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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정향진*' 

이 글11은 탈북 청소년들의 문회짐리적인 특성과 1냥한 사회에서의 

적응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를 검토한다. 탈 

북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남한 사람들이 흔히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감정성이다. 탈북 청소년들이 감정의 고저가 심하며， 감정 표현 

이 “극적”이라는 관찰이 그것이다. 매우 “정감”이 념치다가도， 남한 사 

람들의 입^J-에서 볼 때 대인 관계의 기본적인 코드에서 벗어날 정도로 

“직설적"0호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좀 더 

* 이 논문..g 2002년도 한f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뻐F-2002-073← 
BM2α)4) 

•• 서울대학교 얀류학과 교수 

1) 이 글이 완성되는 데 노움을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경 
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이부nl 선생님과 탈북 지식인 최진이 선생님께서 초고를 얽고 
논평을 주셨다 이 글의 가장 일차적인 초고는 ‘남북사회문회통합연구팀’의 학술세미 
나{2003. \ R-'i. 9)에서 발표되었다 초고에 대해 논평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 
련다 그러고 자료수집의 과정에서 도움을 주선 많은 분들께 김이 감사드린다 특히 
사단법인 ‘남북분화통합교육원’은 현지조시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교육원에 
소속되어 탈북 정소년과 아동플의 교육 지원을 담당하고 겨l선 여러 분들께서 자료 수 
집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다 그리고 참여관찰과 연담을 통해 자신들의 감정생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탈북 청소년， 성인 이주민들께 감사드린다 이 글이 탈북 
이주민들의 정험과 관점을 왜곡하고 있지 않은지 염려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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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으로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여 쉽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지적 

된다. 이 글은 탈북 청소년틀이 “감정적”이라면， 어떠한 기준으로 볼 때 

그러한지， 그들의 감정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로 

인해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논의한다. 또한 

감정성이 탈북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심리적 경향이라면 그것이 남북한 

의 문화심리적 차이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역시 이 글에서 다 

루고자 하는 주요한 질문이다.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이 지적되는 요인으로 다음 세 가지의 가능 

성을 가정할 수 있다. 첫째， 탈북과 이주의 과정에서 오는 심리적 긴정에 

서 그러한 감정성이 기언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점이다. 급격한 사회변 

동이나 이민， 난민 등의 과정에서 개인들이 겪는 긴장과 감정적 혼뺀l 

대해서는 관찰된 H까 매우 많대Ward， Bochner and Fumham 2001 

참조).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탈북 및 이주의 어려움에 더하여， 성인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해 가는 과도기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심리적 긴징F이 

더욱 첨예할 수 었다. 둘째， 남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문회침리적인 차이 

에서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이 비롯될 수 있다. 대인관계를 지배하는 

감정의 규범에 있어 남북한의 차이가 있다면， 감정의 표현 및 감정 경혐 

의 폭과 정도가 대체적인 경향애 있어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탈북 청소 

년들의 감정성은 탈북 이주민 일반의 문화점리적 경향에 비추어서 논의 

되어야 한다. 셋째， 이들의 감정성은 남북한의 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계층간의 사회심리적인 차이와 더 큰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탈북 이주민들이 북한 사회의 히층/변방 출신안데 

반해， 그들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남한의 공무원들과 시민운동가들， 자원 

봉사자들은 대체로 남한 사회의 대도시에서 중간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에 대한 지적은 감정 규범에 

서의 계층적인 차이에서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남북한의 문회집 

리적인 차이 역시 어느 정도는 남북한 사회 각각의 계층 구조와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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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탈북 이주민뜰의 접대 다수가 이주 과정에서 기아와 난민 상태， 그리 

고 급격한 문화 충격윷 거치며，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섬리적 긴장은 

많은 경우 .외상후 즈〕트레스’ 증후군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신병리적 

인 측면에 대해샤는 몇몇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예를 들변‘ 전우택 

2000; 전우택 · 띤성걸 1996),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도 탈북 이주민틀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의 상당 부분은 난민 경 

험과 분리해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난민 경험이 심리적 

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젓은 아니다 탈북 이주민 개개인의 섬리적 특 

질뿐 아니라‘ 북한 사회에서 형성되어온 문회심리적인 경향성이 이주 

과정의 특수한 경험뜰에 대한 해석과 반응의 틀을 제공한다. 더욱이 탈 

복‘ 도피， 그리고 남힌으보의 임국에 이뜨기까지 이주 과정의 어떤 지배 

적인 유형괄 발견힐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난민 정험 자제는 결코 동질적 

이 지 않다 탈꽉 이주민!쓸은 특히 기아와 도피 생활 폭력의 경험， 가족과 

의 사별 등 심리적 외상음 유벨승}는 요언을 경험한 정도에서 매우 다양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둡이 열반적으보 보여주는 어떠한 심리적 

경향이 있다면‘ 그리고 그젓이 정착 후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된다면， 그러한 심리적 경향의 문화적 인 맥락과 그것이 함의 

하는 바가 연구되어야 한다. 

이 날은 검정 경험과 표현을 중심으로 탈북 청소년 빛 이주민들의 

문화심리적인 닫정을 고찰하기 위하여 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가정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을논의 

하는데 있어서 이 두가지 설명은서로배타적이지 않을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비해서 남한 사회가 도시화를 이룬 정도가 매우 크며， 그와 동시 

에 중간 계층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고려할 때” 남북한 

의 문화심리전 자이와탈북 청소년들의 겨l층적 배정의 분제를떼어 놓을 

수 없다 하겠다 감정과 대인 관계의 규범에 있어서 남한 사회가 전반적 

단석→ 청소년눈91 간정 성파 남북한의 분화심리 적 차.0 1 I 성향진 H.3 



으로 ‘중간 계층화’를 지향한다면， 탈북 청소년들은 비슷한 계층적 배경 

의 남한 청소년들에 비교해서도 감정 표현에서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 

다. 따라서 이 글은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을 검토햄l 있어서 남북한 

사회의 문화침리적인 차이와 계층간의 사회심리적 차이를 동시에 고려 

한다. 다시 말하면， 감정 경험과 표현에서 나타나는 남북한 주민들의 문 

화심리적 차이를 두 사회의 구조적 특질， 특히 계층적 구조에서의 차이 

에 연결시켜 고찰하그I자 한다.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 경험과 표현에 대 

한 연구는 우선 그들의 문화심리적 적응 과정의 일부를 밝혀줄 것이다. 

나ο}가서 이 연구는 남북한 사회의 문화심리적 차이뿐 아니라， 남한 사 

회의 문화변동과 감정 규범의 변회셰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 

다. 

1. 연구의 대상과농법 

참여관찰과 면담을포함한 변족지적 현지조사가 이 연구의 주된 방법 

이었으며， 주요 대상은 탈북 청소년들이었다. 현지조시는 2002년 12월부 

터 2003년 6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면담을 통한 보충 조사가 

2004년 6월에 이루어졌다. 청소년들 외에 성언 어주민들 및 님한 출신의 

사회활동가들과의 면담 역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외에 탈북 

이주먼 및 북한 사회에 대한 일단의 연구자들의 모임인 ‘남북사회문화통 

합연구팀’ 에서 주관한 집담회 및 그 밖의 행사에서 북한연구 전문가들 

및 대북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고위 공무원들과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은 

자료 수집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연구의 질문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끼쳤다. 

본격적인 자료수집의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2년 12월에서 2003년 2월까지의 3개월 동안에는 통일부 산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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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D) 내의 ‘하나둘 학교’ 에서 청소년 

반 3개 기수에 대해사 자원봉사 교사를 하면서 참여관찰을 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주요 목표는 탈북청소년들과 직접 만남앞一써， 이들과 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잠재적인 연구 대상을 찾는 것이었다.3개 기수， 모두 

24명(남 13‘ 여 11)의 탈북 청소년들을 평균 일주일에 두 차례의 수업을 

통해 만났으며‘ 그 외 연극캠프， 졸엽식 등의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좀 

더 가까어 접근하그l자 하였다. 이 24명에 대해서 북한에서의 출선지， 학 

력， 가족관계， 탈북경로 등의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였고， 학교 진학이 

나 거주지 배정 등과 관련해서 퇴소 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 

하였다. 하나둘 학교 교사들과의 비공식적 면담을 통해서는 탈북 청소년 

둡이 하나원 사기에 특정적으로 겪는 정서적， 심리적 과정과 하나둘 학 

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들의 반응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03년 2월에는 이들 3개 기수가 모두 퇴소하여 남한 사회에 발을 

들여놓았거나， 정착지로 곧 떠날 상태에 있었다. 또한 탈북 청소년들이 

입국 후 어떤 과정을 거쳐 남한 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도 대제로 파악됨에 따라 탈북 청소년들이 하나원 이후， 남한 사회에서 

실제로 살아가변서 어떻게 적응해 가는가에 대한 연구활 실질적으로 시 

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원에서 얄게 된 탈북 청소년들이 다%댄f 지 

역 o로 배정을 받}아 떠났기 때문에‘ 현지조사의 방식도 그에 따라 조정되 

었다. 이후 4개월간의 조사는 대개 다음의 세 가지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탈북 청소년들은 퇴소 후 하나둘 학교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연구자 역시 자원봉사 교사의 경험을 매개로 하여 

그 관계밍써l 참여하였다. 친목 모임 외에， 전화， 분자메시지， 인터넷 카페 

등의 매제틀 통힌 의사소통의 망에 참여함으로써 탈북 청소년들의 적응 

과정을 지켜보고자 했다. 둘째 하나둘 학교에서 얄게 된 청소년들 중 

한 명에 대해 피-외교사로 자원봉사 함으로써， 일주일에 두 번 가정 방문 

을 하였다. 이 학생을 통해 가족 단위의 적응 과정을 볼 수 있었을 뿐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l 정향진 }l') 



아니라， 다른 탈북 청소년들과의 관계도 보다 쉽게 유지， 발전될 수 있었 

다. 셋째， 탈북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방과 후 교설(서울시 양천구 소재)에 

서 자원봉사교사를함으로써， 몇 명의 탈북 청소년들{당시 중학교 재학 

생 3명)을 일주일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만났다. 방과 후 교실에서는 남 

한의 제도권 교육의 경험， 그 중에서도 학교에서 경험하는 정서적인 의사 

소통의 문제에 대한 이들 청소년들의 반용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 외 다OJ=한 경로를 통해서 탈북 청소년들의 적응 과정을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를 수집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탈북 청소년들을 지도 

하였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나 시민활동가툴과의 면담은 자료수집의 

중요한 통로였다. 면담은 대체로 비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탈북 이주 

민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맥락을 제공하였다. 또한 탈복 성인틀에 대 

한 면담을 통해서， 탈북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의 

사회문화적 특정에 대해 일F아보았다{탈북 성인 이주민 4명에 대해서 반 

구조화된 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특히， 북핸l서의 감정의 사회회에 

관련하여서는 성인들과의 면담 자료가 매우 중요하였다. 그 밖에 하니둘 

학교시기에 탈북 청소년들이 작성한 글 등의 문서자료를 수집하였다. 

논의를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하도까 히는 점은 이 연구 

의 기본적인 토대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의 논의는 탈북 이주민들의 심랴， 

행동적 특성이 북한 내에서의 사회화에 상당한 정도로 기인하며， 따라서 

탈북 이주민들을 통해 북한의 문화집리적 특정을 볼 수 있다는 데서 출 

발한다. 그러나 이주민들을 통해서 북한 사회의 특정을 파익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주 과정의 특수성과 님한에서 

의 경험으로 인해 탈북 이주민들의 북한 사회에 대한 기억이나 견해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인정하더라도 

현 상황11서 탈북 이주민들은 북뺀1 접근할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 펼자의 입장이다. 탈북 이주민들아 동시적으로 

보여주는 한계와 기회는 이 글에도 그대로 적용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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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감정인가? 

탈북 청소년들의 사회적， 문화적 적응에 있어서 왜 감정이 문제가 

되는가? 탈북 청소년들의 적응의 한 척도는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얼마 

나 성공적인 사회관계를 갖느냐 하는 젓이다. 사회관계는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D으로 용이하게 전환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적응의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의 적절한 표현과 통제는 성공적인 사회관계 

의 핵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의 의사소통 양식을 

살펴보는 젓은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감정에 대한 유기제론적 입장은 감정이 어떠한 자극에 대한 특정한 

생리적 반응으로 일어난다고 본다{대표적으로 James and Lange 1922). 

이러한 관점에서는 감정의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면을 강조하고 모든 

인간 집단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감정뜰을 규명하려 시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변 Ekrnan 19H2). 신체적이고 생리학적 측면은 감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반‘ 사회적 세계에서의 감정 경험은 상황의 

평가라는 인지적인 요소뜰 통해 이루어진다{Schachter and Singer 1962 

참조). 즉 검-정은 사회적 λ}아를 통해 해석되고， 표현되고， 규제되는 인 

지적 과정을 보함한다. 지아가 그러하듯이 감정 역시 사회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경험된다‘ 표현된 감정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낼 뿐 아 

니라” 지ο}가 물리적f 사회적 환경과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사 

회적 진술이기도 하다-(Levy 19H4: 222). 개인은 감정의 경험과 표현을 

통해 타인뜰과의 상호작용을 조율하며， 그럼 o 로써 사회적 세계 내에서 

의 자아의 위치뜸 정의하j7_ 협상한다. 따라서 감정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개인은 자선이 속한 사회의 도덕적 절서를 구성하고 또한 확인한다. 여 

기서주목할 점은한사회 집단은정서적 의사소통에 대한문화심리적인 

청사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개인들은 주관적인 감 

정의 정험을- 판습화된 도므三플 통해 표현한다는 점이대LUt2 1983. 19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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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회는 특정한 감정을 어떻게 얼마나 표현하느냐를 규정허는 ‘감정 

규칙’ 에 있어서 다를 뿐 아니라， 특수한 감정 범주를 발달시키기도 한다.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이 자주 지적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감정 규칙이 남한 사회의 지배적언 규칙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그들이 기존의 남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 

을 수 있음을 암시하며， 그러한 어려움은 사회문화적 적용어} 직접적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 

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남한 사람혐l게는 어떻게 여겨지는지， 남북한의 

감정 규범의 차이를 탈북 이주민들 스스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를 설명해보고자 하는 시도로 

서， 남북한 사회의 거시 사회적 차이， 특히 계층 구조의 차이를 감정 규 

범의 차이와 연결시킨다. 마지막으로는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해감에 따라 감정의 의사소통 양식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오는지를 

검토하고， 그것이 남한과 북한의 사회문화적 통햄l 사사하는 점은 무엇 

인지 살펴본다. 

3. 탈북 청소년훌의 “감정성”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 경험과 감정적 표현의 일반적 특성으로 지적되 

는 것이 “감정의 에너지가 풍부”하며， “극적야고， 고저가 심하다”는 것이 

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만을 밀한다기보다는 감정 경험 자체에 

대한 관찰이기도 하다. 예컨대， 하나둘 학교의 한 교사는 탈북 청소년들 

이 영회를 볼 때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고하였다. 

‘모던 타임즈’를 보여주면 핑장히 좋아합니다. 바닥을 치면서 재미있어 해요. 

남한 사람들이 “오버”하는 것 정도로 실제로 좋아합니다. 감정적 오벼가 있어 

요(최정열， 2003년 1월 20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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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교사는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영화름 보면 “영회를 정말로 재미있 

게 볼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그것은 탈북 청소년들이 영화의 재미를 

실제로 크게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젓이었다 이 교사는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 경험의 정도를 “감정적 오버”라는 말로 표현하였 

는데， 이는 자신을 포함한 “남한 사람들”에 비추어서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 경험의 정도가 더 크다고 인식하였음을 나타낸다 일단의 탈북 청 

소년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시민활동가표 탈북 청소년들 

의 감정적 에너 지에 대해서 비슷하게 지적하면서，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 

로 긍정적 시각을 표현하였다. 

북한 사람들은 삶의 에너지가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감정의 폭이 깊고 살아있 

어요. 세련됨만 남고 가식적인 사람들보다 풋풋한 느낌이거든요. 얘들{탈북 청 

소년틀}하고 지LH면 절대 llH선은 안 당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형， 동생 하고 지내게 됩 

니대배전수‘ 2(XJ3년 4웰 2R힐) 

이 시민활동가에 따르면， 탈북 이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감정 표현에 

있어서의 “세련됨”은 부족하나1 감정 경험이 풍부하고， 그 표현이 진솔 

하다 “깊고 살아있는” 감정은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그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한 것은 그러한 감정 경험과 표현이 

남한의 일상적인 감정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다. 영화 감상과 같은 개인적인 수준을 념어서서， 특히 긍정적인 사회적 

상황-0] 아닌 경우의 대인 관계에서는 감정 규범을 따르지 않는 감정 경 

험과 표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이들의 감정의 에너지가 

더 이상 “살아있는 감정” 혹은 “풋풋함”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게 된 

다. 바로 이 점과 관련하여 또 다른 한 시민활동가는 탈북 청소년들이 

“이미지 관리”를 하지 못하고 감정을 지나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2) 이 글에 나오는 정보제공자들의 이릎은 모두 가명이며‘ 익명성을 띄장하기 위해 이름 
뿌 아니라 다른 개인적 사항에 대해서도 바꾼 경우가 있음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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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에 어려웅이 있을수 있음을 지적하였 

다. 

어른이 얘기하면， 일단 “예， 알겠습니다” 하논 대선， 앞에서 바로 자신의 기분 

대로 얘기합니다. 이미지 관리가 안돼요 이 아이들을 한국화 하-31.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국에 사는 동안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일생l서의 

자세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김용기， 2003년 2월 10일). 

“일상벼1서의 자세”의 핵심적인 측면이 바로 남한 사회에서 대인 관 

계를 지배하는 감정 규범을 따르는 것이다. 탈북 청소년들을 대할 때의 

대표적인 어려웅으로 거론되는 것이 “불쑥 화를 내는 것” 또는 “그 자리 

에서 바로 자신의 기분대로 하는 것” 등인데‘ 그러한 감정 표현 양식은 

님한의 감정 규범에 비해 지나치게 “직설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다옴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한 대안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의 관찰이다. 

며칠 전 촬영 카메라를 들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 기자 신분으로 방문한 사람 

이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손님이 오면 인시라도 하고， 눈을 맞추면서 어느 정 

도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이어들은 그 사람이 기자라는 것을 얄자마 

자， 얘기하는 도중헤 바로 돌아서서 오락을 시작하는 겁니대하순봉‘ 2003년 2 

월 10임). 

직설적인 감정 표현은 펼자 역시， 그 정도가 경띠하였으나 경험하였다. 

아래는 펼자가하나둘 학교에서 자원봉사 교사를하고 있었을 때의 참여 

관찰 일지의 일부이다. 

수엽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내가 33기의 연극캠프를 따라 가기 때문에 저희들 

괴는 수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아니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 

까-r" 하고 거세게 항의허여서 아주 놀랐다. 기분 나쁜 어조보 항의한 것은 아닌 

데， 나는 그저 내가 수엽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려니 할 줄 얄았는데， 그런 

반응을 보여서 많이 놀랐다. 특히 옥금이는 아주 볼벤 목소리로 “선생님， 우리 

영어 수엽은 어떻게 합니까?" 하였고 놀랍게도 양전한 순화도 “이제 겨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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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하려고 히란데 디음 주에 빠지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하였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노라고 말할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천안 

캠프의 일정이 1박2일로 조정되어 있었고， 대신 서울로 하루 예정으로 현장 학 

습을 하는 것 o 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서울 현장 학습은 따라 가지 않고 전안 

에만 가지로 하였다 그렇게 해서 화요일에는 %기와 영어수업을 하기로 하였 

다 다시 가서 34기 이어들에게 화요일에는 수엽을 할 수 았겠다고 하니， 옥금 

이 “그러니끼 마음이 좀 풀립니다” 하였다{정향진 일지， 2CXJ3년 1월 16일). 

위의 일지가 기록하고 있듯이， 필자는 학생들로부더 그렇게 직접적 

이고도 강도 높은 항의 반응이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도가 높다고 인식하였던 것은 학생들이 높은 목소리로 따져 묻듯이 

한 데서 비롯되었다. 학생들이 특히 영어 과목에 대해서 보이는 열정을 

이해하고 있었가 때문에 취소될 예정이었던 이틀중하루는수업을하기 

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조정된 일정을 알려려고 다시 교실로 갔을 때， 

필자는 한 번 더 놀라게 되었다. 학생틀 중 한 명이 “그러니까 따음이 

좀 풀립니다” 라고 했고 펼자는 그제야 그될의 항의가 언어적 표현에만 

그친 젓이 아니라 상응하논 감정적인 경험을 동반하였으리라고 짐작하 

였다 당시 팔자에깨 뜬 생각은 ‘이 아이듭이 말로만 그펀 젓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안 좋았구나‘’ 라는 젓이었다. 

두드러지는 감정성은 탈북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교시들， 

시민활동가들， 그리고 다른 전문가블이 이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식하 

는 하나의 심리적 경향이다. 모든 탈북 청소년들이 그러한 감정적 특성 

을 지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젓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소한 탈북 청소년 

집단 내에서는 난한의 도시/중간 겨l층의 사회에서 일반적P후 기대하는 

수준보다 대체로 그 강도가 높은 감정 경험과 감정 표현이 통용되고 있 

는 젓은 사실인 젓 ;갇다. 디음 절에서는 탈북 청소년블의 감정성이 이렇 

게 드러나게 되는 배정‘ 즉 남한의 지배적인 감정 규범과 탈북 이주민블 

의 감정 규범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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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한 사회의 감정 규범의 차이 

감정 표현의 양식에 있어서， 탈북 청소년들， 나.0]-가서 탈북 이주민들 

사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감정 규범과 남한의 지배적인 감정 규범 

의 차이는 주로 직접성의 정도의 차이에서 온다. 님한의 감정 규범에서 

는 감정의 표현이 대인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보다 민감 

하여 감정의 직접적인 표출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화’ 의 감정 

은 억제되어야 할 대표적인 감정으로 간주되며， 갈등의 상횡-ó1 있을 때 

가능한 한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이러한 경향을 탈북 이주민들과 비교해서， 남한의 한 공무원은 

“남한 사람들은 비싼 밥 먹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한다”는 말로 요약하 

였다. 그는 또 갈등 상횡11서 남한 사람들은 “말”로 싸우는 데 반해서， 

탈북 이주민들은 “순간적인 폭력”의 행사가 빈번하다고 보았다(이대열， 

2002년 11월 24일). 탈북 청소년툴 역사 이러한 차이를 여}리하게 인식하 

였다. 아래는 시민활동가 배진수를 통해서 표현된 탈북 청소년들의 관점 

이다. 

“남한 아이들은 화를 잘 내지 않는다 .. 고 말합니다. 얘들은 [님한 아이들이l 화 

안내고 싸움을 말리는 경우에 대해 놀라응을 표시해요. 그렇지만 말만 그럴 듯 

하게 하고 실제로는 되는 것은 없다고도 말합니다 남한 사람들의 점잖게 말하 

기를 낯설어 해요. “한 번 생각해 보자”는 말을 받아들여진 것으로 압니대배 

진수， 2003년 1월 20일). 

“화”를 잘 내지 않고， 말을 “점잖게” 하는 것을 남한의 감정 규범의 두드 

러지는 특정으로 인식하는 것은 탈북 성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문화는 직선적인 문회예요. 이렇게 에돌거나 감싸거나 그렇지 않고， 정정 

당당한 문화지. 내가 너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니다. 나는 대인간의 관계에서 

말할 것도 못하고 그런 것은 [싫어요1.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마음야 펀해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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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계에서 항상 명백히 하는 습관을 가웠거든요. 여기 오니까 제일 힘든 것이 

그거더꾀구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도대체 분앤1 안 가는 거 

야1전성숙， 2(X13년 2월 20일)‘ 

남쪽 사람듬은 이중적， 외교적이에요， (연구자 이중적이라는 것은 무슨 뭇입니 

까?l “아닙니다” 해놓고‘ 뒤에서 욕해요. 일본 사론챔}고 비슷해요‘ ..... 남한의 

매너 받이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위선과 연결될 때에는 아니다 싶어요(박 

광첩， 2(Xl5년 3윌 '\1 일) 

위의 진술들에서 볼 때， 탈북 이주민들은 남한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 

는 대인 관계의 감정 규범이 일정한 정도로 자신들의 것과 다르다고 본 

다. “점잖게 말하기” 혹은 “매너”를 남한의 감정 규범의 특정으로 보는 

데에 있어서 앞서 인용한 남한 공무원의 관점과도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 사람틀이 부정적인 의사나 감정의 직접적인 표출을 

억제함에 따라 “말만 그럴 듯하게” 하고 “에돌거나” “이중적”으로 행 

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뼈 남핸l 

서 학교생활을막시작한한탈북청소년도남한아이들이 “이중적”이라 

고 말하였다. 다음은 방과 후 공부방써l서 탈북 청소년 두 명과 연구자가 

대화한젓이다 

영희 여기서 가는 수흐뼈행은 북한보다 재미없어요‘ 

영옥 맞이요 여기서는 재미가 없어요. 

연구자: 왜? 

영옥‘ 여기는 시설은 좋고 풍족한데， 재미가 없어요 

연구자 왜， 여기 애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해서 그래? 

영옥 여기 애틀도 춤추고 노래하는 것 세게 하는데， 웬지 재미가 없어요. 

(연구자가조금 있다가재차왜 그럴까불으니， 영옥이 문r득생각난듯이 이 

렇게 말했다j 

영옥: 여기 애뜰은 이중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북첼II서는 놀 때는 허물 

없이 놀고 그퍼는데‘ 여기 애뜰은 잘 삐쳐요. 암에서는 살랑거리다가 뒤에서 온 

갖 지랄해요(정향진 일지‘ 2003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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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대회에 곧이어 명희와 영옥은 북한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겸해 

서 야외로 행군 나갔을 때를함께 얘기하며， 향수에 젖은 목소리로 “정말 

재미있었는데”라고 밀r하였다. 이 청소년들이 남한 학교의 수흐얘행이 

북한 학교의 행군에 비해 “재미가 없다”고 한 것은， 바꾸어 말하면 비슷 

한상뺑l서 북한학교가 더 강렬한 감정 경험을불려일으켰음을 의미한 

다. 이에 대한 주된 이유로 영옥은 친구틀 사이의 “허물없음”을 들었는 

데， 그것은 대인 관계에서 거리감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낀다는 것을 말 

한다. “매너”를 중시하고 감정의 표출을 지OJðl는 감정 규범은， 한편으 

로는 구성원들 간의 고도의 감정적 일치를 가져오기는 어렵다. 즉 그러 

한 감정 규범은 사람 시어의 “재미”를 문화시킨다고 말할 수 였다 이에 

대해서 탈북 성인 박광철은 다시 이렇게 밀한다. 

북햄1서는 조직적인 문회이기 때문에， 써 나쁜 경우도 있지만， 동무나 친구 

를 위해서는 살점도 떼어 줄 수 있어요. 친한 사람틀 사이에는 굉장히 친하게 

됩니다 그것이 조직문화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혜서는 이유 없이 

남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기부하는 것 빼고요. 북한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은 

잔정이 없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친구가 아프 

면 집에 먹을 것을 싸들고 찾아옵니다. 어려울 때는 돈도 줘요 그렇지만 님한 

에서는 부자지간에도 돈으로 싸움니다. 아파서 2， 3일 결근해도 전화 한 통으로 

그만입니다. 북핸l서는 아파서 결근하변 집으로 찾아오곤 했어요 남핸1서는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이 없습니대박광철 2003년 3월 31일). 

여기서 “친구를 위해서 살점도 떼어 줄 수 있다”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하 

다. 이것이 과장된 비유라고 하더라도 북한 사회에서의 대인 관계의 기 

본적인 성격을 짐작하게 히는 표현이다. 즉， 사회적 관계에서 보다 긴밀 

한 감정적 유대를 발전시커며， 따라서 친구 사이가 더 “재미”었거나 “잔 

정”이 있게 된다. 

청소년을 포함한 탈북 이주민들은 남한 사람들의 감정 표현을 “이중 

적”이라고 보고， 그에 대하여 자신플의 감정 표현이 진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남한의 시민활동가들에 의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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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공유되기도 한다 그러나 감정 표현의 솔직함이 폭력의 사용 

을 동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빈번한 것도 사실이다. 탈북 이주민 

지원업무에 종사히는 공무원 송민호는 이렇게 말한다. 

감정적이고 딴순합니다 그리고 법절서 개념이 희빅ν해요. 때렸으면 사과해야 

하는데‘ 사과히든 법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때 

렸다고 합니대송빈호 4내ß년 4월 3일). 

남한의 활동가블이나 공무원들은 대부분， 탈북 이주민뜰에게 있어 폭력 

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젓을 “탈북 과정에서 심성이 피폐해진” 결과로 

보았다.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탈북 이주민들 스스로 

는 북한 사회 내에서 이미 개인들 간의 폭력 사용이 상당한 정도로 허용 

된다고 진술하였다 박광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흔써1서는 싱대가 나쁘다고 생각하변 때도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모두매’ 

침 해요 (떤구사: 망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쳐도 문제가 안 돼 

요. 그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에 맞는 거죠‘ 어떻게 처리되나]면다 누가 잠못했나 

가 문제가 됩니대박광첼‘ 2(XJ3년 3윌 31일) 

박광철은폭력의 사용을옹호하고 있지는않다. 오히려 연구자와의 면담 

시에 북한 사회의 폭력성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각을 견지하였다 

다만 위 진술에서 그는 북훈벼l서 개인에 대해 사용되는 폭력이 어떻게 

합리화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누가 애초에 잘못 했나가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폭력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하게 된다. 즉，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때리고" 

따라서 그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폭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활동가 배진수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낚한 청소년듬과 북한 청소년들은 폭력의 형태가 달라요 남한은 말로 하고，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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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시겁니다 얘틀{탈북 청소년들}은 그렇게는 안합니다. 교묘하게 몇 단계 넘 

어서 사람 힘들게는 안합니디{배진수， 2003년 1월 20일). 

그에 따르면 폭력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폭력의 사용이 탈북 청소년들 

에게 국한된 젓은 아니다. 배진수는 ‘왕따’ 가 심리적， 언어적 학대라고 

할 때， 폭력의 물리성에만 주목하여 탈북 청소년들을 “폭력적”이라고 

보는것을경계한다.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탈북 이주민들이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 상대적 

으로 높은 정도의 수용을 보인다면 그것은 보다 포괄적인 감정성의 특질 

에 포함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탈북 이주민들은 일 

반적인 경향에 있어서 감정 경혐의 정도가 강렬하고， 그에 상응하여 감 

정 표현 역시 직접적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의 “공격적 성향’을 

따로 떼어서 보기 보다는， 감정 경혐의 깊이와 표현의 직접성의 차원에 

서 다루어야한다. 물리적 폭력의 수용은그들의 감정 경험과표현 양식 

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측면인 것이다. 탈북 이주민들의 이러한 감정성 

은， 탈북 과정에서 경험한 심리적 긴장과 남한에서의 문화충격 상태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사회 자체의 문회집리적 경향과도 

관련이 매우 갚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절에서는 북한 사회 내부에서 

감정의 사회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거시 사회적 요소틀을 

검토하고자한다. 

5. 북한에서의 감정의 사회화 

각 사회 잡단은 고유한 감정의 민속심리희을 발달시키며， 그것은 

‘사람됨’ 의 사회회에 청사진을 제공한다. 즉， 그 사회가 승인하는 감정 

과 사람됨의 민속심리학적 청사진에 바탕을 두고，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화가 이루어진대Lutz 1983). 띠라서 북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96 w비교문화연구』 제11집 1호(2005) 



감정의 민속섬리학은 어떤 젓이며， 감정의 사회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탈북 이주민들의 문회집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는 현지 접근과 민족지적 자료의 한계가 매 

우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북한 사회의 감정의 민속심리학은 체제의 정치 

적 성격이나 경제적 구조， 계층 구조 등의 구조적 특성과 분리되어 존재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자료가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거시 사회의 특성과의 연관 하에 북한 사회의 감정의 사회화를 살펴본 

다. 

북한 체제가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 강화하는 데 었어서 국민 개개인 

의 감정을 강력한 정치적인 토대로 삼고， 외부 세력에 대항하여 내부의 

단결과 유대를 추구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감정의 고양은 이러한 

정치적인 이용에 필수적이며， 띠라서 감정의 사회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젓으로 추정된다. 체제의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흐L습 프로그램으 

로서 모든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생활총화’는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 

히는 데 있어 가장 일상적이며， 가장 지속적인 통로로 보인다 3) 생활총 

화란 일주일에 한 번(사상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빈 

번하게) 지역 혹은 직장 단위로 모여서 김일성 교시에 비추어서 일주일 

간의 생활을 스스로 반성하고(자아비판)‘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 

해주어(상호비판) 집단 구성원들의 사상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 

다. 생활총첼E 인민학교 2학년 때 소년단에 입단하면서 시작되어 사망 

할 때까지 계속되며， 변제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아무도 없다. 탈북 이 

주민 박광철은복한주민플의 “직선적” 성격이 “조직 문화”에서 나오며， 

조직화의 중추로서 생활총회플 뜰었다· 

3) 현재 남한어1 거주하고 있는 탈북 청소던들의 감정의 사회회에 생활총화가 실제로 ‘직 
접적인’ 영향응 미쳤다고 봐가쓴 어려운 점이 었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특히 흔자 
탈북한 경우에는 일찍부터 가정과 학교를 떠나 유랑과 도피 생활을 한 사례가 많고 

따라서 생활총회플 통한 사상 교육융 지속전으로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달에서 
생활총화쓴 제도화된 감정의 사회화의 한 전형으로서 북한 사회의 문화심리를 추론하 

든 더1 매우 중요 쉰 산II~이또 간주되어 전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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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벼l는 생활총화가 있어요. 조직 문화가 직선적인 것을 만들어 법니다. 조직， 

모임， 회의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주생활총화가 있는데， 그때는 일주일 동안의 

사상학습， 사생활까지 다 잘못한 것을 비판합니다. 각자가 얼마나 솔직하게 말 

하는가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상검토에서 집안일까지 다， 내가 잘못한 것을 털 

어놓고 또 상대방을 상호비판 하거든요. “냐는 이번 주에 뭘 잘못했는데” 라 

고 말한 다음， “누구를 상호비판하겠습나다” 합니다. “누구는 지각했다" “말 

을 전달한다” 등둥으로 상호비판 합니다 ...... 자아비판， 상호비판하니까 사람 

들이 직접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잘못하는 시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 

까 사소한 것까지 말하게 됩니다. 그라고는 또 월생활총화， 3개월에 한 번 분기 

생활총화가 있어요 한마디로 총회문회예요〈박광철， 갱03년 3월 31일) 

생활총화가 ‘사상투쟁’ 의 측변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즉 주민 개 

개인이 생활총화를 통해서 얼마나 체제 이데올로기를 성공적으로 내변 

화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활총햄l서 주민 

들은 서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생활 

총햄l서 ‘비판’ 의 이름으로 부정적 감정이 교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는 것에 대해서 탈북 이주민 전성숙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생활총회는 ...... 조직별로， 단위별로 히는데， 중요시되는 데는 이틀에 한 번 하 

고， 어떤 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그런데 이틀에 한 번씩， 맨 날 “내가 이 

틀 동안 뭘 잘못했습니다" 라고 비판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해 

야 되요. “당선은 뭐 이렇게 했는데， 고치십시오" 이거 완전히 싸움이지. 비판 

받으면 마음 편하겠어요? (연구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쏟아내 

는 건가요?) 쏟아내지. 그것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데. (연구자. 굉장히 감정적으로 되겠네요?)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지. 오늘 깨 

가 나 비판했어. 나는 머저리라고 당하기만 할끼? 이번에는 내가 비판해야지， 

[이렇게 돼요J(전성숙， 2003년 2월 20일). 

생활총햄l서는 이름 그대로， 생활의 여러 세세한 측면이 공개적인 

토론의 대상에 되며， 아무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생활총회는 강 

도 높은 감정성이 통반되는 사회적 장을 주민들에게 일상적으로 제공함 

으로써， 직설적인 언어를 통한 직접적인 감정의 표출을 허용하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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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는 장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정 표현의 강도가 높다는 

것이 감정 표현의 자유로웅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뺀 대해서 

일반적으로 받"Ò}들여지는 통념 중의 하나가 엄격한 사회적 통제에 대한 

것일 때， 감정의 표현에 있어서도 상당한 억제가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감정생활에 있어서 언뭇보기에 모순적으로 여겨지 

는 것과 관련하여 전성숙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북호에서는 자유라는 젓이 인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 

왔으니까‘ 국가에 대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 자기 의사 발표하는 능 

력이라든가 이제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연구자: 그런데 왜， 대인관계에 

서는 자기 의사를- 탁닥 얘가하는 게 l보편화되어 었잖아요]?) 아 아， 그것이 참 

요한 전데‘ 사회적으로는 :1게 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데‘ 대인관계에서는 

개인적인 젓에서는‘ 그게 미요한 션이 또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의식을， 성격을 

형성하논데 하나의 요뻔f이 작용하는 게 아니거띈전성숙‘ 2003년 2월 20열) 

위의 진술을 좀 더 명확히 풀어보면， 북한 사회에는 개인의 지유로운 

의사 표현이 허용되지 않는 공식적인 체계가 매우 확고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에서는 개인틀 간에 직설적 

인 의사 표현과 감정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개인들은 공식 

적인 위계가 분명한 장에서는 자기표현을 (극도」료) 억제하지만， 자신의 

사회적 영역 내의 대인 관계에서는 “정정당당히” 자선의 의사와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감정 표현이 한편으 

로는 매우 억압되어 있는 젓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전솔한 것으로 

보이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젓은 이젓이 북한의 계층구조와 

도 연관되어 있을 기능성이다 

북한이 국기 건설 당시 사회주의 이생1 따라 계급 철폐를 내세웠지 

만 성분에 따른 계급 혹은 계층적 분화가 엄격한 것이 현실이대김명수 

19(7). 계층 간 상향 또는 하향 이동이 없지 않지만， 계층 이통은 매우 

제한적으로 일어나며. 따라서 하나의 계층은 비교적 닫힌 사회적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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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게 된다. 다시 전성숙의 말을 들어보자: 

북행11서는 차별화개 계급화가 엄격해요 ...... 계충간에， 지리적으로 어디에 

사는개 직위를 가지고 있는개 못 가지고 있는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못 가 

지고 있는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었는가， 이거에 따라 존경하고 대접하고， 예 

민하거든. 북한은 차별화가 엄격해요. 여기는 오히려 차별화가 없어. (연구자· 

서로 다른 시람들끼리는 소통을 찰 안 하겠네요? 서로 잘 안 만나겠네요” 그렇 

죠. 멤버들이 있죠. 자기들여 의시소통하는 그 유대는 굉장히 강한 거지 

북한은 철저하게 I폐쇄적인] 사회가 되서 자기가 사는 세계 밖에 몰라요 난 여 

기 와서 오허려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전성숙， 2003년 2월 20일). 

한 집단 내부에서 구성원들 사에의 사회적 거리가 가끼울수록 감정 

적 표현은 더욱 직접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데， 탈북 이주민들의 감정 

성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4) 계층적 분화가 비교적 항구 

적일 때， 다른 계층에 속한 사람들 간에는 일상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반면， 같은 계층에 속한 시람들끼리는 사회적， 정서적 유대가 긴밀 

해진다. 같은 계층 내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대해 다소 배타적인 친밀 

한 사회적 세계를 구축하며， 그 속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감정의 의사소 

통이 이루어지게 된다{예룰 들면 카스트 사회나 귀족제 사회의 경우) . 

북한 사회 역시 계층적 분화가 염격한 동시에 계층 내 사회적 세계의 

친밀도가 높은 특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 점에서 감정의 직접적 표현이 

지배적인 감정 소통 방식으로 발달해왔을 7냥성이 크다. 또한 북한이 

사회주의 국기의 건설과 체제의 수호에 있어 사회심리적 토대로 추구하 

는 것 중의 하나가 ‘동지애’ 인 것도 감정적 유대가사회적으로 고무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탈북 이주민들이 남한 사람햄 버해 북한 사람들이 

“정이 많다”고 인식히는 것 역시 그러한 계층 내부의 감정적 동질성과 

4) 이 부분의 논의는 알렉시스 드 토크벌(Tocqueville 1954[1835-184이)의 통찰력에 힘입 
은 바 크다. 토크벌은 그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제3부에서 ‘풍습에 대한 민주 

주의의 영향’ 이라는 제목 뼈1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관습에 있어서 귀족제 사회와 민 
주제 사회를 비교하고 있다Wol. ll, pp.172ffi 그 밖에도 저서 군데군데에서 감정과 
계층구조의 관계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떤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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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애의 강조에서 상당 부분 기언하는 젓으로 봐인다. 

탈북 이주민들의 감정생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계층 내부 

적 유대에 더하여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젓은 감정 표현의 계층적 차이 

이다. 감정과 사회 계층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중간 계층에서 

감정의 통제기-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 중간 계층이 확산될수록 사회 전 

먼뻐l서 감정의 통제가 중요시되는 경힘에 있4<예를 들면 Hocru떠1ild 

1983; Steams and Steams 1986). 중간 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관리직이 

나 전문 서비스직‘ 기타 전문작에서는 감정의 직접적인 표출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심각하며， 따라서 감정의 관리눈 푸엇보 

다도 중요한 직업 능력이다 종간 계층의 가정에서는 아이의 훈육에 있 

어서 전반적인 감정의 통제를 매우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된다. 대조적으 

로 히층에서는 감정의 통제가 직업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털하고， 따 

라서 감정의 사회화에 있어서 통제의 압택이 상대적 o혹 적다{Kohn 

196.3). 그러나 도시화의 정도가 커지고 전분 서비스직이 확장될수록 감 

정의 관리와 통제플 중시하는 중간 겨l층의 검정 규범이 사회 전반에서 

지배적으로 된다. 분한 사회의 도시화의 정도가 남한보다 덜하고， 계층 

간의 사회적 단절이 큰 가운데 탈북 이주민틀의 전대 다수가 지역적 o 로 

는 변방‘ 계층적으로는 하층 출신이라는 점은 탈북 이주민들의 감정성을 

이해하란 더l 하나의 틴서가 된다. 이주민들은 남한에서 주로 대도시에서 

정착하게 되는떼‘ 남한 대도시에서의 일반적인 감정 소풍 양식은 이들의 

출신지에 비하여 때우 중간 셰층 지향적이라 할 수 았다. 

여가서 중요한 것은 탈북 이주민들의 감정성을 구성하는 핵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보 남한의 사회경제적‘ 이데올로기적 맥락이라는 

점이다. 부분적으보는 남한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자본주 

의 경제， 도시화‘ 계층구조 등의 구조적 특정이 탈북 이주민들의 문화심 

리적 경향을 “감정성?보 규정짓게 한다. 남한에서 직접적인 감정 표현 

에 대한 통제가 사회 전반o t료 확산됨에 따라 탈북 이주빈들의 감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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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양식이 감정성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탈북 이주 

민들의 감정성에 대한 지적은 거꾸로는 남한 사회의 문화심리에 대한 

진술이다. 남한의 활동가들이나 공무원들은 흔히 아주면들이 정서적 표 

현성에 있어서 “6 ， 70년대의 남한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말한다{“우리 

도 그랬어요") . 이러한 관찰이 타당하다면 그것은 남한 사회가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통과 그에 따른 감정 규법의 변회를 겪어왔다는 것을 의미 

한다. 탈북 이주민들의 감정성을 지적할 때 흔히 남한의 감정 규범을 

절대적인 잣대로 삼는 겸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집단 경제의 원리가 북한의 문화심리에 영향을 

미쳐온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시장 경제의 원리 

가 남한의 문화섬리를 형성해 왔다는 점이다. 감정 표현에 있어서 남한 

사회의 “세련됨”은 자본주의적 경제생활에 대한 문회침리적 적응의 한 

측면이며，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과정의 산물인 것이다. 

6. 탈북 청소년톨의 문화심리적 적용: 그 성공과 한계 

탈북 성인 박만호는 “탈북자는 입국 순간부터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 

합니다. 탈북자들의 내면을 정적으로 파악하지 않아야 해요” 라고 연구 

자에게 주의를 주었디{박만호， 2002년 11월 24일) . 박만호의 지적대로， 

탈북 이주민들은 몸만 남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아니며， 매우 빠른 

속도로 인성의 다양한 층위에서 남한 사회의 문해11 적응하고 변화해 

간다. 특히 탈북 청소년틀이 대중문화와각종의 전자매체를 통하여 남한 

의 또래 문화를 수용히는 속도는 놀라울 정도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탈북 청소년들은 여느 남한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나 인터 

넷， 게임 등 정보기술의 산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중문화의 유 

행에 민감하였다. 사실 상당수의 탈북 청소년들은 중국 체류 당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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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텔레비전을 통해 남한의 대중문화플 접하기 시작하고， 대중문회는 

남한 사회에 대해사 실질적으로 유일한 표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대중문화가 남한 사회에 대한 유엘한 표상이 되는 상황은 

남한 입국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탈북 청소년들은 학교나 여타 

의 복지 지원 직장 등을 통해서 남한 사회와 제도적으로 연결되지만 

실제 그들의 인상적 사회 세계는상당히 고립되어 있어 일종의 ‘섬’으로 

남아 있다. 이 연구에 포함되었던 청소년들을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 비교적 이흰 사가에 남한의 제도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남한 친구”가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탈북 이주민들을 위한 

민간의 지원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잉F하게 남한 사회를 경험하고 있 

는 청소년뜰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구자와 하나둘 학교에서 

부터 얄게 된 한 여학생은 “남한 사람들과눈 대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뭐 남한 친구플하고는 통하지가 않아요.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라고 설명하였다{검영옥， 2애 )4년 6윌 2일) , 탈북 청소년들과의 면접을 

통해 볼 때 남한 출신의 또래들에게서 느끼는 정서적 이질감이 그틀과 

보다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통합적인 또래 관계블 발전시거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럼에 

도 불구하고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사회콜 경험해감에 따라 이 사회의 

문화심리적 특성과 그젓이 사회적 의사소통에 1] 1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또한 스스보 변화해간다 직징벼l서 선임을 받으면서 매우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 선영첼은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특성을 대비시카고 자신의 

적응 과정에 대해서 다유파 같이 딸하였다， 

후타 사람들이 좋은 이야가괄 많이 챈렌1， 북한 샤람들은 한f국 사땀틀이 왜 

좋은 이야기딸 하든사를 볼라요. 제가 술윌 먹고 다음 남 아침에 직?J에 늦게 

나갔단 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념이 ‘ 9_늠 늦었네. 어제 술 먹고 늦게 갔구 

나’ 하시거든요 이랜 딸 들으면 북한 사탑들은 그 I갚귀플 못 얄이플어요 사장 

님이 하사는 말씀은 ‘아푸리 숨을 먹어도 직장웰이 먼저다‘ 정신 자려라’ 라는 

거거든요 한F규 사회에 익숙되면 그런 잣 얀게 되요(신영철， 2004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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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신영철은 남북한 사람들 간에 감정과 의사표현에 있어서 직접성 

의 정도 차이를 예리하게 지적히는 동시에 자신이 남한 사회에 적응해감 

에 따라 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이 증대되어 감을 말하였다. 그러나 문화 

적응 연구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주류 사회에의 적응은 흔히 섬리적 

긴장을 통반하며， 이중적 정체성의 문제를 낳는다-(Ward et al. 2001: 

30-33). 다시 신영철의 말을 직접 틀어보자: 

저는 절반은 북한 사람， 절반은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모르고 살면 

편한데 맞춰 주자니 힘들어요(신영철， 앞과 같은 날). 

선영철은 탈북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문화적 감수성이 매우 예민한 

경우였으며， 직장과 여타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남한 사회의 분화적 규범 

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남한 사회 

에 적응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다른 북한 출신 또래들과 갈등 

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였다. 아마도 또래들과의 갈등보다 더욱 심 

각한 것은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살면서 경험히는 내면적 긴장감일 젓이 

다. 실제로 하나원 퇴소 1년 5개월 후 처음으로 다시 만났을 때 신영철의 

말투와몸짓에서 긴장이 많이 느껴졌고， 그것은 하나둘 학교에서 보았던 

모습과 선명하게 대비되어 연구자를 놀라게 했다. 물론 정착 기간이 걸 

어지고 남한 사회에 적응해갈수록 초가의 긴장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탈북 이주민들이 북한에서의 성장 과정에서 사회화하였 

던 문화십리적 특성은， 남핸l서의 적응과는 별도로， 쉽게 λ봐지지 않 

을것P로보인다.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하는 모든 것이 개인의 심리에서 내면화되는 

정도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 언어학습과 같이 성장 과정상의 민감한 

시기(critical pericxi)에 일어나는 학습이거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강 

렬한 감정적 경힘을 동반한 학습{예를 들면 소규모 사회에서의 사춘기 

성년식 혹은 근대 국가 체제의 군대에서의 학습)일수록 내변화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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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며， 따라서 보다 항구적인 섬리적 실제를 형성한다{Woπhman 

1992: 1')(1) 특정한 사회에서 성인으로 성장한 사람이 타문화 속에서 살 

아가면서 끝내 해소하지 못하는 이질감이 있다면 그것은 문화섬리적 학 

습 특히 감정 경험과 표현에 관련한 사회화가 지아감과 세계관의 형성 

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비교적 변화하지 않는 심리적 실체를 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정도의 사회문화적 적응끌 보이는 사람이라도 

이중적 정체성 0_로-부터 오는 긴장음 겪을 수 있으따 :1젓은 적응에 따 

르는 심리적 비용이라고 함 수 있다. 

탈북 이주민틀이 치르는 바용， 나아가서 미래의 가능한통합과정에 

서 남북한 주민 모두가 지르게 될 비용은 감정 경험과 표현에 있어서 

남북한f이 이질화된 성도에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남한에서 

극히 일부의 북-한 주민틀이 이주민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상햄서는 

남한 사회의 헤게R니가 명확하고. 따랴서 탈북 이주민들이 타자화되는 

경향이 짙다. 즉우리의 일부로 받-o}들이기 보다는특수한소수자로 범 

주화한다 정-기 적P후 볼 때 감정성의 문제는 그 범주화를 강화하는 특 

질로 이용될 수 있q며‘ 결국 남꽉한 주민l틀 간의 소통에 걸림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P호 남한 주민뜰이 감정성의 문제로 탈북 이주 

민블을 타사화히란 정도는 곧 스스로의 감정생휠어1 있어서의 소외를 나 

타내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경제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 경험과 표현을 통제하도록 사회화되어 있을 때， 탈북 이주민과 같 

은 사회적 타자듭의 감정성에 대해서 우월감과 힐난이 함께 어린 시선이 

향할수 있다 ]러나그러한시선Fr 종종(무의식적) 선망과주제의 내 

면적 긴장을 감춘다. 탈꽉 이주민들의 감정성이 주목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 점에서 탈복 이주민플 못지않게 남한 주민들 즈:즈(로에 대해 함 

의하쓴 바가 많다 

이^J어l서 감정성을 중심으로 탈북 이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심리， 

행동적 특정을 이해하고지- 남북한 사회의 가능한 분회심리적 차이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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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 그 차이를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경제 형태， 계층구조， 도시화의 

정도 등의 거시사회적 특장과 연결하여 논의하였다. 이 글에서 시도하였 

듯이 북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감정의 만속심리학은 어떤 젓이며， 감정의 

사회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탈북 이주민들의 특성 

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할뿐 아니라， 북한 사회와문회를 이해하고， 나아 

가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합의 방호뇨을 논의하는 데에도 필요한 작업이 

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비적이다. 우선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사회의 일반적인 감정의 민속심리학과 감정 

의 사회화에 대해 민족지적으로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그와 

관련히여 북한 사회 내의 다양성을 고려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이 글에 

서는 개인들의 폭력 사용을 감정성의 한 차원으로만 다루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억압적인 국가 체제가 존재하는 동시에 국가의 공 

권력이 미치지 않는 사적 영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북핸l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정의 사회화의 일부로 

서， 국가 차원의 “감정 조직"(대표적으로 예술 영역에서 감정을 “조직”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가 별도로 더 있어야 할 부분이다 

남한과 북한이 반세기가 넘는 분단 동안 서로 다른 정치적 이데올로 

기와 경제적 원리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식으로 근대 국가를 건설해왔다 

면， 시민 사회의 의사소통을 여끄는 감정 규범에 있어서도 다른 길을 

걸어온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남북한의 동질성을 주장하고자 “한 

민족으로서의 정서적 교감”을 강조하는 것을 필자는 경계한다. 이질성 

을 과장하고자 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정서적 교감”을 경계하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탈북 이주민 혹은 북한 사회에 대하여 남한의 사 

회， 문화적 규범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자할수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 

에서 탈북 이주민들은 남한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수용도， 그리고 궁극 

적으로는 한반도의 다른 반확fl 대한 수용도를 나타내는 시험용지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탈북 이주민들의 감정성을 그들의 “후진성”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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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후로 여기기보다는 남힌 사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적 

시선을 던지_j L， 나아가서 자선이 속한 사회의 문회를 더욱 풍부하게 하 

는 계기로 받이플이는 적극적인 태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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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y 

North Korean Refugees' Emotionality and Its Social 

Implications: A Perspective from Cultural Psychology 

HyangJin Jung * 

lhis paper examines a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n refugees living in South Kore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ir 

social adjushnent in the South. South Koreans working closely with 

refugees from the North commonly point out marked emotionality among 

them, while new comers complain of difficulties in social. communication 

with existing residents. North Korean refugees themselves acknowledge 

their emotional style as different from the dominant one in the South 

Korean society. They assume strong emotional ties among themselves, and 

are critical of South Koreans being emotionally "superficial." On the 

contrary, South Korean residents often view them as violent, 

unpredictable, and unruly. It appears that these two groups of people 

subscribe to different cultural models of emotion and person. This has a 

serious implication for both the adjustment of refugees in the South and 

social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future. This paper, based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interview and participant observation, presents an ethnographic 

account of the refugees' emotionality, e.g., in what context it is observed, 

how it is perceived, and how it affects their social life. Further, it points 

to the different historical trajectories of the two Koreas---one based on a 

capitalist and the other a socialist economy-as a source of the 

development of different cultural models of emotion. In so doing, it 

attempts a possible theoretical formulation that links the intensity of 

emotional experience, the degree of public display of emotion and 

structural features of the society at the macro-level, particularly class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