ‘수령’의 권위를 빌어온
다.389) 이처럼 수령의 권위를 빌어 ‘국방공업우선론’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는 다음 호에
서 보다 명확히 드러났다. 주용세는 북한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군비증강이 이루어졌던 시
기인 1968년 5월에 행해진 김일성의 연설인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
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를 해설하는 논문을 실으며 해당 논문이 제기한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정당함을 역설했다.390) 이후 “정치군사적 위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야 하며391) “국방에서의 자위를 떠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에 대
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392) 식으로 점차 수위를 높여가던 김정일 시대의 국방공업우선론
은 1998년 9월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정치의 대가이시고 군사의 원로이신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요구와 우리 혁명의 실천으로부터 군사중시사상을 내놓
으시고 선군정치와 군대중심의 령도로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강력한 군력을 마련하시
였다”는 언급과 동시에 “선군정치”로 종합되었다393) 그리고 동년 <근로자> 11호에는 당
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주체사상을 독창적인
사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양형섭의 논문을 통해 김정일의 새로운
“국가건설사상”의 핵심이“나라의 형편이 아무리 곤난하고 어려운 행군을 열백번 하더
라도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394)
이와 같은 변화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징표는 ‘총대’의 의미변화였다. 원래 총대는 말

389) 강정윤. 1998. “우리의 경제토대와 우리의 경제구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당의 일관
한 방침.” 『근로자』 3호. 평양: 근로자사. p. 50.
390) 주용세. 1998.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 문헌.”『근로자』
5호(평양: 근로자사). p. 24.
391) 편집국. 199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혁명적 대고조의 성과로 맞이하자.” 『근로자』 6
호. 평양: 근로자사. p. 8.
392) 김종호. 1998.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인민의 생명.”
『근로자』 7호. 평양: 근로자사. p. 9; 김덕윤. 1998.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 로선을 밝힌
강력적 문헌.” 『근로자』 8호. 평양: 근로자사. p. 51.
393) 리용철, 1998.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불패의 군력으로 사회주의조선을 지켜나가시는 위대
한 수호자.” 『근로자』 9호. 평양: 근로자사. p. 30. 그간의 흐름을 선군정치라는 말을 통해 정
리한 리용철은 1999년 페리 방북시에도 군부를 대변하여 면담을 했던 김정일의 핵심측근이었
다(Oberdorfer 2008, 610-612).
394) 양형섭. 1998.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근로
자』 11호. 평양: 근로자사. p. 15. 양형섭과 김정일의 특수관계와 주체사상의 확립과정에 있어
서의 핵심적 역할에 대해서는 황장엽(1999, 150-151)과 한호석(1997)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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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군대의 무장장비를 뜻하는 말이었다. 예컨대 “혁명군대는 총대를 들고 혁명의 준
엄한 시련을 앞장에서 헤쳐나가야 하는 무장대오”라거나395) “전체인민군장병들은 [...] 총
대로 수령과 당, 조국과 인민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서의 존엄과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는 표현,396) 그리고 “인민군대는 주체
혁명위업을 총대로 옹호보위하는 혁명의 기둥이며 주력군”이라는397) 주장 등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의 국방공업우선론의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군대의 무장을 뜻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해석되던 총대가 군 자체이자 국방력을 뜻하는 의미로 격상되었다. 또한 그것은
앞서 살펴본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선군후로의 원칙이 제시된 것과 병행되었다. 따라서
1998년부터 “총대우에 민족의 운명과 조국의 부강번영이 있으며 ,”“총대로 개척되고 승
리하여온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사수하고 전진”시켜야 한다거나 “혁명의 수령
은 총대로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혁명의 최고뇌수”라는 등의 표현
을 거쳐“정권은 총대에서 나오며 총대에 의하여 유지된다”는 식으로 군이자 국방력을
총칭하는 의미로서 ‘총대’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기 시작했다.398) 2000년 신년사를 통해
제시된 ‘총대중시사상’은 이러한 발전의 귀결이었다.
즉 1997년 이전 북한의 정책은 혁명적 군인정신과 빈번한 군 현지지도가 주는 이미지와
달리 적어도 정책적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앞서 살펴본 혁명적 경제전략을 중심으로 한 일
련의 정책합리화를 지속했다고 볼 수 있으며 국방공업우선론으로 상징되는 군비강화론은
1997년의 과도기를 거쳐 1998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선군정치는 유훈통치기에 제시된 혁
명적 군인정신론에 군중시사상과 국방공업우선론이 단계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보아야 한
395) 김명국. 1995.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강
군.” 『근로자』 4호. 평양: 근로자사. p. 65.
396) 편집국. 1996. “<고난의 행군>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3대진지를 튼튼히
다져나가자.” 『근로자』 3호. 평양: 근로자사. p. 7.
397) 옥봉린. 1997.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인민군대는 영원히 혁명의 주력군으
로 영광떨칠 것이다.” 『근로자』 7호. 평양: 근로자사. p. 71.
398) 방두일. 1998.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받들기 위
한 성스러운 사업.” 『근로자』 1호. 평양: 근로자사. p. 29; 리용철. 1998. “경애하는 김정일동
지는 불패의 군력으로 사회주의조선을 지켜나가시는 위대한 수호자.” 『근로자』 9호. 평양: 근
로자사. p. 30; 윤정린. 1999.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군건설력사.” 『근로자』 4호. 평양:
근로자사. p. 13; 김금선. 1999. “천출명장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조선인민군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근로자』 12호. 평양: 근로자사.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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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그렇다면 국방공업 혹은 군수분야에 대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속적인 강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예컨대 김일성은 혁명
적 경제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한 1993년 12월 28일의 연설에서도 “곤난을 좀 겪고 화려한
옷을 입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방공업을 계속 발전”399)시킬 것을 주장한 바 있으며 김정일
역시 “우리는 나라의 경제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군수생산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
다”400)거나 “일군들은 군수생산을 소홀히 하면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울 수 있다는 것
을 명심하고 군수생산을 늘이는데 힘을 넣어야”401)한다고 강조하는 등 국방분야에 대한
강조를 지속해 왔다.
상기한 발언들은 과연 북한의 국방공업우선론이 동일한 강도로 이전부터 지속되어왔다는
것을 뜻할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기한 발언들의 맥락을 검토하고, 둘째, 여타
의 자료를 통해 그것이 실제 정책과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발언의 맥락을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김일성의 1993년 12월 28일의 발언은 어구만
봐서는 국방공업우선론으로 충분히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상기한 발언이 나온 연설
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이는 정책적 변화라기보다는 ‘우려’와 ‘경고’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경제구조가 명백한 우선순위에 기반 한 구획화된 구
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성채기 외 2003, 27-28). 혁명적 경제전략
은 이러한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인민생활향상론에 기반하여
40여 년 간 유지되어오던 중공업과 생산재 중심의 구조를 경공업과 소비재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는 작업은 중공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국방공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기

399) 김일성. 1993년 12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당
면한 사회주의경제건설방향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84.
400) 김정일. 1994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혁명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자.”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96.
401) 김정일. 1995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
사. 2000.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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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중반 이래 경제난의 심화와 함께 북한이 일종의 경제적 합
리화를 시도하면서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예컨대 1987년 12월 총리였던 이근모가 군
사경제 부분인 ‘2경’용 전력일부를 민수용으로 전환하려 시도하다 결국 총리직에서 물
러나게 되었다든가, 1993년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달현이 전력
난으로 중단된 탄광과 기업소를 재가동시키기 위해 군수용 전력 일부를 전용한 이유로 문
책을 당해 2.8비날론 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당했다든가 하는 일화가 그것이다(강명도
1995, 195-200). 즉 일반적으로 북한의 군수우선주의의 절대성을 보여주는 일화로 인용되어
온 기존의 해석은 일면적이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것은 기존의 원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정부의 최고 관료들이 그러한 시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데 있다. 즉
이러한 시도가 가능했다는 것은 군사우선주의가 내부적으로 도전받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국방공업에 대한 이전의 발언들에서 주로 1960년대 경제국방병진노선에 의
한 ‘과거’의 성과에 대한 언급에 그치던 김일성이 역설적으로 혁명적 경제전략을 대내
외에 선포하는 연설의 말미에 매우 강력한 어조로 ‘국방부분에 대한 자원배분의 우선순
위’를 “무조건,”“철저히” 관철할 것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이었던 것이다.
또한 해당 발언의 청자를 “정무원과 해당 부문”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은 김일성의 의도
를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정무원은 기본적으로 민수경제를 담당하는 곳이지 군수경
제를 담당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한 발언은 자원배분의 비율을 재조정해
군비증강에 나서겠다는 뜻이 아니라 경제난 속에 흔들리는 우선순위를 유지하라는 우려에
가까운 것이었다. 상기한 김일성의 발언을 이어받아 3일 후인 1994년 1월 1일, 마찬가지로
혁명적 경제전략의 철저한 관철을 지시하는 와중에 언급된 상기한 김정일의 발언이나 이
후 고난의 행군 기간에 있었던 몇몇 김정일의 발언들 역시 동일한 맥락이었다 할 수 있
다.402)
이러한 맥락적 해석보다 더욱 명확한 증거는 <근로자>, <경제연구> 등에 나타난 논조이
402) 예컨대 김정일의 “우리는 인민군대를 우리 식 군대 당의 군대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 모든 군인들을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무적의 싸움군으로 준비시켜야 합니다.”등의 발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정일. 1997년 1월 1
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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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요한 정책적 전환은 비록 구체적인 용어로 등장하지는 않더
라도 주요 공간 자료들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해당 기간의 자료들에서 매우 원칙적
인 이야기를 제외하고 국방공업우선론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의 등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즉 모호한 여러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이 하나의
원칙으로서 국방공업우선론은 1997년의 결정을 거쳐 1998년도에 전면화된 것으로 봐야한
다는 것이다.403)
1998년 하반기 북미갈등의 재현은 국방공업우선론이 강화되는 또 다른 계기였다. 김정일
정권은 갈등국면을 활용해 제네바 합의체제 파기를 공언하며 미국과의 갈등을 고조시켜가
는 동시에 국내의 전투기조를 극단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방공업우선론을 정당화해나갔다.
<노동신문>의 주요 발언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3> 노동신문 주요 발언(1998.10-1998.12)
일자

내 용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이《미싸일위협》을 걸고들며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하고있는 것이다. [...]

1998.
10.17

지어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 [...]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해야 한다고까지 하고있다. 이런 조건에
서 우리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까지 받으면서 기본합의문에 매여달려있을 생각이 없다...하지만 그로
하여 초래되는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들이 지게 될것이라는 것을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403) 이는 북한의 최근 설명과도 일치한다. 북한에 따르면 국방공업우선론이 채택된 것은 1990년
대 중반이며 최근에는 이를 선군경제노선의 기원으로 소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다음의 문구
는 이를 잘 보여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선군정치를 더욱 심화발
전시키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1990년대 중엽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였다. 군사
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가기구체계를 개편하는 중대조치를 취하시였으며 국방공업중시의
경제건설로선을 천명하시고 온 사회에 군사중시의 사회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시였다.” 전설적
위인 김정일동지(13) “국방중시의 전략적로선 실현.”(평양 1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또한
북한의 핵개발이 재개된 것도 1997년도였다. 핵장치 개발부서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핵․
화학방어국에 근무하다 탈북한 이충국에 따르면, 중단했던 고폭실험을 재개한 것 역시 1997
년이다. 이후 고폭실험은 2002년까지 70여 차례 실시되었으며 이는 핵장치의 성능입증과 경
량화 작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방부,『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p. 52; 고영
구 국정원장, 국회 정보위원회 증언(2003.7.9.), <조선일보> 2003.7.10; 신건 국정원장,
국회 정보위원회 증언(2002.10.24), <조선일보> 2002.10.28.; 장준익. 1999. 『북한 핵․미사
일 전쟁』 서문당. p179; David Sanger, "CIA said to find North Korean nuclear
advances," <New York Times> 2003.7.1. (임수호 2007. 33-3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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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0.23

1998.
10.30

1998.
11.3

《대북조선정책전면재검토》가 조미 대화와 관계개선을 파탄시키는 무분별한 대조선강경고압정책
을 의미하는 것만큼 우리도 그에 상응한 립장으로 나가지 않을수 없다. 그로부터 초래되는 상서롭
지 못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할것이다.
조미기본합의문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또 누구에게는 리익을 주고 누구에게는 손
해를 주는것과 같은 상품거래관계도 아니다. [...] 우리는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문이 그처럼 시끄러운
것으로 여겨진다면 제할바대로 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합의문을 깨버리면 그 다음 선택의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

1998.1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이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을 기어이 바란다면 우리도 그들과의 최후의 결전을

1.27

마다하지 않을것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극한점을 넘어서고 있다. 조미정전상태의 파국적 폭발이 림박하였다. 이 엄혹
1998.

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멸적의 투지와 결사의 각오를 가다듬고 피의 결전을

12.5

준비하고 있다. 도전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뼈도 못추리게 즉살탕을 먹
여 일망타진하고 결정적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것이 우리의 불타는 결심이며 견결한 의지이다.

1998.
12.6

미제는《5027작전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제2의 조선전쟁은 더는 피할수 없는 것으로
되고있다. 지금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않겠는가 하는 문제는 뒤전에 밀려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문제만이 남아있다.
우리는 이미 선고를 내렸다.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 것이라는 것을. 우

1998.
12.10

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지금 원쑤격멸의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복수의 총검을 적들에게 겨누고 있으며
적들의 준동을 순간도 놓침이 없이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만약 적들이 우리를 향해 움쩍하는 순간
이면 그들을 조준한 우리의 타격수단들이 복수의 불줄기를 내뿜을것이다. 그때에 가서 적들을 우리가
이미 내린 경고가 결코 빈말이나 실속없는 소리가 아니였음을 똑똑히 체험하게 될것이다.

1998.
12.12

현 사태는 우리 인민군대의 주장과 립장이 전적으로 옳았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군대는 격
분할대로 격분하였으며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 결정적인 분수령은 1998년 12월 2일 발표된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었
다. 인민무력부가 아닌 작전을 직접 책임지는 총참모부의 명의로 발표된 해당 성명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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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반미 군중대회(1998.12)

일 자

군 중 대 회

12.4

평양시 군중대회

12.5

전국청년학생들의 대미규탄 성토대회,
｢직총｣ 및 ｢10.5자동화종합공장｣ 궐기모임

12.6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 ｢여맹｣ 등 군중집회 등

12.7

함경남도, 양강도 군중집회

12.8

함경북도, 자강도, 남포시 등 군중집회
철도성, 황해제철, 희천공작기계, 신리탄광 등 궐기모임

12.9

평양시 청년학생 성토대회

12.10

강원도 군중집회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12.13

만수대창작사 등, 미제 침략자에 대한 적개심 고취
및 호소성 선전화 창작

12.14

함경남도 궐기모임
벽성군 서원협농 지지 모임

12.15

평안남도 청년학생들, 대미 성토대회(평성군)

12.16

함경남도․자강도 등 군중집회

출처: 통일원 주간동향 1998-412; 1998-413호.

부터 이례적이었다.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성명은 김정일이 발표 내용과 형식을 직
접 지시한 것이었다.404) 이후 북한에서는 <표 5-4>에서 보듯 대대적인 반미집회와 선전전
이 진행되었다.
이 시점에서 김정일은 국방공업강화론을 재확인했다. 1999년 1월 1일 담화가 그것이었
다.405)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새해 첫 회의를 통해“군사가 첫째이고 국
404)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3권. 평양: 평양출판사(2006). p. 325.
405) 물론 김정일이 이와 같은 의지를 표명한 것은 자강도 현지지도에서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해당 담화는 현지지도의 과정에서 행해진 것을 마지막 현지지도가 있었던 10월 이
후 모아서 담화문으로 만든 것이었다는 점에서 상기한 연설문에 비해 무게감이 덜한 것이었다.
김정일. 1999년 1월 1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김정일 선
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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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업이 선차”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식화에 1998년 말의 전쟁위기가 중요한 정당화의
기재였음은 물론이다. “인민군대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타격을 피할 자리가 이 행
성 위에는 없다”는 식으로 1998년 8월에 발사된 광명성 1호가 군사적 용도임을 암시적으
로만 표현하던 시기를 지나 아예 명시적으로 ‘미사일’이란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99년 초부터였다.406) 그리고 이는 김정일의 군중시노선의 승리로 대대적으로 선전되기
시작했다. 김정일의 “탁월한 령도 밑에 불패의 군력을 다져”“조선이 장거리전략미싸일
ICBM”의 보유국으로서 인정받음으로써 “조미대결전에서 승리를 거두고”평화가 수호되
었다는 것이다.407) 이후 당내부를 넘어 대중적인 차원에서 선군노선이 체계화된 형태로 공
표된 것이 바로 1999년 6월 16일에 발표된 <근로자><노동신문>의 공동논설 “우리당의 선
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우리는 군사를 중시한다는 것을 그 누
구에게도 숨기려 하지 않는다”며 국방공업우선론을 전면에 내세운 선군정치를 “당면한
정세만을 념두에 둔 전술적인 조치”가 아니라“우리 시대의 완성된 정치방식”으로 규정
했다. 군대와 국방공업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의 ‘군사선행의 원칙’과 군을 혁명의 주력
군으로 내세운 ‘선군후로’의 원칙이 결합된 선군정치가 완성된 순간이었다.

3. 선군노선의 발전: 선군사상과 선군경제노선
2000년대 들어 선군노선은 선군사상과 선군경제노선의 등장을 통해 그 위상과 제도화의
정도가 현격히 강화되었다. 이하에서는 선군사상과 선군경제노선의 등장과정과 내용을 살
펴본다.
1) 선군사상의 등장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선군정치는 선군사상으로 격상되었다. 선군사상이라는 용어가 처음

406)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노동신문> 1998.12.2; <노동신문> 1999.2.13.
407)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3권. 평양: 평양출판사(2006). pp. 32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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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1월 3일 김정일 <올해를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는데
서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였던 것으로 보인다.408) 여기서 김정일은 “수령님께서 이룩하
신 선군혁명령도의 업적과 경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실시하는 선군정치의 기초에 놓여
있”으며 “수령님의 선군사상을 계승하여 오늘의 현실적 조건에 맞는 하나의 정치방식으
로 심화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409) 동년 4월 26일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력사에서 처음
으로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가 개최되었다. 해당 대회를 통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계속이며 그 높은 단계”로 규정된 “온 사회의 선군사상의 일색화”가 추진되기 시작했
다.410)
선군사상의 등장과 함께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할 부분은 주체사상과의 관계였다. 주체사
상을 통한 유일사상체계는 북한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통치기재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는 북한의 방식은 선군사상을 김일성이 창조한 사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주
체사상을 기초로 한 사상으로 정의하는 것이었다.411) 그러나 선군혁명령도와 마찬가지로
선군사상의 등장 과정 역시 초기에는 김정일의 역할과 위상과 관련한 혼란이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412) 예컨대 “김정일 동지의 선군사상”이라든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등의 문구는
김정일을 창시자 내지 공동창시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었다.413) 결과적으
로 이와 같은 혼란은 김일성을 창시자로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선군사상은 김일성이 카
륜회의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무장투쟁노선을 내놓고 총대중시의 혁명원리를
408) 김정일. 2001년 1월 1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올해를 새 세기
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는데서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 『김정일 선집』 15권. p. 86.
409) 북한의 한 출판물은 해당 연설이 선군사상의 시원과 전통, 그 확립과정이 처음으로 밝혀진
기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 4권. 평양: 평양출판사(2007). pp. 12-13.
410)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 4권 . 평양: 사회과학출판사(2007). pp. 198-200.
411) 리희규. 2002. “주체사상의 혁명원리는 선군사상의 기초.” 『근로자』 5호. 평양: 근로자사.
pp. 11-14.
412) 선군혁명령도란 말이 처음 등장한 1999년 1월 1일의 신년공동사설에서 선군혁명령도는 “김
정일동지의 독특한 령도방식”으로 규정되었으나 같은 시기 근로자의 한 논설은 이를 김일성이
창조하고 김정일이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차윤복. “선군혁명령도로 주체위업
을 개척하고 빛내여온 위대한 력사.” 『근로자』 1999년 1호. p. 36. 이는 이후 후자로 정리된
다.
413) 리희규. 2002년. “주체사상의 혁명원리는 선군사상의 기초.” 『근로자』 5호. p. 14; 차경일.
2002년. “주체의 선군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사상.”
『근로자』 6호,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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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함으로써 창시되었다는 것이다.414)
이후 북한은 선군사상이 주체사상과 같은 전일적인 체계를 갖도록 노력해 왔다. 그 시작은
2005년 선군혁명 10주년을 맞아 개최된 ‘선군혁명 총진군대회’에서였다. 이때부터 선군사
상은 총대철학, 선군혁명이론, 선군정치방식으로 구성된 사상체계로 공식화되었다(김광수
2012, 81). 또한 2009년 개정 헌법을 통해 주체사상과 같은 반열에 오르며 국가의 지도적 지
침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며 2012년 4월 김정은 체제하에서 진행된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개정
된 당규약을 통해 김일성-김정일 주의라는 이름으로 ‘당’의 지도사상으로 격상되었다.

2) 국방공업우선론에서 선군경제노선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98년 제시된 강성대국론을 통해 군사강국이 경제강국보다 선차적
인 과제로 제시된 이래 국방공업우선론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갔다. 2000년 신년공동사설
은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총대중시노선’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구체화된 국방공업
우선론은 사상중시노선과 과학기술중시노선과 함께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등장했
고 경제분야는 아예 제외되었다.415)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총대중시노선은 “제국주의가
있고 혁명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며 모든 부문에서
최우선시하여야 할 국사중의 제일국사”인 동시에 “사회주의운명을 지키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었다.416)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이러한 흐름이 대외관계가 일정정도 개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한중수교를 계기로 급격히 악화되었던 북중관계는 1999년 6월 3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대표단 중국 공식방문을 계기로 복원되기 시작했다. <노
동신문>은 김영남의 귀국 직후인 6월 20일 <조중친선은 불패>라는 사설을 통해 김영남의
방중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분명해 했다. 북한이 대중 레버리지의 확보를 위해 친선을 강
화하며 중국의 반발을 사 오던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동년 8월 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414) 『우리당의 선군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2010). p. 27.
415) 신년공동사설 <노동신문> 2000년 1월 1일.
416) 편집국. 2000.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근로자』 1호. 평양: 근로자사.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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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중국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지지의사를 밝힘으로써 갈등의 불씨를 해소하고자 했다.
10월 5일 중국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탕자쉬안 외상을 북한에 보내 북한외상과 회담을 갖
게 했다. 1983년 6월 후계자의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2000년 5월
김정일의 방중은 북중관계의 복원을 알리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다(히라이와 슌지
2013, 461-462).
남북관계 역시 2000년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었다.
동월 싱가폴에서 이루어진 박지원과 송호경의 비밀접촉을 통해 남북간은 정상회담에 합의
했다. 6.15 정상회담은 그 결과였다. 회담 결과 남북은 동년 6월 남북적십자회담, 7월 남북
장관급회담, 9월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과 국방장관회담 등을 개최하며 협상의 모멘텀을
지속해갔다(임동원 2008).
탈냉전 이후 거의 단절되다 시피 했던 북러관계는 1999년 12월 31일 푸틴의 취임과 함께
복원되기 시작했다. 1995년 8월 7일 러시아가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
보함으로써 1996년 9월 10일 이후 효력을 상실했던 조소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은 2000년 2
월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통해 <조러 친선선린 협조조약>으로 대체되었다. 해
당 조약은 자동군사개입 규정이 삭제된 것이긴 했으나 경제·문화·기술 협력에 대한 광
범위한 상호협력이 포함된 것이었다. 러시아 최고 지도자로서 최초로 이루어진 2000년 7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은 이러한 화해의 흐름의 연장선에 있었다. 또한 해당 방북에서
이루어진 정상회담은 군사협력·경제협력·탄도탄 요격미사일(ABM) 제한 등의 내용이 담
긴 공동성명의 도출로 이어졌다(장덕준 2004, 133-139).
또한 1999년 페리프로세스의 등장 이후 이어진 북미간의 협상 무드 역시 진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양국은 1999년 9월 베를린에서 열린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양자 간 관계개
선과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분위기가 유
지되도록 노력키로”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 모라토리움을 지속하고 이에 화답하여
미국은 적성국교역법(Trade with Enemy Act) 상의 경제제재를 해제키로 한 것은 그 결과였
다.417) 또한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간의 접근은 더욱 가속화 되어 2000년 10월 9일 조명록
417) 경제제재 완화는 2000년 6월에 실행되었다. 미국은 대외자산통제규정(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과 수출관리령(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을 개정하여 군수물
자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가 아닌 경우 북한 상품의 미국시장 진출을 허용하였으며, 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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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의 방문을 통한 조미공동코뮤니케 발표, 그리고 동년 10월 23일 미 국무장관 울브라이
트의 방북으로 이어졌다.
1992년 11월 5일 8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던 일본과의 수교회담 역시 7년 5개월
만인 2000년 4월 재개되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보상문제, 납치 문제, 미사일 문
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되긴 했으나 단절되었던 협상이 재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나
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일정한 부침에도 불구하고 2002년 9월 고이즈
미의 방북을 통해 적어도 2차 북핵위기 발발 이전까지 지속되었다(양기웅 외 2006).
결과적으로 2000년부터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 발발 이전까지 전반적인 대외적인 여
건은 제네바합의 체제의 수립 이후 가장 양호했다고 볼 수 있다.418) 그러나 이러한 대외적
위협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군수공업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419) 2001년 1월
3일 김정일의 연설은 이와 같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그는 “선군정치를 하는 첫째가는 목
적은 미제의 침략책동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자는데 있”고 “인민군대는 모든 힘을 집중하
여 미제의 침략책동을 단매에 쳐부실 수 있도록 싸움 준비를 철저히 완성”해야 한다며
국방력 강화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김정일은 1월 5일 군수공업부문 공장
현지지도하고 1월 22일에는 군수공업부문의 생산 공정현대화를 지시하며 과학자, 기술자들
을 대거 파견하는 등 이러한 의도를 관철해 나갔다.420) 또한 김정일은 2001년 8월 현지지
도를 통해 “적들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며 “적들의 계급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물자의 대북수출도 부분적으로 완화하였다. 그러나 북한자산의 동결은 유지했으며, 테러지원국
지정 역시 해제되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에 대해서는 임수호,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남북경협,” <SERI Issue Report> 2008.6.
418) 물론 부시 취임 이후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Axis of Evil)발언이 등장하고 북한
을 핵 선제공격의 대상으로 명기한 ｢핵 태세 검토 (Nuclear Posture Review)｣이 동년 3월
LA 타임스 지를 공개되는 등 북한의 위협인식을 자극하는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국방공업우선론은 이러한 자극이 있기 전인 2000년과 2001년을 통해서도 지속강화되
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http://www.gpoaccess.gov/sou/index.html(검색일
2013.5.4.); The Los Angeles Times 2002.3.9.
419) 2000년 12월 24일에 행해졌다는 김정일의 연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수공업부문에서 군
자리정신을 되살리고 그 정신으로 모든 사업을 조직전개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
쟁시기 군자리사람들은 ‘모든 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
고 맨손으로 피대를 돌려 전시무기생산을 보장하였습니다. 군자리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여기
에 군수공업부문에서 오늘의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고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근본담보가 있습니다”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 4권, 평양: 평양출판사. p.
125.
420)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 4권. 평양: 평양출판사(2007).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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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며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421)
이러한 지도자의 의도는 <근로자>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북미공동쿄뮤니케 직후인 근로
자 2001년 11호의 한 논문은 선군혁명령도가 “제국주의자들의 항시적인 군사적 압력과
침략위협을 받으면서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 전적으로 부합”
하는 “보편타당한 의의를 가지는 가장 정당한 령도방식”이며 “군사는 국사중의 제일국
사”로서 “우리나라는 군사가 첫째이고 국방공업이 선차”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422) 이
러한 강조는 2001년 내내 지속되었다.423)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 비록 1999년 이후 경제성
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극심한 식량난은 벗어났다고 하나 어디까지나 이는 ‘완화’
와 ‘반등’의 수준이었으며 북한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당시 북한의 경제난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였다.424)
<그림 5-2> 북한 경제성장률(1990-2010)

따라서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의 원천은 인민들의 희생과 정치사상적 교양에서 찾아졌다.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최악의 조건에서 20여명의 결사대원이 6일 만에 750정의 기관총을
421)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 4권. 평양: 평양출판사(2007). p. 70.
422) 김금선. 2000. “선군혁명령도로 력사의 기적을 창조한 승리의 5년.” 『근로자』 11호 평양:
근로자사. p. 13.
423) 신일남. 2001.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 『근로자』 8
호. 평양: 근로자). p11.; 백학림. 2001.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선군혁명령도의 력사.
『근로자』 4호. 평양: 근로자사. p. 11.
424)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 4권. 평양: 평양출판사(2007).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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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는‘군자리정신’425)을 강조하며 <모든 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전시체제의
우선순위를 강요했다.426)
이처럼 국방공업우선론은 2000-2001년도에도 지속 강화되었으며 2002년 9월 5일 당중앙
위원회 책임일군들에 대한 지시를 통해 하나의 경제노선으로 제도화되었다. ‘선군경제노
선’이 그것이다.427) 이는 2002년 10월 켈리의 북한 방문으로 시작된 2차 북핵위기가 시작
되기 전이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대외관계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선군노선이 지
속 강화되어 온 것은 그것이 단기적인 대외적 환경의 변화에 좌우되기 보다는 국제질서에
대한 구조적인 인식과 그에 따른 위협평가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
였다.
<근로자>의 논조는 이러한 위협인식을 잘 보여준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
하고 <근로자>는 6월호는 물론 8월호 까지도 이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이후 본격적
으로 등장한 “북남최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미일과의 협상국면에 대한 북한의 논평은
<적에 대한 환상은 최대의 금물>이라는 것이었다.428) 해당 논문에서 북한은 “적들이 이렇
게 나오는 것은 결코 본심이 달라져서가 아니”며 “적들은 우리의 총대가 무서워 강경일
변도정책으로부터 유화정책을 배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만 여기에는 더 음흉한 속
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적들에 대한 환상”은 “사람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
사상적 독소”로서 가장 위험한 경계대상으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전
략적 로선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7년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선군경제노선 역시 2002년 9월의 결정 이후 2003년 2월 공
식화되기 이전까지 일정한 대내적 합리화 과정을 겪는다. 2002년 <근로자> 10호의 논문은
425) ‘군자리 정신’이란 한국전쟁시기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 채 조립하지 못한 기관단총을 빨
리 조립하여 인민군부대에 넘겨줄데 대한 주석의 긴급과업을 받은 군자리의 20명 결사대원들
이 닦은 강냉이로 끼니를 때우면서 최악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6일 만에 750정의 기관단총을
조립해내는 기적을 창조한 모범을 뜻하는 말이다. “오늘도 나래치는 군자리 정신.” <조선중앙
통신> 2006.5.15.
426)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 4권, 평양: 평양출판사(2007). p. 125.
427)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 4권. 평양: 평양출판사(2007). p. 121; <조선신보> 2003.4.11.
428) 전화일. 2000. “적에 대한 환상은 최대의 금물.” 『근로자』 9호. 평양: 근로자사. pp.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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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정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원칙적인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던 국방
공업우선론 비해 <당사업의 화력은 총대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제시된 해당논문은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었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총대중시로선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시켜
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내각사무국당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성과를 확인하
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국방공업에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하는 동시에 “모든 부문, 모
든 단위들에서 군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수행하는 강한 질서”를 세울
것을 강조한 부분은 인민경제영역으로부터 군수분야로의 우선지원방침을 강화하는 내용이
었다.429) 이는 선군경제노선 등장 2개월 전에 제시된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경제개혁인
동시에 선군경제노선의 실현을 위한 재정확보의 수단도 동시에 가진 것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임수호 2009, 30-33).430) 이후 2003년 <근로자> 2호에서 김기남, 리영일, 김석의 논
문을 통해 원칙적으로만 제시되던 “국방공업 우선의 경공업, 농업 동시발전노선”이 전면
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3년 <근로자> 3호에서였다.431) 여기서 북한은 총 5편의 논문을 집
중적으로 실으며 선군경제노선의 내용과 함의를 명확히 했다.
첫째, 중공업 우선의 경공업 농업 발전이라는 ‘수령’의 발전노선과의 관계정립에 상당
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즉 이전의 노선을 계승 포괄하는 동시에 단순한 계승이 아닌 심
화발전으로 정의함으로써 계승성과 독창성을 동시에 강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즉 국방공
업우선주의가 결코 중공업의 비중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방공업의 기반은 중
공업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중공업은 곧 국방공업이며 국방공업이자 중공업”이라는 주
장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432)
429) 고길삼. 2002. “당사업의 화력은 총대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근
로자』 10호. 평양: 근로자사. pp. 24-27.
430)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갖는 재정측면의 의의에 대해서는 김남기(2007)를 참고할 것.
431) 김기남. 2003. “주체의 홰불로 세기를 밝히시는 천재적인 사상리론가.” 『근로자』 11호. 평
양: 근로자사. p. 16; 리영일. 2003. “선군혁명령도로 불패의 혁명강군을 키우신 백두의 천출
명장.” 『근로자』 2호. 평양: 근로자사. p. 23; 김 석. 2003.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
는것은 세 세기 경제발전의 절실한 요구” 『근로자』 2호. 평양: 근로자사. p. 24.
432) 태형철. 2003.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로선은 선군시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요한 로선.” 『근로자』 3호. 평양: 근로자사. pp.
35-36; 김명렬. 2003. “선군시대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완성하기 위한 근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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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난 시기의 노선이 “경제적 이익”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시대
인 “선군시대”의 경제노선은 “혁명의 근본이익”을 우선한다며 정치군사우선주의를 명
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433)
셋째, 국방공업을 우선하면서 동시에 경공업,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선군경제노선이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줄 수 있는 인민생활향상의 대책임을 주장
하고 있다.434) 즉 국방부문의 발전이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추동하는 근본적인 전제이
며 국방공업의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리용하여 민수생산부문”을 적극 도와주게 된다는
것이다.435)
넷째, 과학기술과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과학기술의 최신성과들이 선차적으로
집중적으로 도입되고 가장 우수한 과학기술력량이 인입되는” 국방공업의 “경제기술적우
침.” 『근로자』 3호. 평양: 근로자사. p. 50.
433) 태형철. ibid. 37.
434) 김명렬. 2003. “선군시대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완성하기 위한 근본지침.” 『근
로자』 3호. 평양: 근로자사. p. 50; 박철호. 2003.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
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로선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확고
히 담보해주는 가장 혁명적인 로선.” 『근로자』 3호. 평양: 근로자사. pp. 52-53.
435) 국방비 증강과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임강택 2000, 14-18).
즉 민간투자의 구축(crowding-out effect),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활동 위축, 수출부문의 가용
자원 축소, 비효율적 관료제도의 비중 확대 등의 부정적 효과가 존재하는 반면 유효수요 창출,
기술도입 및 전파, 공공재 공급, 건강상태 개선 및 교육·훈련효과, 안보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
성장 간접 지원 등의 긍정적 효과도 존재하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비중은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전된 경제와 달리 저발전 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부
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izels and Nissanke
1982, 129). 북한의 일관된 논리 역시 국방과 경제가 명백한 ‘상충관계’(trade-off)에 있다는
것이었다. 본문에서 인용한 것처럼 “크지 않은 우리 나라가 자체의 힘으로 국방공업을 발전시
키다보니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으며 “군수공장들을 다 경공업공장으로 전환하고 국방건설
에 돌리는 자금과 자재를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돌린다면 우리 인민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공업을 소홀히 하면 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울 수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 메고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발언은 이와
같은 인식을 잘 보여준다. 김일성. 1993년 12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
원회의에서 한 결론. “당면한 사회주의경제건설방향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44권. p.
28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따라서 비록 북한이 강조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양자의 상충관계가 완화되었을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논리는 실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정치적 레토릭에 가까운 것이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핵 건설 병진
노선의 정당화 과정에서도 북한이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
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새로운 병진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당중앙위
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자.” <노동신문>(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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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을 경제의 여러 분야에 파급시킴으로써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436)
다섯째, 국방공업이 외화벌이의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현시대의 주요한 과제는 생
산물의 질적수준을 높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현재 자신들이 제일 경쟁력
이 있는 것은 군수품을 만드는 국방공업이라는 것이다.437)
여섯째, 2000년대 이후 강화된 실리주의 역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번수입’을 보다 더 많이 창출함으로써 국방공업 발전과 경공
업, 농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438)

이러한 논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기존의 과학기술강화론과의 결합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과학기술은 2000년 신년사를 통해 사상중시노선, 총대중시노선과 함께 과학기술
중시노선으로 정식화 되며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실제 과학기
술에 대한 강조는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1998년 광명성 1호의 성공
적인 발사는 북한에 상당한 자신감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은 1999년 1월 11일
새해 첫 현지지도의 장소로 과학원을 선택했으며 이후 3월 7일에는 과학원 함흥분원을 찾
은데 이어 3월말에는 전국 과학자, 기술대대회를 소집하였고 3월 24일에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에서 올해를 과학의 해로 정하고 과학연구사업에 역량을 집중시키겠
다고 선언했다.439) 이후 북한은 1998년부터 ‘과학기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1999년부터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진행 중이며 이 계획을 2022년까지 5차에 걸쳐 시행해 나갈 것을 예
고하고 있다. 이는 현재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장기계획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권영경 2009a, 7-8).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군수공업이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우리의 민수공업은 경쟁력이 약하지만 군수공업은 세계적인 경쟁
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공업은 세계시장과 명백히 련결되여 있”고
436) 태형철. ibid. 38.
437) 태형철. ibid. 39.
438) 정문산. 2003.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을 생명선으로 틀어 쥐고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적 임무.” 『근로자』 3호. 평양: 근로자사. p. 35.
439)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 3권. 평양: 평양출판사(2006). pp. 46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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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공업이 존재하는 한 이 나라 경제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440) 국방공업우
선론이 선군경제노선으로 제도화되고 이후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발전된 데 있어서
과학기술발전을 통해 군수공업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방공업우선론은 선군경제노선을 통해 하나의 경제노선으로 정식화, 제도화되었
다. 2003년 이후 이전의 국방공업우선론의 기간과는 달리 <경제연구>와 <근로자>에 선군경
제노선과 관련된 논문이 집중적으로 실리기 시작한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
다. 2차 북핵위기 발발 이후 6자회담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대외환경의 여러 부침에도 불
구하고 선군경제노선은 김정일 시대 내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440) 『우리당의 선군정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2006).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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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식 급진주의의 재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선군노선의 등장과 발전과정을 재
조명해 보았다. 북한식 급진주의의 원형은 주체노선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의 ‘대국주
의적 압력’에 대한 경험과 1960년대 소련발 탈급진화의 흐름은 북한이 나름의 방식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주체노선을 확립해나가는 핵심적인 계기
가 되었다. 비록 소련의 수정주의와 중국의 교조주의에 대한 비판을 모두 포괄하고는 있었
으나 북한의 주체노선은 급진주의에 훨씬 가까운 것이었다. 1967년의 과도기 논쟁을 통한
북한 사회 전반의 변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후 후계자 김정일은 북한식 급진주의를
‘김일성주의’의 이름으로 순수이데올로기의 차원으로 격상시키려 시도하며 이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조직적, 정책적 변화를 주도해 나갔다.
반제투쟁과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기치 하에 강화되어온 북한식 급진주의에 탈급진적 모
색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였다. 북한은 발전의 위기에 직면하여 다양
한 시도를 통해 나름의 정책적 합리화를 시도해나갔다. 인민생활향상론과 합영법을 통한
발전전략의 연성화는 그 핵심이었다.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된 것은 물론 1980년대 후반 탈
냉전의 파고가 시작되면서 부터였다. 북한은 일련의 남방정책을 통해 교차승인을 실현함으
로써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편입되려 노력하는 동시에 신무역체계, 혁명적경제전략
등을 도입하며 탈급진화를 통한 적응을 시도했다. 제네바 합의 체제 역시 적어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었다. 교차승인의 핵심은 북미관계정상화였으며 제
네바 합의는 냉전기 내내 일체의 접촉 자체를 거부하던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과 관계개
선의 공약을 받아낸 중요한 성과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미래는 일정정도 열려있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탈급진화의
모색을 지속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재급진화를 선택할 것인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북한에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가 닥친다. 수령의 사망이 그것이다. 수령
의 공백은‘고난의 행군’으로 명명된 심각한 경제난과 중첩되어 북한 체제의 정치적 권
위를 악화시켰다. 20여년의 후계체제를 거친 김정일에게도 일종의 계승의 위기가 발생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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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특히 주체사상을 둘러싼 독창성과 계승성의 논쟁은 ‘우리식 사회주의’로 명명된
북한 체제의 정당성에 심각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내부적 불안정성은 외
부로부터의 위협과 결합되어 정권의 위기감을 악화시켰다.
결과적으로 체제위기는 재급진화로 이어졌다. 김정일 정권은 1998년 출범과 동시에 선군
정치를 선언하며 기존질서에 대한 거부를 분명히 하고 군사주의로 나아갔다. 이러한 전환
은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로 재편된 제국질서에 대한 부정과,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 대
안적 비전, 그리고 이를 실현할 선군정치라는 행동주의를 갖춘 선군노선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선군노선의 확립은 맑스레닌주의와의 차별화를 더욱 본격화한 이데올로기적 변화,
국방위원회 체제와 북한식 정경분리라는 조직적 변화, 중공업 우선의 자립적 민족경제전략
의 재강화와 국방공업우선론의 등장이라는 정책적 변화를 수반했다. 김정일 체제는 탈급진
화가 아닌 재급진화를 통한 북한식 급진주의의 재구축을 선택했던 것이다. 북한의 선군노
선은 2000년대 들어 선군사상과 선군경제노선으로 더욱 체계화되며 김정일 시대 내내 지
속되었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 하에서 선군노선의 미래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김정일이 김일성
의 유훈을 기반으로 정치적 계승을 시작했듯이 김정은 역시 김정일의 유훈관철을 첫 번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선군노선은 유훈의 핵심으로 김정은에 의해 계승되고 있
다. 김정은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장군님께서 이끌어 오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선언하며 이러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441) 이는 이데올로기와 조직, 정책에서도 잘 나타난다.
먼저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을 살펴보자. 김정일 시대의 선군사상은 2009년 개정 헌법을 통
해 주체사상과 동급의 국가의 지도적 지침으로 명기되었으나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개정된 당규약은 여전히 주체사상만을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인정했었다. 하지만 김
정은 시대에 이르러 선군사상은 주체사상과 동급일 뿐만이 아니라 ‘사상(thought)’보다

441) 김정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준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노동신문> 20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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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원 높은 ‘주의(ism)’로 격상되어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명기되었다. ‘김일성-김정
일주의’를 당의 지도사상으로 명기한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의에서의 개정 당규약이
그것이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핵심적인 업적을 “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이론으로 심화발전시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이론을 제시”한 것으로 규정함으
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선군사상을 포괄함을 분명히 했다.442)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 국방위원회 체제와 북한식 정경분리 체제 역시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앞서 제5장 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8년 정권의 출범 당시 이데올로
기에 기반 한 ‘정치적 선언’을 통해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던 국방위
원장의 지위는 국방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100조)로 규정한
2009년 개정헌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일의
뒤를 이어 김정은 역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란 지위를 통해 국가를 통치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민수경제와 군수경제의 구획화와 군수부분 우선론에 기반 한 북한식 정경분리의
원칙 역시 별다른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군경제노선’이다. 김정은은 일종의
취임사의 역할을 한 첫 번째 담화에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발전
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나라의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을 명백히 했다.443)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2012년 말까지도 지속되었다.444) 예컨대 2012년 11월 26일자 서한에서 김정
은은 “사법검찰기관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국방공업 부문에서 쌓아올리신 불
멸의 영도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요구에 맞게 국
방공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 보장하도록 법적 감시와 통제
를 강화할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445)
또한 2012년 12월 12일 인공위성발사와 뒤이은 2013년의 2월 12일 3차 핵실험은 선군노
선의 지속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근거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경
442)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
나게 완성해나가자.” <노동신문> 2012.4.19.
443) 김정은. ibid.
444) “김정은 원수님 전국사법감찰일군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 <조선중앙통신>
2012.11.26.
445) 김정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법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노동
신문>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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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핵 건설 병진노선’이다. 핵실험에 뒤 이어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여기서 김정은은
“적들은 우리에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위협 공갈하
는 동시에 다른 길을 선택하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회유도 하고 있”지만“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항시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핵보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가지 않을 수 없
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원회의는 당의 새로운 병진노선과 관련 “선군조선의 핵무기는
결코 미국의 딸라(달러)와 바꾸려는 상품이 아니며 우리의 무장해제를 노리는 대화마당과
협상탁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라며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생명이며 통일조선의 국보”라고 주장했다.446) 또한 그 후속 조치로
서 전원회의 다음날인 4월 1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는 “핵 억지력
과 핵 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규정한 <자
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채택했다.447) 핵보유국으로서의 지
위를 공식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선군노선의 지속은 북한의 미래와 관련하여 어떤 함의를 갖는가? 주체노선의
부정을 통하지 않고도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정치방식’으로 선군노선이 등장했듯이 김
정은 시대의 변화가능성 역시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선군사상의 김정일
주의로의 격상은 선군사상이 실천이데올로기가 아닌 순수이데올로기로 전화하면서 급진성
이 완화될 가능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직차원 역시 당중앙위원
회나 당중앙군사위윈회 등 집단적 의사결정 기구들이 복원 강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국방
위원회체제의 변화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도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

446) “북,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채택.” <통일뉴스> 2013.3.3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979>.
447) “북, 최고인민회의 중요 결정들.” <자주민보> 2013.4.2.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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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데 새로운 병진로선의 참
다운 우월성이 있다”는 북한의 주장처럼

448)

병진노선을 선군경제노선의 완화로 볼 것인

지 지속으로 볼 것인지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2013년 공식 국방비가 전년대비
0.2% 증가된 16%로 책정되었다는 점은 선군노선의 지속강화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으
나,449) 이러한 국방비 증가가 박봉주 총리의 취임 이후 본격화된 개혁적 움직임들과 병행
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전반적인 계승의 흐름 속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김정은
시대의 미래와 관련하여 우리가 상기해야할 지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군노선의 대
전제인 반제자주가 냉전기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주체노선의 반제자주의
목표가 제국주의 타도에 있었다면 선군노선의 반제자주는 적대정책의 철회와 자주적인 강
성국가 건설에 있기 때문이다. 즉 선군시대 북한식 급진주의에 있어 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부정’(negation)이란 어찌 보면 자신들에 대한 ‘인정’(recognition)의 요구를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군노선의 급진성이 강성대국론의 실용주의와 병행될 수 있었던 것
역시 바로 이러한 탈냉전기 반제자주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탈급진화의 인과변수 중 추탕의 통찰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Tang Tsou 1967, 1101-1103). 그는 탈급진화의 중요한 변수로 급진적 운동이 잘
규정되고 안정적인 정치체제(a well-defined and stable political system)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현 질서 내에서의 이해관계(stake in the status
quo)의 여부가 급진과 탈급진의 변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1967년 당시 소련은 비
교적 안정된 국제체제 내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탈급진화가 가능
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선군노선은 단순히 정책적 차원의 일시적 대응
이 아닌 이데올로기와 조직적 차원의 변화를 포괄하는 매우 근본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외
부환경의 단기적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선군노선은 지속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즉 북한의
피포위 의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구조적 변화 없이는 앞으로도 선군노선이 변화할 가능
448) “당중앙위원회 2013년 ３월 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 <노동신문> 2013.4.1.
449)<노동신문> 2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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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내부로부터의 것이든 외부로
부터의 것이든 북한의 정권안보를 위협하는 ‘위기’는 결과적으로 탈급진화가 아닌 급진
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1990년대 중반 김정일 정권의 선택은 이
러한 위기가 북한의 노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의 정치적 권위 축적의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시
점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의 변화를 강제하여 위기를 조장하기보다는 점진적인 ‘인정’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탈급진화’를 유도함으로써 ‘고비용의 공존’을 ‘저비용의 공
존’으로 전환하려는 지혜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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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4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1991년 1월 1일. “신년사.”『김일성 저작집』 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1991년 12월 25일.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한 연설. “인민군대 중대
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
사. 1996.
------. 1991년 6월 18일. “캄보쟈주석과 한 담화.”『김일성 저작집』43권. 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1996.
------. 1991년 9월 19일.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전천군상업관리소 소장과 한 담화.
“일군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여야 한다.”
『김일성 저작집』 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1991년 11월 23일, 26일. 당, 국가, 경제 지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변화된 환
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43권』. 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1996.
------. 1991년 12월 25일.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한 연설. “인민군대 중대
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

- 204 -

사. 1996.
------. 1992년 2월 24일. 김정일동지의 탄생 50돐경축 재일본조선인 축하단과 한 담화.
“총련사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1992년 3월 13일, 1993년 1월 20일, 1993년 3월3일. 항일혁명투사들, 혁명가유자녀
들과 한 담화.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김일성 저작집』 44권.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1992년 4월 21일. 강반석 어머님탄생 100돐기념 오찬회 참가자들과 한 담화. “항
일투사들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들이다.”『김일성 저작집』 43권.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1992년 12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련합회의에서
한 연설. “현시기 정무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김일성 저작집』 44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1993년 2월 12일.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김일성 저작집』

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1993년 12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당
면한 사회주의경제건설방향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44권.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96.
------. 1993년 12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련합회의에서

한 연설. “현시기 정무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김일성 저작집』 44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1993년 12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당
면한 사회주의경제건설방향에 대하여.”『김일성 저작집』 44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6.
------. 1994년 1월 1일. “신년사.”『김일성 저작집』 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1994년 7월 6일.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결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김일성 저작집』 44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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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김정일. 1967년 6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반당반
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김정
일선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1974년. 2월 19일. 전국 당선전일군 강습회에서 한 결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
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김정일 선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1974년 2월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사
설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김정일 선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1974년. 10월 9일. 당중앙위원회 및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의
협의회에서 한 연설.“전당이 동원되여 70일 전투를 힘있게 벌리자.” 『김정일 선
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1976년 1월 1일.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할 몇 가지 중심적 과업에 대
하여” 『김정일 선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1978년 12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
에서 한 연설.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
자.”『김정일 선집』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1979년 12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당의 전략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김정일 선집』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1982년 3월 3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 주체사상 토론회
에 보낸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김정일 선집』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
사. 1996.
------. 1983년 1월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 『김정일 선
집』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1983년 3월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김정일 선집』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1983년 5월 3일. 칼 맑스 탄생 165돐 및 서거 100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 “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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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김정일 선집 7권』.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1984년 2월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인민생활
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김정일 선집』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1984년 8월 3일. 상업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을 개
선하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김정일 선집』 8권.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98.
------. 1986년 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당과 혁명
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김정일 선집 8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1986년 6월 27일. “주체사상은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상이
다.”『김정일 선집』8월.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1986년 7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사상교양에
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김정일 선집』8월. 평양: 조선로동당출판
사. 1998.
------. 1987년 11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책임일군들 및 문확예술부문 일
군들과 한 담화.“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울데 대
하여.” 『김정일 선집』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1989년 6월 9일.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역할을 더욱 높이자.”『김정일 선
집』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1989년 12월 28일.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김정일 선집』
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1990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담화. “당
사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내이자.”『김정일 선집』.
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1990년 1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당 사상교
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김정일 선집』10권.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97.
------. 1990년 5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사회주의
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김정일 선집』 10권. 평양: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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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당출판사. 1997.
------. 1990년 10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주체철학에 대
한 올바른 관점과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김정일 선집』 10권.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97.
------. 1991년 1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당
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김정일 선집 』 11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1991년 5월 5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
선집』 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1991년 8월 26일. 첫 청년절을 맞는 전국의 청년들과 사로청 일군들에게 보낸 서
한.“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김정일 선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1992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사업을 강화

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김정일 선집』 12권.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97.
------. 1992년 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김정일 선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1992년 2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인민군대를 강화
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김정일 선집』 13권.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1992년 4월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나가자.”『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1998.
------. 1992년 11월 1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당, 국가,
경제 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
로동당출판사. 1998.
------. 1993년 2월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사업과 경제
사업에 힘을 넣어 사회주의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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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당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혁명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자.”『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98.
------. 1994년 10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군의 역할을 높
여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자.”『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
사. 1998.
------. 1994년 10월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위대한 수령님
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김정일 선집』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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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sertation aims to show that the Military-First Line of the Kim Jong Il regime is
North Korean-style radicalism, which responded to the crisis of political authority erupted
by succession, economic crisis, and asymmetric ending of the Cold War
The original form of North Korean-style radicalism was Juche Line. The political
pressure of the two big powers(Soviet Union and China) in the 1950s and the
de-radicalization of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in the 1960s instigated North
Korea to reinterpret the Marxism-Leninism and to make its own way that was called

Juche Line. Kim Jong il as a successor of Suryong tried to elevate Juche Line to
Kimilsungism and led the changes of ideology, organization and policy under the banner
of anti-imperialism and ‘Complete Victory of Socialism.’
It was in the mid-1980s that the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de-radicalization was
appeared in North Korea. First of all, it attempted to rationalize economic policies by
passing Joint Ventures law and putting an emphasis on the light industry. The end of
Cold War accelerated these changes. In addition, North Korea sought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Southward policy aimed at cross recognition. It attempted to
accelerate the rationalization of economic policy by New Trade System and Revolutionary
Economic Strategy. Geneva Agreement regime also signified a de-radical change because
North Korea got a pledge of normalizing relations with, and security assurance from the
United States, their so-called the most antagonistic imperial power, in return for nuclear
renunciation.
In this regard, the period of ‘Legacy politics’(Yuhun Tongchi) was a transition period.
The de-radical elements such as Geneva Agreement Regime and Revolutionary Economic
Strategy coexisted with the radical element like Red Flag Thought and Revolutionary
Soldier Spirit. But these transitional measures were not enough to overcome the crisis of
political authority. The political insecurity of 1997 demonstrated a clear example. H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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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leadership decided to radicalize the policies, organizations, and Ideology.
Military-First Line was an outcome of this radicalization.
This change meant that North Korean leadership decided to secure regime survival by
militarism and to build charismatic authority by radicalization. Kim Jong il declared Juche

Ideology is the original philosophy and ruled out any de-radical changes by the
materialistic re-interpretation of Marxism-Leninism. ‘Complete Victory of Socialism’ as
a vision of nation was replaced by ‘a Great, Prosperous and Powerful Nation’(Sahoejuui

Kansong Taeguk). This ideological radicalization accompanied changes in organization and
policy. The organizational changes included the advent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system and North Korean-style divisibility of politics and economy by Cabinet
Responsibility System, while the policy changes was made up of the withdrawal of
Revolutionary Economic Strategy, the revival of the priority development of heavy
Industry policy for Self-Reliance, and the Defense Industry First Policy. These changes
meant that the original

North Korean-Style radicalism was transformed to the

Military-First Line as a new radicalism in Kim Jong Il Regime. The de-radical change
from class to people resulted in the radical change from people to ‘soldier and
people.’ Military-First Line was reinforced by Military-First Economic Line and
Military-First Thought in the 2000s.
In sum, the dissertation concludes that Military-First Line is North Korean-Style
radicalism, drawing on the concept of radicalism by Robert Tucker. Military-First Line
consists of three core elements: anti-imperialism, Great, Prosperous and Powerful Nation,
and Military-First Politics. Each element corresponds to Tucker’s three elements of
radicalism, that is, negation, vision, and activis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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