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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 연구

-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임 수 진

본 연구는 북한사회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창출되는 ‘우리’와 ‘타자(또

는 적)’에 대한 담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북한사회에서 논하는 집단적

차원의 ‘우리’와 ‘타자’에 대한 인식을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는 북한이 세계사회로부터 고립주의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세계사회에 대한 개방 노선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북한사회의 집단 결속과 경

계에 대한 인식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주요한 분석의 자원이 될 수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의 대표적인 공적담론의 공간인 로동신문
을 중심으로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생산, 유통, 내

용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1) 집단적 자기화-

타자화 담론이 유통되는 (공적)담론 공간의 양상과 구현, 2) 집단적 자기

화-타자화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한 개념들, 3) 이들 개념을 통한 담론의

내용 구현과 구조, 4)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역사적 사건, 5) 역사적 사건을 통한 이들 담론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먼저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공간을 살펴보기 위

하여 사상교양의 담론체계를 살펴보았다. 북한의 사상교양과 이를 유통

하는 사회 내 언론, 교육체계, 조직생활은 모두 북한 정치 엘리트들의 주

요한 관심 속에서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초기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

론의 내용 역시 북한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 ii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담론의 내용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을 추출하였다. 북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논하는 집단적 자

기화-타자화 담론의 주요한 개념들은 1970년대 ‘주체사상’의 공포와 함

께 안정적 체계를 갖춘 사상교양의 내용에 따라 구축되었다. 집단적 자

기화 담론의 경우 ‘최고지도자’, ‘인민’, ‘사회주의’, ‘주체’ 등을, 집단적 타

자화 담론의 경우 ‘미제’, ‘남조선괴뢰’, ‘제국주의’, ‘자본주의’ 등을 주요

한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들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은 외형

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담론의 주요 개념과 내용이 구축

된 과정을 살펴보면, 주체사상과 함께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내용이 성

숙되는 과정 속에서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주요한 내용 역시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1980년대부터 현재(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내용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1970년대 안정적으로 구축된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사회 내외부의 환경적 불안정성과 함께 경제상

황이 악화되며 축소·와해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담론 전반의 관심이 정

치사상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 많은 부분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

적담론의 유통체계가 와해되며,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공적담론

의 공간과는 구분되는 사적담론의 공간이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와

해된 공적담론 체계는 1998년 이후 김정일의 사회재건 노력과 함께 다시

복구되어, 과거 김일성정권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지도자 ‘김정일’과 김정

일의 새로운 지도사상인 ‘선군’의 개념이 강화되며 특히 집단적 자기화

담론이 다시 새롭게 구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은 2012년 김정은정권의 등장과 함께 역

동적으로 변화하였다. 김정은 집권 초기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은

과거 정권에서 사용된 주요한 개념들을 계승하면서도, 담론의 구체적 내

용 구현에서는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집단적 자기화 담론은 북한

사회가 ‘주체’ 또는 최고지도자에 의해 영도되고 운영되는 존재라는 전통

적인 지배담론을 계승하면서도,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인민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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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는’ 풀뿌리적 차원에서의 사회담론을 함께 강조하며, ‘최고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조로부터 점차 ‘최고지도자’와 ‘인민’ 모두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변화는 집단적 타자화 담론에서도 나

타났다. 그동안 주로 ‘미제’, 또는 차선적 차원에서 ‘남조선괴뢰’에 대한

비난으로 구현되던 타자화 담론의 내용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

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보다 완화된 태도로서 구체적 대상에 대한 비난을

축소하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태도로 담론을 구현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시대별 주요 개념 분석을 통해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집단적

자기화 담론은 주요한 개념들을 계속적으로 계승하면서도 담론의 구체적

내용은 변화·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난 반면, 집단적 타자화 담론은 주요

개념의 사용 뿐 아니라 담론의 내용 역시 점차 소극적으로 변화·축소되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집단적 타자화 담론에서 나타나는 대

외적 적대성의 축소·완화는 집단적 자기화 담론 내부로 들어와 사회 내

부 구성원 사이의 경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차원의 경계짓기 담론으로 나

타났다. 이는 대표적으로 김정은시대 ‘자력갱생’ 담론의 부상을 통해 살

펴볼 수 있었다.

둘째,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변화를 통해 북한사회의 집단주

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경제침체가

악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개별적 또는 사적 행위에 대한 허용이 늘어

나며 집단적 자기화 담론 역시 집단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조에서 점

차 개별 경쟁체제 및 개별 차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김정은시대 ‘사회주의경쟁’ 또는 ‘사회

주의문명국’ 등의 담론을 통해 보다 강화되었다.

셋째, 북한의 공적담론이 많은 부분 일반 주민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구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사적담론

공간의 확장과 이에서 발생하는 담화 내용이 공적담론 내부에 진입하고,

김정은정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의 모습에 따라 과거와 달리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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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에 비한 ‘인민’의 위상이 담론 내부에서 높아지는 모습 등은 북한

의 공적담론이 담론의 생산주체, 즉 정치 엘리트 뿐 아니라, 담론의 수용

주체, 즉 북한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받으며 구축되고 있다는 사

실을 경험적으로 증명해주었다.

다음과 같이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은 초기 북한 정

치 엘리트들의 사회건설 전략에 따라 공적담론의 강력한 장악과 강제를

통해 구축되었으나, 이는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균열과 와해를 경

험하고, 점차적으로는 수용주체인 ‘인민’이 담론 내부에서 이를 구성하는

주요한 주체로서 자연스럽게 부상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주요 자원들이 확보되고 담론내용이 성숙하

게 되면서, 집단적 타자화 담론은 많은 부분 적대적 태도를 완화하고 보

다 중립적인 태도로 내용을 구현하고자 하는 변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변화는 이들 담론이 북한 정치 엘리트들의 의도만을 반영하는 단순한 통

치적 수단이라기보다는, 변화하는 국제적 환경, 국내적 환경, 그리고 수

용주체인 북한주민들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사회적 총체의 한 일부로서

고려할 수 있음을 설명해준다. 담론을 통해 나타나는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인식 및 타자인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부분 변화의 모습을 나

타내었다. 이는 북한사회가 그동안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

되었던 북한주민에 대한 외부세계와의 완전한 단절, 고립주의 기조가 공

적담론장 안에서 점차적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담론 내부 변화의 지점을 목도하고 변화지향의 의지를 확인함

으로써, 북한과 소통하며 내부 변화를 지지하고 유도할 수 있는 지속 가

능하고 공감 가능한 담론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논할 수 있다.

주요어 : 북한사회, 주체, 타자, 집단주의, 로동신문(노동신문), 담론

학 번 : 2013-3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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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2012년 북한 김정은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정부가 그동안 강력하게 유지하였던 고립주의 기조를 탈피하고 세계

사회에 대한 개방 노선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 섞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까지 이어지고 특히 2018년 9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의

평양 군중연설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언론 및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학

화,’ ‘현대화’ 구호를 필두로 한 세계사회 진출에 대한 변화의 메세지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는 긍정적 분석을 내놓았다(연합뉴스,

2018.9.20.). 그러나 이러한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해석과 전망이 무색

하게 2020년 3월 이후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 정부에 대한 원색적

인 비난을 쏟아내며, 남한 및 세계사회로부터 다시 뚜렷한 간극을 유지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YTN, 2020.6.4.). 북한은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세계사회로부터 강력한 ‘경계짓기’ 및 ‘거리두기’를 계속하며 ‘우리 식 사

회주의’, ‘주체사상’을 기조로 한 ‘자주’의 국가를 계속해서 견지해 나갈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1) 학자들 역시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미국

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강력한 적대적 태도를

유지하고, 대내적으로는 북한주민에게 끊임없이 사회의 ‘우리’와 ‘타자(또

는 적)’의 담론을 창출하며 이념과 사상 중심의 사회공동체를 규범화하

고자, 구성원들의 사회 구성원들의 일탈과 변화에 대한 통제를 지속한다

1) “지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는 우리의 힘찬

전진에 겁을 먹은 적대세력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우리

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는것과 함께 우리 내부에 이색적인 사상독소와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

양식을 퍼뜨리고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조장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비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은 전군중적인 사업,” 로동신문, 2020년 3월 10일, 2면)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다.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려

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일군들이 멸사복무의 소중한 성과로 원쑤들의 머

리우에 무자비한 철추를 내려야 할때이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은 모든 사업의 절대적인 기

준이다,” 로동신문, 2020년 3월 12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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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적한다(정은찬, 2016; 김난희, 2008; 정영순, 1999; 이교덕, 2015).

북한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우리’와 ‘타자(또는 적)’에 대한 논의는

북한 단독정권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활발하게 논의되고 끊임없이 창

출되는 북한사회의 대표적인 담론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및 타자

에 대한 논의는 사실 북한사회를 하나의 집단이자 공동체로서 상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사회가 전통적으로 ‘사상교양’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사상을 끊임없이 통제하며 ‘공동체적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강력한 집단주의 또

는 전체주의 체제로서 결속하고 정권의 안정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강혜석, 2017; 김창근, 2003; Cummings, 1986; 서대숙, 2000;

Scalapino & Lee 2015[1972]; 스즈키 미사유키, 1994; 이종석, 2011; 김남

식 외, 1989; 정성장 외, 2006), 북한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들이 ‘우리’와 ‘타자’에 대한 ‘경계’를 중요하게 인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북한의 사상교육체계, 사회조

직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정부의 대주민 사상·행위에 대한 통제 또는

감시를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도화 및 조직화에 집중한 연구는

북한정부 또는 북한 지도부의 통치 의도 및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제도적·조직적 또는 외면적 틀만을 살펴보게 만드는 위

험성을 보인다. 한 ‘사회(society)’를 이해하는데 있어 ‘사회적(social)’ 차

원과 ‘체계적(system)’ 차원이 모두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주지한다면

(Lockwood, 1964), 북한주민들, 즉 북한사회를 구성하는 개별행위자들이

공유하는 가치나 상호의존성과 같은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조

직과 제도를 통한 기능적 결합의 측면에서 거시적인 ‘체계적’ 특성만을

고려하게 하여 사회에 대한 단면적인 이해만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논할

수 있다. ‘집단 또는 공동체’의 존재가 집단 내부 구성원들이 향유하는

가치, 이를 통한 구성원들의 결속의 의지, 그리고 집단 외부에 대한 경계

및 배제의 욕구를 전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Giddnes & Sutton,

2015[2014]: 260-265),2) 북한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적 차원에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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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식 또는 가치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내외부를 설정하

는 ‘자기인식’ 및 ‘타자인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요하게 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상의 일체화 여부가 중시되는 북한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유되는 사상이 강제성을 띄는지의 여부를 떠나, 이들이 담

론적 차원에서 어떠한 개념 또는 가치들을 통해 집단적 차원에서의 자기

화와 타자화 인식을 구현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북한사회의 고립주

의 지속이나 개방으로의 전환에 대한 질문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현 시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주민들은 ‘사상교양’이라는 강력한 사상교육의 제도화

속에서 유아기 때로부터 효과적인 정치사상의 체화를 통해 ‘수령’을 중심

으로 한 일원화된 사상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양무진, 2008; 김명수, 1990). 그러나 이들은 공동체

적 차원에서 북한사회가 어떻게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창출하고 타자를

인식하며 공동체적 내외부에 대한 경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북한이 강력한 집단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사회를 하나의

전체주의적 공동체로서 구성하고자 했다는 점, 사상교양의 중시를 통해

집단 내부의 소속원과 외부의 타자를 설정하는 담론을 지속적으로 창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을

통한 공동체적 자기인식과 타자인식을 주요하게 고려하여 이를 구체적으

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논할 수 있다.

상기한 논의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북한사

회가 북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사적 변동 속에서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이 대체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

을 동일한 구조와 내용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화-타자화’의 이분법적 도식이 역사적 흐름에 따라 지

2) 물론 산업화, 지구화를 이룬 현대사회 속에서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존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존재하지만, 퇴니스(Tönnies, 2001[1887]) 식의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와 같은 ‘공

동체’적 유대, ‘결사체’적 유대의 이분법 관점에 앞서, ‘집단’, 보다 구체적으로 ‘공동체’의 존재가

공통적(communal) 요소를 가진 존재로서, “대략 공유된 정체성” 또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인

식”하는 개개인들의 합 또는 연결망 등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고 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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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유지되거나 해체되었는지를 담론의 발생과 내용의 구조 등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자기화-타자화 담론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한 ‘개념(언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 개념들이 시대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변화 또는 유지되어

왔는지에 관해 질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북

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생산되는 ‘공적담론’을 주시하여, 집단에 대한 강

조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선전’하는 북한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이,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사회적 체제 속에서 구조적 연

계를 따라 하향식으로 구현된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담론발생의 구조가

오랜 기간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다시 말해, 북한의 공적담론이 대체적으로 북한 정치 엘리트들에 의

해서 계획되고 발생된다고 할 때,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주체로서 북한주

민들이 이들 담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이 변화되는 사회적

실재, 즉 역사적 변화 속에서 담론 내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개념들이

변화했는지, 이를 구성하는 담론의 내용 또는 태도가 변화했는지의 여부

를 먼저 확인하고 그 변화의 원인을 역으로 추적하며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사회가 역사적 변화 속에서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 내 집단주의 체제의 지속을 주지하며,

북한사회가 무엇을 통해 그리고 어떻게 자기인식 및 타자인식을 구현하

며 공동체 내부와 외부를 경계짓는지를 담론의 공간,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 그리고 이에 관여하는 역사적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

다. 북한의 대표적이고 강력한 공적담론의 장으로서 북한정부 수립초기

부터 발간된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북한사회가 역사적으로 무엇을 통

해 집단적 자기화와 타자화를 구현하며 사회적 포용과 배제를 수행하는

지, 이를 통해 개인-북한사회-외부사회가 어떻게 연결되고 경계지어지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종합적으로 역사적 변화에 따른 북한

사회-개인-집단의 관계와 변화, 북한사회와 세계사회와의 관계맺기 및

변화의 측면, 그리고 공적담론을 통한 북한 정치 엘리트들의 기획과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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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마, 이에서 드러나는 북한주민의 영향력 등을 포착하고자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본 논문의 문제제기에 비추어, 관련된 연구로서 북한의 집단주의 연

구, 북한 사상교양과 관련한 정치사회화 연구, 그리고 북한의 공적담론을

중심으로 한 담론연구들을 선행연구로서 살펴볼 수 있다.

1. 북한 집단주의 연구

북한사회는 개인의 이익보다 수령과 당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집단’

으로서 사회의 조직과 운영, 통제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북한사회는

대체로 집단주의 또는 전체주의 사회로 간주되었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

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민족’을 중심으로 한 근대 정치공동체 구성의 측면이

고, 또 하나는 1960년대 이후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체제가 확립되며 ‘수

령’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체주의 공동체의 측면이다.

근대적 정치공동체 구성의 측면에서는 북한 건립 초기의 민족주의 관

련 연구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북한사회의 정치적 담론은 근

대국가 형성기 대부분의 사회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민족주의와 긴밀

한 연관성을 가지고 구축되었다. 국가형성기 북한은 사회주의 담론보다

는 반제국·반식민주의에 따른 애국주의 담론을 통해 신사회 구축의 정당

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강혜석, 2017: 79-84).3) 사실 북한 김일성정권이

나 제3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러한 사회주의적 민족주의, 애국주의

3) 탈식민주의 민족담론은 남한을 비롯한 탈식민 독립국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

이다. 독립국가들에게 민족주의는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독립적 자율성을 획득

하기 위한 정당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하나의 단결된 국가로서

사회적 동력을 집중시키고 안정화하는 효율적인 사상적 통합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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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은 자본주의의 근대국가 형성담론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 담론의 성

격,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Verdery, 1995; 조봉래, 2009; 강진웅,

2012). 전통적인 사회주의는 ‘부르주아’ 중심의 계급성을 탈피하고 ‘프롤

레타리아’의 국제적 연대 구축을 제1의 목표로 인식하지만, 북한을 비롯

한 탈식민주의 제3세계 독립국가들은 제국주의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최

우선의 과제이므로, 이들의 사회주의 구축을 위해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족독립의 필요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다(강혜석, 2017; 김창근,

2003; 정영철, 2010). 이와 같은 북한 초기 건국과정의 사회공동체 형성

에 관하여, 김하영(2006)은 과거의 부정, 자주독립국가 건설, 남한과의 체

제경쟁 등의 대내외적 이유와 목적으로, 정영철(2010)은 민족사회주의

또는 민족공산주의 개념의 지역적 적응으로, 강진웅(2012)는 김일성 중

심의 항일무장투쟁 신화화를 통한 체제 확립에 따른 초기 북한 집단주의

의 구축 및 집단정체성의 형성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탈식민

독립국가의 민족주의 발흥에 관한 내용을 통해 이를 논하였다 할 수 있

다. 이러한 담론은 초기 ‘반일’ 애국주의로 시작되어 정권의 안정화와 사

회주의 국가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통치 논리 속에서 점차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변화하였다(강혜석, 2017). 이러한 민족을 중심으로 한 집단

주의 논의는 퇴니스식 표현에 따라 계약사회(게젤샤프트)와 다른 층위의

영속·전통성을 보유한 공동사회(게마인샤프트)를 구성함으로써, 집단의

생존과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일체감’의 발휘 기제에 근접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민족’ 개념과 관련하여 개념사적 관점에서 접근한 박명규

(2009; 2014)의 논의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민족’이라는 어휘의 발흥을

역사적,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북한의 민족담론이 혈통·문화 등

에 치우친 종족 정체성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따

라 남북한 통합담론이 ‘민족’ 담론을 통해 발전되는 것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는데, 남한이 지구화, 세계화 등을 경험하며 다민

족·다인종사회로의 전환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반면, 북한은 혈연중심의

‘단일민족’ 사회를 배타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어 설명한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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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규, 2009).

전체주의 공동체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가-사회’의 관계에 주목한 ‘국

가사회주의’ 관련 논의들을 살펴볼 수 있다. 와다 하루끼는 북한의 사회

를 스탈린식 국가사회주의 모델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와다 하루끼,

1992). 논지의 핵심은 북한이 당, 국가, 사회가 ‘일체화된 체계’로서 작동

한다는 점인데, 그 안에는 개별 인간의 주체성 보다는 집단의 행동 주체

로서 정부인 당, 그 기관인 국가, 그리고 민간의 사회가 일체화되어 운행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체화의 중요한 변수는 국가 주도의 사회 개혁

능력, 사회 동원의 범위, 그리고 정당성의 확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와다는 강력한 일체화가 국가 내부의 정치동력 왜곡을 통해 이루어진 것

이라기보다는, 국가 외부적 환경을 통해 형성될 수 있었다고 논한다. 북

한은 ‘세계전쟁 시대’라는 환경을 통해 국가 또는 사회가 형성되었고 이

는 시대적 불가역성을 통해 구현된 것으로서, ‘전시체제’라는 대외적 환

경을 이용하여 내부적 일체화가 성취되었다고 설명한다(와다 하루끼,

1992; 94-99). 와다의 ‘국가사회주의’ 모델을 기반으로 북한의 당-국가-

사회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설명한 서동만(2005)은 1940년대부터 1950년

대까지 북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기에서 나타난 집단적 다양성을 살피고,

그 이후 전체주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 고착화와 정체에 관해 역사적 추

적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작동체계는 ‘국가-사회’를 일원화하는

‘전체주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당 또는 국가기

관의 사회에 대한 강력한 억압을 통해 구현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더불어,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국가사회주의의 틀로 설명한 논의

들로는 이정식(Scalapino & Lee, 2015), 서대숙(2000), 브루스 커밍스

(Cummings, 1986) 등의 조합주의국가론, 이종석(2011)의 유일지도체계

론, 박명림(2003), 스즈키 마사유키(1994)의 수령제론 등을 언급할 수 있

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북한이 민족과 국가의 동일화를 통해 ‘국가’

중심의 사회적 일체화를 구축할 수 있었음을 공통적으로 설명한다. 그러

나 국가사회주의를 포함한 이들 대부분의 논의들은 서론에서 지적한 바

와 같이 북한사회를 북한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계획·주조된 존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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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며 통한 통치성의 측면에 지나치게 경도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있

다. 북한의 집단주의는 강력한 통치 이데올로기와 전체주의적 경향 등으

로 인해 그 정치적 성격이 강조될 수밖에 없지만, 이로 인해 집단주의의

사회적 성격, 즉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연결과 연대의 가치를 조망하며

분석하는 관점은 상대적으로 간과된 측면이 있었다.

그 외에, 북한사회의 집단주의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가족국가’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의들도 살펴볼 수 있다. 강진웅(2001)과 문장순(2017)

은 ‘사회정치적 생명체’, ‘대가정론’ 개념을 중심으로 북한 내 유교문화의

정치문화적 변용을 통한 집단의 연대와 통제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가족국가’의 개념을 프롤레타리아 연대를 위해 기존 봉건사회의 전통적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차원의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책적 일환으로서 설명하며, 북한이 체제 성립

이후부터 사회 전체를 ‘가정’으로 명명하고, 사회전체를 기반으로 하는

‘대가정’에 대한 강조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켰다고 논하였다(문장순,

2017). 북한의 ‘대가정론’은 기존의 봉건사상 또는 유교사상을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와 사상을 타파·해체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한 사회전체가

하나의 단위로서 인식되는데, 수령을 어버이, 당을 어머니, 인민을 자식

으로 치환하여 말 그대로 사회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선전한다. 이는 곧

‘대가정론’을 통해 북한이 국가 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가정과 사회, 국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개인, 가정, 사회를 세포-생체

기관으로 치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특히 이러한 ‘대가정’의 형

성은 중국과 소련같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역시 시도되었으나

기존의 사회적 전통에 의해 시간이 지난 이후 유명무실해진 것에 반해,

북한은 실제 사회 내에서 많은 부분 적용에 성공하여 그 특성이 김정은

정권까지도 유지되고 있음을 특수성의 측면으로 지적하였다.

2. 북한 정치사회화 연구

사회주의국가에서 ‘정치념 이념(또는 이데올로기)’의 대중교육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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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점사업으로서 국가형성기 시절부터 면밀하게 검토되고 수행된다.

특히, 개인중심의 권력체제를 구축한 스탈린식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

우, 국가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선전과 교육은 강력하고 치밀하게 구성

되었다. 정치사회화를 ‘정치적 의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를 축소하는 과정’으로 개념화하고, ‘사회체제의 붕괴와 과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학습과정’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면(박정란·강동완, 2009), 북

한에서 사회구성원에 대한 ‘정치사회화’ 작업은 사회공동체의 안정적 구

성과 존립을 유지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북한의 ‘정치사상교양’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정치사상교양’

은 북한사회의 이념적 통제, 담론을 통한 선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프로그램으로서, 북한 정치사상교육의 핵심 내용이라 논할 수 있다.

김난희(2008)는 북한의 정치사상교양에 관한 강령이 주체사상 확립 이후

부터 나타났음을 주장하지만, 북한의 정치사상에 관한 교육은 사회주의

국가건설기부터 강력하게 중시된 사업으로서, 1950년대부터 초·중·고등

교육 학제 전반부에 맑스-레닌주의를 비롯한 주요 정치사상을 기본과목

으로 채택·발전시켰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박찬석, 2014; 정근식·김

윤애·임수진, 2017). 박찬석(2013)은 1950년대 사회주의 국가 건설기 북

한에서는 민족 주체적 역사 교육을 중시하며 교육과정 역시 이에 맞게

편제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한만길(1997)은 초기 맑스-레닌주의 및 사회

주의 애국주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정치사상교육이 주체사상 확립 이

후 김일성 우상화에 대한 교육으로 집중되었고, 김일성 우상화 교과서는

1969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논하였다. 특히, 1977년 9월 5일 주체

사상을 근간으로 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며 보다 강력

한 정치사상교육의 제도와 내용이 수립되었는데,4) 이에 관해 김태완 외

(1991)는 이후 북한의 이익과 실정에 맞게 교육사업의 모든 문제를 수행

할 것과, “다른 국가”의 교육내용은 “우리 나라”의 조건과 실정에 맞게

가르칠 것이 강력하게 주장되기 시작하였음을 논하였다. 주체사상의 확

4)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채택

(1977.9.7.),” 『김일성저작집 32』(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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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과 전체주의의 강제를 정치사상화의 입장에서 보다 상세히 분석한 이

승목(2005)은 주체사상 하에서 개인은 집단으로 전화되고 이를 통해 강

력한 집단주의 정서가 주민에게 내면화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사

회주의의 사회화 정책과 사상교육의 전형 하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경우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에 집단주

의가 함몰되며 결과적으로는 수령과 동일한 단일의지를 갖는 ‘사회정치

적 생명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또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게

만든다.

북한의 정치사상교양 사업은 북한사회의 정치체제에 대한 ‘순응’뿐 아

니라 사회내부의 결속과 안정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북한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자원 중 하나라 논할 수 있다. 특히, 북한사회가 정치사상교양을

통하여 당-국가-사회를 일원화하는 강력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주체사상’을 기조

로 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공포하며 세계사회와 구분되는 하나의 정치·

사상적 공동체로서 스스로를 규정하고 이를 ‘교양’이라는 공적 담론을 통

해 사회구성원에게 내면화시키며 이들을 집단화한다 논할 수 있는 것이

다.

3. 북한 (공적)담론 연구

북한사회 내부에서 통용되는 담론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북한 지배체

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논의되었다. 이는 보편적으로 북한의 언론이

북한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장악된 존재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 내부에서 통용되는 언론을 포함한 북한의 담론 연구

는 북한 사회 내부를 조망할 수 있는 주요한 분석 자원으로서 인식된다.

따라서 북한의 공적담론을 중심으로 한 담론 연구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발전되는 분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북한 언론의 특수성에 주목한 북한 언론 역할에

관한 연구, 담론의 정치적 효과 차원에서 분석하는 ‘담론의 정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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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내부에서 주요하게 통용되는 어휘(용어)를 추적하는 개념사 연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북한사회의 특수성에 따른 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국내 북한 연

구가 활발하게 태동하기 시작한 1980대부터 나타났다.5) 북한 언론의 구

조적, 내용적 특수성에 대한 분석은 대표적으로 유재천, 김영주 등의 논

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소련의 영향력 하에서 구축된 북한

언론의 사회주의의 체제적 특성과,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며 나타난 북

한체제적 특수성 속에서 구축된 언론의 특징에 관해 논한다. 유재천의

경우 1967년 출판된 북한 단행본 신문리론, 1985년 출판된 출판보도
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해설 등 북한의 언론 관련 주요 이론 및 해설서,

김일성의 교시 등을 통해 북한 언론의 주요 기능이 선전 및 선동과, 문

화 및 사상교양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언론의 자유를 법적으로 고시

하고 있지만 개인적 자유보다 사회적 책임을 중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당의 통제 및 계획 하에 운영되고 있는 북한 언론의 목적, 조직구성, 내

용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유재천, 1989; 유재천 편, 1989 등). 김영주

(1996; 1995)는 역사적 변화에 따른 북한 언론의 변화를 살피는데 보다

주력하여, 북한사회의 주요한 정치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언론정책이 변화하는 신문의 주요 기사, 최고지도자의 담화 등을 분석하

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그는 2001년 논문에서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

의 로동신문 내 언론이론과 관련한 사설을 역사적으로 추적하여 북한

식의 특수한 언론체계가 초기 소비에트 연방의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관

심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유일지도체제의 안정화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

며 북한의 특수한 언론이론이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북한 지도체

제를 중심으로 한 언론 위상의 공고화 현상에 주목하였다(김영주·박춘

서, 2001).

‘담론의 정치’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공적담론과 북한 지배체제의 연

관성에 주목한 연구는 정치학적 관심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이는 북한

내제적 관점에서 북한 지도부의 담론을 통한 북한 내부사회 통제와 북한

5) 국내 북한연구의 시대별(세대별) 구체적인 연구현황에 관해서는 고유환(2015)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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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회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논의들로서 나타났다. 이는 담론

을 이데올로기의 특수한 하나의 형식으로 간주하며 담론 내부의 단어를

이데올로기적 입장과 제도의 함의를 가진 존재로서 고려한다. 따라서 단

어들의 배열과 조합을 담론발생의 과정과 연계하여 살펴보며, 북한 정치

엘리트의 (공적) 담론을 통한 북한사회 내외부의 위기상황 관리와 주민

통제 전략을 살피는 것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배성인,

2003). 따라서 이는 북한 정치 엘리트들의 정책과 제도에 따른 담론의

내용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로서, 선험적, 질적 연구방법이 주로 사용되었

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담론분석의 객관적, 과학적 검증에 보다 초점을 맞

춘 경험적 분석의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종희·박은정·

조동준(2015)은 1946년부터 2015년까지 로동신문의 신년사를 수집하여

주요 단어의 위치, 빈도, 문맥구조, 상관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화된 텍스

트분석’을 통한 북한의 시대별 정책기조와 태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담론분석의 결과들과 대조하는 작업을 진

행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담론 분석을 통해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남조선’, ‘미국’, ‘핵’ 등의 단어 사용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 외에도 오경섭·이경화(2016), 김에스라

(2018) 등이 로동신문의 기사를 대상으로 한 계량화된 텍스트분석을

시행하여 시대적 변화에 따른 주요 정치담론의 변화를 경험적으로 밝히

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북한의 담론의 내용과 구성 자체에 보다 주목한 연구로는 개념사를

중심으로 한 이우영(2019), 전미영(2001), 정영철(2014) 등의 논의를 살펴

볼 수 있다. 이들은 북한사회에서 주요하게 통용되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시대적 변화 속에서 어떠한 경로와 내용으로 변화 또는 유지되는

지를 담론의 내용을 통해 밝혀내었다. 전미영(2001)은 북한사회의 역사

적 변화 속에서 ‘지배담론’ 하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등의 개념이

의미하는 구체적 내용을 사전(철학사전), 신문(로동신문), 최고지도자의

담화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영철(2014)은 국제사회 및 한반도 차원에

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개념을 김일성-김정일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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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변화 속에서 살펴보았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담화 속에서 나타나는

‘인권’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이 국제사회에서 의미하는

보편개념으로서 통용되기 보다는, 국제사회에 대항한 상대적이고 이데올

로기적인 개념으로 발전되었음을 밝혔다. 이우영(2019)의 최근 연구는

북한의 ‘통일’ 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전적 정의의 변화

를 살피고, 이것이 사회적 실재 속에서 구현되는 변화를 살피기 위해 
로동신문의 신년사를 통한 계량화된 텍스트분석을 통해 시행하였다. 이

를 통해 1980년대와 1990년대 북한사회 격동기 북한의 지도부가 체제위

기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통일’이라는 용어를 통한 담론의 변화를 통

해 사회안정화를 추구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초기 북한의 담론연구는 국내 북한 내부자료의 접근 제한성에 따라

북한 정책과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주요 담론을 추출하여 심층 분석하는

질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일부 북한자료가 디

지털화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내용검색이 가능하여졌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텍스트분석이 국내 연구자들을 통해 소개되

면서, 북한의 일부 담론 자료들을 활용한 계량화된 텍스트분석이 다양한

분석주제를 통해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이우영, 2019: 140; 김에스라, 2018: 152), 북한 담론 분석이 대

체로 계량화된 연구 분석의 시기가 일정 사건이 발생한 전후에 제한되어

적용되거나, 분석 대상이 로동신문 ‘신년사’ 등과 같은 일부 문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담론 분석의 대상

과 시기를 확장함으로써 분석의 보편성과 신뢰성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

성이 지적되고 있다.

제 3 절 이론적 자원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북한사회 내 집단적 자기화와 타자화의 담론

적 구현과 이에 대한 인식이다. 이에 대한 이론적 자원으로는 주체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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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이후 후기 구조주의에서 논하는 주체와 타자에 관한 사유, 그 경

험적 대상으로서 담론에 대한 해석, 그리고 개인과 집단 사이의 인식론,

즉 개인-집단의 정체성 형성과 집단주의에 관한 논의 등을 살펴볼 수

있다.

1. 주체와 타자의 인식론

주체와 타자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후반 인문·사회학의 주된 관심 중

의 하나로, 데카르트(René Descartes)로부터 시작된 근대 주체철학에 대

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인간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전제하

는 주체철학은 관념론적 전통에서 인간 이성을 곧 ‘주체’로 보아 이에 절

대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과거 칸트 철학이 주장하는 초월적

존재로서 이데아나 신만이 보유한 진리의 가치를 경험적 세계로 끌어내

려 이성을 통한 세계의 조망, 즉 주관으로부터 시작되는 절대적인 진리

를 창출한다(윤효녕 외, 1999: 2). 인간 존재, 이성, 주체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으로부터 시작된 주체철학은 본질, 실체, 진리를 모색하는 칸트적 세

계관으로부터 이성중심의 인식론적 주체를 주장하는 데카르트적 세계관

으로 전환되었다(신승환, 2003). 근대 주체철학 속에서 주체에 대비되는

존재로서 ‘타자’는 주체의 대립적 존재라기보다는 ‘외부적’ 존재로서 사유

의 바깥에 위치하였다.

후기 구조주의에서 나타난 주체에 대한 비판은 주체에 대응하는 실체

적 존재로서 타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나타났다. ‘주체’에 대한 비

판은 ‘주체’ 자체를 객체화시키는 한편, ‘타자’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조명을 통해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영향력에 보다 관심을 가졌다. 관

념론의 전통에서 근대 주체의 개념은 타자(객체)와의 대립 속에서 ‘절대

적인 자기 동일성’을 갖춘 존재로서 경직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후기 구

조주의에 속하는 주체의 비판가들은 절대적 동일자로서 주체에 대한 비

판을 통해 주체에 내제되어 있는 ‘타자의 역할’에 주목하여 주체의 가변

성, 균열성을 지적하거나(Derrida, 1973: 130; 윤효녕 외, 1999: 15-53에서

재인용),6) 타자의 자극에 반응하며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존재로서,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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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존재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주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Lacan,

1953).7) 이에 따라 “타자를 자신의 동일성 속으로” 편입시켜 개별적 주

관성을 절대 진리로 주장하였던 근대 주체철학은(Lacan, 1953: 3), 20세

기 후반 후기 구조주의(또는 해체주의)에 따라 비판적으로 검토되며 인

식론 속에서 주체의 해체를 통한 타자의 범주화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

다.

다시 정리하면, 주체에 대한 논의는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을 통한 타

자에 대한 배제로부터, 타자의 주체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주체의

타자에 대한 대응으로 그 논의의 쟁점이 변화하였다. 다음과 같은 주체

의 인식에 대한 해체주의적 논의는 주체에 대한 존재론적 회의론 또는

극단적인 주체에 대한 절대 부정이라는 비판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지

만,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주체의 절대성이 개별 인간이라는 물리적 공간

의 차원에서 넘어서 하버마스의 공론장과 같은 소통의 합리성, ‘합의’에

의 추구, 또는 극단적인 회의론이나 부정론을 지양하고 파편화된 주체에

대한 상호 교류, 연결, 중재의 가치에 대한 재고를 통해 사유와 경험의

헤겔주의적 변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이 주장되기도 하였다(윤효녕

외, 1999). 주체에 대한 회의론은 결과적으로는 타자의 영향력에 대한 지

나친 집중과 본질적 주체에 대한 의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라이언(Michael Ryan) 등이 논한 바와 같이, 그 중간 지점으로서 존재하

는 주체와 타자 사이의 상호 교류, 소통, 그리고 중재의 역동성을 살펴본

다면, 주체와 타자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의

갈등과 상호 영향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을 고

려할 수 있다(Ryan, 1982). 분명한 것은 자기인식으로서 ‘주체’에 대한

인지는 개인(또는 집단)의 삶 속에서 존재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타자의

존재를 상정한다는 점이다. 주체의 존재론적 회의나 부정은 결과적으로

6)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 동일성은 동일적이지 못한 ‘차이성’과 ‘타자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7) 라캉(Jacques Lacan)의 유명한 거울 단계를 통해 주체에 대한 인식을 ‘자아(ego)’를 통해 설명

한다. 자아는 오인을 포함한 상상계와 나르시시즘이 함께 작동하며 창출되는 동일시를 의미하

는 것으로서, 무의식 주체와 의식 주체의 구분을 통해 이 둘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과정으

로서의 주체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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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대적 또는 동일자적 존재로서의 ‘주체’, 즉 근대적 사유에 귀속되어

나타나는 회의론일 뿐이며, 주체를 끊임없는 상호작용 또는 유동적 존재

로서 가정할 때 이는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타자에

대한 인지 역시 반드시 수반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타자를 주체의 외부라고 정의한다면, 주체는 내-외부와의 조우를 통

해서 그 인식이 획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헤겔의 변증법적 논

의와 연계되어 있다. 주체와 타자의 논의는 이분법적으로 인식되고 설명

될 수 있으나, 이들은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양측을 끊임없이 변형

하고 정의할 수 있는 상대적 관계로서, 긴밀한 유기적 관계성을 유지하

고 있다고 논할 수 있다. 생물학적 차원에서 볼 때 주체는 원초적이거나

본능적인 개인과, 2차적 존재로서 그 외부에 존재하는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역할의 존재를 통해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Lacan, 1953; Derrida, 1973; Freud, 1953). 개인으로서 주체 또는 이성

이 관념적으로 또는 선험적으로 ‘존재’한다는 전제로부터 시작되는 주체

철학에 대한 해체주의적 입장은 개인 주체가 ‘타자’의 존재 없이 구현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줄 뿐만 아니라, 개인 내부에서 끊임없이 존재하

는 이 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의 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

록 만든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에 대한 경험론적인 설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논의의 조류 중 하

나가 담론의 공간을 통한 논의들이라 할 수 있다. 주체에 대한 사유는

많은 경우 경험적 실체로서 말과 글에 대한 사유와 함께하였다. 데리다

(J. Derrida)는 개인 주체에 내제된 타자성을 말과 글의 영역을 통해 설

명하였다. 말과 글을 생성하는 주체가 자기동일적이지 않고, ‘말과 글의

내용-말과 글의 주체-말과 글을 듣거나 읽는 이들의 해석’ 사이가 반드

시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다(Derrida, 1973[1967]; 2016[1967];

1987[1980]). 라캉(J. Lacan) 역시 주체의 사유 체계를 언어의 구조를 통

해 설명하였다. 데리다가 말과 글 이전 이를 생성하는 주체의 속성에 더

집중하였다면, 라캉은 언어의 역할 자체에 더 주목하여, 주체가 언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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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또는 언표)에 지배되며 인간의 의식 역시 언어의 구조에 따라 구조화

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보편 구조로서의 언어는 한 사회의 사회적

형태와 역사적 ‘담론’에 앞서 존재하는 한편 기초가 되어 무의식의 공간

속에서 주체를 형성하고 발화의 형태로 구현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기

표(또는 언표)’는 핵심적인 개념인데, 언어는 여러 의미들을 내포하는 속

에서 기표로서 형성되고, 인간은 이를 기초로 한 사유를 통해 발화의 행

위를 거쳐 생각을 표현, 곧 주체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논한다. 따라

서 언어의 세계 속에서 인간의 주체성은 기표들의 연쇄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공간이 담론임을 설명한다(정문영, 1999: 55-103).

주체의 문제를 담론적 차원에서 살펴본 이론가로서 푸코(M.

Foucault) 역시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상기한 논의들과 같이 후기 구조

주의적 입장에서 주체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개인에

내제된 주체의 타자성, 주체의 형성의 측면이라기보다, 개인 외부적 존재

로서 형성되는 사회적 존재로서 주체와 타자의 문제에 보다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그는 주체에 관하여 개별 인식의 차원과 이를 넘어선 사회적

환경을 함께 조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초반 고고학의

입장에서 언어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상징체계로서 언표(언어의 기표)와

언표의 작동체계로서 담론의 형성과 변화를 해체주의적 입장에서 살피던

것에서 나아가(Foucault, 2012[1966]; 1992[1969]), 이후 계보학적 입장에

서 이성과 비이성의 경계가 사회적 권력과 지식에 의해 담론이라는 공간

을 통해 주조·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식론적 주체와 타자를

형성하고 실천적 차원에서 포용과 배제의 경계 역시 만들어낸다는 사실

을 설명한다(Foucault, 2011[1975]; 2003[1971]; 2020[1971]: 64).8) 특히 푸

코는 광기의 역사를 통해 광기 없는 ‘정상인’과 대비되는 존재로서의

‘광인(타자)’을 조망하였다. 이는 담론 속에서 나병환자와 같은 ‘희생양’,

이들을 격리하는 공간으로서 병원과 같은 ‘수용소’, 이들의 교정자로서

‘의사’의 개념들을 통해 창출되었고, 권력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실재에

의해 통제되고, 선별되며, 조직화 및 재분배가 수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8) 푸코는 사회가 “동일자(同一者)와 타자(他者)들을 나누는 경계선들의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음

을 설명하며, 이러한 경계를 구분짓는 “나눔의 체계”를 담론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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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의 담론연구에 관해 이정우(2020)는 광기의 역사를 통해 푸코가 밝

히고자 했던 것은 결국 ‘광기’에 대한 해체주의적 정의라고 논한다

(Foucault, 2020[1971]: 70). 푸코는 ‘광기’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 지식의

내용, 문학·예술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살핌으로써, ‘광기’를 정의할 수 있

는 배타적 개념(즉 언표)들을 포착하고, 그 개념들이 담론 속에서 시대에

따라 어떻게 생성 및 변화되며 광기(광인)를 주조하였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Foucault, 2003[1971]). 특히 권력의 작동이라는 사회적 실재

속에서 그 배제의 대상이 담론 내부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이것이 담

론의 소비자들에게 인지되며 사회적 현상으로 발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Foucault, 2020[1971]: 18).

이들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주체와 타자, 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체의 존재는 역사성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타

자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주체의 존재를 근원적이

거나 본질적인 존재로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시간에 따라 개

인 외부적 존재인 타자에 계속적으로 반응 또는 영향을 받으며 주체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고,9) 따라서 주체는 자기동일적이지 않으며 ‘타자(성)’

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정할 수 있다. 둘째, ‘주체’의 개념은

개인과 집단 모두에 적용될 수 있고, 개인 차원에서 주체-타자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집단 차원에서는 사회적 포용과 배제의

행위를 통해 집단적 차원에서의 주체의 정의(자기화)와 이에 따른 사회

적 결속이 실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논할 수 있다. 또한 주체와 타

자의 사유를 통해 개인은 집단과 연결되고, 이를 통해 집단의 내부와 외

부 역시 경계지어지게 된다고 논할 수 있다.10) 셋째, 담론은 개인 주체를

9) 이는 알튀세르가 논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이거나 자발적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다. 잘 알다

시피 알튀세르는 유명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주체’의 문제를 조망한다. 그는 주체로서의 개인이

이데올로기라는 무의식의, 그러나 개인을 넘어서는 거대 기관들에 의해 구성된 것인, 영역 속

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그러나 알튀세르는 주지하듯 맑스주의로부터

전개된 논의의 흐름 속에서 보다 실천적 차원에서 개인 주체를 사유하고 있으며, 담론 또는 언

어의 공간에서 드러나는 주체의 ‘현상’은 본격적으로 사유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이데올로기가

구현되는 장으로서 담론의 장에 대한 사유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정도에서 멈춰있다고 할 수

있다(Althusser, 2003; 최원, 2013).

10) 이를 푸코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다면, 이성과 비이성의 경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근대 주체철

학의 조류와 연계하고, 이를 정상인과 정신병자(광인)라는 실천적 현상과 함께 조망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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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구조적 틀이자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주요한 만남의 장일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사회적 포용과 배제를 수행하는 실천적 수행물

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담론은 인식과 지식을 포함

한 사고체계이자 사고의 기반인 ‘인식소’로서 작용하며 주체를 구성하는

실천의 공간이 된다(Macdonell, 1992[1991]: 105). 담론은 사회권력의 작

동 속에서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는 개별적 주체의 인식에 주요

한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담론은 사회적 제도화라는 주요

한 가치를 담고 있으며 이는 사회 또는 집단에서 설명하는 공공선, 목적

등과 같은 ‘공유의 가치’를 함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론의 공간 속에

서 개인은 사회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둘을 매개해주는 주요한 공간적

존재가 된다. 마지막으로, 담론은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집단적 차원에서

사회적 실재, 즉 집단의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는 집단적 인지체계를

형성한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주체가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담

론의 공간을 통해 집단의 ‘우리와 타자가 형성’된다는 것으로, 담론의 공

간 속에서 개인뿐 아니라 집단적 주체, 즉 ‘자기화’의 과정과, ‘타자화’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역으로 설명한다.

2.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과 집단주의

상기한 절에서 주체의 인식에 대한 해체는 타자에 대한 인식의 상정

을 대체로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를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환원하면 개인에 대한 인식, 즉 정체성(identity)은 개인의 외부, 특히 개

인을 둘러싼 집단의 영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존재할 수 없음을 논할 수

있다. 스트로슨(Strawson, 1959)은 직접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은 그가 소

속된 보다 확대된 집단을 통해 구현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정체성에

대한 복합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은 개인을 넘어서는 소속의 존재를 통해

그 단절성과 모호성이 설명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

이성적 존재로서의 ‘나’는 정상인인 ‘우리’ 안에 속하고, 비이성적 존재로서 주체 외부의 영역은

정신병자(광인)라는 사회 외부적 존재, 즉 배제의 대상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Foucault, 2003[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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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험 속에서 구축되는 정체성의 형성이 외부에 대한 탐색을 통해 성

취된다는 주장과(Erikson, 1993[1950]), ‘타자로부터의 시선’이 개인의 정

체성 변형과 형성에 주요한 영향이자 요소로서 작용된다는 논의(Erving

Goffman), 그리고 정체성은 고립된 상태에서는 형성·발현될 수 없다는

논의(Margaret Mead)들과도 상통한다. 즉, 개인의 정체성은 공공의 영역

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논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주체와

타자의 사유와 관계해서 보면 푸코나 라캉 등이 말하는 역사, 문화 속에

서 형성된 언어와 이를 포함하는 광의의 담론적 차원에서 논하는 언표

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 표상, 신념은 공공의 영역 속에서 개인의 위치를

평가하고 체화의 과정을 수행하는 정체성 형성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고

논할 수 있다. 공공의 영역을 통해 하나의 집단이 공유하게 되는 표상,

신념은 뒤르켐이 논하는 집단의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Giddens &

Sutton, 2015[2014]: 328-329).

이러한 집단의식에 대한 논의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내적 공간과 외적

공간의 분리라는 ‘경계’ 설정의 논의를 통해 한 차원 발전될 수 있다. 공

동체의 내부와 외부의 생성, 그 정치적 기능과 정당화의 과정을 이론적

으로 정리한 로자 외(Rosa, et al)는, 고대부터 ‘공동체적인 것’은 계속되

어 사유되어 왔으며 이에 관련된 논의들은 생성과 쇠퇴, 회귀를 반복하

였다고 주장한다(Rosa, et al, 2019[2010]: 71-79). 이들은 공동체의 존재

는 개인을 초월하는 목적(telos)의 관통, 공동선(gemeinwohl)과 같은 ‘공

유된 것’의 존재(getelites), 그리고 이를 통한 공동체 내부와 외부의 경

계짓기의 가능성을 통해 분명해질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Rosa, et al,

2019[2010]). 이와 관련하여 르네 지라르(René Girard)는 유명한 저서 
폭력과 성스러움을 통해 ‘속죄양’이라는 배제된 존재를 통해 집단 내부

갈등이 투영되는 동시에 사회적 질서가 충족되고 안정화된다는 사실을

(Girard, 1992), 발덴펠스(Waldefels, 2006)는 공동체에서 존재하는 ‘이방

인’의 개념이 상대적이며 이를 통해 공동체적 의미에서의 ‘자기화’와 ‘질

서’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결국 집단정체성은 개인 주체가 타자

의 사유를 통해 구현되는 것처럼 집단 내외부 경계의 인식을 통한 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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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념으로서 구축되거나 명료해질 수 있다고 논한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집단 사이의 ‘경계짓기’는 근대 민족국가에 대한 논의로 넘어와 민족

(nation)과 국가의 형성 논의로 이어졌다. 대체로 근대국가의 개념은 제1

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군사적 동원과 정치적 통합에 대한 설

명으로부터 시작된다(Lie, 2020[2004]: 169-171). 근접지역의 불분명한 경

계는 세계대전을 통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명확한 경계, 즉 국경으로 확

립되었고, 이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내부와 외부의 구분, 자(自)와 타

(他)의 구분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인지체계를 형성하였다는 논의이다.

근대 민족국가의 창설과 발달사를 정리한 존 리(John Lie)는 (대체적으

로) 근대국가의 특성을 제한된 영역 내의 정치·군사 권력의 장악으로 지

적하고 이를 통해 민족의 개념이 정치공동체적 함의를 가지고 주조될 수

있었다고 논한다(Lie, 2020[2004]: 169-196). 민족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구축된 집단적 존재라는 점을 주목한 앤더슨(B. Anderson)은 나아가 이

를 근대국가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사회적 필요와 같은 다양한

역사적 ‘동력’들에 의해서 생성된 ‘상상’의 결과물에 불과한 존재라고 주

장한다(Anderson, 2002). 그러나 이러한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정치적

또는 역사적 ‘필요’에 의해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논의는, 실제 민족에 대

한 충성과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근현대 사회 구성원들에게 많은 부분

공허함 또는 해체감을 파생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강진웅, 2012). 앤더슨의 민족의 존재론적 허구성과

반대로, 스미스(Smith, 1986)는 민족의 역사적 연속성을 논하며 그 존재

론적 실체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민족을 고대로부터 이어진 혈통으로서

의 종족과, 집단을 규정하고 관리하던 전통·종교를 대신하는 근·현대적

대행자로서 설명한다. 그의 논의에서 민족은 상징, 기억 등을 주관하며

집합성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사적으로 연속된 실체로서 설명된

다.

민족과 국가에 대한 논의는 사회주의에서도 주요하게 고려되었다. 사

실 마르크스는 국가의 제도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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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민족’과 같은 허상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관념

속의 공허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Miliband, 1989). 그는 국가 역

시 허상의 존재로 고려하여 ‘국가’가 이론적으로 규정되지 않을 뿐 아니

라 부정할 대상으로 이해하였다(Bobbio 외, 1992; Poulantzas, 1994:

11-65). 국가와 민족의 부정으로부터 시작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민

족에 대한 허용과 국가 건설의 사상적 정당성으로 전환된 기반은 스탈린

을 통해서였다 할 수 있다. 사회주의국가 건설과 관련한 스탈린의 논의

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그는 ‘일국사회주의

(socialism in one country)’를 주장하였는데 그 핵심은 1) 러시아 한 국

가만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완료할 수 없고, 2) 사회주의 최종 승리를 위

해 자본주의 부활의 기도를 저지하는 완전한 보장이 필요하므로 일상적

으로 전쟁을 끊임없이 경계하는 총력전체제를 평상시에 유지하기 위하여

일국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Stalin, 1926; Eley, 2008:

457; 와다 하루끼, 1992). 스탈린의 주장은 자본주의의 세계적 팽창을 주

지하여 국제사회의 국제자본이라는 전세계적인 연결망과 원조를 저지하

기 위하여 ‘사회주의 연대’로서 일국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러시아의 사회주의에 대해 논한 와다 하루끼(1992: 90)는 소비에트 사회

주의는 자본주의와의 대립을 통해 보강되고 발전될 수 있었음을 지적하

였다. 스탈린식 사회주의는 세계사회를 대상으로 하며, 자본주의라는 거

대사회를 적으로 삼고 그에 대응하는 사회주의라는 거대사회를 창설하고

자 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그는 소비에트식 ‘민족창조’ 논의를 통해 제3세계의

탈식민주의 차원에서, 탈식민 사회의 민족해방을 위한 개별 사회주의 국

가 설립의 선행을 허용하였다(Engerman, 2011). 스탈린은 소비에트의 확

장 속에서 다양한 언어·문화집단의 서로 다른 역사적 발전단계를 해결하

기 위해, 선진지역으로서 러시아 지역은 완전한 사회주의국가의 수립을

위한 계급해방에 집중하는 한편, 후진적인 단계에 머물러있는 주변의 제

3세계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민족국가로서의 형식을 갖춘 민족의 ‘해방’을

먼저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다(Stalin, 1997[1936]).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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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부적 차원에서, 주요자본을 소유하고 있던 부농 ‘쿨라크’를 ‘내부

의 적’으로 규정하고 척결하고 이에 대적하는 다수의 농민, 노동자를 결

속하며 이들을 ‘주체’로 하는 사회이자 국가, 즉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

를 창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잘 알려져있듯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에 의해 ‘소멸’된 개인주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회와 국가를 해

체하고 국제적 연대를 주장한 사회주의 논의는, 스탈린에 의해 보다 다

차원적인 집단적 ‘경계’들을 인식하고 집단을 강조하는 ‘집단정체성의 형

성’으로 귀결되었다고 논할 수 있다.

다음의 논의들을 정리하면, 개인의 정체성으로부터 사유된 논의는 집

단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이는 집단과 집단 사이의 경계, 그리

고 사회와 국가의 형성과 경계의 논의로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의 주요 관심인 집단정체성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

면, 결국 집단, 특히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단위의 집단정

체성의 존재는 주체와 타자, 결속과 갈등, 혈통과 계약(공동사회와 이익

사회), 개인 주체성의 획득과 소멸의 문제를 포함하는 총체적 문제의식

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할 수 있다. 이들 논쟁의 지점은 결국 광의의 차

원에서 ‘근원주의(essentialism)와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대립으로

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다. 존재에 대한 인식은 언제나 선험적이냐 경험

적이냐, 또는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고, 결국

이에 대한 논증으로 그 논의가 귀결된다는 것이다. 집단, 즉 ‘우리’에 대

한 인지 역시 결과적으로 절대적 우리(주체)와 상대적 타자라는 논의를

통해 발전하였고(김선하, 2005), 이는 사회주의 논의에서 보다 명료하게

나타나 주체로서 프롤레타리아 계급 ‘우리’와 부르주아, 자본주의라는 ‘타

자’의 논의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었다고 논할 수 있었다. 코저(L.

Coser) 역시 맑스 논의가 ‘소외’의 형식을 통해 대자적 존재로서 자의식

을 찾는 것임을 지적하였다(Coser, 2016[1977]). 와다 하루끼(1992: 91)

역시 스탈린이 내부와 외부 ‘적’의 규정을 통해 ‘우리’라는 ‘자기화’를 형

성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집단정체성은 개인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논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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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기인식과 타자인식(주체-타자)에 관한 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고 논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집단의 차원에서 정체성의 형성과 결속에

는 ‘갈등’의 요소, 즉 타자(외부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

용하고 있다는 점을 다음의 이론적 자원들을 통해 밝힐 수 있었다. 집단

적 자기인식, 그리고 집단의 결속에서 타자 및 경계의 존재는 분명 중요

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집단적 자기인식’의 존재가 ‘타자’라는 존재에 의

해 반드시(또는 본질적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전히 이론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는 특히 국가-사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 논의,

특히 민족 관련 논의에서 보다 복합적이다. 그러나 이를 ‘자기화-타자화’

논의로 전환하면 논점은 보다 명확해진다.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 즉

자기인식이 본질적으로 경직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이는

자기 외부의 타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주

체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으로서도 끊임없는 ‘자기화’ 및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으로서 ‘타자화’가 수행될 수밖에 없다고 논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론적 분석틀

본 연구의 논의대상을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이라고

규정한다면, 앞서 논의한 바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지점을 보다 구체

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첫째, 집단적 ‘자기화’와 ‘타자화’와 관련하여 주

체와 타자의 형성에 관한 문제이다. 주체의 사유가 근대 이후로 넘어오

면서 주체의 해체를 통한 구성주의적 입장이 주체의 절대성을 조망하는

근원주의적 입장을 압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집단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주체와 타자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근원주

의와 구성주의가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논하였

다. 특히 근대 민족국가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집단정체성을 살펴볼 때,

앤더슨과 스미스의 논의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권력을 통한 정치체의

구성과 그에 소속된 일반 주민들의 관계, 즉 연대나 결속에는 퇴니스

(Fedinand Tönnies)가 설명한 바와 같은 혈통(게마인샤프트)과 계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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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샤프트)의 차원을 함께 논하며 이들의 본질의지(Wesenwille)와 선택의

지(Kürwille)가 동시에 고려되기 때문이다(Tönnies, 2017[1887]). 그렇다

면, 본질적으로 본 연구의 제목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자기화’와 ‘타자

화’의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논할 수 있다. 집단정체성이

형성 또는 구성되는 존재가 아니라면, 집단적 주체와 타자의 인식과정으

로서 ‘자기화-타자화’의 개념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집단정체성으로서 자기화-타자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면, 자

기화에 대한 설명으로서 주체의 사유가 ‘타자’에 대한 인지와 어떻게 관

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집단적 차원의 자기화(주체)가 타자화

(타자)에 전복되는지 또는 병렬되는지, 아니면 이를 압도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속 ‘개인’의 존재를 살펴볼 수 있다. 개인

의 주체가 타자의 인지를 통해 구성되는 과정적 존재라는 논의를 통해

개인은 타자, 보다 확장된 차원에서 집단의 공유된 가치를 통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논할 수 있었다. 이를 전복해 볼 때, 집단은 개별 주체들이

구성하는 존재로서, 푸코, 라캉 등이 논의하는 바와 같이 역사성 속에서

공유된 가치를 형성하는 또 다른 차원의 주요한 주체라고 논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적 자기화-타자화는 개별적 주체로서의 개인을 상정할 수밖

에 없고, 이는 특히 사회주의에서 논하는 개인 소외의 형태이든지, 개인

주체 복원의 형태이든지, 논의 속에서 특정한 가치로서 그 위치가 드러

날 수 있을 것이라 고려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담론을 대상으로 한 푸

코의 이론적 분석의 틀을 대체적으로 차용하여,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

화-타자화를 중심으로 한 담론의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푸코의 연구

업적은 ‘타자’ 또는 ‘다름’에 대한 경계를 주목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생

성해냄으로써 ‘동일자’의 속성을 유지하는 장치와 권력의 작동방식, 그리

고 이를 변화시키는 역사적 변동의 영향력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궁선혜, 2016). 그는 생산되는 존재로서 담론의 형성에 주목하고, 이들의

생산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한편, 이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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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담론을 “역사적, 사회문화적, 윤리적 경

험과 관습”을 통해 지식(또는 진리)이 구성, 재구성되고, 변화되는 실천

으로 인식한다면, 이에 따라 담론을 형성하는 구성물(기록물, 문서 등)을

우선적으로 밝히고,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을 정치, 사회문화, 경

제를 포함하는 역사적 맥락을 토대로 추출, 이들을 통해 담론이 형성되

는 과정과 변화·유동하는 양태를 밝힐 수 있다.

이에 따라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 본 논문의 문제

제기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이론적 분석틀로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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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공간의

양상과 구현

2.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주요한

개념들(언표)

3.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

A.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 종합고찰

1)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구성물은

무엇인가?
- 기록물

- 전달의 공간(사회적

실재)

2) 담론의 생산자는?

3) 담론의

수용자(담지자)는?

4)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 자기화-타자화

담론은 동시에

구축되었는가?

- 자기화-타자화

담론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가, 상호

연계되어

나타나는가?

1) 집단적 자기화

담론은 어떻게

구축되었는가?

2) 집단적 자기화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한 개념(언표)은

무엇인가?

3) 집단적 타자화

담론은 어떻게

구축되었는가?

4) 집단적 타자화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한 개념(언표)은

무엇인가?

5) 이들 개념들은

역사적으로 동일한

내용, 구조로

사용되어 왔는가?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역사적 경험은

무엇인가?

1) 사회 내부적

경험
- 정치적 변화:

정치엘리트

- 경제적 변화:

경제상황

- 사회적 변화:

세대차이

2) 사회 외부적

영향
- 국제사회주의

연대의 변화

- 세계화의 도래

- 북한의 대외관계

3) 한반도적 차원
- 한반도의 정세

- 남북한 관계

역사적 사건에 따라

변화된 담론 변화의

모습은?

1) 담론의 구조 및

구현의 변화:
- 담론 구성물의 변화

- 담론 생산자, 수용자

- 담론구조 유지/해체?

- 자기화의 강조? 타자화의

강조?

2) 담론 주요 개념의

변화
- 주요한 담론 개념들의

역사적 사건에 따른

쇠퇴/부상

3) 사회적 실재 속

담론의 영향력(위상)

변화

4) 담론을 통해

나타나는 북한사회의

변화의 측면
- 집단주의/개인주의

- 수령에 대한 충성/인민에

대한 중시

표 1. 이론적 분석틀

제 4 절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분석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북한의 공적담론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자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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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화 담론’으로, 이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 집단의 ‘주체’와 ‘타자’에 대

한 설정과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사회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적 자기인식과, 집단적 결속 및 배제에 관여하는 주요 개념들, 그

리고 역사적 변동 속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갈등 또는 교차의 지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기간은 북한사회에서 사상교양의 제도가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안정화된 이후 비교적 큰 변화를 보이게 된 1980년대

북한 경제침체의 시기로부터 김정은정권으로 교체된 현재의 시점(2019

년)까지로 설정한다.

분석의 대상으로서 ‘담론’은 대체로 푸코의 담론 개념을 차용한 것으

로, 이는 ‘권력-사회-사회화’의 관계를 고려하여 집단의 자기화 및 타자

화 구현과 이에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적 실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효과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Foucault, 1992[1969]). 일반적 논의에

따라 담론을 “공통의 가정(assumption)에 의해 묶여 있으며 그 주제에

관한 담화 및 사고의 방식”으로서(Giddens & Sutton, 2015[2014]: 29),

“언표행위로 의례화된, 효과적인, 적절한 실행으로부터 ... 그 의미, 그 형

태, 그 대상, 그 지시작용”을 보유한 존재로 정의한다면(Foucault,

2020[1971]: 20), 담론은 곧 개인을 초월하는 집단의 존재를 전제하며 공

공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담론연구는 뒤르켐

(Durkheim, 2020[1912])이 말하는 공유되거나 합의되는 관습, 규율, 도덕

신념, 또는 베버(Weber, 1968[1922])가 말하는 공유되는 기억 등을 통한

소속감(pathos) 등을 확인하여 집단을 정의할 수 있는 집단적 자기인식,

그리고 타자인식을 추적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분석의 주요한 자료는 북한의 대표적 공적담론이라 볼 수 있는 로동
신문이다. 이는 북한 단독정부 수립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간

되고 있는 대표 일간지로서 역사적 추적에 따른 안정적인 자료확보가 가

능하고, 주요 독자로서 북한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

한사회 내 대중적 차원에서의 담론 구현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을 보

기에 앞서 담론의 ‘의례화’된 개념(언표)의 구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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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서 북한사회의 ‘교시적’ 역할을 담당하는 담화 및 문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노작(저작집, 선집 및 그

외 주요 논문, 단행본), 사상교육 교과서(공산주의(사회주의)도덕
(1968~2018 출판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담론과 관계하는

북한사회의 ‘실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발간된 탈북자 수기와 탈북자

면접자료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본 논의의 연구방법은 질적분석과 양적분석을 혼합한 혼합연구방법

(mixed method)을 사용한다. 담론분석의 보편 방법으로서 주제어

(keyword)의 확인을 통한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실행하는 질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지만, 질적연구의 자료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험

적 오류의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담론 내 주제어 사용빈도를 계량화

하는 양적 분석을 함께 사용하였다.11) 주제어 분석의 경우, 대부분의 기

관지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북한의 대표기관지인 로동신문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12) 오

늘날 메타자료의 내용분석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화된 데

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수행되는데, 이를 다시 고려하

면 프로그램을 통한 내용분석은 기초자료의 데이터화라는 전제가 충족되

어야 한다. 현재 북한 문헌의 빅데이터 연구가 특정 연구자들을 통해 초

보적 단계에서 수행되고 있지만, 대중에게 공개된 신년사와 같은 일부의

자료만을 활용하거나, 보다 방대한 자료의 경우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통

해 일부 연구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김에스라, 2019; 이상원·송

정호, 2015: 52-90; 김일환·이도길·강진웅 2017 등).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보유한 많은 북한자료들이 문고본(paperback)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므

로 방대한 자료의 양에 비하여 현대화된 분석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는 한계가 있다.

양적분석은 구체적으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강조된 집단적 자기화 및

타자화 담론의 주요한 개념들(언표)을 살피는 것으로서, 본문에서는 먼저

11) 이를 굳이 논하자면 혼합연구방법론 중 ‘내재적 설계(Embedded Design)'라고 할 수 있다

(Creswell and Clark, 2003).

12) 학술지의 주제어 분석에 관한 연구는 이승철(2016); 이혜영·곽승진(201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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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상교양을 중심으로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을 구성하는 주

요한 개념을 추출한다. 이들 추출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로동신문의 기

사제목을 통해 이들 각각의 개념들이 포함된 기사를 추출하여 이를 연도

별로 수치화한다. 북한 신문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핵심내용을 축약한 것

으로서, 각 기사 내용에 대한 주제어 선별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량화 작업은 일차적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북한사회에서 강

조된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과 관련한 주요 개념들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대적으로 강조된 개념을 중심으로 다

시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구체적 내용들을 확인하는 질적 연구

를 수행한다. 이는 강조된 개념이 포함된 기사제목을 통해 수집된 기사

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들 기사들을 중심으로 집단적 자기화-타

자화 담론의 주요 개념을 통해 강조되는 담론의 내용, 담론 구현의 태도,

이들 주요개념과 관계하는 주요 연계어들과 사회적 구호들을 확인함으로

써 심층적인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현재 북한자료를 공식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통일부 산하의 북한자료센터인데, 대표적인 기관지나 단행본의 경우 데

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서 검색어를 통한 자료의 추출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로동신문』의 경우 1949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사 전체가 데이

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어, 검색어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80년

부터 2019년까지 연구기간 전체에 대한 기사 추출이 가능하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

단적 ‘자기화’ 및 ‘타자화’ 담론을 구성하는 담론의 공간을 살펴볼 것이

다.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이 구성되고 전달되는 공간으로서 언론,

교육, 생활조직의 총체를 살피고, 담론의 생산자와 수용자(담지자)의 존

재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둘째, 집단적 ‘자기화’ 및 ‘타자화’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주요 개념(언표), 이들 지칭의 구체적 대상 및 그 함의를 역사

적 배경 속에서 살피고, 이들이 설정하고 있는 집단적 ‘우리’ 및 ‘타자’의

전통적 ‘상’(像)과 그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이들 담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시대적 경험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담론공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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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해체, 담론의 자원으로서 주요 개념의 사용에 대한 양적·질적 변화를

살핌으로써,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동학을 구체적으

로 파악하고자 한다.

2. 북한의 공적담론에 관한 고찰: 공적담론과 사적담론, 집단과

개인의 문제에 관해

북한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을 논하기에 앞서, 북한의 ‘공적담

론’의 존재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적담론을 “한 사회 내에

서 ‘공공성’의 명목을 가지고 창출되는 문장보다 긴 의미의 집합체

(textual unit)”로 정의하고(Crossley, 2005: 60-63), 담론이 보편적으로

사회제도적인 층위를 통해 주도적으로 발생, 교환, 수용된다는 사실을 고

려한다면(이기형, 2006), 북한의 공적담론은 노동당의 선전선동부가 생산

하고 언론, 교육, 조직을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일련의 발화되거나

문자화된 집합의 총체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공적담론은 대

체적으로 강력한 권력의 행사를 통해 사회 내 정치 엘리트들의 정치·사

회적 시각이 담론으로 수용·창출되고, 이것이 일반주민들에게 전달되며

‘담론화된 진실’로 전환된다고 논할 수 있다(Bennet, 1998; 이우영, 2008).

그러나 이는 북한사회의 권력위계에 따른 정치 엘리트의 의도만을 고려

한 단편적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푸코의 담론연구가 초기 구조주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계보학적 연구로 전환된 것과 같이, 담론

의 창출과 작동을 담론 내부의 구조 및 내용만을 통해 분석하는 것은 주

목하는 담론에 영향을 주고나 이에 관계하는 담론 외부 및 사회적 실재

를 배제하게 되는 단편적 이해의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먼저 비판적 담론연구(critical discourse analysis)에서 논하

는 지배담론과 대항담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비판적 담론연

구는 담론 내부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에 주목하여, 담론의 지배이데올로

기를 구성·구현하는 지배담론과 이에 도전하는 대항담론, 그리고 대항이

데올로기의 존재와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는 담론을 정치 엘리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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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발생주체의 전달도구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행사와 지

배이데올로기의 차원을 넘어선 정치·사회권력 또는 훈육권력의 내부에

존재하는 도전의 가능성, 이에 따라 나타나는 담론의 생산과 담론의 내

용 속 투쟁과 힘겨루기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포착하고자 한다는 특성

을 가진다. 이에 관해 이기형(2006: 121)은 “국가나 특정 지배권력이 독

과점적으로 행사하는 물리력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과 동의에 기반을 둔

헤게모니적 지배가 이루어지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서는 담론의 기능과

위상이 능동적으로 발현되며, 담론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다양한 사회제

도와 조직의 존재가 구체화”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이를

사회변동론 또는 사회발전의 논의와 연관하여 볼 때, 지배권력의 독과점

적 강제의 행사로부터 설득과 동의를 중심으로 한 담론으로서 위상의 변

화와 개별 주체들의 능동성 향상을 구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어떠

한 이론적 수단을 통해 포착하거나 분석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방법론

적 대안으로서 J. L. 오스틴(Autstin)으로부터 시작된 화행론(話行論)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화행론은 담론 또는 담화의 내용보다는 이를 발생

시키는 주체의 행위 자체에 보다 집중하여, 그 진술이 행해진 상황, 조

건, 방법을 고려한 ‘진술과 환경’ 사이의 영향과 상관관계를 논한다(장석

진 편저, 1987: 12). 오스틴의 논의를 발전시킨 설(Searle)의 논의를 보면

발화의 과정을 세 단계로 구체화하여, 이를 소리를 내는 ‘발화행위’, 발화

를 통해 수반되는 의도 또는 의미를 포착하는 ‘발화수반행위’, 발화에 대

한 효과를 살피는 ‘발화효과행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지배권력과 담론

의 위상에 관한 본문의 문제제기에 답하기 위한 분석적 방법으로 이를

적용하면, 담론의 의도 및 의미를 포착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화수반행

위’를 살펴볼 수 있다. 설은 발화수반행위를 분석하기 위한 다섯 가지 기

준으로서, ‘단언(斷言), 지시(指示), 언약(言約), 정표(情表), 선언(宣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발화주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논하였다. 여

기에서 발화의 주체는 발화 이후의 효과를 예측하는 행위가 선행되므로,

이에 따라 발화수반행위는 발생될 수 있는 상황, 즉 발화효과에 대한 대

응적 차원의 전조적 행위가 함께 뒤따른다는 사실을 전제한다(장석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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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987). 이를 고려하여 북한사회의 공적담론에 대한 논의로 돌아오면,

북한사회 내의 공적담론을 화행론에서 논하는 발화 또는 진술에 대응하

고, 설의 다섯 가지 분류기준에 따라 담론의 성격을 파악한다면, 북한의

공적담론의 태도(단언, 지시, 언약, 정표, 선언)를 통해 북한사회 내 지배

담론과,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이에 대한 대항담론 또는 대항이데

올로기 사이의 긴장 또는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

다. 북한사회의 공적담론이 대체적으로 북한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

적으로 발생되는 ‘지배담론’으로 장악되어 있다고 본다면, 사회 내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대항담론의 존재 또는 그 가능성을 고려하여

담론 발생의 효과를 미리 예측하여 담론을 생산한다고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담론의 역사적(계보학적) 추적 속에서 주요 개념을 통한 담론의 구

현(수식 또는 서술), 이들의 시대에 따른 강조와 약화, 지속과 파기 등을

통해 나타나는 공적담론의 변화 또는 파열의 현상을 통해 그 영향력과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논할 수 있다.

공적담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사적담론’의 존재에 대해서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공적담론을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되는 ‘공

식적’인 통제체제를 통해 생성·전달되는 말과 글의 집합체라고 본다면,

북한의 사적담론은 공적담론의 발생주체 및 그 내용과 유리되거나 분리

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공적담론 외부의 존재라고 논할 수 있다. 물론 엄

밀한 의미에서 사적담론은, 공적 영역으로서 국가행정 또는 공권력과 분

리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다양한 외부적 영역들이 서로 소통하며 형

성된 존재로서 설명할 수 있다(이영림, 2003; 김득룡 1997). 전통적인 의

미에서 사적공간과 사적담론은 자본주의 사회/국가의 발전 과정 속에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개방된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적담론에 대한 대응

적 존재로서 긴장과 갈등, 대항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하버마스식의

‘공론장’을 형성하는 주요한 구성존재로서 고려된다(Habermas,

2001[1990]). 그러나 북한사회의 경우 개별주체의 비공식적 활동에 대한

강력한 통제로 인해 사적 공간이 극히 통제되어 있으므로, 공론장의 개

념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공적담론과 사적담론을 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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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차원에서나

마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사적공간의 존재 또는 가능성은 북한 사

적담론의 발생과 발생가능성을 설명해주는 주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이

우영, 2008). 따라서 북한사회의 담론체계를 고려할 때, 공적담론의 공간

과 내용에서 나타나는 균열 또는 약화의 모습은 역으로 이에 대비되는

사적담론의 공간과 담론의 발생을 추적할 수 있는 주요한 분석의 지점이

될 수 있다. 이는 앞서 논한 대항담론과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지만, 북한

지배체계, 지배담론과 분리되거나 때로는 반할 수도 있는 이데올로기 또

는 담론의 발생이나 존재 가능성을 전조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주요

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의 공적담론 분석을 통하여 북한사회 내에서 중

시하는 ‘집단주의’에 대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주의의 가능성을 함

께 살펴볼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사회의 구축에 있어 핵

심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사회의 일체화, 즉 집단주의의 형성이다.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북한의 지배적인 사상담론 속에서 개인주의는

척결되어야 할 ‘자본주의의 잔재’ 또는 ‘경계하여야 할 외부 침입요소’라

논의된다. 집단의 일체화를 강조하는 북한사회에서 공적담론을 통해 논

의되고 인지되는 담론의 보편적 수용집단(담지집단)은 집단적 존재로서

북한주민(인민)으로 논의된다. 이를 고려한다면 공적담론에 대한 분석은

그 발생주체로서 북한의 정치 엘리트들과, 그 수용대상(또는 담지집단)으

로서 북한주민 ‘전체’, 즉 ‘사회집단으로서 일체화된 북한주민 대강’에 대

한 이해로 수렴되고 말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담론과 관계

하는 담론발생의 주체, 담론수용의 주체, 그리고 담론 내용과 구조의 상

호 관계성과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사상적 요소를 통해 ‘사회의

일체화’를 지속적으로 주창하는 담론의 생산주체와 그 수용주체, 그리고

담론 사이의 긴장과 투쟁, 힘겨루기를 통해 북한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주

장하는 집단주의에 반한 개인주의의 출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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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담론의 공간: 사상교양과 담론체계의

구축

제 1 절 북한 사상교양의 구축과 주체사상의 공포

북한에서 정치적 이념(이데올로기)의 전사회적 일체화는 무엇보다 중

시되는 사안으로서, 북한 단독정부 수립 초기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에 대한 선전과 교육은 정치 지도부의 많은 관심과 고려 속에서 계획

되고 수행되었다. 주민들의 사상적 일체화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은 ‘사상

교양’의 구축으로서, 주요 내용과 제도화의 기틀은 김일성의 1955년 4월

1일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와, 1958년 11

월 20일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와 같은 담화의 내용을 통해 구축되었

다.13) 주지하듯 북한 단독정부의 수립에는 소련의 전폭적인 사상적·물질

적 지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련식 사회주의 이념은 북한 체제 수립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고, 맑스-레닌주의는 북한의 지도이념으로서 공포되

었다. 북한정부는 ‘반제·반봉건의 민주주의 혁명’의 구호를 통해 사회주

의 개혁 수행의 이념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단독정부 수립 및 제도의 개

혁을 단행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사상교양’을 통해 주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회주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사회 내에 보편화시키고자 하였

다. 이에 따라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정치 엘리트들은 언론과 교육, 사

회조직 등 사회 전반부의 조직과 체계를 통해 사상교양을 적극적이고 효

율적으로 전파하고자 하였다.

먼저 언론을 살펴보면, 북한의 언론체계는 한국전쟁 이후 제도화의 기

틀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할 수 있다. 북한정부는 전후 복구 차원에서

1954년 9월 8일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14차 회의결정으로 “신문들의

13) 김일성,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

의에서 한 보고(1955.4.1.),”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전국 시, 군 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이한 강습회에서 한 연설(1958.11.20.),” 김일성저작
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36 -

사상정치수준제고를 위하여”를 공포하며 체계화·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

였다. 이를 통해 신문의 집필주체, 집필내용과 방향 등 구체적이고 세부

적인 사안들이 정치 지도부의 계획과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이 요구되었

다.14) 또한 1958년 전국에 유선방송체계를 설립하기 위한 방침이 발표되

었고(9월29일),15) 1961년 3월 ‘인간개조’를 중심으로 한 문화혁명사업 발

전의 방향이 제시되는 한편,16) 1962년 출판사업서 사상교양의 역할을 강

화할 것이 담화를 통해 발표되는 등17) 사상교양사업에 대한 언론의 기

능은 점차적으로 강화되었다. 당시 강조된 것은 1) 모든 문제의 해결을

북한의 입장에서 풀어가려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적용, 2) 군중의 열의와 창발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개조 및 공산

주의교양의 강조, 3) 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입각한 혁명적 대중노선을

추구할 것 등이었다(김영주, 1996).

일반교육 역시 전후 재정비의 일환으로 1954년 학교복구사업이 실시

되며 안정적인 교육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다. 학교복구사업을 통해 학

생 및 학급 수가 증가하였고, 1956년 전반적인 초등교육의무제가 실시되

며 보편교육의 제도가 마련되었다.18) 1959년 7년제 일반교육제도가 결정

되고, 인문계와 실업계의 구분을 없앤 4년제 중등기술학교가 창설되는

등의 학제개편 역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교과의 수업시간이 늘어

났는데, 이는 공산주의교양에서 추구하는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를 위한

것으로 기술과 사상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신효숙, 2001).

이와 함께, 1965년 ‘전사회의 혁명화·노동계급화’ 방침이 제시되며 사

상교양의 선전은 ‘조직생활’ 체계를 통한 생활세계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의 기본입장은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될수록

14) 김일성, “신문들의 사상정치수준제고를 위하여(1954.9.8),” 김일성전집 17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7).

15) 내각명령 제103호, “도시·농촌을 전반적으로 유선방송화할데 대하여.”

16) 김일성, “문화예술총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집행위원들 앞에서

한 연설(1961.3.4.),”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설로동당출판사, 1981).
17) 김일성, “출판사업과 학생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출판보도일군과 민청일군과 한 담화

(1962.5.3.),” 김일성저작집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18) 1954년 한 해, 학급 수만 각각 1,745(초급중학교), 632(고등중학교), 50(사범전문학교)개가 늘었

고, 학생 수는 초급·고등 중학교는 44,000명, 전문학교는 4,400명, 대학교는 2,800명 증가하였다

(해방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 1955: 184; 강근조, 199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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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로부터의 강제적 수단이나 행정적 절차, 일반 대중에 대한 명령이

나 지시 등은 없어질 것이라는 입장이었다(근로자, 1963: 10; 이태섭,

2001: 262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들은 1960년대 중반을 지나며 기존의

사상교양 전달체계만으로는 사상적 일체성의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오히려 조직생활 및 법제를 강화하게 되었다(이태섭, 2001:

263).

이와 같은 초기 북한사회 내 사상교양의 구축을 위한 언론, 교육, 사

회조직의 기반은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가 확정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되었다. 1967년 12월 제4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주체사상’은

국가적 지도사상으로 공포되고, 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통해 당 이념으로서 공식화되며 노동당규약에 삽입되었다. 이에 따라 주

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일체화된 사

회를 만들 것이 대대적으로 공포되었다.

오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우리의 모든 혁

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총결기간 우리 당 활동에서의 가장 주되는 총화의 하나입니다. ...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

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공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19)

1972년 12월 ‘사회주의헌법’이 새로 제정되어, 주체사상은 국가적 “지

도적지침”으로서 명문화되었고,20) ‘국가주석’ 제도의 신설을 통해 김일성

을 중심으로 한 ‘수령’의 유일적 지도체제가 확립되었다. 이는 김일성의

19)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70.11.2.),” 김일성저작선집
5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416-529쪽.

20) 1972년 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4조를 통해 주체사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

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72.12.27.),” 김일성저작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37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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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권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구헌법에서 최고결정기관으로

서 위치하였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이 ‘주석’과 ‘중앙인민

위원회’에 이양됨으로써, 김일성을 국가주석으로 하는 ‘유일영도체제’가

헌법으로 법제화되었다.21) 이에 따라 사상교양의 목적은 김일성에 대한

숭배와 절대적 충성을 대중의 절대적인 행동양식이자 강령으로서 자리잡

게 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22) 특히, 1974년 4월 김정일에 의해 ‘당 유일

사상체계 10대원칙’이 공포되면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이고 일

원화된 사회체계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깊숙이

침투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는 사회 내부 담론에서

보다 노골적으로 강조되었다. ‘당 유일사상 체계확립 10대원칙’은 책자로

출판되며 그 중요성이 일상 생활세계 내에서 보다 높아졌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

켜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

적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워 공산주의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

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

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

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21)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 이종석(2011)의 글 74-79쪽을 참조.

22) 김정일,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1974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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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

승하며 완성하여나가야 한다.

다음과 같이 ‘당 유일사상 체계확립 10대원칙’의 내용은 김일성에 대

한 우상화·신격화가 그 핵심이었다. ‘10대원칙’ 책자는 북한주민들의 필

수 휴대품으로서 언제나 몸에 지니고 기억하며 절대적으로 수행해야 할

행동강령으로 자리잡았다(양재인, 1990). 이에 따라 언론, 교육, 사회조직

은 주체사상 및 김일성 숭배로서의 사상교양의 핵심적인 전달 및 선전의

공간이 되었다.

제 2 절 정치 지도부의 언론 장악과 로동신문
북한의 사상교양과 관련된 담론의 구현은 북한정권의 신문, 잡지 등

언론의 장악을 통해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 북한의 언

론은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소련의 영향을 받아 구축되었으므로 초기

북한언론에서 중시된 기능은 맑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한 소비에트 공

산주의의 언론개념이 기반이 되어, “집단적 선전자이며 선동자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 조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Lenin, 1927: 114;

유재천, 1989: 49에서 재인용). 북한은 언론이라는 용어 대신 ‘출판보도

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단독정부 수립 시기부터 신문, 잡지를 중심으

로 한 ‘출판보도물’을 통한 정치사상 담론의 효과적 전달은 매우 중시되

었다. 특히 1970년대 주체사상이 북한사회의 지도적 지침으로 공포되면

서 북한의 언론은 주체사상 및 김일성주의의 선전선동 수단으로서, 정치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 및 사상을 당원과 일반 주민들에게 교양하거

나 동원할 뿐만 아니라, 북한 최고지도자를 수호할 것에 최우선적인 목

표를 둘 것이 요구되었다(고유환·이주철·홍민, 2012: 25-27). 이에 따라

김일성·김정일 최고지도자 및 조선노동당은 신문과 방송에 대한 인사 및

재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보유하며 이를 장악하였다. 특히 북한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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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지휘 통제하는 핵심기관은 조선노동당의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

로서, 선전선동부는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조직지도부는 인사를 중심으로

통제 및 지도 권한을 행사하였다(고유환·이주철·홍민, 2012: 27-29).

북한 언론의 기능은 대표적으로 조선노동당의 이념, 노선, 정책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동

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광명백과사전 7, 2011: 551-575). 북한 언론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한 고유환·이주철·홍민(2012: 38-48)은, 북한 언론

의 기능은 크게 1) 보도적 기능, 2) 사상교양자적 기능, 3) 조직동원자적

기능, 4) 대외선전 및 외교적 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논하였다. 북한

언론의 기본 사명이 “모든 사회성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당에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며 사회를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철

저히 개조하며 나아가서 주체 위업의 세계사적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13; 유재

천, 1989: 75에서 재인용), 북한의 언론은 북한 지도부의 조직화된 체계

하에서 최고지도자에게 충성하고 그 지도에 따라 사회 및 개인을 ‘개조’

하는 개별적 주체 및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사상교양자’로서의 기능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언론의 사상교양자적 기능의 수행

은 소련에서 주장하는 언론의 기능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뉴스는 조직된 것이어야 한다. ... 사건을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보도하

는 것은 뉴스라고 할 수 없다. ... 뉴스는 사실을 통한 선동이다. ... 뉴스는

교훈적이어야 하고 계몽적이어야 한다. (Kruglak, 1962: 78-80; 유재천 편,

1989: 67에서 재인용)

북한 언론을 구성하는 대표적 구성물로서는 신문, 방송, 잡지, 도서 등

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중 북한사회 내에서 정부의 중점사업으로서 가장

오랜 기간 운용되고 일반 대중들에게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매체는

신문, 그 중에서도 로동신문이라 할 수 있다.

당보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광범히 선전하는 위력한 선전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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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로선과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대중을 그 관철에 불러일으키는 믿음직

한 조직자입니다. ... 당보의 이름은 《정로》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23)

정로는 로동신문의 전신으로 1945년 11월 1일 발간되었다. 이는

이후 1946년 9월 1일 신민당 기관지인 전진을 흡수하며 로동신문으
로 개명되었다. 로동신문은 노동당 기관지로서 북한의 언론을 상징한

다고 할 수 있다(고유한·이주철·홍민, 2012: 91). 로동신문은 당의 노선

과 정책을 일반대중을 상대로 해설하고, 당 조직의 강화와 유일사상 체

계의 확립 등을 기본 임무로 하는데, 북한에 존재하는 여타 언론에서 발

표하는 대부분의 기사 내용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권위는 절대적이

라고 할 수 있다(한국언론연구원, 1995). 이는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표방

하는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당 기관지는 그 사회 내

다른 모든 신문의 표본이 되고 이에 따라 당 기관지의 책임자 및 집필자

들에 대한 인사, 내용의 구성 등은 당 지도부의 긴밀한 개입 속에서 수

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유재천 편, 1989: 118-119). 로동신문은
주 7일 연중 매일 발간되고, 대체로 6면의 형식으로 출판될 것이 제도화

되어 있었다. 내용의 구성 역시 정해져있는데, 1면에는 최고지도자의 행

적, 2면에는 정치사상교양, 3면에는 일반 대중의 생산활동을 선전·선동하

는 경제 관련 내용, 4면에는 문화, 5면에는 남한 정세, 6면에는 국제 정

세를 수록하는 것으로 규격화되었다.

북한의 초기 언론 기능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나타나는 신문리론』
에는 신문의 역할이 대중의 단합과 동원을 고조시키고 ‘공산주의사상교

양’을 효과적으로 선전해야 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한다. 즉 북한의 언론

은 단순한 선전 및 선동의 역할에서 나아가, 대중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치사상화 도구로서 활용된다.

신문이 담당하고 있는 사명은 한낮 정치적 선전이나 선동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혁명과업수행에로 그들을 직접 이끌어들이며 끝까지 관철하는 것으

23) 김일성, “당보를 창간할데 대하여(1945.10.17.),”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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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당원들과 대중들을 한데 단합시키

고 그들의 력량을 조직동원한다는것을 의미한다. ... 신문은 ... 맑스-레닌주

의사상의 보급이나 그들의 정치의식수준제고 그리고 정치적 동맹자의 흡수

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사상교양 그리고 풍부한 문화

적 소양과 높은 기술을 소유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근로자들을 육성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배순재·라두림, 1967: 31-36)

이는 조선대백과사전』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로동신문』의 내용을

보면 정치사상 교양자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로동신문>은 당중앙위원회의 기관지입니다. 우리 당은 <로동신문>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알려주며 그들을 위대

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로 불러일으킵니다. 국내외적으로 제기되

는 중요한 정치경제적 문제들과 그에 대한 우리 당의 립장도 당보에 실리

게 됩니다.》 ...

... 신문은 또한 충실성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사회

주의적 애국주의교양과 관련한 여러가지 기사와 글들을 편집한다. 《로동

신문》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과

공업, 농촌경리, 건설, 교육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

룩되고 있는 성과들, ...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적극 해설선전하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

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며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글들을 싣는다. (조선대백과사전
7, 1996: 489)

북한의 언론은 1967년 갑산파 숙청 사건 이후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

를 수립하기 위해 김정일이 정치무대에 들어서고 선전선동부를 장악하게

되면서 ‘정치사상교양자’로서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다. 특히 김정일은

로동신문을 당 중앙위원회 한 개 부서와 같다고 논하며,24) 출판보도

24) “《로동신문》은 우리 당중앙위원회 기관지로서 당의 의사를 대변합니다. 로동신문사는 당중

앙위원회의 한개 부서와 같습니다. 로동신문사를 당보의 권위에 맞게 잘 꾸려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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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가장 우수한 기자들을 로동신문사에 먼저 배치하고, 이를 통해 육

성된 기자들을 이후 다른 기관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로동신문을 출판

하는 로동신문사는 당 중앙위원회의 부서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언론 전

반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유환·이주철·홍민, 2012: 27).

이와 같이 북한사회 내에서 신문은 모든 언론 매체 중에서 가장 전통

적이고 대중적인 선전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중 선도가 되

는 존재로서 로동신문은, 정치사상에 대한 봉사와 일반 대중을 조직동

원하는 선전선동 최고의 매체로서 그 기능은 ‘무기’와도 같다고 일컬어졌

다(사회과학출판사 편, 1973). 이에 따라 로동신문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주필은 정무원 부총리급 또는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정도의 높

은 정치적 위상을 보유할 뿐 아니라, 실제 정치 지도부에서 주요한 권한

을 행사하였다.25) 1980년대 12개 부서, 약 150여명 규모의 인력은 1990

년대 말~2000년대 초 14개 부서, 300여명의 규모로 늘어났다(고유한·이

주철·홍민, 2012: 84). 책임주필은 1명, 부주필은 15~20명인데, 이는 정부

기관지로서 제2의 위상을 보유한 민주조선이 4개 부서, 책임주필 1명,

부주필 14명 정도로 이루어진 것과 비교할 때, 로동신문의 높은 위상

과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26)

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김정일, “로동신문사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로동신문사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78.4.14.),”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
사, 2011).

25) 고유환·이주철·홍민(2012)에 따르면, 역대 로동신문 책임주필의 정치적 지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정준기는 당 중앙위 위원(1970) 및 정무원 부총리·당 정치국 후보위원(1973), 이용

익은 황북도당 책임비서(1972) 및당 중앙위 위원(1980), 김기남은 당 중앙위 위원(1980), 이성복

은 당 중앙위 위원(1986), 주창준은 당 중앙위 위원(1984), 현준극은 당 중앙위 위원(1980), 김

명철은 당 중앙위 후보위누언(1980), 최칠남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김중협은 당 중앙위 후보

위원(1992) 및 최고인민회 대의원, 김기룡은 당 중앙위 위원(1992) 등의 경력을 보유했다고 논

한다. 고유한·이주철·홍민, 북한 언론 현황과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33쪽.

26) 민주조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로서, 1945년 10월 평안남도 인민위원
회 기관지인 ‘평양일보’가 그 전신이다. 1946년 6월 민주조선의 이름을 창간되었다. 행정실무
적인 문제가 주로 다루어지며, 이에 따라 내각의 결정, 법령, 규정 등이 자세하게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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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로동신문사 조직

출처: 고유환·이주철·홍민, 2012: 84.

로동신문은 대체로 세 단계의 통제를 받는다. 각 부에서 기사가 작

성되면 일차적으로 각 부서 부장의 검열을 거치고, 편집부국장, 편집국

장, 부주필, 주필의 단계를 거쳐 검열을 받는다. 이후 내각 소속인 출판

지도 검열국 신문과의 검열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선전선동부 출판검열

총국의 검열을 받는다(이호규·곽정래, 1994; 고유환·이주철·홍민,2012). 이

에 따라 전날 정오경에 기사의 작성 및 편집을 완료하고, 그 다음날 오

후 5시 정도에 초판인쇄를 하여, 다시 다음날 10~14시 정해진 배포노선

을 따라 우편으로 독자에게 배달된다(유선영, 2000: 26).

이러한 조직적 검열은 로동신문 뿐만 아니라, 민주조선을 포함한

모든 신문, 그리고 근로자, 천리마와 같은 잡지, ‘조선중앙TV’와 같

은 텔레비전 방송 모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전달 형식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목적은 모두 노동당의 방침과 최고지도자에 대

한 선전이므로 모든 언론매체의 내용이나 논조는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는 매일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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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전달되는 만큼, 그 중요성이 최고지도자에게도 인식되어, 실질적으

로 북한 최고지도자의 직접적인 지휘 및 통제 하에서 작동될 뿐만 아니

라, 강력한 구조화 및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논할 수 있다. 로동
신문을 포함한 북한의 언론은 그 내용의 구성이나 전달체계가 지도부로

부터 일반대중으로 향하는 하향식 구조로 상정되었으며, 이는 오랜기간

경직된 채로 유지되었다. 북한 사상교양의 주요 내용이 맑스-레닌주의에

서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한 김일성 숭배의 유일사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전달 체계는 구조적으로 보다 경직되었고, 그 내용의 지향 역시 김일

성 ‘수령’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보다 노골화되었다.

제 3 절 교육을 통한 정치사회화와 공산주의도덕
교육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사회의 일체화된 정치사상을 구축하기 위

해 보다 체계적인 제도화 작업이 수행되었다.

우리의 학교교육의 목적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되고 새 사회 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공산주의건설자를 키워내는데 있습니다. ... 우

리는 학생들속에서 공산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모든 학생들이

언제나 공산주의적으로 배우며 공산주의적으로 생활하도록 지도하여야 하

겠습니다.27)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산주의교양과목을 새로 내와야 하

겠습니다. 물론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들에도 공산주의교양내용이

많이 포함되여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학생들에 대한 공산주의교

양을 원만히 할수 없습니다.28)

27) 김일성,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1961.4.25),”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28) 김일성, “보통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62.10.16.),” 김일성저작집 16 (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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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파편적이고 단발적이었던 사상교양에 대한 교육체계와 내용

구성은 1960년대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담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립되

었다. 특히, 1960년대 공산주의도덕이 출판되면서 일률적이고 체계화

된 사상교양의 제도화를 구현할 수 있었다. 공산주의도덕 교재의 개발

은 김일성의 1962년 공산주의도덕 교과목 시행에 관한 ‘교시’가 공포된데

따른 것으로(차성섭, 1996), 1964년부터 착수되어 1968년 9월부터 필수

교과목으로서 정식 시행되었다(오기성, 2019). 공산주의도덕은 이후 교

육과정의 변화 속에서 내용과 구성의 개편이 있었으나, 북한 초·중등교

육과정에서 2002년까지, 그리고 이후에는 사회주의도덕의 이름으로 지

속적으로 운영되었다. 공산주의도덕의 내용은 크게 집단주의교양, 계급

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혁명전통교양, 충실

성교양, 준법사상교양, 생활양식교양 등으로 구체화되었다(차성섭, 1996).

공산주의도덕의 기본원칙은 집단주의로서, 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모든 도덕적 관계들의 기초”가 됨을 명시하였다(김경숙, 1990:

42-49). 구체적 사상교양의 내용 중에서도 특히 ‘충실성교양’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사상으로서, 1970년대 ‘주체사상’의 확립과

함께 점차 최상위의 가치로 부각되었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원래 ‘공산주

의적 인간양성’을 위한 것이었으나, 1970년대 이는 유일사상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변화하였다(박찬석, 2013: 125). 주체사상이 북한 최고사상

으로 정식화되며, 교육내용에 최고지도자에 대한 칭송과 충성을 지도하

는 내용도 함께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김일성 관련 과목으로서 초등교

육기관의 경우 1972년부터 김일성 수령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신설

되었고, 이후 김정일, 김정숙에 대한 교과목이 역시 추가로 개설디었다.

특히 1977년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며, 북한의 교육은 주

체사상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의 첫 체계에서

사회주의 교육의 본질과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 사회주의 교육사업에서 견

지하여야 할 원칙들에 대해 밝히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육테제에서 력사

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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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29) 1983년 1992년 1996년 2007년

공산주의도덕(사회주의도덕) 3.9 4.2 5.7 4.2 4.9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 4.2 2.9 4.2 4.9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어린시절)

- - 2.9 4.2 4.9

공산주의 투사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

- - - - 4.9

표 3. 북한 소학교 사상교육 총 시수대비율

우는 사업이며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

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김동규·김형찬 편, 2000:

825-827; 박찬석, 2013: 82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북한의 사상교육은 김일성·김정일 최고지도자를 위시하고

이들의 통치사상을 구현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공산주
의도덕의 주제별 분석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충실성교양 20.0 16.7 33.3 20.8 23.1

공산주의교양(계급교양) 13.3 16.7 4.8 12.5 11.5

혁명전통교양 - 5.6 9.5 4.2 5.1

애국주의교양 13.3 11.1 14.3 25.0 16.7

집단주의교양 6.7 5.5 9.5 4.2 6.4

노동교양 - 5.5 4.8 - 2.6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교양 - - - - -

준법사상교양 - 5.6 - - 1.3

생활양식교양 46.7 33.3 23.8 33.3 33.3

표 2. 북한 소학교 공산주의도덕』 주제별 분석표 (단원, %)

출처: 최준영, 2004: 59-62 내용 정리.

29) 김형찬(1990)은 1960-1961년 공산주의도덕』과목이 신설되었으며, 소학교 전체 수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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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형찬, 1990: 247-248; 박찬석, 2013: 133 수정.

중등교육기관인 고등중학교 역시 1968년 공산주의도덕』으로 일원화

되었던 사상교육 교과목이 1983년 교육개정을 통하여 김일성에 관한 교

과목이 추가되고, 이후 김정일 및 김정숙 관련 교과목이 추가되었다.30)

또한 1972년 7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4차 회의에서 학제개

편을 결정하고, 취학 전 교육 및 의무교육의 실시를 확대하며 사상교육

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1976년 4월 27일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제정을 포

함한 11년제 의무교육제도의 확충으로 발전되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경

우 유치원 1년 의무교육이 제도화되며 어릴 때부터 일체화된 의무적 사

상교육이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11년제 의무교육제도 내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 로작’, ‘공산주의도덕’

등을 포함한 사회정치 과목이 포함되었다. 이에 정치사상교과 및 교과시

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인민학교의 경우 교과내용 중 정치사

상교육이 67.6%를 차지하게 되었다(정영순, 1999). 그 중에서도 ‘주체사

상’의 강조에 따라 수령 중심의 사회적 도덕과 예절규범을 공고화하기

위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

제 4 절 조직생활을 통한 담론의 강화

북한의 조직생활은 크게 ‘외곽조직단체’와 ‘생활총화’를 통해 이루어졌

다. 외곽조직단체는 당조직을 제외한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

동맹, 민주여성동맹, 소년단을 포함하는 ‘조선로동당’ 산하의 사회단체를

통칭한다. 북한의 이러한 사회단체들은 중앙당의 지도와 통제를 통해 운

3,470시간 중 136시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도덕』과목의 실제 실행년도는 1968년이
므로 본 표에서는 1968년으로 추정하여 기입하였다.

30) 북한의 고등중학교 정치사상교과서는 1968년 공산주의도덕, 1983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
수님 혁명활동(중 1-3),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 력사(중 4-6), 1986년 위대한 령
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활동(중 1-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중 4-6),

1999년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 어머님 혁명력사(->항일의 녀성 영웅 김정숙 어
머님 혁명력사)가 점차적으로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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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고, 북한주민들 중 당원이 아닌 모든 주민들은 각 신분과 여건에 맞

게 이들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요구되었다.

1. 외곽조직단체

1958년 공산주의교양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주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데 이어서, 1962년 당 조직체계에 대한 강화 방침이 전달되

었다.

... 로동계급의 선봉적부대가 사상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원쑤들

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성원들이 하나의 원칙에 의하여

철저하게 조직되여야 합니다. ... 만일 군대내에서 당세포들이 잘 움직이면

.... 농촌에서 당세포가 잘 움직이면 ....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세포가 강

화되면 ... 발전할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조직이 잘 움직이고 당원들

이 잘 발동되면 당사업이 잘되는것이며 당사업이 잘되면 모든 문제들이 다

잘되여나가는 것입니다.31)

1960년대 당세포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생활총화’에

대한 논의 역시 시작하였으나, 초기 당세포 활동이나 생활총화는 비교적

느슨하였고, 엄격한 의례의 형식을 보이지는 않았다(이우영·황규진,

2008). 이는 1970년대가 되어 사회의 주요한 생활체계로서 자리잡혔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입니다. 누구나 강

한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혁명적으로 단련될수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

업에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조

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이 다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며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 조직

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생활하며 끊임없이 혁명적교양을 받도록 하여야 합

31) 김일성,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62.3.8.),” 김일성저작선집 3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29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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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32)

이와 함께,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 조선민주녀성동맹(여맹), 조

선직업총동맹(직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등 각 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조직을 보다 강화할 것이 강조되었고,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사상

사업을 조직적으로 수행할 것이 요청되었다.33) 당시 당원이면서 외곽단

체에도 가입하거나, 비당원일 경우에도 두 개 이상의 외곽단체에 가입한

중복가입자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김일성은 1974년 당원들의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모든 주민이 각각 하나의 단체에 가입되도록 함으로써, 조직체

계의 단일화와 조직적 통제 체계의 효율성을 강화시켰다.34)

청년동맹은 당, 군과 함께 북한의 3대 보루로서 인식되었다. 청년동맹

은 1946년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의 이름으로 공식 결성되었

다. 이는 만 14세부터 28세에 이르는 청년들의 사회조직으로, 청년들의

정치사상을 통제하는 동시에, 북한사회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노동수요

를 충당하는 주요한 사회 기반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북한 단독정

부 수립 후 사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한 1948년 조직을 편제하고, 1955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통해 민청과 관련한 결정서를 채

택, 사회주의애국주의 사상교육과 의식개조에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하

며 북한 사회 내 보다 확고한 역할과 지위를 보장받게 되었다(차승주,

2011). 사상교양을 위한 주요 수행조직으로서 이들의 성격 및 기능이 보

다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민청단체는 소년들이 소년단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한편, 주로는 초급중학

32)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3.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

화, 로동계급화 (1970.11.2.),” 김일성 저작선집 5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463-471.
33) 1971-1972년 김일성은 각 단체들의 회의에 참가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는 조직화와 사업을 보

다 적극적으로 이어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 “청년들의 특성에 맞

게 사로청사업을 더욱 적극화할데 대하여 (1971.2.3),” 1-47;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 (1971.10.7.),” 112-135;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에 대하여

(1971.12.14.),” 164-193; “농업근로자동맹의 중심과업에 대하여 (1972.2.16.),” 김일성 저작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227-252.
34) ) 김일성,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대책에 대하여 (1974.1.3.),” 김일성 전
집 5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4), 37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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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3학년으로부터 대학 1학년에 이르기까지의 학생들, 특히 기술학교 학생

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 이 시기 학생들과의 사업을 잘하고

그들에게 교양을 잘 주어야 합니다. ... 학생들에게 로력동원을 제정된 기간

보다 더 시키지 말아야 하며 기술학교 학생들의 로력동원은 줄이고 그 시

간을 리용하여 교양을 더 잘하여야 합니다.35)

이에 따라 민청은 1964년 5월 청년동맹 5차 대회를 개최하고

1,200,000여 명의 인원을 대폭 증가하는 한편, 그 명칭을 ‘조선사회주의로

동청년동맹’(이하 사로청)으로 변경하였다. 만 14세-28세까지의 가입연령

을 만 14세-30세로 확대하고, 당의 사상교양 단체로서 당과 대중을 연결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규약을 재정비하였다(차승

주, 2011).

구분 시기 가입원 수

북조선민청 창립대회 1946월 1월 약 252,500명

각 도당 청년사업부장

도민청위원장 연석회의
1946년 5월 약 800,000명

조선노동당 창립대회 민청위원장

보고 내용
1946년 8월 약 1,200,000명

청년동맹 2차 대회 1946년 9월 약 1,300,000명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
1947년 2월 약 1,400,000명

청년동맹 3차 대회 1948년 11월 약 1,300,000명

청년동맹 4차 대회 1956년 11월 약 1,500,000명

청년동맹 5차 대회 1964년 5월 약 2,700,000명

표 4. 청년동맹 가입원 수

출처: 최대석·김종수. 2006: 85; 차승주, 2011: 49-85에서 재인용.

이러한 변화는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가장 확대된 형태라

35) 김일성, “출판사업과 학생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1962.5.3.),”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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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소련의 레닌공산청년단, 체코슬로바키아의 사회주의청년

단이 만 14세-28세, 동독의 자유독일청년단이 만 14세-25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청년단이 만 14세-28세인 것에 비해 사로

청의 가입 가능 연령이 이보다 확대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그 목적이

조직의 확대 자체에 있기 때문이었다고 논할 수 있다(이종석, 2000:

332). 이러한 조직의 확대는 북한 노동당의 사회 내 위상 및 역할을 공

고하게 구축하고 이를 통한 북한주민들의 사회조직화, 체계화를 효과적

으로 구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부 수립

이전 건국사상총동원 시기 북한 노동당의 입당 조건을 완화하며 당원의

기하급수적인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북한지역 사회 내 입지를 굳힌 것과

같이(김재웅, 2005; 서동만, 2005), 사회 내 북한 청년층의 사회조직 편제

를 확대하고 그 의무를 공고히 함으로써, 당과 학교, 사회 내 사상교육의

조직적 연결고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단계에서 청년동맹의 기본업무는 전체청년들을 당 주위에 굳게 단결

시켜 조국의 통일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당의 혁명위업 실

천에 적극 조직동원하며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한 공산주의건설자로 교양

육성하는데 있다. ... 향후 사로청의 주요 과업으로 청년들의 공산주의 혁명

투사로서의 교양 육성, ... 그리고 청년들의 교양을 위해서 김일성저작을 심

오히 연구하도록 요구...한다.36)

1964년 제정된 사로청의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역할은 1970년대 주체사

상이 공고화되고 확산되면서 보다 강화되었다. 사로청의 구조와 정치사

상동맹 조직으로서의 활동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 그 틀을 유지

하며 운영되고 있다.

2. ‘생활총화’

36)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 대회 결정서,” 로동신문, 1964.5.17. 이종석, 2000: 314-328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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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총화’는 김일성의 교시와 당 정책에 비추어 일정 기간에 한 번

씩(2일, 7일, 10일) 개인의 일상생활을 반성하는 행사를 말한다(이우영·

황규진, 2008). 이는 모든 북한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37)

북한주민들에 대한 ‘생활총화’의 의무화는 공산주의교양이 공포되고, 사

상교양의 정책방침이 체계화된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보다 강력한

규례화와 의례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1970년대 김정일을 통해서였다(이우

영·황규진, 2008: 136). 김정일은 1973년 8월 21일 “전당에 새로운 당생활

총화제도를 세울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새로운’ 생활총화 체계를

구축할 것을 공포하였다. ‘생활총화’에 대한 제도화는 1974년 4월 이루어

졌다. 이는 북한의 유일사상체계가 공포된 1974년 4월 14일 “당의 유일

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의 일부로서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다.

8조 3항.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

여야 한다.

8조 4항. 조직의 결정과 위윔분공을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조 5항. 2일 및 주 조직생활총화에 적극 참가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을 자로 하여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검토총

화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혁명적

으로 단련하고 끊임없이 개조해나가야 한다.38)

이에 따라 ‘생활총화’는 북한의 주요 제도로서 모든 북한주민이 의무

수행해야 하는 주요 생활체계가 되었다. 각 개인들은 가입한 근로단체

(사로청, 여맹, 농근맹, 직맹, 소년단 등)에서 정기적으로 지정한 날짜에

생활총화에 참여하도록 강제되었다. 생활총화는 보통 10-15명으로 구성

된 단위에서, 자기비판 또는 상호비판을 통하여 그동안의 생활동향을 살

피고, 이를 생활총화에 참석한 각 최고책임자가 ‘결함’의 경중에 따라 경

37) 조선로동당 규약 제1장 제4조(당원의 임무) 2항 “당원은 당회의와 당학습을 비롯한 당의 조직

및 사상생활에 충분히 참가하고 당조직의 결정과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며 자

신의 당생활을 정기적으로 총화하며 비판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자기를 혁명가로 단련시켜야

한다.” 이우영·황규진(2008): 123 재인용.

38) 김정일,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1974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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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리정지부터, 출당, 지방추방 등의 법적 제제까지 부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생활총화의 단위와 이에 참여하는 단체 구성원의 구체적인

자격과 연령은 다음과 같다.

조직명(약칭)
생활총화의

단위
구성원의 자격 /연령

생활총화

주기

조선로동당(로동당) 당세포
김일성 부자 체제 충성심을

인정받은 자 /만 18세 이상
2일/7일39)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청년동맹)

청년동맹

초급단체

(학교 분단 학급,

군대 분대)

중학교 5학년부터

사회직업청년. 만 30세까지

의무가입 /14-30세

7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농근맹)

농근맹 초급단체

(분조 작업반)

청년동맹에서 제한연령이 될

때까지 당원이 되지 못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남녀

/31-60세

10일

조선직업총동맹

(직맹)

직맹 초급단체

(작업반 직장)

청년동맹에서 제한연령이 될

때까지 당원이 되지 못하고

농업 이외의 노동에 종사하는

남녀 /31-60세

7일

조선민주녀성

동맹(여맹)

여맹 초급단체

(인민반 중심)

결혼 후 직업을 갖지 않고

전업주부로서 있는 여성

/결혼시기-55세

7일

조선소년단

(소년단)

소년단 초급단체

(분단 학급)

소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4학년까지 의무적으로 가입

/8-13세

1개월

표 5. 생활총화의 단위, 구성원의 자격과 연령, 생활총화 주기

출처: 이우영·황규진, 2008: 125.

3. ‘정치사상학습’

북한 주민들은 각각이 속해있는 단체와 기관 내에서 정치사상과 관련

39) 대부분의 기관, 단체는 1주일에 한번 매주 토요일 11-12시, 1시간여의 생활총화를 실시한다.

그러나 조직부, 선전부, 경제부와 같은 당내 주요부서 또는 외교부, 외화벌이 관련 38호실, 39

호실, 문화예술 관련 부서들과 같은 사상적으로 오염되기 쉬운 부서들은 이틀에 한번 생활총화

를 실시한다(이우영·황규진, 2008: 126).



- 55 -

한 수업 외 ‘학습’을 수행한다. 이는 크게 강연회, 학습회, 문답식 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정기적인 학습회로는 ‘신년사 학습’, ‘간부 및 당

원근로자 학습’, ‘수요강연회’, ‘문답식 학습총화’, ‘당원 근로자 학습과제’

등이 있다.

신년사 학습

‘신년사 학습’은 매년 1월 1일 발표되는 신년사를 암기한 후 새해 첫

출근날 소속 단체에 보고하는 것이다.

간부 및 당원근로자 학습

‘간부 및 당원근로자 학습’은 당원 및 근로자들이 토요일 또는 월요일

일정시간동안 노동당의 정책, 최고지도자 교시 또는 노작 등을 각 단체

의 연구실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수요강연회

‘수요강연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강사를 초청하여 당 정책을 학습하

는 시간을 말한다.

문답식 학습총화

‘문답식 학습총화’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 미리 제출된 시험문제를 한

달여의 기간동안 암기하여 문답경연에 참석하여 경연을 치우는 행사를

말한다.

당원 근로자 학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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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근로자 학습과제’는 노작을 포함한 정치사상 자료들을 발췌하여

노트에 발췌하는 연간 학습과제를 말한다(최사현·박형중, 2018: 212-216).

다음과 같이 북한 주민들은 각 집단 내에서 끊임없이 조직적이고 체

계적으로 ‘사상투쟁’을 학습하고 훈련하며, 시험과 자기검열을 통해 계속

적으로 모니터링되었다.

제 5 절 소결: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공간으로서

사상교양 담론체계의 구축

다음과 같이 북한정부는 언론, 출판, 교육, 조직생활을 장악하고 이를

통한 강력한 사상의 교육 및 선전을 실시하였다. 이는 1950년대 한국전

쟁 이후 사회정비사업과 함께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언론

의 경우, 1950년대 제도화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1970년대 주체사상 및

김일성 유일지도체계가 마련되며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 내에서 보

다 중시되었고, 공고해졌다. 북한의 언론은 신문, 잡지, 방송, 도서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북한정부의 주요한 관심 속에

가장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이용된 매체는 신문매체, 그 중에서도 로동
신문으로서, 이는 북한의 최고위상을 가진 대표 기관지로서 공적담론의

대표적 공간이라고 논할 수 있다.

교육의 경우, 1955년 4월 ‘계급교양’, 1958년 11월 ‘공산주의교양’, 1956

년 전반적인 초등교육 의무제, 1959년 7년제 일반교육제가 공포되었고,

공산주의교양에서 추구하는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를 중심으로 한 학제개

편이 이루어지며 제도화되었다(신효숙, 2001).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사

상교육의 일원화는 1960년대 공산주의도덕의 배포, 1970년대 ‘주체사

상’의 공포 및 1977년 출판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었다 할 수 있다. 이는 김일성중심의 권력체계

가 공고해지며 수령을 중심으로 한 일체화된 정치사상 구축을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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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에 따라 사상교양의 구체적 내용으로, 1) 충성심교양, 2) 공산주

의교양(계급교양), 3) 혁명전통교양, 4) 애국주의교양, 5) 집단주의교양,

6) 노동교양, 7)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교양, 8) 준법사상교양, 9) 생활양

식교양이 공포되었다. 이는 북한 사상교양 및 교육내용의 기준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조직생활은 외곽조직단체와 생활총화로 이루어졌다. 외곽조직

단체는 대표적으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직업총

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 있는데, 이들의 주요 임무는 조직적인 사상

사업의 수행이었다(신효숙, 2001).40) 생활총화는 수령의 교시와 당 정책

에 비추어 일정 기간에 한 번씩(2/7/10일) 개인의 일상생활을 반성하는

행사를 말한다. 이는 공산주의교양이 발표된 이후인 1960년대부터 비정

형적으로 시작되어 1973년 8월 “전당에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세울데

대하여”를 통해 제도화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공간으로서

사상교양담론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상교양담론의 생산자 북한 정치 엘리트(선전선동부)

사상교양담론의 수용자 북한주민

사상교양담론의 구성물
기록물: 신문, 잡지, 단행본 등

공간: 조직생활, 학습

표 6. 북한 사상교양담론의 구성

이에 따라 사상교양을 중심으로 한 담론의 공간은 북한 정치 엘리트

들에 의해 사회형성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이며 계획적으로 구축되었기 때

문에, 이는 정치 엘리트들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서 작동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사상교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 공적담론의 공간은 정치 엘리

트들의 통치담론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지배담론에 의해 작

40) 김일성,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62.3.8.),” 김일성저작선집 3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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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히 북한의 사상교양의 제도화가 안정

화된 1970년대 북한 내부에서는 공공의 차원에서, 지배담론에서 분리되

거나 이에 대항하는 담론의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사상교양 내용 자체의 성숙 때문이라기보다는, 강력하고 세부적인 제

도화에 따라 일상생활체계에서의 감시와 통제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1950년대가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계급투쟁은 심화되었다. 회의라는 소리

에 사람들은 미쳐죽을 지경이었다. … 중앙당 집중지도요, 사상투쟁이요, 판

이 벌어지면 ‘이번에는 누구를 제거하기 위한 회의인가’ 저마다 불안해한다.

(성혜랑, 2001: 290; 박영자, 2004: 308에서 재인용)

일상생활 감시의 폭은 점점 확대되면서 북한주민에 대한 자유이동이

통제되었고, 1958년 이전까지 허용되었던 친척모임이나 계모임과 같은

친목단체 모임까지 ‘종파주의’적 풍습의 명목으로 북한정부에 의해 전면

적으로 해체되었다(국토통일원조사연구실, 1983: 8-9). 또한 ‘생활총화’가

일상화되면서 개별적인 사회조직이나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상호비판

이 진행되었다. 이는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정치 엘리트 사이에서도 불

안정한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강화된 권력 투쟁 속 생존의 방편으로 상

호비판이 자행되었다.41) 뿐만 아니라, 1958년 7월부터 시작된 ‘5호담당제’

에 의하여 선전원, 인민반장, 위생기관원은 주민들의 가정을 수시로 드나

들며 검열·통제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세계 속 사적 공간은 극심하게 축

소되었다. 이러한 일반 주민에 대한 일상생활세계 속 강력한 감시와 통

제는 1970년대까지 도시에서 지방으로, 중앙당 중심에서 개별 사회조직

및 가정에까지 그 영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제도화 역시 성숙

되어 북한주민의 개별활동 및 사적영역의 구축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사적담론의 창출 가능성 역시 보편인식

41) 대표적으로 무용가 최승희는 남편인 작가 안막을 비판하는 한편 딸에게는 친모인 자신이 비판

을 받았고, 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인 한설야는 자식들로부터 공개적인 비판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박영자(2004)의 연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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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통제와 감시에 대한 대항인식이 전무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일면은 탈북자들의 개별경험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1964년 12월 함경남도 오로군 오로읍 역전대합 실에서 운집한 군중들을

향해 ‘김일성은 우리 부모를 죽인 살인마다!’, ‘피는 피로 갚자!’는 구호를 한

청년이 외치고 달려오는 열차 바퀴 밑에 뛰어들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항구, 1988: 294-296)

이러한 균열의 모습은 1983년 국내 탈북자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1950~1970년대 북한 주민들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포함한 언론

의 신뢰도를 조사한 려석호(1983)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당시

언론에 대한 신뢰정도는 40~5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42) 탈북

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북한 주민들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언론

의 보도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그 신뢰도는 북한사회 내부

의 정보에 대해서는 56.0%, 국제정세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55.4%, 남

한실정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4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강력한 사회통제가 자행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북한 지

도부가 주도하는 공적담론에 대해 북한주민 개인 또는 개별적 차원에서

는 이들이 무조건적으로 수용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한적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즉, 북한 지도부의 강력하고 활발한 공적담론의 장악과

지배담론의 창출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회생활 속 북한주민들의 개인 차

원에서는 이에 대한 ‘진실’ 차원의 내면화(또는 동질화)가 적어도 획일적

이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북한사회에 대한 탈북자 조사를 통해 나

타나는 다음과 같은 해석과 연구자료는 탈북자 조사라는 연구 자체의 객

관성 및 신뢰성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사회 전반에 대한 실제를 설명하고

42) 려석호(1983)의 분석은 1980년대 초 10대부터 50대까지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950~1970년대 북한사회 내부의 생활세계를 직접 경험한 이들을 통해 당시 북한의 사회실재

경험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점을 주요하게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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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적담론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개별적

수용에 대한 이질화 역시 북한사회의 보편적 특성으로 고려하기는 어렵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북한정부의 강력한 대주민 감시와 통제의

상황 속에서 개별적인 형태이나 항거시위가 나타나고, 노동당 및 사회전

반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불신현상이 포착된 것은 북한 공적담론 내부에

잠재하는 균열의 가능성을 제안해주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공적

담론의 구축이 결국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한 개

념들을 제공해준다고 본다면, 이를 담지하고 소통·상호작용하는 주체로

서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구성적·내용적 공간으로서 이러한 담론 공간의

균열의 모습은 담론과 사회적 실재의 이질화 및 사적공간, 그리고 사적

담론의 존재여부와 발생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고한 사회체계와 사회안정화 속에서 드러난 균열의

가능성은 향후 북한사회의 위기와 불안정 속에서 공적담론의 변화와 함

께 담론이론 일반에서 논하는 담론장 구축의 가능성을 동시에 제안한다

고 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북한

의 주요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혁의 환경 속에서 공적담론의 균열의 지

점을 통해 나타나거나 나타날 수 있는 사적담론의 존재와 이에 따라 발

생할 수 있는 담론장 구축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에 있어 주

요하게 고려하는 논의의 한 지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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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과 주요 개념

제 1 절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사상적 기반과 주요 개념

1. 사상적 기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교육’

‘주체사상’은 1970년대 북한사회의 지도사상으로 공포되며 북한 내 모

든 사회체계의 기반이 되었다. 이는 북한사회 전반 및 개인의 삶을 주관

하는 사상적 기반이자 모든 제도, 체계 설정의 원리·원칙으로 자리잡았

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집단적 자기화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한 논의들 역

시 주체사상의 논리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주체사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표적으로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 (1982)와 주체사
상총서 10권(1985)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주체사상은 ‘철학적 원

리’를 통해 먼저 사람은 ‘사회적 존재’임을 밝히고, ‘자주성, 창조성, 의식

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43) 여기서 ‘자주성’은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적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 것을 자신을 위

하여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창조성’은 낡은 것을

개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며 자연과 사회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인간의 이러한 본질을 인지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의식성’으로 소개된다. 이에 따라 주체사상은 외부세계인 ‘사

회역사’를 운용하는 ‘주체’로서 ‘인간’을 고려하고, 북한사회 내 이러한 사

회역사 운용의 주체가 ‘(근로)인민대중’이라 논한다. 그러나 이들이 온전

한 주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옳은 지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을 강조한다. 그 지도의 주체로서 ‘당’과 ‘수령’이 지목되고, 이에 따라

‘인민대중-수령-당’은 일체화되어야 할 존재로서 설명된다.44)

43)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 주체사상토론회에 보

낸 론문, 1982.3.3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44)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

되여야 합니다. ...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령도를 받아야만 ... 그를

옳게 운영하여나갈 수 있습니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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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을 통해 북한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인간 ‘자주

성’의 회복으로서, 이를 사회적 차원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북한사회를 수

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강조되었다. 이를 실천적인 차원

에서 설명한 것이 ‘지도적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

이 주체사상을 대표하는 구호이기도 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이다. ‘사상에서의 주체’를 수립하기 위해

서 북한 대중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수

호하기 위해 ‘노동계층’을 중심으로 혁명투쟁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었다.

‘정치에서 자주’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내에서 국가주권을 수호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전체 ‘인민’이 통일단결해야 한다는 점

이 강조되었다. ‘경제에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통한 중공업·경공업·농업 위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한 ‘내외의 원쑤들’

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국방에서의 자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다. 이는 ‘인민무력’의 정치사상적 우월성과 현실세계 차원의 ‘자체의 민

족국방공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구현되기 위해

서는 인민대중의 단결을 통한 북한 ‘실정에 의거’하는 ‘창조적 방법’이 사

용되어야 하고, 그 정신적 기반으로서 정치사상교양의 우선적 수행을 통

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서의 개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되었다. 이와 같은 주체사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돐기념 전국 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론문, 1982.3.3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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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의 원리원칙 주요 내용

철학적

원리

자주성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

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

창조성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

의식성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

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

사회역

사

원리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

근로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만 사

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음.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

자본주의제도의 청산과 새로운 사회주의제도의 수립

은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발전에서 역사적인 전환.

국제적으로 제국주의를 반대.

사회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창조적

운동

자기를 둘러싸는 자연과 살고있는 사회를 개조하는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물질적, 문화적 재부를 만들

며 새 제도, 새생활 창조.

혁명투쟁의 결정적

역할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사상의식

혁명은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해 추동, 승리함.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통해 자연과 사회를 변혁.

지도적

원칙

자주적

입장

사상에서의

주체

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혁명적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

계급의 혁명사상과 자기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

유일사상체계 수립.

정치에서의

자주

국가주권을 수호.

당을 강화하고 노동계급을 핵심으로 한 노동동맹에

기초한 전체인민의 통일단결.

경제에서의

자립

자력갱생의 원칙을 통한 자립적 민족경계 건설.

중공업, 경공업, 농업 발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국방에서의

자위

인민무력의 정치사상적 우월성(헌신성, 충실성, 대중

적 영웅주의, 혈연적 연대 보유).

자체의 민족국방공업 창설.

창조적

방법

인민대중에

게 의거
사회주의 하에서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 강화

실정에

맞는 방법
남의 경험에 대한 비판적, 창조적 적용.

사상의

기본

사상개조

선행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공산주의적 혁명정신, 자

력갱생 정신, ‘원쑤’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 양성.

정치사업

선행
모든 사업에 앞서 정치사상교양을 선행

표 7. 주체사상의 주요 내용

출처: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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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보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대중을 위한 ‘사회주의

교육’의 논의로 이어졌다. ‘사회주의교육’이라는 용어는, 1977년 발표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통해 정식으로 소개되었다. 사회주의교육
에 관한 테제(이하 ‘테제’)는 1977년 9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교육 강령 문서로서, 주체사상을 기반

으로 구축되는 ‘사회주의교육’의 기본원리, 내용, 방법, 제도, 목표, 역할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할 이론과 실천의 방안을 설명하는 종

합적 강령집이자(송두록, 2004), 정치사상교육에 대한 김일성의 ‘교시’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 관련 핵심문헌이었다. 이를 통해 보면,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

재로 키우는 것”으로서, 각 개인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 바쳐 투

쟁”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성장시킬

것을 그 핵심으로 하였다.45) 사회주의교육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에 대한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로서, “당적이고 로동계급적인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비노동계급적 요소들(제국주의, 부르주아 등)에 대한 반대

및 투쟁의식을 교육하고, 이러한 이론교육들이 실천행위를 통해 발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 실천을 결합할 것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교육 전체는 국가적 책임 하에서 당의 지도를 통해 조직·진행되었다.46)

이에 따라 북한 교육 전체는 정치사상교양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조직과

체계, 교육의 세부 내용 및 교수 방법의 일체화가 이루어졌다. 앞서 논한

공산주의도덕 역시 1970년대 이후 이와 같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교육의 강령을 중심으로 그 세부내용이 구축되었다(차성섭,

1996). 주체사상의 이론과 사회주의교육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일원화

작업을 거친 사상교양의 주요 내용들은 집단적 자기화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한 인식의 자원들이 되었다. 사회주의교육에서 강조되는 사상교양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5)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7).
46)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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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충실성교양

교육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목적은 사람들을 당에 끝

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키우는데 있다. 사회주의교육의 모든 공간들은

사람들을 당에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 복무하여야 하며 교육사

업의 전과정은 당에 대한 충실성교양으로 일관되여야 한다 .

당정책교양

학생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가르쳐주어

모든 학생들이 당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을 똑똑히 깨닫고 당정책

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

학생들이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 뿌리를 똑똑히 알게 하며 항일혁

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주체의 사상체계,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투쟁경

험,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교양

학생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의식과 공산주의도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

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 공

산주의 앞날의 휘황한 전망을 똑똑히 알려주어 그들이 공산주의의

승리를 굳게 믿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

야 한다.

공산주의도덕

교양

모든 학생들이 낡은 도덕관념과 생활인습을 철저히 없애고 공산주의

적 도덕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혁명

적으로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이다. ... 로동계급의 립장에 튼튼

히 서서 로동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혁명의 원쑤들을 미워하도록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학생

들을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미워하는 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계급적 원쑤들과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

여야한다 .

집단주의교양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없애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

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일하고 배우

고 생활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애국

주의교양

모든 학생들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조국과 인민을 열렬

히 사랑하고 민족의 훌륭한 전통과 유산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주의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도록 하여야 한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교양

모든 학생들이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 여러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그들과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우도록 교

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준법

교양

모든 학생들이 국가의 법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

며 법질서를 어기는 현상을 반대하여 원칙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8. 사회주의교육에서의 사상교양 주요 내용

출처: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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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집단적 자기화 담론에 관여하는 주요 개념

들을 살펴보면, ‘주체’, ‘자주(자주성)’, ‘창조(창조성)’, ‘의식’, ‘자립’, ‘자위’,

‘단결’, ‘사회주의(공산주의)’, ‘애국’, ‘계급(로동계급, 계급교양, 계급의식)’,

‘자력갱생’, ‘무력’, ‘충실성’, ‘당정책’, ‘혁명전통(항일혁명)’, ‘국제주의’, 그

리고 ‘인민(근로인민대중)’, ‘최고지도자(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당(로

동당)’, ‘군(인민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47) 이들 사상교양을 통해 제

시되는 개념들은 북한사회 전체, 곧 ‘조국’ 또는 ‘민족’을 단위로 한 집단

적인 사상적 일체화를 형성하는 주요한 인식의 자원들로서, 공적 담론체

계 내에서 집단적 자기화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한 개념들이라 논할 수

있다. 여기서 북한사회 전체를 ‘국가’ 또는 ‘민족’의 단위를 기본으로 고

려하는 것은, 앞서 선행연구나 이론적 자원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사회가 실질적으로 국가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체계를 운영함

으로써 민족과 국가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강혜

석, 2017: 와다 하루키, 1992; 서동만, 1992 등), 북한 스스로가 ‘민족’과

‘국가’를 하나의 공고한 운명공동체라고 밝혔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장 포괄적인 사회적집단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나라와 민족은 사회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결합체이며 운명공동체입니다. 혁명

과 건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사회적집단의 리익, 인민

대중의 리익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실현되여나갑니다. 인민대중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자기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해나갈수 없습니다.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

현하기위한 근본요구로 내세웁니다.48)

이에 따라, 하나의 ‘운명공동체’이자 집단으로서 북한사회가 인식하

고 구현하는 스스로에 대한 주요한 가치, 사고의 자원을 구체적으로 확

47) 주체사상과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이론체계와 주요개념을 중심으로 한 내용구조에 관한 논의는

다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갑철(1991)의 논문 중 ‘표 3’, ‘표 4’와 송두록(2004) 논문 중

115~122쪽 참조.

48)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1년 5월 27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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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양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구축

된 담론의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집단적 자기화 담론에 관

여하는 다양한 개념들 중, 북한의 일반주민이 일상 속에서 보편적으로

접하고 보다 중시할 수 있는 개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

개념에 대한 담론 내부 사용빈도의 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선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대표적인 공적담

론 공간인 로동신문의 기사제목들을 중심으로 이들 개념들이 사용된

정도를 통해 담론 속 강조된 정도를 확인하였다. 기사제목을 중심으로

각 개념들이 사용된 빈도수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 자주 애국 창조

단결

(집단주의)
계급

빈도 15085(2117) 11395 10079 8738 6434 5659(202) 3327

무력(자위) 자력갱생(자립) 혁명전통 당정책 의식 충실성
국제

주의

빈도 1973(583) 1600(881) 1323 861 733 491 226

표 9. 1949~2019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주요 ‘사상적 요소’ 언급빈도

인민

(근로인민대중)

최고지도자

(수령)
당(노동당) 군(인민군)

빈도 74897 60779 5847 8871

표 10. 1949~2019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주요 ‘구체적 대상’ 언급빈도

1949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개념들의 사용빈도를 추출하여 순위별로

정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담론의 주요한 개념들은 그

특성에 따라 사상적 요소와 구체적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상기한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기화 담론의 주요 개념으로서 구체

적 대상이 사상적 요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절에서는 로동신문 내부에서 주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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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대표적 개념들을 선별하여 이들이 내포하는 의미를 담론의 텍

스트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집단적 자기화 담론을 구성하

는 주요한 개념들 중 구체적 대상으로서 ‘인민’, 수령을 포함하는 ‘최고지

도자’, ‘(로동)당’, ‘(인민)군’을, 사상적 요소로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주

체’, ‘자주’, ‘애국’, ‘창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개념: ‘구체적 대상’과 ‘사상적 요소’

가) 인민

북한의 공식명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서 공식적으로 주권

이 ‘인민’에게 있음을 선포한다. 김일성 역시 북한 단독정부 수립 직후

담화 속에서 인민을 “나라의 주인”이자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와 압박

에서 해방된” 자들로서,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투쟁의 주체로서 규

정하였다.49) 북한정부는 초기 단독정부를 수립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사회공동체로

서 집단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활발한 담론활동을 수행하였는데,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이 ‘일제강점기의 구습과 잔재의 철폐’에 관한 것이었

다. 남북한 각각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남북한 사이의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일제시대 및 봉건시대의 신분 차별, 제국주의에 따

른 국가 외부의 압박에서 해방된 자주국가로서 사회 내 ‘평등’을 획득하

는 주체로서 북한정부의 역할을 중시하였고, 이를 수행하는 사상·이론적

기반으로서 러시아로부터 유입된 ‘사회주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에게는 계급에 대한 집단적 자각, 즉 ‘계급의식’이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북한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적 일원은 지주, 자본

가와 대립하는 주체로서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해방된 근로인민’

으로 설명되었다. 조선말대사전에 따르면, ‘인민’은 “나라를 이루고 사

회와 력사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주체로 되는 사람들”로서, “혁명의 대

49) 김일성, “부대의 당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비대문화일군회의에서 한 연설(1948.10.21.),”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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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제외”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로 설명

된다(사회과학출판사, 1992: 1698).50) 다시 말해, ‘인민’은 혁명의 대상, 즉

‘지주, 자본가, 민족반역자, 잔여분자’51) 등과 적대적 관계에 놓인 존재로

서 이들을 반대하고 투쟁하는 ‘주체성’을 가진 자들로서 설명되었다.

북한의 ‘인민’의 개념은 남한의 ‘국민’ 개념과 마찬가지로 일제 해방

당시 좌우세력의 대립 속에서 진지한 개념적 고찰 없이 양측의 대립 하

에서 상호 배타적으로 선택된 측면이 있었다(김성보, 2009). 초기 북한사

회 내 ‘인민’에 대한 논의는 단독정부 수립 이전인 1946~1947년 다수 찾

아볼 수 있다. 남한의 ‘국민’ 개념에 대응하여 북한사회의 주체로서 강조

된 ‘인민’의 개념은 이를 전면에 내세운 인민, 인민비판, 인민예술,
인민평론, 인민과학과 같은 잡지의 제목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일부

조망할 수 있다(박명규, 2009: 168-172). 그 외에도 북한 단독정권의 형

성기 발간된 개벽, 근로자, 민주조선과 같은 대중교양잡지에서도

‘인민’의 개념에 대한 해설논의가 활발하게 게재되었다. 근로자를 보면,

‘부르죠아’ 및 ‘자본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남한을 경계하며 남한의 ‘인민’

과 북한의 ‘인민’을 구분하는 한편, 일제치하 당시 민족반역자를 ‘인민’과

구분함으로써 식민지 구습을 탈피한 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민의 개

념을 정의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지주와 자본가들로 구성된 조선의 민족부르죠아지들은 3·1운동 후 현

저하게 일제와 타협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제2차 대전 과정에서 자기 조국

과 민족을 배반하여 일본제국주의 침략정책을 방조하여 적극적으로 진출

함으로써 인민들과 탈리(脫離)되었으며 인민들의 증오를 받고 있었다. ...

이와 같은 각 방면에 있어서의 락후성은 일본제국주의가 조선 인민들을

영원한 노예로 얽매고 ... 조선의 대지주와 대자본가들만이 전쟁 자재를 인

민들 손에서 략탈하였으며 일본군국주의 사상을 선양하는 주구로 출현하였

던 것이다.

50)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698.
51) 김일성, “부대의 당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비대문화일군회의에서 한 연설(1948.10.21.),”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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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인민들은 인민위원을 선거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인 인민재판소의 판사를 선거하며 또 참심원으로 선발되어

공정한 민주재판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사법의 민주화는 부

르죠아국가에서는 그 그림자도 찾아볼수가 없으리만큼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다. ... 부르죠아국가에서는 근로 인민들은 형식적인 자유밖에 가지지

못하였다. (장하일, “신민주주의와 조선,” 근로자 연말호, 1947: 24-35)

북한정부의 수립 이후, ‘인민’에 대한 논의는 북한사회 내부에 보다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인민’은 일제치하의 지주, 자본가 및 각종 ‘민족

반역자’를 척결하고 북한사회 내부에 ‘잔재’하고 있는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에 대한 계속적인 투쟁을 하는 적극적인 존재로서 발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체 인민은 민족적각성과 고상한 애국심을 가지고 인민의 원쑤들을 미

워하며 그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적들의 온갖 흉책에 대하여 경각

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 전체 인민은 언제나 긴장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적들의 흉책을 걸음마다 파탄시키며 잠입한 원쑤들을 제때에 적

발폭로하고 소탕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1949)52)

원쑤들은 사상적으로 견실치 못한 동요분자들과 과거의 생활이 깨끗

지 못한자들을 자기들의 파괴활동에 리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북반부에서도 아직도 반동적요소들이 완전히 청산되지 못한 조

건하에서 우리 대렬내의 일부 락후분자들에게 적의 영향이 미칠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주는 것입니다. ... 전체 인민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야만 우리 인민을 반동사상의 침해로부터 수호할 수 있으며 공화국북반부

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1955)53)

52)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림 1주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4차회의에서 한 보고

(1949.9.9.),”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53) 김일성,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

의에서 한 보고(1955.4.1.),”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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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인민’ 관련 신설 및 개정 내용

1948.9.8.

(‘제1장 근본원칙’ 중)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

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1972.12.27.

(‘제1장 정치’ 중)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

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계의 토

대에 의거한다.

...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계급적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

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로동

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

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인민회

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1992.12.27

/1992.4.9.

(‘제1장 정치’ 중)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

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

표 11. 북한 사회주의헌법 중 ‘인민’ 관련 개정 내용

다음과 같이 인민은 그 자체의 정의보다는 이와 대비되는 존재로서

‘원쑤’ 또는 ‘적’을 강조하고, 이들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인지와 경계,

투쟁을 통해 형성·보호될 수 있음이 강조되었다. 또한 ‘사회 내부의 잠입

한 적’과 남한 사회로 대표되는 ‘사회 외부의 적’으로부터 북한사회 내부

집단으로서 ‘인민’, 즉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급교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민은 결국 ‘계급’ 인식을 통해 적과 투쟁하며 노

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자기화’를 이룬 총체로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민에 대한 정의는 북한의 헌법 규정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북

한의 헌법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선포된 이후 수 차

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인민주권’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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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

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

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의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1998.9.5.

(‘서문’ 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편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

2009.4.9./

2010.4.9.

(‘제1장 정치’ 중)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

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

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

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

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2012.4.13./

2013.4.1.

(‘제1장 정치’ 중)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

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

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

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2016.6.29.

(‘서문’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

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

2019.4.11./

2019.8.29.

(‘서문’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

정일 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

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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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시조이시다.

...

(‘제1장 정치’ 중)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농민·군인·지식인을 비롯

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출처: 장명봉 편(2015)의 내용을 정리.

헌법의 정의를 통해 볼 때, 초기 인민에 대한 정의는 광의의 개념으로

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가진 자로 설명될 수 있었다. 그

러나 북한 사상교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립되고, 주체사상이 전격적

으로 사회체제 속에 구현된 1970년대 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의 인민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동맹에 기초한 자’들로 설명되었다. 이는 사로청,

농맹, 직맹, 여맹 등 사회조직의 개편 및 완비와 생활총화 등 활동체계의

조직화를 통한생활세계 내 통제 및 일원화가 나타난 당시의 사회상을 설

명해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적 계급화 속에서 ‘동

맹’이라는 조직수단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계되고 통제되는 일원

화된 존재로서 북한의 인민은 구현되었다.

인민에 대한 구체적인 호명은, ‘인민(1948) -> 로동자, 농민, 병사, 근

로인테리(1972) ->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1992) ->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2009/2010) ->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2016) -> 로동자·농민·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2019)’으로 변화하였다. 1948년 제정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되었다. 이 시기는 북한식의 사회주의 이념체계와 조직,

제도에 부합하는 보다 공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시기라고 볼 수 있

는데, 1948년 헌법 제1장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단순한 국가의 규정에서, 1972년 제1장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

변경되었다. 이는 국가설립의 근간을 ‘사회주의’ 이념으로 한 자주국가로

서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공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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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972년 북한의 사회발전 단계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향한 단

계’로 규정되었고, 인민은 구체적으로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텔리 네

개의 직군으로 단순화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2년 인민의 정의는

1972년에 비하여 ‘병사’가 빠진 ‘모든 근로인민’으로 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계급사회로의 이행’을 지향하는 북한사회의 발전단계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1992년 개정된 헌법에서, 기존의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프롤

레타리아 독재’(제10조)를 ‘인민민주주의 독재’(제12조)로 변경하며 명제

를 모호화하며, 사회발전단계에 대한 하향화된 인식을 드러내었다(이종

석, 2011: 144). 이후, 김정은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인 2009/2010년 인민의

규정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텔리로서 ‘군인’이 추가되며 김정일정

권의 ‘선군’에 대한 강조를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김정은정권으

로 이양될 후기 정부의 선군정치에 대한 계승의지가 나타났다. 김정은정

권 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농민·군인·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이게 있다고 새롭게 규정되었다. 2010년도 헌법과 비교

할 때, ‘근로인테리’가 ‘지식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이는 개념상의 변화라기보다는 김정은정권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현대화된 언어 사용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연합뉴스,

2019.7.11.; 박영자, 주간한국, 2019.7.23.).

2001년 출판된 조선대백과사전을 보면, ‘인민’은 ‘인민대중’의 동의어

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사회의 물질적부를 창조하며 사회발전에서 진보적역할을 하는 계급과 계

층. ...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인민대중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그

들만이 인민대중의 성원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 인민대중의 계급적구성

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사회력사발전행성에서 변화된다. 자본주의사

회에서는 로동자, 농민뿐 아니라 근로하는 지식인을 비롯하여 자주성을 옹

호하여 투쟁하는 여러 계급과 계층이 인민대중을 이룬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 전환되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인민대중의 성원으로 된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소수적대분자들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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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계속되며 ... 배신자들도 나올수 있다. ... 인민대중의 성원인가 아닌

가를 가르는데서 사회계급적처지를 보아야 하지만 그것을 절대화하여서

는 안된다. ... 인민대중의 성원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본척도는 어떤 사

회계급적토대를 가졌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졌는

가 하는데 있다. ... 사상적기초는 사회주의사상만이 되는것은 아니다. 나라

와 인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애민애족정신을 가지면 ... 인민대중의 성원

으로 될수 있다. (조선대백과사전 28, 2001)54)

다음의 정의를 통해 볼 때, 인민은 북한지역에 주거하는 보편적 모두

라기보다는 배신자를 척결한 ‘인민대중의 성원’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즉 사회 내부에 ‘소수적대분자, 배신자’와 같은 투쟁대상이 존재하며, 이

러한 내부의 경계는 계급 및 계층과 같은 계급적 토대보다는 사상적 토

대를 통해 결정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상적 토대

는 사회주의적 이념보다는 ‘애국, 애민, 애족’을 중심으로 한 ‘북한’에 대

한 애국주의의 보유여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으로부터

삼대에 걸친 정권의 세습기간 동안 ‘인민’은 사회정책적 변화기조에 따라

헌법 등을 통해 구체적 호명이 자유롭게 변화되어 왔으며, 이는 1970년

대 사회주의국가의 완성을 주창한 북한사회에서의 ‘무계급사회로의 이행’

과는 괴리된 상태로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인민대중의 성원’으로서

의 인정은 계급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국정신에 있는 것으로 규정함

으로써, ‘인민’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북한사회의 집단정체성은 (민족)국

가주의를 통해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최고지도자(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사회의 자기화 담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제가 바로 북

한의 최고지도자이다. 김일성의 유일사상체제가 수립된 이후 북한은 줄

곧 ‘수령-당-국가-사회’의 일체화를 실시하며, 강력한 집단주의 또는 전

체주의 사회체제를 유지하였다(이종석, 2011; 와다 하루끼, 1992; 서동만,

54) ‘인민’->‘인민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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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정일영, 2018). 주체사상의 창시를 통해 이는 단순한 조직, 기구를

통한 구조적 일체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덕률’을 통한 수령의 신성화

및 사회 또는 대중과의 사상적 일체화를 주조할 수 있었다. 주체사상을

통한 ‘혁명적 수령관’55)은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고, 이는 ‘수령’을 개인이

아닌 제도로서 파악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수령-당-대중은 하나

의 통일체로서 파악되며,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이 곧 당에 대한 충

실성이며 이는 곧 인민에 대한 충실성과 같다는 논리는 제공하게 되었

다. 따라서 북한사회의 담론 속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언급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나타났다. 1970년대 이후 김일성을 비롯한 최고지도

자 이름은 굵은 글씨체로 표기되고, 이들의 담화내용은 굵은 글씨체와

함께 ‘《》’의 기호를 삽입함으로써 여타 논의들과 대비되는 강화된 강조

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들의 담화는 헌법 상위에 있는 사회적 ‘교시’로

서 북한사회의 체제와 개별행위를 통제하고 영도하는 최고의 지침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북한사회를 통치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해하는 가

장 중요한 정치·경제·사회정책 담론의 기제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사회

의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주요 기제로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언급의

빈도와 이들을 중심으로 한 기사 및 담화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방편이 된다. 일차적으로, 로동신문에서 김

일성, 김정은, 김정일에 대한 연도별 언급빈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55) “수령은 당과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통일적으로 영도하는 혁명의 최고 뇌수이며 그

들의 이익과 혁명적 지향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계급의 유일한 대표자로서 혁명역량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단결의 중심”이라고 서명한다. 혁명적 수령관은 1969년부터 등장했다고 설

명된다(이종석, 2011: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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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언급 빈도

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함께 언급될 경우 중복 계수를 허용함.

다음과 같이 각 정권별 최고지도자에 대한 언급빈도의 우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에 비하여 김정일에 대한 언

급은 198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이

후 언급빈도가 역전되었으며, 김일성은 사망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수령’

으로서 담론의 기제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의 경

우 김정일이 사망한 2012년이 되어서 대중에게 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고지도자의 이름을 붙인 사상이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

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이름으로서의 언급 외에도 사상이론의 용

어 내에도 삽입되어 주요 개념으로서 호명되었다. 이는 보다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차원에서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화된 자기화 담론의

사상적 요소로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김일성주의, 선군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먼저 김일성주의는 김일성 유일사상체계가 보다 확고해지는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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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였다. 김일성주의는 김일성의 사상, 이론, 방법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주로 1980년대 중반까지 사용되었다.

...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속에서 자기의 력사를 개척해온 우리 당은 창건

된지 30년이 가까이 되는 오늘에 와서 비로소 김일성주의화를 자기의 강령

으로 내세울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김일성주의

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김일성주의에 기

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56)

김정일은 1974년 2월 전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전면적으로 주장함

으로써 수령중심의 유일사상체계 수립에 대한 노골적 선전과 정책집행의

의지를 대중에게 피력하였다. 이는 같은 해 4월 발표된 유일사상체계 10

대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 김일성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과 충성을 성문

화하는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을 통해 북한사회의 사상은 곧 김일성의

사상이 되었고, 이것이 북한사회의 ‘김일성주의화’로 설명되었다.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설명되었다. 김일성주의

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시대앞에 나서는 모든 이론(리론)실천적 문제

들에 과학적 해답을 주고 있는 독창적인 사상과 이론(리론)들로 구성된

백과전서적인 혁명학설”로 정의되었다. 이는 주체사상을 포함하는 것으

로서 김일성의 사상과 이론, 방법론 모두를 의미하는 보다 상위의 개념

으로 설명되었다.57) 김일성주의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은 “주체의 사상체

계” 뿐만 아니라 “혁명력사”의 학습을 통하여 김일성의 (혁명)사상, (혁

명)업적, 현명함, 도덕성 등을 모두 따라서 ‘체화’할 것이 요구되었다.58)

김정일은 1974년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할 것을 요구한 이후 이에 대

56)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1974.2.19),” 김정일 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0).
57) “2.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김일성주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로동신문

, 1974.3.7., 2면.
58) “수령님의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수령님의 위대

한 혁명사상과 혁명업적,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여야 하겠습니다.”

(“2.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김일성주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로동신문
, 1974.3.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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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력한 선전사업을 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김정일은 다음해인 1975

년 1월 1일 신년연설에서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는 제목으로 일차적

으로 군대에서 김일성주의를 체득하여 이를 일체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노동당, 조총련, 여맹 등 각 집단의 간부들 및 일반 당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김일성주의를 중심으로 한 “사상교양, 사상투쟁”을 학습 및 실

천할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59)

김일성주의의 선전은 1980년대 중반이 되면서 거의 사라지게 된다.60)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소련을 시작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단 붕괴에 따라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정치사상의 일체화를

중심으로 한 북한사회의 공동체적 결속은 많은 부분 약화되었다. 사회주

의 연대의 붕괴와 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재편은 북

59) “오늘 혁명의 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에서 일하는 일군들을 열렬한 김일성주의자로 키우는것

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김정일, “당사업방법을 더욱 개선하며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일으킬데 대하여(1975.1.26),” 김정일선집 5, 평양: 조선
로동당출판사, 1995)

“총련이 위대한 김일성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재일조선동포들을 주체형의 열렬한 애국자로

만들며 총련조직 건설과 활동을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진행하게 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발

전에서 새로운 리정표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김정일, “총련사업을 잘 도와줄데 대하여

(1975.3.25.),” 김정일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온 사회를 혁명화하고 김일성주의화하려면 가정부터 혁명화하고 김일성주의화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녀성들의 책임이 큽니다.” (김정일, “녀성간부들을 더 많이 키울데대하여 (1975.4.30.),”

김정일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열렬한 김일성주의자,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자면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그들을 끊임없이 단련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당중앙의 방침에 따라 공산당

위원회에서 조직진행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재접수, 재토의사업과정을 통하

여 광산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이 적지 않게 각성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김정일,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 (1975.7.1.),” 김정일선집 5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60) 로동신문』의 기사제목을 검색하면, 1974년부터 나타나던 김일성주의의 용어는 1983년을 마

지막으로 그 사용이 중단되었다. 김일성주의 관련 기사는 1990년대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2000

년대 들어 다시 나타난다.

그림 3. 1974~2918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김일성주의’ 언급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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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세계사회 내 고립상태로 만들었고, 국가경제의 위기와 자연재해 등

이 겹치면서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하였다. 특히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절대권력을 갖게 된 김정일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기조가 필요했다(김근식, 2014). 이에 따라 새롭게 제시된 구

호가 ‘선군사상’이다. 사실 선군사상은 선군정치로부터 시작되었다. ‘고난

의 행군’과 함께 북한이 맞닥뜨린 최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

후의 보루’인 군대를 선봉으로 한 새로운 국가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 대중연설 속에서 군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부흥정책을 실시할 것을 말하였다.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워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적극 원호

하게 하며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그 어떤 적도

덤벼들수 없게 우리 나라를 고슴도치처럼 만들어야 합니다.61)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하여 인민생활문제를 푸는데서 지방의 창발

성을 발양시키고 지방의 원천과 잠재력을 동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군의 역할을 높여 모든 군들이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로 인민생

활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62)

다음과 같은 군사중시의 정책은 ‘선군혁명영도원칙’으로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63) 당-군대의 동일시 및 군인정신의 강조 등을 통해 이른바

‘선군정치’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행되었다.64) 이에 따라 국방

61)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1994.10.16.),”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62) 김정일,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자(1994.10.20.),” 김정일선집 13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63) 이는 김정일의 1999년 신년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우리 나라가 처한 특수한 환경으로

부터 선군혁명령도원칙을 내놓고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우리 인민군대

를 무적필승이 강군으로 만들었으며 전체 인민이 혁명적인 군인정신을 따라 배워 혁명의 수

뇌부를 결사옹위하며 당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 나가도

록 하였습니다.”

64) ‘선군정치’라는 표현은 1997년 12월 12일 로동신문』“우리는 백배로 강해졌다”에서 처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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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승격 등의 조직의 정비, 군수공업의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의 실시, ‘군대-당-인민-국가’의 일체화, 제국주의와의 적대적

대결 강화 등과 같은 사상교육의 증대 등이 실시되었다.65) 김정일의 선

군정치는 2000년 이후 사상화 작업을 통해 보다 강화되었다. 로동신
문』에서 ‘선군사상’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2001년 4월 9일 “불패의 선군

사상의 기치 따라”를 통해서였다.66) 김정일은 군대가 “혁명의 기둥, 핵심

역량”이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의 상징으로 강조하며, 선군사상이 김

일성의 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주장하였다.67) 선군사상은 맑스-레닌주의

의 “혁명의 주력군” 이론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서, 시대의 발전과 변

화에 따라 반제국주의 군사전선을 핵심으로 한 주력군의 우월성을 설명

하였다(김근식, 2014).

이와 함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연계작업도 실시되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것이 곧 선군의 역사이고, 이에 따라 군대가 ‘혁명’

의 기둥, 핵심역량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68) 선군사상은 주체의 원

리를 구현한 것으로서, “백두산에서 뿌리 내린 선군사상을 신념화하고

주체혁명의 명맥을 이어”서 나갈 것이 주장되며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일맥상통하는 사상적 지평이 되었다.69) 선군사상은 ‘주체의 선군사상’으

로도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김일성의 사상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주체혁명위업”의 완성하기 위한 새 시대, 정치방식이자 행동

방편임을 드러내기 위한 조작적 개념화라 할 수 있다.70) 이에 따라 선군

났다. “우리 장군님의 그 실력주의 특출한 실력은 선군정치의 실력,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만들어 적들에게 련속 <통장훈>을 부르며 주체위업을 견결히 수호해나가시는 실력이다.”

65) 1998년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에 더하여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 되며 법적

지위 및 권한이 확대되었다(김창희, 2008).

66) “불패의 선군사상의 기치 따라,” 로동신문, 2001년 4월 9일, 2면.
67) “위대한 선군사상의 기치 따라 백전백승 떨치자,” 로동신문, 2001년 4월 25일, 1면.
68) “위대한 선군사상의 기치 따라 백전백승 떨치자,” 로동신문, 2001년 4월 25일, 1면.
69) “백두산에서 뿌리 내린 선군사상을 신념화하고 주체혁명의 명맥을 이어 나가는것을 최고의 사

명으로 하고 있었기에 우리 군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령도자로 받들어 나가는데서

도 앞장서왔다. ...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사상과 정치를 받들어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전위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대한 선군사상의 기

치 따라 백전백승 떨치자,” 로동신문, 2001년 4월 25일, 1면)
70)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는 수령님의 선군사상을 계승하여 오늘의 현실적조건에 맞는 하나

의 정치방식으로 심화발전시켰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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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은 김정일을 대표하는 정치이론이자 사상체계가 되었고, 이는 2009

년 4월 9일 북한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도적 지침’으로서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이 추가되며 명문화되었다.71)

연도 빈도수 연도 빈도수

2000 0 2010 8

2001 2 2011 10

2002 5 2012 7

2003 33 2013 6

2004 34 2014 4

2005 18 2015 3

2006 18 2016 0

2007 8 2017 1

2008 29 2018 0

2009 11 　 　

표 12. 2000~2018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선군사상’ 언급빈도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김정은정권이 출범하면서 공식적인 지도사

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선포되었다.72)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김정은의 권력승계과정에서 핵심적

인 사상적 자원으로 사용되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보다 구체적으로

김일성주의가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을 포함하는 것과 동일하게 김일성

-김정일주의 역시 이를 포함하는 새시대의 전일적 체계임을 설명한다.73)

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정치방식으로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

고 지적하시였습니다. 주체의 선군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

대한 혁명사상입니다. ... 주체의 선군사상에 의하여 완전무결하게 해결되였습니다.” (“주체의

선군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사상,” 로동신문, 2002년
4월 3일, 4면)

71)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관계에 관해 양무진은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은 김정일

시대에 들어 선군사상으로 대체되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을 계

승한 시대적 변용으로서 실천이데올로기 또는 담론의 기제로서 설명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의 논문들을 참조. 양무진, 2008; 부승찬, 2011; 김근식, 2014; 김창희, 2008.

72) 2012년 4월 11일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

로 당규약을 개정되었음을 선포하였다.

73)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로동계급 혁명사상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완성된 혁명사상으

로서 주체시대, 선군시대의 유일하게 올바른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으로 소개한다(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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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김일성주의를 계승하는 동시에 선군사상을 포함하는 김정일의 정치

사상 및 정치체계를 계승한다는 정치 및 사상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구상된 개념이었다(김창희, 2013). 이는 이후 김정일 애

국주의 등의 하위 개념들을 통해 보다 이론화되었고, 현재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림 4. 2000~2019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주요 지도사상 언급빈도

김일성시대로부터 사상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

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이러한 해석은 결국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같은 차원에서 놓고 이

를 창시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을 붙어 종합화하고 체계화하는 이론

화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만든다(김근식, 2014). 그러

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근본은 주체사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주

체사상의 세계관에 맞추어 사상, 이론, 방법을 구현하였음을 주장한다.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창시된 주체사상을 진수로 함으로써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사람, 인민대중을 모든것의 주인, 모든것을 결정하는 요인으

로 내세우고 ...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되게 되었

일, 201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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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 주체사상과 함께 그에 의하여 밝혀진 인민대중

중심의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을 포괄하고 그 사상리론들이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혁명사상이다. ,,,,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삶과 투쟁의 확

고부동한 신조로 간직하고 그 기치밑에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

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고 있다.74)

다음의 설명과 같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혁명, 선군의 혁명’

을 포괄하여 완성할 수 있는 이념임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볼 때

실천담론의 차원에서 ‘주체’와 ‘선군’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체’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이론적 근간으로서 발전되었던 것에 비하

여 ‘선군’의 개념은 실천담론의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정은정권 출범 이래 상기한 바와 같이 주체사

상을 기반으로 한 이론화, 체계화 과정을 거친 후 생활세계의 차원에서

사회조직 및 기관 등에 명칭으로 부여되어 공동체적 정체성의 기제로서

사용되었다.75) 2012년 일찍이 일본 조총련을 중심으로 한 ‘김일성-김정

일주의연구회’가 수립되었고,76) 2016년 노동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으로 부르기 시작했으며,77) 같은 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역시 ‘김일

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되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을 불패의 전위대오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됩니

다. 대회에서는 온 나라 전체 청년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74)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 로동신문, 2014년 4월 24
일, 3면.

75) 일찍이 부르디외(Bourdieu)는 고유명사, 제목, 기호 등과 같은 ‘명칭(nomination)이 사회현실을

구성하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Bourdieu, 2001). 이 외에도 언어 또는 명칭을 통

한 상징성의 창출, 행동양식의 규정, 공동체적 정체성 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Cohen, 1974; Jones, 1996).

76)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회 결성,” 로동신문, 2012년 05월 06일, 1면.
77) “오늘 우리 당은 세상에 유일무이한 수령의 당,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 위용 떨

치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력사에 특기할 승리와 영광의 대회: 조선로동당 제7

차대회 성대히 개박,” 로동신문, 2016년 5월 7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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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78)

하단의 표와 같이 2016년을 전후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대중에게

대대적으로 선전되다. 이는 새롭게 출범한 김정은체제가 점차적으로 안

정됨에 따라 ‘주체’로부터 이어지는 김정은의 정치사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사회조직과 같은 생활세계차원에 적용하면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연도 빈도수 연도 빈도수

2010 0 2015 7

2011 1 2016 42

2012 15 2017 20

2013 16 2018 11

2014 22 2019 35

표 13. 2010~2019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김일성-김정일주의’ 언급빈도

다) 당(조선로동당)

북한의 ‘조선로동당’(이하 조선노동당)은 북한사회 최고의 위상과 권한

을 지닌 기관으로서, 모든 기관과 단체 상위에 위치하는 권력의 원천이

라 할 수 있다. 북한 단독정권 수립 이후 현재까지 북한사회를 이끌어

온 ‘유일적’ 기관으로서,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 형성

의 역사성은 모두 조선노동당의 지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왔다고 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는 당·정·군의 권력

구도 속에서 당이 권력을 주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장달중·이

즈미 하지메 편, 2004: 9-58). 북한의 조선노동당 역시 국가정책과 관련

한 제반사항에 대한 결정 및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사실 노동당은

78)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사회

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6년 8월 29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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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선봉적이고 조직적인 의지의 표

현”으로서 개념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각 기관과 같은 국가기구를

지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북한 조선노동당이 작동하는 권한의 범위는 중국 또는 소련공산

당의 권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넓고 강력하다 할 수 있었다. 소련이나 중

국의 경우 당의 영도자로서의 역할은 견제 또는 타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79) 북한의 경우 당의 권한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기구 내 당위원

회와 별도의 존재로서 당중앙위원회 직속의 기관들을 설치하는 조직체계

의 개편과 함께, ‘유일사상체계’라는 북한 특유의 정치사상을 통한 사회

결속 또는 집단주의를 통해 당의 유일적 영도적 지위를 지속할 수 있었

다(장달중·이즈미 하지메 편, 2004: 43-44).

북한사회 내 당의 강력한 권력은 1970년대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게

되면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조선노동당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 집권당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은 지도사상의

측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주지하듯 맑스-레닌주의에서 주체사상으로

의 채택에 있다. 즉,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수령의 유일지도체

계에 기초한 당”으로서 조선노동당의 특수성을 집약적으로 설명할 수 있

다(이종석, 1993). 북한이 1948년 최초로 헌법을 공시하였을 당시, 헌법

내에 조선노동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주체사상이 성숙되고

김일성중심의 유일지도체계가 확립된 이후 개정된 1972년 헌법에서 조선

노동당이 주체사상의 작동자로서 설명된다.

[1972년 개정헌법]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

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

의 지침으로 삼는다. (장명봉 편, 2015)

이는 ‘주체형의 당’이라는 표현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1970년대 초반

부터 북한의 이론가들에 의해서 ‘주체형의 당’이라는 표현이 대중적으로

79) 소련의 경우 1930년대 스탈린하 대숙청을, 중국의 경우 1960년대의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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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는데, 이는 주체사상이 사회 지도이념으로 선포됨에 따라, 주체

사상을 기초로 한 개인과 사회의 건설의 주장 속에서 이를 선도하고 지

도하는 주체로서 조선노동당이 위치하게 되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당은 공산주의 운동안에서 나타난 각양각색의 기회주의와 종파주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사본주의사상과 봉건유교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초석인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웠으며 오랜 세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바라던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고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가장 견고하고 생활력있는 완전

한 통일단결을 이룩하였다. ,,, 이 모든 위대한 승리들은 그 어떤 잡사상도,

분파도 허용하지 않는 주체형의 당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장구한

투쟁과정에 이룩된 우리 당과 혁명의 가장 귀중한 전취물이다. ... 영생불

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

성동지의 당, 영광의 당을 따라 투쟁하며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

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80)

이와 같이 주체사상의 지도사상으로서의 선포와 함께 조선노동당은

주체사상을 사회전반부에 전파하는 한편 이를 통한 사회구성원들의 사상

적이며 실천적인 일체화 및 결속을 이루는 존재로서 설명되었다. 지도사

상으로서 주체사상의 지향은 곧 최고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 충송으로

귀결되는데, 이를 실천적인 차원에서 작동시키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선노동당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주체사상

과 유일지도체계를 결합시켜주는 물질세계 차원의 주체가 바로 ‘주체형

의 당’으로서 조선노동당이라 할 수 있다(이종석, 1993:41-42). 노동당에

대한 위상은 1980년대 대중적인 사회구호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결합되어 최고지도자인 ‘수령’과 ‘인민’을 연결해주는 ‘혈관’이자 ‘신경’으

로 설명되었고, 이에 따라 수령-당-인민의 유기체적 결속 또는 일체화가

보편화되었다.

80) “주체의 기치높이 투쟁하며 승리해온 당,” 로동신문, 1975년 10월 3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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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

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게 됩니다. ... 개별적 사람

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것처럼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

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입니다. ... 개별적인 사람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사

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여 당과 운명을

같이하게 될 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조

직과 당이 령도하는 사회정치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조직사상생활에 적

극 참가함으로써만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의 혈연적인 련계

를 공고히 하고 자기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습니다.81)

‘사회정치생명체’론은 사회를 아버지로서 수령, 어머니로서 당, 자녀로

서의 대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대가정’82)에서 나아가, 사회는 수

령을 ‘머리’로 하여 당과 대중이 하나의 ‘몸’으로 함께하는 일체화된 존재

로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은 ‘당’의 영도를 통해 “사회정치적 생

명체의 중심인 수령과의 혈연적인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

다.83) 이에 따라 수령-당-대중의 사회적 연대는 근대사회의 게젤샤프트

적 개념은 철저히 배제된, 혈통중심의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적

인,84) 또는 두터운(thick)85) 관계성을 형성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북한

사회 내 구성원들은 ‘하나의 유기체적 생명체’ 속 ‘세포들’로서, 머리인

81)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들과 한 담화 (1986.7.15.),”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82) 대가정론은 1960년대 김일성 중심의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하는 과정 속에서 대두된 논의로, 혈

연관계보다 ‘수령-인민’의 관계를 더욱 강조하며 사회적 일원화를 주장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문장순(2017)의 글을 참조.

83)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들과 한 담화 (1986.7.15.),”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84) 퇴니스(Ferdinand J. Tönies)는 사회적 연대를 본질의지로서 전통, 종교, 관습, 혈통 및 정서

등이 결합된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공동 사회)와, 선택의지로서 이성, 계약, 수단 등을 통

해 결합된 게젤샤프트(gesellschaft, 이익 사회)로 나누어 설명하였다(Tönies, 2017[2003]).

85) 존 리(John Lie)는 정체성 연구에서, 고대 사회는 혈통,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두터운 정체성

(thick identity)을 통해 개인 정체성이 형성되었으나, 근대사회로 넘어오며 지역 유동성, 혈통

(가계)의 파괴 등에 의해 개인 정체성이 점차 얕은 정체성(thin identity)로 변화하였다고 설명

한다. 정체성과 관련된 논의는 존 리(Lie, 2020[2004)의 논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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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을 구

현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북한사회의 사회정치생명체론은 1986년 김정일을 통해 제시되어 1980

년대 후반 논문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강조되었다. 그

러나 1990년대 이후 이와 관련된 담론의 활용은 확연히 줄어들게 되었

다.

날짜 기사제목 쪽

1986.07.25.
조선은 수령과 인민대중이 혈연적으로 련결되여있는 하나의 정치

적생명체이다
4

1987.05.17. 주체사상이 밝혀준 사회적생명체와 그 중심에 대한 새로운 원리 2

1987.07.25. (수필)하나의 생명체 4

1987.09.15. 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 2

1987.10.16.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수령과 대중의 혈연적 관계 2

1987.10.28.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 2

1988.01.30.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공고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구
2

1988.07.14.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결합된 자주적인 사회정

치적 생명체
2

1988.08.16.
집단주의원칙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공고발전시키는 위력한 수

단
2

1992.08.19. 사회정치적생명체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도덕이 노는 역할 2

1994.06.02. 억센 생명체로 2

표 14. 1980~2019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사회정치생명체’ 포함 기사

결과적으로 북한의 ‘당’은 기능주의적으로 볼 때, 사회 내에서 최고지

도자인 수령의 의지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인민을 동원하는 역할의

수행자이지만, 담론의 공간 속에서는 수령과 인민과 함께 일체화되어 통

일적으로 움직이는 결합적 ‘생명체’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당’은 조직적 측면에서 혈관 또는 신경으로서, 사

회를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 제반사안에 대한 정책적 지시

및 지도의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현실적 차원에서 북한 사회 구성원들

에 대한 집단적 결속 및 일체화를 구현하는 존재로서의 함의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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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라) 군(조선인민군)

북한사회에서 군대는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 ‘당의 영도

적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장달중·이즈미 하지메

편, 2004: 50). 당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무력 자원으로서 군의 존재는 사

회주의 일반의 조직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의 인민군이 노동당으로

부터 구별되거나 이원적 관계로서 존재하다가, 당의 통제하에 작동되는

‘당의 군대’로서의 위치로 안정화된 시기는 김일성의 권력체계가 공고화

되기 시작하거나 확정된 1960년대~1970년대라고 할 수 있다.86) 중요한

점은 북한사회에서 건당과 건국은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왔

고, 북한의 ‘군’은 단독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대까지 북한사회 내에서 매

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자들에게 북한사회 내 ‘군’의 정치적·사

회적 위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된 것은,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북한

사회 전면에 공포하게 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북한사회 내 경제침체와 기근현상의 심화 등

으로 인해 사회가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자, 김정일은 ‘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결속의 동력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선포와 함께 ‘선군정치’는 김정일정권의 정치노선을 대변하는

핵심개념이 되었고, 이는 주체사상을 계승하거나 포함·발전시키는 사회

의 지도사상으로서 부상하게 되었다.87) 이에 따라서 ‘군’의 개념은 기존

의 당이나 수령의 지도에 대한 권위와 권력의 작동을 유연하게 하는 하

위체계로서의 작동이었다면, 선군사상의 선포 이후 ‘군’은 수령의 선도에

86) 연구자들에 따라 시기별 차이는 있으나, 당과 군의 관계가 상호 경계로부터 당 장악의 군 체

계로 전환된 주요한 지점을 김일성의 권력장악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김일성 중

심의 권력구도 확립시기의 고려에 따라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당과 군의 이원적 관계

가 당의 군대로서 변화하였다고 주장한다(서동만, 2005: 801-825; 와다 하루끼, 2002; 백학순,

2011).

87)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기화 담론 기제 중 ‘최고지도자’의 김정일 부분에서 논의하

고 있다. 내용의 중복으로 본 절에서는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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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당’의 지위와 동등하거나 아니면 이를 상회하는 사회 결속의 기제

로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나는 우리 나라가 처한 특수한 환경으로부터 선군혁명령도원칙을 내놓

고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

의 강군으로 만들었으며 전체 인민이 혁명적인 군인정신을 따라 배우 혁

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당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

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 나가도록 하였습니다.88)

김정일은 인민군 중시 정책 속에서 1998년 최고지도자로서 국방위원

장의 직함을 새롭게 부여받고, 최고지도자가 직접 조직개편 및 인사에

적극 개입하고 조직을 통제하는 ‘수령의 군’으로서 인민군의 위상을 변화

시켰다. 이에 따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집단결속의 정치사상의 구

호는 내용은 주체사상을 통한 일체화로부터 ‘전군주체사상화’로 변화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군건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천리혜안의 예지로 깊이 통찰하시고 자위적국방력

의 핵심인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일찌기 전군

주체사상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

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높이는데 정력적인 지도와 로고를 바치시였다.89)

이에 따라 북한사회 내 ‘수령-당-인민’의 일체화 도식은 2000년대 이

후 군에 대한 강조를 통해 ‘수령-당-군-인민’의 일체화 도식으로 변화하

게 되었다.

마) 사회주의(및 공산주의)

88)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

군들과 한 담화(1999.1.1.),” 김정일선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89) “불패의 선군사상의 기치 따라,” 로동신문, 2001년 4월 9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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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듯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회주의

이념하에서 주민들을 결속하기 위한 다양한 담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

다. 사실 사회주의는 반(反)개인주의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부터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정 국유화 및 계획경제를 의미하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된다(한승대, 2012). 북한의 사회주의는 상기한 바와 같이 초기 소련

의 사회주의 개념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스탈린의 해석을 주로 따라서

북한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국가에 포위된

세계사회의 환경 속에서 강력한 국가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권력의

강화를 통해 자본주의 및 제국주의와 같은 국내외 반발 세력으로부터 개

별단위로서 국가 또는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양정윤,

2013). 따라서 위로부터 아래로의 혁명이 주장되었으며, 그 목적은 프롤

레타리아 계급의식의 구축 및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북한 단독정부가 수립될 당시인 1948년 북한의 헌법에서 사회

주의 사상에 대한 명문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당시 한반도의 정치

적·역사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직후 한반도 내 근

대국가건설에 관한 논의에서 좌우 이념대립보다 중시되었던 것은 봉건주

의적 요소를 제거하는 탈식민주의 근대화로의 지향이었다. 이에 따라 국

내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의 단계를 사회주의 발전단계 초

기로서 인민민주주의의 정착단계로 설명하고, 초기 헌법 구상에서 ‘맑스

-레닌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를 그 핵심에 두게 된 것이었다. 북한은

당시 ‘사회주의 단계설정’에서 ‘공산주의’를 사회 단계의 최상위로 규정하

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시기, 즉 사회주의 전단계

를 포괄하는 역사적 시기로 파악하는 ...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및

사회주의적 제도의 수립”이 필요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북한사회의 현재

를 평가하였다(한승대, 2012). 사회주의 이론에 따른 북한사회의 자기인

식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논의는 1967년 김일성의 담화 “자본주의

에서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 독재문제에 대하여”이다.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를 옳게 해명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

리의 이러한 구체적현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념두에 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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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과도기를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 보는 것은 너무 지나

치며 사회주의까지로 보는 것이 옳다고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혁명이 승

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곧 과도기가 끝난다고 보는 것은 잘못입

니다. ...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없

어지고 중산층, 특히 농민대중이 우리를 적극지지하게 되여야 비로소 이루

어질 것입니다. 농민들이 로동계급화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우리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 것은 확고한 것으로 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동요성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90)

북한의 사회주의 관련 논의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사회주의 완전승

리’(또는 ‘사회주의 완성’, ‘사회주의 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김

일성은 북한사회를 과도기적 단계로 표현하고 북한사회의 지표를 ‘공산

주의 높은단계’로 가기 위한 ‘사회주의 완전승리’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1) 착취계급의 일소,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 낡은 사상의 타파 등이 성취

된 전사회의 혁명화 및 노동자계급화, 2) 협동조합적 소유가 전 인민적

소유로 성장전화하고, 도시/농촌 및 노동자계급/농민 사이의 차이가 철

폐된 무계급사회의 건설, 3) 사회주의의 물질적 및 기술적 토대가 준비

되고 생산력이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의 수준에 도달하여 노동자 생활수

준이 과거 중간계층 생활수준 이상으로 향상, 4) 중산계층의 동요가 사

라지며 전 인민의 실생활을 통한 사회주의의 진실한 우월성 확신 등이

확보된 것을 의미하였다(주봉호, 2000). ‘사회주의 완전승리’에 대한 논의

는 이후 점차 구체화되어 1970년대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공업화’, ‘농촌

에서의 전인민적 소유’, ‘농촌의 사상·기술·문화혁명’을 이루는 것으로 설

명되었고, 1980년대 이후 사회 유기체론과 더불어 ‘사회정치적생명체’ 논

의가 부상함에 따라 ‘사회정치적 평등’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확장 논의로

이어졌다.

이는 또한 ‘우리식 사회주의’ 논의와 결합하였는데, 1978년 12월 김정

일이 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 회의에서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

90)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당사상사

업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67.5.25.),”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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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는 담화 내 “우리 식 대로 살아나가

자!”라는 구호를 언급하며, 북한 사회주의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자주적

논의로 나타난 것이었다(곽승지, 1998). 이후 김일성이나 김정일 담화에

서 강조된 ‘우리식’의 표현은 ‘사회주의’와 결합하여 1980년대 말 ‘조선식

사회주의’, ‘우리의 사회주의’ 등의 표현으로 구현되다가, 1990년부터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표현이 전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91)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논의를 통해 주체

사상의 구현으로서 설명되었고, 이를 통해 ‘수령-당-대중’을 연계·결합하

는 논의를 이끌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수령, 당, 대중

이 일심단결된 우리식 사회주의” 등을 강조하며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로

서 주체사상의 특수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사회 내부의 결

속을 강화하는 논의로서 사용되었다(곽승지, 1998: 179).

오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아래에서 공산주의적도덕기

풍은 더욱 높이 발양되고 있습니다. 수령과 전사, 당과 인민이 일심단결되

고 사람들이 친혈육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 주며 하나의 화목한 대가

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정신도덕분야에서의 주체사상의 빛

나는 승리를 보여 주는것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는것입

니다.92)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은 그 무엇으로서

깨뜨릴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짓부수고 조국의 자주적 통

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여야 합니

다.93)

91) 김정일,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행한 연설(1990.5.30.),” 김정일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92) 김정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동신문》에 발표한 담화(1995.12.25.)” 김정일선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93) 김정일,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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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논의를 볼 때, 우리식 사회주의는 또한 세계사회 차원에서 적

대세력인 제국주의자와 투쟁하는 대항적 주체로서의 함의도 포함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는 지키고 수호해야 할 존

재이며, 국제사회 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집단적 자기인식의 주요기

제로서 사용되었다(곽승지, 1998: 179).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는 ‘경제건설’의 논의와 연결되기도 하였다. 이

는 ‘우리식 사회주의’나 ‘사회주의 완전승리’ 담론 모두에 적용되는 논의

로서, 북한의 자주적 경제건설 논의인 ‘자력갱생’ 개념이 북한의 “사회주

의 경제건설”을 설명하는 핵심개념으로 설명되었고, 이는 곧 ‘우리식 사

회주의’를 구성하는 주요 담론이자, ‘사회주의 완전승리’로의 이행을 가능

하게 해주는 실천 담론으로 사용되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끊임없이 앙양을 일으키는것이 우리 식 사회주

의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 모든 당원들

과 근로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혁명적 구호를 높이 들고 자

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

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

으켜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

다.94)

따라서 북한의 사회주의 담론은 북한사회 내부적 논의로서, 맑스-레

닌주의를 기반으로 한 원론적 또는 변형적 의미에서 계급투쟁을 통해 프

롤레타리아 독재사회를 건설하여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구축한다는 이론

적 담론에서, 점차 주체사상과 결합하여 수령-당-대중을 결합한 사회 내

부의 집단적 결속 및 일체화 담론의 기제로 사용되었다. 사회 외부적으

로는 세계사회 내 제국주의 또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들과 대항하고 경계하여 북한사회를 수호하는 자기인식의 기제로서 사용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서 이는 경제 담론과도 연계되어 발

94)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근로자 제7호(1991), 3; 곽승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논리에 대한 고찰: 체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권 제1호
(1998), 18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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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 노동력을 고취하고 사회 전반의 산업

을 부흥시키는 사회동원담론의 기제로서도 사용되었다.

바) 주체

북한 ‘주체’의 개념은 초기 사상적 지위를 가지고 소개된 것은 아니었

다. ‘주체’가 북한사회에서 공식적인 담론으로서 최초 언급된 것은 앞서

논한대로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의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를 통해서였다. 김일성이

여기서 언급한 초기 ‘주체’의 표현은 북한 대내외적인 환경에 따른 정권

불안정의 요소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사회 외부적으로는, 1953

년 3월 소련 스탈린이 사망하며 그를 중심으로 한 소련 권력체계가 불안

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파

와 갑산파, 친소련 계열인 소련파, 친중국 계열인 연안파가 경쟁적인 권

력구도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중심의 권력체계를 지

향한 김일성은 먼저 1955년 4월 4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계급교양’

의 강화, ‘당내 종파주의적 요소’를 없애기 위한 ‘투쟁’ 등을 강조하며, 소

련계, 중국계, 남한계 인사들에 대한 경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

오늘 우리 당내의 혁명활동가들은 쏘련, 중국, 남반부 등 여러곳에서 왔

거나 혹은 국내에서 투쟁한 사람들로써 구성되여있는데 흔히 종파분자들은

이 것을 자기의 종파적 목적에 리용하려고 합니다. ...

남반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남반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의 대표적인물이라고 자처하여 나서는자들도 있습니다. ... 지난 시기 리

승엽이 이런 식으로 일부 남반부에서 온 동무들을 롱락하였습니다. ...

쏘련에서 나온 사람들중에서는 허가이 같은자를 실례로 들수 있습니다.

허가이는 마치 쏘련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대표적인물인 것

처럼 자처하여 나섰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중에서는 박일우 같은자를 대표적으로 들수 있습니

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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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를 통해 남로당계 강문석과 연안계 방호산이 숙청되었고, 빨치

산파와 갑산파의 당내 입지가 강화되었다(서동만, 2005: 517-519). 김일

성을 중심으로 한 당내 권력구도는 1955년 ‘주체’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주장된 것이었다.

...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 모든 사상사업

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쏘련공산당의 역

사를 연구하는 것이나, 중국혁명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나, 맑스-레닌주의

의 일반적원리를 연구하는 것이나 다 우리 혁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 쏘련에서 나온 사람들은 쏘련식으로,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은 중국

식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쏘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

면서 싸웠습니다. 이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 우리나라의 역사도 우리

인민의 전통도 무시하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 인민의 각오정도도 고려함이

없이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교조주의의 과오를 범하게 될 것

이며 혁명사업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96)

1950년대 초 당 선전선동부는 대부분 소련계가 담당하고 있었다. 당

및 정부 기관지의 주필 역시 소련계가 주로 포진하여 사회전반적인 사상

선전 및 선동을 주도하였다.97) 이는 소련의 맑스-레닌주의를 북한 내부

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러시아어 및 관련 지식이 우월한 소련계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을 쇄신하여 권력구도를 재편하기 위한 김일성은 마오쩌둥의 정풍운동

95) 김일성, “사회주의혁명의 현계단에 있어서 당 및 국가 사업의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조선로

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55.4.4.),”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96)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97) 당시, 당기관지인 로동신문과 근로자 주필은 모두 소련계였고, 정부기관지인 민주조선,

인민의 주필은 역시 초기 1951년까지 연안계가 주류였으나, 이후 소련계인 기석복, 장하일이
맡고 있었다(서동만, 2005: 52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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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整風運動)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종파주의와 형식주의 등을 비판하고,98)

새로운 ‘주체’의 개념을 제안하게 되었다 할 수 있다. 당시 당 쇄신의 차

원에서 김일성이 직접적으로 비판했던 대상은 박창옥과 박영빈 등 소련

계 인물이었다. 이에 따라 소련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으나, 이는 당 사

상사업의 차원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권력구도의 변화는 가시적

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볼 때, 1955년 김일성이 언급한 ‘주체’의 의미는 외세로부

터의 ‘자주성’의 확립으로 볼 수 있었다(곽승지, 2006: 70-127). 외교적으

로 국가주의 노선을 취함으로써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강국인 소련과 중

국 등으로부터 보다 독립된 국정운영의 의지를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담화 속에서 직접적으로 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

‘자주권’을 확보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주의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국제주의의 기조를 잃지 않는 동시에, 대국인 소련,

중국과의 직접적인 외교적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김일성의 전략적 행위

였다고 볼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건립된 북한사회의 이념

적 건설과정에서 ‘국제주의’는 중요한 이념으로 설명되었다. ‘주체’를 중

심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던 김일성이 국제주의와 주체, 애국주의가 배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지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다

음의 내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체를 세우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주의와 애국주의에 대해서 말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주의와 애국주의는 서로 뗄수 없는 문제입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

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로동계급의 국제주의와 배치되지 않을뿐아

니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을 사랑하는 것은 곧 쏘

98) 당원을 교육하고, 당조직을 정돈하며, 당의 기풍을 쇄신하기 위한 것으로 마오쩌둥은 정풍을

“사상작풍(思想作風)과 공작작풍(工作作風)을 정돈하는 것”이며, “전당(全黨)의 비판과 자기비판

을 통하여 마르크스주의를 배우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마오쩌둥은 1942년 중국 공산당 내부에

서의 사상 방법상의 주관주의, 공작 방법상의 종파주의, 표현 방법상의 공언(空言, 또는 형식)

주의의 극복을 외치고 올바른 마르크스-레닌주의 활동 방법의 확립을 위한 길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이후 1948년, 1950년, 1957년 등 대규모의 운동이 벌어졌다(서동만, 2005:

52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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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과 사회주의진영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 쏘련과 사회주의진영을 사랑

하는 것은 곧 조선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국제주의에 충실할 수 없으며 국제주의에 충실치 못한 사람이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에게 충실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애국주의자는 곧 국제

주의자이며 또 진정한 국제주의자는 곧 애국주의자입니다.99)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던 북한의 입장에서 전면적인 자

주노선을 드러내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당 내부의 해외파 세력

들을 경계하며 김일성 주도의 사회건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로부터

독립되면서도 배치되지 않는 중재적 역할의 새로운 개념이 필요했을 것

으로 보인다. 당시 김일성은 해외파, 즉 소련파와 연안파의 반대에도 불

구하고 중공업개발과 농업협동화를 중심으로 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경제개발의 관점 차이를 넘어 파벌에 따

른 권력투쟁의 성격을 띄며 논쟁의 쟁점으로 부상하였다(최정호, 1990:

65-95).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체’의 표현은 이들 대내외적 상황을 중재

하며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적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곽승지, 2006:

70-127).

북한사회에서 ‘주체’의 개념이 ‘주체사상’으로 발전되어 체계화되기까

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1955년 언급된 ‘주체’의 초기 표현이 단

순히 ‘자주화’에 대한 중재적 표현이었다면, 이후 사용된 ‘주체’에서는 보

다 많은 정치적 함의와 사회의 공동체적 이상을 담기 시작했다 할 수 있

다. 최초의 ‘주체’는 앞서 논의하였듯 ‘사상에서의 주체’를 의미하였고, 이

는 자주화에 대한 현실사회 내의 정치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분명하게 표명된 김일성의 주장은, 이후 1956년 유명한 ‘8월 종파사

건’을 계기로 강력하게 구축된 정치적 입지를 통해 사회체제 내에 보다

조직적으로 침투될 수 있었다.

1956년 소련에서는 개인 우상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며, 스탈린

99)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1955.12.28.),”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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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여론이 급증하였다. 1953년 3월 스탈린 사후 권

력을 잡은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식의 공포정치 및 국가주의 기조를 비판

하며 서방 국가들과의 평화공존 노선을 취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노선의

변화가 1956년 2월 13일 소련공산당 20차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의 비리,

범죄를 낱낱이 폭로한 전면적인 비판을 통해 나타났다. 이는 국제 사회

주의국가연대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러한 대외적 변화에 따라

북한 내 김일성 중심 권력구도의 비판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게 되었다

(김난희, 2008). 김일성이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원조자금

을 지원받기 위해 해외순방을 나간 틈을 타, 김일성 반대파들은 김일성

개인지배체제를 혁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1956년 8월 당중앙위원

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실행하고자 하였다. 당시 상업상이었

던 윤공흠이 개인숭배 문제를 비판하고자 하였으나 김일성 지지파에 의

해 곧바로 제지되었고, 이는 소련파와 연안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으로

연결되었다(김난희, 2008: 17; 정일영, 2018: 220-239). 윤공흠, 최창익, 박

창옥 등이 이에 출당되거나 당직에서 박탈되었다(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56: 12-17).

권력 장악을 바탕으로 김일성은 사회조직을 통한 중앙통제를 강화해

나갔다. 1956년 8월 전원회의 이후, ‘공개공판’을 통해 각 지역 내 ‘반혁

명분자’를 축출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1958년부터 2년여간 진행된 ‘중앙

당 집중지도사업’을 통해 당내 반대파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숙청을 단

행하였다(정일영, 2018: 227-239). 이러한 일련의 정권강화 행보는 6.25전

쟁 이후 북한에 머물던 중국인민지원군이 1958년 완전히 철수하였고,

1950년대 말부터 중국과 소련의 갈등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였기

에 가능할 수 있었다(이종석, 2000: 148-149). 이를 통해 산하기관을 통

한 중앙통제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갔다. ‘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협의

적 구조를 형성했던 사회단체들은 준국가기관으로 전락하였다. 6.25전쟁

이후 직업동맹의 위원장 서휘가 숙청되면서 ‘직업동맹(직맹)’의 지위는

중앙통제하에 들어갔다. 1958년 중앙당 지도사업을 통해 국가단체로서

‘직맹’의 지위는 재정립되었다. ‘민주청년동맹(민청)’ 역시 1956년 11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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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회를 통해 당정책에 부합하도록 규약을 새롭게 정비한 후, 1964년

5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며 국가산

하기관으로서 당정책에 준한 청년의 조직생활을 지도하고, 정치사상 교

육을 담당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지위를 차지하였다. ‘조선농민동맹(농맹)’

의 경우, 6.25 전쟁 이후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다가 1965년 ‘조선농업근

로자동쟁(농근맹)’으로 재정비되고 나서야 국가산하기구로서 일정정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이종석, 2000: 148-149).

김일성 중심의 권력구도의 확립에 따라 전사회적인 개인지배의 체제

가 제도화(systemize)되고, 일상생활에서 개인 차원의 사회화(socialize)

가 이루어졌다(Lockwood, 1964). 이러한 ‘유일지도체계’가 전사회적으로

확립될 수 있었던 구체적 계기는, 1967년 5월 4-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통해서였다(이종석, 2011; 정일영, 2018;

이우영, 2006: 128-176).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주성 및 혁명전통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 ‘주체’ 개념의 대두와 함께 김일성을 중심으로 강

조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인사

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단행되었다. 당시 박금철, 김도만, 고혁 등은

사상, 문화 분야의 책임자들이었고, 대남공작 총책은 리효순이었는데, 이

들이 김일성 절대권력의 수립보다 민주집중제를 옹호한 것이 발단이 되

었다. 이들은 김일성의 행적을 국가 건립의 유일기초로서 추대하는 ‘항일

혁명전통’의 강조와 수립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보다는 ‘사회주의

적 애국주의’에 집중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발한 김일성은 전원회의

를 통해 이들을 당 내 “부르주아 사상, 수정주의 사상, 봉건 유교 사상,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와 같은 온갖 반혁명적

사상”을 퍼뜨린다는 구실로 제거하였다(이종석, 2011: 45-50). 숙청의 대

상은 1956년 종파사건을 통해 연안파, 소련파가 제거된 이래 당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던 ‘갑산파’로서, 조국광복회 출신들이었다. 이는 김일성

을 지지하고 있던 두 핵심적인 정치세력이었던 ‘갑산파’와 ‘빨치산파’ 중

하나를 제거한 것으로서, 권력을 김일성 개인에게 집중시켜 보다 강화된

개인지배체계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특단의 조치였다(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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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2000: 427-430).

김일성 유일체계가 확고하게 자리잡게 된 계기는 대내적인 정치적 권

력구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존재한 국제관계의 영향도 존재한다. 당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북중관계는 1960년대 중반 흐루시초프의

실각과 브레즈네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소련 지도부에 대한 입장 차

이, 그리고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중국 지도부와의 견해 차이 등으로 인

해 점차 냉각되었다. 이는 1967년 중국 문화대혁명을 계기로 갈등상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당시 북한의 개인숭배 정책에 불만을 가진 중국 홍위

병들은 북한 지도부를 수정주의자라 비판하자, 북한은 이에 대한하여 중

국을 교조주의자, 종파주의자로 비판하며 갈등이 고조되었다(이종석,

2011: 38-71). 뿐만 아니라, 당시 중소분쟁 속에서 국제사회 내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내 북한에 영향

력을 행사하는 중국, 소련을 비롯한 외부세력들의 북한 내 영향력이 약

화되면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체계의 구축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이 안정화되며 ‘주체사상’이 공포되었다. 주체사

상은 기본적으로 4대 자주노선을 상정하고 있다.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

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가 그것으로, 1950년대

‘주체’에 대한 언급이 있은 후 10여년이 지나 완성되었다(이종석, 2011:

23). 1955년 12월 28일 사상사업에서의 ‘주체’가 최초로 논의된 이후,

1956년 12월 ‘경제에서의 자립’, 1957년 12월 ‘정치에서의 자주’, 1962년

12월 ‘국방에서의 자위’를 발표하였고, 외교와 관련해서도 1966년 10월

‘자주’노선을 발표하며 주요 노선이 정리되었다. 주체사상의 4대 자주노

선은 1965년 4월 14일 반둥회의 10주년을 통해서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당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김일성이 사회과학원에서 연설하며 다음과 같

이 설명하였다.

우리 당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하

여 견결히 투쟁하는 것과 함께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

우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왔다.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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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이 것이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립장이다. ...

우리 당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

왔다. ... 근로자들의 계급적각성과 정치사상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그들

속에서 공산주의교양을 당정책교양 및 혁명전통교양과 결부하여 힘있게

진행하였다. 정치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이며 이 것은 당사업의 기본이

다.100)

주체사상이 ‘사상’의 지위로서 정식 선포된 것은 1967년이 되어서였다.

‘주체사상’은 1967년 12월 ‘제4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가적 지

도사상으로 공포되었는데, 당시 제4기 대의원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

들과 국정운영방안을 결의하며 발표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의 10

대 정강 중 하나로 소개되었다.

첫째,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모든 부문에 걸쳐 훌륭히 구

현함으로써 나라의 정치적 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우리 민족의 안전한 통일

독립과 번영을 보장할수 있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도록 나라의 방위력

을 강화하기 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할것입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

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

부동한 지침입니다.101)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사상이자 유일사상으로 설명되었다.102) 이를 확

립하기 위한 광범위한 대중적 선전과 학습, 행사와 의식이 정례화되었다.

100)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1965.4.14.),” 
김일성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101)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1967.12.16.),” 김일성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527-584.
102) “...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인 우리 당의 이 주체사상을 ...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 (“수령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주체사

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1967년 12월 19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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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부터 ‘수령’에 대한 ‘위대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학습자료와 담론들,

그리고 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충실성 교양’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이종석, 2011: 48).

우리 당내에는 당의 이 유일한 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외

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이 있을수 없다. 오직 우리 당의 이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우리는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혁명할수 있다.103)

개인숭배체계가 확립되며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1974년 이는 ‘김일성주

의’로 명명되었다. 이는 1970년대 김정일의 후계자구도 확립과 함께 이루

어졌다. 이는 1970년대 기존의 북한 지도층이 점차적으로 노령화되며 새

로운 정치적 혁신이 필요함에 따라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북한사회가

점차적으로 제도적 안정화를 이루는 시기, 사회주의 경제체계 하에서 점

차 쇠락하는 경제적 난관을 타개하고 새롭게 사회적 단결과 추동의 힘을

구비할 필요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1960년대 중반부터 나타났

는데, 1964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배치된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일

사상확립을 주장하며 권력구도 재편에 힘쓰기 시작하여 1967년 5월 박

금철 등 당내 지도자들을 유일사상에 배타적이라는 이유로 숙청하고(이

종석, 2011: 86-90), 문학, 예술, 출판 등 선전선동의 주요 실무를 장악하

고 김일성 개인숭배 캠페인을 주도하였다. 1973년부터 주체사상이 ‘김일

성주의’로 소개되기 시작하여 1974년 10월 26일 동경의 ‘주체사상과학토

론전국집회’를 통해 정식화가 이루어졌다(이종석, 2000: 165-167).

이를 통해 주체사상은 곧 김일성주의와 같은 의미로서 변질·통용되게

되었다(강동완·김현정, 2015). 이후 주체사상은 1982년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을 통해 그 논의의 이론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

다.104) 이후 1985년 조선로동당 창건 40주년을 기념하여 ‘주체사상 총서’

103) “당의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확고한 통일단결은 우리 다 건설의 초석이다: 당중앙위

원회 제5차전원회의 15주년을 맞으며,” 로동신문, 1967년 12월 19일, 2-3면.
104) 주체사상 이론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을 통해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양재

인 외(1990), 이종석(2000), 김연각(1992), 안찬일(1997), 고유환(1993) 등의 연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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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권이 발간되었는데, 총 3,000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 지도원칙,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인간관, 경제발전 등

사상, 이론체계, 실천방법을 아우르는 이론서로서 출판되었다. 이를 통해

맑스-레닌주의를 기본으로 자주적 사상을 주창했던 북한의 사회이념은

점차적으로 수령을 우상화하고 이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개인숭배사상

으로 굴절되었다(이종석, 2000: 162-167).

사) 자주(성)

‘자주’ 또는 ‘자주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체사상의 핵심테제라

할 수 있다. 주체사상과 함께 볼 수 있는 ‘자주’의 의미는 철학적 차원,

외교적 차원, 사회적 차원, 한반도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철학적 차원에서 볼 때,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 전제되어 있

다. 이에 따라 주체사상에서 자주성은 철학적 차원에서 인간에 대한 제

일의 속성으로 설명된다. 인간의 속성으로 설명되는 자주성은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속을 반대”하는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

을 설명하는 테제로, 환경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하여” 개척하고

변혁하는 인간의 적극성을 설명한다. 이에 자주성을 통해 주체사상은 인

간이 “세계의 주인”임으로 끊임없이 환경과 투쟁하며 개척할 것을 요구

한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존재, 자주적인 사회적 존재입니다. 자주

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105)

105)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 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론문, 1982.3.3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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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외적 차원에서 ‘자주’의 개념은 북한의 사회주의근대국가 건설

기부터 강조된 내용으로, 국제질서 속에서 북한이 대내적 사회체계를 구

축에 대하여 주변국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세계사회 내에서도 타국들과

평등한 관계 속에서 활동할 권리를 주장하는데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소련 및 중국 등 주변의 대국들로부터 북한정권

의 사회체제 구축에 대한 독립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

한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대외적 차원에서의 자주독립’의 의미로 ‘자주’

에 관한 담론이 사용되는 것은 해방직후부터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

다.106)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등 제국주의에서 탈피한 제3세계

국가들의 민족독립의 의미로서 보편적인 근대국가 건설의 측면에서 논의

된 일반론의 관점이었다. 당시 논의된 ‘자주’는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프

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상충되지 않도록 상당히 유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김성배, 2016). ‘자주독립’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일환으로 설명되면

서 사용되었는데, 이는 자본주의 진영에서 말하는 민족주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민족에 상응하는 개별적 배타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제국주

의에 대한 대항적 개념임이 강조되었다.

공화국의 창건과 중앙정부의 수립은 우리 조국의 완전자주독립과 국토의

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첫 승리에 불과합니다. ... 진정한 애국주

의 사상은 국제주의정신과 분리할수 없습니다. ... 자기 조국을 사랑하며

자기 조국의 혁명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침략자들과 착취자들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해방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동시에 ...

국제반동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전세계자유애호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107)

106) 다음의 내용은 노동신문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완전 자주독립국가건설과 국토의 완정은

오직 조선인민만이 보장할 것이며 또 반드시 쟁취하고야 말것입니다,” 1949.01.06., 2면; “조선의

자주독립을 옹호한 위대한 쏘련의 외교가들,” 로동신문, 1949년 1월 12일, 2면; “외세 의존을
배격하고 민족 자주성을 고수할 것을 호소,” 로동신문, 1963년 4월 26일, 3면 등.

107) 김일성,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은 민청단체들의 기본임무: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3차대

회에서 한 연설(1948.11.13),”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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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체’의 확립이 강조되면서 ‘자주’의 의미는 사회주의연대 국

가들과의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국가를 단위로 한 배타성이 점차 강화

되었다.

매개 나라가 자기 식대로 살아나가야 자주성을 견지하고 경제를 빨리 발

전시킬수 있습니다. ...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

라의 좋은 경험과 기술도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것은 받아들이지 않

습니다. ...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고 모든것을 우리 나라 실

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해왔기때문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자주

적인 사회주의나라를 건설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

로나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있으며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습니

다.108)

초기 ‘자주성’의 내용이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의 민족독립의 측면에

서 강조되었다면, 주체 및 주체사상이 선전되면서 그 안에서 주장하는

자주성의 내용은 중국과 소련 등 사회주의연대 국가들로부터의 분리와

독립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가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김정일의 “주

체사상에 대하여” 논문을 살펴보면, ‘정치에서의 자주성’을 설명하면서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국제사회 내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대외관계가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

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그 누구도 남의 자주권을 침

해하지 말아야 하며 또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 우리 나라는 령토완정과 주권에 대한 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108) 김일성, “꼴롬비아 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일행과 한 담화(1979.5.4.),” 김일성저작집 3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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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들과 협조하는 방침을 견지하고있습니다.109)

대내적 차원에서 자주성은 김일성이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하는 것이 되었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유일사상과 개인독재체제

의 확립을 드러내는 주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기치 하에

서 자주성은 대내적 차원에서 김일성의 지휘권 확보를 의미하고 있다.

이는 주체사상에서 정치적 자주성의 설명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지

고 자신의 결심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관철하

여야 합니다. ... 정치에서 남의 압력과 간섭을 받아들이거나 남의 지

휘봉에 따라 움직인다면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 수 없으며 ... 망

쳐먹게 됩니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유

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 언제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습

니다.110)

남북한 관계를 고려한 한반도 차원에서 볼 때, 주체사상의 ‘자주성’은

제국주의 침략을 막아내고 민족 통일을 이루는 중요한 테제로서 사용된

다. 주지하듯, 북한에서 해석하는 남한 정권의 현실은 ‘미제국주의’로부터

주민들을 착취와 핍박의 환경에 속하게 하면서 개별정권은 ‘미제’에 기생

하여 개인적 이권을 노리는 자들로 묘사되었다. 이로 인해 제국주의로부

터 한반도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은, 남한정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남

한 주민을 제국주의로부터 해방하고 민족‘자주’를 완성하는 길로 설명된

다(김성배, 2016: 22-23). 이는 곧 남북한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남북

한 주민들을 통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적 자원으로 사용된

다.

109)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44-45.
110)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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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애국(주의)

북한사회에서 사상교양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 중의 하

나가 ‘애국’과 관련된 내용이다. 북한은 남북한 경쟁체제 속에서 남한의

‘민족주의’ 개념과 구분하여 ‘애국주의’ 또는 ‘사회주의애국주의’라는 개념

을 사용하여 북한정권 및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충성과 지지를 사상교양

의 하나로서 강조해왔다. 사회주의애국주의는 “로동계급의 정권과 사회

주의 제도와 자립적인 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가 있는 사회주의 조

국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정의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조국의 융성(륭성)

발전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 공동재산” 또는 “나

라의 살림살이”를 귀중히 여기고 아낄 것을 요구한다(김일성, 1977: 18).

북한사회는 근대국가 형성기부터 대부분의 사회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민족 독립과 국가 건립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

(또는 애국주의)를 많은 부분 강조하며 사회담론을 발전시켰다. 북한 민

족주의의 역사적 변용을 살핀 강혜석(2017: 79-84)은 북한은 국가형성기

사회주의 담론보다는 반제국·반식민주의에 따른 애국주의 담론이 보다

성횡하였다고 논한다. 그는 ‘반일 애국주의’로 시작된 사상 담론에 사회

가 안정화됨에 따라 통치 논리 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변화하였

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북한의 국가 건설시기 건국사상총동원운동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애국주의를 강조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

니라(서동만, 2005: 198-200), 문화선전사업을 통해 보다 대중적인 애국

주의의 선전이 이루어졌다.111) 북한은 교육체계 속 민족 주체적 역사를

보다 강조하는 교육내용과 과정을 적극 편성함으로써 애국주의에 대한

정치사회화를 실행하였다(박찬석, 2013).

교원들은 아동들에게 진정한 애국주의 사상을 배양해 주어야 할 것이다.

111) 1959년 한설야는 인민 대중을 “애국주의적인 정치사상으로 교양시켜 그들로 하여금 자기 국

가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자각”을 갖도록 촉구하였다(허정숙, 1949: 18~19; 한성훈, 2011:

135-17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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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을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원 자신이 철저한

애국주의자가 되어야 하며 그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일상 행동과 교육에 있

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112)

애국주의 사상은 정치사상교양의 주요 내용으로 선포되었다. 이후 농

민들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의 군중문화사업 및 농업협동화 과정의 일

환으로 채택, 군인들을 대상으로 문화부의 군중문화사업 및 민족보위성

의 애국사상 교육 등을 통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애국주의 선

전이 이루어졌다(한성훈, 2011). 이러한 애국주의에 대한 강조 노선은

1958년 김일성의 ‘공산주의교양’의 공식적인 해설을 통해 ‘사회주의적 애

국주의교양’으로 정식 명칭화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강조와 이론화가

이루어졌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프롤레타

리아 국제주의’ 즉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적인 연대의 강조이다. 이는 제3

세계 국가들의 제국주의 압제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정권의 수립의 염원과

는 배치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후 피식민 국가들에 대한 예외적인

‘선행적 민족해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북한

역시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적 연대와 함께 반제국주의 노선으로서 민족해

방의 사안이 ‘애국주의’로서 설명되며 국제주의와 연계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애국주의는 남북한 통일담론에서도 활용되었다. 특히 남

한에서 반정부활동을 하거나, 조총련 등 친북인사들의 활동을 남북한 통

일을 위한 ‘애국적’ 투쟁 또는 활동으로 설명하였다.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민족단합운동을 강화하고 남

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애국투쟁을 힘있게 지원하였으며 안팎의 분렬주의

자들의 ≪두 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

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습니다.113)

112) 한설야, “사상적 무장과 높은 도덕적 양심을 갖자,” 인민교육, 1950년 1월호, 25.
113) 김일성,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25돐에 즈음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게 보낸 축

하문(1980.5.25.),”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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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용감히 일떠섰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앙양된 투쟁기세에

겁을 먹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의 통일을 지연시키고 분렬을 영

구화하기 위하여 ≪두개 조선≫ 정책을 들고나왔습니다.114)

마지막으로, 애국주의는 ‘반미’의 기제와도 연결되어 ‘반미 애국주의’의

개념으로도 사용되었다. 미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북

한의 사상교양사업에서, 북한사회를 수호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애국’의

구체적 방침 중 하나로 미국을 경계하고 이들과의 ‘투쟁’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원쑤에 대한 혁명적 경각성을 제고시키며 반인민적 행동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환기시키며 ……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열렬한 애국주

의 사상으로 교양하는데 노력하였다.115)

인민군대에서는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전사들과 군

관들을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우는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야

합니다.116)

다음과 같이 ‘애국’은 북한 사상교양의 주요 내용으로서 북한사회의

집단적 가치를 설명하는 주요 개념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앞서 논한 바

와 같이 북한은 사상교육에 대한 전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의 일환으로 1968년부터 공산주의도덕 교과과정을 실시하였는데, ‘사회

114)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80년 10월 10일), 김일성
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115) 교육도서출판사 편,  해방 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 (교육도서출판 사, 1955),

222; 한성훈, “북한 민족주의 형성과 反美 애국주의 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국가적 위기’

의 결합,” 한국근현대사연구 봄호, 제56집 (2011), 135-172에서 재인용.

116) 김일성,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

의(1958.3.8.),”  김일성저작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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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애국주의’는 당정책교양, 충성심교양,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교양 등

과 함께 북한 사상교양의 내용 속에서 주요 교양내용의 하나로서 전사회

적으로 교육되었다.117)

사실 북한사회의 애국주의에 대한 강조는 북한 민족주의 연구와 집단

주의 연구에서 주목된 내용 중의 하나지만, 이를 북한사회의 ‘주체’ 또는

‘주체사상’과의 연계에 주목하여 논의한 경우는 많이 없었다.118) 그러나

애국주의는 주체사상을 이루는 중요한 기제 중의 하나이며, 이는 주체
사상에 대하여에서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자기나라의 것을 잘 알아야 ... 자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애국

적 헌신성과 혁명적 열정을 높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당의 혁명력

사, 혁명전통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체가 선 참된 조선의 애국자,

조선의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119)

앞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체사상의 발전과 함께 북한 내에서 혁

명전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혁명전통은 곧 ‘애국’에 대한 의지와 정당

성을 이끄는 주요한 담론적 자원으로서 이를 통해 ‘주체’의 애국자로서

‘참된 조선의 인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17)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의 공식적인 교육강령이라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및
정치사상교과서인 공산주의도덕을 보면, 정치사상교양의 내용은 1) 당정책 교양, 2) 혁명전통
교양, 3) 혁명교양, 4) 공산주의교양, 5) 계급교양, 6) 집단주의교양, 7)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8)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교양, 9) 사회주의준법교양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사상

교양에 관한 보다 내용은 차성섭(1996), 박찬석(2013), 최준영(2004) 등의 연구를 참조.

118) 관련 연구는 강혜석(2017), 이승목(2005), 김창근(2003), 정영철(2010) 등을 참조.

119)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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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949~2018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주체’, ‘자주’, ‘애국’, ‘창조’

언급빈도

1949년부터 2018년 로동신문의 기사제목을 중심으로 ‘주체’, ‘자주’,

‘애국’, ‘창조’를 키워드로 하여 각각 검색을 하면 ‘주체’ 관련 기사는

11,181건, ‘자주’ 관련 9,977건, ‘애국’ 관련 8,432건, ‘창조’ 관련 6,190건이

추출된다.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체’, ‘자주’에 비하여 ‘애

국’ 관련 기사는 1949년부터 꾸준하게 강조되어 1970년대 이후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애국주의에 대한 강조는 2013년 개정된 사회주
의도덕에서 기존에 중시하던 사상교양 중 하나인 ‘프로레타리아국제주

의’가 삭제되고 ‘사회주의애국주의’는 계속적으로 수록·유지된 것을 고려

하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오기성, 2019). 북한의 사상교양 속에서 국

제사회와 구분되는 북한의 영토, 사회주의 제도 등 북한의 체제에 대한

끊임없는 공동체적 충성과 지원을 사회주의애국주의를 통해 대중에게 실

현하고자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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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에서 ‘창조’의 개념은 중요한 테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

성에 비해 이에 대한 관심과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할 수 있

다.120) 주체사상은 ‘자주성’의 실현을 위해 문제를 “창조적으로 풀어나가

야” 할 것을 강조한다.121) 김정일은 ‘사회역사’에 대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이를 개조하거나 변혁하는 일련의 활동을 ‘창조성’으로 개념화

하여 설명하였다. ‘창조적 활동’의 대상은 ‘자연과 사회’로 규정되었다.

인류력사가 시작된 이래 인민대중은 창조적로동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자

기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재부를 만들어왔으며 낡은것을 변혁하는 창조

적활동으로 사회적진보를 이룩하여왔습니다. 인민대중의 끊임없는 창조적

활동에 의하여 사회는 발전하여왔습니다.122)

주체사상에서 논하는 ‘창조’의 개념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 즉 자연과

사회를 진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의 개념을 동반한다. 자주성이

확보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환경을 변화시키는 적극적

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보유할 것은 ‘창조적 활동’에의 요구를 통해 주문

하고 있다. 창조적 활동에서 주장되고 있는 투쟁의 기조는 어떠한 외부

적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설명

한다.123)

사실 북한에서 ‘창조’ 개념은 1950년대부터 꾸준히 사용되었다. 로동
신문을 보면 ‘창조’의 사용은 ‘주체’, ‘자주’의 개념의 사용빈도와 비교할

때,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그 사용이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로동
신문에서 ‘주체’를 포함한 기사제목은 1960년대 이후 확인할 수 있는 반

120) 주체사상의 창조성을 하나의 테제로 보아 논한 연구로는 정동준(1999)의 논문이 거의 유일하

다. 그 외에 서재진(2001), 허인혜(2011) 등의 논문에서 ‘창조성’에 대한 내용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121)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6.
122)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28.
123) “... 온갖 도식과 교조를 배격하며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낡은 관점을 반대합니다. 도

식적인 관점과 교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창발성이 억제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현

실을 옳바로 인식할수 없고 혁명과 건설의 과학적인 방도를 찾아낼수 없습니다.” (김정일, 주
체사상에 대하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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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창조’의 개념은 1950년대부터 비교적 균등하게 지속적으로 사용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을 통해 2000년대까지의 ‘창조’의 빈도

수를 보면 1953년, 1974년, 1982년을 전후하여 창조 개념이 보다 강조되

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1953년을 전후하여 살펴보면,

“창조적 로력 전선에서”라는 제목의 기사가 다수 게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24) 북한에서 ‘창조적 노력’을 주제로 쓰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그림 6. 1949~2000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주체’와 ‘창조’ 언급빈도

... 화려한 현대적 六층 건물인 국제 호텔의 건설 사업은 그들에게

높은 창조적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 이곳 국제 호텔 건설장 전

체 로동자들은 로동 생산 능률을 一五O%로 제고하며 ....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힘착 로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경애하는 수령의 교시를 자기 생활의 최고 원칙으로 삼고 있는

124) 1953-1954년 양해 로동신문 내 ‘창조’가 포함된 제목의 기사 270건 중 191건이 “창조적 로
력”에 관한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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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들은 지금 생산 질서의 확립, 로동 규률의 강화, 새로운

로력 기준량의 창조, 생산 분화의 수립과 그리고 로동 생산 능률 제

고 ...시킴으로써 자기들의 애국적 열성을 남김 없이 과시하고 있

다.125)

다음과 같이 ‘창조’의 개념은 증산경쟁운동의 일환으로 노동의 효율성

을 제고하여 건설, 공업 등의 방면에서 생산량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위

한 실천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후에도 ‘창조’와 관련된 담론 노동 효

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사용되었다.

1974년 ‘창조’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함께 사용되어 국가경제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적 생산체제의 동원에 사용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 당, 국가경제 지도에서 걸린 매듭을 전면적으로

풀어주시었으며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 사회

주의하에서 대중령도와 당 및 국가경제 지도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하는것을 ...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창시에 의하여 비로소 빛나

게 해결되었다.126)

김책제철소 확장공사를 빨리 끝내야 ... 강철고지를 점령할 수 있으며 ...

산소분리기종합세척탑공사장 등 자기들이 맡은 대상마다에서 세찬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시공속도를 2배, 3배, 최고 10배까지 올리는 기적을 창

조하고 있다.127)

‘창조’의 개념과 함께 연계되는 구호로서 ‘새기준, 새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1970년대 이래 “새기준, 새기록(또는 새기록, 새기준) 창조운동”을

125) “창조적 로력 전선에서: 五.一절을 앞두고 증산 경쟁 더욱 확대,” 로동신문, 1954년 4월 19
일, 1면.

126)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자,” 로동신문,
1974년 2월 9일, 2-3면.

127) “시공속도를 2~3배, 최고 10배까지 창조: 근위천리마화학설비조립종합기업소로동자, 기술자

들,” 로동신문, 1974년 5월 17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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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으로 한 기사를 로동신문을 통해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었던 김일성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자연개조사업’을 추진하여 간석지 개간, 발전소 건설, 토지개발

등을 포함하는 ‘4대 사업’을 공포하였다. 이들 사업의 성과물을 ‘창조물’

로 규정하고, 북한주민 전체의 경제부흥운동을 “새기준, 새기록창조”의

구호를 통해 이루고자 하였다.128) “새기준, 새기록창조운동”은 경제부흥

운동으로서, 근로시간(‘로동시간’) 내 노동효율을 극대화하여 생산량의 혁

신을 일으키기 위한 1980년대 경제부흥을 위한 생활구호로서 사용되었

다.

전국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새기록, 새기준창조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있다. ... 기계설비들을 개조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기 위

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낡은 기준량을 타파하고 도처에서 전례없는 기록

들을 창조하고 있다.129)

‘창조’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구호는 ‘속도전’과 관련

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조’ 또는 ‘창조운동’은 생산량과 계

속적으로 연계되어 사용되었다. “속도”는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서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주요한 구호로 사용되었다.

이에 1960년대에는 ‘평양속도’,130) 1970년대 ‘천리마속도’ 등으로 사용되

다가, 1980년대부터는 ‘속도창조운동’이라는 용어가 대대적으로 선전되며

강력한 사회동원운동으로 자리잡았다. 1982년대 발기된 ‘80년대속도’는

128) “...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사

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것

입니다. ... 간석지개간과 새땅찾기, 남포갑문건설과 태천발전소건설의 4대자연개조과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 당의 부름을 받들고 대자연개조사업에 동원되는 모

든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한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전투에 참가하는 높은 긍지와 영예를 간직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

여 건설장마다에서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신년사,” 로동신문,
1982년 1월 1일, 1-2면.

129) “새기록, 새기준창조운동의불길 세차게 타오른다,” 로동신문, 1982년 3월 21일, 1면.
130) “새로운 <평양 속도>가 창조된다,” 로동신문, 1963년 10월 7일, 1면; “새로운 <평양 속도>
창조를 위한 불길이 타 번진다,” 로동신문, 1963년 10월 15일, 1면; “수도건설에서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하자!,” 로동신문, 1967년 9월 12일, 1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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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7월 9일 김책제철소 종업원궐기모임에서 최초로 제안·결의되었

다.131) 1950년대 천리마운동, 1970년대 속도전을 계승하여 발기한 속도창

조운동은 1978년 실시된 제2차 5개년계획을 기한 내에 완수하고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132)의

달성과, 김일성의 70회 생일인 1982년에 맞추어 주체사상탑, 개선문, 김

일성경기장, 인민대학습당, 평양산원, 창광원, 빙상관의 건축 및 창광거리

의 완성을 축하하며, “이 속도속에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정신이나 행동지침으로 소개하였다.133)

‘80년대 속도’는 세 가지 ‘근본요구’를 하였는데, 1) 당정책에 대한 절대

성/무조건적 정신, 2)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3) 치밀하고 책임적인 조직/

정치사업이 그것이었다.

속도창조운동은 8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강화되어, 1980년대 말 ‘200

일 전투속도’, 1990년대 ‘90년대 속도’ 창조운동, 1990년대 말 ‘새로운 천

리마속도, 강행군속도’ 창조운동, 2000년대 김정은정권 들어서는 ‘마식령

속도’ 창조운동으로 계속적으로 변형·이행되었다. 종합하여 보면, ‘속도창

조’은 북한의 건축사업에 대한 대중동원운동의 구호로서, 경제적 발전을

노동력 증강을 통해 이루어내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 속에서 지속적으로

선전되고 추진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제 2 절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사상적 기반과 주요 개념

131)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 로동신문, 1982년 7월 10일, 1면.
132) 사회주의건설 10대 전망목표: 전력, 석탄, 강철, 비철금속, 시멘트, 화학비료, 직물, 수산물, 곡

물, 해안간척을 포함한 10가지 경제사안을 1980년대 북한경제가 도달해야 할 목표로 삼았다.

10대 전망목표는 전력, 석탄, 강철, 유색금속(철과 그 합금을 제외한 모든 금속과 그 합금)을

비롯한 주요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채취공업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였다. 이는 채취공업과 전

력공업 발전에 주력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적·기술적 토대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에서 자주적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은 목표에 제시된 대로 직물 1,015

억 미터, 수산물 500만 톤, 알곡 1,500만 톤을 생산한다면 인민들이 입는 문제와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지식사전”,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know/view.do?id=31958>)

133)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 로동신문, 1982년 7월 10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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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상적 기반: ‘계급교양’과 투쟁대상으로서 ‘원쑤’의 규정

북한은 단독정부 수립 직후부터 맑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사

상을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선전·교육하였다. 이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

로 북한지역 내 단독 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한편, 사상적 일체

화를 통하여 사회를 하나의 집단으로서 결속하고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상적 일체화는

북한사회의 집단정체성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에 중심적인 역

할을 한 것이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사상교양 담론이었다 할 수 있다. 여

기에서 사상교양 담론은, 근원적 존재로서 집단적 ‘주체’에 대한 논의, 즉

‘자주성’이나 ‘창조성’과 같은 자기화 담론 외에도 대자적 개념으로서 ‘타

자’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정부는 실제로 집단적

타자의 존재설정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단독정부 수립 이전부터 이

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선전과 교육을 수행하였다. 이는 특히 사상

투쟁의 대상으로서 ‘원쑤’의 용어를 통해 주민들에게 강력하게 설파되었

다.

1945년은 세계력사에 영원히 기록될 위대한 1년이였습니다. 세계적 범위

에서 볼 때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인민들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파쑈독

일과 일본은 종국적으로 격파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은 쏘련을 비롯한 민

주진영의 승리로 종결되였습니다.134)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업입니다. ... 자유롭고 독립

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의 원쑤인

친일파와 반민주주의분자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반동세

력을 철저히 소탕하여야 합니다.135)

134) 김일성, “신년을 맞이하면서 전국 인민에게 고함(1946.1.1.),”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1979).

135) 김일성, “목전 조선정치정세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북조선 민주주의 정

당, 사회단체, 행정국, 인민위원회 대표협의회에서 한 보고(1946.2.8.),”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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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습을 통해서는 일제와 봉건 잔재를 숙청하며 새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맑스-레닌주의혁명사상

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쑤를 미워하고 조국을 열렬히 사

랑하는 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민족적자부심을 높이고 모든것

을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다는 자신심을 키움으로써 지난날 남에게 억눌려

살면서 자기의 힘과 재능을 믿지 못하던 그러한 노예살이근성을 철저히 뿌

리빼야 합니다.136)

우리는 토지개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승리를 공고히

하는것이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당면과업입니다. 농촌에서 우리 혁명

의 원쑤인 지주들의 경제적 토대는 청산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고 지주들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그들이 빼앗긴

땅을 도로 찾기 위하여 우리에게 달려들리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137)

다음과 같은 ‘원쑤’에 대한 논의는 ‘새조국’을 건립하기 위해 청산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원쑤’

에 대한 논의는 정부 수립 이후 ‘사상교양’이 성숙하게 되면서 그 구성내

용 중 하나인 ‘계급교양’을 통해 보다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들에게

전파되었다. ‘계급교양’에 대한 언급은 김일성저작집을 통해 살펴볼 때

초기인 1940년대에도 나타나지만,138)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과 실천의

136) 김일성, “평양학원 개원식을 축하하며: 평양학원개원식에서 한 연설(1946.2.23.),” 김일성저작
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137) 김일성, “우리 당이 걸어온 길과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함경남도당확대위원회에서 한

연설(1946.4.20.),”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138) “일부 락후한 농민들속에서는 지주를 동정하는 현상들이 있었으며 지어는 지주의 토지를 자

기 토지라고 속이면서 지주를 옹호하는 사실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다 당내에서의

계급교양이 부족한데로부터, 군중속에서 지주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선전사업이 부족

한데로부터 발생한것입니다.” (김일성, “토지개혁의 종결과 금후과업: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

원회 제6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한 보고(1946.4.10.),”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군인들속에서 계급교양을 잘하여 매 군인들이 왜 조국보위초소에 서있으며 어떤 목적으로

군사복무를 하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도록 하며 고상한 전투도덕적품성을 배양하도록 하여

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인민군대가 자본주의군대와 다른 것은 무엇이며 지주, 자본가는 왜 우

리의 원쑤인가, 남조선의 괴뢰정부와 우리 공화국정부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생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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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들이 명시된 것은 김일성의 1955년 4월 1일 담화 “당원들속에서 계

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를 통해서부터라 할 수 있다.

... 조선인민앞에는 미제국주의 침략세력과 그 세력을 부식하며 그 동맹

자로 되고있는 남반부의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들을

타도하고 남반부인민들을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함으

로써 조국의 민주주의적통일과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여야 할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

...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선진적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지 않고

서는 그리고 낡은 사회에서 넘겨받은 자본주의적 사상잔재를 사람들의

머리에서 청산하지 않고서는 새 사회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없습니다. ...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역사적행정은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합니다. ... 공화국북반부에서 민주개혁의 결과 청산된 지주계급과 예

속자본가, 친일분자, 민족반역자 기타 반동분자들은 과거의 자기 처지를

회복하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자기의 착취자적 본성을 버리지

않고있습니다. 또한 오래동안에 걸쳐 부식된 낡은 사회의 사상잔재, 습관,

전통들은 우리 인민대중의 머리에서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채 남아

있습니다. ... 만일 우리 조선인민이 한사람같이 단결한다면 우리에게는 싸

워이기지 못할 어떠한 적도 있을수 없을 것입니다.

...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우리 조선인민은 고립되여있지 않습

니다. 쏘련인민을 비롯한 전 세계 진보적인류가 다 미제국주의의 침략행동

을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아세아에서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전선에 6

억의 중국인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139)

계급교양에 대한 발언 속에서 김일성은 우선적으로 북한 내외부의 국

제사회적 환경을 설명하고, 북한이 국제사회 속에서 제국주의, 자본주의

등의 거대한 ‘적/원쑤’들에 대항하는 ‘장기적 대치상태’ 속에 있다고 설명

사실을 가지고 실례를 들어가면서 대비적으로 가르쳐 군인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어야 하겠습

니다.” (김일성, “인민군대는 현대적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되여야 한다: 조선인민군 제655군부

대군관회의에서 한 연설(1949.7.29.),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39) 김일성,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

의에서 한 보고(1955.4.1.),”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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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40) 이러한 ‘적/원쑤’의 연대 및 과거 착취 세력이 북한사회 내부

에도 잔존하고 있으므로 사회의 주체인 ‘노동자(로동자), 농민, 인텔리(인

테리)’를 중심으로 한 인민대중은 이들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논하였다.

북한의 주요개념어를 총망라하여 정리한 조선대백과사전을 보면,

‘계급교양’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계급교양은 사람들에게 로동계급의 계급적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

는 계급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상교양이다. 계급교양은 공산주의교양의 중

요한 내용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전기간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 심화시켜나가야 할 사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로

동계급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여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

하는 과정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계급교양을 강화하

여야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견결히 고수할 수 있다.

더우기 우리는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비롯한 계급적원

쑤들과 직접 맞서 혁명을 하고있는 조건에서 계급교양에 커다란 힘을 넣

어야 한다. 지난날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

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

하게 제기된다. 계급교양에서 중요한것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확고한 로

동계급적 관점, 로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다.

또한 제국주의와 착취계급,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

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특히 중

요한 것은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과 지주, 자본가 계급의 착취

적본성,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시키

는 것이다. 계급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부르죠아반동사상과 온갖 기회

주의사상을 반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리도록 교양하는 것이다. 계급교양

은 주체사상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원리적으로 하는것과 함께 구체적이

140) 김일성,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

의에서 한 보고(1955.4.1.),”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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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자료를 가지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생동하게 하여야 그 실효를

높일수 있다.141)

이를 통해 보면, ‘계급교양’은 적대적 대상, 즉 ‘계급적원쑤’를 알고 이

들과 ‘계급투쟁’하도록 북한주민들을 교육하고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계급투쟁’이란 “자본주의에서 사회

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필연적 행위로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새

로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지주계급’을 필두로 한 ‘계급적 원쑤’의 무리

를 타도하고, “세계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였

다.142) 이에 따라 ‘계급적 원쑤’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계급교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에 단독정부 수립 초기부터

김일성은 ‘계급적 원쑤’를 강조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담화를 발

표하였다.

과거와 현재의 우리 나라 형편과 사회적 계급관계를 옳게 인식시켜 그들

의 계급의식을 고취하며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정치적경각성을 높이도록 하

는것입니다. ...

... 첫째로, 미제국주의의 딸라에 매수된 친일파, 친미파, 민족반역자들

입니다. ...

둘째로, ... 반동적지주들과 극소수의 악질기업가 및 모리간상배들입니

다. ...

셋째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매수된 일부 악질적 장로, 목사들이 우리를

반대하여나서고 있습니다. ...143)

계급교양사업은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사업

입니다. ...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계급적원쑤들의 간악하고 음흉한 정체를

141) “계급교양,” 조선대백과사전 4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6), 388-389. 원문에는 한 문단으
로 되어있으나, 내용의 강조를 위해 연구자가 임의로 문단을 분리하여 기입하였음.

142) 김일성,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

의에서 한 보고(1955.4.1.),”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43) 김일성,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48.3.28.),” 김일성저작
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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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폭로하며 원쑤들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배양하는 동시에 근로자들

에게 자기의 계급적처지와 혁명투쟁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전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계급적원쑤를 반대하고 자기 계급과 자기 당과 사회주

의조국을 위하여,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

여야 합니다.144)

이러한 ‘원쑤’에 대한 논의는 계급교양의 논의가 발전되며 보다 체계

적으로 이론화되었다. ‘계급’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계급적 대립과 모순’

을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대립하는 존재로서 ‘적대적 계급’ 역시 항상적

으로 생성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되었다. 상이한 계급에 따라 적대성, 즉

‘대립’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척결하기 위해 ‘계급투쟁’이 필요

하다고 논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립하는 계급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으로 논할 수 있고, 이들은 상호 연대할 수 없

는 양극의 존재로서 설명되었다. 계급간 적대적 대립은 자본주의 사회에

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므로, 계급투쟁을 통해 자본주의사회를 우선

적으로 철폐하고,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이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되었다.145)

노예사회에서 노예와 노예주, 봉건사회에서 농민과 지주, 자본주의사회

에서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 총체적으로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

급과 피지배계급들 사이의 모순은 적대적성격을 띤다. 또한 식민지나라들에

서 외래제국주의자들과 이나라 인민들사이의 모순도 적대적성격을 띤다.

계급들간의 이러한 모순관계는 착취사회의 산물이며 착취사회에서 지배적

이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한 착취사회에서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

과 못가진 사람,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사회경

제적처지, 목적과 리해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대립된다.146)

144) 김일성,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 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2. 계급교양의 기본내용에 대하여 (1963년 2월 8일),” 사회주의교육학에 대
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151-178.

145) “계급적대립,” 조선대백과사전 4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6), 391.
146) “계급적모순,” 조선대백과사전 4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6),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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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교양 내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적대적 대상 뿐만 아니라, 과거 사

회로부터 잔존하는 사상적 요소 역시 주목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인지하

고 배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에 원론적으로 대항하는 사상으로서 ‘제국주의’ 및 ‘자본주의’ 외에도, 사

회 내부적으로 잔존할 것으로 여겨지는 ‘봉건주의’, ‘이기주의’, ‘관료주

의’, ‘종파주의’, ‘교조주의’, ‘형식주의’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었고,147) 이

들 역시 극복·퇴치되어야 할 대상으로 설명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사회는 ‘전 인민’의 ‘로동계급화’를 통해, 각 개인이 이

들 부정적 사상적 요소 및 계급적 원쑤들을 적극적으로 인지하며 이를

경계하고 척결하여, ‘주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을 주

요한 목표로서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여기에서 이러한 부정적 대상에 대

한 투쟁(계급투쟁)을 소홀히 하는 이들은 북한사회가 주장하는 새 사회

의 구성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자들로서 인식되었고, 이들은 사상적

오류를 가진 ‘결함’있는 자들로서 반드시 ‘사상적으로 개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148) 이러한 ‘사상적 오류’는 북한 정치지도부 내에서도

직위 해제 및 축출 등이 정당화되는 주요 결함으로서, 직접적 징계의 원

인이 되기도 하였다.149) 다시 말해, 사상적 일체화가 중시되는 북한사회

에서 다음과 같은 사회적 ‘타자’로서의 지목은 사회구성원 내외부를 단순

히 경계짓는 자원일 뿐만 아니라 적대적 존재로서 타파하고 척결해야 할

극단적인 부정의 대상으로서 규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주체사상’의 발전에 따라 그 경계의 개념이 보다 확장되는 양상

147) “우리 일부 당원들중에는 혁명의 리익, 당과 인민의 리익보다 자기 개인의 리익을 높이 세

우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 일부 당원들은 ... 로동에 대한 낡은 부르죠아적견해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 상부에 아첨하고 하부에는 호령하는 관료주의적 사업방법을 지속하고 있습

니다. ... 일부 당원들에게는 ... 당의 통일을 파괴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종파행동의 악습이 남

아있으며 그 독소들이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 우리 당 단체들의 정치교양사업에서는... 형식

주의적 방법이 퇴치되지 못하였습니다. ...” (김일성,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

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5년 4월 1일,” 김일성저작집 9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48)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1955.12.28.),”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49) 1956년 ‘8월 종파사건’ 역시 윤공흠, 서휘와 같은 노동당 내 간부 및 주요 일꾼들이 직위 해

제 및 축출당한 공식적인 원인 역시 ‘반당종파’의 ‘사상적 오류’를 보유하였기 때문으로 설명되

었다(서동만, 2005); 이종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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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초기 북한 지도부는 국제사회를 ‘제국주의(자본주의) 대 사회

주의’의 대립으로 설명하고 국제 사회주의의 연대 속 북한의 위치를 강

조하며 이에 연대하는 소련이나 중국은 무조건적 수용과 협력의 대상으

로서 논의하였다.

조선을 사랑하는 것은 곧 쏘련과 사회주의진영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

쏘련과 사회주의진영을 사랑하는 것은 곧 조선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

다. 이 것은 완전히 통일되여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동계급의 위업에는 국경

이 없으며 우리의 혁명사업은 세계로동계급의 국제혁명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150)

그러나 ‘주체’의 개념이 점차 사회 내에서 강화되면서 소련과 중국 같

은 사회주의 연대 세력 역시 북한의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하거

나 연대하고, 북한의 실정이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경계 가능한

대상으로 그 관계인식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일체화된

존재로서 북한사회의 구성원을 제외한 외부의 존재는, 제국주의, 자본주

의 세력과 같은 적대적 대상 뿐만 아니라, 소련,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연대 내부의 존재까지 포함하며, 필요에 따라 분리 또는 경계가 가능한

‘거리두기’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세웠으며

또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

며 다른 나라의것을 그대로 따오거나 모방하지도 않습니다. 해방후 오늘

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이 규정하고 관철한 정책들은 모두 어디에서 베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립장에 서서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창조적으로 만들어낸것입니다. ... 남의것을 참고하되 그것을 바로 참고하였

으며 또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을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 실정

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151)

150)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당 선전선

동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55.12.28.),”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51)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일본 《요미우리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2.1.10.),” 김일성저작집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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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의주 학생들앞에서 우리는 로씨야의 쏘베트식사회주의도 건설

하지 않을것이며 미국식 자본주의도 건설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조선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조선식으로 새 사회를 건설하려고

한다, 조선은 결코 다른 나라의 가맹공화국으로 되지 않을 것이고 다른 나

라의 식민지로도 되지 않을것이라고 연설하였습니다.152)

이와 같은 북한사회의 ‘타자화’ 논의는, 적대적 경계의 논의로부터 주

체사상의 발달과 함께 대상에 따라 완화된 차원의 거리두기 논의로까지

확장되며 그 경계구획은 점차 내부로 좁혀지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러

나 이러한 사회주의 연대 국가에 대한 타자화 논의는 사안과 환경에 따

라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실제 일상차원의 담론에서는 연대에 대

한 강조가 보다 많이 나타났다.

조쏘우호, 협조및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것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해로부터 ...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려는 조쏘

두 나라 인민들의 확고한 결의의 표시로 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153)

중국인민은 언제나 조선인민의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간주하고 있

다. ... 조선인민의 위업을 확고히 지지하며 조선로동당과 조선정부의 정당

한 립장을 견결히 지지한다.154)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속에서 조중 두 나라 군인들과 인민

들 사이의 전투적친선과 형제적 단결은 더욱 두터워졌다.15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152) 김일성, “재일 조선동포들은 사회주의 조국의공민된 영예를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제6차재일

동포조국방문단 성원들과 한 담화(1972.4.29.),”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153) “쏘련에서 친선모임 진행,” 로동신문, 1970년 7월 9일, 3면.
154) “중국인민은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위한 조선인민의 위

업을 확고히지지한다,” 로동신문, 1974년 3월 29일, 1면.
155) “≪중국인민은 영원히 조선인민과 단결하여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할 것이다≫,” 로동신문,
1976년 10월 28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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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쏘련 인민과의 친선단결을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156)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사회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자원은 ‘계급교양’

의 내용을 기반으로 생성되어 그 담론이 대체로 극단적인 경계 및 적대

적 태도로서 나타났다. 이를 중심으로 집단적 타자화 담론을 구성하거나

관여하는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계급투쟁의 대상’

으로서 북한 사회주의의 건설을 방해하는 사회적 ‘타자’로서 구체적 대상

인 ‘원쑤’는, ‘미제(미국제국주의), 일제(일본제국주의), 남조선괴뢰(남한정

부), 지주·자본가(일제시대 자본가들)’로 정리할 수 있고, 북한사회 내에

서 대적하고 척결해야 할 사상적 요소는 ‘제국주의’, ‘자본주의(부르죠

아)’, ‘봉건주의(낡은사상)’, ‘이기주의’, ‘관료주의’, ‘종파주의’, ‘형식주의’,

‘지방주의’, ‘리기주의’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 중 북한주민들이 일

상생활에서 접하는 공적담론 내 강조된 개념들을 살피기 위해 로동신문
의 기사제목을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계량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앞절에서와 같이 주요한 집단적 타자화 담론

의 개념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내포하거나 상징하는 의미들을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국

주의

자본주의

/부르죠

아

봉건주의

/

낡은사상

관료

주의

형식

주의

교조

주의

지방

주의

리기

주의

개인

주의

종파

주의

빈도 4554 1955 251 151 111 14 13 10 8 8

표 15. 1949~2019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주요 ‘사

상적 요소’ 언급빈도

156) “조선과 쏘련사이의 외교관계설정 30돐,” 로동신문, 1978년 10월 12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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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반미 남조선괴뢰/남조선정부 일제/반일 지주/자본가

빈도 24400 6118 1336 198

표 16. 1949~2019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주요 ‘구

체적 대상’ 언급빈도

2. 주요 개념: ‘구체적 대상’과 ‘사상적 요소’

가) 미제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일성은 사회주의 건설 초기부터 사회적

외부와 내부의 적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이들을 ‘척결’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북한사회에 선전하고 이것이 북한 ‘인민’으로서의 ‘교양’받을 내용의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 강조한 제일의 적, 즉 ‘원쑤’는,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식민화한 ‘일본제국주의’와, 전세계 제국주의를 주

도하고 있는 ‘미제국주의’로 설명된다.

계급교양사업은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사업

입니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임으로써 그들의 계급적원쑤들

과는 비타협적으로 싸우며 자기의 계급적리익을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물불

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도록 하는데 기본목적이 있습니다. ...

.... 계급교양에서 첫째로 강하게 취급해야 할 문제는 근로자들 속에서 제

국주의를 미워하는 사상을 키우는 것입니다.

제국주의는 우리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입니다. 제국주의는 다 나쁘지만 특

히 우리가 싸워야 할 제국주의는 미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입니다. 우리

는 무엇보다 먼저 미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를 미워하는 사상으로 군인

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야 합니다.157)

앞서 논의한 내용을 통해 고려할 수 있듯이, ‘계급교양’에 있어서 투쟁

157) 김일성,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1963.2.8.)” 김일성저작선집 3,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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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으로 가장 중시하는 존재는 결과적으로, ‘미제국주의’라 할 수 있

다. 미국에 대한 비판은 과거 조선시대 선교활동의 명목을 통한 자원의

약탈, 재화를 통한 조선인 정치적 염탐꾼의 양성·이용, 남북한 분단 이후

남한 강점을 통한 현재까지의 약탈 등을 사례로 들며 ‘민족 최대의 원수’

로서 설명된다.

... 미국놈들은 조선에서 막대한 금을 도적질해가면서 ... <자혜병원>이니,

무엇이니 하는 몇개 병원을 차려놓고 예수쟁이들에게 금계랍봉지나 노나주

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탐군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조

선사람들가운데서 몇명 뽑아서 미국류학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

국놈들은 자기들이 아주 인자하며 마치도 조선사람들을 도와주는것 같이

선전하였습니다.

지금 미국놈들은 남조선에서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려 하

고있습니다. 그놈들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그것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고서

도 조선사람을 원조해준다고 떠벌이고있습니다.158)

‘미제국주의’로서 북한의 공식 대미관이 결정된 최초의 시점은 1947년

전후로 살펴볼 수 있다. 김재웅(2009)는 북한의 기관잡지인 근로자』
1947년과 1948년 논문을 통해 이를 밝혀내는데, 이전까지 미국에 대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독점제국주의자들”이라는 표현이, 1947년 말부터

“미국 침략정책”으로 표현되며 보다 직접적이고 강경화되었음을 지적한

다.

‘미제국주의’는 파시즘과 연계되어 설명되었고, 제국주의적 팽창전략으

로서 남한에 대한 원조가 이루어지고, 국제적인 연대가 구축되었음을 보

다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음을 논한다. ‘미제국주의’는

국제관계에 있어, 제국주의의 연대를 통해 세계사회의 “식민지제도”의

확장을 주동하는 존재로 설명된다. 이러한 제국주의 연대는 전쟁을 수반

하는 것으로서, 계속해서 군비경쟁을 지속하고 국제적 평화를 침범하는

158) 김일성,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1963.2.8.)” 김일성저작선집 3,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131 -

평화의 파괴자로 설명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 대한 자기들의 지배를 회복하며 유지하려고

망상하면서 계속 아세아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정책을 감행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남조

선에서, 남부윁남(베트남)에서, 일본에서, 라오스에서, 그들이 발붙이고있는

모든 곳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항쟁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 미제를 우두머

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군비경쟁을 강화하

며 새로운 전쟁을 일으켜 멸망하여가는 자기들의 처지에서 벗어날 길을 찾

으려 하고있습니다.

이는 또한 소련의 ‘평화정책’과 비교되어 소련-북한을 포함하는 사회

주의 연대와, 미국-일본이 포함되는 제국주의 연대로서 설명된다. 이러

한 ‘사회주의 연대’의 국가로서 연대국가로서 소련, 중국, 베트남, 몽골,

쿠바 등이 언급된다.

쏘련에서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전체 사회주의진영의 위

력을 강화하며 전세계인민들에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에 대한 신심

을 더욱 굳게 하여줍니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윁남민주공화국, 몽골인민공

화국의 인민들은 아세아와 세계의 피압박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면서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159)

미제국주의에 관해, 또 한가지 살펴볼 것은 ‘인종차별’에 관한 논의이

다. 이는 이후 인권문제와 더불어 더욱 강경해지는데, 미국을 백인집단으

로 묘사하며 황인종과 흑인종을 차별함으로써, 이에 ‘조선사람’들이 지배

와 멸시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159)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61.9.11.),” 김일성저작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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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놈의 심한 인종차별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놈들은 백인

종만이 우수한 인종이라고 생각하면서 황인종이나 흑인종은 응당 백인종의

지배와 멸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놈들이 조선

사람을 모욕하고 학살한 만행의 력사와 그놈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

메리카 인민들을 반대하여 ... 감행하고있는 죄행을 낱낱이 폭로하여야 합니

다.160)

나) 남조선 괴뢰

북한의 대남인식의 기조는 북한의 단독정부 계획 당시부터 비교적 명

료하게 나타났다. 1945년 10월 10일 북한은 ‘서북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를 통해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창립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북한

지역 내 단독기관의 수립은 당시 한 국가로 인식하는 한반도 대중의 정

서와는 분명한 괴리가 있었다.161) 이에 따라 김일성은 북한지역 내 단독

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설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제시할 필

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공표한 것은 1945년부터 나타났는데, 미군

의 주둔, 친일파 및 민족반역자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인한 남한

과 분리된 임시의 단독정부 수립을 공포하였다.162) 초기 북한지역 대중

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김일성은 남북한이 분리된 단독 정부 수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연설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중심으

로 한 민족주의 정서가 팽배하였던 당시 사회적 실정 속에서 남한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일본제국주의주구들을 숙청하는데 대하여 한국민주당은 맹

렬히 반대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민주당은

160) 김일성, 위의 글.

161)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서동만(2005), 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2015)의 논의를 참조.

162) 김일성,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북조 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창립대회에서 한 보고(1945.10.10).”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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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일본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였던 지주와 예속자본가들의 집단입

니다. 일제가 패망하자 그들은 친미파로 돌변하여 일본의 보호대신 미국의

보호를 요구하여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의 지주, 자본가로서 일본제국주의

의 추구가 되지 않은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 절대다수가 일제의 손발이

되여 조선인민을 착취하고 압박하였다는것은 숨길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 이들 친일지주, 예속자본가들과 민족반역자들을 철저히 숙청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우리는 통일전선내에서 그들과 단결하는 동시에

투쟁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

우리의 당면한 투쟁대상은 제국주의세력을 다시 부식하려는 제국주의의

주구들과 또한 그와 결탁하는 봉건세력 즉 지주들입니다.163)

남북한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직전, 김일성은 남한사회를 주도하고 있

는 세력을 과거 친일파이자 지주들로써 “반일반봉건” 기조의 대척점에

있는 자들로서 정의하고 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이들 세력은 미

군정에 편승하여 생존을 도모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들은 “일본제국주

의”의 “잔재요소”로서 숙청할 대상이며, 이들과 “투쟁”할 것을 주문하였

다. 김일성의 연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미국, 일본의 경우 국가 자

체에 대한 전체론적 비판, 즉 국가의 제국주의적 인격화에 가까운 논의

인 반면, 남한에 대한 논의는 남한 내 일부 집권자들에 대한 제한적인

비판논의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 북조선에서는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튼튼히 축성되고있는 반

면에 남조선에서는 미군정의 로골적인 방조밑에 리승만역도들이 반인민적,

반민주주의적 정책을 공공연하게 실시하고있다. ...

... 미군정의 조종하에 남조선의 반동도당이 시도하는 <좌우합작>이라

든지 또는 좌익진영내 우경분자들이 매국적우익세력과 형성하려는 <통일>

은 모두 근로대중의 리익과 전체 인민의 리익에 배치되는 반인민적 <통

일>이다. ...

163) 김일성, “새 조선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1945.10.13.),” 김일성저작선집 1, (평양: 인
문과학사,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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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정당 내부에 기여든 종파분자들과 반당분자들은 자기들이 주장

하는 <통일>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것인듯이 떠벌이고있으나 사실상 그것

은 근로대중을 분렬시키며 미제와 반역도당을 돕는 리적행위이다. ... 미군

정의 조종하에 반동분자들은 합당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

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좌익민주정당, 사회단체지도자들에게 야수적인

박해를 가하고있으며 진보적출판물들을 닥치는대로 정간 또는 페간시키고

있다.164)

일제 해방 이후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따라, 한반도 독립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를 전후하여, 남한 내에는 우익진

영의 이승만, 중도진영의 여운형과 김규식 등이 신정부 수립을 놓고 활

동하고 있었다. 초기 미군정은 여운형, 김규식의 좌우합작 논의에 동의하

며 이들의 세력을 지원해줬지만, 1946년 5월 6일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

휴회를 선언하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김일성의 상기한 논의는 사실상 남한 진영과의 단절

을 선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스크바삼상회의 이후, 김일성은 1946

년 1월 2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통일전선 임시정부의 수립을 지지하

였으나, 다음날인 1월 3일 민주당 조만식이 당시 평안남도 인민위원장직

을 사임함으로써 사실상 공산당북조선분국과 민주당과의 통일전선은 결

렬되었다. 조만식을 필두로 하던 민주당 내 주요인사들은 이후 남한으로

대피하며, 김일성 중심의 북한지도부는 보다 공고해지게 되었다(서동만,

2005: 141-150). 당시 남한의 좌익진영은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

당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서울을 기반으로 하여 북한측의 김일성, 김두

봉, 김책, 최창익 등을 준비위원으로 하고, ‘민족주의민족전선’의 결성을

선포하였다(서동만, 2005). 그러나 1946년 2월 1일 이들의 준비위원회 회

의에 북측의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소련군정이 불용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는데, 이에 따라 남북한의 노선이 명확하게 나누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상기한 김일성의 논의는 남

164) 김일성, “북조선로동당의 창립과 남조선로동당의 창건문제에 대하여(1946.9.26.),” 김일성저작
선집 1, (평양: 인문과학사,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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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좌익진영, 중도진영, 우익진영 모두를 거부하고 단독정부를 수립하

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대외적으로 대

남 선언으로 고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 볼 때 북한 주민들

을 향한 남북 분리 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지시키고

설득하는 중요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하였듯, 북한은 1946년 9

월 5일 임시위원회 제2차 확대위원회를 통해 임시위원회 선거에 관한 규

정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사회 건설에 대한 객관적 체계를 갖추고 정권기

반을 보다 공고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일성이 논의한 한

반도 통일관과 대남인식의 공포는 대중들로 하여금 북한 단독정부 수립

에 대한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논의 속에서 이

승만진영과 좌우합작을 주장한 중도진영은 미제 또는 미군정에 복속된

반역집단 또는 “반동분자”로서,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건설에 반하는 존

재로서 설명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보다 강력하게

나타났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지지밑에 우리 민족을 갈라놓

고 우리 나라를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음흉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감시밑에 남조선

에서 이른바 <전민족적정부>를 꾸며내기 위한 단독선거를 실시하려고 꾀

하고 있습니다. 삼천만 조선민족앞에는 또다시 노예화의 위험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 남조선인민들은 미군의 조종을 받는 반동분자들의 가혹한 통

치밑에서 일제때와 다름없는 비참한 처지에 빠져있습니다. ...

... 1948년 5월 10일에 남조선에서 실시하려는 단독선거는 우리 조국을 영

원히 갈라놓으며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

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 ... 어찌 이러한 반동적, 반인민적 미국의

침략계획이 실현되는것을 그냥둘수 있겠습니까? ... 오늘 이 순간에 남조선

단독선거실시를 지지하는놈들은 송병준, 리완용보다 더 간악무쌍한 매국노

들이며 민족반역자들입니다.165)

165) 김일성, “북조선정치정세(1948.4.21.),” 김일성저작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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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은 유엔 감독하 인

구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를 제안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북

한과 소련이 거부하였다. 이에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 지역만

의 총선거를 결의하였고, 같은해 5월 10일 남한 지역 만의 총선거를 실

시하였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확실시해짐에 따라, 김일성은 남한 관련

보다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였다.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은 미제국주의에

대한 완전한 식민지 복속 절차로 비판하고, 이를 지지하는 모든 이들에

게 친일세력에 상응하는 “매국노”이자 “민족반역자”로 비판하였다. 이와

함께 이승만에 대한 비판이 보다 강화되었는데, 이승만을 “미제국주의의

앞잡이”이자, “민족반역자”로 규정하였다.

우리는 매국노 리승만에 대하여 이미 말하였습니다. 리승만은 거의 40년

동안이나 미제국주의자들이 길러낸 그들의 충실한 앞잡이이며 전민족이 미

워하는 매국노입니다.166)

1948년 9월 9일 북한 단독정권의 수립 이후, 남한은 “원쑤”들 또는

“괴뢰정부”가 “인민”을 탄압하므로 구출할 지역으로 설명되었다. 북한의

공식적인 대남인식과 대남발언은 1949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화국남반부인민들은 원쑤들의 탄압과 학살이 혹심한 조건에서도 공화

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조선괴뢰정부를 분쇄하기 위한 장엄한 인민항쟁

을 전개하고있습니다. ...

그러나 남반부는 아직도 미국군대가 점령하고있으며 거기에 우리의 오랜

민족적원쑤인 일본군대까지 다시 들어오려하고 있습니다. ... 조선인민은 미

군이 우리 강토에서 완전히 철거할 때까지 더욱 맹렬한 투쟁을 전개할것입

니다. ...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집결된 남조선의 망국적 반동괴뢰정부를 조종하여 우리 조국 남반부를 영

166) 김일성, “북조선정치정세(1948.4.21.),” 김일성저작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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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히 예속시키며 우리 민족을 다시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167)

다음의 연설을 통해 이승만정권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집권된 “망

국적” 정권으로서, 미국으로의 식민지화에 앞장서는 세력으로 정의하며

민족의 “원쑤”로 정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은 당시 직접

적인 대남발언도 하였는데, 남한 주민들의 “해방”을 위하여 “남조선괴뢰

정부”를 분쇄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약속하였다.

공화국남반부 동포 여러분!

공화국중앙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통

치하에서 신음하는 당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남반부의 농민들은 봉건적토지소유제도와 지주들의 가혹한 착취와 략탈

로 인하여 빈궁과 기아에서 신음하고있으며 로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

리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있으며 녀성들은 아무러한 인권과 자유도 가

지지 못하고 비인간적 학대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있습니다. ...

오늘 공화국남반부인민들앞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밑에 굳

게 단결하여 국토의 완정과 나라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구국투쟁을

더욱 광범히 전개할 임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 남조선괴뢰정부의 온갖 매국적협정들을 백일하에 폭로하고 괴뢰정부

가 채택한 온갖 <법령>들과 매국적 <시정방침>들을 분쇄배격하여야 하겠

습니다.168)

이후 1950년 6.25 전쟁의 발발 이후, 남북한의 관계는 보다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에 이승만정권과 남한 체제에 대한 비판은 보다 강화되었

다.

지금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지연시키고 우

167) 김일성, “국토의 완정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궐기하자(1949.1.1.),” 김일성저작집 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68) 김일성, “국토의 완정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궐기하자(1949.1.1.),” 김일성저작집 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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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조국의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책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 민주기

지를 반석같이 다지면 남조선인민들은 이에 고무되여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게 될것입니

다. 이렇게 되면 우리 나라를 영구히 분렬하려는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의

책동은 저지파탄되고 조국의 평화통일은 훨씬 촉진될 수 있습니다.169)

6.25 전쟁 이후 대남 발언과 관련하여, “조국의 분열” 주체로서 이승

만정권이 설명되기 시작되었다. 이는 남북한의 적대적 전쟁이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북한 정권이 남한 정권과 관련하여, “미제국주의에 따른

식민지화의 추동세력”로서의 설명에 “민족 분열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이 조국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으나 우리 조국

은 반드시 통일되고야 말것입니다.170)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남한과 남한정권은 “남조선괴뢰”이자 “남조

선괴뢰도당”으로서 규정되고, 이는 남한 내 보수정권이 계속적으로 집권

함에 따라 보다 공고화되었다.

다) 일제

‘일본제국주의’의 경우, 일본의 한반도 식민 역사를 통해 비판한다. 이

는 로동신문』의 발간이 시작된 1946년부터 찾아볼 수 있다. 1946년 12

월 6일 로동신문』 1면에는 “일본제국주의가 남겨 놓고간 일체 타락적

세기말적 퇴폐적 유습과 생활태도를 청산하고 생기 발랄히 향상하며 약

진하는 새로운 민족적 기풍을 창조하자!”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일본제국

주의는 구시대적 봉건주의, 제국주의 사회풍조와 함께 논의되며, 북한사

169) 김일성, “통일전선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1953.12.18.),” 김일성저작집 8』(평양: 조선로
동당출판사, 1980).

170) 김일성, “신년축하연에서 한 연설 (1955.1.1.),” 김일성저작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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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척결한 것으로 강조되는 ‘반제반봉건’의 구습의 유산을 상징하는 존

재론적 의미도 보유하고 있다(진희관, 2013).

일본은 한반도 점령 시기 한반도에 많은 약탈과 핍박 등을 가하였으

므로 ‘기억의 대상’으로서 계속적으로 이를 잊지않고 경계할 것이 강조된

다. 특히, 미제국주의와 함께 현재까지 한반도 및 아세아 지역에 대한 제

국주의적 침략의 계획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경계할 것으로 설명한다.

열두살 때 팔도구의 평양에 나와 창덕학교에 다니면서 일제식민지통치의

부패상을 더욱 뚜렷이 인식하게 되였습니다. ... 돈많은 놈들과 일제놈들은

인민들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면서 호화롭고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

다.

... 어째서 일제놈들이 조선에 와서 조선사람들을 못살게 구는가 하는 문

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셔야 하

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였습니다.171)

남북한 분단 이후,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일본의 한반도

점령이 종식되면서 직접적인 영향력이 사라졌으므로 북한 사상교양의 논

의에서도 미제국주의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

본제국주의’는 ‘미제국주의’와 함께 연계어로서 계속적으로 강조되어 사

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의 “패망” 이후 일본이 미국에 편승

하여 함께 제국주의의 부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협력하여왔다는것도 사람들에게 똑똑히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 나라를 다시 침략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과 일

본제국주의자들의 야망을 력사적으로 폭로해야 합니다.172)

171) 김일성, “교육과 문화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1970.2.17.)”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379-380.
172) 김일성,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1963.2.8.)” 김일성저작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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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주, 자본가

북한사회건설 초기 혁명과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당

성을 주장하는 주요 구호 중의 하나가 ‘반제’와 ‘반봉건’이다. ‘반제’는 앞

서 ‘미일제국주의’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19세기 조선의 일제치하에 따

른 압제와 핍박을 기억하고 국제적으로 형성된 제국주의적 국가질서를

타파하고 “독립”된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신사회 건설에 대한 바람이

었다. ‘반봉건’은 경제사회구조적인 것으로, 봉건시대부터 형성되어 있던

한 사회 내 불평등, 예속적, 착취적인 구조를 혁신하여 보다 평등하고 자

유로운 사회건설에 대한 염원을 나타내는 구호였다(김하영, 2005). 이에

따라 북한에서 ‘반제’와 함께 강력하게 선전된 구호가 ‘반봉건’이다. ‘반봉

건’의 구호는 식민지 시대 이전부터 지속되어 내려온 착취계급, 지배계급

의 존재 또는 이들로부터 형성된 풍조 또는 문화의 철폐를 의미하는 것

이었다.

‘반봉건’의 구호는 초기 북한 공산당 창당시기 토지개혁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1945년 일제 해방 이후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과 함께 가장 먼저 계획된 사업 중 하나였다. 토지개혁이

구체적으로 실시된 것은 1946년이었다. 1946년 3월 7일 임시인민위원회

는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에 관한 결정서 를 채택함으로써, 북

한의 토지개혁 법령을 공포하였다. 서동만(2005)은 당시 토지개혁은 1개

월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내에 급속하고도 완만하게 완수되었음을 지적

한다. 이는 당시 토지개혁의 몰수와 분배를 실행한 주체가 농민조합 당

사자였고, 지주층의 상당수가 남한으로 피신한 상태였다. 이러한 지주들

에 대한 적대감과 도피, 그리고 개혁에 대한 농민의 주도는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김일성은 해방 이후 ‘새 조

선 건설’에 있어서 사회의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개혁의 주요한

요건의 하나가 바로 ‘지주 및 자본가’에 대한 ‘투쟁’이었다. 이는 1946년

을 전후하여 많은 부분 확인할 수 있다.

현시기에 있어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앞에 나서고 있는 과업들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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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까? ...

...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민족반역자 및 조선인지

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며 산림

을 국유화하여야 할것입니다. ... 일제통치하에서 대부분의 토지는 일본인

과 조선인지주들의 수중에 집중되여있었으며 ... 지금 봉건적소작제도는 반

동세력의 경제적기초를 이루고있습니다. 지주들은 봉건적소작제도를 그대로

보존하려 하며 어떠한 민주주의적 개혁도 반대하고 있습니다.173)

다음과 같이 토지개혁의 정당성은 일제 통치하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

은 일본과 결탁한 ‘반동세력’이었으므로, 정당한 소득의 창출이 아니었다

는 것이었다. 북한지역이 소련군 관리 하에 있었고 공산주의 세력이 확

대됨에 따라, 이러한 논의는 대중적 지지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46년 4월 10일 북한은 토지개혁을 완수하였음을 공포하며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당은 토지개혁을 통하여 당정책의 정확성을 검열하였으며 ... 인민의 반역

자돠 반동분자들의 온갖 발악과 장애를 물리치고 이 민주주의적 과업을 용

감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지주들의 가혹한 봉건적 착취와 압박으로 말미암아 농민대중은 기아와

빈궁속에서 신음하였습니다. ... 우리 당은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투쟁

에서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 일부 락후한 농민들

속에서는 지주를 동정하는 현상들이 있었으며 ... 지주를 옹호하는 사실들

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다 당내에서의 계급교양이 부족한데로부

터, 군중속에서 지주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선전사업이 부족한데

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좌경적편향을 반대하는 동시

에 우경적편향을 반대하여 당원들을 부단히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교양하

여야 할것입니다.174)

173) 김일성, “목전 조선정치정세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1946.2.8.),” 김일성저
작선집 1』(평양: 인문과학사, 1967).

174) 김일성, “토지개혁의 총결과 금후과업 (1946.4.10.),” 김일성저작선집 1』(평양: 인문과학사,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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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은 토지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주장하였다.175) 그러나 이와

함께 토지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지주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경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주는 일제에 편승하여 농

민의 이득을 탈취한 “매국노”이며, 이를 대중적으로 계속적으로 선전하

여 사회 전체의 사상적 강화, 즉 “지주에 대한 증오심”을 보편적으로 강

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1948년 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이후 ‘지주’, ‘자본가’는 현시적이자 잠재

적인 “내부의 적”으로서, 이들을 발본색원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환

상을 갖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할 것을 주문하였다.

우리의 적은 외부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습니다. 토지를 몰

수당한 지주들과 친일파, 민족반역자 등 인민을 착취하여 부유하게 살던자

들은 기회만 있으면 외부침략세력과 결탁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을 전복하며

우리의 민주건설을 파괴하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원쑤들

에 대하여 높은 경각성을 가지게 하며 적을 가릴줄 알며 적을 적발폭로하

여 분쇄할줄 알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176)

... 우리는 군인들과 근로자들에게 지주, 자본가가 어떻게 나쁜가를 잘 알

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남조선에는 지주, 자본가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그

들은 계속 로동자,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지

주, 자본가의 제도는 없어졌으나 전복된 지난날의 지주나 자본가들은 아직

도 살아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청년들은 지주를 모르고있지만 땅을 빼앗긴 지주들은 결

175) 김일성은 “일본 제국주의”의 근원을 청산하였고, 이에 편승한 친일파의 경제적 기반 역시 박

탈되었으므로, “지주”는 “영원히 청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산업국유화법령의 실시는 일본제

국주의식민지통치의 근원을 청산하였으며 일제와 결탁하였던 민족반역자들의 경제적지반을 박

탈하였다.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는 계급으로서 영원히 청산되였다. 이와 같이 일제와 야합하여

조선인민을 억압착취하던 모든 세력들이 경제적지반을 박탈당하고 정치적으로 숙청되였다.”

(김일성, “북조선로동당의 창립과 남조선로동당의 창건문제에 대하여 (1946.9.26.),” 김일성저작
선집 1』평양: 인문과학사, 1967)

176) 김일성,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은 민청단체들의 기본임무 (1948.11.13.),” 김일성저작
선집 1』(평양: 인문과학사,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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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자기의 땅을 잊어버리지 않고있습니다. ... 지주는 자기들의 땅을 빼앗

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지주들을 잊어버려서 되겠습니

까? 우리는 지주, 자본가들을 계속 미워해야 하며 그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177)

마) 제국주의

북한이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대주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개념이 바로 ‘제국주의’와 관련된 것이었다. 일제

해방 이후, 한반도 내 가장 쟁점이 된 논의는 국가 ‘자주권’의 획득에 관

한 것이었다.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정치적 개입이 현실화되

고 남북한 각각을 중심으로 한 이념논쟁이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단독정부를 수립하게 된 주요한 논리는 소련의 ‘사회주의’를 채택하여

‘자주국가’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남한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이승만정

부의 친미 노선을 목도하며 북한은 미국을 제국주의의 선봉으로 치부하

고 북한만이 모든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라

는 논리로서 남한의 이승만정부를 배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

설하였다. 이에 따라 1948년 9월 단독정부 수립에 따른 평양시군중대회

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페지를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제

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

을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신과 권리와 영예를 가

지게 될것입니다. ...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된 조선인민은 ... 오

늘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의 반동세력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싸우면서 민주

주의적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 매국노 리승만을 괴수로 하는 괴뢰정부와 남조선이 친일파, 민족반역

자, 정치적모리배들은 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을 받고있습니다.178)

177) 김일성,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 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1963.2.8.),”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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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북한 단독정부 수립의 주요한 의의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고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의 ‘반동세력’으로부터 북한지역

을 수호하며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한 데 있었다. 북한에서 제국주의는 투

쟁의 대상으로 설명되지만 이념의 차원에서 이를 개념적으로 설명한다기

보다는 일본과 미국이라는 구체적 대상의 침략과 압제의 행위를 강조하

고 이에 대한 경계를 설파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제국주의에 대한 개념적 설명이 나타나있는 조선대백과사전
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조선대백과사전에는 제국주의를 “독점이

지배하는 마지막단계의 자본주의”로 설명하며 관련 개념으로 ‘현대독점’,

‘현대제국주의’, ‘현대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 기초’, ‘제국주의의 본성’, ‘제

국주의 식민지 체계’, ‘자본주의 열강 사이의 결탁관계’ 등을 함께 논의하

고 있다. 그 중에서 ‘현대 제국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나는

“침략적, 약탈적 본성”으로서 설명한다.

오늘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오늘에 이르는 전 기간 침략

과 전쟁의 총포소리가 하루도 그치지 않았다. 제국주의자들은 제2차세계대

전후 50여년동안 크고 작은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켰다. 제국주의는 그 침

략적, 략탈적 본성으로 하여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예속국가로 전락시킨다.

...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예속국가로 됨으로써 세계는 제국주의

종주국과 식민지예속국가의 두 부분으로 갈라지게 되였으며 제국주의식민

지체계가 형성되게 되였다. ...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식민지체계는

붕괴되었다. ... 제국주의자들은 잃어버린 식민지를 되찾기 위하여 교활한

신식민주의적 방법에 매달리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로골적인 강압적방

법으로 식민지를 통치하고 략탈하던 지난 날과는 달리 새로 독립한 나라들

과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권을 명목상 인정해 주고 이른바 《원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나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착취와 략

178) 김일성, “모두다 공화국정부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민주조선창건을 위하여 전진하자: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정부수립경축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1948.9.12),” 김일성저작집 4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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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을 감행한다. ... 제2차세계대전후 자본의 국제화가 추진됨에 따라 자본주

의렬강들은 경제기술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결탁되게 되었다.179)

북한은 사회주의가 도래하고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건설

됨에 따라 제국주의가 패배하고 소멸되었다고 선포하였다.180) 제2차 세

계대전 이후 세계사회 내에서 소멸된 제국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새롭

게 결탁하여 과거와는 다른 ‘신식민주의적 방법’을 통해 과거의 약탈을

지속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지속적인 전

쟁의 시도를 감행하고 있고, 그보다 보편적인 방법으로서 저개발국가들

의 자주권을 명목상 인정하는 대신 ‘원조’를 통해 정치·경제적 예속을 시

도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북한에서 논하는 제국주의

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과거적 개

념으로서 식민지 해방을 이룬 ‘일제’를 중심으로 한 구제국주의와, 현재

적 개념으로서 원조와 전쟁 시도를 통해 ‘발전도상’ 국가들의 예속을 추

진하는 적극적 대상으로서 ‘미제’를 중심으로 한 현대제국주의 두 가지의

개념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제국주의

논의는 이념 그 자체보다 ‘반제반미’의 구호를 통해 대체로 미국과 연계

되어 논의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단독정부 수립 시기 제국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로

논의되었던 북한의 담론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잔존한 세력

으로서 ‘최후의 발악’을 진행하는 강력한 투쟁대상으로 제국주의가 다시

논의되었다. 이는 경제력에 기초한 논의로 변질되었으며, 세계사회 내에

서 경제독점을 통한 ‘제국주의국가들의 연대’로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역량을 펼치며 강화된 존재로 설명되었다.

제국주의는 자기의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며 이미 잃어버린 진지를 도로

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 그러므로 인민들은 반제국주의의

179) “제국주의,” 조선대백과사전 16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180) “사회주의를 미친듯이 공격한 독일, 일본, 이딸리아 등 제국주의나라 군대들은 처음에는 강대

한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패배하였으며 쏘련은 위대한 역사적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김

일성,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1958.11.20.),”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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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을 높이 들고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투쟁을 계

속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181)

현대제국주의의 조건에서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성이 전례없이

강화되는 것은 바로 국가권력이 대독점들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국가독점자

본주의의 특성과 관련된다. ...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나라 정부들은 사실

상 나라의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간섭을 진행하면서 ... 대독점에 국가권력

이 완전히 종속됨으로써 현대제국주의는 또한 독점들의 끝없는 해외팽창야

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더 무모한 대외침략정책과 전쟁책동에 매여달린

다. ... 현대제국주의의 새로운 특징의 하나로 되는 것은 ... 미제국주의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체계이다.182)

다음과 같이 초기 제국주의에 대한 논의는 일제를 중심으로 한 소멸

된 사상으로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담론으로 전개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자본주의의 개념과 결

탁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세계사회를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세력으

로 제국주의는 예속적이고 약탈적인 사상으로서 북한사회에서 경계해야

할 강력한 ‘투쟁대상’이자 적대적 개념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제국

주의의 논의는 결과적으로 ‘미제’의 논의에 예속되었으며 제국주의 자체

에 대한 언급보다 ‘미제’에 관한 담론의 하위담론으로서 변질되었다.

바) 자본주의

북한에서 자본주의는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와 동일한 의미로서, ‘사회

주의’와 정반대되는 경제 체계이자 사상으로 정의된다.183) 자본주의사회

는 “인류의 가장 마지막 착취사회로서 중세기의 종교적 및 정치적환상에

의하여 은폐되고 있던 착취를 공공연하게 파렴치하며 직접적이고 잔인한

181)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인민단결기구기관리론잡지 《뜨리꼰

띠넨딸》 창간호에 발표한 론설(1967.8.12.),”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182) “현대제국주의의 특징,”　로동신문, 1984년 8월 21일, 4면.
183)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 자본주의의 잔재에 관하여,” 로동신문, 1956년 9월 3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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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로 바꾸어 놓았으며 사람의 인격적가치를 교환가치로 전환시킨 피비

린내나는 사회”로서 설명되는데,184) 즉 자본주의의 핵심으로 ‘착취’행위

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착취의 주체가 지주, 자본

가로 호명된다. 이들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독점한 극소수의 존재들

로서, 최대한의 이윤추구를 위해 착취와 압박의 체계를 “세련되게” 만들

어놓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빼앗

아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도록 탄압하고, 이러한 탄압이 ‘국내’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소국가를 식민지화하는 “해외침략”을 감행하는 존재

로 설명된다.185) 다시 말해, 앞절에서 설명한 ‘현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되는 것이다. 현대 제국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단위의 착취와 약탈에 집중된 논의라 한다면, 자본주의

논의는 국내적 차원에서 ‘지주, 자본가’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 농민 등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약탈에 집중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와 관련된 논의는 초기 국내 북한주민들 속에서 척결되어야 할

‘잔재의식’으로서 설명되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의 자본주의의 잔재 극복은 그것이 만약 외부로부

터 자본주의 세계측으로부터 아무 작용이 없다면 상당히 험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부르쥬아적 이제올로기에는 벌써 출판물과 라지오186)를 통한 반동

적 견해의 특별한 침전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 가지 길을 통해

서 사회주의 국가에 침투하고 있다. ... 부르쥬아 사상 잔재의 표현은 사회

주의적 소유의 절취로부터 생활에서의 방탕에 이르는 여러가지 형태를 가

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크던 작던간에 사회에 해독하고 부정적 작용을

주고 있으며 그의 진전을 저지하고 있다.187)

1950년대 로동신문을 통해 발표된 다음의 글은 북한주민들을 대상

184) “자본주의->자본주의사회,” 조선대백과사전 16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185) “자본주의->자본주의사회,” 조선대백과사전 16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186) 초기 북한의 맞춤법은 현대 북한사회의 맞춤법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북한사회에서 ‘부르

쥬아’는 오늘날 ‘부르죠아’로, ‘이제올로기’는 오늘날 ‘이데올로기’, ‘라지오’는 오늘날 ‘라디오’로

표기된다.

187)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 자본주의의 잔재에 관하여,” 로동신문, 1956년 9월 3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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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르주아 사상, 즉 자본주의 사상의 잔재가 사회에 “해독하고 부정

적 작용”을 주는 것으로 표현하며 이를 사회주의, 보다 구체적으로 맑스

-레닌주의를 통해 경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북한정부는 초기 남한사

회와의 경쟁 속에서 북한 내부를 맑스-레닌주의를 중심으로 한 정치사

상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주력하며 ‘내부의 적’을 숙청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점을 고려하면, 당시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는 사상 그 자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보다는 ‘자본주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실천적 차원에서의 비

판논의에 가까웠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 1949~1960년 로동신문
 내 기사제목 중 ‘자본주의’가 포함된 기사의 내용 중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경험적’ 논의에 비해 ‘이론적’ 논의는 전체 기사

의 3%에 불과하였다.188) 김일성은 당시 북한의 사회를 ‘자본주의혁명을

거치지 않은 채 공산주의의 첫 단계로서의 사회주의’를 수립한 것으로

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만큼의 생산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생산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189) 북한에서의 경제활동

은 사회주의혁명의 일환으로써 사회전체의 발전을 위한 집단적인 생산력

고취의 측면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따라 ‘지주, 자본가로부터의 착취’로서

의 경제활동의 개념과 목적론적 논의를 통해 그 개념을 분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혁명 일반에서 논하는 ‘계급투쟁’의 논의와 북한의

‘계급투쟁’의 논의 역시 차별화되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계급투쟁’은 자

본가 계급을 청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자본주의사회 이후(또는

자본주의사회를 경험하지 않고)의 사회주의 사회로 바로 이행한 북한에

서의 계급투쟁은 북한사회 내부 주민들의 ‘통일과 단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사회주의혁명을 할 때의 계급투쟁은 자본가들을 계급으로서 청산하기 위

한 투쟁이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은 통일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투

쟁이며 그 것은 결코 사회성원들이 서로 반목질시하기 위해서 하는 계급투

188) 필자가 찾아본 결과, 1949~1960년 ‘자본주의’가 포함된 기사 286건 중, 이론적 논의는 9건에

불과하였다.

189)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당사상사

업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67.5.25.),”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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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은 아닙니다. ...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의 통일

과 단결을 목적으로 협조의 방법으로 그들을 혁명화하고 개조하는 계급투

쟁의 기본형식과 함께 외부와 내부의 원쑤들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는 계

급투쟁의 형식이 있는 것입니다.190)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북한사회의 자본주의 논의는 ‘내부의 원쑤’들의

논의는 줄어들고, 점차 외부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관심을 돌려 ‘자본주의

나라’ 또는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비난으로 변화되었다. 가장 많이 논의

되는 대상은 미국과 남한사회로서,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며 근로자

들이 핍박받고 착취되는 세계로 묘사하고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

회주의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하였다.

자본주의사회는 광범한 근로대중을 갈수록 심한 주림과 가난에로 몰아넣

는 저주로운 사회이다. ... 미국을 비롯한 일련의 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은 대

체로 수입의 40% 이상을 갖가지 명색의 세금으로 빼앗기고 있다. ... 《부

익부, 빈익빈》의 저주로운 자본주의사회는 내부모순의 적화와 인민들의 혁

명투쟁에 의하여 뒤집혀지고 근로인민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반드시 오

고야말것이다.191)

마지막으로, 1990년대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북한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난은 세계시장의 확대에 따른 자본주의시장경제의 국제적 보편화와 무

역행위에 대한 비난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시장경제는 이윤창출이 목적

으로 ‘독점자본가들’에 대해서 통제되며 이는 국제사회 속에서 현대 제국

주의자들에 의해 확대되고 이용되고 있다는 논리로 국제사회의 동향을

설명하며 이를 맹비난하였다. 특히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한 이후 자본

주의에 대한 설명은 사회주의를 계획적이며 교활하게 붕괴시키는 ‘자본

가들의 책동’으로 소개되고, 사회를 수호하기 위해 자본주의국가들의 영

향력으로부터 사회를 철저히 봉쇄하고 경계할 것을 대대적으로 강조하였

190)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당사상사

업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67.5.25.),”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191) “《부익부, 빈익빈》의 저주로운 자본주의사회,” 로동신문, 1975년 1월 3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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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은 사회주의경제가 《폐쇄적인 경제》라느니, 《고립된 경제》라느니

뭐니 하면서 사회주의계획경제로써는 경제를 ... 발전시킬수 없는듯이 비방

하고 있다. ... 제국주의자들의 달콤한 선전에 속아 사회주의계획경제를 버

리고 사적소유제와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받아들이 이전 쏘련과 동구라파나

라들에서는 그 초기에 벌써 나라의 경제가 여지없이 파괴되고 인민생활이

급격히 악화되였다.192)

결국 자본주의는 점차적으로 제국주의 논의와 결탁하였고, 사회 내부

의 적에 대한 관심에서 사회 외부의 적에 대한 관심과, 외부의 적들이

사회 내부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경계논의로 변화하였다.

사) 봉건주의

봉건주의는 ‘봉건사회’의 사상적 이념으로서 논의되며, 구습과 지주 및

자본가를 중심으로 한 착취의 정당화를 지지하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봉

건주의는 봉건사회를 통해 정의되는데, 조선대백과사전에는 다음과 같

이 정외되어 있다.

국가권력과 기본생산수단이 지주계급에게 속하여 있는 착취사회, 노예사

회 다음에 생겨나고 자본주의사회에 의하여 교체되는 계급사회이다. 봉건

사회는 전제제도로 특징 지어 지는 사회이다. 모든 권력은 국왕에게 집중

되여 있고 지주계급의 리익을 대변하는 왕의 의사와 명령에 의하여 국가

활동이 진행된다. ... 봉건사회의 기본계급은 지주(봉건령주)와 농민이고 그

밖에 수공업자, 상인들이 있다. 봉건지주는 착취계급이고 지배계급이며

농민은 피착취, 피지배계급이다. 봉건지주와 농민들은 적대적 대립관계에

있으며 그들의 상반되는 리해관계는 봉건사회의 기본모순을 이룬다.193)

192)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반동성을 가리울수 없다,” 로동신문, 1998년 6월 11일, 6면.
193) “봉건주의 -> 봉건사회,” 조선대백과사전 11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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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정의에서 봉건사회의 구성을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으로 이분

하고 그 구체적 대상으로서 ‘지주/영주’와 ‘농민’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둘의 관계가 ‘적대적 대립관계’임을 상정하

는데 이는 북한의 ‘계급교양’에서 논의하는 계급의 적대적 관계 상정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맑스-레닌주의를 위시한 사회주의 이념을 통해

계급의 철폐를 주장하는 북한사회 내에서 봉건주의 또는 봉건사회는 ‘낡

은사상과 구습’의 대표적 ‘잔재’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사상교양을 통해

주민들의 ‘봉건적 사상잔재’를 타파하고 맑스-레닌주의를 근간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의 완성을 꾀하였다.

일제 사상 잔재 및 봉건 사상 잔재―이것은 그 말 자체가 말하여 주는

바와 같이 우리들이 과거에 살아 온 사회, 즉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자

본가와 지주들이 인민들을 마음대로 착취 억압하고 있던 식민지 생활과

조선의 낡은 사회에서 물려 받은 사상이다.194)

... 우리 사람들에게 봉건적 사상잔재와 자본주의적 사상잔재가 남아있

고 또 낡은 사상을 낳는 사회경제적근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 사상단련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낡은 사상이 자라날수 있으며 ... 당적립

장을 확고히 고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 맑스-레닌주의사상교양을 강

화하여야 적들이 나쁜 사상을 들여보내지 못합니다.195)

다음과 같이 초반 맑스-레닌주의를 중심으로 봉건적 사상잔재의 타파

를 주장하던 사상교양 담론은 점차 북한이 스스로를 ‘사회주의의 완성’의

단계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사회 내부의 봉건적 사상잔재의 존속 여부에

대해 더이상 논하지 않게 되었다. 반면 이는 남한사회를 설명하는 요소

로서 점차 변질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남

한 사회에는 봉건적 착취체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194) “일제 사상 잔재와 봉건 사상 잔재를 근절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2년 11월 29일, 2면.

195) 김일성, “전후경제건설과 인민군대의 과업: 조선인민군련대장 및 정치부련대장회의에서 한 연

설(1954.2.12.),” 김일성저작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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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

기들의 식민지적 지배와 략탈에 유리한 남조선농촌의 봉건적착취체계는 그

대로 보존하였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은 농촌지배를 위한 계급

적 기둥으로서 지주를 보호하고 침략과 전쟁 준비를 위한 농촌수탈을 강화

할 목적밑에 농촌에서 봉건적착취체계를 보존, 비호하는 반동정책에 시종일

관하게 매달렸다.196)

제국주의가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과 같이, 봉건주의의 경우 북한사

회에 비해 저발달된 존재로서 논하는 남한의 사회를 설명하는 기제로서

다수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또다시 ‘미제국주의’와 연결되는데, 미국의

착취를 통해 남한의 사회가 일제시대 이전의 봉건적 착취문화에서 벗어

날 수 없었다는 논리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이는 남한의 주민들 사이에

서 나타나는 계급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국과 미국에 결탁한 남한정부의

정치 엘리트 및 소수의 자본가들로부터 핍박받는 ‘남조선의 인민’의 적대

적 관계를 설정하여 남한사회를 설명하는 내용이기 위한 현재적 필요 때

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 3 절 소결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을 보면, 두 담론은 ‘사상교양’

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구축되었다.

북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집단적 자기화 담론으로서 ‘주체’에 대한 논의

는 ‘사상교양’을 중심으로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1970년대

주체사상이 선포되며 그 개념과 내용의 성숙과 안정화가 이루어졌다. 주

체사상의 이론적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을

통해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주요한 사상적 요소와 구체적 대상을 정리할

196) “미제의 비호밑에 남조선농촌에서 강화되고 있는 봉건적 착취,” 로동신문, 1969년 1월 15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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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

이념을 통한 북한 단독정부 수립의 과정 속에서 초기 정부수립의 정당화

논의로서 발전되었는데 적대적 대상으로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봉건사

회의 사상적 잔재들, 그리고 이들 사상의 실천자로서 ‘계급적 원쑤’들을

지목하며 그 담론이 활발하게 생성되었다. 이는 사상교양의 내용이 성숙

하면서 그 내부의 ‘계급교양’의 내용을 통해 그 주요 개념들이 정리되며

체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집단적 타자화 담론은 ‘원쑤’의 담

론과 ‘계급교양’의 내용을 통해 그 주요 개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화 담론의

주요 개념들

사상적 요소
사회주의, 주체, 자주(성), 애국, 창조(성), 단결,

계급, 무력, 자력갱생

구체적 대상 인민, 최고지도자(수령), 당, 군

타자화 담론의

주요 개념들

사상적 요소

제국주의, 자본주의(부르죠아), 봉건주의, 관료주

의, 형식주의, 교조주의, 지방주의, 개인주의, 리기

주의

구체적 대상 미제, 남조선 괴뢰, 일제, 지주/자본가

표 17.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주요 개념들

이를 살펴보면,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은 외형적으로 이원론적으

로 보일 수 있지만, 집단적 ‘자기화’ 즉 ‘주체’를 설명하는 논의 속에서

‘계급’이 하나의 주요한 개념으로서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계급’의 개념은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계급적 일체화

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급의 논의에는 ‘적대적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한 타자화의 논의가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집

단적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자기화 담론에서 생성된 ‘계급’의 논의를 통

해 타자화 담론이 성숙되었고, 이를 통해 구성되는 다양한 타자화 개념

들은 결과적으로 강력한 적대적 타자의 상(像)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본 것과 같이 푸코를 포함한 프랑스적

전통을 따르는 ‘주체’의 연구자들은 “주체로 되어가는 과정과 종속되는

과정”을 고려하여 ‘주체화(assujetissement)’의 개념을 사용하고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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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할 수 있는 대상과 도구에 대한 고려로서 ‘타자’에 대한 해석을 시도

하였다(Butler, 1997; 최종렬, 1999: 181에서 재인용). 이를 고려하면, 이

러한 주체화-타자화 담론의 관계를 살필 때, 타자화의 담론 자체가 주체

화 담론의 구축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파생적 존재라고 고려

할 수 있다.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구축을 살펴보면,

북한사회 내 ‘주체사상’은 사회 최고의 사상, 이념적 지위로서 전사회에

확정·공포되었고, 현실사회 내 집단의 결속과 일체화의 확립을 위한 사

상적 동력을 타자화 담론보다는 주체의 내적 개념의 확충을 통한 강력한

자기화 담론으로부터 발생시키고자 하였다.

그림 7. 1960~1980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

론 주요 개념의 언급빈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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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960~1980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자기화 담론 주요

‘사상적 요소’ 언급빈도

다음의 그림을 보면, 집단적 자기화 담론과 타자화 담론의 주요 개념

의 사용은 초기 비슷한 정도로서 상승의 추세를 보이지만, 1970년대 이

후부터는 급격한 이원화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주체사상이 사회적 지도이념으로 공포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일원화된 사회체계를 구축하면서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개념들은 부상한

반면,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개념들은 감소하였다. 이는 특히 1970년대

이후 ‘주체’ 개념의 강력한 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한다 할 수 있다. ‘주

체’ 개념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전체적인 자기화 담론의 부상이

나타났고, 이에 타자화 담론의 자원으로 사용된 개념들은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주변적인 존재로서 그 지위가 하락하였다. 이는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개념들 중 ‘계급’ 개념의 사용빈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계급’의 개념 속에 ‘계급투쟁’과 같은 적대적 타자화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자기화 담론 내부에서 ‘계급’ 개념 사용의 저조한 비율

은, ‘주체, 자주, 사회주의’ 등과 같은 보다 근원적 차원의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개념이 활성화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북한이 근원주의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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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을 설명해준다.

이에 따라 집단적 타자화 담론이 집단적 자기화 담론에 비해 그 중요

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요하게 고려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상기한 그림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집

단적 타자화 담론이 북한사회 내에서 여전히 주요하고 지속적으로 창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사상교양의 구성에서도 ‘계급교양’은 현

재가지 주요한 사상교양의 요소로서 대중에게 필수적으로 교육되는 내용

중 하나이다.197)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집단적 자기화

담론과 타자화 담론의 관계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실제적 차원에서 나타

나는 집단적 자기화와 타자화 담론 형성 및 변화의 경험적 확인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공적담론 공간인 로동신문 속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역사적 경험에 따른 변화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197) 김정은은 2015년 '5대 교양'으로서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이중 ‘(반제)계급교양’은 사상교양의 체계적 구축이 시작된

1950년대부터 강조되어, 김정은시기까지 핵심적인 사상적 요소로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차

승주, 2019; 김난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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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축소·와해·

복구

담론을 살펴볼 때 이를 구성하는 개념과 내용에 대한 근원주의

(essentialism)적 관점을 타파하고 담론을 가로지르는 이념, 제도, 권력

등 사회적·역사적 환경과 이를 통한 담론 내부의 개념, 구조들 간의 투

쟁과 긴장 등을 살펴보는 비판적인 관점을 보유할 때, 담론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다(Macdonell, 1992[1986]: 100-101).

대중에게 무의식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담론 속 개념을 비판적으로 고려

하고 이를 구성하는 지식 또는 권력의 배경들을 역사적으로 검토함으로

써, 인식하는 ‘이성’(또는 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따라서 나타나

는 담론 내부의 ‘진실화’ 된 개념의 정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그 유

동성과 가변성을 조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북한사회의 집

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한 개념들을 염두하고, 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회적 환경들을 담론 구성의 주요한

변인으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김일성 유일지도체제의 확립 이후 김일성-김정일 후계체제가

확립되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 내부환경을 유지하였다. 북한의 공

적담론은 북한 지도부에 의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장악되어 있었으며, 이

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개별적이거나 자유로운 사적담론의 공간은 여전

히 극도로 제한된 채,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은 사상교양, 그 중에

서도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집단적 자기화-타

자화 담론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변화의 영향을 주게 된 시점은 북한의

경기침체가 나타나게 된 1980년대 중반부터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시기 북한사회 경제침체를 전후한 사

회 내외부의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변화

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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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축소: 1980년대

1. 북한의 대내외적 경제환경 악화

1970년대 이래 북한은 계속적인 내수경제 침체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

은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주의 연대의 경제적 원조 덕분

이었다(포포프, 1995: 137-156; 황의각, 1995: 8). 이에 따라 북한에게는

대외 경제협력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환경, 특히 국제 사회주의 연대의

환경이 매우 중요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말 발생한 국제 사회주의 연

대의 붕괴는 북한사회에 많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다. 1989년 헝가리

를 시작으로 한 동유럽 국가들의 민중 봉기와 공산당 정권의 붕괴, 그리

고 동서독을 분리하였던 베를린장벽이 같은 해 11월 허물어지면서 동유

럽 사회주의 전선은 전면 붕괴되었다. 당시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 정권

을 형성한 소련은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대혼란을 경험하고 있었

으므로 동유럽 사회주의 전선의 붕괴에 대해 함께 대항해줄 수 있는 지

원세력은 부재한 상황이었다(김학준, 2005). 소련 역시 내부 정치적 혼란

및 미국과 일본 등의 대외적인 압박 속에서 스스로 1991년 8월 19일 소

련공산당의 활동 정지를 결의하였다. 소비에트연방은 해체되었고, 이에

따라 러시아를 비롯한 14개의 공화국이 분리 설립되었다. 같은 해 12월

8일 러시아연방공화국, 우크라이나공화국, 벨라루시공화국을 합친 독립국

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 설립되었고, 소련

의 계승국으로서는 러시아연방공화국이 새롭게 출범하였다.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린 러시아에게는 경기를 부양하고 사회를 안정

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모든 경제적 원

조를 중지하였고, 북한과 거래하였던 무역도 급격히 축소시켰다.198) 당시

북한경제는 많은 부분 소련시장을 겨냥하고 있었고, 석유 수입 역시 소

198) 소련과 북한의 교역량은 1988년에서 1990년 2년 사이에 7.5% 감소, 1990년에서 1991년 1년

사이에 부려 45.3%가 감소되었다(포포프, 1995: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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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에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련과의 관계는 북한의 내수경제에 막강

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러시아로부터의 석유수입이었는데, 석유수입의 급격한 감소는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었다. 또한 소련은 북한과 1961년 체결하였던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파기를 통보하였다. 이는 북한이 외부로

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소련의 자동적인 군사 개입을 명문화한 것으로

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이종석,

2011: 163). 당시 러시아는 친북한 정책에서 친남한 정책으로 외교노선을

전면 수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경제적 호황을 경험하고 있던 남한과 경

제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침체를 타개하고, 시장개방과 개혁을

통해 사회안정화를 누리고자 하는 러시아의 생존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한 사회·군사 및 경제적 연대를 공고

하게 구축하고 있던 남한은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한반도 내 영향력은 오히려 축소되어, 북한

과도 일정한 긴장관계가 구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전격적으로 개혁개방 노선으로 전환하고

서양 국가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에 따라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축소됨에 따라 중국은 점차적으로 남한과의 관계 개선의 의지를 피력하

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는 과거 ‘혈맹’관계를 통한 전폭적인 지

원보다는 전략적인 실용주의 노선을 보다 추구하였다. 사회주의 진영 및

소련의 붕괴에 따라 극심한 대외경제의 타격을 입게 된 북한에게 중국의

이러한 대외정책의 변화는 또 하나의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1992년 한

중 수교 체결에 앞서 중국은 북한 지도부에 양해를 구하였으나 북한은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중국은 한국과의 국교 수립을 단행하였고, 북한은

어쩔 수 없는 대외적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서 북한은 또 한 가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다름 아닌 핵

문제였다. 북한은 1962년 11월 영변에 핵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소련과의

연대 하에 꾸준히 핵연구를 진행하였다. 핵 연구는 1980년대 절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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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 김일성이 1984년부터 1986년 사이 두 차례 소련을 방문함에 따라

소련의 지원하에 대규모 핵발전소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포포프, 1955:

142). 당시 1980년대 신냉전구도 속에서 북한은 소련의 보호 하에 핵문

제에 대한 세계사회의 경계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사

회주의 진영의 해체와 특히 소련의 붕괴에 따라 1990년대 북한은 핵문제

로 인한 세계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사

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993년 2월 북

한에 대한 특별사찰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한

달 후인 3월, 1985년 소련의 요청으로 가입하였던 핵확산금지조약(NPT)

을 탈퇴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세계사회에서 점차적으로 고립되었다. 세계사회 내

에서의 고립은 북한의 시선을 한반도에 집중하게 만들며, 대남 경쟁에

보다 뛰어들도록 만들었다. 1980년대 미국과 소련의 경쟁구도 속에서 자

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경쟁체제로서 남북한의 경쟁은 역으로

남북한의 세계사회 내의 적극적인 진출의 필요성을 불식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는 북한에게 세계사회와의 네트워크 구도에

전면적인 수정을 요하게 만들었고, 이에 북한은 적극적인 외교관계 수립

을 시도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침체 국면을 맞고 있던 북한의 상황과 달

리, 경제 호황을 경험하고 있던 남한에게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외교관

계 수립 요청이 늘어나면서 북한은 큰 위기를 맞았다. 1990년 6월 4일

붕괴 직전의 소련은 한국과 정식 수교를 맺으며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

립하였다. 중국 역시 한국과 1992년 8월 24일 정식수교를 맺게 됨에 따

라, 북한의 대외관계는 심각한 고립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

한은 대외관계 수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조로 고려되었던 ‘두 개 조선’

의 반대, 즉 한반도 내 남한과 북한의 양립 불가론을 전면적으로 수정하

였다. 1991년 남한의 요구에 따라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12월 남한정부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간 화해모드를 조성하고자 하였다(이

종석, 2011: 132). 뿐만 아니라 북한은 남한의 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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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 수립을 통한 외연 확장을 경계하는 방안으로서 일본과의 수교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1990년 9월 일본 정당의 대표단을 평양

으로 초청하고, 조선노동당과 일본 자민당과 사회당 3당간의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북일 수교

를 경계한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전제로 한 일본

측의 회담 요청을 통해 결렬되고 말았다(이종석, 2011: 136).

대외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과의 무역

량 감소, 특히 석유 및 석유제품의 심각한 수입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해 결국 외교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였다. 남한과의 수교를 단행한

러시아와 중국에 적극적인 대항을 할 수 없었던 북한은, 1990년대 중후

반부터 양국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쪽으로 외교정책을 수정하게 되

었다. 특히 북한은 구소련에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던 경제구도를 개선하

기 위하여 중국과의 무역거래를 확장하며 대외경제를 보완하고자 하였

고, 중국 역시 기존의 무조건적인 대북한 원조노선으로부터 실용주의 노

선으로 수정하고자 하였으므로 양국간에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가 수립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경제적 연대를 다시

강화하였다. 북한에게 중국은 대외경제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로

서 부상하였다.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인사들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정치적 관계 역시 다시 회

복되는 양상을 띄었다. 러시아의 경우 친한 외교노선의 수립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며 대북한 외교노선을 재정비하였다(이종석, 2011: 164).

그러나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

고, 북한은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전까지 사회주의 진영으

로부터의 전폭적인 원조를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던 북한에게, 소련

의 원조 포기와 중국과의 실용주의 국가관계로의 전환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북중 사이의 경제교류를 보면 1991년과 1992

년 사이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량은 3.1%에 불과한데 반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량은 81.1% 증가하는 비균형적인 구조를 형성하였다.

원유 수입의 경우 1980년대 1,000~1,500만 배럴 수준이었던 수입량은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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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의 원유 공급이 완전히 중단된 1992년 이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게

되며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199)

연도 북한 원유수입량 (천배럴) 남한 원유수입량 (천배럴)

1980 15,393 182,861
1985 14,369 198,313
1990 18,472 308,368
1991 13,854 399,303
1992 11,142 509,378
1993 9,969 560,563
1994 6,670 573,024
1995 8,063 624,945
1996 6,861 721,927
1997 3,709 873,415
1998 3,694 819,094
1999 2,325 874,090

표 18. 1980~1999 남북한 원유수입량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http://kosis.kr/bukhan/index/index.do>.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소련 교역규모는 1990년 25.7억 달러로서 북

한 총교역 규모 47.7억달러 중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1991년 4.7억 달러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후 양국의 교역규모는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1995년 교역 규모는 8천 3백만 달러에 불과하게 되었다(전

홍택, 2004: 205-245). 북한경제는 결국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북

한 내수경제는 완전히 침체되었다. 1990년대 공장 가동률 역시 30% 이

199) 1990년대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것으로 부족분을 보충하고자 하였다. 러시아

와 중국 외 석유를 수입한 국가는 이란(1992년 22만 톤)과 리비아(1992년 20만 톤) 정도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1992년 북대북 원유공급을 완전히 중단하였고, 이란 역시 부채 문제로 인하여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하게 되었다(포포프, 1995: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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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 떨어지면서 생필품을 포함한 공산품 생산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연 도 1970-1975 1975-1980 1980-1985 1985-1990 1990-1995

GNP

실질성장률(%)
10.4 4.1 3.7 1.4 -4.5

표 19. 북한 경제 성장 추이

출처: 전홍택, 2004: 207.

민생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군수경제에 집중한 김정일의 비균형적인

경제정책과, 대외경제관계의 붕괴로 인해 에너지 부족, 원자재 부족 현상

이 악화됨에 따라 1980년대 말 민수경제는 이미 마비 상태가 되었다. 공

산품 생산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가 공급 체계 역시 무너졌다. 배급제

를 통해 식자재를 공급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북한주민들에게 국가로

부터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 것은 큰 타격일 수밖에

없었다. 사실 1973년부터 식량 배급량은 변동되기 시작하였고, 김정일은

식량배급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도시민들에 대해 1980년부터 우선적으

로 집단적인 토지개간과 영농활동의 일부를 허용한 상황이었다(이석 외,

2009: 90). 1970년대 시·군 단위 내 약 10일에 한번 열리던 평균 2-3개의

시장 역시 1982년부터 매일 열리는 1일장으로 확대되었고, 1984년부터는

이 역시 3-4개로 확대되었다. 김정일은 유휴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내

수경제 침체와 생필품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8.3인민소비

품생산운동’을 장려하며 1984년부터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한 ‘가내 작업

반’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공장에서 남거나 폐기된 원료, 자재, 반품, 폐

기물들을 활용하여 가내에서 필요한 생활필수품들을 생산하였고, 개인

또는 집단 차원에서 이들 생산품들을 개별적으로 ‘시장’에서 거래하였다

(권오윤·정성훈, 2012). 농촌지역 역시 식량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개별 농사를 허용하는 조치가 정책 차원에서 수립되었다. ‘개인텃밭’ 또

는 ‘개인부업밭’을 허용하여 자구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

고, 잉여 농산품들을 농민시장에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소규모의 사적 상

거래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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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안 배급제를 개인차원에서 보완하게 함으로써 북한사회 내 사

적경제가 점차 활성화되었고, 시장화는 1987년 10% 식량 배급량 삭감이

송포됨에 따라 폭발적으로 진행되었다. 1987년 배급량 감소 정책에 따라

농민 또는 전업주부 뿐만 아니라 산업부문의 노동자에게까지 소규모 텃

밭 보유가 허용되었고, 국영기업체들에게 기업 노동자들에게 대한 영농

시간 배정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사회 전반의 생산과

소비가 개인 또는 개별 집단들을 통해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집중적으

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공식적인 배급의 축소와 개별활동의

허용으로 인하여 시장을 통한 사적경제는 정부 통제를 넘어, 당의 허가

를 받지 않은 토지의 무단 경작, 경작이 금지된 옥수수와 같은 주요 곡

물의 생산·유통 및 소비가 활성화되었고, 암시장 역시 무분별하게 생성

되며 북한의 계획경제와 사회통제 시스템은 상당부분 기능할 수 없게 되

었다.

2.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축소: 담론공간의 축소와 주요

개념의 약화

가) 공적담론 공간의 점차적 축소와 사적담론 공간의 발생

대외경제의 불안과 내수 경제의 침체 속에서 1980년대 김정일의 후계

통치가 전면화되었다. 여기서 김정일에게서 가장 대두된 대중적인 지도

자로서의 자질은 사상이론 해석의 탁월성이었다. 그 핵심근거가 되는 것

은 주지하듯 1982년 김정일이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 덕분이었다.

이를 통해 1950년대부터 김일성에 의해 언급되던 ‘주체’ 또는 ‘주체사상’

의 논의는 이론적 차원에서 체계화되었고, 이는 북한사회의 대내외 환경

의 개선 및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는 실천적 적용의 단계로까지 발전되었

다. 주체사상은 북한사회를 운영하고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적 기반

이자 동력이었다. 김정일이 이에 대한 단독 해석권을 점유하면서 사상

정책에 대한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주도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은 김정일의

정권 세습 및 사회통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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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일찍이 언론매체를 통한 사상교양의 효과를 강조해왔다. 김

정일은 노동당 내 첫 주요보직을 ‘선전선동부’에서 시작하여 당시 원로였

던 ‘혁명 1세대’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다양한 담론 매체를 대

중 소통과 정책 수행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알았다. 김정일은 1980년

대 초 신문, 잡지, 출판의 중요성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며 이들의 양적·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썼다. 이에 관한 김정일의 대표적 담화는 “당

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81), “신문편집에서 주체를 세

울데 대하여”(1982)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담화를 통해 김정일은 노동

당의 선전부 담당자 및 신문출판 관계자들에게 언론에 있어 당의 사상,

정책,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을 강조하며, 사상·이론과 관련된 논

설 및 정론 기사의 비중을 높일 것을 직접적으로 주문하였다. 이에 로
동신문은 기사의 배치를 수정하여 사상·이론 관련 기사가 신문의 핵심

내용이 되도록 수정하였다. 이전까지 신문의 2면에 배치하던 김일성의

고전 노작은 새롭게 1면에 배치되었고, ‘수령’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론의

내용이 가장 중시되며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는 ‘주체

사상’ 및 이를 중심으로 한 유일사상체계의 대중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

였다(김영주, 1996).

신문편집에서 자료를 편성하는 문제는 어떤 자료를 신문의 어느 면,

어느 위치에 얼마만한 크기로 취급하는가 하는 기술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문제입니다. 신문에 자료를 어떻게 배렬하고 편성하는가 하는

데 따라 당의 의도가 나타나며 취급하는 문제에 대한 당의 립장과 태도가

달리 표현됩니다.200)

텔레비전 역시 방송 증편에 힘써, 1983년 12월 ‘만수대 텔레비전방송

국’을 새롭게 개설하며 평양주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

을 방영하기 시작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주로 만수대 예술단에서 제

작한 것으로 혁명역사물, 체제찬양물, 소련 등 사회주의권 영화 등이 방

200) 김정일, “신문편집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 로동신문사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82년 11월

13일),” 김정일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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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었다. 라디오 방송 역시 개편하여, 1985년 7월 ‘통일혁명당 목소리방

송국’은 ‘구국의 소리방송국’으로 변경하였고, 1985년 8월 ‘민중의 메아리

방송’을 신설하였다.201) 또한 1989년 1월 서울까지 가청권이 미치는 음악

전문 방송인 ‘평양 FM 방송국’을 개국하였다(김영주, 1996).

1980년대 출판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김정일은 북한주민이 일상

적으로 볼 수 있는 단행본의 출판을 늘리는 한편, 김일성 및 김정일의

전기, 저작집의 출판도 함께 확대하였다. 김일성저작집은 1979년부터

출판하기 시작하여 1998년까지 총 50권을 출판하였고, 김정일 관련 문헌

역시, 1964년부터 1982년까지의 김정일의 저술, 논문 등을 모아 편집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1~5권이 1986년에, 김정일의 9개의 주요

논문을 수록한 김정일문헌집(일본어)이 1987년에 출판되었다.202) 김정

일을 찬양하는 영명한 지도자 김정일(1988), 동방의 위인 김정일
(1988)과 같은 단행본도 출판되었다(이종석, 1995). 뿐만 아니라, 1988년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기” 위하여 창작된 다수의 문학작품들

의 보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대중이 보다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단행본 도서를 1991년까지 300여만 부 출판하였다(김영주, 1996). 또한

김정일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한 대주민 김정일 개인숭배 캠페인을 실시

하여, 그 일환으로 공교육 내 김정일 찬양 교과과목을 추가하였다. 1986

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에서는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 장군님 어린시절, 중학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

님 혁명활동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가 새로 출판·

배포되었다.

다음과 같이 김정일이 지도자로서 사회에 전면 등장한 이후 1980년대

초중반 북한사회 내 사상교양담론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찬양을 중심으로

담론의 내용이 공고화되며 담론 전달 수단 역시 다양화되는 모습을 보였

다. 주로 출판물에 의존하던 담론 전달의 수단은 텔레비전 방송국의 증

편, 문화예술 공연의 증가, 교과목의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다양화된 모습

을 보였다. 특히,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양 담론을 전

201) 이는 이후 1989년 구국의 소리방송에 통폐합되었다.

202) “<김정일문헌집>을 일본에서 출판,” 로동신문, 1987년 2월 17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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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이거나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확대시킨 것이 아니라, 문학, 영화, 음

악 등 보편적인 문화예술의 방편으로까지 확대시킴으로써 북한주민들은

사상교양의 내용에 대해 보다 용이한 접근성을 가지고 쉽게 체득 및 체

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언론, 출판, 교육 등의 수단을 통한 담론물

을 확장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에 관여하는

주요 개념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9. 1970~1990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주요 개념 언급빈도

다음의 그림을 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

의 개념들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

서 살펴본 1980년대 중반 내수경제의 침체가 점차적으로 가시화되기 시

작함에 따라 사회조직체계의 와해가 나타나면서 집단의 결속과 일체화에

관한 논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1980년대 북한의 경제상황을 살펴본 바와 같이 1985년 이미 사회 내 경

제문제가 일상생활세계에서 가시화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북한주민 뿐

만 아니라 당 실무자들도 공식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개인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일탈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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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상교양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잘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선전

부에서는 사상사업을 학습제강과 강연제강이나 만들어 내려보내고 학습

회와 강연회를 몇번 하였는가 하는 통계나 장악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 사상교양사업의 대도 명백하지 못합니다. 사상교양사업은 대를 명백

하게 세워가지고 해당 시기의 혁명임무와 투쟁목적, 사회정치적환경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지금 사상교양사업을 하는것을 보면 대를 똑바로

세워가지고 하지 못하고있습니다.203)

다음과 같이 김정일이 직접 사상교양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

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생활조직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던 사상교양 체계

의 불안정성이 단순히 사회 내부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이미 최고지도자가 인지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담론체계의 불안정성은 조직생활 뿐 아니라, 이들 공적담론을 생산하

고 전파하는 ‘담론물’ 자체에서도 나타났다. 경제위기가 가중되며 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해 출판사업이 점차 축소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조정

아, 2004).

종이공장들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여 종이를 많이 생산하지 못하다보니

종이가 긴장하여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 크라프

트(종이)공장들에서는 원료가 있으면 석탄이 없어 돌리지 못한다고 하고

석탄이 있으면 원료가 떨어져 돌리지 못한다고 하면서 밤낮 우는소리만

하고있습니다. 량강도당 책임비서에게 크라프트종이공장을 왜 제대로 돌리

지 못하는가고 하니 석탄은 있지만 설비가 못쓰게 되고 원료가 없어 제대

로 돌리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

지금 평양시를 비롯하여 여러곳에 현대적인 고충살림집을 많이 지어놓았

지만 위생종이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고있습니다. 고충살림집에서 살

203) 김정일, “당사상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들 앞에서 한 연설(1990년 1월 11일),” 김정일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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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는 사람들에게는 위생종이를 공급해주어야지 일반종이를 쓰게 하여서

는 안됩니다.204)

부수가 적은 조건에서 신문을 일률적으로 세대별로 배포하면 보아야 할

대상에게 배포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 《로동신문》과 《로동청년》을 비

롯한 일간신문은 세대별로 배포하지 말고 기관별로 배포하는것이 좋겠

습니다. ... 매 세대들에 방송이 다 들어가있고 텔레비죤수상기도 적지 않게

있는것만큼 신문을 세대별로 배포하지 않아도 일없습니다.205)

다음과 같이 1980년대 말부터 종이공장의 원료수급 문제가 공식적으

로 제기되는 한편, 신문발행에 관한 담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출판

사업 역시 1980년대 말부터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기한

담화를 통해 가정별로 배달이 되었던 주요 일간지들을 각 기관에 배달하

도록 함으로써, 출판량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여기에서 김정일이 직접적으로 “부수가 적은 조건”이라고 언급한 것

을 볼 때, 1980년대 말 이미 출판·인쇄 사정이 악화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학술잡지 출판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전세계적으로 학술교류의 중요성이 인식되며 학술지

종류와 발행부수가 크게 증가한 것과 반대로, 북한에서는 1980년대 말부

터 학술지 종류와 발행부수 모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송승섭,

2007). 이 시기 월간으로 발행되던 잡지는 격월간 또는 계간으로 변경되

었고(력사과학(1988), 조선고고연구(1986), 철학연구(1987) 등), 해
외 배포용으로 만들어진 외국어 번역 잡지들은 폐간(근로자(해외배표
용, 1992), 조선직맹(영문판, 프문판, 1992), 조선청년학생(영문판, 프
문판, 1993) 등)하도록 결정되었다(송승섭, 2007). 최고지도자를 찬양하는

다양한 담론물을 공급하고자 노력한 것과 반대로, 비효율적으로 고려되

는 출판물 인쇄는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출판비용을 절약하고자 한 것으

204) 김일성, “화학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일군들속에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화학공업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1987.3.20.),” 김일성 저작집 40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205) 김정일, “당사상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들 앞에서 한 연설(1990.1.11.),”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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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김정일이 후계자로 전면 등장하

며 정력적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던 북한 사상교양을 위시한 집단적 자기

화-타자화 담론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의 재정난의

도래와 함께 그 유통의 공간이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출판물의 공간 뿐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세계

차원에서도 나타났다. 배급제가 점차 무너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

으로 따르던 의무조항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군대에 들어가면 영

향실조가 걸린다는 이유로 군입대 회피현상이 나타났고, 식량문제의 자

체적 해결은 위한 직장 결근도 빈번해졌다(이우영, 1999: 63). 생존의 문

제에 따라 집단의 생활보다 점차 개인 또는 개별 생활이 중시되었고, 개

별 경제생활을 위한 가정이나 사적 모임의 단위가 생성되면서, 노동당

산하 조직체계와는 분리된, 사적 담화가 가능한 생활공간이 새롭게 나타

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활총화와 같은 조직생활 역시 점차 그 기능이

약화되어, 개별적으로 상호비판의 내용을 서로 맞추고 상호간에 적절하

고 합의된 수준에서 비판을 하는 외형적 형식화의 모습도 나타났다.

... 꾀를 냈어요. ‘이번에는 내가 너의 이런 점을 비판할테니까 다음번에는

네가 나의 이런점을 비판하라’고 친구끼리 미리 약속을 해요. 그렇게 해서

생활총화시간을 넘기기도 해요. 만약에 일이 생겨 생활총화시간을 빠질 경

우에는 양해를 구하면 되지요. (탈북자인터뷰)206)

이러한 공적담론 체계 내 주민들의 형식적인 참여는 개인 간 또는 개

별 가정과 같은 사적 공간 내부에서 선행된 합의를 통해 수행되었고, 이

러한 ‘공조와 협조’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일반주민 차원의 “일상화된

대응양식”으로 인식되며 점차 보편화되었다(박영자, 2004: 323).

나) 집단적 자기화 담론에서 ‘주체’와 ‘최고지도자’의 약화

206) 박영자, “북한 일상생활의 식민화와 탈식민화 여성생활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2호(2004),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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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주체사상’을 통하여 통치

논리 및 사회결속 체계를 공고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 실재에

서 나타나는 대내외적 경제위기 속에서 ‘주체’를 중심으로 한 집단적 자

기화 담론은 점차 활발하게 전개될 수 없었다. 이미 지역단위의 행정조

직에서는 조직 규율이 와해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성숙된 ‘주체사상’의 제

창만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치사상

중심으로 구현되던 북한 공적담론은 점차 생활세계 내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이나 생산력 증진 발전 관련 담론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보였다.

당선전일군들은 텔레비죤방성에 화려한 것만 내보내면서 멋을 부리는 놀

음을 하지 말고 벼단꺼들이기와 낟알털기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투쟁

모습을 비롯하여 당면한 경제과업수행과 관련한 편집물을 많이 내보내도

록 하여야 하겠습니다.207)

이에 따라 집단적 자기화 담론 내 핵심적 개념으로 고려되었던 ‘주체’

와 ‘최고지도자’에 대한 언급이 감소하였다. 하단의 그림을 보면, 앞서 논

한 바와 같이 1980년대 초반 김정일의 최고지도자 담론 강화에 따라 최

고지도자 언급빈도 역시 늘어난 것에 반하여, 1980년대 중반 들어 그 언

급빈도는 초반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집단적 자기화 담론 내 ‘주체’ 또는 ‘최고지도자’만을 강조하는 이전과 같

은 담론을 통한 집단 결속이나 사회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상당부분 축

소한 것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7) 김정일, “당선전부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85.10.23.),”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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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980~1992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주요 ‘사상적 요소’ 언급빈도

그림 11. 1980~1992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주요 ‘구체적 대상’ 언급빈도

반면, ‘사상적 요소’ 내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언급은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는 특히 국제사회 내에서 국제 사회주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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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붕괴에 대항하며 나타난 제국주의, 자본주의에 반한 개념으로서, 제

국주의, 자본주의 제도에 비한 ‘북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기사들을 대거 개제하게 됨에 따라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

히 세계사회 내 성숙한 사회주의체제를 갖춘 발전된 국가로서 북한을 강

조하는 내용이었다.

착취계급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짓밟히

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는 비범한 기질을 가진 특출한

사람뿐 아니라 평범한 인민들도 영웅으로 될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준다. 우

리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이 자기의 창조적 힘을 최대한으로 발양

시킬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다.208)

당과 수령이 베풀어준 이번 시책은 또한 날로 장성강화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과시하고 있다.209)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근본적 우월성은 사회주의사회가 다같

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사회라는데 있습니다.≫ ... 사회주의사회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맞는 생활을 보장한다면 자본주의사회는 인간의 자

주성을 짓밟고 억누르는 생활을 강요한다. ...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무엇보

다도 정치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다. ... 자본주의사회에 비한 사회주의사회의

우월성은 다음으로 물질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다. ... 우리 나라에서는 무료

교육과 무상치료의 혜택으로 전체 인민이 일생동안 마음껏 배우고 다같이

발전하며 무병장수를 누리고 있다. ...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다음으로 사람

들의 정신문화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다.210)

그들은 조선의 사회주의는 제국주의자들의 항시적인 침략책동과 반사회

208) “전인민적 영웅주의가 발양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과시,” 로동
신문, 1988년 10월 2일, 2면.

209) “(사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또하나의 인민적 시책,” 로동신문,
1989년 5월 21일, 1면.

210)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근본적 우월성,” 로동신문, 1989년 6월 2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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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모략을 짓부시는 나날에 이룩된 혁명의 전취물인것으로 하여 세계

에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고 지적하였다. ... 그들은 세계인민들이 진보와

번영에로 나가기 위해서는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211)

이러한 논의는 1990년대 ‘우리 식 사회주의’로 개념화되며 보다 강력

한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자원이 되었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는것은 또한 어떤 환경속에서

도 사회주의기치, 혁명의 붉은 기발을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기 위한 중

요한 사업으로 된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진보와

반동 사이의 심각한 대립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 우리가 건설한 사

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심장으로 체득하여야 한다.212)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성과 우

월성을 깊이있게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

야 합니다.≫ ...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우월성을 발휘하고 있다. ...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오늘의 존엄있고 행복한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상문화생활을

통하여 우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인식하여야 한다.213)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인민대중중심

의 우리 식 사회주의입니다. ... 가장 포괄적인 사회적집단은 나라와 민족

입니다. 나라와 민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결합체이

며 운명공동체입니다. ...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주성을 실현하

기 위한 투쟁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잇닿아있습니다.

211) “조선의 사회주의는 가장 참다운 사회주의,” 로동신문, 1990년 8월 4일, 1면.
212)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는 것은 주체혁명위업에 충실하기 위한 중요도구,”

로동신문, 1991년 3월 19일, 2면.
213) “(사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산 현실을 통하여 깊이 인식하자,” 로동신문, 1991년
4월 22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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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주의자들이 련합된 세력으로 ...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국제적인 반제련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214)

앞서 논한 바와 같이 1980년대 말부터 나타난 사회주의국가들의 연쇄

적인 붕괴와 이에 따른 국제 사회주의 연대의 해체는 북한의 경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사상적 통제에 있어서도 큰 위기의 상황일 수밖

에 없었다. 이는 그동안 제국주의 또는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대결구도

속에서 ‘인민의 해방’을 실현시켜주는 이념적 근간으로서 사회주의 제도

의 우월성을 통한 북한정권의 통치 정당성의 사상적 기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시점으로 볼 수 있었다. 이에 북한은 북한사회 내부에서

사회존립의 사상적 기반으로서 중시하던 주체사상만으로의 제약에서 벗

어나, 세계사회의 이념적 구도 속에서 북한사회의 체제정당성을 지탱하

는 ‘사회주의’의 개념을 보다 강조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이 ‘수령’을 중심으로 한 사회 내부의 개인 및 조직의 지위 및

구도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결속할 수 있었다면, ‘사회주의’, 특히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의 강조를 통한 집단적 자기화 담론은 세계사회

속 ‘제국주의자들의 연합’에 대항한 ‘반제국주의연대’의 선봉으로서 북한

의 위치를 새롭게 정립하며 북한사회의 존립 및 통치체제의 정당성을 북

한주민에게 설명해 주는 주요한 집단적 자기화 담론이 될 수 있었다 할

수 있다.

214) 김정일, “인민대중중싱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들과 한 담화(1991.5.5.),” 로동신문, 1991년 5월 27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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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우리 식 사회주의’, ‘사회주의+우월’ 언급빈
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기화 담론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개념

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계속적으로 ‘최고지도자’였다. 앞서 논의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담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주의’의 강조 속

에서도 최고지도자인 ‘수령’은 이를 영도하는 지도자적 주체로서 집단을

결속하고 상징하는 존재로서 여전히 그 담론의 중심에 위치하였다. 국제

사회 속에서 붕괴한 사회주의는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영도’를 통해 북

한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었으며, 따라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

성과 이들의 교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강조하는 수행 담론이 여전히

정당화될 수 있었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조직화된 사회인것만큼 결코 자연발

생적으로는 자기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옳은 지

도사상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고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자

각과 조직성이 높아질 때 자기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으며 끊임없

이 공고발전되여 나갈수 있습니다. ...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

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는 비범

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지닌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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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5)

당과 수령의 령도는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의 생명선이다. 당과 수령의

로숙하고 세련된 전략전술적 령도가 보장되지 못하였더라면 우리 인민이

어려운 환경에 부닥칠 때마다 혁명위업을 수호하고 그 명맥을 꿋꿋이 이어

나갈수 있은데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승리의 만세소리

를 계속 높이 올릴수 있은데 대하여 말할 수 없다.216)

지금까지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사회주의운동이 오늘과 같은 곡절을 겪게

된 원인과 거기에서 찾은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찾지 못

하고 있었다. ... 오직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는 김정일

동지께서만이 시대가 제기하는 절박한 이 물음에 완벽한 해명을 주실수

있었다. ... 김정일동지는 사회주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

대한 령도자이시라는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였다.217)

다)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구현: ‘미제’의 강조

집단적 타자화 담론은 집단적 자기화 담론에 비해 구현빈도는 적게

나타나지만, 북한사회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

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특히 구체적인 개념의 사용을 볼 때 보다 명확

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앞선 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980년대 북한은

사회 내부의 경제침체와 더불어 국제 사회주의 연대의 붕괴로 인한 사회

적 위기에 직면하며, ‘제국주의, 자본주의’ 에 반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담론을 대량 생산하였다. 그렇다면, 이에 관한 집단

적 타자화 담론으로서 미제 또는 일제, 제국주의, 자본주의 등의 개념 사

용이 같은 시기 증가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단독정권 수

215) 김정일, “인민대중중싱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들과 한 담화(1991.5.5.),” 로동신문, 1991년 5월 27일, 3면.
216) “[사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

자,” 로동신문, 1992년 1월 2일, 1면.
217) “김정일동지는 사회주의위업에 가장 충실한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로동신문, 1993년 10월
24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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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당시부터 대외적 비판의 대상으로서 대체적으로 ‘미제’를 겨냥하여 담

론을 펼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1980년대 역시 집단적 타자화 담론 내 가

장 많이 언급된 대상은 ‘미제’였다.

그림 13. 1973~1990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주요

개념 언급빈도

먼저 1980년대 초 ‘미제’의 강조는 북한의 대외환경과 무관하지 않았

다. 1980년대 이래 미·소 갈등이 악화되며 북한은 소련, 중국과의 외교적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담론세계 내에서 이들과의 친선·연대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과의 대결양상을 다시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지구우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한 나라 혹은 일부 지역

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되여도 외부의 원쑤들이 침략위험과 그와 결탁한

내부의 원쑤들의 반항을 면할수 없다.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의 령도에 의

해서만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적대분자들의 책동을 물리칠수 있으며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믿음직하게 보호될수 있다. (김정일

논문)218)

218)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ᄐ. ᄃ》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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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의 군비경쟁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

아 오늘 세계에서는 핵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썼다. ... 이것은 미국, 일본 등의 독점자본에 의한 착취의 계속이다.

(로동신문 기사)219)

... 미제는 <힘의 정책>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세계도처에 군사기지를

늘이며 핵무기와 침략무력을 배치하고 해방과 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

을 탄압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제멋대로 간섭하고 있다. ... 일본은 미제

의 핵기지로 되고 있으며 특히 오끼나와는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전쟁을

위한 출격기지, 보급기지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로동신문 기사)220)

1980년대 중반부터 국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불안정성이 강화되면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이에 반하는 ‘제국주의·자본주의’ 세력의 중

심으로서 ‘미제’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담론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이어갔

다.

사상교란전, 심리전을 위하여 미제가 만들어놓은 선전기구는 방대하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무려 40만명을 헤아리며 그에 쓰는 비용은 매해

50억딸라가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방대한 선전기구를 발동하여 미제는 사

회주의나라들과 기타 혁명적인 나라들을 헐뜯는 모략선전을 감행함으로

써 저들의 침략책동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보려 하고있다. (로동신문 기
사)221)

‘미제’에 관한 담론은 1980년대 말 국제 사회주의 연대가 붕괴하며 보

다 확대된 ‘평화의 원쑤’ 담론으로 강화되었다. ‘미제’는 세계 평화를 계

년 10월 17일),” 김정일선집 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219) “미제의 식민통치에 종지부를 찍자: <현 파쑈집단은 신제국주의의 앞잡이>,” 로동신문
1982년 10월 28일, 5면.

220) “세계를 휩쓰는 반미투쟁의 파도,” 로동신문 1982년 5월 23일, 6면.
221) “악랄해지는 미제의 사상교란전,” 로동신문 1985년 8월 11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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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교란하는 주체이자 ‘원흉’으로서, 국제사회 내 북한 최대의 ‘적’

이자 인류 최대의 ‘적’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제국주의적 침략행위”를

통해 자국의 이익만을 도모한다는 논리로서 구현되었다.

[미제는 평화의 원쑤, 침략의 원흉] 그는 미국이 소모사잔당들의 손을

빌어 니까라과혁명을 교살하려고 책동하고있는 사실을 까밝히고 이러한 책

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미국이 음흉한 방법으로 빠

나마를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222)

[미제는 평화의 원쑤, 전쟁방화자] 빠나마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

의 란폭한 내정간섭행위를 폭로규탄하였다. ... 28일 브류쎌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벨지끄에서 미제핵잠수함들의 기항을 반대하는 운동이 강화되고 있

다. ... 미제국주의자들이 만수역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계속 증강하면서 무

력간섭책동을 가와하려고 더욱 미쳐날뛰고 있다.223)

[미제는 평화와 진보의 원쑤] 집회참가자들은 미행정부가 니까라과의 내

정에 대한 간섭정책을 끝장낼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미제국주의자들

이 만지역에서 위험한 불장난을 계속하려는 기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

내놓고 있다.224)

1980년대 말까지 이어지던 ‘미제’에 집중된 집단적 타자화 담론은

1980년대 말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로동신문의 기사제목을 통해 볼

때 ‘미제’에 대한 언급은 1990년대 이후 50여건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222) “미제는 평화의 원쑤, 침략의 원흉,” 로동신문 1987년 9월 25일, 6면.
223) “미제는 평화의 원쑤, 전쟁방화자,” 로동신문 1987년 9월 30일, 6면.
224) “미제는 평화와 진보의 원쑤,” 로동신문 1987년 10월 6일, 6면.



- 181 -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기사 수 104 212 360 475 235 192 276 260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기사 수 326 288 172 187 39 33 22 3

표 20. 1980~1995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미제’의 언급빈도

‘미제’ 뿐 아니라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모든 개념들은 1980년대 말부

터 그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어, 1992년 모든 개념의 사용빈도가 연 50건

이 채 되지 않게 나타났다.

그림 14. 1985~1993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주요 개념

언급빈도

이전까지 북한은 국제 사회주의 연대에 대한 강조를 통해 북한주민들

을 대상으로 국제사회 내에서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의 위상을 확인하

고, 이에 따라 ‘반사회주의’의 선봉으로서 ‘미제’에 대한 적대적 담론을

그 반대 담론으로서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사회주의국

가들이 붕괴 또는 체제전환을 선포함에 따라 북한이 연대하고 있던 국제

사회주의 연대가 해체됨으로써, 북한의 대외정세에 대한 담론구현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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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소강상태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점차적인 경제침체 국면을 맞게 되면서 향후 대외정책에 대한 고

려가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북한사회의 주요한 집단적 결속 담론의

일환으로서 ‘적대적 타자화’ 담론 제일의 기제로서 사용되었던 ‘미제’에

대한 담론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강도높은 비난의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1980년대 구현빈도를 통해 급격히 축소되었음을 경험적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북한이 ‘미제’에 대한 언급의 축소를 통해

담론 내 중요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일차적 대응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세계사회 내 제국주의 또는 자본주의에 비해 ‘우월한 존재로서 사

회주의’의 입증이 사회주의 연대의 붕괴라는 현실에 부딪히게 됨에 따라,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주요 자원으로서 ‘미제’는 열등한 비교대상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많은 부분 감소하게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집

단적 자기화 담론 내 ‘사회주의’ 담론을 점차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내용

을 재구성하며 이를 보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

대 후반~1990년대 초반 북한사회 내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은 사회

대내외적 불안정성 속에서 전반적으로 점차 축소되는 모습으로 나타났

다.

제 2 절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와해와 복구:

1990~2000년대

1. ‘고난의 행군’ 시기 사회체제의 붕괴

1990년대 북한은 최악의 경제 침체 상황을 맞았다. 1990년 이후 연평

균 경제성장률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제는 마비상태에 이

르렀다. 1980년대 이미 불안정해진 식량 배급은 극심하게 악화되었고 국

가기관에서 지급받는 월급 역시 축소되면서 북한사회 내에서 가치교환이

나 저장의 수단이었던 화폐가치 또한 급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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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급격히 증가하며 비공식 사적 경제의 팽창 역시 가속화되었다. 뿐

만 아니라 당시 북한 식량배급 관련 최대 의존지역이었던 중국 동북지방

의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중국으로

부터의 옥수수 수입량이 1993년 90만 톤에서 1994년 20만 톤으로 줄어

들게 되면서 북한의 식량배급제는 사실상 중단상태에 이르렀다(이석 외,

2009: 93). 1994년부터 북한 함경도 지방을 중심으로 아사자가 나타났고,

이는 곧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으로 확대되며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대량

아사 사태가 발생하였다.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성장률

(%)
-4.3 -4.4 -7.1 -4.5 -2.1 -4.4 -3.4 -6.5 -0.9

표 21. 1990~1998년 북한 연평균 경제성장률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국민총소득 및 경제성장률,” <http://kosis.kr/bukhan/index/i

ndex.do>.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95년, 1996년 북한의 전통적인 곡창지대인 황해

북도 지역이 강력한 수해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북한 정권의

최대 현안과제는 경제 활성화를 넘어선, 기본적인 차원의 식량문제를 해

결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1994년 당시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 유일

권력체제가 수립되었는데,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한

다면 김정일정권의 사회통치 기반은 대중적 차원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사회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정부 차원의 경제 회복의 동

력을 획득할 수 없었던 김정일정권이 선택한 최후의 방법은 ‘체제의 이

완’이었다(이종석, 2011: 171). 강력한 주민통제 체계를 작동시키던 북한

정부는 식량수급을 위한 개인 차원의 임의적인 이동을 허용하는 등 개별

활동을 허용하였고, 매일의 생활체계를 감시하고 통제하던 조직생활 규

율 역시 완화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요소를 최대한 완화시

키고자 노력하였다.225)

225) 지역에 따라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되던 주민생활총화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조직생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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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침체와 식량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세계 차원의 정책

적 조치 외에도, 북한은 공적담론 속에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 구호를

1996~1997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김정일은 1996년 신년사에서 “고난

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갈 것”을 주문하며 이를 “제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정의하였다. 그 목

표는 “실제적 사업성과”를 도출하여 이를 통한 사회전반적으로 만연한

경제 침체 회복의 동력을 획득하는 것이었다.226)

우리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총포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난관에 식량난까지 겹쳐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항일

무장투쟁시기의 《고난의 행군》때와 같은 어려운 난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27)

일군들이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모든 사람들이 부닥친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사회주의경제건설

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면 어려움을 참고 견디기만 할것이

아니라 시련을 뚫고 힘차게 전진하여야 합니다.228)

김정일은 당시 경제난의 원인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결구도’ 속에

서 북한이 불가역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설명하였다. 이에 따

라 북한주민들에 항일투쟁시기의 정신을 되살려 전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감내하며 경제적 재건을 위해 힘쓸 것을 주문하였다. 이러한 김정일의

주장은 ‘고난의 행군’ 정신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자력갱생’

는 많은 부분 붕괴되었다.

226) “신년사,” 로동신문, 1996년 1월 1일, 2면.
227) 김정일,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문

학예술부문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4.26.),” 김정일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228) 김정일,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일해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한 담화 (1996.10.14.),” 김정일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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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을 통해 북한의 생산력 증진 동기를 고취시켜 경제회복을 시도하

자는 사회동원의 담론으로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

이 투쟁에서 승리의 담보는 우리 당의 사상, 붉은기 사상으로 숨쉬고 행

동하며 우리 혁명의 전통적기질인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가는 것이다. ... <고난의 행군>정신, 이는 제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다.229)

로동신문 속에서 1996년과 1997년 양년 간 ‘고난의 행군’을 제목으

로 한 기사는 117건으로 활발하게 생산되었으나, 주민 최소한의 삶마저

보장하지 못한 북한 정부의 무능력 속에서 이러한 구호가 주민 삶 속에

서 힘을 얻을 수는 없었다. ‘고난의 행군’ 구호는 1997년 이후 급격히 줄

어들었다.230)

이와 함께 불거진 문제는 주민들의 대량 탈북 사태였다. 당시 북한에

서 식량을 구할 수 없었던 많은 북한 주민들은 중국 동북 지방으로 넘어

와 조선족을 통해서 식량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중국 등

지를 통해서 남한의 사회경제가 보다 발달된 사실을 알게 된 일부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입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1993년 이전 연 10

명이 넘지 않던 남한 입국 탈북자 수는 1994년 이후 연 5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연 1000명이 넘게

되었다.231) 이와 같이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이탈이 보편화되며 북한

의 사회통제체계는 전반적으로 마비상태에 이르렀다.

229)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억세게 싸워나가자,” 로동신문, 1996년 1월 11일, 3면.
230) 로동신문 기사제목을 통해 검색된 ‘고난의 행군’ 기사는 1998년 2건, 1999년 5건에 불과하였

다.

231)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남한 입국
탈북자 수 8 52 41 56 85 71 148 312

표 22. 1993~2000년 남한 입국 탈북자 수

출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https://www.unikorea.go.kr/un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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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와해: 새로운 담론 공간의 확장

가) 공적담론 공간의 와해와 사적담론 공간의 확장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상기한 바와 같이 최악의 경제난을 경험하면서

사상교양 관련 담론의 생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우리 식 사회주의’를 제창하며 독자적인 사회주의노선을 견지

했던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 경제난에 따른 대량의 아사자(餓死者) 발생,

주민의 해외 이탈 사태를 경험하며 안정적인 사상교양 담론을 펼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공적담론 내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 역시 급격히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15. 1980~1990년대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자기화-타

자화 담론의 주요 개념 언급빈도 총계

이러한 모습은 담론의 공간 차원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났다. 국가재원

이 부족해지면서 국영 출판사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없었고, 이에 따

라 출판물 역시 급격한 양적 저하 및 심각한 질적 저하를 보였다. 대표

적으로 북한 교과서의 출판상태는 극심하게 악화되었다. 북한의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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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의 품질 상태를 분석한 이문학(2016)은 1990년대 교과서가 1960년

대와 1970년대 출판물에 비해 용지, 인쇄상태 모두가 품질이 낮아 “출판

물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논하였다. 당시 식량문제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물자의 공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과서의 출판 및

배포의 일상적인 공급체계 역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었다. 1996년

발행된 교과서의 경우, 종이의 품질이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컬러인쇄

는 대체로 중단되었고 모든 인쇄는 흑백인쇄로 대체되었다. 인쇄 품질

역시 활자의 가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고, 장과 장 사이 여백은

종이의 손실이 없도록 여백 없이 이어지도록 배치되었다. 이는 1970년대

교과서 내에 컬러삽화가 중간중간 수록되어 있고, 장과 장 사이에 분장

을 표하는 한 쪽 정도의 여백이 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이문

학, 2016: 105-106). 이러한 변화는 북한 출판기술이 저하라기 보다는 당

시 경제난 속에서 출판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 정책적 결정의 일환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생활 내에서 사상교양 담론을 전하고 유통하는 인적

자원 역시 대량 유실되었다. 1994년 이후 교사들에 대한 배급이 전면 중

단됨에 따라 식량을 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개별행위 및 결근이 일상화되

었다(조정아, 2004). 이는 공장과 같은 일반 생산조직, 사업조직, 군대조

직 모두에서 나타났다. 사회조직 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 이탈

이 보편화됨에 따라, 그동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던 ‘외곽조

직단체’의 활동 역시 완전히 와해되었다. 학교의 경우 운동장을 갈아서

밭을 만들고 함께 경작하는 사례도 나타났다(조정아, 2004). 사실 북한은

사회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1995년 ‘붉은기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사

상적 단결을 도모하고, 1996년 ‘고난의 행군’ 담론을 통해 경제난 극복의

의지를 전사회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교과과정 내 ‘공산주의 투사 김정숙

어머니 어린시절’(인민학교),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니 혁명력

사’(고등중학교)를 새롭게 신설하는 등 사상교양 담론의 내용을 보다 풍

성하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실제 유통할 수 있는 매개주

체(인력)와 구성물(출판물)들이 경제난 속에 소실되어 감에 따라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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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통용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당일군들은 출석부에 학습회에 참가하였다는 금이나 긋고 아래단위에

서 제기되는 문제를 장악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자기 사업을 다한것처럼

여기던 낡은 틀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고난의 행군》 시기의 요구에 맞게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232)

김정일이 중앙위원회 간부들에게 조직생활의 와해에 대한 문제를 직

접적으로 언급할만큼 당시의 조직생활체계는 완전히 와해된 모습을 보였

다. 매주 실시되었던 ‘생활총화’와 정치사상의 ‘학습’은 한 달에 한 번으

로 축소되고, 내용 역시 형식적으로 변화하였다. ‘생활총화’의 경우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 상행위와 같은 개별적 행위들이 암묵적으로

용인됨에 따라 ‘당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형식적인

수준의 비판만이 존재하였다.

이제는 상호비판이 많이 줄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그 사람

에게서 나중에 호되게 욕을 먹는다. 먹고살기 힘들어 밖에서 장사하느라

공장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것인데 너가 나의 사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왜

비판하느냐고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 그러다보니 생활총화 시간에 남을 비

판하는 게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눈에 뜨게 문책을 당할 만한 잘못

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생활총화를 주재하는 당세포비서에게 적당히 뇌물

로 무마시킨다.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당세포비서는 앞으로 잘하라는 선에

서 끝낸다. (탈북자 인터뷰)233)

‘학습’의 경우 강사초청을 통한 적극적인 토론과 참여가 이루어지던

것으로부터 나눠주는 유임물을 보고 암송하는 식의 형식적인 방식으로

점차 변화하였고(서재진, 2007), ‘학습’ 시간에 참가한 주민들은 해당시간

232) 김정일,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

군들과 한 담화(1997.1.1.),” 김정일선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233)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생활총화에 관한 탈북자 인터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한범 외, 2010: 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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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잠을 보충하거나, 건성으로 흘려듣고, 일부는 적당한 구실을 통해 ‘학

습’에 빠지는 행위들이 나타났다(이종석, 2000, 249). 주민들은 점차 북한

의 지도부에서 하는 말만을 믿고 조직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

리석은, 그릇된” 자들로 인식하게 되었다(조정아 외, 2008: 152).

또한 상급자나 간부에 대한 불만표출도 다수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임금체불, 식량배급 중단 등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불만표출은 “간부

중심의 사회구조에 대한 평소의 불만과 불평등 인식 및 사회적 박탈감”

이 주요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다(김병로·김성철, 1998:

111).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공장 당비서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는 모두 경제난으로 생존 문제가 위협받게 되면서

기존의 공적담론 공간 내에서 나타날 수 없었던 일탈뿐만 아니라 저항의

태도가 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부 탄광이나 광산지역에서는 김정

일 체제와 통치행태를 비난하는 낙서나 전단 살포까지 이루어진 것을 국

내 탈북자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234) 이러한 탈북자 증언에 기

반한 내용을 객관적 사실로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다수의 국내 면접조

사에서체제 저항행위의 출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생활세계, 특히 조직생활 가운데에서는 저항 발언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처벌도 있었던 존재했던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당시 ‘고난의 행

군’을 중심으로 한 로동신문의 기사내용이나 김정일의 담화내용을 보

면, 북한주민들의 조직생활 이탈과 북한체제 및 정부정책에 대한 냉소적

표현이 실제 공적담론의 차원에서 논의될 만큼 만연하였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지금 당사업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

민군대의 당정치사업은 잘되고 있지만 사회의 당사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을 최근에 인민군군부대들과 사회의 여러 단위를 현지지도하는

과정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 지금 일부 일군들이 당의 령도를 떠나서 경

234) 1995~1997년 사이 탄광 및 광산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로서, 1) 함북 무산 광산에서 김정일

체제로 더이상 살기 어렵다는 전단이 광산 내부의 벽에 부착, 2) 함남 고원 탄광에서 김정일

비방 낙서, 전단 살포의 사건이 있었다는 탈북자 증언이 발표되었다. 국가정보원, 최근북한실
상 (국가정보원, 1998.11), 62-63; 이우영, 1999: 6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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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업에 대하여 론의하는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을

당이 다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이 경지하고 있는 일관한 원칙

입니다.(김정일 담화)235)

오늘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난간과 시련에 겁을 먹고 맥을 놓고 주저

앉는 사람들, 일신의 편안을 추구하면서 동면의 껍데기를 쓴 사람들, 할

수 있는 일도 못하면서 우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인간들

을 오늘에서 래일을 볼줄 모르는 정치적소경, 미래를 사랑할줄 모르는 랭혈

인간, 무에서 유를 창조할줄 모르고 자력갱생할줄 모르는 무능력하고 나약

한 사람들이라고밖에 할수 없다. (로동신문 기사)236)

오늘 최후돌격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시련앞에 겁을 먹는 패배주의이

다. ...당의 방침에 대한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충만된 사람은 그 무슨 수단

과 방법을 써서라도 열린 구멍을 찾아내지만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의 눈

에는 갈수록 험산만 보이고 열린 구멍도 막혀보인다. … 당의 방침에 대

한 절대성의 정신이 있는 일군은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 전투적 파업을

어김없이 집행하고야만다. 그러나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이 부족하고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보지 못하는 일군들, 우의지시를 기계

적으로 되받아 아래에 내려먹이거나 해보다가 안되면 할수없다는 식으

로 일하는 일군들은 일자리도 내지 못하며 그런 사람들은 최후돌격전의

지휘관자격이 없다.(로동신문 기사)237)

다음과 같이 당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당 지도에 배타적인 모습을 보

이는 사람들이 공적담론 내에서 소개될 정도로, 주민 사이에 조직 이탈

현상과 사회체계에 배타적인 태도가 만연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북한의

‘일체화’, ‘조직화’된 사회체계가 많은 부분 와해되었음을 의미한다.

경제난 이후 간부들의 경제생활은 상당한 정도로 달라졌어요. 특히 김

235) 김정일,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

군들과 한 담화(1997.1.1.),” 김정일선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236)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김정일: 혁명가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주는 명언,” 로동신문, 1997년 1월 14일, 3면.
237) “<고난의 행군> 최후 돌격전 앞으로,” 로동신문, 1997년 7월 18일, 2면.



- 191 -

일성이 사망 전후로 해서 3차 7개년 계획 실패 이후부터 경제가 완전 파산

상태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파산상태로 넘어 갔으니까 국가에서

규정된 그런 공급체계가 무너졌단 말입니다. (탈북자 인터뷰) (조정아 외,

2008: 182)

식량난 전에는 그렇게 안했죠. 그때는 대게 좀 조직이 쎌 때니까, 원

활하게 조직체가 움직일 때니까, … 엄격하진 않아도 규범적으로는 했어

요. … 점차점차 어려워지니까, 다 사정이 그러니까 어쩌겠냐, 그냥 책임자

가, 위원장이 그냥 한마디 하고 그리고는 그냥 살면서 사는 얘기, 이번에

는 어디 갔었다, 이런 수다를 앉아서 떨다가 오는 거죠, 그랬어요. (형식

적으로) 그냥 위원장이 알아서, 그냥 그날 온 사람 명단 적고 간단간단

하게 그냥 이렇게 짤막하게 한 글씩. (탈북자 인터뷰) (조정아 외, 2008:

243)

사회체계의 와해는 북한의 법제 개정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 사

회 이탈행위에 대한 정의와 처벌수위 모두 완화되었다. 북한 형법의 경

우 1987년 개정 이후 1999년 개정이 이루어져,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

기를 전후한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된

다. 북한에서 ‘반국가범죄’는 북한정권의 전복 또는 약화를 목적으로 한

행위들로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었다. 반국가범죄에 해당하는 죄

목들은 ‘국가주권 전복 음모죄’, ‘테로죄’, ‘조국반역죄’, ‘파괴암해죄’ 등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행위와, ‘민족반역죄’ 등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범죄들을 은닉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이백규,

2003). 그 중에서 ‘조국반역죄’(제47조)는 ‘사회주의조국’을 배반하는 범죄

를, ‘파괴암해죄’(제50조)는 국가 및 사회 협동단체의 재산을 파괴·손상하

거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의 문란, 약화, 파탄시키는 행위를 의미하

는데, 1999년 이들 죄목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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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999년 (개정)

조국

반역죄

(제47조)

표징

(객관적 표징) ‘1) 다른 나라 또

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는 행위,

2) 간첩행위, 3) 적을 도와주는

행위’

(주관적 표징) ‘반국가적 고의’

(객관적 표징) ‘공화국을 전복할 목

적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등의

조국반역 행위’로 통칭

(주관적 표징) ‘공화국 전복 목적’

처벌
(일반) 7년 이상 노동교화형

(특수) 사형 및 재산몰수형

(일반) 5년 이상 10년 이하 노동교화형

(특수) 10년 이상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파괴

암해죄

(제50조)

표징

(객관적 표징) ‘1) 국가 및 사회

협동단체의 재산을 파괴·손상,

2) 자기 직무상 직위 또는 의무

수행 기회를 악용하여 사업을

내부로부터 파탄’

(주관적 표징) ‘반국가적 고의’

(객관적 표징) 1987년과 동일

(주관적 표징) ‘반국가적 고의’ 삭제

처벌 5년 이상 노동교화형
(일반) 5년 이상 8년 이하 노동교화형

(특수) 8년이상 노동교화형

표 23. 1987년과 1999년 ‘조국반역죄’ 및 ‘파괴암해죄’ 개정내용 비교

출처: 법무부, 1993: 396-417; 이백규, 2003: 28-42.

‘조국반역죄’를 먼저 살펴보면, 1980년대 법 규정에는 조국에 불만을

품거나 조국이 싫어서 이를 이탈하는 총체적 행위를 의미하였으나, 1999

년 개정된 규정에서는 그보다 엄격한 ‘공화국을 전복할 목적’이 있는 경

우만을 죄목의 적용대상으로 보았다. 이는 과거에 비해 법 적용의 대상

을 축소시키는 것으로서, 반국가행위에 대한 완화된 기준설정을 보여주

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최소 7년부터 죄가 중대할 경우 사

형으로 규정하였던 형벌내용 역시, 1999년 개정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5

년에서 10년의 형벌기간을 부여하고, 중대할 경우 무조건적인 사형집행

이 아닌,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도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된 모습을 보

였다. ‘반국가범죄’의 항목에는 들어가지만 ‘조국반역죄’보다는 경미한 죄

목으로 여겨지는 ‘파괴암해죄’ 역시 죄로 규정되는 행동(표징)에는 큰 변

화가 없었으나, 그에 대한 형벌내용은 과거 5년 이상 노동교화형에서 5

년에서 8년이하, 그리고 8년 이상 노동교화형으로 형벌 집행 내용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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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함으로써 일반적인 경우에는 형 집행이 보다 완화될 수 있도록 개정

하였다(이백규, 2003). 이는 북한주민들의 사회이탈행위가 보편화됨에 따

라 이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규제를 완화하였

다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과 같이 상기한 로동신문의 기사내용, 김정일의 담화, 개정된

법제 내용 모두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며 북한주민들이 종

전의 강력한 사회규제로부터 탈피하여 개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

활동을 영위하거나 중국 등지로의 해외 이탈을 시도하였고, 이는 단순한

조직 이탈현상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강력한 저항담화의 형태로 다발적으

로 발생하였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북한주민들의 체제 불만, 당

불신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당시 북한주민들의 인식을 연구한 국내

탈북자 면접 자료들을 통해 실질적인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현상은 고난의 행군을 전후로 한 경제난의 심화 속에서, 결정적으로

배급제가 중단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사회체계의 와해에 따라, 담론물의

생산·유통 자체가 붕괴하였으며, 담론의 매개자인 관련 종사자들과, 수용

자로서 일반 주민들은 북한 최고위층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공적담론에

참여 또는 수용의 의지를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담론 매체의

축소, 공간의 와해는 반대로 체제 불순종이나 불만을 표출하는 사적담론

의 공간을 새롭게 창출하였다. 사적담론의 공간은 사회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종전의 조직생활과는 분리된 새로운 생활공간의 확장과 함께 확대

되었다. 사회 내부적으로는 개별 경제활동과 이에 따른 조직생활로부터

의 이탈에 의해 ‘사적 시장’, 개별적 ‘가내 수공업’ 등이 일상화되며 새로

운 담론의 공간이 창출되었다. 사회 외부적으로는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서 식량을 구하거나 상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이나 조선족 등 외부

인과 접촉하고, 이를 통해 외래문화가 북한에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1990년대 중반 경제난 타개를 위해 북한이 국제원조를 요청함에 따

라 국제기구 직원 등이 방북함에 따라 서구 문물이 북한사회 내 유입된

것과 더해져 주민들의 외래문화 접촉빈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90년부터 8년간 근무하면서 ... 중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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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거는 개혁 개방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살게

되었다는 거… 개인이 땅도 가지고 있고 ...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

큼 제 것 되기 때문에 ... ‘우리도 장사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고 지지리

못살았지만, 장사를 하니까 남한테 구걸도 안하고….’ 남의 힘과 그런 걸 빌

리지 않아도, 자기 걸로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개척할 수 있으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

라는 걸 알게 됐지요. (탈북자인터뷰)(이교덕, 2007: 97)

이제는 북한에는 쌀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모든 게, 경제적으로나 놓

고 볼 때, 하나부터 열까지 일체 다 마비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의해서만이, 이게 외세에 의존 되어야 만이 우리나라가 먹고살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 차원이 이제는 많이 틀려졌어요. (탈

북자인터뷰)(이교덕, 2007: 107)

중국에 들어간 이후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비방을 듣게 되었고 차차

많이 알게 되면서 ‘어쨌든 잘못된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 거지 아

이들이 중국에 넘어가면 아이들이 ‘너의 아버지는 김정일 위원장인데 신

발 하나도 못 신겨 주느냐’라고 놀림을 당하여 기분이 나빠졌다. (탈북자

인터뷰)(이교덕, 2007: 105)

특히,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중국의 문화 뿐 아니라 남한의 문화 역시

유입되었다. 이는 북한 지도부에게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그동안 주장되었던 자본주의 체제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

의 ‘진리’가 전복되고 현실을 인지하며 나타날 수 있는 체제동요의 위험

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북한사회 내 공적담론이 공간과

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적 공간을 넘어 ‘불법’이었고, 발

각될 경우 처벌의 위험이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정보에 대

한 접근이 가능한 평양 등과 같은 대도시와 접경지역 내에서는 외부 문

물 및 정보의 유입은 와해된 사회체계 내에서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지도부에서는 이른바 ‘황색바람’에 대한

경계를 공식 선포하고, 이를 막기 위한 ‘모기장’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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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제국주의의 사상문화, 자본주의의 황색바람이 절대

로 허용될 수 없다. ... 집단주의를 배제하고 개인주의를 고취하는 사상문화

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사회주의의 적으로 된다. 자본주의황색바람의 사소

한 요소도 허용될 때 사회주의사회자체가 존재할수 없다는 것이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238)

제국주의사상문화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

다. 다시 말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한다.

... 자본주의나라 출판물과 영화, 음악 등 황색선전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철저히 제거해버려야 한다.239)

다음과 같이 북한에서 주체사상과 김일성 숭배를 중심으로 구축되었

던 강력한 사상적 일체화의 조직체계가 경제환경 악화에 따라 무너지게

되면서, 공적담론은 그 공간으로서 유통체계가 무너졌을 뿐 아니라, 담론

생산자와 수용자 모두 그 관심이 조직과 사회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부

터 생존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이익도모와 안위, 그리고 외부세계에 대

한 관심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단순한 공적담론 공간의 축소 뿐 아니라,

개별행위가 증가하게 되면서, 새로운 담론공간의 창출로도 이어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기 공적담론 내부에서 전면화되지 않았

던 이러한 사적담론에 대한 인지는, 199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경계와

부정의 대상으로서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최고지도자의 담화와 기관지

신문, 주요 잡지들을 통해 주민들의 ‘패배주의’, ‘불복종’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이 나타났고, 그리고 외부 문물(‘황색바람’)에 대한 강력한 부정의 구

호와 담론(모기장론)을 통해 적극적인 부정의 형태로서 삽입되기에 이르

렀다.

238)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 로동신문,
1999년 6월 1일, 1면.

239)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황색바람의 침습을 막을수 있다,” 로동신문, 1999년 6월 11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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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약화: ‘사상적 요소’의 약화

고난의 행군 시기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특징은 이를 구성하는 주요

사상적 요소의 개념들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체제

와해의 위기 속에서 그동안 집단정체성을 대표하며 유지되었던 담론의

주요한 개념들이 많은 부분 효용성을 잃고 표류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6. 고난의 행군 시기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자기화 담론

의 주요 ‘사상적 요소’ 언급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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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고난의 행군 시기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주요 ‘구체적 대상’ 언급빈도

집단적 자기화 담론을 구성하던 사상적 요소들이 위축되는 속에서도

최고지도자에 대한 강조는 점차 확대되었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의

단독 통치체제 하에서 김정일이 선택한 통치 노선은 김일성의 권위를 철

저히 계승하는 ‘유훈통치’였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이후 7월 20

일 공식적으로 개최된 김일성 추도식인 ‘중앙추도대회’에서 노동당 고위

간부들은 추도사를 통해 일제히 김정일을 김일성을 잇는 유일한 후계자

로서 추대하였다.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 동지는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김

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것이 곧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것입니다. ... 우리는 전당, 전국, 전군에 김정일 동지를 수

반으로 하는 당중앙의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승리의 신심드높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빛나는 완성에

로 줄기차게 믿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무원 부총리 김영남) 240)

240) “추도사,” 로동신문, 1994년 7월 21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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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생전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시하시

였습니다.

《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나의 명령과

같이 여기고 그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최고사령관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갈것을 기대합니다.》 ...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수령

님의 유훈을 지켜 우리의 운명이시고 생명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

정일장군님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받들어모시고... (조선인

민군 차수 김광진) 241)

다음과 같이 ‘김일성의 혁명위업’을 완성시키는 것은 김정일을 김일성

과 같이 여기며 절대 복종과 충성을 이어가는 것임을 고위급 간부들의

입을 통해 강조되었다. 김정일에 대한 호칭 역시 최고지도자로서의 호칭

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김정일에 대한 호칭으로서 이 시

기 ‘최고영도자’242), ‘원수’243), ‘지도자동지’244), ‘위대한 수령’245) 등이 새

롭게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김정일 유일체제의 확립은 김일성의 위업을 완수하는 것으

로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에 따라서 ‘김일성 동지는 곧 김정일 동지’

라는 김일성-김정일의 동일시 논리나, 김정일이 직접 작성한 “조선로동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와 같은 논문은,246) ‘수령’ 김일

성의 지위와 역할을 그대로 계승하여 사회를 운영하겠다는 김정일의 주

요한 권력 정당화 담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체제의 와해 속에서 집

241) “인민군장병들을 대표하여 한 조선인민군 김광진차수의 연설,” 로동신문, 1994년 7월 21일,
4면.

242)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각하,” 로동신문, 1994년 7월 21일, 5면.
243)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원수동지께,” 로동신문, 1994년 7월 21일, 5면.
244)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신다는 신념

과 배심을 안고 그들은 슬픔을 의지로 누르고 떨쳐나섰다.”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사회

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로동신문, 1994년 7월 22일, 3면)
245) “우리에게는 하늘이 주신 민족의 행운중의 행운, ... 또 한분의 위대한 수령 김정일장군님께

서 계신다.” (“≪김일성주석은 진정으로 위대하고 헌신적인 수령≫,” 로동신문, 1994년 7월 22
일, 4면)

246)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1995.10.2.),” 김정일선집 14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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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 자기화 담론 전반 역시 많은 부분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지도자’에 대한 담론은 계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이

러한 유훈통치를 통한 김정일의 지위 계승에 관한 내용, 즉 김정일이 실

제로 ‘수령’, ‘최고지도자’ 또는 ‘최고영도자’와 같은 호칭을 강조하고, 이

를 중심으로 사회 안정화 담론을 생산하는 모습 등은, 김정일이 선행적

으로 대중적인 공적담론 강화를 통해 통치기반을 확보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논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와해: 주요 개념 사용의 감소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사회의 집단적 타자화 담론은 급격하게 줄어들

었다. 특히 집단적 타자화 담론 내 제일의 담론 자원이었던 ‘미제’에 대

한 언급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그림 18. 고난의 행군 시기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주요

개념 언급빈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은 1990년대 대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주변 국가들과 직접교섭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 제안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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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북한은 1994년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을

진행하고, 1995년 3월 일본의 연립 3당의 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하여 북

일 수교회담의 재개를 위한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회담제안과 관련

한 내용은 로동신문에도 나타났다. “미제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

고 조미회담에 성실히 나와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당시 북한이

미국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되고 그것

이 오늘처럼 복잡해지게 된 책임을 똑바로 느끼고 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

을 위한 공정한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

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조미회담

에 성실히 나와야 한다.247)

다음의 기사는 북한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형태가 아니라, 북한

과 국제적 연대관계에 있는 짐바브웨, 페루, 부룬디 등의 국가들이 미국

에게 북한과의 회담을 제안하는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 북한주민들을 대

상으로 한 로동신문 내에서 북한 정부 스스로가 전통적인 ‘철전지원쑤’

인 미국과의 회담을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기에는 사회적 부담이

작용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사에 앞선 1994년 4월 28일 북한

외교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북미 직접 협

의를 공식 제안하였다(이즈미 하지메, 2000: 59-79). 이를 통해 1994년

회담 제안 이후 약 1년여 간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었고 이 시기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핵동결 및 핵주권을 포기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원조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도 힘써, 1992년 8월 이후 중단되었던 북일 수교회담의 재개를 계획하고

북일관계를 개선하고자 1995년 3월 30일 일본 당대표와의 회담을 개최하

기도 하였다(정규섭, 1999).

이에 따라 북한은 이례적으로 대중적인 사회담론 속에서 ‘미제’와 ‘일

247) “<미제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조미회담에 성실히 나와야 한다>,” 로동신문 1994년
5월 8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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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 구체적 대상에 대한 적대적 타자화 담론을 극도로 자제하였다.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미제’에 대한 언급은 1960년대 많은 경우 연

1000건이 넘고, 1970년대~1980년대 연 100건~200건이 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에 대한 언급이 50건 미만으로 줄었고, 1995년의 경우

단 3건에 불과할 정도로 급격히 자제되었다.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기사 수 39 33 22 3 6 10

표 24. 1992~1997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미제’, ‘반미’ 언급빈도

‘미제’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면서 집단적 타자화 담론 전체는 급격히

축소되었으나 이에 따라 담론 내 상대적으로 ‘남조선괴뢰’가 부상하게 되

었다. 위의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조선괴뢰’에 대한 언

급이 증가한 시기는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이었다. 이는 남북관계의 변

화 때문이라기 보다는 김일성이 사망한 북한사회 내부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논할 수 있다. 당시 남한은 김영삼정부가 정권을 획득하고 있

는 상황이었다. 당시 경제난 속에서 북한이 대외관계 개선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남 관계 개선에도 관심을

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단

독정권의 출범시기에 대남관계의 전면적인 개선은 김정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김영삼정부가 대북 강경노선을 취함에 따라

(박태균, 2014), 북한은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대남 적대시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북한 사회 내 체제동요의 위험을 안정

화시키고자 하였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정권의 불안은 김영삼정권

에 대한 비난강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994년 초기 김영삼정권에

대한 호칭은 대체로 ‘김영삼일당’, ‘김영삼분열정권’, ‘김영삼괴뢰역도’ 정

도였다. 그러나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7월 이후 비난의 정도는 극심하

게 고조되어, ‘김영삼은 인간세상에서 추방해야 할 추물’, ‘김영삼은 인간

쓰레기’ 등의 과격한 수사가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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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목할 때만 사용되던 ‘철전지 원쑤 미제와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

는 표현이 김영삼정권에게도 적용되어, ‘김영삼일당과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는 표현이 출현하였다.248)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서거에 즈음하여 유엔본부의 조기가 게양되고 유

엔안보리사회가 주석을 추모하고 더우기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까지 이북에

조전을 보내고있을때 김영삼놈이 한짓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한것

이다.249)

... 80여평생 조국의 자유와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신 민족

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주석의 서거에 조의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빈

소와 분향소까지 김영삼도당은 파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

다.250)

김영삼은 자기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주신 은인의 서거를 애석해하고 조

의를 표시할대신에 비애에 잠겨있는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내대고 국민

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망동을 해왔으니 ... 배은망덕하고 횡포한 야만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251)

다음과 같이 김영삼정권에 대한 비난은 김일성의 사망과 연계되어 구

성되었다. 이는 김일성의 사망 가운데 불안정한 북한사회 내부의 정서를

남한정권에 대한 강력한 적대시 정책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북한 지도

부의 의도가 반영되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같은 시기 ‘미제’ 언급의 감소에 반해 ‘제국주의’의 개념이 부상

하였다. 북한에서 ‘제국주의’는 계급교양에서 가장 중시되는 ‘투쟁의 대

248)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김영삼은 인간세상에서 추방해야

할 추물,” 로동신문 1994년 8월 26일, 5면; “김영삼은 인간쓰레기,천벌을 받아야 할 악한,” 
로동신문 1994년 8월 26일, 5면; “김영삼일당과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 로동신문 1994
년 9월 1일, 5면.

249) 김영삼정권이 학생운동을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구속한 것에 대한 대응기사의 내용이다.

“김영삼은 인간세상에서 추방해야 할 추물,” 로동신문 1994년 8월 26일, 5면
250) “김영삼은 인간쓰레기,천벌을 받아야 할 악한,” 로동신문 1994년 8월 26일, 5면.
251) “김영삼일당과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 로동신문 1994년 9월 1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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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서, 반드시 타도해야 할 사상이자 이념으로 교육된다. 이러한 논

리에 따라 제국주의의 실제적 대상인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서유럽 국가

들과의 대결노선을 명시하고 국제사회 내 북한의 위치와 경계짓기의 논

의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단적 타자화 담론 속에서 ‘제

국주의’ 개념은 전체 사용비중의 10% 정도만을 차지할 뿐이었다.252) 그

런데 이례적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제국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구

현된 담론이 전체 집단적 타자화 담론 중 20~30%를 차지하였다.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백분율(%) 9.4 19.4 17.8 8.6 22.6 27.9 28.2 25.9 17.2 12.9

표 25. 1991~2000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제국주의/반제’의 언급비율

주: 각 연도별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주요 개념들 중 ‘제국주의/반제’의 언급빈도 백분율

‘제국주의’ 개념의 활용은 ‘미제’, ‘반미’ 사용의 감소와 연결지어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사회의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특징 중 하나가 앞

선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투쟁대상의 지목이고, 그 중 대표

적으로 ‘미제’가 사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고난의 행군 시기 ‘미제’의 구

체적인 지목이 줄어들고, ‘제국주의’의 사용이 증가하였다는 점은 당시

북한사회의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성격이 경제난과 대외관계 고립이라는

환경악화 속에서 변화하게 된 것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공세는 사실상 총포소리를 내지 않는 침략

이다.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서 주목되는것은 국제관

계발전의 흐름을 타고 그것이 그 어느때보다 더욱 강화되고 있는것이다. 동

서랭전체계가 붕괴됨으로써 오늘 국제관계는 완화와 다각화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흐름을 리용하여 《협조》와

《교류》의 간판을 내들고 부르죠아 사상문화적침투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253)

252) 1949년부터 2019년까지 타자화 전체 담론기제의 활용빈도(41063건)에서 ‘제국주의’, ‘반제’를

사용한 빈도(4519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11%이다.

253)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는 악랄한 와해수법,” 로동신문 1995년 9월 9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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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자들은 《원조》요, 《협조》요 하는 간판밑에 다른 나라들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거나 부르죠아정치방식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있으며 사상문화적침투공세도 집요하게 벌리고 있

다. 이렇듯 제국주의자들은 지배주의적 야망실현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254)

북한은 그동안 ‘미제’에 관한 담론을 통해 세계사회 내 전통적인 군사

력을 통한 제국주의적 강탈이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신냉전구도 이후

의 약소국 침탈행위의 현황을 소개하며, 이를 비난하는 담론을 펼쳐왔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시기 미국의 대북 경제원조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

고, 미국, 일본 등 전통적인 ‘제국주의 강대국’ 지도부와의 직접적인 회담

성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하는 대신에, 다

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제국주의자’라는 통합적인 용어를 보다 많이 사용

하였다. 이는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경계하는 내용

으로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미제’에 대

한 직접적 적대성을 회피하고 대북한 원조를 통해 유입되는 해외문물의

사회적 영향력을 경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판단할 수 있다. 상기한 기

사의 내용 속에서 ‘원조’, ‘협조’, ‘교류’ 등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이를

통해 ‘사상문화적 침투공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소개한다는 사실은, 당시

북한의 사회조직체계 및 전통적 사상교양담론에 대한 효용이 와해되고

있던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외 원조에 대한 절박한 필요에 따라

대외관계 개선의 현실을 담론 속에서 미약하나마 표현하고 있다고 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단적 자기화 담론에 비해 집단적 타자화 담론을

지속적으로 자제함으로써, 담론 내부에서 직접적인 외부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체제 재건과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복구 노력

254)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지배주의적수법,” 로동신문 1996년 12월 18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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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김정일’과 ‘선군’을 통한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복구

김정일은 1998년 ‘강성대국’을 선포하며 사회체계를 대대적으로 재정

비하며, ‘군사국가’를 기조로 한 국가통치 노선을 전사회적으로 선포하였

다. 그 신호탄이 된 것이 1998년 8월 22일 로동신문을 통한 “강성대

국” 정론이다.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주석제를 대신하는 ‘국가수반’으로서 김정일이 국방위원

장으로 재추대되기 직전, “강성대국” 정론을 통해 주민들에게 김정일체

제의 북한사회에 대해 미리 설명하였다.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난관을 겪고있지만 멀지 않아 사회주의강성

대국을 건설할수 있습니다.》 .... 주체의 강성대국건설, 이것은 위대한 장군

님께서 선대국가수반앞에, 조국과 민족 앞에 다지신 애국충정맹약이며 조

선을 이끌어 21세기를 찬란히 빛내이시려는 담대한 설계도이다. ... 야합된

제국주의련합세력들과 맞서 민족과 사회주의조국의 운명을 지키자고만 해

도 헤아릴수 없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가 강성대국건설의 기치를 높

이 든것은 ... 강력한 타격으로 된다. ... 제국주의의 《강성》에 대한 신화,

딸라와 《경제대국》에 대한 환상과 의존은 이제 거품처럼 산산쪼각이 날

것이다. ...우리는 수령중심의 강성대국론을 주장한다. ... 사상의 강국을 만

드는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주체적인 강성대

국건설 방식이다.255)

정론을 통해 보면, 당시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북한의 경제는 ‘제국주

의’ 및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쟁·핍박으로 인해 도태되었으므로, 북한

사회 당시의 어려움은 ‘제국주의 연합세력’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경

제정책의 실패를 전적으로 대외적 원인으로 전가하고, 이를 김정일의 새

로운 비전, 즉 ‘강성대국’ 건설을 통해 극복할 수 것으로 설명하였다. 강

성대국 건설은 ‘사상’의 구축으로부터 시작하여, 군대의 강화, 그리고 마

255) “[정론]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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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경제의 회복을 통해 이룰 것이라 논한다. ‘강성대국’ 논의 속에

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단계적 비전은 김정일정권의 정책 우선순위를 설

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사상의 기틀을 먼저 확고하게 하고, 이후

정치·행정적인 토대를 쌓으며, 마지막으로 민생과 관련된 경제의 부흥에

집중하고자 한 것이라 논할 수 있다.

김정일은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1980년대 후계구도의 확립과 1990

년대 김일성 사망 이후 정권의 이양과정에서도, 사상이론과 이를 통한

대중 담론의 구축을 통하여 권력 승계의 정당성을 먼저 확보하였다.

1980년대 ‘3대혁명붉은기 운동’, ‘우리민족제일주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구호를 거쳐, 1990년대 ‘붉은기 사상’, ‘고난의 행군’, ‘강성대국’ 등의 구

호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권의 행보와 비전을 타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동원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대중 담론을 통해 안

정적인 통치기반을 마련한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지 4년이 지

난 1998년이 되어서야 헌법을 개정·발표하고 행정적·법적으로 공식적인

최고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유연하게 확보하였다.

1998년 헌법개정은 김일성이 제시하는 국가체계의 구상이 그대로 드

러난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당과 군’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 통치구

도 속에서, 경제, 외교와 같은 실무 분야를 내각에 위임함으로써 당·정의

정경분리 뿐만 아니라, 당·정 협의구도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당·군의 관

계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을 사실상의 권력 중추로 공포하면

서 군 중심의 통치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0

기 제1차회의의 결과에 대해 해설한 로동신문을 보면, 군 중심의 통치,

즉 ‘선군’의 비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방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혁명의 승리

적전진을 담보하는 국가정치의 첫째가는 중대사업이다. 국방위원회 위원

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력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여 ... 나라

의 방위와 전반적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

직책이며 ... 성스러운 중책이다.256)

256) “[사설]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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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 제시하는 국가의 발전노선은 사상의 확립을 통해 사회전반

적으로 군사적 기강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체계를 재건하고, 국가의 발전

을 새롭게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재건의 노력 속에, 북한의 집

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 역시 다시 복구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19. 사회주의강성대국 선포 이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자
기화-타자화 담론의 주요 개념 언급빈도 총계

고난의 행군 시기 경험한 경제적 침체와 사회조직체계의 와해로 인해,

김일성 사망 이후 대내외적인 통치 정당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김정

일이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산한 통치담론은

‘김일성의 유훈’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유일 후계자로서의 강조였다.

김정일은 1998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선포 이전까지는 철저히 김일성의

그늘 속에서 ‘아버지’ 김일성의 업적을 잇는 것으로 권력 승계를 정당화

하며 사회를 안정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사회 전체의 집단적

인 정체성 인식,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은 경제위기와 사회체제의

와해 속에서 여러모로 소극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9월 7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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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외경제 개선의 노력과 이를 통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회복

의 동력을 획득한 김정일은 1998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및 ‘선군정치’를

통해 김정일 단독 정권의 사회적 통치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경제·행정적 기반의 확보에 따른 자신감이 집단적 자기화 및 타자

화 담론의 복구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지하듯 집단적 자

기화-타자화 담론에서 두드러지게 부상한 것은 집단적 자기화 담론으로

서, 그 중심에는 ‘선군’의 논의가 있었다. 다음의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

듯, ‘선군’의 개념은 1999년 대중에게 소개된 이후,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핵심개념으로 부상하였다.

그림 20. 1998~2012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주요 ‘사상적 요소’ 언급빈도

앞선 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북한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집단적 자기

화 담론 내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주체’에 관한 것이었다. ‘주

체’의 개념은 북한사회의 이념적 기반으로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

회 내 모든 조직과 제도, 정책의 수립의 정당성과 이에 대한 주민의 무

조건적 수용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담론의 주요 자원이자, 이에 따른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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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회의 집단적 일체화를 형성하는 사상적 기반이었다. 그러나 1980년

대 이후 ‘주체’의 사용은 다른 개념들의 부상 속에 상대적으로 약화되며

그 개념의 강조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김정일체제가 발

의된 1998년 이후 ‘선군’의 개념이 급부상하게 되면서, 그동안 사회의 지

도이념으로서 정의되었던 ‘주체’의 담론은 ‘선군’ 담론으로 점차 대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어린이보양교육법: 주체사상의 삭제]

1976년: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맑스-레닌주의

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

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는다.

1999년: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학령전어린이

들을 탁아소와 유치원 같은 어린이보육교양기관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

담으로 보육교양하는 제도와 질서를 규제 한다. (김지수, 2014: 12-13

에서 재인용)

[유일사상: 주체사상->자주사상, 강성대국)]

1995년: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주신분도 경애

하는 김정일동지이시고 전당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시여 주체사상을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되게 하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도록 이끌어 오신분도 김정일동지이시다.257)

1998년: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사상, 이민위천의

사상을 구현한것이며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도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건설한것이다. ... 우리의 강성대

국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주사상으로 건설되는 주체의 강국이다. 자

주는 부강조국건설의 생명이다. ... 우리가 강성대국건설에서 틀어쥐고

나가야할 유일한 사상적기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이다.258)

257)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이다” 로동신문 1995년 10월 3일, 3면.
258) “주체의 강성대국은 위대한 사회주의사상강국이다,”　로동신문 1998년 11월 30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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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사상: 주체사상->선군사상]

2001년: 바로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것으로 하여 우리의 선군정치는

오늘의 력사적조건에 맞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할 때까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 선군정치의 뿌리가 주체사상

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259)

2003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은 자주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히는 우리 시대 혁명의 지도적 지침이다. ... 선군사상은 주체

사상의 리론실천적 업적을 계승하고 새로운 리론들로 발전풍부화시

킨 사상이며 주체사상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전투적기치

이다. 주체사상은 선군사상의 뿌리이고 세계관적 기초이며 선군사상과

선군정치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정리될수 있게 한 방법

론적 지침이다. ... 주체사상이 있었기에 선군사상이 나올수 있었고 선군

사상이 있기에 주체사상이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260)

상기한 어린이보양교육법을 보면, 1970년대 ‘주체사상’은 법의 상위에

위치하는 사회 최고 이념임이 강조되었지만, 1999년 개정된 내용에서는

‘주체사상’이 전면 삭제되고 법을 보장하는 존재는 국가 및 사회로 명문

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유일사상에 대한 논의에

서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1995년 주체사상이 ‘유일한 지도사상’임을

강조한 것과 달리, 1998년 ‘강성대국’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유일한 사상

적 기치’는 주체사상이 아닌 ‘김정일사상’으로 설명되었다. 2000년대 들어

와 김정일이 ‘선군정치’, 이후 ‘선군사상’을 강조하게 되면서 주체사상의

위상은 보다 약화되었다. 2003년 점차 선군의 개념이 ‘사상’으로 발전하

게 되면서,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을 계승하는 존재이면서도 이에서 발전

되어 이를 뛰어넘는 보다 풍부한 사상이자 이론으로 소개되었다. ‘주체’

의 개념이 유일지도 방침이자 사상이라는 최고권위에서 점차 사상적 기

초이거나 방법론적 지침으로 하향화된 것이다. 2004년 북한은 선군사상

259) “선군정치의　뿌리,”　로동신문 2001년 12월 8일, 2면.
260) “선군사상은 우리 시대 자주위업의 필승불패의 기치이다,”　로동신문 2003년 3월 21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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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논하였다(양무진,

2008).

앞선 절의 논의를 통해 고려할 수 있듯이, ‘주체’는 수령 김일성의 위

대성을 의미할 뿐 아니라, ‘수령-당-인민’을 잇는 공동체적 함의도 포함

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체’의 개념은 김일성 개인숭배를 정당화하고 이

를 중심으로 한 유일사상체계를 개인에게 체화 및 사회화시키는 핵심적

사상요소였다. 김정일정권에서 이러한 ‘주체’의 사용이 현격하게 줄어들

게 된 것은, 아버지 김일성을 극복하고 현존하는 유일 지도자로서 김정

일을 위치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권력체계 공고화의 측면과, 김정일체제

에서 새롭게 구현하는 ‘김정일-군-민’의 집단결속의 체제를 강화하며 사

회적 결속의 성격을 새롭게 전환시키고자 하는 집단정체성 개선의 측면

이 함께 연유하게 된 것이라고 논할 수 있다.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언급빈도의 차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1990~2005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언급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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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990~2005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주요
‘구체적 대상’ 언급빈도

이를 보면, 김일성의 사망을 기점으로 그동안 김일성의 그늘에서 벗어

나지 않았던 김정일의 이름이 담론장 내 전면 부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김정일이 최고지도자로서 직책을 수

여한 것과 함께 고려해 볼 때, 담론장을 통해 새로운 지도자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집단 결속의 체제를 먼저 구축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고려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극심한 경제침체와 식량난 속에서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약속하며 김정일이 선택한 것은 사회의 지도주체로서 새로운 최

고지도자를 강조하는 담론을 통해 권력의 절대화를 이루고, 이를 통한

새로운 사회적 일체화, 즉 ‘최고지도자-군-민’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결

속이었다 논할 수 있다.

나) 세계화시대의 도래와 ‘미제’ 중심의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복구

1998년 김정일정권의 ‘강성대국’ 선포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000년대 세계화의 가속화에 따른 북한사회의 대응이다. 1990년대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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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제환경 속에서 북한사회 내 대주민 통제 이완정책이 실행되었으나,

1998년 이후 당·군·정을 포함한 정치체제의 정비를 통해 사회제체가 어

느정도 안정을 취하게 되면서, 김정일정권은 다시 사회정책을 개선하였

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시장화를 일부 허용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정

책개혁을 실행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2002년 ‘경제관리개선’ 정책과 ‘특

구’ 정책이었다.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정책을 통해 생활용품, 식

품,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사회안전보장의 각종 혜택을 폐지, 세금

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우 자율권의 보장 정도를 높이는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는 시장 자율화의 확대라기 보다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

이는 한편 계획경제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정부의 재정수입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더불어 같은 해 9월 12일 신의주를 특별

행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제적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 및 관

광지구로 개발할 것을 발표하였다(우승지, 2008).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하에 시작된 대표적인 사업은 ‘금강산관광’ 개

발사업이었다. 1998년 김정일체제의 국가경영기조가 발표된 시점과 맞물

려 남한에서는 1998년 2월 김대중이 대통령에 취임되면서 남북한 경협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대 정주영회장의 방북이 성사되면서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관광이 전면 개시되었다. 남북한 관계의 호전에 따라 2000년

6월 13일~15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실시되었고,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등을 골자로 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체

결되었다(우승지, 2008). 남북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1998년 25,000만 달러 규모였던 남북 교역액은 2003년 77,000만 달러,

2005년 이후에는 1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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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건수 (건) 품목수 (개) 금액 (천달러)

1995 2,644 244 287,291

1996 3,383 258 252,039

1997 3,991 365 308,339

1998 4,810 449 221,943

1999 6,510 488 333,437

2000 7,394 578 425,148

2001 7,754 549 402,957

2002 8,796 570 641,730

2003 11,209 588 724,217

2004 12,893 634 697,040

2005 21,165 775 1,055,754

표 26. 1995~2005년 남북교역현황

출처: “남북교역현황,”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http://kosis.kr/bukhan/index/index.do>.

남북한 경제협력의 의지는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

타났다. 2000년 8월 남한기업인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및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함께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

서’를 작성하고, 2002년 북한이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함에

따라, 개성공단의 개발이 현실화되게 되었다. 이후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 2004년 6월 개성공단 시범단지 운영, 10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

원회 사무소가 개소하며 남북한 경제협력은 남북 분단 이래 최대의 호황

을 맡게 되었다.

남북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북한정권의 ‘남조선’에 대한 대주민설명 역

시 적대적인 태도에서 보다 친화적인 태도로 변화하였다. 앞선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남한에 대한 대주민 설명은 남한 정부(‘남조선

괴뢰’)에 대한 비판 일색이었다. 따라서 1990년대 남한에 대한 북한의 대

주민 설명은 ‘미제국주의’의 수하로서 ‘남조선 인민’의 고혈을 짜내어 이

득을 쟁취하는 남한정부를 비판하고, 이들을 타개하여 ‘남조선 인민의 해

방’을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 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북한 교

류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2000년대 들어 북한은 남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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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을 자제하였다. 이러한 비판 논의의 감소는 결국

남한에 대한 담론의 감소로 이어졌다.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남조선’

노출빈도를 보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연도에 언급횟수가 줄어들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 기사 건수 연도 기사 건수

1996 70 2006 54
1997 107 2007* 40

1998 125 2008 114
1999 122 2009 30
2000* 92 2010 39
2001 65 2011 205
2002 87 2012 137
2003 98 2013 145
2004 121 2014 160
2005 120 2015 159

표 27. 1996~2015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남조선’ 언급빈도

* 남북정상회담 개최

특히, 2000년 6월 13~15일 김대중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로동신문
에 수록된 기사를 살펴보면, 남한에 대한 북한의 대주민 담론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6월 15일, 로동신문 1면
에서 “북남공동선언”의 제목으로 남북한 통일문제의 해결, 경제교류, 이

산가족 상봉 등에 대한 협의문을 대서특필하고, 김대중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방문일정과 김정일의 환대에 대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수록하였

다.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라는 김정일의 담화를 삽입하며, 남

북한이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신뢰와 화해를 도모하며 민족자주의 원

칙에서 겨레의 대단합과 통일을 앞당겨 이룩”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표

명하였다.261) 이러한 북한의 대남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담론 뿐 아니

26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김대중대통령사이의 단독회담 진행,” 로동신문 2000년 6월

15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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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접적으로 북한의 안보행위에서도 나타났다. 북한은 평균적으로 연

10회에서 많게는 20회 감행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들을, 남북한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급격하게 자제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다음의 표를 보면, 북한

이 2000년 6월 김대중정권의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노무현정권에서 성사

된 2007년 10월 2일~4일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전후한 시기 모두, 정전

협정 위반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 건수 연도 건수

1995 12 2003 19

1996 12 2004 10

1997 18 2005 12

1998 6 2006 7

1999 23 2007* 1

2000* 1 2008 5

2001 3 2009 2

2002 29 2010 18

표 28. 1995~2010년 북한의 주요 정전협정 위반건수

출처: 박형중, 2020.

* 남북정상회담 개최 연도

그러나 남북관계는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건262)이 불

거지며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는 2008년 2월 이명박정권이 출범하

며, 대북정책으로 제시한 ‘비핵·개방·3000’263)의 강경노선과 더불어 남북

한 관계 악화의 주요 전환점이 되었다. 금강산 관광 중단사태에 악화된

남북관계는 2008년 12월 개성공단 통행 제한, 상주인원의 제한 및 추방

등으로 이어지면서, 정치·경제·사회 전분야에 걸쳐 남북관계의 단절로 이

262) 2007년 7월 11일 남한 관광객 박왕자씨가 금강산 관광 당시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조선인민

군 육군 초병의 총격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다.

263) 2008년 6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등에 대한 종합구상을 발표한

것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함께, 향후 북한 비핵화 및

개혁개방 노선에의 설득을 기조로 한 이전 정권에 비해 강경화된 대북정책 구상안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명철·홍익표(2009)의 연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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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2000년대 초중반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북한의 집단적 타자화 담

론을 구성하는 주요한 대상은 ‘미제’에 집중되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

의 이유도 있지만, 2000년대 불거진 북한 핵문제에 따른 미국의 직접적

인 대북 비난 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3. 1995~2012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주요

개념 언급빈도

다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초중반 북한의 미제에 대한 비

난담론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는 특히, 2002년 미국 공화당 후보인 부

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부시 행정부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네오콘

이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며 핵문제를 전면 지적한

데 따른 것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1994년

10월 채택되었던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2년 11월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 중단을 발표하고 경수로 사업 재검토 의사도 밝

혔다(박형준, 2019). 2003년 연두교서에서 미국은 대북강경화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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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악의 축’을 재발화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제의 전쟁도발책동’

을 중심으로 한 담론을 집중적으로 개제하였다.

미국의 대조선침략책동의 계단식 확대로서의 이 핵시험전쟁, 예비전쟁이

실전으로 번져 지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으며 어느 시각에 핵선

제공격이 감행되겠는가 하는 것은 예측할수 없다. 명백히 말할수 있는 것

은 미제의 제2조선전쟁, 북침핵전쟁도발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264)

미제호전광들이 6월 한달 동안에 각종 사명의 전략 및 전술정찰기들을

집중동원하여 ...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한 회수는 무려 220여차에 달한다. 이

것은 우리를 선제공격하기 위한 미제의 군사적움직임이 극히 위험한 단계

에 이르렀다는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현실은 우리 혁명무력이 미제의 전

쟁책동에 대처하여 강위력한 군사적억제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선는 그 누구든 문제시할수 없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265)

북한은 전통적으로 ‘미제’ 비난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전쟁책동’에

대한 담론을 계속적으로 창출하여 왔다. 2000년 이전 미제에 대한 비난

담론이 급격히 증가하였던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초중반, ‘미제 전쟁

책동’의 구체적 근거는 한미 간의 군사동맹 및 군사협력에 따른 군사안

보적 경계에 관한 것이었다.

(1974년)

우리는 아세아인민들의 생활과 생명을 지키고 진실한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미제의 핵전쟁책동을 규탄한다. 또한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군

이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도록 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266)

(1983년)

... 미제의 새전쟁 도발책동을 폭로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미군과 남

264) “낱낱이 드러난 미제의 북침핵전쟁기도,” 로동신문 2003년 4월 3일, 5면.
265) “미제가 6월에 200여차의 공중정탐행위를 감행,” 로동신문 2006년 7월 1일, 5면.
266) “남조선에로의 미제의 핵무기반입은 조선과 아세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엄중한범죄행위

이다,” 로동신문 1974년 12월 28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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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괴뢰들이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팀 스피리트 83>> 합동군사연

습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썼다.267)

미제는 지난 2월 1일부터 남조선에서 <<팀 스피리트 83>> 군사연습

을 벌려놓았다. 미제가 방대한 미군과 남조선괴뢰군, 최신 전쟁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벌리는 대대적인 전쟁연습소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오늘 전쟁

마당으로 전변되고 있다. ... 미일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의 범죄적책동

으로 말미암아 지금 평하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위업은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

다. 268)

... 레간의 남조선행각과 미제의 새전쟁 도발책동을 규탄하는 글을 전하

였다. ...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이 남조선전역에서 <<공군통합훈

련>>을 벌린데 대하여 규탄하였다.269)

2000년대 초중반의 ‘미제 전쟁책동’에 관한 담론은 한미 또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관한 내용이 아닌, 북한 정세와의 직접적인 관련 속에서 구

현되었다.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비난발언에 대한 대응담론으로서,

북한의 평화 지향의 진정성을 호소하며 이에 반한 ‘미제’의 대북 발언은

북한에 대한 전쟁발화를 의도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2003년)

우리는 미제의 핵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공화국의 자주권을 영예

롭게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것이다.270)

최근 미국이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공공연히 떠들면서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으며 ... 우리의 <<핵계획추진>>을 코에

걸고 군사적 위협과 국제적 <<공조>>를 운운하며 조선반도전체를 전쟁접

267)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견결히 규탄한다,” 로동신문 1983년 2월 27일, 5면.

268) “(사설) 미제는 침략과 전쟁 책동을 그만두고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로동신
문 1983년 3월 1일, 1면.

269) “더욱 로골화되는 미제의 전쟁도발책동,” 로동신문, 1983년 12월 28일, 5면.
270) “공화국정부의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 로동신문, 2003년 1월 14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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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로 몰아가는 미제에 대한 우리의 응당한 경고이다.271)

최근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핵문제>>를 걸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으면서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전쟁국면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 갈 확고한 결심밑에 자체의 힘으로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

해 놓았습니다. ... 지금 일본반동들도 미국의 대조선전쟁책동에 적극 편

승하여 ... 비인도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272)

다음의 논의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을 대상

으로 직접적으로 위협 발언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대주

민을 향한 ‘미제’ 관련 논의가 냉전시대부터 이어진 ‘제국주의’ 담론 속에

서 ‘추상적인 이념’ 또는 남한과의 공조에 따른 대남 견제발언의 일부로

서 나타난 것이었다면, 2000년대 미제와 관련된 논의는 직접교섭을 통한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발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쟁책동’을

중심으로 한 대미 발언을 통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현실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통한 직

접적인 적대 관계를 구축하였다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제

적인 차원에서의 담론구현을 통해 이를 접하는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대외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인지와, 이를 통한 인지세계 내 ‘미국’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논할 수 있다.

271)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은 파탄을 면할 수 없다,”　로동신문, 2003년 1월 11일, 6면.
272)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로동신문, 2003년 6월 26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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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김정은시대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

의 계승·변화

제 1 절 집권 초기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계승

1. 김정은 유일지도체계 확립: 사상의 계승과 확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북한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김정은은 김정일 장례 직후인 2011

년 12월 30일 조선로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고,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조선로동당 제1

비서, 같은 달 13일 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에 선출되며 제도적인 권력승계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선출된 지 이틀만인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식적인 대중연설을 통해 ‘김정은정권’의 시작을 선포

하였다(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엮음, 2016: 11-15).

잘 알려져있듯 김정은의 유일 후계체계는 2009년 1월 8일 김정일이

김정은 후계자 지명을 지시·하달한 시점부터 구축되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김정일이 리제강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1부부장

에게 후계자 확정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한 이후, 2009년 2월 김정은

후견그룹이 형성되었다.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

의에서 김정은 후계 조직기반을 위한 국방위원회가 보강되었고, 2010년

9월 28일 제3차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신설된 조선로동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김정은이 선출되며 김정은의 유일 후계구도는

단기간에 확립될 수 있었다(이기동, 2014).

김정일이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4~5년의 유훈통치 기간이 지나서야

1998년 제도적으로 최고지도자 직위를 수령한 것을 고려하면, 김정은이

김정일 사망 4~5개월 만에 후계자로서 제도적인 공식권력 승계를 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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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시간적으로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이 집

권 초기 김일성으로부터의 권력 승계의 정통성에 관한 대중 담론을 적극

적으로 생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역시 집권 초기 대중적인 승계

담론을 활발하게 생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담론은 ‘수령 영생론’이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

의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2012년 4월 13일 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와 더불어 같은 시

기 김정일은 앞선 회의에서 ‘영원한 총비서’로, 이후 회의에서 ‘영원한 국

방위원장’으로 각각 추대되었다. 이를 통해 김정일은 당과 군의 최고지도

자로서 ‘영원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당대표자회가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를 마련하는 전환적계기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당대표자회를 통하여 수령님의 후손들이며 장군님의 전사, 제자

들인 우리가 어떤 신념과 의지, 도덕의리심을 가지고 자기 수령을 받들어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떨쳐나섰는가를 뚜

렷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신다는 것은 결코 상징

적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군님을 당의 총비서직책에 변함없이 높이 모

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담화)273)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정은은 김정일이 과거 김일성을 ‘영원

한’ 주석으로 추대하며 최고지도자의 지위를 세습한 것처럼 김정일을 ‘영

원한’ 총비서 및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며 최고지도자의 지위를 안정적

으로 승계받고자 하였다. 이는 김정일 식의 ‘유훈통치’가 김정은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273)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

게 완성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2년 4월 6일),” 로동신문,
2012년 4월 19일,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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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김정은은 2012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선포하였다. 이는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유일한 지도사상’으로서 규정되

며 국가의 사상적 최고지도 방침으로 공포되었다.274) ‘김일성-김정일주

의’는 김일성시대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시대의 선군사상을 추상화하고, 김

일성-김정일을 함께 병렬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김정은 후계체제의 연

속성과 그 정당성의 담론을 공고히하는 역할을 하였다(김근식, 2014). 김

정은은 김정일의 업적을 기리며 그가 선대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정식화

하고 김일성의 총대중시사상을 선군의 혁명사상 및 정치이론으로 심화발

전시켜 ‘김일성주의’를 통해 전사회적 견인력과 생활력을 높였다고 평가

하였다. 이를 확대발전시킨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으로서

정의하였다.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간다는 것

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진행해나간다는 것

입니다.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서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

당조직들은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기

풍을 세워야 합니다. ... 민심을 틀어쥐고 모든 사업을 혁명대오의 일심단결

을 강화하는데 지향시키고 복종시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275)

담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정은 후계

체제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의 확립, 더 나아가

김정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조하는 사상적 기반으로서 기능하였

다. 이는 김정은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후계권력 승계의 정당성을 정

274) 4월 11일 당대표자회를 통하여 채택한 로동당 규약에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

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라고 규정하였

다.

275)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

게 완성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2년 4월 6일),” 로동신문,
2012년 4월 19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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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상의 계승의지를 통해 밝히고, 이를 통해 유일지도체제를 공고히 하

여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전사회적인 일체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2013년 6월 19일 김정은은 김정일이 1974년 발

표하였던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수정하여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발표하였다(김창희, 2013; 정성장, 2014).

이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는

원칙으로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복종 및 ‘충실성’을 강조하는 내

용이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2012년 4월 15일

첫 대중 공개연설을 통해, 1960년대부터 강조되었던 ‘국방·경제 병진노

선’을 이어받아,276) ‘경제강국과 군사강국’을 함께 건설하는 ‘병진노선’을

채택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마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강군의 위력을 계속 떨치며 대고조진군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총적목표로 내세

우고 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합니다.277)

북한의 경제 및 군사분야 모두의 중점발전을 목표로 하는 병진노선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

로 농업, 경공업, 지식경제, 대외무역 등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통한

경제건설과, 핵 무력의 확장을 통한 핵무력건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

하였다.

전원회의는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경제건

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였다. 경

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은 자위적 핵무력을 강

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

276) 김정일정권 ‘국방·경제 병진노선’에 관한 논의는 이종석(2011)의 책을 참조.

277)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2012년 4월 16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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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로선이

다.278)

경제와 군사 모두를 중시한다는 경제 및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에

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실제 ‘선군’을 더 중시할지 ‘선경’을 더

중시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에 김정은정권은 경제를 더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먼저, 병진노선의 용어 자체에 ‘핵무력’보다 ‘경제’가

먼저 배치되었고, 병진노선에 대한 설명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방비

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을’ 것임을 직접적으로 밝혔다는 것은, 군에 대

한 과거와 같은 과도한 투자를 절제하고 민생경제에 보다 힘쓸 것임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279) 정치 엘리트 구도의 재편성과 김

정은의 행보를 볼 때 이러한 부분은 보다 명확히 나타난다. 김정은은 최

고지도자 직위에 오르고 나서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군부의 핵심 엘리트

들을 교체하는 한편, 국방위원회는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하였다. 이는

당의 군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기존의 군부 중심의 행정체계를 당 중

심으로 전환시키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280) 또한, 김정은의 초기 공

개활동을 보면, 병진노선 선포 이후 군 관련 활동보다 경제 관련 활동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조동호, 2014: 41)

뿐만 아니라, 2013년 3월 19일 10년만에 경공업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4월 1일 경제분야 실무전문가인 박봉주를 내각총리로 임명하여 경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마식령속도’를 강조하며 주민

들을 대상으로 경제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다. ‘마식령

속도’는 ‘천리마속도’로 대표되는 북한의 고전적인 ‘속도전’의 담론과 이

27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13년 4월 1일, 1면.
279) “...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

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데 새로운 병진로선의 참다운 우

월성이 있다.” (“[사설]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핵무

력건설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 로동신문 2013년 4월 1일, 2면)
280) 군부에 대한 김정은의 잦은 인사교체와 보직의 강등 및 복권 등의 조치는 김정은의 군권장악

의 불안성에 의한 것이라는 논의도 있었으나, 점차적으로 안정된 김정은정권의 행보를 볼 때,

이는 북한군을 장악하기 위한 김정은의 ‘철저히 계산된 인사’라는 논의가 보다 지배적이다. 관

련 논의는 김동엽(2016: 35-6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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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으로,281) 노동력 고취를 통해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북한의 전

통적 경제발전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마식령스키장은 선군혁명의 새 시대에 건설의 대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

서 우리 당이 매우 중시하는 건설대상이다.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벌려

마식령스키장건설을 올해안으로 무조건 끝내자!》, 이것이 마식령스키장

건설에 떨쳐나선 군인들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다. ... 군인건설자

들을 단숨에의 정신으로 스키장건설을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

도》를 창조하라! ...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당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마식령군인

건설자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뜻깊은 올해의 총진군에서 결사관철의

투사, 위훈의 창조자가 되라!282)

경제건설에 대한 의지는 담론 뿐 아니라 실제 경제정책 및 법규 개정

에서도 나타났다. 먼저 2014년 11월 ‘기업소법’이 개정되고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가 도입되며 북한 내 기업소들에게 자체적인 관리책임이 부

여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 노동력, 제품개발, 품질관리, 인력관리, 무역

및 합영·합작, 재정 등의 경영분야 일체에 대한 자율성이 개별 기업소들

에게 부여되었다. 기업소 운영에 대한 자율성은 2015년 5월 또 한 번의

‘기업소법’의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개별 기업소에 노

동력의 해고권한이 부여되었을 뿐 아니라, 무역분야에서의 수출품 생산

이 강조되고, 유휴시설의 임대가 허용되는 내용 등이 추가되었다. ‘무역

법’은 2012년 4월 3일, 2015년 12월 23일 역시 두 차례 개정되었는데,

2012년의 경우 ‘무역계획의 법제화’ 조항들이 추가되었고, 2015년에는 무

역거래 대상이 확대 및 개방되는 한편, 국가계획기관이 담당하는 계획지

표의 범위가 축소되어 개별활동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기업소법

281) ‘속도전’ 관련 논의는 본문 제3장 제1절의 ‘1.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주요 개념들’ 중 ‘자) 창

조(성)’의 내용을 참조.

282) “[호소문]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로동신문 2013년 6월 5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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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법규 개정 상황

2012.04.03. 무역법 개정

2012.11.20. 농장법 개정

2012.12.19. 지방예산법 신설

2013.05.29. 경제개발구법 신설

2013.07.24. 농장법 개정

2014.11. 기업소법 개정

2014.12.23 농장법 개정

2014.12.24. 편의봉사법 신설

2014.12.24. 종합무역장관리법 신설

2015.04.08. 재정법 개정

2015.04.08. 회계법 개정

2015.05.21. 기업소법 개정

2015.06.25. 농장법 개정

2015.06.25. 인민경제계획법 개정

2015.07.22. 상업은행법 개정

2015.12.23. 무역법 개정

표 29. 김정은정권 주요 경제관련 법 규정

과 무역법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구법, 지방예산법, 농장법, 재정법, 회계

법 등이 차례로 개정·보완됨에 따라, ‘경제강국건설’에 대한 제도적 기반

이 많은 부분 확충되었다.

출처: 이석기 외, 2018: 59.

‘핵무력강국’의 건설에 관해서는, 군사분야의 핵 무력의 확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를 통

해 헌법을 수정·보충할 당시 사회주의헌법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

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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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해의 정치사상강국,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서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장명봉 편, 2015: 72)

북한은 이후 2013년 3월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노

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킬 것을 선포하고,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핵보유국

가”로서 북한의 핵 보유는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하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함이며, 세부적인 방침으로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한 대응, 세계사회 내 핵억제력의 확보,

적대적인 핵보유국과의 비타협 및 비핵국가들에 대한 위협 금지, 핵무기

보관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였

다.283) 북한은 핵무력 강화에 대한 대중적 담론을 확장하고 제도적 확충

을 수립한 이후 실제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김정일시대인 2009년 5월 2

차 핵실험 이후 오랜 기간 수행하지 않았던 북한의 핵실험은 김정은시대

들어와 2013년 2월 13일 3차, 2016년 1월 6일 4차, 2016년 9월 9일 5차,

2017년 9월 3일 6차까지 연이어 단행되었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형의 시험발사 이후 “핵무력완성”의 대업이

실현되었다고 선포하였다.

김정은동지는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 대업, 로케트강국위

업이 실현되였다고 긍지높이 선포하시였다. 284)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의 실현, 이것은 ... 김정은동지께서만이 안

아오실수 있는 특대사변, 대승리이다. ... 우리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과 핵

28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

하여,” 로동신문 2013년 4월 2일, 5면.
284)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다

행할데 대한 명령 하달,” 로동신문 2017년 11월 29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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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은 우리 혁명의 최고리익과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

담보한 불멸의 기치이다. ... 우리는 자기 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자력갱생

이 제일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만장약하고 국방과학전사들의 ...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해나가야 한다. ...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본전선인 경제전선에

서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의위력으로 증산투쟁, 창조투쟁, 생산돌격전을

맹렬히 벌리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해나가야 한다.285)

2017년까지의 활발한 핵무기 시험발사를 통한 ‘국가핵무력완성’을 공

포한 북한은, 이후 ‘신형 첨단전술무기’를 시험했다는 한 차례의 보도 외

에는(로동신문, 2018.11.16.) 2019년 5월 단거리 발사체 발사 전까지 군사

도발을 일체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뉴시스, 2019.5.9.). 이후 다시 경제

건설에 대한 강조로 돌아와 북한 경제 부흥에 관한 다방면의 담론을 생

산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

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적

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우선시하고 경제발전에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 자력갱

생정신과 과학기술은 강력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라고

하시면서 ...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며 생

산적앙양과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286)

북한은 핵무력건설 완성에 따라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를 중지할 것을 대내외적으로 밝히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

하며 과학교육사업을 확대할 것을 공포하였다.

285)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 로동신문 2017년 11월
30일, 1면.

28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병진

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선언하시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로동신
문 2017년 11월 30일,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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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민의 부상: ‘사회주의문명국’과 ‘인민대중제일주의’

김정은정권이 정권세습의 3대라는 사실은, 북한주민들 역시 동일한 시

간의 흐름 속에서 세대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김정은정

권하 북한주민들은 1) 식민지와 전쟁 등을 경험하지 않고, 2) 사회주의체

제가 비교적 안정된 시기 유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3)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 시기 청장년 시기를 보낸 세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이우영, 2014: 274). 이들은 북한식 사회주의 제도 및 교육을 받고 성

장했으면서, 국제 사회주의연대의 붕괴와 경제위기, 이에 따른 사회체계

의 붕괴 및 통제의 와해 등을 성장 과정 속에서 다채롭게 경험하였다.

이는 김정은정권의 북한사회 내 ‘새 세대’는 실리적인 경제관 및 직업관,

개인주의의 확대, 실용주의적 동인에서의 통일의식 등 이전 세대와는 다

른 세계관 또는 생활에 대한 인식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라 할 수 있다(이우영, 2014: 275-276).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김정은정권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북한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화의 확대에 따른 계층화의 가시화라고 볼 수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김정은은 상기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의 강조

속에서 경제부흥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 내 경제활동에 대한 자율성은 많은 부분 확대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과거 정치 또는 사상적 ‘토대’를 중심으로 운영되

던 북한의 조직사회체계 및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식 ‘계층화’가 점차 나타나게 되었다. 북한의 배급제는 개인

및 단체(기업소 등)의 생산 및 수익창출에 대한 자율권 강화, 사적 소유

권의 확대 등에 대체·보완되었고, 이는 주지하듯 사적 경제의 창출로 이

어졌다.287) 북한주민의 계층화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존재는 ‘신흥자본

가’들이었다. 이들은 대규모의 자본을 보유하고 대형 매매업(장사)을 하

거나, 외화벌이와 당의 비자금 관리 등을 통한 교환경제를 통해 사회 내

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자들을 말한다. 이들 중 규모가 큰 이들은

287) 이는 1998년 9월 5일 ‘사회주의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법적으로 사유화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고깃배, 부림짐승(축사), 농기구, 건물 등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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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라는 신생어휘를 통해 묘사되기 시작하였고,288) 이들은 북한 권력

기관과 결탁하면서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일정정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복잡군중’에 속하였던 이들이 시장화의 확

장과 대외교류의 개방을 통해 신분상승의 기회를 얻는 사례들도 나타났

다(김병로, 2013).

재산권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계층화 현상은 북한사회 내의 주요한 갈

등요소로 부상하였다. 시장화와 계층화에 따른 갈등은 북한의 백화점 및

대형 시장의 증가와, 소비물품의 다양성을 통해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소비가 하나의 계급제도로서 소비의 대상이 지위의 계층화를 창출

한다는 보드리야르의 주장을 따를 때(Baudrillard, 2015[1970]), 북한사회

에서 고가의 ‘샤넬’, ‘롤렉스’ 등의 외국브랜드 제품이 백화점에서 판매되

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사유재산에 따른 계층화 및 불평등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준다(한국경제, 2020.6.27.).289) 이러한 갈등

은 북한정권 차원에서도 인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1년 10월 16일

법규 개정을 통해, 은행대부, 화폐위조, 증권위조 등 화폐 및 화폐교환과

관련된 법제를 대폭 신설하여 정책 및 법제 차원에서의 갈등조정의 방안

이 마련된 것과(장명봉 편, 2014: 144-148), 2012년 북한 정부차원에서

전사자 및 피살자 출신 성분의 가족들에게 외화벌이의 기회를 우선적으

로 부여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90)

또 한 가지의 변화는 북한주민의 삶 속에서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

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이집트회사인 ‘오라스콤(Orascom)’과의 합작을

통해 북한은 ‘고려링크’를 설립하고 평양 등지의 도시를 중심으로 휴대전

화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8년 첫해 가입자 수 1,694명에서 2012

288) ‘돈주’라는 어휘가 등장하게 된 것은 고난의 행군시기 장마당이 형성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는

데, 북한정부 차원에서 개인의 사유화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여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은

보다 커지게 되었다. 특히, 2002년 7.1 경제개혁조치 이후 북한 경제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며, 돈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진환(2018), 이종겸(2008) 등의

연구를 참조.

289) 김정은, “'롤렉스' 차는 김정은, '샤넬백' 드는 리설주…北의 명품 사랑 [김정은의 명품이야

기],” 한국경제 2020년 6월 27일,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264802i.
290) 이는 북한 기득권인 전사자·피살자 출신성분의 가족들이 시장화에서 소외되며 상대적 박탈감

과 불만을 가진 것에 대한 정권차원의 갈등해소 방안이었다(김병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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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0만 명, 2013년 2백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 8월 가입자는 600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중앙일보, 2020.8.11.).291) 탈북자 면접

을 통해 북한사회 실태를 조사하는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사회변동 조사

를 살펴보면, 2015년 북한주민 정보통신기기 이용 관련 휴대전화 보유율

이 55.5%였던 것에 비하여, 2019년 조사에서는 62.9%로 증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천경효 외, 2020: 66). 이동통신회사 역시 초기 ‘고려링크’

한 업체에서, 2012년 ‘강성네트’, 2015년 ‘별’이 새롭게 추가되며, 현재 북

한 내 이동통신회사는 세 개의 업체로 늘어났다. 주민들의 컴퓨터 이용

경험 역시 2015년 27.4%에서 44.0%로 늘어났으며, 이용경험이 있는 응

답자 구성은 20대가 44.9%, 30대가 26.5%로, 20~30대가 전체 이용자의

7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천경효 외, 2020). 이러한 조사결과는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한 간접조사로서의 한계는 존재하지만, 휴대전화와

컴퓨터 이용을 통한 사회 전반적인 정보화 확대의 추세는 분명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김정은 역시 ‘정보화’를 계속해서 주장하였는데, 그는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되며 연설한

담화를 통해 이에 대한 노선을 보다 확고히 하였다. 경제발전을 위한 구

체적 방침으로 선포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새롭게 ‘정보화’를 추가

하였고, ‘정보화’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역

설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세우고있는 전략적방침

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는것입니다. ... 인민경제

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확고

히 전환시켜야 합니다. 기계제작공업, 전자공업과 정보산업, 나노산업, 생물

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291)보다 구체적으로는, “평양이나 나선 같은 부유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20~50대 장년층 휴대전화

가입률은 7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장마당 종사자 등 2~3대의 휴대전화를 보유한

북한 주민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제 휴대전화 사용자는 약 450만명 수준으로 보인다. 2500만명

으로 추정되는 북한 전체 인구의 18% 수준”이라고 보도하였다. 정용환, “북한 휴대폰 가입

600만…고급모델은 2년전 갤럭시A7 수준,” 중앙일보, 2020년 8월 11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84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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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생산공정

의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어미공장, 표준공장을

꾸리고 일반화하여 경제전반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292)

다음과 같은 정보화의 강조는 헌법개정에서도 나타나, 2019년 8월 헌

법개정 당시, 경제발전의 전략적 방침으로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정보화’를 추가하여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제26조)로 변경하

였다(천경효 외, 2020: 65).

이러한 정권 차원의 정보화의 확대 노력은 사회 전반적 차원의 생산

체계에서의 자동화 및 무인화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동시에 개

인적 차원의 휴대전화, 컴퓨터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이

들에 대한 보유, 이용 경험에 따른 개인 간 격차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차원의 사회적 갈등요소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논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정보화 역시 사유재산과 지위에 따른 계층화 및 불평등

문제를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것이다. 평양과 같은 대도

시와 지방 사이의 정보화 격차가 매우 크고, 개인적 차원에서도 경제력

등에 따라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개인과 지역에 따른 불평등의 문제가 현재적 시점에서도 계속적

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논할 수 있다(김민관, 2020; 이우영, 2014: 271).

이에 따라 북한사회는 이전과 같은 강력한 통제 및 강제의 방편과는 다

른 새로운 차원의 사회적 통합 및 안정화의 방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와 같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김정은정권이 강조하는 사회 결속 담론이

바로 ‘인민 중시’의 담론이었다 할 수 있다.

2013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

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

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김정은

은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도덕을 포함한 문화 관련 분야 전반에 대

292)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9년 4월
13일,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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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발·발전의 의지를 직접 선포하였다.293) 특히 체육·문화 시설의 건설

이 강조되었는데, 이에 따라 ‘마식령스키장’을 선봉으로 한 다양한 휴양

시설이 개발·건설되었다. 2013년 5월 27일 로동신문은 김정은이 마식

령스키장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스키장건설의 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

에서 보장”하며 “세계적인 스키장”을 만들 것을 주문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294) 일주일 후인 6월 7일, ‘마식령속도’ 구호를 전사회적으로 선

전하였다.295) 이를 시작으로 ‘청춘거리’의 체육관, 통일거리운동 센터, 미

림승마구락부, 문무물놀이장 등이 개보수 및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평양

곳곳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빙상장, 경기장 등 다양한 체육·문화시설이 건

설되었다. 2013년부터는 국가과학원 연구자들을 위한 ‘은하과학자거리’가

조성되었고,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및 교원을 위한 주택(살림집)이 건설되

었다. 2015년에는 ‘미래과학자거리’, 김책공업대학 교수 및 교원을 위한

주택 건설 등의 복지시설이 또한 완충되었다(현인애, 2018; 정은미, 2016:

187-189).

이와 같은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구호 하 다양한 문화 및 휴양시설의

개발과 주민들을 위한 주택시설의 설립은, ‘인민’ 강조 담론에서 주요하

게 논의되었다. 이들 논의는 구체적으로 김정은의 ‘애민(愛民)’ 또는 ‘위

민(爲民)’ 정신과 이어졌다.

문명한 생활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가장 우월한 무료교육제, 무상체료제를 실시

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도덕을 비롯한 모든

문화분야가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지식, 건강한 체력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키우는데 복무하고

있다.296)

293) “신년사,” 로동신문, 2013년 1월 1일, 1~2면.
294)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과 김정은동지께서는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하고있는 마식령스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3년 5월 27일, 1~2면.
295) “[호소문]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로동신문 2013년 6월 5일, 1면.
296) “우리의 사회주의문명국,” 로동신문, 2013년 1월 17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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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녕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 대중체육봉사시설들의 희한한

모습을 비롯하여 인민의 리상이 꽃펴나는 사회주의문명국의 면모가 집대

성된 그 모든 새로운 풍경들은 이 땅에 기어이 사회주의문명강국을 건설하

시려는 ...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

정체들이다.297)

이 외에도 “인민사랑의 말발굽소리 끝없이 울려갈 대중승마봉사기지”

(로동신문, 2013.10.26.),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 전하는 과학연구기지”(로

동신문, 2014.10.8.), “인민사랑을 노래하는 또 하나의 종합적인 대중봉사

기지”(로동신문, 2015.1.20) 등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과 관련한 ‘성과’

는 ‘인민사랑’의 결과물로서 설명되었다. ‘인민사랑’의 논의는 보다 확장

되어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으로 발전하였고, 이는 ‘인민대중제일

주의’의 개념으로 집대성되었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최초로 등장한 것

은 2013년 1월 28일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를 통해서였

다.298) 2013년 소개된 이 개념은 2015년 신년사를 통해 보다 중요한 정

책적 기조로서 설명되었다.

어머니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전

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넘치

게 하고 당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여야 합니

다.299)

...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어머니당의 본성에 맞

게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297)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시여,”로동신문, 2013년 10월 20일, 2면.
298)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주장과 함께,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것으로 논하고, 이에 맞추어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함께 홍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3년 1월 30일, 1면.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의 구호와 관련하여, 선병주(2017)

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을 연상하게 하지만, ‘국민의’

라는 내용이 빠짐으로써 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의 ‘인민’은 배제하고 있다고 논한다(선병주,

2018).

299) “신년사,” 로동신문, 2015년 1월 1일,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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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고 당사업의 주되

는 힘이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300)

...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력사상 처

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갈것입

니다.》301)

‘인민대중제일주의’는 2016년 5월 6~9일 제7차 당대회에서 당사업 과

제로서 정식 채택되었다.302) ‘《조선로동당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

택’의 분과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교양을 강화하며 인민대중제일주

의를 구현하여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

로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하위개념

으로서 설명되었다(선병주, 2018: 54). ‘김일성-김정일주의’가 2012년 이

래 ‘당의 지도사상’으로서 위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303) ‘김일성-김정일

주의’의 지향이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사실은 북한사회 내에서 ‘인민’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17년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에 대한 세계관이자 철학으로 한 단

계 승격되어 설명되었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는 인민대중이며 우리 인민은 오직 《위대

한》이라는 호칭으로만 부를수 있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관

이 주체의 인민관, 세상에 없는 인민철학으로 빛을 뿌리도록 해주시고 그

300) “[사설]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나가자,” 로동신문, 2015년 1월 26일, 1
면.

301)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성스러운 력사를 길이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5년 11월 10일, 2면.

302) “당사업 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

현하는 것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활동하는 우리 당의 본성적

요구입니다.” 선병주(2018)의 논문 내에서 재인용.

303)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

게 완성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2년 4월 6일),” 로동신문,
2012년 4월 19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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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정화를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명명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걸출한 체현자이심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한해를

통하여 더욱 똑똑히 깨달았다.304)

북한사회의 ‘인민대중’에 대한 논의는 ‘애민’을 넘어 ‘위민’에 대한 강

조로 나타났다. 이는 ‘인민대중’이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존

재라는 극존칭의 수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위대한’의

수식어가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수령’ 등과 같이 김일성 삼부자에게

대체로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인민대중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극

존칭의 사용과, 문장부호 ‘《 》’를 사용한 강조는 김정은의 대중중심 담

론의 강화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김정은정권의 ‘인민’ 위상의 변화는 과거 김정일정권에서 논하던 ‘인

민’과 함께 비교하여 볼 때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표적으

로 북한에서는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장군’의 ‘인민관’이 계속적으로 강

조되어 왔으므로, 최고지도자의 ‘인민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인민과’에 대한 논의는 김정은정권에서도 나타난다. 이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민’에 대한 위상이 과거에 비해 김정은정권 들어

와 높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정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는 인민이며 가장 힘 있는 존재도 인민이

다.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민이다. 이런 인민

관을 지닐 때 인민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

무할 수 있다.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선생으로

내세우고 계신다. …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간직하고 계시기에 …

인민을 열렬히 숭배하고 존경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305)

304)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민대중제일주의,” 로동신문, 2017년 1월 10일, 2

면.

305)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관,” 로동신문, 2000년 6월 29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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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로 인민을 숭배하고 존대하고 인민을 위하여 사랑의 감정을 깡그

리 쏟는 인민의 진정한 수령, … 얼마나 많은 인간존대, 인간사랑의 전

설들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땅을 뜨겁게

달구어 주고 있는가. …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은 인민을 진실

로 숭배하고 존대하고 사랑하시며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심장을 깡그리

바치시는 고결한 인품이다.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려는 혁명가는

인민을 존대하고 사랑할줄 알고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할줄 알아야

한다.306)

[김정은정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회에서 하신 이 력사적인 결론은 인민들을 끝없

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며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의 불출이였다.307)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

쳐야 한다고,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

이 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은 누구나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따라

배워 … 뛰여야한다고 당부하시였다.308)

우리 원수님께서는 … 그들에게 당에 대한 인민들의 그 믿음이 우리에

게는 제일 소중하다고, 재부 중에서도 제일 귀중한 재부가 인민들의 믿

음이라고, 우리는 인민들의 믿음이면 더 바랄것이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멸사복무의 정신으로 인민들의 그 믿음에 보답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

하시였습니다.309)

김정일정권의 ‘인민관’은,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

며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이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김

일성) 수령과 (김정일) 장군의 관점으로서, 인민을 위해 ‘헌식적으로 복

무’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김일성 시기 ‘인민을 위해 복무’할 것

306)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 로동신문, 2000년 11월 2일, 2면.
307) “우리 장군님의 인민관,” 로동신문, 2018년 10월 6일, 2면.
308) “깊이 새겨주신 인민관,” 로동신문, 2019년 5월 17일, 2면.
309)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새겨안으며,” 로동신문, 2019년 5월 21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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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던 논의는,310) 김정일시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사회

적 구호로 강화되었다.311) 김일성, 김정일의 인민관을 잇는 김정은정권의

인민관은 보다 강화되어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정신이자, 인민들

을 믿는 것에서 나아가 “당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이 사회의 가장 귀중

한 재부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인민에 대한 주체성이 보다 강조된 방향

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구

호는, 김정은정권 들어와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정신’으로 한층 강화

되었다.312)

종합하여 살펴보면, 김정은정권의 ‘인민’ 중심의 대중담론은 ‘사회주

의문명국’, ‘인민사랑’, ‘인민대중제일주의’ 등의 다양한 구호 및 개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생산되었다. 사회의 주체로서 ‘인민’이 강조되기 시작

하면서, 최고지도자에게 지나치게 편중·제한되었던 사회적 ‘주권’ 차원의

주체의식이 ‘인민’ 전반으로 일정정도 보편화되고 대중화되는 현상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김정은정권하 북한사회에서 나타

난 주민들의 개인화, 계층화, 외래문물의 유입에 따른 문화적 다양화 등

의 일상세계 차원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대응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논하면, ‘인민’에 대한 강조는 북한정권의 통치 정당성,

즉 ‘애민’과 ‘위민’의 정신을 통해 인민을 위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담론의

내용을 통해 대중적인 차원에서의 ‘동의’를 얻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민에 의거한다’는 표현이나, ‘인민을 하늘처럼 떠

받든다’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게 된 것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310) “인민을 위하여 더욱 충실히 복무하자!,” 로동신문, 1966년 6월 15일, 1면; “인민을 위해 충
실히 복무하자,” 로동신문, 1973년 3월 15일, 6면;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도록,” 로동신문
, 1977년 5월 26일, 2면 등.

311) “(사설)<인민을 위하여 복무함!>,당의 이 구호를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가자,” 로동신문,
1990년 11월 2일, 1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정신 나래치는 통일거리 건설장,” 로동신
문, 1991년 11월 2일, 3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로동신문, 1993년 6월 14일, 4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것이 당의 일관한 구호이며 일군들이 군중과 한순간도 떨어져

서는 안된다는것이 당의 요구입니다.》김정일,” 로동신문, 1994년 2월 27일, 2면 등.
312)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승리떨친 뜻깊은 한해,” 로동신문, 2016년 12월 31일, 3면; “인민
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로동신문, 2017년 2월 19일, 3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의 정신을 안고,” 로동신문, 2017년 4월 3일, 4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닐 때,” 
로동신문, 2018년 1월 19일, 5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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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모습은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은 인민대중에게 의거

하여!>’의 사회적 구호가 나타나며 보다 명확해졌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가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 …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반영하여 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

책이 작성되고 인민대중의 리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는것이 우리

조국이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

여!>>라는 구호에는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하늘처럼 받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함축되

여있다.313)

<<어머니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

넘치게 하고 당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여야 합

니다.>> … 혁명은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며 인민은 혁명하는 당의 힘

이고 지혜이며 생명이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혁명령도의 전기간 언

제나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였으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314)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이다. …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혁명을 백전백승한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

는것이 바로 우리 당이다. …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

대중에게 의거하여!>> 라는 구호에는 전당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이 꽉 차넘치게 하려는 당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315)

이와 같이 정권차원에서 ‘인민’의 위상을 담론 내용 속에서 계속적으

313)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로동신문, 2014년 12월 27일, 1
면.

314) “[사설]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나가자,” 로동신문, 2015년 1월 26일, 1
면.

315)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 로동신문, 2015년 4월 11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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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이는 한편, 생활세계 속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과학자, 지식인들에

대한 제한적인 복지혜택을 증대하는 것, 다양한 문화·휴양시설의 건설을

홍보하는 것 등은, ‘사회의 주인’으로서 북한주민을 공적 차원에서 보다

강조하며 이를 통한 주민들의 사회 내 통합 및 안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

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민’에 대한 강조와 위상의 변화는 사회적 동원 담론에서

도 나타난다. 과거 사회적 동원 담론이 최고지도자 또는 당을 위한 당위

성 담론으로 구현되던 것에 비하여, 김정은정권의 동원 담론은 ‘인민’에

초점을 맞추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강조되며 논의되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내

고 대중소비품들을 다양하고 맵시있게 만든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

시하시였다. ... 책임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안고 인민

소비품생산에 ... 인민소비품생산단위가 112개, 가내편의 봉사원대렬은 700

여명이 더 늘어났으며 인민소비품의 가지수와 량도 많이 늘어났다.316)

지금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보검을 억세게 틀어쥐고 경공업의 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인민

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선구자가 될 불

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하루빨리 경공업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을

위한 당의 정책, 사회주의시책들이 은을 내게 하자.317)

인민생활의 향상은 다음과 같이 ‘인민’들의 생산활동 동원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되었다.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강조는 이에 관

한 담론을 수용하는 생활 영위의 주체로서 북한주민을 지향하고 있으나,

동시에 노동하는 주체로서 북한주민을 역시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초기 2013년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강조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담론은 점차적으로 ‘근로’ 인민들의 생산능력 향상에 관한

316)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으로,”　로동신문, 2013년 8월 3일, 3면.
317) “[사설] 경공업전선에서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포성을 크게 울리자,” 로동신문, 2014년 3월
19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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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으로 이어졌고, ‘인민을 위한 당의 정책’은 ‘당을 위한 인민의 노동’

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비롯한 사회동원의 동기가 국가 또는 당 또는 수령이 아닌 ‘인민’을 향하

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 북한 담론과 비교할 때 인민 중심의 풀뿌리적인

차원에서의 집단적 자기 인식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논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집권 초기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 주요 개념의 계승

가) 집단적 자기화 담론: 주요 개념의 계승과 ‘인민’의 강조

김정은의 집권이 시작될 당시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은 불안정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로부터 북핵문제에 따른 대북제재의 압력을 받고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젊은지도자’인 김정은이 김정일시대의 원로정치인

들로부터 권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치적 기반을 공고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김정은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집권

초기 새로운 최고지도자를 찬양하는 담론을 계속해서 창출하는 한편, 선

대 지도자인 김일성-김정일로부터의 권력 계승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강

조하는 담론을 또한 활발하게 생산하였다. 그러나 과거 최고지도자들에

비하여 김정은은 스스로에 대한 언급을 비교적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언급빈도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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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1970~2019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김일성’, ‘김정일’, ‘김정

은’ 언급빈도

그림 25. 1990~2017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주요 ‘구체적 대상’ 언급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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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그림과 같이 최고지도자에 대한 강조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인민’에 대한 언급은 2000년대 이후부터 점차적으

로 증가하여, 김정은정권 초기 급격히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정은이 집권 초기부터 ‘민생’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며, 직접적으로 ‘인민사랑’, ‘인민대

중제일주의’과 같은 ‘인민’ 중심의 구호와 담론을 생산한 것을 고려하면,

김정은정권 ‘인민’의 개념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정권의 집단적 자기화 담론은 과거와 같이 ‘최고지도자’에 대

한 칭송과 우상화를 통한 사회 일체화의 담론을 계속적으로 앞세우지만

이에 대한 강조의 정도는 과거에 비하여 약화되었고, 대신 오랜기간 최

고지도자에 비해 부차적 개념으로 유지되었던 ‘인민’의 개념이 점차 부상

하며 사회의 집단적 자기화 담론이 많은 부분 풀뿌리적 차원에 집중되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고 논할 수 있다. ‘최고지도자’와 ‘인민’의 언급 빈도

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과거 ‘최고지도자’가 ‘인민’을 훨씬 상회하던 것에

서, 이 둘이 점차 비슷한 수준으로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민에 대한 강조와 함께 김정은정권 집단적 자기화 담론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로부터 사용된 주요 개념들이 계속적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초기 김정은정권이 ‘김일성-김정일주의’나 ‘수령

영생론’ 등을 통해 과거 정권으로부터 사상의 계승을 통한 통치담론의

생산을 유도한 것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정은정권이 김일성-김정

일 정권으로부터의 사상계승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전환·확대하여 현 사

회와 지도부에 적합한 새로운 담론을 창출한 것과 같이, 집단적 자기화

담론에서도 주요 개념을 계승하며 과거 담론의 내용을 이어가면서도 새

로운 차원의 집단적 자기 인식의 담론을 창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주목할 수 있는 개념은 ‘인민’과 ‘사회주의’, ‘창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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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2010~2017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주요 ‘사상적 요소’ 언급빈도

‘인민’은 앞에서 살펴본 바를 통해 그 강조의정도와 내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사회주의’의 경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사회

주의헌법’, ‘사회주의조선’, ‘사회주의강성국가’, ‘사회주의교육’ 등 ‘사회주

의’가 삽입된 다양한 구호, 담론,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개념

으로서 논의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정

권에서 강조하는 ‘사회주의’ 관련 담론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핵제재와 경기침체 속 김정은정권의 북한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다시 강조함으로써 세계사회와의 투쟁 담론을 강화하였다.

미제를 비롯한 세계제국주의 세력은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

고 발악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적인 사회주의보루로 굳건

히 서있다.318)

그이의 선군정치를 그대로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대장각하의 현명한 령

도가 있기에 조선에서는 사회주의기치가 펄펄 휘날릴것이며 인민대중중심

318) “사회주의보루 조선,” 로동신문, 2012년 1월 19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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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선식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할것이다.319)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위업이며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입니다.》

... 우리식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신념을 깊

이 심어주는 사상정신적 량식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무

자비한 철추를 내리는 강위력한 무기로 된다. ...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

불패성은 인민대중이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여기고있는데 있다. 사

회주의의 기초는 인민이다.320)

사회주의의 강경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더는 힘으로 제압할수 없게 되자

대외적으로 우리에 대한 악선전을 악랄하게 벌리는것과 함께 우리 내부에

자본주의사상문화를 들이밀려고 끈질기게 책동하고 있다.321)

199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강조된 ‘우리 식 사회주의’는 김정은정권에

서도 국제사회 내 제국주의 및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사회주의를 고수하

는 ‘강경보루’로서 북한이 존재함을 강조하는 담론으로 구현되었다. 그러

나 김정은정권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한 담론에서는 과거

담론보다 ‘인민’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정권

의 담론을 1990년대 ‘우리 식 사회주의’ 담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김정일동지께서는 ...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과

학적으로 밝혀주시면서 사회주의를 더 빛내이는 길은 당정책을 철저히 관

철하는데 있다는 데 대하여 명시하시였다. ... 여기서 중요한것은 .. 가장 옳

바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한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신념으로 체득하고 그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가는 것이다.322)

319)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식 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할것이다,” 로동신문, 2012년 1월 22일,
2면.

320) “우리 식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로동신문, 2013년 5월 5일, 2면.
321)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의 본질과 성격,” 로동신문, 2014년 3월 29일, 2면.
322) “[사설]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이자,” 로동신문, 1991년 4월 2

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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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식 사회주의의 근본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이와 관련한 당의 사상리론을 신념으로 삼고 철저히 구현하

는 것이다. ...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상리론은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사회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며 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준다. ... 우리 식 사회주의

의 우월성에 관한 사상리론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원리적으로, 실천적으

로 명확히 전개되여있다. 323)

사회주의의 위력은 곧 일심단결의 위력이다. 오늘 인민대중중심의 우

리 식 사회주의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적책동속에서도 자

기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고있는것도 우리 혁명대오의 억센 통일

단결이 있기 때문이다.324)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의 강화, 정치사상사업의 우선에 의한 사상교양

의 강화라는 모든 사업에서 …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 동구라파사회주의의 관료적병폐와 대비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장점으로 설명되여지고 있다.325)

[2010년대]

…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실시되는 사회주의제도는 인

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영원히 빛을 뿌리게 된다. 주체의 사

회주의헌법이 바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

충하고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정식화하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

민대중을 하늘처럼 내세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있는 가

장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는 이런 현실은 자

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하수 없는 것이다. ... 병원체와 같은 자본주의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철저히 배격하며 온갖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

323) “[사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자,” 로동신문, 1991년 5월 11일, 1
면.

324) “[사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 로동신
문, 1991년 11월 26일, 1면.

325) “<<우리 식 사회주의>의 장점>,” 로동신문, 1991년 12월 19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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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채 뽑아버려야 우리 식 사회주의가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힘차

게 전진할수 있다. ... 제국주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짓부시며 우리

의 사회주의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나가야 한다.326)

그것은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의 상징이

기 때문이다. …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산과 벌, 바다가 자본가들의 리윤추

구와 상업적인 목적, 개인들의 치부의 수단으로 리용되고 있지만 모든것

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산과 벌, 바다

가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 더없이 귀중한

재부로 되고 있다. ... 나라의 근본이며 력사발전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시

하고 존중하며 그들에게 참된 삶과 행복을 안겨주는 사회가 선진적이고 우

월한 사회라면 극소수의 착취계급, 특권계층의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썩고 병든 반동적인 사회이

다. 327)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호는 물론 군대와 수많

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의 명칭도 인민이라는 부름과 함께 불리우고있으며 국

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도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세워지고 있다.

… 물질지상주의 경제만능주의에 기초한 사회, 반인민적인 정치가 지배

하는 사회에는 앞날이 없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며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넘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고 있다.328)

상기한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 김정일정권과 김정은정권 ‘우리 식

사회주의’ 모두 ‘인민대중중심’이 핵심적 가치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북한

식 사회주의의 ‘우월적’ 특징으로서, ‘주체사상’ 또는 ‘선군사상’을 중심으

로 한 정치사상교양에 대한 우선성, 그리고 ‘수령’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

326) “[사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로동신문,
2015년 12월 27일, 1면.

327) “[론설] 우리 식 사회주의우월성의 상징,” 로동신문, 2017년 11월 22일, 2면.
328) “[정세론설] 인민중시사상이 구현된 우리 식 사회주의,” 로동신문, 2018년 10월 20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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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우선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정권의 ‘우리 식 사회주의’

담론에서 강조한 것은 사상적 일체성 보다는 ‘인민’에 대한 중시 그 자체

로서, 모든 사업이 수행되는 목적이 ‘인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

로 강조한다. 또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비교

대상으로서 1990년대에는 제국주의 또는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동유럽 사

회주의 국가를 주요하게 인식하였던 반면, 김정은시기 비교대상은 자본

주의 또는 제국주의 국가들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이들 비교대상에 대한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사상적 일

심단결’로서 정치사상적 차원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김정은시기에는 그

관심이 경제적 차원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제국주의) 사회는 사회의 관심이 소수의 자본가 계층에게 집중되어 사

회의 모든 정책사업이 소수 자본가 계층만을 고려하여 운영되는 반면,

북한사회는 ‘인민’ 전체를 고려하여 사회의 모든 사업이 계획·진행된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2017년을 전후한 ‘우리 식 사회주의’ 논의에는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가 중요한 연계어로서 사용되었다. 이는 ‘인민을 위한 경

제발전’을 도모하는 북한사회의 특성으로서 논의되며 북한 사회 내 주요

담론으로 부상하였다.329) ‘사회주의’ 담론과 연계된 ‘인민중시’의 가치는

김정은정권 들어와 경제적 부흥을 지향하는 민생의 가치와 보다 직접적

으로 연결되며, 그 담론의 중심이 최고지도자와 정치사상에서, 인민과 경

제부흥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주의’와 관련하여 부상한 또 하나의 담론은 ‘사회주의경쟁’에 관

한 담론이었다. ‘사회주의경쟁’은 생산능력을 고취하기 위한 단체(기업소,

학교 등)별 노동력 경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950년대부터 사용된 개념

이었다.330) 이는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1960년대 말 노동력 동원이 강조

됨에 따라 비교적 활발히 언급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그 사용이

줄어들었다. 1990년대 말 전무하던 ‘사회주의경쟁’에 대한 언급은 김정은

정권의 등장을 전후하여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329)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7년 11월 13일자 로동신문 기사 “[정론]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30) “각국의 五.一절기념준비활발 사회주의경쟁 전개로써,” 로동신문, 1950년 4월 21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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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빈도수 연도 빈도수

2001 0 2011 23

2002 0 2012 11

2003 0 2013 10

2004 1 2014 13

2005 7 2015 6

2006 0 2016 4

2007 1 2017 3

2008 5 2018 16

2009 13 2019 13

2010 9

표 30. 2001~2019년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사회주의경쟁’ 언급빈도

...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경제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길에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 올해인민경제계획을 월별, 분기별, 지표별

로 넘쳐 수행하며 ,,,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할것이다. ...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에서 사회

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331)

다음과 같이 사회주의경쟁은 김정은의 병진노선 중 하나인 ‘경제강국’

건설의 일환으로서 구체적 실천담론으로 구현되었다. 이는 사회내부의

경제력 증진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동력 동원과 관련된 담론으로서 활용

되었다. 주지하듯, ‘사회주의경쟁’의 논의는 노동의욕 고취를 통한 생산량

증대를 위한 것으로서, 개별 사업기관이나 생산단위들의 자발적 경쟁을

장려하며 개별주체들의 경쟁적 생산활동을 통해 북한사회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최종적으로는 ‘경제강국건설’을 강조한다.332)

331) “함남의 불길상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호소하는 궐기모임 근로단체들에서 진행,” 로동
신문, 2012년 4월 27일, 4면.

332)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범위에서 집단적경쟁이 활발히 진행될 때마다 눈부신 전진과 발전이

이룩되었다. ...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 것은 만난을 맞받아 뚫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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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창조’와 관련된 담론들을 살펴볼 수 있다. ‘창조’ 역시 경제

부흥 담론의 일환으로 강조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생산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회동원 담론에 사용되었다.

그림 27. 1990~2019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창조’ 언급빈도

‘창조’의 사용빈도를 살펴보면, 북한 내부에서 ‘경제건설’의 강조와 함

께 ‘창조’ 개념의 언급도 점차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2012~2019년도 ‘창조’가 사용된 주요 연계어를 살펴보면, ‘마식령속도창

조’, ‘기적창조’, ‘조선속도창조’, ‘평양속도창조’, ‘만리마속도창조’, ‘대비약

창조’ 등이 있다. 이는 주지하듯, ‘속도전’과 관련된 담론들이다.

전체 군인건설자들은 단숨에의 정신으로 스키장건설을 화약에 불이 달린

것처럼, 폭풍처러 전격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

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라!333)

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 로동신문, 2018년 3월 19일)
333) “[호소문]《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

가자,” 로동신문, 2013년 6월 5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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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

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기적은 결코 하늘이 주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인간, 인민대중의 의식적이며 적극적인 활동과 잇닿아있다.

세상에 인민대중을 떠난 창조와 혁신, 기적이란 있을수 없다. ... 인민대중의

불굴의 정신력이 발양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

환되게 된다.334)

일군들은 한몸이 그대로 화약이 되고 불씨가 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

가 조선속도창도의 열풍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335)

다음과 같이 ‘창조’는 속도전 발양의 행위담론 일부로 사용되었다. 이

는 앞선 장에서 논의한 주체사상의 ‘창조’ 개념을 통해 다시 살펴볼 필요

가 있다.336) ‘창조’는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사회를 포함한 외적인 환경

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진보적으로 발전시

키기 위한 ‘투쟁’의 개념을 동반한다. 이에 따라 ‘창조’의 개념 속에는 ‘재

부를 쌓는 것’도 함축되어 있고, ‘제국주의나 자본주의’와 같은 ‘적대적

조건’에 굴하지 않고 승리하고자 하는 ‘투쟁’의 개념도 함축되어 있다(김

정일, 1982). 이에 따라 북한 경제담론에 ‘창조’의 개념이 주요하게 사용

되었다.

334) “기적창조의 근본열쇠,” 로동신문, 2014년 1월 10일, 2면.
335) “[사설]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세기를 주름잡아 달리다,” 로동신문, 2014년 7월 14일, 1면.
336) 본문의 제3장 제1절의 ‘2. 주요 개념’ 중 ‘자) 창조(성)’의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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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빈도수 1 0 3 5 2 3 6 2 1 2 9

백분율 0.2 0.0 0.7 1.1 0.5 0.7 1.4 0.5 0.2 0.5 2.0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빈도수 3 6 7 7 7 6 5 7 24 18 13

백분율 0.7 1.4 1.6 1.6 1.6 1.4 1.1 1.6 5.4 4.1 2.9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빈도수 9 6 21 11 50 13 25

백분율 2.0 1.4 4.7 2.5 11.3 2.9 5.6

표 31. 로동신문 ‘창조’가 포함된 기사제목 내 ‘기적’의 포함 빈도

창조 기적

창조

Pearson 상관 1 .699**

유의확률(양측) .000

N 73 73

기적

Pearson 상관 .699
**

1

유의확률(양측) .000

N 73 73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표 32.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기적’과 ‘창조’ 빈도수 SPSS 상관분석

‘창조’의 개념은 ‘기적’의 용어와도 연계되어 노동력 동원 담론의 자원

으로 사용되었다. 로동신문 기사제목 중 ‘창조’와 ‘기적’이 포함된 기사

의 빈도수를 연도별로 추출하여 이 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0.01 수준

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창조’가 많이 언급된 연도에 ‘기

적’ 역시 많이 언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창조와 기적의 연계는 1990년대 말부터 보다 노골적인 ‘기적창조’라는

용어의 창출을 통해 강화되었다. 이는 2014년 보다 심화된 개념으로서

담론화되며 활발히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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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

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기적은 결코 하늘이 주는 우연이 아니

다. 그것은 사회적인간, 인민대중의 의식적이며 적극적인 활동과 잇닿아있

다. 세상에 인민대중을 떠난 창조와 혁신, 기적이란 있을수 없다.337)

<<우리는 무슨 일이나 해내고야 말겠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달라붙

어야 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 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돌격대원들과 군인

건설자들이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 생산기지들에서 기적

창조의 열풍이 끓어번지게 하였다.338)

... 사실상 우리가 혁명을 하는 목적이 인민들에게 최상의 인격과 최대

의 행복을 안겨주자는데 있지 않은가! ...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이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서 창조한 기적적인 속도들의 밑바탕에는 위대한 대원수님

들께서 이민위천의 좌우명을 지니시고 수놓으신 사랑의 서사시들이 놓여

있다. 인민존중, 인민사랑으로 일관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견

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한 경애

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걸음걸음 드팀없이 구현해나가는것은 조선속도

창조를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339)

생산력 증진의 차원에서 ‘창조’의 개념이 사용된 과거 논의들이 ‘수령

님의 유훈’으로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속에서 노동에 대한 열정을 극

대화하고 이를 실제 생산력의 목표 초과 달성으로 이어가는 내용에 집중

되었다면, 김정은정권의 ‘창조’ 담론은 노동력 동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

으면서도, 동시에 ‘위민’과 ‘애민’의 내용이 함께 강조되다는 사실을 지적

할 수 있다. 통치적 측면에서 노동력을 증진시키는 사회동원 담론이지만,

생산의 주체이자 사회의 주체로서 ‘인민’에 대한 존중이 강조되는 것이

다. 이에 따라 담론을 접하는 북한주민은 스스로를 위해 노동의 의지를

고취하고,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위기극복이자 발전의지의 동력으로서 ‘창

337) “기적창조의 근본열쇠,” 로동신문, 2014년 1월 10일, 2면.
338) “기적창조의 원천―자력갱생,” 로동신문, 2014년 6월 3일, 5면.
339) “기적창조의 원천-사랑과 정,” 로동신문, 2014년 8월 3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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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개념을 익숙하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접하게 되었다고 논할 수 있

다.

나) 집단적 타자화 담론: ‘미제’와 ‘남조선괴뢰’의 계속적 강조

김정은정권 초기 집단적 자기화 담론이 ‘인민’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되며

활발하게 생성된 것과 달리, 집단적 타자화 담론은 계속적으로 위축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집단적 타자와 담론은 ‘남조선괴뢰’와 ‘미제’를 중심

으로 미약하나마 다시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림 28. 2000~2017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주요

개념 언급빈도

‘남조선괴뢰’에 대한 비난은 2012년 증가한 이후 2016년 다시 상대적

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우선적으로 남북관계만

을 놓고 볼 때, 2012~2013년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 전환되며 남

북관계가 계속적인 악화일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초기 나타날 수 있는 정치·사회적 불안

정성을 회피하기 위해 남한에 대한 강력한 비난담론을 사용한 것으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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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

며 국제사회 내 고립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장성택이

처형됨에 북한 내부의 정치적·사회적 불안요소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사회에 직면한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

로 남북관계를 유연하게 복구시킬 필요가 있었다. 북한은 2014년 1월 16

일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의 형식으로 남북 상호 비방의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과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할 것, 미국의 핵 타격 수단의

개입을 금지할 것 등을 남한에 제안하였다.340) 이후 적십자를 통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제안도 실시하였다. 당시 박근혜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남 유화

정책을 펼친 것은 북한이 남한과의 교류개선을 통해 세계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북한 김정은체제 전환에 따른 불안정성의 부담을 일정정도 완화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미제’와의 관계는 북한이 2013년 핵 실험을 다시 재개하면서 악화되

었다 할 수 있다. 북한의 대미 비난담론은 2012년 12월 ‘은하 3호’ 2호기

를 발사에 대응하여 유엔이 ‘대북제제 결의안 2087’을 발휘하며 북한 금

융기관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공해상의 의심 선박에 대

한 감시 강화, 대북 수출 규제 등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를 가한데 따른

것이었다(프레시안, 2013.1.23.).

미국과 그 추종세력과의 전면대결전은 나라의 존엄과 생존권, 인류자주

위업을 결사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선택이다. 미국은 주

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인 우리의 위성발사를 그 무슨 《도발》로 매도하면

서 유엔거수기를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횡보판 제재압박책동을 강

행해나섰다. ... 세계는 선제타격을 떠드는 침략자들에게는 보다 앞선 선제

타격으로 대응하고 핵공갈에는 그보다 더 위력한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

서며 자주와 정의를 철벽으로 지켜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과 위력을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341)

340)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남조선당국에 보내는 중

대 제안(2014.1.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로동신문, 2014년 1월 17일. 양무진
(2014)의 글에서 재인용.



- 257 -

이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함에 따라 미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식

량지원 중단을 포함한 모든 제재수단 동원,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강화 등의 대북결의안을 통과시켰다(김일수, 2013).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반제만미계급교양’을 대대적으로 다시 홍보하기 시

작하였다.

지금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의 책동은

더욱더 악랄해지고 있다. 최근에도 미제는 남조선에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해적 함선집단을 끌어들여 괴뢰들과 함께 우리를 겨냥한 군사훈련을 벌려

놓고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 언제나 군인

들속에서 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며 모든 군인들이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훈련을 생활화, 습성화, 체질화해나갈데 대하여 중요

하게 강조하고 계신다. ... 각급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현시기 반제

반미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을 보다 강도높이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

상은 곧 죽음이다.342)

이러한 논의들은 2016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국제연합(UN)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면서 보다 강화되었다(표 34 참조). 이에

따라 다시 ‘미제’에 대한 ‘전쟁도발책동’에 대한 담론이 급증하며 강도 높

은 대미 비난담론이 대거 등장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어리석은 <<북핵포기>>야망을 버려야 한다. 미

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원쑤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선제공격능력을 부단히 강화해나갈것이다.343)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걸고들며 유엔안전

보장리사회 <<제재결의>> 제2371호를 조작해낸것은 우리의 자주권에

341) “[사설] 모든것을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로동신문, 2013년 3월 15일, 1면.
342) “[사설] 반제반미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이자,” 로동신문, 2014년 7월 21일.
343) “[사설] 미제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로동신문, 2017년 6월 25일, 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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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사상최악의 제재압박과 도발책동을 자력자강의 창조투쟁으

로 부자비하게 짓부셔버릴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고 있다.344)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전쟁도발책동을 준렬히 규탄한

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 미제가 제아무리 <<제재>>니,

<<응징>>이니 하면서 날뛰여도 거기에 놀랄 조선이 아니며 우리 공화국

은 … 승리의 력사만을 긍지높이 새겨왔다고 담화는 주장하였다. … 이제라

도 북침전쟁도발책동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중지해야 한다.345)

대외 비난담론에 치중한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다음과 같은 모습은,

앞서 논의한 김정은정권의 집단적 자기화 담론과 비교하여 볼 때, 그 내

용과 구조가 과거와 동일한 형태로 계속적으로 경직된 모습으로 구현되

었다고 논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된 ‘미제

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한 규탄이 김정일정권에서도 동일한 용어와

태도로 나타나고, ‘남조선괴뢰’는 여전히 ‘미제’와 결탁한 ‘공화국압살의

책동’ 세력으로 논의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은시대 집단적

자기화 담론은 과거의 주요한 개념들을 대체로 계승하여 사용하지만, 그

내용의 중심은 ‘최고지도자’에서 점차 ‘최고지도자’와 ‘인민’, 그리고 정치

사상 담론에서 점차 정치사상과 경제 담론으로 변화·확대되는 모습이 나

타났다. 반면, 집단적 타자화 담론은 그 개념과 내용이 과거와 유사한 방

식으로 유지된 채 1980년대부터 계속적인 감소의 추이 속에서, 북한 대

외관계에 변화 또는 위기가 나타나는 순간 과거와 유사한 내용과 태도로

서 임의적으로 출현하고 쇠퇴하는 양상을 유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내용과 태도에 변화가 나타난 시

기는 2018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하도

록 하겠다.

344) “침략자 미제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며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전민총

돌격전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로동신문, 2017년 8월 10일, 5면.
345)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전쟁도발책동을 준렬히 규탄한다,” 로동신문, 2017년 12
월 29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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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세계화와 고립주의 사이 집단적 자기화-타자

화 담론의 변화

1. 김정은정권의 세계화 관심과 국제적 고립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김정은정권 취임 직후 설립된 모란봉악단

은 2012년 7월 6일 첫 시범공연에서 영화 ‘록키’의 주제가, 디즈니의 애

니메이션 주제가를 연주했을 뿐만 아니라, ‘미키마우스’, ‘푸’와 같은 디즈

니의 캐릭터 인형탈을 쓰고 춤을 추는 획기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제국

주의’의 사상적 침투를 경계하고 적대시하며 자본주의 국가들의 문화유

입을 철저하게 봉쇄한 북한사회에서 최고지도자가 직접 창설한 악단을

통해 미국의 문화가 대대적으로 소개된 것은 북한사회 뿐만 아니라 전세

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로동신문은 모란

봉악단의 공개공연인 ‘조국해방전쟁승리 59돐 축하공연’에 대해서 “혁명

적이며 인민적이며 세계적인 참다운 음악예술을 창조할데 대한 당의

음악건설사상을 받들”었다고 평가하였다.346)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사회주의문명국’의 기치 하에 북한의 문학·

예술, 교육, 체육, 보건 등을 포함한 문화분야 전반을 ‘가장 문명한 환경’

으로 발전시킬 것을 선포하였다.347)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북한의 의

무교육과정은 종래 11년제에서 세계사회의 표준인 12년제로 전환되었고,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교육에 보다 방점을 두며 ‘지식경제’를 강조하였

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맞추어 전 사회의 정보

화, 과학화를 지향하고, 이에 따른 과학기술인재의 육성에 힘쓸 것을 강

조하였다.348)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북한은 대외경제 확충을 위한 관광사

업의 개발, 경제개발구의 확대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와 관련된 법규도

개정하는 변화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1996년 신설하고 1999년 개정하였

346) “전승절경축 모란봉악단공연 진행,” 로동신문, 2012년 7월 29일, 2면.
347) “신년사,” 로동신문, 2013년 1월 1일, 1면.
348) “우리당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사상의 정당성,” 로동신문, 2013월 7월 14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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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법규 날짜 채택 내용

통상, 외국투자

대외경제중재법 2014.7.23 개정

무역법 2012.4.3 개정

세관법 2012.4.3 개정

수출입상품검사법 2013.7.10. 개정

지식재산권 상표법 2012.11.13. 개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기업창설운영규정 2013.9.12. 신설

외국투자기업로동규

정
2013.9.12. 신설

관리위원회운영규정 2013.9.12. 신설

개발규정 2013.9.12. 신설

인민보안단속규정 2013.2.6. 신설

도로교통규정 2013.6.6. 신설

환경보호규정 2014.7.23. 신설

부동산규정 2014.12.24. 신설

금상간국제관광특구(법)

세금규정 2012.6.27. 신설

보험규정 2012.6.27. 신설

로동규정 2012.12.3. 신설

경제개발구(법)

창설규정 2013.11.6. 신설

관리기관운영규정 2013.11.6. 신설

기업창설운영규정 2013.11.6. 신설

로동규정 2014.12.12. 신설

개발규정 2014.3.5. 신설

표 33. 김정은정권 초기 대외경제 관련 주요 법규 신설·개정 현황

던 출입국법을 2012년 4월, 2013년 7월 두차례 대대적으로 개정·신설하

면서 외국인의 입출국 관련법규를 구체적으로 재정비하였고, 경제개발구

에 관한 법규는 2013년 새롭게 채택하였으며, 해외투자 관련 법규 역시

2013년과 2014년 개정하였다(장명봉 편, 2015: 119-127).

출처: 장명봉 편(2015)의 내용으로부터 필자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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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김정은정권 초기 북한의 세계사회에 대한 진

출의지와 관심을 설명해준다. 이는 2009년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개관에 맞추어 공개한 김정일의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

라”는 구호를 잇는 것으로, 문화, 경제, 과학기술 모두를 ‘세계적 수준’에

맞추어 발전시키고자 하는 김정은의 포부가 담겨있다 할 수 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며 과학기술의 높은 령마루에로

치달아오를 수 있는 또 하나의 강위력한 수단이 우리에게 쥐여지게 되었

다.349)

북한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은 로동신문 내에 ‘세계’가 언급된 빈도

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김정은정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비난

되었던 ‘자본주의식 세계화’에 대한 담론은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극도로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났다.350)

그림 29. 1990~2019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세계’의 언급빈도

349) “세계를 굽어보며 강성부흥에로,” 로동신문, 2012년 3월 17일, 1면.
350) 로동신문 기사제목 검색을 통해 나타나는 김정은정권 ‘세계화’에 대한 비난담론은 2018년

단 한 건 나타난다. “[정세해설] 《세계화》는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전략이다,” 로동신문,
2018년 3월 26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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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김정은 집권시기에 맞추어 ‘세계’와 관련된 담론이 급증

하였는데, 이는 문화, 도덕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문명국’의 건설, 과학

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강성대국’의 건설과 함께 논의된 것으로 김정

은정권하 북한의 대외정책기조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김정은으로부터 시작되는 하향식의 외래문화 유입 및

세계사회에 대한 관심유도와는 모순되게, 북한 지도부는 북한주민의 자

본주의 사회에 대한 관심은 철저히 단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제국

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 또는 ‘부르주아 사상문화’의 표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개념이 북한사회의 인권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비판하며, ‘제국주의’ 세력이 ‘부

르주아 사상문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경제제재를 강화하

며 세계를 지배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351) 이러한 제국주의 또는 부르

주아의 사상문화의 위험성은 구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구체화되었고, 이는 국가를 붕괴시키는 주요 경계대상으로서 강도 높게

비판되었다.

이전 동유럽나라들의 실태가 그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지난 시기 이나라

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부르죠아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각성있게 대하지

않고 경제건설일면에만 치우쳤다. 이것은 부르죠야사상문화가 발을 붙일

수 있는 틈을 주었다. 색정적이고 부패한 영화, 음악들이 여러 경로를 통하

여 마구 쓸어들어갔다. ... 제국주의자들은 환성을 올렸다. 결국 이전 동유

럽나라들은 경제는 물론이고 나라까지 망쳐먹고 말았다.352)

김정은은 과거로부터 ‘세계화’에 대한 북한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

하여,353) ‘세계화’라는 용어 자체의 언급은 최소화하고, 대신 ‘현대화’의

개념을 통해 세계적 수준으로 북한의 과학, 기술, 예술, 체육, 교육 등을

351)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는 침략의 전주곡,” 로동신문, 2012년 6월 22일, 6면.
352) 리학남,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배격해야 한다,” 로동신문, 2013
년 9월 24일, 6면.

353) 이는 김정은 정권 이전 김정일정권의 ‘세계화’ 관련 담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화〉는

파쑈독재통치,장기집권을 노리는 반민주적구호이다,” 로동신문, 1995년 2월 5일, 5면; “세계화
책동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로동신문, 2001년 1월 9일, 6면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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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킬 것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업적을 칭송하였다.

평양지하철도는 세계적인 명작이다. ...평양에서 보고 느낀것은 조선이 미

국과 서방의 제재조치로 하여 곤난은 겪지만 결코 서방이 선전하는 락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 평양은 매우 현대적인 도시로 전변되였다.354)

...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다른 나라의 선진과

학기술을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연구도입하여 우

리의 것으로 만들면 그것도 주체적립장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으로

됩니다.》 다른 나라의 앞선 기술과 설비를 받아들여도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 철저히 우리의것으로 만들자.355)

‘현대화’를 통한 다음과 같은 담론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대화를 통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북한의

대응적 발전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음악과 예술에 관한 김정은의

“민족 고유의 것들을 다른 나라의 것과 합쳐 좋은 것은 대담하게 받아들

이며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음악 예술을 세계적 수준에

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정영철, 2017).

김정은정권 이후 북한의 해외 논문투고가 늘어났으며(News1,

2020.9.12.), 국내 학술논문지에도 북한교수 여섯 명이 쓴 IT 관련 논문이

게재되는 일도 있었다(조선일보, 2018.9.5.). 또한 북한 내 해외유학생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침으로 유학생 전용숙소를 확충하거나,

북한의 학술논문지에 해외유학생의 논문을 게재하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연합뉴스, 2020.1.27.). 북한 내부에는 2010년부터 해외자본으로 건설된

평양과학기술대학이 개교하여 유럽 등지로부터 온 교수진이 영어로 수업

을 진행하고 있으며(이은주, 2017), 산업연수생들을 캐나다, 유럽, 싱가포

르, 베트남 다양한 지역에 파견하여 경제 및 경영분야에 관한 수업 및

참관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연합뉴

354) “현대적인 도시로 전변된 평양: 윁남TV 방송 우리 나라 소개,” 로동신문, 2012년 5월 15일,
6면.

355) “현대화를 우리 실정에 맞게,” 로동신문, 2014년 12월 3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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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시기 위력 형태
유엔안보리

결의
유엔 제재 내용

3차 2013.2.12. 6~7kt

고농축

우라늄?

(핵분열)

유엔안보리

제2094호

진주, 귀금속, 요트,

고급승용차, 경주용차

4차 2016.1.6. 6kt

증폭

핵분열탄?

(핵융합?)

유엔안보리

제2270호

이전 결의 사항에 무기

금수 품목 증가, 제배분야

무기로 한정, 전문 12개,

표 34. 북한 핵실험과 유엔의 대북제제 내용

스, 2015.7.1.).356)

북한의 세계사회 및 세계화에 대한 관심은 일차적으로 사회 내부의

외형적 체계를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게 만드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 전 분야에서의 ‘세계적 수준’의 질 제고에

대한 담론은 외형의 체계에 국한된 것으로, 주민들의 해외문화 유입에

대한 사상의식의 변화는 여전히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 상기한 바

와 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표된 많은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북한주민에 대한 외래문화의 유입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

고(천경효 외, 2020), 북한정부 차원에서 논하는 ‘세계적 수준’, ‘사회주의

문명강국’과 같은 논의는 따라서 북한주민의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변화

를 ‘위로부터’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문화적 변용이라 볼 수도 있었다(정

영철, 2017). 이는 북한이 정부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식’ 또는 ‘주체

형’의 사회건설을 주장하지만, 실제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주민들을 대

상으로 오히려 세계화의 추세를 더욱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화에 대한 관심과 이중적으로, 북한은 2013년부

터 2017년까지 무려 네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하며, 대외관계 악화를 초

래하였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조치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북한

은 국제적 고립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356) 2015년 평양, 원산, 나선의 지역에서 해외인사를 초청하여 북한 기업인·관료를 대상으로 산업

연수를 시행하는 한편, 싱가포르와 베트남에 관료들을 파견하여 해외 연수를 진행하기도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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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52개항

5차 2016.9.9. 10kt
핵탄두

실험?

유엔안보리

제2321호

제4차 핵실험 대북제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조

치

강화 및 구체화

6차 2017.9.3. 120kt
수소폭탄

실험?

유엔안보리

제2375호

대북 석유제품은

연200만 배럴로 제한,

유류공급 30%가량 차단

출처: 황치환(2018)과 김주삼(2018: 79)의 내용 재구성.

미국은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강력한 대북제재 정책을 수립하여, 2017

년 10월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미국 핵심전력 자산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이지스 구축함’, 전략폭격기 B1-B, 스텔스 전투기

F-35 등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한 대응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중국에 대

해 소극적인 북한 핵실험 대응을 비판하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불사하였

다(김주삼, 2018). 중국 역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유엔 대북

제재조치의 이행에 합의하고,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및 수출 제한과 함

께 대북 금융활동 중단조치를 단행하였다. EU 역시 대북 제재조치의 실

행에 동의하였고, 스페인, 이탈리아, 쿠바 등의 경우 북한대사를 추방하

는 강력 제재조치를 취하였다(김주삼, 2018). 이러한 대북제재 조치는 남

미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이어져, 북한은 최악의 국제적 고립

상태에 직면하였다.

남한의 경우 북한이 가장 활발하게 핵실험을 감행한 2013년부터 2017

년 시기 박근혜정부가 집권하고 있었다. 남북관계는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급속도로 악화되어, 2008~2012년까지 집권한 이명

박정부 당시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인도지원과 같은 민간차원의 모든 교

류가 완전 중단된 상태였다. 따라서 2013년부터 시작된 박근혜정부 역시

‘통일대박론’과 같은 대국민 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의지의 고취

에 대한 담론적 차원의 논의는 존재했으나, 이는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

악화만을 초래하여 실제 북한과의 정치·사회·문화 교류와 같은 직접적인

관계맺기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그 관계가 유지되었다.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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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2019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세계사회 내 북한의 대외활동이 급전환하게 된 것은 2017년 문재인정

부가 출범하게 되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에 따른 미국을

주도로 한 세계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북한은 대외적으로 극

심한 고립의 환경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친

북 정책기조를 드러낸 문재인정부가 2017년 집권하게 됨에 따라 북한은

대외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7월 6일 베를린 방문 당시

‘신 한반도 평화비전’을 밝히며 정책방향으로, 1) 북한붕괴론, 흡수통일론

등 인위적 통일을 배제한 평화 추구의 강조, 2) 한반도 비핵화, 3) 항구

적 평화체제 구축, 4) 대륙·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서 새로운 경제지도

구상, 5)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된 비정치부문 교류협력의 일관성 유

지 등을 밝혔다(“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 청와대 홈페이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내용으로서, 1) 이산가족 상봉과 성묘 등에 관한 남북 적

십자회담 개최, 2)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3) 군사분계선 적대행

위 상호 중단, 4) 남북 간 접촉 및 대화 재개를 제안하였다. 특히, 문재

인대통령은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

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적극적인 의사도 표하였다(“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 청

와대 홈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15형’을

발사하며 대외 강경노선을 유지하고 대남 적대발언을 계속적으로 발표하

였으나, 문재인정부는 지속적인 포용과 대화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특히,

2017년 11월 13일 유엔 제72차 총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

357) 남북관계와 교류현황과 관련해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 발간되는 남북통합지수
(2008~2017)을 참조. 2008년 이후 남한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으나, 북한의 이러한 대남도발은 단기적 관점의 정치전략에 따른 것으로, 대의적 차원에서

의 남북관계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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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lympic Truce Resolution for PyeongChang)이 채택된데 따라,

2018년 1월 4일 한국과 미국의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화재개의 노력을 보였다(유기홍, 2019).

이에 따라, 초기 문재인정부의 대북 포용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

을 보이던 북한은,358)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전환에 대한 의지

를 나타내었다.

새해는 ...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입니다. 우리는 민족적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

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합니다.359)

남한의 적극적인 관계개선 의사 표명과 함께 미국의 대북정책 노선이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와 ‘북한붕괴

에 대한 비추진’으로 확정되면서, 남·북·미 간의 관계 전환의 계기가 마

련되었다(고유환, 2018).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2018년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되었고, 남북 협상 및 실무회의가 순차적으

로 진행되었다. 2018년 1월 20일 스위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에

서 국제올림픽위원회, 남북한의 올림픽위원회 및 체육관계 장관, 조직위

원회 4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결정되었다. 이후

2018년 1월 31일 북한의 ‘마식령스키장’에서의 남북 공동훈련을 위해 남

한 선수들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2018년 2월 9~25일 북한 선수단의 평창

358) 북한은 문재인대통령의 ‘베를린선언’ 발표 다음날 로동신문에 다음과 같은 사설을 발표하였
다. “이번에는 머나먼 유럽땅 한복판까지 찾아가 《신베를린선언》이니 뭐니 하며 지지를 구걸

한 현 집권자의 행태야말로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2017.7.15.)” 그 외에도, ‘관계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설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

러내면서 그 무슨 《관계개선》을 운운하는것은 어불성설이며 여론기만행위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2017.7.20.)”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로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

다.” 로동신문, 2017년 7월 15일, 5면; “온 민족의 대단결에 통일이 있다,” 로동신문, 2017년
7월 20일, 6면)

359) “신년사,” 로동신문, 2018년 1월 1일,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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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참가가 실현되었다(연합뉴스, 2018.2.1.; 2018.2.22.).

이러한 관계개선의 노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남북한 정

상회담으로 이어졌다. 평창올림픽 개최 과정 속에서 고위급대표단 자격

으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파견되면서 남북관계는 대대적인 개선

이 이루지는 양상을 보였다. 당시 김여정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

장의 자격이었고 고위급대표단 단장은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남이었으나, ‘백두혈통’의 일원으로서 김여정이 직접 남한 영토를 밟고

실무를 주관하는 모습은 남한사회 내의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될만큼 획기적이었다. 최고지도자의 직계가족 파견을 통한 북한의 강력

한 대남 친선 메세지는 북한 사회 내에서도 표출되었다. 로동신문의
경우, 고위급대표자들의 대남 방한에 대해 남한 내에서의 일정에 따른

구체적인 행사들이 ‘컬러 사진’과 함께 2018년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연

이어 보도되었고, 13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고위급대표단의 보고에 대

한 김정은의 담화를 담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번 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의 강렬

한 열망과 공통된 의지가 안아온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

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금후

북남관계개선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해당 부문에서 이를 위

한 실무적 대책들을 세울데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주시였다.360)

북한정부는 평창올림픽 이후 대남 친선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를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하며 향후 계속적인 관계회복에 대한 ‘실무적 대책’들이

수행될 것임을 밝혔다. 이후 2018년 3월 5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남한

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면담을 가졌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한 특별사절단의 방북 사실 역시 북한주민에

게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2018년 3월 6일 남한에서는 4월 중 남북정상

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대주민 공포하였다. 뿐만 아니라, 3월 8일 정의용

360) 로동신문 원문에서는 인용한 내용 모두를 강조체로 표시하였음. 인용문 내의 강조체는 연
구자의 판단에 따라 주요 부분을 강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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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장은 방미(訪美)하여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사를 미

국 트럼프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반면 북한에서는 특사사절단과의 협의

내용에 대한 보도 없이, 4월 1일 ‘남북평화협력기원’으로 남한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 대한 김정은의 참관에 대해 보도하였다. 북미 간 대화재개

의 의사에 반하여, 로동신문에서는 미국에 대한 비난보도를 지속하였

다.361) 북한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

언이 공포되고 난 하루 뒤인 4월 28일 처음 보도되었다.362) 남북정상회

담은 김정은 집권 이후 최초의 공개적 대외활동으로서, 북한이 남한을

대화파트너로서 인정하며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세계적으로 표명하였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의 준비 과정 속에 북미정상회담 개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마이크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하였고, 4월 9일 미 트럼프가 북한과의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대해

직접발언하면서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5월 24일 미국 트럼

프가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하며 양국 사이에는 다시 갈등이 불

거졌다. 이에 대해, 5월 25일 김정일은 극비리에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제

안하였고, 문재인이 이에 응하여 5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또 한차례 개최되었다.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북미 관계가 긴급하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 김정은이 남한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을 구

하는 형식의 회담을 제안하였다는 것은 당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주

지하듯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안건은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사전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남한의 역할’을 통해 해소

의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었다(조한범, 2018).

북미정상회담과는 별도로 남북한 사이의 우호적 관계증진의 노력은

계속되어, 2018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보수되었고, 개성공단에

출퇴근 형식의 인력을 파견하는 등 남북 소통의 창구가 재확충되었다.

361) “미국의 강권과 전황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로동신문, 2018년 3월 10일, 6면.
362)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만남,” 로동신문, 2018년 4월
28일, 1면 외. 2018년 4월 28일 로동신문 1면~3면까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을 대서특필
하였고, 관련하여 8건의 기사가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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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남북정상은 9월 18~20일 평양에서 제3차 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

해 4월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보다 발전된 형태의 합의를 도출하

였다. 먼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1) 전쟁없는 한반도, 2) 교류협력 증대

및 민족경제 균형 발전, 3)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

화, 4) 문화·예술을 포함한 민간 교류 활성화, 5) 한반도 비핵화, 6) 김정

은의 서울 방문 등에 관한 주요 합의내용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제3차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 주목할 점은 군사분야에서 ‘판

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상호 적대

적 군사관계의 종결을 합의하며 평화체제로의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

지를 표하게 된 것이다. 또한, 동창리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폐쇄,

영변 핵시설 패쇄 합의 등의 비핵화 일정도 제시하였다(박범종, 2020).

뿐만 아니라 9월 14일 남북 관계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설립되며 남북간의 상시협의체계가 확보되었다.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주목할 사안 중의 하나는 문재

인대통령의 평양시민 앞에서의 연설이라 할 수 있다. 능라도 5.1 경기장

에서 집단체조를 관람한 후, 함께 관람한 15만여 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김정은의 소개를 통해 남한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의 7분 가량의 직접연설

이 있었다. 김정은은 평양시민 앞에서 “이 귀중한 또 한 걸음의 전진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에 진

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평양 수

뇌상봉과 회담을 기념하여 평양시민 여러분 앞에서 직접 뜻 깊은 말씀을

하시게” 된다는 존칭어를 통해 문재인을 소개하였다. 이에 화답한 문재

인은 남북한 사이 “더 이상 전쟁을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구축하고 “핵무기와 핵 위협”을 한반도 내 종식시킬 것을 합의하였다는

사실과, 방북을 통해 북한의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목도하였다고 연설하였

다(연합뉴스, 2018.9.19.). 이는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최초의 직접연설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졌다. 또한 이는 북한 김정

은이 제한된 규모이지만 평양시민들을 상대로 체제의 안정성과 통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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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을 드러낸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문재인대통령의 직접발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포애의 정으로 자기들을 따뜻이 맞아주고 극진히 환대해준

평양시민들에게 진심어린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면서 남북관계를 전면적

으로 발전시켜 평화적미래를 앞당겨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는 내용으로

만 간단히 보도되었다.363)

나) 북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의 이후 남·북·미 간의 조정

을 거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남북

분단 이후 북미 두 정상 간의 직접적인 첫 대면만남으로 전 세계적인 주

목을 받았다. 북한 내부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미국에 대한 직

접적인 비난을 최소화하며 회담에 주의를 기울였다.364) 주민들을 대상으

로 한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소개는 6월 10일 김정은이 회담을 위하여 싱

가포르로 출국한 보도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었다.

전세계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 속에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미수뇌

회담에서는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

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공동의 관심사로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심도있는 의견이 교환될것이다.365)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동기에 관해 ‘시대가 변화’하였으며, “공고

한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관

363)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

시였다,” 로동신문, 2018년 9월 20일, 3면.
364) 로동신문 내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비난은 2018년 5월 26일, “[정세해설] 미국의 《인권보고
서》발표는 무엇을 노린것인가”(6면) 이후 정상회담 시기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365) “우리의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과의 력사적인 첫 상

봉과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시였다,” 로동신문, 2018년 6월 11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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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관계를 수립할 것과, 비핵화 프로세스

를 이행할 것 등 회담 예상 협의내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주민들

에게 공개하였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미 트럼프는

회담을 통해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이행, 북한 내 미국 전쟁포로 유골 송환 등을 합의

한 공동성명을 채택, 이를 전세계에 공포하였다. 이는 북한 주민에게도

“수십년간 지속되여온 적대적인 조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

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실천적 문

제”들을 회담 내용에서 논의하였다고 소개되었다.366)

그러나 이러한 비핵화 및 평화조성 분위기는 2018년 7월 6~7일 폼페

이오의 방북에 따른 북미 고위급회담 이후 급변하게 되었다. 분위기의

급반전은 미국이 ‘핵 신고 리스트’를 요청하며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요구함에 따라 나타났다(유기홍, 2019). 북한은

미국에 대한 강경노선으로 복귀하는 태도를 보이며, 북미관계에 관한 정

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세계여론은 7월의 조미고위급회담이 왜 성과없이 끝났는가, 평양에서의

미국은 싱가포르에서의 미국이 아니였다, ...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름대

로의 원인분석들을 하고 있다. 일치한 결론은 미국이 조선의 선의와 진정

을 외면하고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선 비핵화》만을 고집한것이 회담

을 실패에로 몰아갔다는것이다. ... (미국)국내 반트럼프세력의 독침을 맞

은 미협상팀은　조미고위급회담에서 싱가포르수뇌회담때 트럼프대통령이

약속하였던 종전선언채택문제는 뒤로 미루어버린채 우리에게 일방적인

《핵신고와 검증》만을 강박해나섬으로써 협상실패라는 고배를 마실수밖에

없었다.367)

북한은 미국의 약속 불이행에 따라 북미회담이 ‘실패’하였다고 평가하

366) “조미관계의 새 력사를 개척한 세기적만남: 력사상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 진행,” 로동신문
, 2018년 6월 13일, 1-3면.

367) “조미관계는 미국내 정치싸움의 희생물이 될수 없다,” 로동신문, 2018년 8월 18일, 6면. 괄
호 ‘()’는 인용문 해석을 위한 연구자의 삽입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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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트럼프에게 묻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많이 논의

되었던 것과 같이, 비핵화의 구체적 실천단계는 CVID(불가역적 비핵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FFVD(Final Full Verifiable

Denuclearization) 등으로 나눌수 있는데, 6.12 북미정상회담 당시 폼페이

오 국무장관은 비핵화 단계로서 CVID를 주장하였으나, 정상회담 성사

의지가 강했던 트럼프는 이를 비핵화의 하한선으로 정하는 것에 동의하

지 않았고, 회담 이후 폼페이오는 비핵화에 관해 PVID 또는 FFVD 등

의 용어로 대체하여 언급하였다(박휘락, 2019). 결국 6.12 북미정상회담은

CVID에 준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 문제로 인해 다시 관계의 교착상태로

회귀되는 결과를 낳았다.

... 세계 여러나라 언론들은 조미협상이 진척되지 않고있는 주되는 원인

은 미국에 있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조미수뇌회담시 빠른 시일안에 종

전선언을 선포할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은 일방적으로

조선이 핵무기를 폐기할 것만 줄곧 요구하고있다, 이것이 현재 조미협상

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다, 미국이 조선과 한 약속을 어기였다, 미국

은 거짓말을 하였다, 조선이 여기에 격분해하고있는것은 정당하다고 보도

하였다. 너무나도 응당한 주장들이다. ... 조미가 서로의 적대관계를 해소하

자면 무엇보다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 미국은 심사

숙고하여 진정성과 대담한 결단을 가지고 성근한 자세로 조미대화에 나서

야 한다.368)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도, 북미

회담의 재개를 유연하게 촉구하는 자세를 유지하였다. 북미관계가 잠정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 다시 한차례 개최되며,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은 비핵화 의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표출하며

대미 회담재개에 대한 의향을 긍정적으로 표하였다.

2018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2019년 1월 18일 김영철 국무위원회

368) “대화가 진척되지 못하고있는것은 누구때문인가,” 로동신문, 2018년 9월 18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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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의 방미하여 트럼프대통령과 협의하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

미 고위급 외교관들의 1.5트랙 비공개 협상을 통해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회

담을 위해 출국한 2월 24일부터 북미정상회담의 일정을 보도하기 시작하

였다. 김정은은 베트남에서의 외신기자들에 대해 ‘1분이라도 더 회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적극적으

로 들어내었고, 북한사회 내부에서도 베트남에 도착한 직후 정상회담 준

비를 위한 모습들을 상세히 보고하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기대

를 대내외적으로 표출하였다(정한범, 2019). 그러나 잘 알려져있듯, 2차

북미정상회담은 영변핵시설에 관한 협상을 놓고 북한과 미국의 해석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교착 관계로 다시 회귀하였다. 이는 대체로 당시

미 국내외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트럼프가 미국 측의 북미회담의 구체적

인 내용협상에 대한 민감성을 우려한 회피적 태도에 따른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관계 개척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

태였고, 북한 내부적으로도 ‘경제건설’을 위한 대주민 사회담론이 북미정

상회담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적 미약함은 미국 측의 회피에 의한 영향이 보다 컸

다고 할 수 있다(정한범, 2019; 김진하, 2018).

하노이 회담 이전 북한 내부에서는 회담에서 논의될 예상내용들을 비

교적 상세하게 소개한 것과 달리, 회담 이후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음과 같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중요한 계기”, “의미있는 계기”를 만들었

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였다.

조미최고수회분들께서는 두번째로 되는 하노이에서의 상봉이 서로에 대

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

시킬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 조선반도비핵화와

조미관계이 획기적발전을 위하여 ...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시였다. ...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미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맞게 발전시키

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있는 계기로

된다.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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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도 북한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며 적극적

인 대외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이는 2018년 4월 남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시작되었고, 북미 갈등시 남한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갈등해소의

측면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를 중심으로 남한의 ‘균형적 중재

자’론이 부상하는 등 남북관계의 개선과 국제사회 내 역할의 강화는 많

은 주목을 받았다(홍석훈·조윤영, 2019).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김정은의

남북과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그 외 국가와도 성사된 북중정상회담(2018

년 3월, 2018년 5월), 북러정상회담(2019년 4월), 북베(트남)정상회담

(2019년 2월) 등에 대해 내외신을 통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대

외환경개척 및 경제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협상의 미결로 인하여 이전에 비한 많

은 노력에 비하여 대북제재의 해제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는 창출하지 못

하였다.

3.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변화: 새로운 ‘경계짓기’ 담론의

창촐

가) 담론공간으로서 공적담론의 구조·체계의 변화

김정은정권 들어서 북한의 매체는 많은 부분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

2015년 8월 15일 로동신문을 포함한 북한의 4대신문(민주조선, 청
년전위, 평양신문)의 컬러화가 이루어졌고, 평양에서만 시청이 가능하

였던 ‘만수대TV’는 2016년 5월부터 전국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8

월부터는 동영상 주문을 통해 텔레비전 방송의 선택 시청이 가능한 스마

트 TV 셋톱박스인 ‘만방’이 북한주민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만방’

의 경우, 북한 당국의 선택에 따른 일방향적 시청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선택’에 의해 원하는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

369)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날드 제이. 트럼프와

또다시 상봉하시고 회담하시였다,” 로동신문, 2013년 3월 1일,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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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김영주, 2019).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 역

시, ‘조선중앙TV’, ‘룡남산TV’, ‘만수대TV’에 2015년 8월 ‘체육TV’가 추

가되며 보다 다양해졌고, 같은 해인 2015년 2월부터는 HD급 고화질영상

이 서비스되는 등 현대화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강하영 외, 2019). 북한

사회 언론과 관련한 매체의 현대화 및 다양화에 맞게 북한의 언론보도

역시 이전과는 다르게 객관성과 신속성이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김정은정권 초반부터 나타나난 모습으로서, 평양의 건설현장 붕괴에 대

해 보도하거나,370) 김정은의 다리 저는 모습을 송출하고 건강 이상에 대

한 내용을 직접 전하는 등(연합뉴스, 2014.9.26) 김정일시대와 비교할 때

북한주민들에게 보다 사실적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였

다.

김정은정권 등장 이후, 담론공간 관련 가장 큰 변화는 김정은의 친여

동생인 김여정이 2018년 2월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에 선출된 것

이라 할 수 있다(“김여정”, 통일부 북한자료포털). 김여정은 2014년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되며 정치무대에 등장하였고 같은 해 10월부

터 노동당 부부장으로서 선전선동부 정치행사를 담당한 것으로 보아, 선

전선동부에 관련해 적어도 2014년도부터는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강진욱·문관현·옥철, 2017; 연합뉴스, 2016.5.9.). 김여

정이 선전선동부를 장악하게 되면서, 김일성시대부터 김일성일가의 우상

화 작업을 주도하였던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김여정의 후견인으로서 선

전선동부 고문으로 강등되었다. 김기남은 1966년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을 시작으로, 로동신문 책임주필, 1990년대 선전선동부장과 선전담당

비서를 맡으면서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 선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인

물로서, 김정은시대 김기남이 고문으로 강등된 것은 그가 80대가 넘는

고령인 이유도 있으나, 김정은시대 새로운 언론매체를 통한 새로운 형태

의 담론정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데일리

NK, 2015.7.20.). 김정은식 ‘선전선동’의 방안은 김정은이 2019년 3월 6일

‘제2차 전국당 초급선전일군대회’를 통해 언급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370) “살림집건설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일군들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

하고 수도시민들에게 사과,”　로동신문, 2014년 5월 18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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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위대성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수령은 인민과 동떨어져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민의 령

도자라는데 대하여 깊이 인식시키는것입니다. 만일 위대성을 부각시킨다고

하면서 수령의 혁명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우게 됩니다.

... 하나의 구호를 게시하고 한건의 선전선동자료를 침투해도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요란한 표현으로 분식할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선호하고 인정하

며 호응할수 있게 진실성과 통속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합니다. 371)

다음과 같이 김정은은 이전 김정일시대 김정일이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나 ‘백두장군’으로서 품격과 능력을 갖추었다는 출생의 신비를 통한

우상화의 방편보다는, ‘인민을 위해 헌신’하며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친숙한 지도자로서 대중과 가까이하며, 보다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인정, 선호, 호응’을 받고자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신비화를 통한 카리스마적 통치라기보다는 인정과 호응

을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 합의’를 유도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이다.

종합하여 보면, 담론의 매체는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매체

의 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에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담론의 내

용 역시 보다 ‘인민’ 중심의 ‘인정과 호흥’에 집중한 주민으로부터의 상향

식 합의의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김정은시대 공적담론은

이전 시대에 비해 대중친화적이고 강제적이지 않으며, 소통채널 역시 다

양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일정권 인사들의 개입이 지속되었던 김

정은정권 초기와는 다른 것으로서, 김정은이 주도한 인사체계가 안정화

되고 대내정치의 안정성을 일정정도 확보한 이후, 대외활동이 확장되는

시기와 맞물려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할 수 있다.

37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해나가자》를 보내시였다,” 로동신문, 2019년
3월 9일,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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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단적 자기화 담론 내 경계짓기 내용의 강화: ‘자력갱생’의 부상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사회 내 집단적 자기화 담론은 계속적

으로 활발하게 창출되었다. 주요한 개념들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계속

적으로 주요하게 언급된 ‘사회주의’의 언급빈도가 2018~2019년 급격히 늘

어났다. 김정은은 2019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를 주

최하고,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

여”를 주제로 한 시정연설을 공포하였다. 2019년 4월의 최고인민회의는

하노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이 주최한 회의로서, 북한의 대

외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 김정은이 직접 시정연설을 함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특히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은 1990년

김일성의 연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았다(이승열, 2019). 김정은이 연설 속에서 강조한 내용은 ‘사회주

의강국건설’에 관한 것으로 대내 정책 과제로서, 1)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의 실현, 2)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구현, 3)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4) 인민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실현, 5) 지방경제의 활성화, 6) 과학기술중시, 7)

인재중시, 8) 사회주의준법기풍 확립, 9) 자위적 국방력 구축, 10) 사회주

의생활양식 확립을 주요하게 제시하였다.372) 대외정책은 남한과 미국에

집중되어 있었다. 남한에 대하여서는, “오지랖넓은 《중재자》, 《촉진

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보다 집중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진

정”으로 북미관계에 대한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가 하는데 대

한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며, “올해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

을 기다려볼것”이라는 경계섞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사회주의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기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 자주를 ,,, 국가

372)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9년 4월
13일,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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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근본초석으로 내세우고 사대와 교조, 외세의 강권과 압력을 단호

히 배격하며 ...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되고 발전하여왔

으며 ... 최근년간 제국주의와의 결사적인 대결속에서 병진의 력사적 대

업을 성취하고 평화에로 향한 정세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

인민은 사회주의국가의 뿌리이고 지반이며 그 발전의 담당자입니다. ... 우

리 당은 ... 혁명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

주의로 정식화하였으며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당과 국가활동에 구현

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제재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왔지만 ... 전진속도를 조금도 늦출수 없습

니다. ...

...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것이

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것입니다. .... 자주의 길에 번영

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 사회주의건설의 앞길에 ...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들고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

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총진격해나아갑시다.373)

다음과 같이 김정은은 세계사회 내에서 제국주의와 같은 적대세력들

과의 ‘대결’ 속에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해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삼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은 ‘인민대중제

일주의’로 정식화되었다고 논하였다. 연설의 말미에 김정은은 ‘적대세력’

을 더이상 신경쓰지 않을 것이며, 자주의 기조 하에 김일성-김정일주의

에 집중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논하였다. 그러면서도 사회

주의강국의 건설은 결과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통한 ‘인민대중제

일주의’의 구현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373)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9년 4월
13일,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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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2010~2019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주요

‘사상적 요소’ 언급빈도

그림 31. 2010~2019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주요 ‘구체적 대상’ 언급빈도

이러한 ‘인민’과 ‘사회주의’ 관련 논의와 함께 최근의 변화로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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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주요한 변화는 2017년 이후부터 나타난 ‘자력갱생’ 담론의 급격

한 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집단적 자기화 담론 내 다른 주요 개념의

언급빈도와 비교할 때, 그 비중이 높지 않다고 논할 수 이으나, ‘자력갱

생’만의 언급빈도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면, 그 중요도가 2017년 이후 급격

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자력갱생’은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투쟁원칙으로, “경제건설에서 ... 자기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며 북한사회의 ‘경제에서의 자립’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주

요한 사상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었다(김정일, 1982: 47-48). 2000년대

이전에도 경제 관련 담론 내부에서 ‘자력갱생’에 대한 언급은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자력갱생’이 담론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어로서 강

조된 것은 아니었다. ‘자력갱생’이 담론을 구성하는 주제어이자 핵심어로

부상하게 된 것이 2017년부터였다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핵무력강국’ 건설 이후 북한의 최대관심사가 ‘경제강국건설’이 됨에 따라

경제발전 동기를 고조시키는 집단적 차원의 ‘자력갱생’의 개념이 새롭게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림 32. 1964~2019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자력갱생’ 언급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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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18~2019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자력갱생’ 월별 언급빈도
주: 화살표 부분은 북미정상회담 시기.

그러나 이는 대외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력갱생’ 담론은 대북제재 발효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북미

정상회담 시기에 들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북미정상회담

시기 북한은 미국에 대한 비난성명을 줄이며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대외

경제교류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기대는 ‘자력갱

생’ 담론 내부에서도 나타난다. 2018~2019년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자

력갱생 논의는 그 구현빈도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제

국주의와의 투쟁’을 강조하는 태도를 축소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공화국소동, 우리의 내부에 기여든 불순분자들의

악랄한 반혁명적책동… 허나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 공화국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믿으시고 그들의 심장에 자력갱생의 정신, 불굴의 의지를 더

굳게 심어주시였다. ... 지난 《고난의 행군》 ...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온갖

비렬한 책동과 경제적 난국을 뚫고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 때 ... 자력

갱생, 간고분토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2008.4.28. 로동신문)374)

374)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승리떨치는 우리 공화국,” 로동신문, 2008년 4월 28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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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 난관극복의 정신, 대담한 공격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선

전선동공세를 들이대자. ... 보다 큰 성과는 자력갱생에 참된 애국이 있다는

진리가 ... 심장속에 깊이 뿌리박은것이다. (2018.6.23. 로동신문)375)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분발해나선

...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

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맡은 대상건설과제를 제때에 결속하기 위한 불

꽃튀는 전투를 벌렸다. (2018.6.2. 로동신문)376)

과거 ‘자력갱생’의 논의는 ‘미제’를 포함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고취시키며 생산력 동원의 동기를 고조시키는 담론의 자

원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2018년 북미정상회담 시기를 전후하여

이러한 적대적 태도를 소거하고 ‘애로와 난간을 뚫는’ 강인한 정신력을

상징하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설명되었다. 이와 같이 완화된 태도는 당

시 2019년 북미 간 진행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큰 성과를 얻지

못함에 따라 다시 강화되어, 과거와 같이 ‘적대적 세력’과의 투쟁을 강조

하는 담론으로 구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를 통해 직접적으로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에 대한 기대

를 버렸’으며, 이에 따라 자립적인 경제건설 및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자력갱생’의 기치를 전사회적으로 보다 높일 것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채

택하게 되면서 보다 분명해졌다.377) 이에 2019년 4월 19일 로동신문에
는 전국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하자는

‘호소문’이 대대적으로 게재되었다.

375) “자력갱생은 참된 애국의 길,” 로동신문, 2018년 6월 23일, 3면.
376) “자력갱생,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안아온 자랑찬 결실,” 로동신문, 2018년 6월 2일, 1면.
377) “... 최근에 진행된 조미수뇌회담의 기본취지와 우리 당의 립장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우리 나

라의 조건과 실정에 맞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자력갱

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수

있다고 혈안이 되여 오판하는 적대세력드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출

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19년 4월 1일,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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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정원회의가 강조한것처럼 자력갱생은 사회주

의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방략이고 발전방식이다.

... 모두가 자력갱생정신을 체질화한 신념의 강자, 참다운 애국자가 되자! 오

늘날 자력갱생은 우리 국가와 모든 공민들에게 있어서 자주와 예속, 발

전과 퇴보를 결정짓는 사활적 문제, 관건적문제로 나서며 혁명가와 가짜

혁명가, 애국자와 매국자, 충신과 배신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 진

짜배기 자력갱생투사가 되자.378)

다음과 같이 ‘자력갱생’은 과거 ‘제국주의와의 투쟁정신’에 대한 강조

로부터, 김정은의 대외활동 강화와 이후 미약한 성과의 확인 이후, 보다

강력한 자주/예속, 발전/퇴보를 결정짓는 ‘사활적 문제’이자 혁명가/가짜

혁명가, 애국자/매국자, 충신/배신을 경계지으며 사회공동체의 ‘충실한 일

원’과 ‘외부의 변절자’를 결정하는 주요한 담론 자원으로서 개념화되었다.

이는 곧 ‘자력갱생교양’으로 발전되었다. 자력갱생교양은 북한사회 내

의 주요한 사상교양 중 하나로서 새롭게 추가되며 대대적으로 홍보되었

다.

...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의 준엄한 시련속

에서 그 위력이 뚜렷이 검증된 자력갱생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선전

선동사업에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자

력갱생교양에 큰 힘을 넣고 있다. .... 복후의 피를 펄펄 끓여주는 계급교

양사업이 안받침되니 자력갱생교양이 당원들과 로동계급의 불굴의 기개

를 더 굳혀주는 산 교양사업으로 되였다. ... 계급교양과 결부하여 자력

갱생교양이 강도높게 진행되도록 이끌어나갔다.379)

다음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자력갱생교양’은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지

속적으로 교육되는 ‘계급교양’과 함께 다시 강조되기 시작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30). 적 또는 원수(‘원쑤’)에 대한 강력한 적개심을 가지

고 이를 통해 노동당 또는 수령을 위한 각종 사회동원을 시행하는 중요

378)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전민총돌격전, 총결사전을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

나가자,” 로동신문, 2019년 4월 19일, 1~2면.
379) “자력갱생교양을 방법론있게,” 로동신문, 2019년 4월 29일, 3면.



- 285 -

한 동력으로서 사용되었던 ‘계급’ 관련 담론은380) 김정은정권 시기 미약

하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기한 내용과 같이 ‘자력

갱생’의 담론과 결부하였다. 이 ‘자력갱생’의 논의는 나아가 경제적인 관

점에서 대외의존과 대외독립, 과학화·정보화에 따른 발전와 퇴보, 유입되

는 외부 사상 또는 문물의 ‘유혹’ 속에서 사회집단에 대한 충신과 배신의

여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새로운 경계의 담론이 되었다 할 수 있다. ‘자

력갱생’의 개념은 실천강령으로도 확장되어, 속도전 담론의 일환으로서

‘자력갱생대진군’ 구호로도 나타났다. 이는 ‘우리의 힘과 기술’을 통해 생

산력을 최대한 고조시키는 의미로서, 집단적 경쟁을 통해 사회적 동원

뿐만 아니라 내부경제의 활성화를 의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따라서 ‘평양속도창조’, ‘전민총돌격전’, ‘총결사전’과 같은 개념과 함께 사

용되는 모습을 보였다.381)

이에 따라 북한사회 내부에서 통용되던 ‘5대 사상교양’은 자력갱생교

양이 추가되며 ‘6대 사상교양’으로 전환되었다.382)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

은 “시련을 과감히 뚫고 나가는 불구의 개척정신, 자체의 힘과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경제건설대진군”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도록 요구

되었다. 이는 김정은시대 북한의 주요 노선인 과학화·정보화와 긴밀히

연결되며 사회의 발전을 위해 생산력 증진의 동기를 고취시키는 한편,

북한사회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집단적 결속을 유도하는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주요한 자원이 되었다.

다)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변화: 적대적 경계의 완화

과거 ‘구체적 대상’에 집중하였던 집단적 타자화 담론은 내용의 구현

380) ‘계급’ 개념과 관련한 논의는 본문 제3장 제3절의 내용 참조.

381) “강원도의 호소따라 자력갱생대진군의 포성을 더 높이 올리자: 전민총돌격전, 총결사전의 앞

장에서 기세좋게 진전,” 로동신문, 2019년 4월 30일, 3면.
382) 자력갱생이야말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영원한 진로이다. 당조직들은 자력갱생교양을 정

치사상사업의 주되는 과업으로 틀어뒤고 드세게 벌려야 한다. ... 특히 세 새들, 청년들에 대

한 교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을 높은 혁명의식, 계급의식과 함께 자력갱생정신이 몸에

푹 배인 신념의 강자들로 키워야 한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로,” 로동신문, 2019년 5월

12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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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중립적인 태도로 점차 전환되며 극단적인 적대성이 많은 부분

소멸되는 추이를 보였다. 그동안 북한사회에서 집단적 타자화 담론은 전

통적으로 중립적 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회집단의 자(自)와 타(他)의

차이를 담론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사상적 차이를 기반으로 적대적

입장에서 ‘원쑤’ 또는 ‘적’으로서의 ‘투쟁대상을 구체화’한 것을 주요 특징

으로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집단적 타자화 담론에 구체적 대상으로서

‘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태도는 김정은정권 초기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2018년 김정은의 세계사회

진출의지가 나타나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 스스로

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외부 국가들, 특히 북한사회와 전통적인 적대국

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과 정상국가로서의 관계수립의 의지를 세계사회

및 북한주민들에게 전달하며, 변화된 세계로서 세계사회를 설명하고 이

에 북한 역시 부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설명하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미수뇌회담에서는 달라진 시대적요구에 맞

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을 비롯하

여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심도있는 의견이 교환될것

이다. 383)

이러한 대외적 관계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긍정적 노선변화는 북한

사회 내부에서 주장하던 기존의 적대적 타자화 논의와 정면으로 배치한

다고 논할 수 있다. 따라서 대외관계의 수립에 있어서 기존의 집단적 타

자화 논리에 대해 담론 내부에서 서로 배치되는 두 논의를 논리적으로

조우하도록 만들거나, 주민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관념을 전환할 수 있

는 새로운 차원의 담론이 필요하게 되었을 거시라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서 살펴보면, 일차적으로는 집단적 타자화 담론 내부에서 주로 사

용하던 적대적 개념들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

383)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과의 력사적인 첫 상봉

과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시였다,” 로동신문, 2018년 6월 11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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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미제’와 관련된 논의에서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34. 2010~2019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주요

개념 언급빈도

이전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사회 내에서 ‘미제’는 전통적으로

최대의 ‘원쑤’로서 이들과 적대적으로 투쟁하고 승리하여 북한식 ‘사회주

의강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북한사회 집단적 타자화의 주요한 논점이

었다. 그러나 2010년대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주요 개념 언급빈도를 보

면, 김정은이 세계사회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8년도부터 ‘미제’

또는 ‘반미’에 대한 언급이 급격하게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미제 31 48 70 92 70 60 47 148 28 0

반미 13 35 34 38 27 27 27 75 20 12

표 35. 2010~2019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미제’, ‘반미’의 언급빈도

특히 2019년도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에 ‘미제’가 언급된 적이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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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사회에서 ‘미제’에 대한 강조와 이른 통한 사상

교양의 적대적 타자화 담론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2019년도 ‘미제’에

대한 언급이 단 한차례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

고 볼 수 있다. 1949년부터 2000년도까지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미제’

가 언급된 횟수가 연평균 377건이었음을 고려한다면, 2010년대 ‘미제’의

언급빈도는 연평균 59건에 불과하고, 이 마저도 2019년도에는 0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사회 내부에서 ‘미제’의 담론이

김정은의 대외활동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작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담론 내부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논할 수 있다. ‘미제’는

‘미제국주의’의 줄임말로서, 북한사회에서 제일의 투쟁사상인 ‘제국주의’

를 세계사회 내에서 선두적으로 이끄는 존재로서 미국이 설명되어 왔다.

따라서 북한사회 내부에서 미국은 국가명으로서 호칭되기 보다는 ‘미제’

라는 용어로 보편적으로 통용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미제’ 또는

‘반미’에 언급은 점차적으로 줄어들며 보다 객관적인 ‘미국’으로 그 용어

의 사용이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미국’ 또는 ‘반미’를 언급한 기사의 경우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

련성을 제거하고, 세계사회의 동향을 소개하는 내용으로서 논의의 태도

역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다.

최근시기 미국의 반꾸바봉쇄정책을 반대배격하는 국제적움직임이 날로

강화되고있다. ... 이란의 반미립장도 나날이 강경해지고 있다. 이란과 미국

사이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2018년)384)

미국에서 11월 현재 대학생들 채무액이 1조 4650억US$에 달하였다. ...

지금까지의 최고를 기록하였다. (2018년)385)

로씨야외무성이 최근 공보를 발표하여 로씨야의 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

재를 비법적인것으로 락인하였다. (2019년)386)

384) “패권주의로 초래되는 국제적인 반미기운,” 로동신문 2018년 9월 30일, 6면.
385) “미국대학생들의 채무액 최고기록,”　로동신문 2018년 12월 21일, 6면.
386) “로씨야외무성 미국이 제재를 배격,” 로동신문 2019년 3월 18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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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미국에 대한 기사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전과 같은 북한사회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투쟁대상’으로서

설명하기 보다는, 현 정세를 중심으로 세계사회의 동향을 설명하는 보도

적 기능이 강화된 측면이 나타났다. 미국에 대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

는 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수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또한

미국과의 대화재개에 대한 입장을 북한주민들에게도 공개한 것을 고려할

때, 북한의 입장이 이전과 같은 강경화 일변도의 자세가 아닌, ‘변화된

정세’에 따라 유연한 입장을 주민들과도 점차적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사회의 집단적 타자화 담론 속에서 ‘제국주의’ 또는

‘반제’의 언급 빈도는 높아졌다. 북한의 사상교양 내용 속에서 ‘제국주의’

는 제일의 적대적 사상으로서 북한정권이 수립된 정치적, 사상적 정당성

의 기반이 되는 내용이었다. 세계사회 내의 제국주의로부터 한반도의 ‘자

주성’을 담보하고 주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한반도 내 북한

의 단독정권 수립의 주요 정당화 담론임을 고려할 때, 북한의 공적 담론

속에서 ‘제국주의’는 북한사회의 자기인식과 정체성을 담보하는 주요한

사상적이며 담론적 자원임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제 3장에서 논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제국주의 사상 또는 이론 그 자체보다 제국주

의의 주요 행위자로서 미국, 그리고 이와 결탁한 남한정부로서 ‘남조선괴

뢰’를 지목하며 강력한 적대적 담론을 생산하는 정책을 취하여 왔다. 따

라서 순수하게 ‘제국주의’ 또는 ‘반제’를 담론의 핵심적 개념으로 하여 논

의한 내용은 ‘미제’ 관련 담론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국주의’

와 관련한 담론이 200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도 ‘미제’의

언급빈도를 압도하며 모든 개념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김정은정권

의 이러한 집단적 타자화 담론태도의 변화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제목의 1989년과 2019년 로동신문의 기사내용을 비교하면 보다 명확

히 나타난다.

[더욱 악랄해지는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 미제는 오늘 일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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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군축도 하고 긴장완화를 위한 대책을 취할것처럼 떠들면서 조선반

도에서는 침략무력을 오히려 증강하며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길로

나가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다. 미

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사상공세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헐뜯고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며 사회주의 나라들의 내부를 교란

시키는 방향에서 악랄하고 파렴치하게 감행되고 있다. (1989.12.27.)387)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에 견결히 맞서싸워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

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더욱 횡포해지고 있다. 세계도처에서 감행되는 내정

간섭과 침략전쟁책동은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있다. ... 강자앞에서는 비굴

해지고 약자앞에서는 포악해지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이다. (2019.5.26.)388)

다음과 같이 1989년과 2019년 제국주의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1989

년의 ‘제국주의자’는 ‘미제’로서 명확히 지목되어, 이들의 무력침공에 대

한 위협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의 기사에서 ‘제국주

의자’는 불특정한 추상적 대상으로서 의도적으로 직접적인 지목을 피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적 타자화 담론에서 나타나는 구

체적 대상에 대한 회피는 그동안 본 논문에서 지속적으로 추적한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주요 개념들의 사용빈도의 확인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나

타난다. 그동안 ‘미제’와 더불어 꾸준하게 집단적 타자화 대상으로 언급

되던 ‘남조선괴뢰’ 또는 ‘남조선정부’ 역시 그 언급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함께 ‘일제(반미)’에 대한 언급이 늘어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일제’ 및 ‘반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은 한반도의 역사성 속에서 전통적인 적대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제’에 대한 적대적 담론이 최고조에 이르고, 주체사상을 포함한 북한

의 사상교양을 통한 자기화 담론이 구체화 된 1970년대~1980년대에는

중요한 개념들의 전체 사용빈도 중 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387) “더욱 악랄해지는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 로동신문, 1989년 12월 27일, 6면.
388)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에 견결히 맞서싸워야 한다,”　로동신문 2019년 ５월 26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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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1980년대 로동신문 기사제목 내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주요

개념 언급빈도

그러나 2018~2019년도 ‘일제’에 대한 언급이 다시 늘어난 것은, 제국주

의 반대 담론의 일환으로서, 현시대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 일제시대 당

시 한반도 내에 자행한 압제와 수탈을 상기하며 역사성 속에서 추상적이

며 관념적 대상으로서 제국주의의 파행에 대한 과거를 반추하는 보완적

개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제’에 대한 내

용은 현시대적인 것보다 과거 일제시대 소행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로

구성되었다. 2019년에는 과거 일제의 ‘죄악’을 다시 폭로하기 위한 연재

기사를 새롭게 개제하기도 하였다.

[일제가 감행한 악랄한 비밀전의 내막을 파헤친다(1)―종합적인 모략기재개

발기관-노보리또연구소]

일본의 죄악에 찬 과거력사를 들추어보면 지난 세기 전반기 아시아태평

양지역에서 침략의 확대와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감행한 비말전도

있다. …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자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각성

을 다시한번 불러일으키기 위해 죄악으로 갇득찬 과거 비밀전자료들을

련재로 폭로한다.389)

389) “일제가 감행한 악랄한 비밀전의 내막을 파헤친다(1) 종합적인 모략기재개발기관-노보리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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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감행한 악랄한 비밀전의 내막을 파헤친다(6)―조선사람들을 집단학

살한 극락한 범죄]

본토결전준비를 위해 일제가 진척시킨것들중에는 마쯔시로대본영건설공사

도 있다. …일제야수들은 저들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그자리에서

조선인로동자들을 때려죽였으며 콩크리트혼합물속에 산채로 처넣는 방

법으로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

종합하면, 김정은의 각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세계사회 진출시도를

전후하여 북한의 적대적인 타자화 담론은 많은 부분 추상적이고 관념적

으로 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미제, 남조선괴뢰 등을 통해 구체화

되고 적극적으로 표현되었던 집단적 ‘원쑤’ 또는 ‘적’으로 표현되던 ‘타자’

들은 불특정한 사상 또는 이론으로서 ‘제국주의’, ‘자본주의’ 등으로 완화

되는 한편, 역사 속에 내제되어 있던 ‘일제’를 다시 적극적으로 반추하면

서도 담론의 내용 속에서 이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 제한하는 모

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북한이 대외정책 뿐만 아니라, 대내정책에

있어서도 담론 내부에서 북한주민의 외부사회에 대한 적대성을 점차 완

화시키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김정은을 포

함하는 북한의 지도부가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고, 데니스 로드맨과 같은 민간차원의 인사를 북한사회 내부에 초

대하여 접견일정을 밝히는 것과 같은 일련의 상황들은, 북한의 담론이

더이상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을 제외한 외부사회 전반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적 타자화’의 노선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들을 객관적으로 조망하

고 인지함으로써, 북한 ‘국가’로서 이들과 유연한 관계수립의 가능성을

보이며 상황에 따라 실리를 추구하거나 친선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북한

사회의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노선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평가할 수 있

다.

구소,” 로동신문, 2019년 9월 26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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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북한사회는 오랜 기간 북한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상적으로 일체

화된 집단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였

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많은 논의가 북한사회를 하나의 사상적 공동

체로 고려하고 공동체 결속의 주요한 동력으로서 북한의 사상교양 체계

를 살펴보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논의의 흐름 속에서 북

한사회를 결속하는 사상교양의 역할에 공감하고, 그동한 강력한 집단주

의를 공고하게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주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

을 내부의 담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서 문제의 제기를 시작하였

다.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논문의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공공의 차원에

서 집단의 ‘우리’와 ‘타자’에 대한 인식, 곧 집단적 ‘자기화’ 및 ‘타자화’에

대한 논의의 기반을 통해 발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집단

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은 곧 공동체적인 ‘우리’와 ‘타자(또는 적)’를 인식

하고 이들의 경계를 지으며 공공의 사상체계를 드러내는 주요한 경험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에서 사상적 일체화를 목적으

로 구축된 사상교양에 대한 연구 일반은 정치 엘리트에 초점을 맞춘 ‘통

치성’의 측면에서 대주민 결속과 통제에 대해 논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공간이 되는 ‘공적

담론’의 존재를, 북한의 정치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통치집단의 통치성만

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이들 통치집단과 북한사회의 일반주민들

이 만나는 ‘공공의 장’으로서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적담론의

대표적인 ‘기록물’로서 로동신문을 채택하고, 이에서 나타나는 담론 생

산과정, 담론의 구조, 내용을 살피는 한편, 담론의 생산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실재를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확인함으로써, 담론의 생

산자와 수용자, 그리고 사회적 환경 사이의 관계를 조망하며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에 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문에서 논의한 구체적인 분석의 주요 지점은, 1) 집단적 자기화-타

자화 담론이 유통되는 (공적)담론 공간의 양상과 구현, 2) 집단적 자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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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화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한 개념들, 3) 이들 개념을 통한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내용 구현과 구조, 4) 집단적 자기와-타자화 담론

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역사적 사건, 5) 역사적 사건을 통한 자기화-타

자화 담론의 변화에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거시적인 차원에

서, 1) 시대적 변화에 따른 북한 공적담론의 위상과 역할, 2) 북한 지도

부의 사회 안정화 및 일체화 수립을 위한 공적담론의 기획과 수정, 그리

고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문제제기한 바와 같이, 3) 세계화와 고립주의

사이에서 북한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문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사상교양을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

의 내용적 기반이라고 본다면, 사상교양은 북한 단독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부터 정치 엘리트의 관심 속에서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1970년

대 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계가 확정되며 공고한 기반이 구축되었다 논할

수 있었다. 사상교양의 내용과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북한사회 내의 집

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 및 유통의 공간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고, 이

에 따른 집단적 자기화 및 타자화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이 안정

적으로 구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까지를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

의 구축시기로 고려하고, 구축된 담론공간과 담론의 주요 개념들을 바탕

으로 1980년대부터 현재(2019년)까지의 시기동안 이들 담론이 주요한 역

사적 사건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은 북한사회의 주요한 대내외적

역사적 경험과의 상호 영향력 하에서 변화하였다. 담론 분석을 시작한

시점인 1980년대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을 보면, 집단적 자기화 담

론은 ‘최고지도자’, ‘주체’, ‘사회주의’를 강조하며, 집단적 타자화 담론은

‘미제’를 주로 강조하며 구현되었다. 김정일은 당시 후계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 중 하나로서 주체사상에 대한 독점적 해

석권을 획득하고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복종에

대한 내용으로 집단적 자기화 담론을 구현하였다.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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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국주의의 선봉으로 ‘미제’를 강조하며, 북한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가 척결해야 할 제일의 대상으로서 이를 극단적으로 비난·부정하는

담론을 구현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표방하는 북한 내수경

제가 점차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배급제가 와해되기

시작, 비공식적인 시장경제가 점차 활성화되었고, 1980년대 말 결정적으

로 국제사회주의 연대가 붕괴됨에 따라 공적담론의 공간이 점차적으로

불안정해지며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이 점차 축쇠되는 모습이 나타

났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으로 상징화되는

최악의 기근현상을 맞게 되며 더욱 악화되었다. 정부 재정난으로 인해

인쇄·출판사업이 축소되며 로동신문의 배포수가 줄어들었고, 학교교과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상교양의 생활화를 주관하

는 사회조직 및 생활총화 역시 유명무실해지면서 공적담론의 체계 전반

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

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경제적 악화 속에서 공적담론의 관심은 많은 부분 정

치사상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 옮겨졌고, 이에 따라 집단적 자기화-타

자화 담론 역시 전반적으로 와해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공적담론 체계의 균열이 나타나며 사적담론 공간의 창출이 목격

되었다. 북한 주민들의 조직생활 일탈이 보편화되면서 주민들의 개별적

이고 비공식적인 사적담론의 공간이 발생되었다. 일차적으로는 개별적

상행위가 보편화되며 사적 시장이라는 공간이 출몰하였고, 또한 중국 접

경지역 교류의 증가 및 국제기구의 등장으로 사회 외부인과의 교류와 해

외문물의 비공식적 유입이 증가하였다. 사회체제의 붕괴 속에서 북한주

민 인식의 변화도 나타나 북한 체제 및 지도부에 대한 불신·불만 증가,

사회적 의무 수행에 대한 저항행위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내용

은 최고지도자의 담화나 로동신문과 같은 공적 담론물에 나타날 정도

로 사회 전반적으로 보편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적공간에서 출몰한 담화

의 내용은 1990년대 후반 보다 공식적으로 ‘황색바람의 퇴치’ 및 ‘모기장’

론 등 적극적인 경계 및 비난의 담론으로서 공적담론 내부로 진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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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정일정권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이 다시 복구된 시기는 1998

년 ‘사회주의 강성대국’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할 수 있다. 당

시 북한사회를 둘러싼 대내적, 대외적 환경의 변화가 나타났다. 대내적

환경의 경우 김정일의 ‘군사국가’로의 전환이 선포되며 이에 관한 제도화

및 혁신이 이루어졌고, 대외적 환경의 경우 국제사회 내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며 세계화가 가속화되었다. 북한은 이에 맞추어 대내적·대외적

경제개혁을 시도하였다. 김정일은 사회재건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행하

였는데,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 역시 이 시기 복구되는 모습이 나타

났다. 특히 이 시기 집단적 자기화 담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주체’와 ‘김일성’에 주로

함몰되어 있던 집단적 자기화 담론이, ‘김정일’과 김정일의 사상, 즉 ‘선

군’을 중심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김일성 중심의 집

단적 자기화 담론에서 벗어나, 현 지도자로서 김정일과 김정일의 사상으

로서 ‘선군’을 강조하며, 새롭게 바뀐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결

속을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2012년 김정은정권 들어,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은

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였다. 김정은정권 초기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정

권의 세습·이양을 통한 정권 안정화의 문제, 시대의 변화에 따른 북한주

민 세대교체의 문제, 대외적으로는 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

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김정은정권은 김정일정권 초기와 같이

최고지도자를 강조하는 담론을 통해 사회안정화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과거 정권에 비해 ‘인민’을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북한사회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그동안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강조하며 통제와 감시를 통한 사회 일체화를 추구하는 작업 일변

도에서 벗어나, 대내외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주민들과 북한지도부, 사회

조직이 보다 유연한 관계맺기를 통해 새로운 차원에서의 사회적 결속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인민’에 대한 내용은 점차 강화

되어 북한의 집단적 자기화 담론이 수령으로부터 인민으로 향하는 하향



- 297 -

식 담론구조로부터, 인민을 위시하고 인민을 위한 수령, 당, 군의 행보를

강조하는 내용의, 인민으로부터 최고지도자로 향하는 상향식 담론으로

많은 부분 변화하였음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담론 내부에서 ‘인

민’의 위상이 변화하였다. 북한사회가 ‘주체’ 또는 최고지도자에 의해 영

도되고 운영되는 존재라는 전통적인 지배담론을 계승하는 동시에, ‘인민

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인민에 의거하는’ 풀뿌리적 차원에서의 사회담론

을 역설적이지만 함께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김정은시대

집단적 차원의 자기인식이 점차 ‘최고지도자’와 ‘인민’의 두 축으로 구축

되고 있음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김정은정권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 변화의 또 다른 주요한 전환

점은 2018년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주도하며 세계사회

에 전면 등장하게 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이 북한 주변국들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북한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집단적 자기화-

타자화 담론에서 강조되는 주요 개념들이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집

단적 자기화 담론에서는 ‘인민’, ‘사회주의’가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한편,

‘자력갱생’이 부상하며 ‘계급’의 개념과 결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경

제적 관점에서 대외의존과 대외독립의 경계를 구분짓는 담론으로서 북한

내부 구성원들의 경계의 지점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집단적 자기화 담론과 달리,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경우 이전까지 타자

화 담론의 핵심적 대상으로 사용된 ‘미제’에 대한 비난과 차선적 차원에

서 사용되었던 ‘남조선(괴뢰)’에 대한 비난이 줄고, 보다 추상적인 차원의

사상적 요소들이 담론의 주요 자원으로서 부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제국주의 비난의 주요 쟁점으로 사용되었던 ‘미제’에 대한 언급은 추

상적 차원의 ‘제국주의’의 언급으로 대체되었고, 그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일제’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제’

에 대한 담론이 북한정부 수립 이전의 탄압과 핍박의 역사를 회고하고

북한정부의 수립 정당성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하

면, ‘일제’는 구체적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 함의 자체는 현재적 차원이라

기보다는 과거를 회고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 제한되어 있다는



- 298 -

사실을 고려할 수 있었다. 또한, ‘미제’에 관한 언급의 경우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로동신문 기사제목에서 단 한 건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적대적’ 타자화 담론 제일의 대상으로서

사용된 ‘미제’에 대한 언급이 소멸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보다 객관적

차원의 ‘미국’의 용어를 통해 구현된다는 사실은 북한이 향후 미국을 중

심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지향하고 있으며, 북한사회의 외부와 내

부 주민들을 구분하는 공동체적 경계짓기의 담론을 점차 완화하고 있음

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둘째,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집단

적 자기화 담론은 주요한 개념들을 계속적으로 계승하면서도 이들을 중

심으로 한 담론 내용에서는 변화·확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 집단적

타자화 담론은 주요 개념의 사용 뿐 아니라 내용 구현에 있어서도 점차

소극적으로 변화·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집단적 타자화 담론의 경우,

오랜 기간 유지하였던 ‘구체적 대상’에 대한 적대적 비난의 경직성을 점

차적으로 축소하고,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화된 태도로 담론을 생산하고

자 하는 변화의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대외적 적대성의 축소·완화

는 집단적 자기화 담론 내 사회 내부의 ‘충신과 배신’을 경계짓는 ‘자력

갱생’ 담론과 같은 주요 개념의 전환 및 내용 확대로서 나타났다 볼 수

있다. 북한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은 분석 초기의 시점인 1980년

대 이후 자기화 담론이 타자화 담론을 훨씬 상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주요한 대내외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강

력한 적대적 타자화 담론을 통해 북한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고 외부에

대한 강력한 경계짓기를 이룬다는 사실은 본문의 시대별 분석을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적대적 비난에 집중되어 있던 북한의

집단적 타자화 담론은 그 구현빈도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

로도 경직되었던 개념의 계승과 태도를 일정부분 탈피하여 보다 객관화

된 차원에서 중립적인 태도로 ‘타자’에 대한 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변

화의 모습이 나타났다. 반면, 경계의 담론은 ‘자력갱생-계급’의 연계 담론

을 통해 사회 외부적 경계가 아닌, 집단적 자기화 담론 내부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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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부 구성원 사이의 사상적 경계를 강화·단속하는 모습으로 나타났

다.

셋째,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변화를 통해 북한사회의 집단주

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경제침체가

악화되면서, 북한 담론 내부에도 이전에 비해 경제담론이 보다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집단적 자기화 담론 역시 점차 집단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조에서, 개별 경쟁체제 및 개별적 차이를 인정하는 방향으

로 변화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사회주의’의 개념은

초기 국제사회 차원에서 자본주의, 제국주의에 대항한 개념으로서 집단

적 차원에서의 ‘수령’ 중심의 ‘일심단결’을 강조하는 논의로 사용되었으

나, 점차 경제발전에 관한 담론과 연계되며 개별적 경쟁의식을 통해 생

산력을 고취시키는 ‘사회주의경쟁’, 또는 다향한 유희시설과 문화예술의

향유를 통해 ‘개인적인 욕망’을 향유하는 ‘사회주의문명국’ 등의 논의로

전환되며 그 개념적 성격이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김정은정권에서 강조하는 ‘인민’의 개념 역시 동일자이자 일원화된 존재

로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특성 속에서 경쟁하고 취향에 따라

문화생활을 즐기는 개별적 주체로서 표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공적담론이 많은 부분 일반 주

민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구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

에서 살피는 로동신문을 통해 나타나는 담론은 북한의 정치 엘리트들

에 의해 주로 계획되어 생산된다고 논의할 수 있지만, 이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공공의 차원에서 유통되는 공적담론의 일부라고 판단할 수 있

다. 이는 담론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 대내외적 환

경의 변화에 따라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개

념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 개념들을 중심으로 구현하는 담론의 내용과

태도도 변화한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실재의 측면을

고려하여 북한의 공적담론과 사적담론의 존재를 인지하며 담론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북한 선전선동부를 중심으로 일원적으로 구축된 공적담론의

공간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함께 와해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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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역으로 북한주민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생활공간의 확장으로 이

어지며 공적담론의 내용과는 분리된 새로운 담론이 발생할 수 있는 새로

운 담론 공간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0년

대 이후 국제사회의 세계화 흐름에 따라 북한사회 내 정보의 통제능력에

한계가 생기면서 외부정보가 유입되고 정보 유통수단의 다변화에 따라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며(천경효 외, 2020: 65-70),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이나, 북한 사회에 대한 회의주의적 논의들이 사적인 공간에서 출현

하였다는 목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공적담론의 공간과 분리

된 공간에서 발생한 담화의 내용들은 점차 북한 공적담론 내부에 경계와

부정의 담론 자원으로 삽입되어, 앞서 논한 바와 같은 ‘황색바람’과 ‘모기

장’론, 또는 ‘패배주의’와 ‘개인주의’ 등에 대한 직접적 비난 담론으로 나

타났다. 이는 공적담론 외부의 차원에서 나타난 논의들이 역으로 공적담

론 내부로 삽입된 단적인 사례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변화

는 김정은정권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북한주민들의 세대변화, 시장화,

정보화 확대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과거와 달리 ‘최고지도자’에 비

한 ‘인민’의 위상을 높이고, 이들 중심의 담론을 강화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담론생산이 담론수용 주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논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역사적 사건 속에 집단적 자기화

-타자화 담론의 구조나 주요 개념의 사용뿐만 아니라, 주요한 개념을 중

심으로 구현되는 담론의 태도가 변화하였다는 사실은, 담론이 담론의 생

산주체 뿐만 아니라 담론의 수용주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

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증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은 역사적 변화

속에서 함께 변화하였다. 이는 단순한 북한 정치 엘리트들의 의도만이

반영된 통치노선의 변화라기보다는, 변화하는 국제적 환경, 국내적 환경,

그리고 수용주체인 북한주민들의 영향력이 반영된 총체라고 논할 수 있

다.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과 관련하여 그 생산, 전달, 수용이 일어

나는 배경 또는 환경을 ‘북한사회’로서 설정한 것은, 담론의 생산주체가

표면적으로는 북한 최고지도자를 위시한 정치 엘리트라고 볼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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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담론 외부적 존재로서 국제사회와 국내사회, 그

리고 결정적으로 담론 수용주체인 북한주민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종국

적으로는 참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까지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은 북한 정치 엘리트들의 사회건

설 전략에 따라 공적담론의 강력한 장악과 강제를 통해 구축되었으나,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이는 균열과 와해를 경험하고, 점차적으로

수용주체인 ‘인민’이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한 주체로서 자연스럽게 부상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집단적 자기화’에 대한 담론의 주요 자원들이 확보되고 담론내

용이 성숙하게 되면서, 집단적 타자화에 대한 태도는 많은 부분 유연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은정권 들어와 북한사회는 경제강국과 핵

무력강국의 병진노선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건설을 주장하고, 이

는 적대적 타자화 담론의 완화와 함께 보다 강화된 집단적 자기인식의

지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사회 외부, 즉 대외적 존재로서

‘적’ 또는 ‘원쑤’에 대한 담론은 집단적 자기화 담론에 비해 활용빈도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구체적이고 강도높은 비난으로

부터 점차 관념화되고 객관화된 태도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사회의 집단주의를 기조로 한 집단적 자기화

-타자화 담론이 김일성 시대부터 내려오는 사상교양의 지속 속에서 경

직된 채로 유지되고 있다는 한국사회의 대중적인 북한인식에 대해 경험

적으로 그 변화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는 주요한 지점이 된다(SBS 뉴

스, 2020.6.6.).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중시하는 집단적 자기화 담

론과 외부사회에 대한 적대적 타자화 담론은 현재적인 시점까지 나타나

고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화의 메신저’로서 남한을 직접 방

문하여 실무를 수행한 ‘백두혈통’ 김여정이, 2020년 문재인대통령을 비롯

한 청와대를 대상으로 원색적인 비난담화를 발표한 것은 남한사회에 큰

충격이었다(동아닷컴, 2020.3.4.). 이후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폭발

(2020.6.16.)이나 월북자/납북자 논란은 있으나 북한지역에 당도한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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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해상 화장 의혹(연합뉴스, 2020.9.24.) 등은 북한사

회의 타자에 대한 여전한 적대성을 설명하는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북한사회의 자기 및 타자에 대한 인식은 큰 틀 안에서 많은 부분

변화하여 왔다고 논할 수 있다. 김여정이 강도 높은 대남비난을 자행한

데에 반해,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직접적인 대남비난은 없었다는 점과,

남한 공무원 사망에 대해 김정은이 대남 사과 발언을 공식 전달한 것은

북한이 외부사회의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조심스럽게 대외

관계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고, 세계사회와의 교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

정 수준에서 북한 주민들과 공감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논할 수 있

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사회 내부 동요를 우려한 새로운 경계

의 담론이, 집단적 자기화 담론의 내부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주

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타자화 담론이 점차 극단적인 적대적 태

도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논조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과, 집단적 자기화

담론이 초기 사회주의 일반에서 논하는 집단주의에 대한 강조, 북한 유

일사상을 통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과 사회적 일체화의

강제로부터, 세계화라는 대외적 흐름과, 경제중시, 세대교체라는 대내적

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북한주민 개인에 대한 인정과, 인민에 대한 풀

뿌리적 차원의 사회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본 논문의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분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북한사회가 그동안 강력하게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되었던 북한주민에 대한 외부세계와의 완전한 단

절, 고립주의 기조를 공적담론장 안에서 점차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북한사회의 집단적 자기인식이 점차적으로 강력한 정

치사상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세계사회와 조우할 수 있는 실용주의에

대한 강조, 개별주체에 대한 인정,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에 대한 강조 등

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북한사회가 조심스럽게 세계사회와

소통을 지향하고 있다고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변화하는 세계사회와

한반도, 그리고 북한 내부의 환경 속에서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 확장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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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면 다시 과거로 회귀할지는 계속적인 담론의 추적과 분석을 통

해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사회의 변화를 목도하고 변화지향의 의

지를 확인한다면, 본 연구에서 지적한 집단적 자기화-타자화 담론의 구

현체계와 이를 구성하는 주요한 개념들의 이해를 통해, 한반도 내에서

역사적·문화적 연대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남한사회가, 주도적이고 적

극적으로 이들의 변화를 지지하고 유도할 수 있는, 평화, 연대, 통일, 통

합을 지향하는 소통가능한 담론적 자원을 창출하고 담론의 생산을 주도

하며 북한사회와의 지속가능하고 공감가능한 소통의 창구를 만들 수 있

을 것이라 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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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analyses North Korea’s awareness of 'collective self

and others' in its public discourses. There are questions on North

Korea, if it will maintain isolationism or open the door toward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future. This thesis argues that these can

be answered by analysing North Korean society's discourses

regarding collective self and others. Therefore, it focuses o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tents of the discourses. Particularly, it

looks at 1) the space of the discourses of collective self and others in

regard to thei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2) keywords and main

concepts, 3) contents and structures of the discourses concerning the

keywords and main concepts, 4) historic events that affect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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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s, and 5) changes to the discourses following certain historic

events.

First, it studies the discourse spaces by looking at the system

of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in North Korea(Sa-sang-gyo-yang).

Since the system was established by political elites, the distribution

of the discourses, through methods such as the press, educational

program, and organizational life, were also under their control.

Therefore, content of the discourses of the collective self and others

were planned and organised by the political elites. Thus, this research

extracts the main concepts of the discourses of collective self and

others, by looking at keywords in the contents of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The basic contents of the discourses can be understood by

looking at Juche ideology, which strongly influenced the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in the 1970s. Therefore, the main concepts

identified in the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of the 1970s include: 'the

leaders (Kim Il-sung, Kim Jong-il, Kim Jong-un)', 'the people

(In-min)', 'Juche', 'Socialism' in the discourse of collective 'self';

and 'Imperialist America (M i-jae)', 'the South Korean puppet

government', 'Imperialism', 'Capitalism' in the discourse of collective

'others'. These two discourses can be shown as independent of each

other and dualistic, but they were closely connected, because by

having a discourse of 'self' more systematising, it makes the

discourse of 'others' much stronger, through Juche ideology in the

1970s.

This thesis finds changes in the discourses of collective self

and others from 1980 to 2019, focusing on their main concepts. The

discourses were well settled in the 1970s, but lessened and collapsed

because of the economic crisis in the 1980s and 1990s. At that time,

not only did society's interests shift from one political ideolog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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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more focused on economic progress, but also the distribution

system of the public discourses collapsed. This led to the expansion

of the private discourse space, separate from the public discourse

space. The public discourse space was restored after 1998 when Kim

Jong-il (Supreme Leader 1994-2011) tried to restore social systems in

North Korea. In this period, new concepts were emphasised in the

discourse of collective self especially, such as the new leader, 'Kim

Jong-il' and his new idea, 'military-first (Sun-goon)'.

More dynamics in the discourses of collective self and others

were observed in North Korean society under the Kim Jong-un

government (2012-present). The main concepts were maintained in

the discourses but the embodi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concepts changed. Especially, the discourse of collective self

maintained its traditional contents that society was operated and led

by the leaders and the idea of 'Juche', however it started to

highlight the 'people(In-min)' and claimed that society had to

'respect the people as God' or to 'stand upon the authority of the

people'. The discourse regarding collective others also changed under

the Kim Jong-un government. The discourse regarding collective

others had been mainly about blaming 'Imperialist America', and 'the

South Korean puppet government'. However, the discourse of

collective others lessened its hostility toward 'Imperialist America'

and 'the South Korean puppet government' and adopted a more

objective and tender manner, especially after the inter-Korea summit

and North Korea-U.S. summit in 2018.

Considering the historical changes in main concepts and

contents in the discourses of collective self and others, it can be

concluded in a broader aspect as belows.

First, the concepts and contents in the discourse of coll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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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showed dynamic changes and expansion in history, while those

in the discourse of collective others showed passive alteration and

reduction. Especially reduction of hostility and its uses in the

discourse of others was matched at the time by new concepts in the

discourse of collective self, including 'self-rehabilitation (Ja-ryok-

gang- sang)', during the Kim Jong-un era.

Second, it is found that there were changes in perception of

collectivism in North Korean society. There were increasing

permissions for individual and private activities following th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This led the discourse of collective self

to highlight not only collectivism but approval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even competition between individuals. This change

can be shown more obviously in the Kim Jong-un era, by looking at

the discourses of 'socialist competition' and 'socialist civilised

country'.

Third, it is found that public discourses in North Korea have

been much affected by the North Korean 'people'. This can be

shown in the public discourses regarding the government's criticism

of its people who showed their distrust and skepticism in and after

the era of 'the Arduous March' in the 1990s. This influence can also

be found in the Kim Jong-un era by looking at the enhanced position

of the 'people' in the public discourses. The changes in the public

discourses explains the influence of not only political elites in the

society as producers in the conventional sense, but also the people

who are recipients in the societ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significant historic events led to the 'people' becoming more than

passive recipients. They became important contributors to the public

discourse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discourses of collective self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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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in North Korean society is not just a governing method of the

political elites, but one of the important parts of social totality which

explains inside and outside the society's backgrounds and its people.

Also, the changes in the discourses of collective self and others

throughout this period (1980-2019) demonstrates that North Korea has

started to ease its isolationism in its public discourses. Studying its

changes and its will to change, sources of the discourses can be

found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with North Korean

society and establish ties with North Korean people.

Keywords : North Korean society, the subject and the other,

self and others, J uche , Rodong Sinmun, discourse,

colle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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