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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

냉전과 북한학, 1960년대 북한학 성립의 안팎

이 봉 범 (성균관대)

1. 통일의식과 북한 이해
  

 평양에 들어서는 신도시 아파트가 남한에서 분양된다. 남북분단 상태에서 입주는 할 수 
없으나 투자는 통일과 관계없이 가능하고, 분양가도 매우 저렴하다. 통일은 장담할 수 없지만 통
일이란 호재가 생기면 대박이고 설령 통일이 늦게 오더라도 집값은 무조건 뛰기에 분양 열풍 속
에 조기 마감된다. 서울 및 수도권에 자리 잡기 힘든 이들에게 북한은 떠오르는 대박 부동산 투
자처가 된다는 얘기다. 파격적인 발상이다. 물론 소설이 가정한 상황이다(윤고은,「부루마불에 평
양이 있다면」,『현대문학』,2016.10). 소설적 허구이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휴전선 너머를 평
양에 조성될 아파트단지에 신혼부부우선조건으로 분양 신청을 감행하면서 통일 및 결혼의 미래
를 가늠해보는 평범한 30대 남녀의 이야기는 북한에 관한 색다른 문학적 상상력 이상의 메시지
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은 대박이다”(독일드레스덴 통일구상, 2014.3)라는 구호를 다
시금 떠올리게 만드는 북한아파트의 남한 분양이라는 서사는 남북관계의 전향적인 개선에 기대
야만 비로소 결혼이 가능한 남한청춘의 절박함과 그것이 통일 편익(便益)의 현실적이고 타산적인 
욕망으로 현시되는 저간의 사정을 드러내주는 한편 최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도정에서 감지되
는 북한 및 통일인식 변화의 징후를 시사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1) 그동안 줄곧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통일․대북정책과 남북통합 담론에서 주변화, 부차화 될 수밖에 없었던 민간의 
입장, 특히 통일의지가 상대적으로 낮고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청년층의 새
로운 북한 및 통일의식의 단면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최근의 주요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통해 남북통합과 관련한 국민인식의 현황을 조금 더 살펴보
자. 이즈음 통일은 대다수 한국인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성취해야 할 절대적인 목표가 아
니다. 통일연구원(KINU)의‘2019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6%로 집계
되었는데, 2018년의 70.7%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KBS의‘2019국민통일의식조사’에서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63.5%로 2017년의 72.7%, 2018년의 66.0%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냉전기까지 시기를 넓히면 더 확연해진다. 1969년에는 국민 절대다
수인 90.61%가 통일은‘꼭’ 달성해야 하는 민족적 숙원으로 간주했고(국토통일원의‘통일여론조
사’), 1988년에는 81.6%가‘반드시’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통일원의‘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1) 일례로 2018년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항목 중 ‘통일 이후 직장 또는 결혼 등의 이유로 북한지역
으로 이주에 대한 의견’조사결과를 보면, ‘절대 이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4.8%였고(2014
년;41.7%, 2015년;42.4%, 2016년;48.0%, 2017년;50.6%), ‘기꺼이 이주하겠다’는 의견은 9.0%에 불
과했다(2014년;6.5%, 2015년;8.7%, 2016년;4.6%, 2017년;4.0%). ‘가급적 이주’, ‘불가피한 이주’의 
의견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 이후 북한이주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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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통일 열망은 1989년 國是를 통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민의 73.5%에 이
를 정도로 고조되었으나, 1998년에는 56.2%(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여론조사), 2014년에는 
69.8%(통일연구원 여론조사) 등 냉전 해체를 고비로 그 규모가 뚜렷하게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
다. 2000년대의 통일여론조사 대부분이 가급적 혹은 조건부적 통일필요성 의견까지 포함된 수치
라는 점을 감안하면 축소의 폭은 훨씬 커진다.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같은 당위적 통일론
(통일지상주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에 반해 통일의 또 다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북한주민들의 통일필요성인식 수준은 남한에 비해 월등히 높다. 탈북자 및 제3국에
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90%이상의 압도적 다수가 통일의 필요성에 공
감했으며 아울러 통일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다는 것이 확인되어 대조적이다.2) 
 통일방법에 대한 국민인식의 긍정적 변화, 즉 냉전기 통일방안의 주류를 점했던‘유엔감시하의 
총선거안’(1964년 공보부여론조사;23.4%, 1969년 국토통일원여론조사;31.9%)이 퇴조하고, 1989
년 남북화해․협력에 기초한‘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년‘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발전)이 정부
안으로 공식화되어3) 그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로 정착된(1992년 공보처‘안보통
일의식조사’;85.6%, 1999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조사;75% 등) 탈냉전기에 오히려 통일필
요성 인식이 현저히 약화되고, 통일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60% 내외로 우세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단체제 하에서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전망이 남북관계의 갈등-위기-봉
합의 주기적 반복과 각 국면에서 입안, 시행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수준에 따라 변동의 
폭이 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 같은 지표가 특별할 것 없다 하겠으나, 세부를 들
여다보면 그 어느 때보다 통일의식의 분화와 착종이 심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맹
목적․규범적인 반공,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개인 및 국가차원의)현실적인 관점에서 남북
통합을 사고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세계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민주화가 
진전된 한국사회에서 남북통합 의제는 가장 분열적 담론으로 전개되었으며, 그것이 왜곡된 이념
과잉으로 분칠되어 극단적 남남갈등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를 남북통합과 밀접하게 연계된 몇 가지 쟁점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 통일과 경제의  상관성
이다. KINU의‘2019통일의식조사’에서“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질문에서 경제

2)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2011년 기간 실시한 한국인과 북한인(탈북자)의 통일의식조사 설문결
과를 보면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필요성 의견의 현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남한주민들은 약 절반 
정도가 통일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2008년;51.6%, 2009년;55.8%, 2011년 53.7%) 탈북자들은 95%이
상이 공감했다(2008년;95.2%, 2009년;97%, 2011년;99.1%). 또한 남한주민들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
다’는 의견이 21.3%, ‘그저 그렇다’는 의견도 25.0%나 되어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약화된 반면, 북한
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0.9%), ‘그저 그렇다’(0%)는 의견이 거의 없는 통일을 반대하거나 유보적
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없고 통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열망하는 의식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병로․최경희,「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통일과 평화』4-1,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2012, 106~110쪽. 또한 2014년 제3국(중국 현지)에서 북한인 100명을 대상
으로 한 직접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95명이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95명이 본인 이외에 
주변의 북한주민들도 통일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강동완․박정란, 「북한주민의  통일의
식 조사 연구:북한주민 100명 면접조사를 중심으로」,『통일정책연구』23-2, 2014, 7~8쪽.

3) 한국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인‘민족공동체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은 통
일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간다는 기조 아래 통일과
정을 ‘화해협력 단계’(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 ‘남북연합 단계’(평화를 제도화하
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과도기적 통일체제), ‘통일국가 완성’(남북연합단계를 거쳐 정치공동체로 
통합을 실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이 같은 통일방안은 (배타적)민족주의에 기반한 先민족공동체
건설 後통일국가수립이라는 통일의 기본 구상과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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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70.5%인데(2017년;69.0%, 2018년;60.5%) 비해 통일을 선택한 경우는 
8.3%에 불과했다(2017년;5.7%, 2018년;12.8%). 국민들이 통일보다 경제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런 경제우선시는 분단체제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던 현상으로, 한반도 군사위기가 절정으
로 치달았던 1968년 당면한 현안 중 경제문제(물가안정, 의식주 해결, 경제성장, 빈부격차 해소 
등) 해결이 50%이상인 반면 전쟁위협은 11.2%였으며(공보부 전국여론조사), 1993년에도 경제문
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38.4%, 남북통일은 5%미만이었다(경향신문여론조사). 
전쟁위협과 경제 중시의 상관성도 밀접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기본적으로 남
북통합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남북통합과 직결된 경제적 
요인의 문제가 통일에 대한 신중론 내지 분단체제 현상유지의 주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에서 경제문제 해결의 시급성은 남북통합의 도전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 통일비용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다. 2010~13
년‘KBS국민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통일비용 문제가 평균 약 48%
로, 사회적 혼란(약 27%), 정치군사적 혼란(약 14%), 북한주민의 대량 이주(약 10%) 등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통일과정 및 그 이후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탈냉전 직후부터 한반도통일비
용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의 통일비
용 추정 결과 공통적으로 통일 이득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연구결과가 제출된 바 있으나,4) 국
민들은 여전히 통일비용이 막대하고 소모성 비용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실제 국민들은 통일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보면(110~112쪽), 통일이 남한사회 전체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에 50.7%가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49.3%), 자신에게는 27.8%만이 이익이 
될 것으로 대답했다(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72.2%). 반면 탈북자들은 통일이 북한사회에 
91.1%, 자신에게는 95.6%가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2014년 북한주민 면접조사에서도 97%
의 절대다수가 북한은 물론 본인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인식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통일편익의 
핵심은 북한사회의 경제발전이었다.
 남한주민들은 통일이익에 대한 낮은 기대감과 동시에 국가/개인 간 이익기대의 큰 차이를 보였
다. 2014~2018년 KINU의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크지 않다고 
인식하면서도(51.3%), 통일이 국가적 차원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73.9%(2014
년;60.5%, 2015년;56.9%, 2016년;55.9%, 2017년;68.8%),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응답이 
29.5%로(2014년;34.0%, 2015년;33.7%, 2016년;29.4%, 2017년;24.2%)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통일이 북한주민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답변이 92.9%로(2016년;83.5%, 2018년;92.9%) 대다수 
국민이 통일이 남한보다 북한에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더라도 통일로 인한 국가 편익에 긍정적인 의견이 꾸준히 증가하
는 추세이나, 개인 편익에 대해서는 30%가 넘지 않는 수준으로 답보 상태이다. 특히 2017년 이
후 국가 편익/개인 편익의 차이가 44%로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의 편익을 
개인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남

4) 주요 기관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조동호,『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47~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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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단비용/통일비용/통일편익의 상관관
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통일편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점과 
이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기반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5) “통일은 지배층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중에게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6)이라는 장준하의 일침이 상기된다. 국내․외 전문가
들은 공통적으로 통일한국은 통일독일보다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진
단한다. 중요한 것은 남북통합의 진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치러할 대
가보다 통일의 가치가 더 크다고 결정할 주체는 한국인들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적어도 통일비
용 부담의 막연한 공포가 분단체제 유지 또는 안착의식으로 귀결되는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다.  
 
 둘째, 통일과 평화의 관계이다. KINU의‘2018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보다 평화공존이 우선이라
고 답한 비율이 66.4%였다(2017년;68.0%). 또 휴전상태인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72.0%로(반대는 9.4%) 국민 대다수가 문재인정부가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평화협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북의 평화공존 조건 
하에서 통일은 필요 없다는 의견이 2018년 약 49%로 2016년(약 42%), 2017년(약 46%)에 비해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반대 의견은 2016년;약 38%, 2017년;약 32%, 2018년;약 33%). 평화공존
에 대한 기대감 상승은 2018년 한반도 정세의 극적 전환에 대응하여 분단체제 극복과 안보의 관
점에서 논의되던 통일담론에서 비핵화와 경제적 번영을 포괄하는 평화중심 담론으로 남북통합 
담론이 전환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2018년 기준 70.7%가 통일이 필요
하다고 인식하면서도 66.4%가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선호한다는 다소 모순된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7) 물론 이 결과가 통일을 원하지 않거나 통일에 저항한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급격한 통일 과정이나 그 이후에 발생할 제반 사회적 갈등과 과중한 통일비용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통일보다 평화공존이 우선이라는 태도는 통일의 전제
조건으로 평화적 공존과 남북 간의 협력과 교류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하
는 것이 적실할 듯하다.8) 이는 평화를 정착시킨 후 통일을 추구한다는 정부의 단계적 통일안과
도 부합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화공존과 통일의 관계는 간단치 않다. 냉전기 남북한 모두 정략적 차원에
서 평화공존을 추구하자는 주장을 해왔고, 탈냉전기에는 특히 탈민족주의론이 분단체제 극복의 

5) 국가기관의 분단비용, 통일비용, 통일편익의 상관성에 대한 기본 입장은 ‘통일이 되면 분단관리 비용
이 즉각적으로 소멸되고 통일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막대한 유․무형의 통일편익이 창출되며, 그 통
일편익은 영구히 발생한다.’는 것으로 수렴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2014 통일문제 이해』, 통
일부 통일교육원, 233~244쪽 참조.    

6) 장준하,「민족주의자의 길」,『씨알의 소리』, 1972.9, 59쪽.
7) 평화공존의 선호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KNIU의 2014년

부터 5년간의 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2018년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가운데 ‘남북 간에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가 37.4%로 가장 높았고(2014년;24.2%, 2015년;28.3%, 2016년;26.0%, 
2017년;41.4%), ‘같은 민족이니까’가 31.2%(2014년;36.9%, 2015년;38.7%, 2016년;34.2%, 2017
년;30.0%),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가 20.1%(2014년;15.4%, 2015년;13.9%, 2016
년;16.8%, 2017년;14.0%),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는 7.5%(2014년;17.9%, 201년;13.7%, 
2016년;15.8%, 2017년;11.1%),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3%였다(2014년;5.4%, 
2015년;5.0%, 2016년;6.8%, 2017년;2.9%). 2017년을 기점으로 전쟁위협 제거, 즉 평화정착이 통일
을 이루어야 하는 우선적 이유로 부상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이상신 외,『KNIU 통일의식조사 2018: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통일연구원, 2018.12,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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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강조한 바 있다.9) 평화정착이 한반도 분단문제 해결의 가장 핵
심적인 문제이고, 거시적으로는 얄타체제 이후 장기지속․강화된 한반도냉전의 기본 질서를 종식
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한반도질서를 주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또 한반도 평화공존이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의 출발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그
러나 분단 상태가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공존(정착)이 통일문제와 분리 또는 
단계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남북한 각각 주변 열강들과 군사적 동맹
을 맺은 상태에서 대치를 계속하고 있고 남북 간 상호불신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 더욱이 미중 
패권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 구도와 해법이 복잡해진 국면에서 한반도 평
화공존의 입지는 매우 취약하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보수언론의 폄훼, 가령‘가짜 평화
론’, ‘평풍’, 군사력을 앞세운 ‘정의로운 평화’를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신)냉전적 국제질서, 한반도 분단질서의 타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분단 상태
의‘현상유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10) 환기해 둘 필요가 있다. 평화정착과 
남북통합은 선후관계라기보다는 상호 상승적 선순환과 병행적인 추진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무엇보다 평화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평화
를 배타적으로 강조하여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에 대한 인식이다. 2018년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역시 변화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
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54.6%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2014
년;45.3%, 2015년;35.2%, 2016년;43.7%, 2017년;41.9%). 전년 대비 12.7% 급상승한 수치다. 
반면 적대대상이라는 인식은 10.3%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2014년;13.5%, 2015
년;16.5%, 2016년;14.8%, 2017년;16.2%). 또 지원대상이라는 인식은 2017년 13.0%에서 16.4%
로 13.0% 상승했고, 경쟁대상은 6.2%에서 4.3%로, 경계대상은 22.6%에서 14.4%로 각각 하락
하였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는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를 상승시켰다.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4.7%가 
북한 정권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2014년;27.5%, 2015년;28.8%, 2016년;30.5%, 2017
년;28.1%). 2018년에 처음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가 불신을 추월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으로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 비핵화에 대
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신뢰도는 남북/북미관계가 추진력을 얻지 못
한 채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2019년에도 일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11) 

9) 임지현,「다시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창작과비평』, 2002년 가을, 200쪽.
10) 홍석률,『분단의 히스테리-공개문서로 보는 미중관계와 한반도』, 창비, 2012, 30~35쪽 참조. 이와 관

련해 통일평화연구원의 ‘2018통일의식조사’에서 한반도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북한이 아닌 중
국이라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을 꼽은 비율이 46.4%로(2015년;23.3%, 2016년;16.8%, 
2017년;22.7%) 중국위협인식이 대폭 상승한 반면 북한은 32.8%로(2015년;49.6%, 2016년;66.7%, 
2017년;63.7%) 대폭 하락하였다. 한국인의 최대위협국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전환된 것이다. 사드배치 
이후 한중관계 악화가 반영된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중국을 한반도평화의 상당한 위협국
가로 생각하는 국민인식은 그만큼 한반도평화가 남북한 당사자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인
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11) KINU의‘2019통일의식조사’에서 ‘김정은 정권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냐?’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3.5%였고(2017년;8.8%, 2018년;26.6%), “그렇지 않다”가 39.2%였다(2017년;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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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및 북한 정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50%이상이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56.1%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2014
년;74.9%, 2015년;70.5%, 2016년;66.1%, 2017년;70.6%).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북한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생각도 크게 변하지 않
았다. 78.6%가 위협으로(2017년;82.8%), 21.4%(2017년;17.2%)가 위협이 아니라는 의견을 표명
했다. 국민의 70%이상이 북한 핵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 인식이 우세하다. 또 국민들이 
북한 정권을 신뢰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으나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
견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75.1%가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2014
년;88.0%, 2015년;86.4%, 2016년;83.5%, 2017년;87.4%).12)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가
로막는 최대 장애물이 북한 핵 문제이고, 따라서 북한 핵 문제는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역설적
으로 세계평화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한반도에 적용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북한 인식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남북관계의 동향이 북한인식(변화)의 주된 요인인 것은 분명하
나 이보다는 북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객관적 인식의 결여가 더 근본적이라는 분석이다(북한주
민의 대남인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13) 장기간 남북단계 단절 및 군사적 대치상태로 인해 북한
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고,14) 자의든 타의든 무관심에서 비롯된 불충분한 북한 이해가 신뢰 부
족으로 연결되어 결국 남북한 갈등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 구조가 고
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사회(내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접근은 물리적 한계가 있다.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실상 파악이 더욱 
어렵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북한 교류, 협력이 활
성화되어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이 축적된 바 있으나, 국민들의 북한 이해는 대체로 
크렘리놀로지(Kremlinology)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냉전기 폐쇄적인 체제(공산주의 국가)의 내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사용된 크렘리놀로지는 단편적인 정보나 간접적인 단서를 통
해 핵심 정보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체 오류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에 관한 정보가 없거나 부
족한 상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오보 양산, 편견 조장, 과장된 희망 등이 
북한 이해에 주효하게 작용해왔다. 특히 집권세력이나 특정 정치집단, 언론이 국내 정치적 목적
으로 북한 문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슈화하여 악용함으로써 이를 부추겼다. 지상파TV가 북

2018년;48.0%). 불신이 신뢰보다 높은 수치이나, 신뢰도가 2018년에 비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신뢰도 상승은 ‘북한은 적화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37.6%로, 
동의한다(28.7%)를 추월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12)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KBS의‘2019국민통일의식조사’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통일
을 위한 선결과제로(복수응답) 북핵문제 해결(61.5%)을 우선적으로 꼽았는데-군사적 신뢰구축
(40.6%), 남북 경제교류협력(36.7%), 문화․ 인적 교류(19.1%) 순-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부
정적 의견이(60.3%) 긍정적 전망을(39.7%) 크게 앞섰다. 특히 긍정적 전망이 2018년 55.3%에서 대
폭 하락했다.

13) 정동준 외,『2018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9.3, 제2장 참조.
14) KINU의‘2018통일의식조사’를 보면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의견이 47.6%였는데(2015년;49.2%, 2016년;43.0%, 2017년;45.8%),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북한문제가 절대적 관심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미관계의 개선/교착의 상황에서 관심도가 어느 정도는 증가했을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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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획득하는 대표적인 경로라는 점에서(60.7%, KINU 2018년), 냉전논리에 바탕을 두고 
적과의 대치를 전제한 언론기관의 크렘리놀로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평화정착 및 남북통합
의 걸림돌로 강조되는 남남갈등의 진원은 이념적 대립보다도 북한에 대한 몰이해와 크렘리놀로
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독이 1972년 동독과 기본화해조약을 맺은 뒤 체제경쟁을 부각시키는 
것은 이질감만 부추길 뿐이라는 인식 하에 공영방송이‘문화민족’개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작
방향을 전환하여 동서독 주민들의 의식을 잇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귀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배경에서 북한에 대한 타자화가 자연스럽게 일반화되었다. 단적인 예로 
2017년 한강의 뉴욕타임즈에 쓴 글을 들 수 있다(“While the U.S. Talks of War, South 
Korea Shudders”, The New York Times, Oct.7, 2017). 이 기고문(미국이 전쟁을 말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은 북미 간 무력충돌이 최고조로 임박한 위기상황에서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
적 해법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反戰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녔으나, 
미국의 전쟁 선택이 줄 고통을 남한(국민들)에만 한정시키고 있어 문제적이다. 오혜진이 날카롭
게 분석했듯이 한반도전쟁에서 북한주민의 고통을 배제시키는 발상은 전쟁폭력성에 대한 근본적
인 문제제기가 아니며, 북한에 대한 타자화를 경유함으로써 전쟁 폭력을 정당화하는 미국의 대
북논리와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15) 한강도 분명하게 언급했듯이 우리가 북한의 존재를 세계 
어느 국가보다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70년 동안 축적된 긴장과 공포가 우리 
내부 깊숙이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남한의 타자로 규정하고 재단하는 고정관념을 확대․강화한 면도 
크다. 북한을 남한과 분리하거나 북한을 타자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특정이미지, 가령 이해 불가
능한 대상, 결여의 체제라는 편향을 주조함으로써 남한 주도의 일방적인 개입과 관여 내지 북한
에 대한 지배(소멸)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재)생산해왔다. 북한이 주적이냐를 둘러싼 이념논쟁 프
레임이 이를 더욱 강제․촉성했다. 과거 냉전기 북한학도 체제경쟁에서 남한주도권 확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지식을 생산하는데 기여했다. 북한사회를 정치체계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북한
주민을 중심으로 접근, 이해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
서 보면 미국에 기대지 않고 남북이, 그것도 북한지도부가 아닌 인간미 넘치는 북의 개인에 대
한 신뢰와 남북형제(애)를 문제해결의 주체로 설정한 영화 <강철비> <PMC:더 벙커>의 상상력은 
음미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북한(주민) 또한 분단과 통일의 주체이자 대상이며 통일된 한반도사
회의 당사자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망각한 그 어떠한 이론과 정책도 불구적이며 허구이다. 
적어도 남북통합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변함없는 명제 앞에 분단논리의 해체와 함께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나아가 한반도 전체(국민)
를 아우르는 통합적 차원의 평화․통일담론을 마련하는 일이 정책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핵심 과제
가 되어야 한다. 학문적으로 북한학이 단순한 북한연구가 아니라 한국학( )의 나머지 절
반이라는 차원에서 북한학의 외연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16) 이로의 진전은 더딘 형
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앞서 살핀 주요 통일의식조사도 엄밀히 말해 반쪽에 불과한 근본적인 한
계를 지닌다. 탈북자 및 북한주민에 대한 현지조사를 보강하여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을 포함시키

15) 오혜진,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 오월의봄, 2019, 569~570쪽.
16) 정영철,「북한학의 현황과 전망」,『황해문화』57, 새얼문화재단, 2007.12,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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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도는 긍정적이나 마찬가지로 일면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조사기관 및 조사 시기, 항목 
등에 따라 상충되는 부분이 여럿 존재하나 통일의식조사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한반도정세의 
대전환을 계기로 국민들의 남북통합의식에 확연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가 보기에 그 변모양상을 가장 잘 집약해주는 내용이“북한에 대해 타협적이고 협력
을 선호하는 진보, 그리고 북한을 적대시하고 압박정책을 선호하는 보수라는 이분법이 더 이상 
적실성을 갖지 못한다.”17)는 시계열적 분석 결과이다. 즉, 이념적 지형(진영)을 넘어서는 북한 및 
통일인식의 다기한 변화와 착종이 남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북한학이 지향해야 할 전도(前途)를 암시해준다. 
 본고는 냉전지역학으로서 북한학이 일정한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등장한 1960년대 북한학 성립
의 안팎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기존 북한학에 대한 검토와 전망 모색을 시도한 연구에서 1960년
대 북한학은 거의 논외로 취급한다. 공통적으로 이 시기(1980년대 이전까지) 북한학은 냉전반공
이데올로기에 침윤된 관제 북한연구에 불과했으며, 이념적․자료적 제약으로 인한 추상적 대안과 
국제정치적 맥락만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을 수동적 방관자로 소외시키고 남북통합을  
대비하는 문화적 역량을 축적하는데 실패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18)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연구의 양적 확대와 학문적 발전, 특히 1990년대 초 북한연구의 시각 및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과 이종석의 내재적-역사적 방법론에 입각한 일련의 북한연구저술을 거치며 질적 전환을19)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연구가 과도기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주
목한다. 기초적인 심층연구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초기 북한학을 미시적으로 검토
해 오늘의 북한학을 비춰보는 작업도 나름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관제연구라는 고정관념 때문
에 이 시기 북한연구에 대한 점검을 의도적으로 방기한 면이 없지 않다. 

 
2. 북한학의 등장

 북한학이 현재 학술제도上(대학, 학회 등) 독자적 학문분과로 정립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완
전한‘학’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학 
범주 내의 지역연구로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어떻든 북한학은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연구이며, 분단과 통일 그리고 향후의 통일된 사회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실천적 통일학이자 
미래학으로서의 복잡한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반쪽으로만 이루어진 불구적 한국학을 완성하는 
한반도학으로서의 학문적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20) 또한 북한학은 냉전(금제)으로부터 비교적 자
유로운 학문 영역이 되었으나 여전히 가장 이데올로기적인 학문이라는 특수성을 본질로 한다. 

17) 이상신 외, 앞의 책, 28쪽. 착종 양상의 적절한 예로는“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할 경우 통일의 필
요성에 덜 적극적이었으며, 평화공존과 통일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통일편익론에 긍정적인 경해를 
보였지만, 통일을 위한 비용 부담 등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 반면에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할 
경우 오히려 통일의 필요성에 더 적극적이었고, 상대적으로 평화공존에는 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
며, 통일을 위한 비용 부담 등에는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이다(14쪽).  

18) 이서행,「북한학의 연구동향과 발전방향」,『북한연구학회보』4-2, 2000, 9~10쪽.
19) 이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김연철,「북한연구의 이데올로기적 편향 극복-조선로동당연구, 현대북한의 

이해(이종석)」(서평),『역사비평』, 1995.5, 325~342쪽 참조
20) 정영철, 앞의 글, 305~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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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치 가운데 특히 한반도학으로서의 의의는 각별하다. 통일이 분단 이전 상태
로의 회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할 때, 기존 북한학의 남북 통합적 한반도학으로의 지양은 필수적이다. 
 북한학은 1960년대 냉전지역학의 일환으로 출현하였다. 냉전에 의해 탄생했고, 냉전을 동력으
로 나름의 규모와 체계를 갖춘 학문분과로 자리를 잡으면서 당시로서는 한국학의 주요 영역으로
서의 위상을 부여받았다. ‘북한학’이란 용어도 이때 처음 공식성을 얻게 되었다. 특히 세계 냉전
체제의 변동으로 인해 대두된 동아시아질서 재편성 문제, 그 가운데 한반도통일문제가 정책적․학
술적 의제로 급부상하면서 북한학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냉전지역학으로서의 
북한학이 성립 가능할 수 있었던 데는 미국(민간재단), 박정희정권, 학술계(지식인) 등 세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적인 맥락이 존재한다. 
 우선 미국의 관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0~60년대 한국의 문화, 학술영역은 미국의 對韓원
조(공적 원조/민간재단 원조)에 의해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었다. 마셜 플랜(Marshall Plan)/
몰로토프 플랜(Molotov Plan)을 시작으로 냉전기 확대(축소)재생산 형태로 장기 지속된 미/소의 
원조전은 냉전의 주변부를 점차 냉전의 격전장으로 흡인해내면서 냉전질서를 전 세계에 부식시
키는 숨은 동력이었다. 분단과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반도의 냉전 전략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미국의 대한원조가 본격화되었고, 그것이 1954년 평화적 공존 속의 대결로 냉전질서가 재편된 
이후 대한원조가 확대되면서 한국은 남베트남에 이어 미국 대외원조의 두 번째 수혜국이 된다. 
아시아재단, 포드재단, 한미재단, 록펠러재단 등 미국의 주요 민간재단도 문화냉전이란 목표 아
래 문화 영역에 집중적인 대한원조를 시행하였다. 군사원조를 주축으로 한 공적원조가 한미 간 
원조의 양적 확대와 운영의 자주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은 데 반해 민간재단의 원조는 
비정부, 비영리 원칙과 근대화, (자유)민주주의 확산에 초점을 둔 현지화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에 
원조프로그램이 비교적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었다. 물론 상당수 민간재단이 CIA의 재정적 지원
을 받으며 심리전을 대행한 문화냉전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외전략, 특히 일본을 정점
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 문화․학술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민간재단의 한국원조는 5.16쿠데타를 계기
로 원조의 지침과 방향을 전반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군사정부가 미국의 원조프로그램을 
부당한 내정간섭으로 간주했고, 원조가 부정부패를 야기한다는 판단 아래 정보기구(중앙정보부)
를 동원한 억압과 감시를 함으로써 한국 내 활동 자체가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군사정부와
의 우호적 관계를 조성하는 일이 필수불가결해진 것이다.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는 과정은 아시
아재단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21) 아시아재단은 박정희를 움직이는 것에서 해법을 찾았다. 박정
희의 미국방문 때(1961.11) 그를 아시아재단 샌프란시스코본부로 초청해 군사정부의 정책과 비
전을 피력할 수 있는 기조연설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별도로 박정희와 아시아재단이사장 로
버트 블럼의 단독면담을 마련해 박정희의 의중을 탐문한다. 미국의 대한원조, 일본과의 관계개
선, 민정이양 계획,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서의 책무 등에 대한 박정희의 입장을 듣고(박정
희는 경제재건 및 발전을 가장 강조했다) 아시아재단이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타진한다. 박정희와의 소통을 거친 뒤 아시아재단은 다양한 경로로 군사정부의 엘리트관료들과 

21) Park Chung Hee General Correspondence Folder, The Asia Foundation, Box No. P-277, 
Hoover Institution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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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해나가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을 밟는다. 그 결
과로 아시아재단은 재단의 목표와 박정희정부의 이해관계가 중첩된 전문외교관 양성과 교육(외무
공무원교육원 설립-현 국립외교원), 법(서울대 법학대학원 설치) 분야를 핵심프로그램으로 선택
하기에 이른다. 요약하건대 아시아재단은 이전 아래로부터의 현지화를 탈피하여 박정희정권과의 
유대에 바탕을 둔‘위로부터의 현지화 전략’22)을 통해 한국 내 활동의 유리한 입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시아재단의 학술지원프로그램에서 중국연구, 일본연구, 동남아연구 등 아시아
지역 냉전지역학 연구에 집중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아시아재단과 같은 전략 변경은 다른 미국 민간재단들에게도 해당된다. 여기에 민간재단들 간
의 협업시스템이 개설되면서 한국원조프로그램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미국의 지식공장으로 불리던 포드재단의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이하‘아연’)에 
대한 학술지원이다.23) 포드재단이 아연에 지원을 하게 된 배경은 애초 1961년 아연이 아시아재
단에 구한국외교문서총서 출간사업과 한국공산주의 연구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였고, 아시아재단
이 존 페어뱅크(하버드대 교수), 제임스 몰리(컬럼비아대 교수), 글렌 페이지 등의 자문을 거쳐 
타당성과 의의를 검토한 뒤 최종 승인과 함께 연구계약 체결까지 성사되었으나, 예상 밖으로 막
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재단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같은 시기 한국학 연구기관을 만들어 지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포드재단 또한 아연으로부
터 3대 연구계획, 즉 구한국외교문서 정리 간행, 한국의 사회과학적 연구, 북한연구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은 상태였다. 이후 포드재단은 아시아재단과 아연의 연구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스칼라피노 교수의 자문과 김준엽의 연구계획발표를 청문한 뒤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포드재단이 5.16후의 정세 속에서 북한연구 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아연이 수개월에 걸친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거친 뒤 한국에서 유일
하게 공산권연구허가를 받으면서 해결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1962년 8월 포드재단이 아연의 
3대연구계획에 대해 28만5천 달러의 학술 원조를 시행함으로써 북한연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에 이른다. 
 포드재단의 아연 원조는 북한연구뿐만 아니라 당대 학술계의 최대 난관이었던 재정문제와 이데
올로기적 제약을 해결함으로써 학술 연구가 진작되는 전환점이 된다. 재정적 취약성은 한국 학
술의 황폐화를 초래한 근원으로 1960년대 후반까지 연구비,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국제컨
퍼런스 참가, 저술 출판 등 학술활동이 대부분 외원(外援)에 의존해야만 하는 형편이었다. 국어
국문학회가 미국 민간재단의 지원으로 학회지를 근근이 발간했던 사례에서 보듯 국학연구조차 
국내에서 연구자금 획득이 불가능하여 외원으로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었다. 국학연구의 
주체성, 자주성 문제가 논란된 것도 이 때문이다. 아연의 경우로 한정해보면, 포드재단으로부터 
1차에 이어 1966년 구한국외교문서정리간행의 지속사업, 일제지배하의 한국연구, 북한연구, 현대
중국연구, 한국사상연구 등 2차 연구계획으로 18만 달러, 1968년 공산권연구, 한국 통일문제연
구 계획으로 20만 달러, 1971년 남북한, 중국, 일본 및 동남지역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로 20
만 달러 등 총 100만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계속 받게 되고, 아시아재단의 지역학연구 지원, 하

22) 안진수,「5.16군사정변과 아시아재단 사업방향의 전환」,『한국학연구』54,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9, 
188쪽. 

23) Education school & University-Korea University Asiatic Research center General Folder, 
The Asia Foundation, Box No. P-279, Hoover Institution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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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연구 지원 등 미국 민간재단들의 집중적 원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공
산주의연구기관, 아시아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포드재단 지원의 의의는 단순히 물적 원조에 그치지 않는다. 연구의 지속성을 바탕으로 연구주
제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해 한국학이 정립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북
한연구도 공산주의연구, 중국, 소련, 일본, 동남아 등의 지역학연구, 통일문제연구 등과 상보적 
결합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24) 또한 미국 내 공산주의연구, 한국학 연구를 선도하
고 있던 대학(학회), 학자들과의 접속을 통해 학술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북한연구를 세계적 지
평으로 확대할 수 있게 계기가 되었다. 포드재단은 아연 지원과 함께 1967년부터 <Research 
and training on Korea> 란 프로그램으로 하버드대, 워싱턴대학, 하와이대 등 한국학연구의 주
요 대학에 매년 5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기 시작했다(포드재단의 Annual Report 참조). 전후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역연구 및 비교연구의 정책적․학문적 필요성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포드재
단이 한미 한국학 연구를 접목시킨 것이다. 그것은 아연 주최 또는 미국 냉전연구기관과의 공동
주최의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구체화된다. 
 아연이 주최한 주요 국제컨퍼런스로는 학술의 유엔총회로 평가받았던 <아세아에 있어서의 근대
화문제>국제학술회의(1965.6.29.~7.3, 국내31명 국외32명 총 63명의 발표자와 7명의 외국인옵서
버 참가)를 비롯하여 <아세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문제>국제학술회의(1966.6.20.~24, 국내14명 
국외8명 총 22명의 발표자와 28명의 국내외옵서버 참가), 미국 한국학연구합동위원회
(SSRCACLS)와 공동 주최한 <한국의 전통과 변천>국제학술회의(1969.9.1.~6, 국내8명 미국9명 
총17명의 발표자), <한국 통일문제>국제학술회의(1970.8.24.~29, 국내31명 국외34명 총65명의 
발표자), <최근의 극동정세와 한국>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시리즈(1971.6.22.~7.8)(E.라이샤워, 
J.몰리, G.페이지, W.그리피스, G.벡멘, 김준엽) 등이 있다.25) 이 컨퍼런스들은 주제, 규모, 참가
국 분포 등 모든 면에서 당시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학술행사였고, 따라서 국내외의 파장도 매
우 컸다. 미국, 아시아, 유럽의 일부를 포괄한 명실상부한 국제학술대회가 가능했던 것은 포드재
단을 매개로 한 냉전문화네트워크 때문이었으며, 또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네트워크를 한층 
확대 강화하는 성과를 거둔다. 더욱이 국제학술대회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세계적 연구경향과 
(미국의)최신 연구방법론이 전파, 수용되는 경로로 작용하여 한국의 인문사회 각 분과학문이 체
계를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26)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제약에서 일정부분 벗어난 것은 북한연구의 획기적 전환점이 된다. 당시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는 반공법의(제4조) 저촉 대상이 된다, 또는 지상에서 모든 이데올로기가 
사려져야만 반공법이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이 말해주듯 한국사회 전반 심지어 인간의 영혼까지 

24) 포드재단의 북한연구 지원은 아연 뿐 아니라 대학부설 연구소에도 지원한 바 있다. 가령 1966년 고
대 행정문제연구소의‘북한의 행정과 법제 연구계획’(5년)을 지원했다. <북한의 관료제도에 관한 연
구>(이문영), <북한의 행정기능과 행정조직의 특징에 관한 연구>(정경모), <북한헌법의 이론과 실제>, 
<북한의 국제조약과 국제협정에 관한 연구>, <북한 신분법의 이론과 실재> 등 5개 주제였다. 중앙정
보부와 문교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25) 각 학술대회 연구발표 주제, 발표자, 토론자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亞細
亞問題硏究所 二十年誌』, 1977, 118~134쪽 참조. 

26) 김인수는 아연의 <아세아에 있어서의 근대화문제> 국제학술대회와 사회학 관련 제5섹션에 대한 분
석을 통해 이 국제학술대회가 갖는 의의를 한국 사회학(사회과학)의 시발점이자 모멘템으로 평가한 
바 있다. 김인수,「한국의 초기 사회학과 ‘아연회의’(1965)-사회조사 지식의 의미를 중심으로」,『사이間
SAI』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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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에 포획된 시대였다. 이데올로기적 폐색성은 한국이 세계에서 반공단체가 가장 
많은 국가라는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낳았고, 국민들을 오히려 반공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학술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념적 제약과 함께 엄혹한 사상검열이 상시적으로 작동하면서 아카데
미즘의 황폐화를 야기했다. 공보부장관이 추천한 반공전문가의 북한연구서적까지 반공법 위반의 
시비 대상이 될 정도였다. 북한연구, 공산주의 연구, 통일연구는 가장 대표적인 학문적 금기 영
역이었다. 북한연구가 가장 절실한 과제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백상태를 면치 못했던 것도 
이념적 제약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연이 민간에서는 유일하게 공산권연구기관으로 국가승인을 받
은 것이다. 5년의 노력이 포드재단의 원조를 계기로 결실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이념적 제약에
서 비교적 자유로운 공산주의연구와 연구의 연속성이 가능했다. 특히 북한 연구를 지체시키는 
최대 장벽인 자료 부족(자료접근성)이 해소된 것은 북한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요인
이 된다. 아연은 국내 및 국외 북한자료의 구입, 수집이 보장되었고, 중앙정보부 보유 특별자료
까지 제공받았으며 전향자들의 면담도 허락되었다. 1970년대 초까지 국내자료조차 일반인은 물
론이고 학자들도 개인 열람이 불허되었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아연은, 비록 일정한 한계와 제약
이 있었더라도, 북한연구에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셈이다. 
 그렇다면 박정희정권은 왜 아연을 공산주의연구기관으로 승인했으며, 나아가 공산주의 연구와 
북한 및 통일연구를 적극적으로 후원했을까? 그것은 박정희정권의 통치술, 즉 반공개발동원전략
과 관련이 깊다. 박정희정권은 집권 초 한국 중심의 동아시아지역구상을 입안하고 동아시아반공
동맹체(집단방위체제) 구축을 목표로 냉전외교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이승만의 동아
시아지역구상, 즉 1954년 발족된‘아시아민족반공연맹’(APACL)과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아시아
반공진영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위기국면을 돌파하려는 의도였다. 아시아국
가, 특히 일본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지지부진하다 베트남전 참전 결정을 계기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1966년‘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창설로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회원국으로부터 베트남 참전, 한국의 統韓원칙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 의
도한 집단방위체제 결성과는 거리가 먼 사회문화협의체 수준에 그쳤다.27) 
 그런 한계 내에서도 박정희정권은 APACL조직(27개 회원국과 30개국 옵서버)을 장악해 아시아
반공연대를 선도하려는 노력을 강화했다. APACL의 국내조직으로 발족된 한국아시아반공연맹을 
공보부로 이관, 법정기구화 하고 한국반공연맹으로 개칭한(1963.12) 뒤 대내외 프로파간다를 총
괄하는 아시아민간반공운동의 구심체로 발전시킨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반공연맹은 산하에 
13단체 단체를 총괄하는 한국 최대의 반공단체가 되었다. 아울러 한국반공연맹 산하에‘자유센터’
를 설치해 이를 거점으로 아시아반공연맹을 세계반공연맹으로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공산주의문
제연구소’발족과(1967) 북한실정에 밝은 북한전문가 50명으로 ‘북한학회’를 운영해(1968) 북한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승공담론 개발, 계몽선전운동을 주도해나간다.28) 동백림사건 후
에는 자유센터를 매개로 재일조선인, 해외 유학생, 파견기술자들을 대상으로 반공선전 사업을 강
화시켰다. 한국반공연맹은 중앙정보부 부설 북한문제 연구기관인‘국제문제연구소’,중앙정보부 심

27) ASPAC의 결성에 대해서는 조양현,「냉전기 한국의 지역주의 외교-아스팍(ASPAC)의 설립의 역사적 
분석」,『한국정치학회보』42-1, 2008 참조.

28) 한국반공연맹의 반공프로파간다는 언론기관과의 공조 하에 국민운동 차원으로 추진하는 특징을 보인
다. 가령 동아일보사와 공동으로‘간첩색출민간인 희생자가족 돕기 운동’(1967.8), ‘반공사업기금조성운
동’(1968.2)을 범국민적 반공운동으로 전개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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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단체인‘북한연구소’(1971.11 창립)와 함께 관변적인 북한연구를 이끈 쌍두마차가 
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앙정보부(김종필)가 주도한 이 과정에서 아시아재단과의 교섭과 갈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시아재단 APACL폴더를 살펴보면,29) 아시아 역내 교류와 
연대를 중시했던 아시아재단은 APACL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부
합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관변단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시아인의 
반공감정을 조성하고 고무하는데 유용하다는 아시아지부들의 지원 필요성 의견을 일축한다. 특히 
APACL한국본부가 자유센터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UCLA, 아시아재단 등에 계속 원조를 요청했
으나, 아시아재단은 중앙정보부의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며 돈을 받으려는 것보다 아시아재단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APACL를 미국사회(인)에게 홍보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해서 관여하지 않게 된
다. 
 5.16쿠데타 후 군부세력은 정권획득을 정당화하고 對사회적 지배력을 확보하는 과제가 급선무
였다. 혁명공약, 즉“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
를 재정비 강화한다.”(1항),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5항)에 천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군부세력은 수세적, 방어적 반공에서 
벗어나 승공위주의 공세적 반공주의동원 전략을 구사했다.30) 북한의 공격적인 대남정책, 특히 연
방제통일방안의 공식적 제안(1960.8), 조선노동당제4차대회에서 채택한 강경한 대남전략(3단계 
혁명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4․19혁명의 시공간에서 분출된 다양한 진보적 통일론을 제거
할 시급성이 이를 더욱 강제했다. 중앙정보부의 설치(1`961.6) 및 반공법 제정(1961.7)과 민족일
보사건이 그 시작이었다. 이 시기 CIA는 박정희세력이 한국 내치의 완전한 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한 있다(1962.4.4. CIA기밀문서-안진수). 이런 맥락에서 공산주의 및 북한에 대한 이
론적,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산주의(북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 창출될 수 있었다. 아연의 공산권연구기관 승인이 가능했던 이유이다.  
 군사정부의 반공시책은 정부조직법 개정(1961.6.21.)을 통해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공보부가 관
장했다. 중앙정보부와의 공조시스템 하에 공보부가 대공심리전의 센터가 되어 대내외 선전전, 심
리전 업무를 총괄, 조정했다. 조사국이 반공시책과 선전 자료의 생산과 홍보를 전담했는데, 자료
의 수집과 분석, 사회조사방법론에 의한 반공, 북한, 통일의식 조사, 선전 자료의 제작과 배포 
등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보기구 외에 국가기관에 의한 공산주의관련 자료 수집이 이
때부터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료 수집의 범위는 북한을 비롯해 공산권국가 전체가 대
상이었다. 그런데 공보부의 심리전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승공이론의 개
발이 요구되었다. 공보부는 외곽단체를 통해 이를 해결한다. 그 대표적인 외곽단체가 내외문화사
(공산권문제연구소)이다. 월남지식인, 귀순전향자들이 주축이 된 공산권문제연구소(한재덕 소장)
는 공보부의 재정적 지원 아래 학술적이면서 계몽적인 공산주의비판을 표방한 승공이론 개발과 

29) US & International Conference-Asian People Anti Communist League(APACL), The Asia 
Foundation, Box No. P-014, Hoover Institution Archives; Korea-Organization Asian People 
Anti Communist League(APACL) July 1962, The Asia Foundation, Box No. P-277, Hoover 
Institution Archives.

30) 군사정부는 <혁명 2년간의 반공의 발자취>(1963.10.14.)란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자신들이 시행
한 반공시책의 성과를 홍보한 바 있다. 제시한 주요 성과로는 민족일보사건으로 용공세력 제거, 반공
법 제정을 통한 반공체계의 확립, 월남귀순자에 대한 원호조치로 인한 귀순자의 대량 증가, 대공심리
전의 강화, 반공프로파간다의 강화, 전파심리전의 체계 수립, 민간단체의 활동 진작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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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하는데,『공산주의이론과 현실 비판전서』(전6권, 1963~65), 내외문고시리즈(전
31권, 1961~69) 등 양과 규모가 방대했다. 중요한 것은 이를 계기로 북한을 체험한 지식인들이 
북한연구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는 점이다. 잠재적 불온분자로 취급되어 블랙리스트(1958년 월
남교수명단)에 올라 감시와 통제를 받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 전개된 것이다. 바로 이들에 
의해 북한연구가 주도되면서 경험주의적 북한학이 일 주류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정부 주도의 북한연구는 세계 냉전체제가 데탕트 국면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한반도 분단을 둘
러싼 대립구도가 동서 진영대결에서 점차 남북 간 체제경쟁으로 이행되어가는 흐름에 대응하여 
통일연구로 확대된다. 남북한 정권 모두 체제경쟁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체제우월성 경쟁이 
격화되었고, 그것이 국제무대에서의 외교 경쟁과 더불어 체제확산 경쟁으로 발전되면서 한반도는 
1960년대 말 심각한 군사적 긴장상태가 조성되었다.31) 이 같은 첨예한 체제대결 국면에서 통일
론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사회문화적으로 선건설후통일의 기조와 유엔통일안 
이외에 일체의 통일논의가 금압되고, 황용주 필화사건(1964)을 계기로 통일담론이 공론의 장에서 
완전히 봉쇄된 상태에서 정부가 통일론을 다시 점화시킨 것이다. 
 정부에 의해 시도된 최초의 통일문제 연구는 외교연구원의 統韓白書 작성 작업이었고, 이 백서
가 국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일백서(전문 765쪽)를 채택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통일백서
에 의거해 통일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마련된(1968.7) 뒤 통일연구와 홍보를 전담
하는 국토통일원이 설립된 것이다(1969.3.1). 정부의 통일마스터플랜이 비로소 마련된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통일원의 성격논쟁, 즉 통일촉진의 집행기관/통일에 관한 종합적 연구기관
인가를 둘러싼 논란으로 국토통일원 설치가 지체되었는가 하면, 북한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의의
가 강조되었다. 제대로 된 북한연구가 선행되어야 통일연구의 의의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통일론의 촉성으로 인해 북한학의 위상과 그 가치가 증대된 것이다. 더욱이 국토통일원이 통일
방안을 탄력성 있게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면서 정부의 통한원칙의 틀 안에서나
마 그동안 금기시되던 한국통일문제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보장되었고, 동아일보사부설 안보통일
문제연구소(1968),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1969) 등 통일문제 및 북한연구기관이 속속 발족하게 
된다. 통일론이 학계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면서32) 북한학이 촉진될 수 있는 전기를 맞이한 것이
다. 1970년대 초 미중관계 개선과 데탕트의 본격적 도래에 따른 한반도질서의 유동 속에서 남북
화해국면과 위기국면이 교차되는 정세 변동에 따라 통일론이 촉진/제약되는 과정을 밟는다.     
  
 당시의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했다. 1964년 공보부의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2.5~12)의 남북통일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유엔감시하의 총선거
(23.4%), 남북협상(16.3%) 순으로 응답했으나 모르겠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웠다(47.7%). 같은 
해 동아일보사의 전국여론조사에서도(12.14~18) 유엔감시하의 총선거가 41%로 압도적 다수였으
나, 남북협상이 19%, 모르겠다는 응답이 28%였다. 1968년 남북긴장이 고조된 시기 공보부의 
<반공시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4.2~11)에서는 국민의 최대관심사가 물가고였으며(57.7%) 전쟁
위협(북한의 남침)에 대한 우려는 14.2%였다. 또 남북통일가능성에 대해서는 50.9%가 가능하다

31) 1960년대~1970년대 초 데탕트 국면에서 한반도 분단의 내재화 과정과 그 역학구도에 대해서는 홍석
률, 앞의 책, 제3장 참조.

32) 「종장의 문턱서 되돌아본 60년대(8) 학계」,『동아일보』, 1969.12.4. (한)국학, 개발론, 통일론을 당대 
학계의 대표적인 연구 의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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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으나(불가능은 22.0%) 모르겠다는 의견도 25.4%에 달했다. 통일의 시기에 대해서는 
65.8%가 엔젠가는 달성될 것이라고 응답해 통일에 대한 막연한 전망을 가질 뿐이었다.33) 국토
통일원이 발족된 뒤 곧바로 실시한 통일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절대다수인 90.61%가 통일을 열망
했고(현상 유지;6.21%), 통일방안으로 전통적인 유엔통일방안에 대한 지지율이 31.9%에 그쳤다
(모르겠다;23.7%, 무력통일;12.8%, 현 상태 유지;10.3%, 남북협상;9.5%, 중립국 감시;8.3%). 통
일 시기에 대한 전망은 모르겠다가 40.5%, 10년 내 가능이 39.5%으로 불투명한 전망이 우세했
다.34) 지식인들은 대체로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지식인(교수, 언론인) 1,515명
을 대상으로 한 지식인의식조사(1966.10~11)에서, ‘근대화의 전제조건으로’공업 및 과학기술의 
발전(17.16%), 남북통일(12.28%), 장기적 경제계획(11.22%), 정치적 안정(11.2%) 순으로 인식했
고, ‘한국대통령의 제일차적 업무’로 국민생활의 안정(23.7%), 경제성장 및 공업화(20.0%), 부정
부패 일소(21.98%), 민족통일(12.54) 등을 선택했다.35) 통일과 근대화 문제를 결합시켜 인식하는 
가운데 통일을 근대화의 필수 요건으로 간주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근대화(경제개발)를 접점으로 
학계와 정부의 개발주의 명분이 합치되었던 것처럼 민족통일을 접점으로 양자가 결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배태되고 있었다.
 이러한 통일여론, 특히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무관심은 통일에 대한 교육, 홍보, 연구
의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하면서 북한학 및 통일연구가 진작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
기가 조성된다. 다만 그 방향이 대체로 知彼知己勝共에 입각한 통일․안보의 차원에서 논리 개발
과 반공 계몽, 대중 동원으로 전개되었다. 이를 주도한 것이 중앙정보부, 공보부 등의 국가기관
과 한국반공연맹과 같은 관변반공단체들이다. 중앙정보부 심리전국의 외곽단체로 설립된 북한연
구소와 기관지『북한』(1972.1 창간)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아연의 북한학과 통일연구가 돋보인다. 아연이 3차에 걸친 포드재단의 원조
를 받고 수행한 연구계획을 보면 북한학 연구의 체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 제1차 연구계획
(1962.9~65.8)은 공산권연구 가운데 특히 북한에 관한 기초적 연구에 치중한 기반 조성의 단계
였으며, 1965년부터는 중국․북한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문제를 포함시켰다. 제2차 연구
계획(1965.9~68.3)은 동남아지역의 공산주의운동에 관한 연구와 북한연구에 필요한 자료집의 편
찬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연구를 특화했다. 1966년부터는 처음으로 북한학에 관한 강좌(북
한연구세미나)를 매주 개최했다. 제3차 연구계획(1968.4~1971.3)은 통일문제연구로만 짜였는데
(20만 달러), 북한, 중국, 기타 공산국가 연구를 한국 통일문제연구를 중심으로 집성하여, 이론적
인 기초연구, 통일에 대한 국민 태도에 관한 서베이 연구, 미래학을 적용한 통일방법 연구 등을 

33) 참고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김일성의 독재정권(28.5%),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22.3%), 모르겠다(21.%) 순으로 대답했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독재(82.6%), 무력침략(7.3%) 순으
로, 북한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남한보다 못하다(82.6%), 비슷하다(3.4%), 더 낫다(1.5%) 순으로, 국민
의 반공사상 고취의 최선책은 귀순자 순회공연(37.9%), 학생의 반공교육(27.1%), 계몽방송(9.0%) 순
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34) 이 여론조사는 통일의 가능성,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 남북 간 교류, 통일방안에 대한 입장 
등 통일의식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최초의 사례다. 서신교환(불가;52.1%, 가능;24.8%), 친지방문(불
가;63.7%, 가능;14.2%) 등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통일이 안 된 책임으로는 북한
(65.96%), 모르겠다(22.69%), 공동 책임(2.38%), 한국(2.38%) 순이었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두고 
보수언론이 특히 주목한 것은 남북협상안에 대한 지지율이 9.5%로, 점차 하향 추세를 보이나 여전히 
10% 내외로 존재하는 지지자(용공분자)에 대한 경계와 함께 통일안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다.  

35) 홍승직,『지식인의 가치관 연구-한국인의 근대화태도 분석』, 삼영사, 1972, 통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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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했다. 세부 연구주제는 실태 연구로‘조선노동당의 지도체계와 조직’을 비롯해 북
한관계 15건, 중국관계 5건, 통일문제연구로 국․내외 9건 등이었다. 일본의 조총련도 연구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북한연구에서 처음으로 문화 연구를 포함시켰다. 3차 연구계획의 결과를『한국공산
주의운동사』시리즈(김준엽․김창순) 등 20권 이상의 단행본으로 순차 출간하고, <한국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1970.8.24.~29) 개최를 통해 통일론의 이슈화와 함께36) 연구 성과를 국내․외로 전
파함으로써 학문적으로 한국통일연구가 비로소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37) 이후 박정
희정권의 공산권개방외교정책(1973년‘6․23선언’)의 추진에 대응하여 통일문제연구가 소련 및 동
구권 연구로 확대되는 과정을 밟는다. 
 요약하건데 아연의 북한연구는 공산권(주의)연구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북한학을 분과학문으로 
전문화하고 이를 다시 한국통일문제연구로 집성하여 북한학의 학문적 위상을 정립하는 동시에 
북한학의 외연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바탕으로 북한학의 성격과 발전방향을 정초하는데 크게 기
여했다고 볼 수 있다.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를 떠나 현재 북한학의‘학’적인 테두리가 아연에 의
해 비교적 일찌감치 마련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과정 전반이 앞서 살
펴보았듯이 포드재단의 원조, 박정희정권의 협조, 남북한 적대적의존관계의 파열/봉합에 따른 북
한 및 통일연구의 시대적 요청과 이에 부응하려는 지식인들의 학술적 참여 등이 결합되어 가능
했다. 그 저변에는 냉전(냉전체제의 동태적 변동)이라는 질료가 관통하고 있었다. 포드재단이 아
연의 공산권연구를 지원한 일차적 이유도 북한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였다. 북한학은 냉전에 의해 탄생하고 냉전을 동력으로 해서 냉전지역학으로서의 학문적 정체성
을 확립했던 것이다. 냉전의 산물인 한반도분단이라는 조건이 지금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
히려 신냉전의 조성으로 협착해진 동아시아질서에서 북한학의 전망을 모색하는데 1960년대 북한
학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냉전의 최후 대치현장인 판문점에서 세 나라 정상의 서로 다른 상
상력이 교차되는 장면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원코리아’라는 비전이 
묵직하게 느껴진다.  

3. 1960 북한연구의 체계와 논리

 1960년대 북한연구 기관으로는 중앙정보부 관할의 <국제문제연구소>와 <북한연구소>,  공보부
의 외곽단체인 <내외문제연구소(공산권문제연구소)>, 한국반공연맹의 <공산주의문제연구소> <자
유센터>, 아세아문제연구소가 대표적이다. 국외로는 일본의 <조선문제연구소>(좌익계), <민족문
제연구소>(중립계), <일본조선연구소> 등이 있었으나 프로파간다의 목적이 농후했고, 미국은 포
드재단의 지원 아래 (비교)지역학의 차원에서 10여 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가 본격적으

36) 이 학술대회는 한국통일문제를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국제학술회의였다. 제1의제;한국통일의 국제
적 환경(합동분과회의 및 3개 분과별 총 11명 발표), 제2의제;한국통일의 내적 조건(합동분과회의 및 
3개 분과별 총 26명 발표), 제3의제;한국통일방안의 검토(1)(합동분과회의 및 3개 분과별 총 14명 발
표), 제4의제;한국통일방안의 검토(2)(합동분과회의 및 3개 분과별 총 13명 발표) 등이었다. R. 
Walker, J. Morley, H. Michael, G. Ginsburgs, R. Staar, H. Passin, Z. Brzezinski, H. Hinton 
등 미국학자를 비롯해 일본, 홍콩, 인도, 베트남,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독일, 재외한국인학자 등 
해외 한국학(동아시아) 전문가 32명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37) 「본 궤도에 오른 한국통일 연구」,『동아일보』, 196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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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되면서 북한연구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북한학은 R. 스칼라피노(캘리포니아대), G. 
페이지(프린스턴대), 재미학자(서대숙, 이정식, 김일평 등)를 중심으로 막대한 연구비, 연구주제의 
자유, 자료의 확충을 발판으로 빠르게 도약한다. 1960년대는 국내외적으로 북한연구의 생성 단
계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거론했듯이 당대 북한연구의 최대 관건은 이데올로기적 제약과 자료 문제였다. 이데올로
기적 제약은 북한연구의 기회 자체를 봉쇄하였고 반공적인 북한담론조차 사상검열로 억제함으로
써 북한연구를 금기 영역으로 고착시키는 주원인이었다. 그러나 5․16직후부터 국가권력의 자발적 
협조, 그보다는 냉전체제의 변동과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한반도질서의 객관적 조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데올로기적 제약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킴으로써 북한연구에 숨통이 트일 수 
있었다. 이런 추세가 통일론의 정략적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가속되었다. 1948년 8월 분단이 제
도화되기 이전부터 북한에 대한 접근과 인식은 이데올로기에 철저하게 종속되었고, 그 종속성이 
확대․강화일로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38) 1960년대 초의 부분적 해제는 북한연구의 또 다
른 이데올로기성을 조장한 바가 없지 않으나 그 자체로 획기적인 연구 기반이 되었다는 것은 분
명하다. 
 또 이데올로기적 제약으로 자료적 접근이 봉쇄되어 북한자료의 절대적 빈곤을 야기함으로써 북
한연구의 기초가 취약했던 불구적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한 것도 북한연구를 추동한 바탕이었다. 
국가기관과 민간이 동시적으로 착수한 국내외에 걸친 북한자료 수집, 특히 자료취급 허가를 받
은 민간기관이 수집한 북한자료가 규모와 체계를 갖춘 자료집 형태로 출간, 보급되면서 실질적
인 북한연구가 가능해졌다. 공산권문제연구소의『북한연감』(1968, 1,500명의 북한인명부, 북한사
용 술어사전, 22년간의 북한일지 등), 아연의『북한연구자료집』(1969, 1945~50년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등에 관한 기본자료(文件) 집성), 『북한법령연혁집』(1969, 1945~50년 북한의 공포된 
법령 및 결정서․포고와 규칙 등을 망라해 집성) 등이 있으며,39) 1960년대 후반 통일론이 부각되
면서 설치된 민간연구소들의 자료집, 가령 동아일보사 안보통일문제조사연구소의『안보통일기본자
료집』(1971),『70년대의 남북한관계』(1972), 『안보통일문제기본자료집:북한편』(1972, 로동신문, 근
로자 등을 토대로 원문을 그대로 수록) 등이 속속 발간된다.‘불온외국간행물 수입규제완화 조
치’(1971.11)에 의해 불온간행물을 취급 열람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국헌문란’의 저촉 기
준도 대폭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연구소의 안보통일관련 자료집은 대체로 비매품이었고, 북
한관계비밀취급이 인가된 기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보급되었다.40) 이렇듯 북한자료가 점차 축

38) 일례로 1947년 자주적민족통일의 지향 속에서 변화하는 북한현실에 대한 자료적 집성과 정당한 북
조선인식을 의도한 대표적인 북한연구서인『북조선의 현상과 장래』(김기석 편, 조선정경연구소, 
1947.1)는 당시 정파적 지형을 반영해 민족진영(우익), 공산진영(좌익), 중정진영(중도) 등 세 입장의 
자료 및 북한이해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단행본을 구성해서 출간할 수밖에 없었다(그래야 출간이 가능
했다).

39) 그 외『북한연구자료집Ⅱ』(1974, 1950~56년까지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 등에 관한 중
요한 기본자료 집성), 김남식 편,『남로당연구자료집 Ⅰ․-Ⅱ』(1974, 1945~1953년 남로당관계 諸자료
(문건)를 수집 집성, 1집은 남로당계 신문, 잡지, 연감 등에서 발췌한 기본자료 92편을 수록, 정리했
으며, 2집은 남로당계의 각종 회의록 및 논문집, 사건실록 등에서 발췌한 자료 8편을 수록 정리) 등
이 있는데, 모두 포드재단에 신청한 연구계획과 그 지원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수행한 자료 수집의 
결과물이다. 

40) 이 조치로 인해 불온간행물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은 공산권에 관한 학술연구조사가 필요한 국가기
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언론기관으로 확대되고 종래 일률적으로 수입 금지했던 좌경출판사나 좌
경저자 또는 비적대 공산국가에서 간행한 도서라도 그 내용이 비정치적, 비사상적인 것으로서 유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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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기준, 아연은 4,600종의 전문서적 및 간행물, 간행물의 4배를 수록한 마이크로
필름, 공산주의문제연구소는 학술서적 4천권 소장 등(『경향신문』,1971.11.27)- 해외 북한연구자
들이 국내에서 수집한 북한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여전히 불충분했으나 총량적 차원에서 북한자료 및 정보의 생성과 확대는 북한연구의 지형을 
왜곡시키는 또 다른 문제적 결과를 낳았다. 먼저 자료의 독점화/빈약의 극단화로 북한연구의 제
도적 외연 확대가 저지되는 동시에 북한담론 및 북한연구의 편파성을 조장시키는 원인이 된다. 
국가의 정보기관, 심리전기구의 정보독점화와 비공개 그리고 특정단체로의 선별적인 (특수)자료 
제공은 지피지기승공이라는 대전제 아래 관민합동의 승공프로파간다카르텔을 형성한다. 이 카르
텔을 대표하는 것이 공산권문제연구소와 한국반공연맹이다. 월남지식인, 귀순전향자 등 북한(서
북)출신 인사들이 주도했다. 공산권문제연구소는 해방 후 평양인민정치위원회 위원, 북조선문학
예술동맹 서기장,『민주조선』의 주필(김일성의 직속기자) 등 요직을 거치고 친선공작임무로 일본
에 파견된 뒤 1959년 귀순 전향한 한재덕이 주재한 공보부외곽단체이다. 공산권문제연구소는 월
남 반공이데올로그들(양호민, 강인덕, 오제도, 이명영, 최광식 등)을 결집시켜 주로 공산주의이론 
연구와 승공담론 개발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 기조는 철저한 경험주의적 북한연구였다. 이론연구
의 결과물인『공산주의이론과 현실 비판전서』(전6권)는 북한체제의 성립초기를 주 대상으로 북한
정권의 반민족성을 고발하는데 주력했으며, 대내외 선전용으로 기획한 내외문고시리즈(전31권) 
또한 북한정권의 형성, 북한의 대남전략, 포로 및 귀순자 수기 등을 통해 북한정권의 실체를 폭
로, 고발하는데 초점을 맞춰 이전과 다른 북한에 대한 적대 이미지를 재현해낸다.41) 공보부의 
대공심리전 수행에 이론적인 뒷받침과 함께 이를 대행하는 역할을 했다. 
 가장 두드러진 카르텔은 한국반공연맹이다. 한국아세아반공연맹의 주관업무를 외무부에서 공보
부로 변경하고(1961.11), 김종필의 주도로 한국 내 반공단체들을 모두 규합하여 단일한 민간반공
기구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아시아반공조직의 거점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며 한국반공연맹은 대
내외적인 반공세력의 총집결지가 되었다(중앙정보부장이 고문의 일원으로 개입). 한국반공연맹의 
규모와 활동영역은 방대하다. <자유센터>을 설치해 반공영화, 뉴스제작 및 전국 순회, 선전책자 
출간, 북한규탄 대회 및 귀순자강연회 수시 개최 등 계몽선전사업,42) 민간인희생자 원호사업, 매
년 천 명 이상의 반공지도자교육 실시 등의 교육훈련사업, APACL과 세계반공연맹(WACL)의 이
니셔티브를 활용한 국제반공외교사업, 별도의 연구기관, 즉 <공산주의문제연구소>(1967)와 <북한
학회>(1968)의  자체 운영에 바탕을 둔 조사연구 사업 등 전 방위적이었다. 특히 조사연구 사업

학술 및 기술서적인 경우에는 수입업자를 지정, 일반시판을 위한 수입까지 허용했다. 단, 중앙정보부
장의 승인을 얻어야 했고, 문학예술작품은 적용되지 않았다. 국헌문란의 저촉 완화는 항상 인용 보도
되는 북괴의 호칭 및 직위 정부 또는 국호, 자유진영 대비 찬양하지 않은 공산국가의 발전상 소개 기
사, 북괴를 찬양 보도하지 않은 기사, 단순한 공산수뇌의 사진, 화보와 공산서적의 광고 등은 그 내용 
삭제를 지양하며, 외국간행물의 수입절차와 서적 등도 대폭 간소화해 외국간행물의 수입에 원활을 기
하도록 했다. 

41)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한재덕,「김일성을 고발한다」연재(『동아일보』, 1962.5.4.~8.13, 82회)이다. 
김일성의 죄악을 부각시킨 이 연재물은‘가짜김일성론’의 자료적 근거가 됐다.『공산주의이론과 현실비
판 전서』의 별책부록으로 포함된다.     

42) 대중동원의 하이라이트는‘북한세균전획책 규탄대회’로(1970.2.5., 남산야외음악당), 한국반공연맹 서
울시지부가 주최한 이 범시민궐기대회는 근거가 없는 북한의 세균전 획책을 명분으로 40여 만 명의 
대중을 동원했다. 1951년 북․중이 미군의 세균전을 심리전 전략으로 활용해 세계적인 반향과 선전효
과를 거둔 것의 경험적 역이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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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덕, 김창순(1948년『민주조선』임시부주필) 등 월남지식인들을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북한문
제세미나, 심포지엄, 대중강연회를 통해 북한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해 승공이론 개발을 체계적
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그 결과물을 반공백서, 연구서(『공산주의 이론과 실제』, 1968), 각종 승공
독본, 기관지『자유』(『자유공론』으로 개칭) 등으로 출판 보급시키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가장 강
력한 반공단체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해나갔다. 
 그런데 한국반공연맹의 조직 및 활동에서 특기할 사항은 종교계가 처음부터 일정 지분을 갖고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한경직이 이끈 서북출신 기독인단체인‘한국기독교연합회(KNCC)’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한경직은 초대 이사진의 일원이었다. 장로교반공연합체인 KNCC의 적극적인 
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방직후 조선민주당과 서북청년회를 중심으로 반공투쟁의 전위대
였던 서북출신 월남기독교인들이 한국전쟁을 거치며 구호물자, 전쟁고아사업을 기반으로 정치적 
세력으로 급부상하자 이승만으로부터 견제를 받기 시작했고, 용공세력으로 공격까지 받았다. 이
러한 시련은 5.16직후 급반전된다. 쿠데타세력에 서북청년회 출신이 많았고, 특히 한경직이 5.16
직후 박정희에 대한 미국정부(미국인들)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기여한 것을 계기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KNCC의 한국반공연맹의 참여는 그 일환이었다. 한국반공연맹이 KNCC의 반공
투쟁의 새로운 거점이 된 것이다. 또 한국반공연맹은 KNCC의 국제적 네트워크(WCC)를 통해 세
계반공조직의 주도권을 확대․강화할 수 있었다. 배타적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승공주의의 사상적 
결합을 바탕으로 축조된 종교, 정치, 반공의 공고한 유대는 종교 세력이 사상전의 전위이자 남북 
체제경쟁의 가장 전투적인 집단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되었다.43) 생래적, 맹목적, 진영론적 승
공주의로 무장한 한국기독교회의 막강한 영향력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북한자료의 독점과 이를 기반으로 생산된 북한연구는 학문적 연구와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중
앙정보부의 심리전을 수행한 <국제문제연구소>(조성식, 김인홍, 이종구, 김진승, 박승렬 등이 참
여), 또 심리전의 외곽단체로 발족한 <북한연구소> 창립(초대 이사장:오제도)과『북한』창간
(1972.1),『북한학보』창간(1977.1) 등 1970년대 북한연구소의 일련의 연구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
다. 중앙정보부, (문화)공보부의 지원과 영향력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다. 자료접근성이 배제된 
상태, 그래서 더더욱 추상적 관념과 간접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생산된 수많은 북
한담론(연구)도 추상적인 북한인식을 양산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국가 주도의 프로파간다 시
책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44) 북한자료에 바탕을 둔 초보적인 기초연구 단계에서부터 정책적 
뒷받침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현상은 북한연구가 지닌 이데올로기성을 적극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이후 북한연구가 또 다른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으로의 거듭된 반복적 교체를 예비한 것
이다.
 그럼에도 본고가 이 같은 북한연구에 주목하는 것은 이 부류의 연구가 초래한 영향이 크고 또 
장기 지속적이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험적’반공에서‘이론적’승공으로 북한

43) 한국전쟁 이후 기독교와 정권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윤정란,『한국전쟁과 기독교』, 한울, 
2015, 제2부 참조. 

44) 일례로 한국반공연맹의 <공산주의제연구소>가 1967년부터 실시한 북한문제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여
한 김태길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가 맡은 주제는‘북한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인데, ‘북한사람들의 가
치관 내지 행동양식을 직접 관찰할 수 없는 현실은 어쩔 수 없지만, 읽을 수 있는 문헌조차 극도로 
제한되어 궁여지책으로 북한작가가 쓴 10편의 단편소설을 읽고 그 가운데 나타난 가치관을 분석하거
나, 월남인사들에 대한 인터뷰, 외국여행작가가 쓴 북한기행문을 기초로 정리했다’며 북한에 대한 접
근과 연구의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부실한 북한연구」,『경향신문』, 196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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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전환을 추동했다. 5.16이전까지 반공담론은 자유진영/공산진영의 진영 대립구
도에서 생성되었으며, 용공, 타공, 반공, 멸공 등 대체로 수세적, 방어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이 담론들의 자원은 주로 소련, 중국 등의 공산주의 체험, 북한통치의 체험(한국전쟁기 적치의 
경험 포함)이었다. 그 원초적이고 강렬한 경험이 (전시)월남인, 부역자들이 생산한 각종 증언, 수
기를 통해 공산주의(북한)에 대한 특정이미지를(반윤리적, 반인륜적) 재현하면서 공산주의(북한)에 
대한 공포와 적의를 고취시켜 반공을 내면화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양적 비대화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체계화가 불비하였고 사회대중적 전파 및 수용 또한 고립 분산적이었다. 더욱이 진영론
의 득세로 북한은 소련의 괴뢰로 치부되었고 따라서 북한의 존재를 독자적 실체로 접근한 연구
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여지가 협소했다. 
 그러한 동향은 5.16을 계기로 바뀌게 된다. 쿠데타세력은 집권 초기부터 공세적인 승공을 천명
하면서 남북 체제경쟁에서 확실한 힘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선건설후통일론의 기조 하
에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반공에 
대한 재구성, 즉 지피지기승공(론)을 통해 사회적 규율과 통제를 억압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국민
동의기반을 확충하는데 진력했다. 이런 맥락에서‘북한’의 실체에 대한 연구가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승공프로젝트와 결합하여 프로파간다의 정책적, 이론적 자양분으로 활용
된 북한연구들을 관통하는 논리는 북한은 적대의 대상, 경쟁의 대상, 극복의 대상이라는 해석의 
틀이다. 이 규범적 틀 속에서 북한연구는 조악하나마 이론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경험적 반공담론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었다. 한재덕, 김남식 등 한국전쟁 
후의 귀순자들 및 남파간첩들의 증언들, 신상초, 이철주, 오기완, 한교석 등의 북한체험기들, 이
전에 출판된 수기, 증언집의 집성과 재출간 등 경험적 북한담론의 과잉이 초래된다. 반공상업주
의(반공업자)의 횡행이 문젯거리가 되기도 했다. 특히 귀순자들의 북한담론(재현)은, 당시 반공사
상 고취의 최선책으로 귀순자의 순회동연을 우선적으로 꼽았던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승공프로파간다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45) 남정현의 분지필화사건 재판에서 남
파간첩이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 같은 경험적 반공담론들도 체제(이데올로기적) 
우월성을 선전하는 기관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생산, 전파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적대를 고취시키
는 가운데 승공 이론화의 자원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1960년대 이론적 승공에 의해 주조된 북한 
이미지는 이후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지배적으로 관철되었다.
 이 같은 북한연구의 주류적 경향과 달리 아연의 북한연구는 당대 아카데미즘 안에서 북한학의 
성립 가능성을 시현했다. 아연은 냉전의 주변부였던 아시아가 냉전의 격전장으로 부상한 1950년
대 후반 아시아의 후진성 및 냉전과 탈식민과제가 중첩된 냉전아시아의 보편적 현상에 주목하면
서“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의 힘으로”라는 이른바‘아시아주의’를 표방하며 창설되었다(1957.6). 
이때 아시아주의는 아시아를 하나의 동질적 존재로서 구성했던 서구 제국의 시각과 달리 아시아 
각국의 서로 다른 역사와 현실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려는 태도였으며, 이에 아연의 학술의제는 
아시아의 근대화와 공산주의문제로 설정된다. 이 학술의제가 포드재단을 비롯해 아시아재단, 하
버드대옌칭학회, 미국사회과학연구회(SSRC)의 지원(물적 원조, 네트워크, 국제컨퍼런스, 자료 제

45) 귀순자가 한국에서 재현되는 방식에 대한 고찰은 임유경,「북한 담론의 역사와 재현의 정치학」,『상허
학보』56, 2019, 참조. 1962년 12월 공작원으로 남파된 후 1964년 귀순한 김남식은(자강도 선전부장) 
초기에는 북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활용되었고,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노예의 언어로 말하고 
써야 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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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학문연구의 차원에서 실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1962~71년 아연의 학술연구 기획은 아시아의 근대화와 공산주의연구를 모토로 북한연구, 한국연
구, 중국연구, 일본연구, 동남아연구 등 아시아지역학 연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내적 체계를 
지녔다. 따라서 아연의 북한연구는 냉전아시아 지역학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한국통일문제연구로 
연계, 확장되면서 분과 학문으로서 독자성을 갖춘다. 출발 단계에서의 전문성 부족은 김창순, 김
남식을 연구원으로 채용해 부분적으로 해결한다. 북한연구의 현황을 포드재단에 제출한 연구계획 
중 북한연구에 해당하는 주제와 그 결과물로 확인해본다.

1. 제1차 연구계획(1962.9~65.8)
 1)북한연구
  ①<한국공산주의운동사(Ⅰ)>(김준엽․김창순;1967년 출간)
  ②<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양호민;1967년 출간)
  ③<북한의 통치기구론>(박동운;1964년 출간)
  ④<북한의 경제정책과 생산관리>(서남원;1966년 출간)
  ⑤<북한 조선노동당의 형성과 발전>(방인후;1967년 출간)

 2)중공연구(중국․북한과의 관계)
  ①<한국전쟁이 중공의 정치적 안정에 끼친 영향>(김하룡)
  ②<중공의 인민공사와 북한의 농업협동화와의 비교연구>(김광원)
  ③<중공의 대약진운동과 북한의 천리마운동과의 비교연구(오기완)

2. 제2차 연구계획(1966.3~68.2)
  ①<한국공산주의운동사(Ⅱ)>(김준엽․김창순;1969년 출간)
  ②<북한의 통일방안 연구>(박동운)
  ③<북한의 대일관계 연구>(강인덕)
  ④<북한의 對AA정책에 관한 연구>(김유갑)
  ⑤<북한의 대외무역 분석>(유완식)
  ⑥<북한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에 관한 연구>(최광석)
  ⑦<북한의 언어정책 연구>(김민수)
  ⑧<북한의 7개년계획 분석>(서남원)

3. 제3차 연구계획(1968.4~71.3)  
  ①<한국공산주의운동사(ⅢⅣ)>(김준엽․김창순;1973/74년 출간)
  ②<북한의 통일방안>(박동운)
  ③<북한의 문학정책>(송민호)
  ④<북한의 언어교육>(김민수)
  ⑤<한국통일에 있어서의 민족의 문제>(신일철)
  ⑥<남북한의 군사정책>(김홍철)



- 26 -

  ⑦< 재산법 연구>(현승종)
  ⑧<남북한의 경제력 비교>(김민채)
  ⑨<북한의 문화정책과 문학작품 경향>(정한숙)
  ⑩<모택동과 김일성 사상구조의 분석>(한태동)
  ⑪<중․소관계의 변화와 한국통일에 미치는 영향>(한태동)
  ⑫<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통일에 미치는 경향>(김영준)
  ⑬<미․중공 관계의 전망과 한국통일>(박봉식)
  ⑭<남북한의 과학기술과 인력에 관한 비교연구>(김윤환)
  ⑮<통일방안 수립에 선행해야 할 몇 가지 조건>(김하룡)
  ⑯<소련의 극동정책과 한국통일>(한기식)
  ⑰<남북한의 정치체제 비교연구>(한배호)
  ⑱<월남의 통일문제 연구>(이승헌)
  ⑲<남북한 경제력의 비교연구>(유완식) 
  ⑳<북한의 대남적화전략>(김남식)
  ㉑<한국, 국제연합 및 국제조직>(김경원/뉴욕대)
  ㉒<중립화-하오스 경우와 그 의미>(김채진/켄사스대)
  ㉓<중공과 북한의 관계>(김일평/인디아나대)
  ㉔<투르만 재임 시의 미국의 한국통일정책>(조순승/미조리대)
  ㉕<남북협상-과거와 장래>(이정식/펜실바니아대)
  ㉖<조총련을 통해서 본 북한의 통일정책>(전준;1972년 2권 출간)

3. 제4차 연구계획(1971.4~76.3)  
  ①<북한의 정치적 엘리트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안병영)
  ②<제4차 당 대회와 제5차 당 대회와의 비교연구>(김남식)
  ③<북한 6개년경제계획의 분석>(김윤환)
  ④<북한의 언어교육>(김민수)
  ⑤<북한의 언어정책 연구>(김민수)
 
 북한연구는 포드재단의 지원 없이 제5차 연구계획(1977)으로 지속되었다. 아연의 북한연구는 
연구계획->국제학술대회->기관지『아세아연구』(1958.3 창간) 발표 및 『영문브레틴』(Asiatic 
Research Bulletin, 1957.12 창간) 일부 번역수록->단행본 출간 등의 체계적 시스템을 갖춰 연
구의 전문성 제고와 국내외 전파를 확보하고자 했다.46) 필자가 아연이 수행한 북한연구의 학문
적 수준과 그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 이후 북한학에서 어떻게 평가, 수용되었는지도 구체
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퍽 낡은 것이지만, 오늘의 북한학을 비춰주는 긍
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46) 위의 연구주제는 예외 없이 학술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공산권연구실이 단행본으로 묶어 1972년에 
출판된다.『북한공산화 과정』(258쪽), 『북한정치체계연구』(309쪽), 『북한경제구조』(361쪽), 『북한법률체
계연구』(217쪽), 『한국통일과 체계재통합』(358쪽), 『한국통일과 국제정세』(273쪽), 『한국통일의 이론
적 기초』(462쪽) 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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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 및 전개 차원에서 아연의 북한연구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북한을 독자
적인 체제로 설정하여 연구대상으로 설정했다. ‘북괴’라는 호칭구사와 관계없이 북한의 정치, 경
제, 법률, 외교,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을 포괄한 종합적 체제연구가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위
로부터의 북한학’으로서의 일정한 체모를 갖춘 것이다. 둘째, 자료화와 연구를 상보적으로 결합
함으로써 실증적 연구방법의 기초를 놓았다. 공산권연구기관으로 승인된 이후 자료 수집 및 집
성의 과정을 거치지만 여전히 자료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선험적, 경험적 연구가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적 연구 단계로의 진척과 그 가능성을 열었다. 셋째, 북한연구에서 비교방법론이 활
발하게 적용되었다. 원래 아연의 북한연구가 아시아 지역학의 일환으로 출발되었다는 점과 더불
어 공산주의, 근대화, 민족통일의 의제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 연구함으로써 북한연구의 객관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국제학술대회에 적
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류, 점검함으로써 북한연구의 세계적인 의제화와 그 확산에 기여했다. 미
국 민간재단들의 원조와 이들 재단들이 구축한 국제적 냉전(문화)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넷째, 북한연구가 통일학의 성격을 내포하는 단초를 보여주었다. 남북한의 체
제경쟁이 격화되는 시대상황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아연의 북한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학
문적으로도 수용해 통일학의 가능성을 개척했다는 것은 의의가 크다. 물론 정책적 제언의 역할
도 했을 것이다. 국토통일원 설치 후 아연의 북한연구는 국토통일원의 위촉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47) 다섯째, 북한학을 한국학의 중심으로 격상시켜 학문적 위상을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했
다. 당시 아연이 북한학의 거점기관으로 평가되고 또 북한연구의 학문적 성과를 계속 산출하면
서 북한학을 학문적,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킨 결과이다. 북한학이란 용어도 아연의 북한연구에서 
생겼다. 
 한 가지 더 아연의 북한연구의 주체성, 자주성 문제를 논란될 수 있다. 아연의 북한학이 미국
(민간재단)과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포드재단의 연례보고서를 보면 연차별 연
구계획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연구결과에 대한 다면적 평가가 시행되었다. 또 그 성과를 상당히 
중요하게 홍보했다. 원조/피원조의 비대칭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다. 그렇다고 포드재단의 입장
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은 아니다. 다만 연구주제에 대한 개입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아연
의 연구계획을 총괄한 김준엽은 포드재단의 연구비처럼 부대조건이 없고 연구자를 자유롭게 해
주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연구주제만큼은 타협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48) 
타협 및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보기 드물게 4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거액의 지원이 가능했을 것
이다. 당시 한국학 연구가 전적으로 외원에 의존함으로써 비자주적, 비주체적이라는 비판이 제기
된 바 있는데, 이보다는 냉전을 매개로 한 한미 공조의 북한연구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아연 북한연구의 특징 및 성과는 오늘날 북한학의 현황과 전망을 모색하는데 큰 참조가 된다. 
아연의 북한연구는 북한학이 떠안아야 할 역사적 경험으로서 소중한 자산이다. 북한연구가 본격
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는 1980년대 후반의 북한학에서도 아연의 북한연구는 중요하게 
거론된 바 없다. 그러나 아연의 북한연구가 북한학의 효시이자 선도자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

47) 가령 1972년 <周四原則에 대처할 한일공동협조 및 대처방안>(김준엽), <중공의 동태와 한국의 안
보>(김하룡), <북한밀봉체제의 자유화방안>(김남식), <남북협상과 국공협상의 비교에 의한 우리의 대
책>(김준엽), <4대국 균형체제 하에서의 한국의 정립 방안>(김하룡), <남북접촉과 연관한 중공의 대북
한정책의 전망과 대책>(김남식) 등이다.  

48) 「동아시아연구, 고대 아연 5개년계획 확정」,『동아일보』, 1970.10.28.



- 28 -

. 아연의 북한연구는 1970년대 중반 이후 학문적 확장성을 지니지 못했다. 북한연구가 꾸준히 
지속되었으나 이전에 비해 뚜렷한 학문적 성과를 일구어내지 못한다. 이념적 한계 또는 제약, 자
료 및 연구방법론의 빈약, 연구비의 문제, 아마도 이 모든 것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 > 
발표문이 부실한 관계로 결론은 따로 적지 않는다. 다만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계속 든 막연한 
생각 몇 마디를 덧붙여본다. 첫째, 한반도분단은 독일의 경우와 달리 근대국가를 경험해보지 못
한 상태에서 분단이 되었다. 식민지 끝에 분단되었고 열전을 치렀다. 특히 근대국가 경험이 없이 
분단된 상태, 이것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통합 및 그 너머를 상상(구상)할 때 무엇을 시사해
주는지? 또 북한학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 학문적으로 의제화 할 수 있는지? 둘째, 분단체제의 
역사에서 우리는 두 번, 즉 1945~48년과 냉전체제 해체 후의 신국면에서 남북통합을 이룰 수 
있는 (협소하나마)기회를 결과적으로 놓쳤다. 더 협소했으나 제1~2차 남북정상회담 기간도 추가
할 수 있겠다. 외인(론)/내인(론)의 여부를 떠나, 이 실패의 역사적 경험은 한반도평화체제의 도
정에서 어떤 의미로 현재화할 수 있는지? 셋째, 북한학의 한반도학으로의 발전적 지양이 요구된
다고 할 때, 기존 한국학, 동아시학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1990년대 초부터 한
국지성사의 주요 의제로 부상한 동아시아담론(동아시아연구)에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거론된 경우
가 많지 않고(중국, 미국, 일본과의 매개 속에서 등장), 그것도 북한을 보는 시각이 지극히 일면
적이었다(윤여일,『동아시아담론』, 돌베개, 2016). 회피의 측면도 없지 않다. 또 21세기 동아시아 
최대의 특징으로 ‘동아시아 패러독스’(상호접근과 상호혐오가 함께 증대)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
다. 따라서 한반도학에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북한의 관계라는 난제를 어떻게 설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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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3-1

비판적 코리아연구와 새로운 냉전 문화사의 시도

이타가키 류타(板垣竜太, 同志社大学)

<요약번역>

  발표에서 나는 최근 진행하고 있는 북한에 관련된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내가 생각하는 비
판적 코리아연구(Critical Korean Studies)와 그 시각에서 구상되는 냉전 문화사의 방향성에 대
해 고찰한다. 
  월러스틴(I. Wallerstein)에 의하면 현재까지 이어져 온 사회과학 여러 분야들은 19세기 근대
세계체제의 “중핵”에 위치한 구미 학자들의 자기인식과 타자인식을 바탕으로 전문분화해서 만들
어진 것이다. 1945년을 전후하는 시기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한 지역연구(area studies)는 
틀림없이 냉전의 산물이었지만 여러 분야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 19세기적인 학문분야 구
분의 자의성을 표면화한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아프리카연구로부터 시작한 월러스
틴은 거기서 분석단위를 세계체제로 확대해 사회과학도 통합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나는 그러한 
통합적인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필연성이 없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기지고 있었던 비판적 
계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야적인 지(知)의 계보 연장선상에 비판
적 코리아연구를 구상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 
  이 발표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두 가지 연구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문화사의 방향성을 제시한
다. 하나는 김수경(1918-2000)이라는 월북한 언어학자의 평전이다. 거기서는 나는 이산 가족사
를 포함한 개인의 생애사, 세계의 언어학 및 한국어학을 축으로 한 학술사, 북한의 정치사 등을 
같이 묶은 역사서술을 시도한다. 또 하나는 일본의 유명한 관광지인 은각사(銀閣寺) 옆에 있는 
조선학교와 그 인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교 근처에 사는 일본인 
주민들에게 조선학교는 어떠한 존재이었는가, 그 반대로 조선학교에 다닌 사람들에게 인근 지역
사회가 어떠한 존재이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두 연구는 각각 개인의 경험과 장소의 경험을 그려내려고 하는 시도인데 거기서 공통된 점들
은 다음 네 가지이다. (1) 권력의 행사와 연결된 주류 담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2) 사람들의 행위자성 (agency)에 주목하면서 미시적인 경험을 밝힘으로써 다양한 
역사적 맥락들이 서로 얽혀 있는 상황을 서술하고자 한다. (3) 주어진 틀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지
역도 시대도 학문분야도 넘는 서술을 목표로 삼는다. (4)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유효한 방법이
라면 무엇이든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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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3-2

비판적 코리아연구와 새로운 냉전 문화사의 시도

이타가키 류타(同志社大学）

1. 들어가며

  발표를 통해 최근 전념하고 있는 북한 관련한 연구 소개와 더불어 필자가 생각하는 비판적 
코리아 연구(Critical Korean Studies) 및 그 시좌(視座)에 근거한 냉전 문화사의 방향성을 고찰
하고자 한다.
  먼저, 그에 관한 문제의식부터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1) 나는 학부 전공으로 문화인류학(文化
人類学)을 선택했다. 당시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낭만적인 기대감을 품고 인류학의 세계를 헤매
던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논쟁과 마주하게 되었다. 즉, 1980년
대 후반 이후 타자를 조사(調査)하고 표상(表象)하는 것이 권력 행사와 어떻게 결부되는지 그것
이 식민지주의와 냉전의 역사와 또 얼마나 관련되어 있었는지를 문제 삼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나는 충격을 받고 반성했다. 특히, 『문화비판로서의 인류학(文化批判としての人類学)』2)을 읽고 
자기 성찰적이며 비판적인 인류학의 방향성 및 태도에 대해 모색하기 시작했다. 때는 바야흐로 
1990년대 중반 무렵으로,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커다란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다.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나는 한국을 학문적 연구 
영역으로 선택했으며 시기로는 식민지기를 중심으로 하여 본격적인 역사 인류학적 연구를 시작
하게 되었다. 그 후 경상북도(慶尚北道) 상주(尚州)에서의 현지조사(1999～2001년)를 거쳐 그 성
과로 지역사회의 식민지 경험을 그려낸 『조선 근대의 역사민족지(朝鮮近代の歴史民族誌)』(일본어 
2008년, 한국어 역 2015년)을 엮어냈다.

그러는 동안, 사회상황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즉, 2000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수뇌
회담(南北首脳会談)이 개최되었으며 남북간의 협력・교류 사업도 활발해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2002년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이 평양에서 김정일 총서기(総書記)와 회담을 가지
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계기로 양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일
본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언론이 전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나는 일본
의 얕은 연구층과 체제 순응성을 반영한 평론적인 ‘북한’론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었으며, 그
와 동시에 증오의 화살이 재일조선인으로 향하게 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그리하여 내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북한 연구를 구축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는 위에 언급한 단행본이 나올 무
렵부터 그 방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 졸고 이타가키 류타(板垣竜太) 著, 홍종욱・이대화 譯, 『한국 근대의 역사민족지』, 혜안, 2015의 「한
국어판에 부쳐: <지방사>라는 물음」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비판과 연대(批判と連帯)」, 『문화인류학
(文化人類学)』, 2009, 74(2)도 참조 바람.

2) G. E. Marcus & M. M. Fischer, Anthropology as Cultural Critiqu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와 같은 해 출판된 J. Clifford & G. E. Marcus eds., Writing Cul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1986 역시 마찬가지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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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모색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는 그러한 ‘과정 중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며 이로써 본 학술회의에서의 문제 제기를 대신하고자 한다. 

2. 비판적 코리아 연구의 시좌

  나는 학부 시절부터 문화인류학을 전공했으며 (누가 그렇게 썼는지 알 수 없지만) Wikipedia
에는 ‘역사학자’로 소개되어 있고, 현재 사회학과에 소속되어 있다. 또한, 자기소개를 할 경우, 
전공 분야를 ‘근현대 조선사회사(近現代朝鮮社会史)’(‘조선’은 조선반도를 의미함)라고 할 때가 
많다. 따라서 학문 분야(discipline) 측면에서 보자면 정체불명의 존재이지만, 내 나름대로 일관
된 자세로 매진해온 결과 그리되었을 따름이다. 나는 그러한 입장을 설명할 적절한 표현이 달리 
없는지라 임의로 ‘비판적 코리아 연구’라고 칭하고 있는데, 일단 그 함의에 관해 학문의 역사 자
체를 되돌아보며 논하고자 한다.  
  올여름에 돌아가신 이매뉴얼 월러스틴(I. Wallerstein, 1930.9.28.~2019.8.31.)은 자신의 세계 
시스템 분석 형성을 보다 커다란 역사 속에 위치시키기 위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인문・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의 생성과 분화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을 몇 번에 걸쳐 시행한 적이 있다.3) 
이는 다소 견강부회인 면도 있으나, 시사점이 풍부한 학문사(学問史)의 총괄이니 그 연장선상에 
비판적 코리아 연구를 위치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조금 에두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일단 본고
를 통해 그 개략을 소개해 두고자 한다. 
  중세부터 근세에 걸쳐 유럽의 대학은 신학, 법학, 의학 그리고 철학 이렇게 네 개의 학부로 이
루어져 있었던바, 19세기에 바로 이 철학으로부터 오늘날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이라고 
총칭되는 여러 분야가 분화(分化)되었던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철학박사(Ph.D.)의 기원). 월러
스틴에 의하면 사회과학의 분화를 대표하는 ‘콰르텟(quartette)’은 역사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
학이라고 한다. 랑케류의 역사비판에 근거하여 객관성을 추구하는 역사학은 과거 일회성의 현상
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개성기술적(個性記述的, idiographic)인 지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나머지 세 학문 분야는 현재를 대상으로 삼아 과학적 법칙을 추구하는 법칙정립적(nomothetic)
인 지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근대성의 이데올로기라 할 만한 시장(경제학), 국가(정치학), 시민사
회(사회학)를 각각 분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네 분야는 주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미국 등 5개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
바, ‘서양’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발전한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근대 세계 시스템의 급속한 확
대에 따라 ‘서양’ 여러 국가는 세계각지를 식민지화했으며, 그 밖의 지역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
게 되었다. 이처럼 ‘근대화’되지 않은 지역에 서양지향의 네 분야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 여기서 그 ‘나머지 세계’를 담당했던 것이 월러스틴에 의하면 인류학과 동양학이었
다. 즉, 인류학은 문명과 미개의 이분법 중 ‘미개’에 위치 지어진 여러 집단을 현지 조사하여 기
술했고, 동양학은 ‘서양’이 아니지만 ‘미개’라고도 부를 수 없는 ‘고등문명(高等文明)’인 ‘동양’에 
관해서 주로 여러 문헌의 독해(読解)를 통해 기술했다. 이리하여 19세기에 근대 세계시스템의 

3) 대표적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I. Wallerstein, Open the Social Scienc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Cold War Area Studies,” The Cold War and the University, New Press, 
1997, pp.195-231; World-systems Analysis: An Introduction, Duke University Pre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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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던 구미(欧米)의 자기인식과 타자인식에 근거하여 전문 분화한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
는 대학과 학회라는 제도를 통해 표준화가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1945년을 전후하는 시기에 사회과학의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즉, 미국으로 세계 시
스템의 헤게모니가 이행하여 이른바 냉전 시대를 맞이함과 동시에 ‘제3세계’의 존재감이 커지게 
된 것이다. 그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생겨난 새로운 학문의 제도적 범주가 바로 지역연구
(area studies)였다.4) 미국의 전략상 필요성이 커다란 배경이 되어 각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세
계 각 지역을 복수 학문 분야 연구자들이 한데 모여 연구에 몰두하는 일이 확대되었다. 그것이 
개발정책이나 그와 연동한 근대화론과 서로 맞물려 전개되었다는 의미에서 지역연구는 어디까지
나 냉전이라는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의 지역을 복수의 학문 분야가 한데 모여 
연구함에 따라, 학문을 가로막는 연구 분야 등의 장벽 설정의 자의성이 고스란히 드러남과 동시
에 지금까지 세계사 속에서 주변화 되어 왔던 존재가 부상하게 된 것이다. 월러스틴은 이에 대
해 ‘냉전기 지역연구의 의도치 않은 귀결’이라는 말로 상당히 적절하게 표현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름 아닌 월러스틴 본인 역시 아프리카니스트(africaniste, 아프리카학자)로서 학문적 커
리어를 쌓기 시작했던 것을 상기해보자. 결국 그는 아프리카 연구의 ‘의도치 않은 귀결’이 지닌 
가능성을 확장시켜 가면서 세계 시스템 분석을 제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를 위해 월러스틴이 취한 연구 전략은 분석 단위를 국민국가에 그치지 않고 세계 시스템의 
전체적인 분석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더 나아가 역사학・경제학・정치학・사회학 등으로 분업되
어 있던 그 틀을 극복하고 근대세계 시스템 분석이라는 단일학문분야적(uni-disciplinary)인 것
으로 통합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기 지역연구의 의도치 않은 귀결’의 가능성 전개는 이러
한 거대한 단일 시스템 분석으로 향한 종합적인 방향성밖에 없는 걸까. 각 학문 사이를 가로막
고 인식의 방해를 초래하는 지역과 분야라는 장벽을 걷어내려는 비판적 계기는 물론 더없이 중
요하지만, 그것이 ‘월러스틴 제국(帝国)’으로의 참여로 귀착되어야 할 필연성은 없지 않을까? 
  이상에서 언급한 점을 기반하여 내가 지향하는 바는 지역연구를 포함한 오늘날의 학문 분야를 
생산한 식민지주의와 냉전이라는 그 힘에 대항하는 비판적인 지역연구로서의 ‘비판적 코리아 연
구’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월러스틴과 더불어 학문 분야의 장벽을 뛰어넘고 국민국가를 초월
한 분석을 시도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계 시스템 분석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등장했을 때의 비판적 계기를 계승하는 것 즉, 식민지주의나 냉전이 남긴 틀의 재생산에 힘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깨어 부수는 ‘知’의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물론, 비판적 코리아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다. 오히려 식민지 지배와 냉전이
라는 현실에 직면해 온 20세기 역사 속에서의 연면(連綿)과 그 시좌가 형성되어 온 것이다. 특
히, 전후 일본의 코리아 연구에는 재야의 인물들이 담당하거나 비판적인 운동과 더불어 지식이 
생성되는 등 주변화 되었지만, 그러면서도 그 중요한 지적 계보는 존재한다. 과거 일본에서 조선
인 강제연행의 연구사를 아카데믹한 ‘학설사(学説史)’와는 달리, 시・판화・위령제(慰霊祭) 같은 
것을 포함하여 한데 정리한 일본사학자 야마다 쇼지(山田昭次, 1930~)의 언급처럼 ‘아카데미즘과
는 무관한 생활자들로부터 독자적인 역사연구가 탄생’했던 것이다.5) 필자 역시 이러한 야마다의 

4) 지역연구에 관해서는 김경일 편저,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1998 참고.
5) 山田昭次, 「朝鮮人・中国人強制連行研究史試論」, 『朝鮮歴史論集 下巻』, 龍渓書舎, 1979, pp. 

49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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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를 얻어 일반적으로는 ‘연구’라고 여기지 않는 언설까지도 모두 포함한 재일조선인의 
독자적인 탐구를 중심으로 1945~1965년의 조선인 강제연행론의 계보를 정리한 적이 있다. 또한, 
식민지 지배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재야의 일본조선연구소(日本朝鮮研究所)의 활동을 재구성한 적
도 있다.6) 따라서 오늘날 비판적 코리아 연구는 이러한 권력의 배치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 계보
의 연장선상에 위치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때 우리는 월러스틴의 구상에 따른 단일한 근대 세계 시스템이라는 전체를 미리 상
정하고 그 일부를 담당한다는 식의 발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나는 상주(尚州)라
는 한 지역사회를 담아낸 책에서 ‘세계사는 세밀한 부분에 깃든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처럼 보다 ‘작은 것’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도 지역과 분야를 초월한 서술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 일례로 북한에 관련하여 내가 현재 전념하고 있는 ‘작은’ 연구과제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월북한 한 인물에 주목한 평전 성격의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교토에 소재한 조선학교(朝鮮学校)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그러하다. 다시 말해, 한 
예는 개인 경험을 둘러싼 것이고 다른 사례는 구체적인 장소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분야를 뛰어넘고 지역을 초월한 열린 서술을 전개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문화사(文化史)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그 개요를 제시하면서 그것이 어떠한 확
장성을 지닐 수 있을지, 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3. 개인 경험을 둘러싸고

  나는 현재 김수경(金壽卿, 1918~2000)이라는 언어학자의 평론 형태의 글을 쓰고 있다.7) 김수
경은 1918년에 강원도 통천군(江原道 通川郡)에서 태어났으며, 경성제국대학 예과(予科)를 거쳐 
1937년에 경성제대 법문학부 철학과에 입학했다. 1940년 졸업 후에는 도쿄 제국대학 문학부 언
어학강좌(대학원)에 들어갔으며, 1944년에는 경성제대 조선어학연구실(朝鮮語学研究室)의 촉탁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로부터는 소쉬르나 구조언어학(構造言語学)을 비
롯한 언어학을,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로부터는 조선어학(朝鮮語学)을 배워가면서 독자적인 조
선어학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후,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은 서울에서 맞았지만, 1946년 8월 
북한으로 건너가 김일성종합대학(金日成綜合大学)의 창립 멤버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월북 
후, 소련의 언어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건국 초기의 언어학 및 언어정책에 커다란 영향력
을 가진 인물이었다. 예를 들면, 현재 ‘労働’이라는 단어를 두고 남쪽에서는 ‘노동’, 북쪽에서는 
‘로동’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두음(頭音) 표기 방식의 상이함은 남북의 정서법(正書法)에 

6) 강제연행론에 관해서는 졸고 「조선인 강제연행론의 계보 (1945～1955년)」, 동북아역사재단 편, 『한일
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Ⅲ』 동북아역사재단, 2014; 「조선인 강제연행론의 계보 (1955-1965)」, 오오타 
오사무・허은 편, 『동아시아 냉전의 문화』, 소명출판, 2017 등이 있으며, 일본조선연구소에 관해서는 
졸고 「한일 회담 반대 운동과 식민지 지배 책임론」, 『일본, 한국 병합을 말하다』, 열린책들, 2011이 
있음. 

7) 발표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다. 
  「김수경(金壽卿)의 조선어 연구와 일본」, 『社会科学』 同志社大学 人文科学研究所 44(1), 2014; 「월북

학자 김수경 언어학의 국제성과 민족성」, 신주백 엮음 『한국 근현대 인문학의 제도화: 1910~1959』 
혜안, 2014; “Language and Family Dispersion,” Cross-Currents, 6(1), 2017; 「배낭 속의 수첩
(リュックのなかの手帖)」, 『일기로 본 동아시아의 냉전(日記からみた東アジアの冷戦)』, 同志社コリア
研究センタ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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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표기법이 북한에서 확정될 당시 그 이론적 근거를 제공
했던 것이 바로 월북한 지 얼마 안 된 김수경이 1947년 6월에 당기관지인 『로동신문(労働新聞)』
에 발표한 논문이었다. 그는 그렇게 1960년대까지 북한의 언어학에 있어 중추적이 역할을 담당
했다. 그 후, 20년 정도의 공백기를 거쳐 1980년대 후반부터 연구 활동을 재기하여 2000년 평
양(平壌)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활약했다. 다만, 그가 걸어온 이러한 발자취는 아직까지 본격적
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내가 이 인물에 관해서 알게 된 것을 단발적인 논문발표로서 뿐만 아니라, 그 전체상(全体像)
을 평전이라는 형식을 빌려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 이는 간행물, 공문서, 이산가족이 보유하
고 있는 개인적인 문서나 관계자들의 인터뷰 등을 한데 엮은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사(離散家族
史)를 포함한 개인의 생애사(life history)이자 세계의 언어학 및 조선어학을 주축으로 한 학문사
(学問史)와 북한의 정치사 등을 조합한 역사서술의 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이
유는 이를 통해 북한을 둘러싼 역사상(歴史像)을 다소나마 신선하게 그려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부터 이와 관련한 몇 가지 흥미로운 지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20세기 언어학은 지역이나 분야를 초월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0세기의 인문과학
에서 ‘언어론적 전회(言語論的転回)’가 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논의가 존재하듯, 소쉬르의 언어학
을 참조한 구조주의 등을 계기로 삼아 학문의 다양한 영역에서 언어를 분석의 핵심으로 두는 커
다란 지적변동(知的變動)이 일어났던 것이다. 김수경은 이러한 소쉬르를 비롯하여 구조언어학을 
원서로 읽는 등 새로운 동향에 정통했으며 최신 음운론(音韻論)에 의거한 조선어사(朝鮮語史) 연
구도 진행했다. 그와 더불어 20세기는 사회주의혁명의 시대이기도 했는데,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
서든 마르크스주의나 지도자의 사상에 의거하여 여러 민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언어정책을 중요
시 여겼다. 소련의 스탈린에 이르러서는 언어정책에 그치지 않고 스탈린 본인이 1950년에 언어
학에 관련한 논문을 공표하기도 했다. 월북 후, 김수경은 그러한 소련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소개
한 인물이기도 했다. 마르크스 학파가 주류였던 시기에는 바로 그 중요한 부분들을 선별하여 소
개했으며, 그 언어론을 스탈린이 비판하는 논문을 내자, 기존의 논의와 정합성(整合性)을 유지하
면서 새로운 조선어학의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즉, 김수경이라는 인물에게는 20세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구조주의와 사회주의 그 양자의 조류가 유입되었으며 그는 이를 언어학이라는 전문
성으로 흡수하고 북한의 역사적 상황에 입각하여 체계화시켰던 것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두
음법칙에 관련한 논문 역시 소쉬르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의 음운론을 사용했으며 그와 동
시에 마르크스의 화폐가치론(貨幣価値論) 같은 것도 아울러 논하고 있다. 그러한 연구 활동의 밑
받침이 되었던 것은 희귀할 정도로 다양한 언어능력을 가진 다언어사용자(多言語使用者, 
polyglot)였기 때문이다.8) 따라서 이러한 그의 학문적 궤적을 추적함으로써 북한의 역사학을 세
계사적으로 열린 형태로 구축할 수 있으며, 동시에 주체사상의 전면화에 따라 그러한 국제적 계
기가 불가시화(不可視化)되어 가는 양상이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김수경의 행보는 상아탑으로서의 학문 ‘내부’에 머무르지 않았다. 특히, 조선어학자이면
서 중국 대륙을 무대로 혁명운동에 투신했던 김두봉(金枓奉)은 1958년 실각하기까지 북한의 중

8) 해방 직후까지 조선어, 일본어, 고전 한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태리어, 
덴마크어, 고전 그리스어, 라틴어, 산스크리트의 소양을 지니고 있었음. 개중에도 7개 국어로 쓰인 텍
스트는 앉은 자리에서 조선어로 번역해가며 낭독할 수 있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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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리더 중의 한 사람으로서 활약했는데, 김수경은 그의 신뢰를 얻어 언어규범(言語
規範)의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어 신철자법(朝鮮語新綴字法, 1948)이나 ‘풀
어쓰기’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세운 것 역시 김두봉이 제시한 방침 하에 김수경이 그 이
론화에 적극적으로 힘써서 진행된 것이다. 이는 그 후 그의 운명을 크게 좌우하게 되었는데, 
1958년에 김두봉과 더불어 언어학계에서도 한 차례 비판을 받게 되었다. 김두봉이 실각할 무렵
에는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하여 독자노선으로 전환해가는 시기에 해당되었다. 
이후, 1960년대 김수경은 학계로 복귀했으나 1968년 무렵부터 다시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이렇
듯 김수경의 행적은 그러한 북한 정치사의 중핵에 존재하는 문제에 근접하는 것이기도 하다.
  토론토 등지에 거주하는 그의 이산가족으로부터는 이러한 공적(公的) 역사에서는 보이지 않았
던 개인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상당히 얻을 수 있었다. 사실 김수경은 아내 이남재 李南載, 
1919~2019)와 네 명의 자녀들과 조선전쟁 초기에 생이별하게 되었다. 당시 다른 대학교원과 함
께 남쪽으로 파견된 김수경이 10월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는 남편을 찾아 자녀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향했다. 반면, 김수경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평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
은 서로 엇갈려버리고 만 것이다. 그 후, 그의 부인과 자녀들은 1970년대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
다. 이후 1980년대로 접어들어 편지 교환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되자, 1980~90년대에 걸쳐 차녀, 
장남 그리고 아내 순으로 재회를 하게 되었다. 당시 김수경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쓴 미공간(未公
刊)된 조선전쟁참전수기(朝鮮戦争参戦手記), 가족 앞으로 보낸 편지, 사진 앨범, 이산가족의 이야
기 등을 통해 나는 이산가족사(離散家族史)를 포함한 김수경의 생애사의 복원을 시도했다. 
  최근 북한 연구에 한참 전념하고 있는 안드레 슈미트(Andre Schmid)는 북한의 일차자료(一
次資料) 자체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힘과 일체성을 과잉되게 그려내 오던 것을 두고 
‘획일적인 자기 표상(monolithic self-representation)’이라 칭하고 있다. 슈미트는 많은 북한 
연구자가 김일성 중심의 체제에 주목해 온 결과, 의도하지 않게 북한의 획일적인 자기 표상이 
재생산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9) 따라서 나는 김수경이라는 한 개인에 주목하여 단일한 자기 
표상에 근거한 국가중심적인 역사상(歴史像)을 상대화하여, 인간이 태어나고 관계를 맺으며 무언
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해 온 그런 리얼한 경험을 그려내고자 한다. 식민지하 및 사회
주의 체제하에서 ‘자유’라든가 ‘주체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경우에 놓였다 할지라
도, 개인이 두드러진 제약 하에서도 일정한 능동성을 지니고 행동하는 그 행위자성(行為者性, 
agency)을 중요시하고 싶은 것이다. 
  개인 행위자성의 중시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언급해두고자 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역사서술에 
대한 저항이다. 특히, 북한에 관해서는 결과론적인 설명양식이 너무나도 일반화되어 있다. 본고
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맞서며, 시시때때 각 상황 속에서 판단을 이어갔던 한 개인에게 주
목하고자 한다. ‘저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예견이나 기대 속
에서 바라마지 않는 미래에 인생을 걸고, 때로는 판단의 오류로 실패하기도 하고 후회도 하면서 
시간을 겹겹이 쌓아간다. 물론,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필연’적인 결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당시 그 순간순간에는 알 길이 없는 법이다. 본고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매순간의 판
단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자 하며 또한 너무나도 결과론적인 역사서술에 지배되고 있는 
북한을 에워싼 여러 언설들에 대해 맞서고자 하는 바이다.

9) Andre Schmid, “Historicizing North Korea,” American Historical Review, 123(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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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에 주목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협의적인’ 연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다
루어야 할 범위는 너무나도 광범위하다. 시대적으로는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후를 거쳐 20세기 
말까지에 이르며, 지역적으로 보자면 김수경의 이동 경로를 쫓는 것만으로도 북한, 일본, 중국에 
걸치게 된다. 여기서 김수경이 지적으로 탐구했던 지역까지 포함하자면, 러시아(소련)나 서구 등
에까지 확장된다. 게다가 관련하는 북한의 자료 자체가 각지로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입수할 수 
없기에 한국・일본 외에도 중국(연변),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미국(워싱턴 DC) 등
을 헤매고 다녔으며10) 인터뷰를 위해 런던, LA, 베이징에도 갔다. 또한,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로동신문』을 수집하여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관련 기사가 있는지를 찾는 그런 기초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 남북한・서구・소련・중국・일본의 언어학을 비교하지 않으면 
김수경언어학(金壽卿言語学)의 성격은 알 수가 없으며, 북한과 이를 둘러싼 정치사를 빼고는 그
의 행적을 이해할 수도 없다. 월러스틴 같은 거대한 근대 시스템을 상대하지 않고 개인을 대상
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전문성의 장벽을 초월하고 시대와 지역 그리고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연
구가 필요해진다. 
  물론, 이는 특정 개인의 궤적에 따른 개인적인 ‘전체사(全体史)’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경
험은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역사서술도 ‘모든 것’을 그려낼 수 없으며,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나는 개인의 경험을 세계사적으로 펼쳐냄으로써 그 서술 내부에서 다양한 접속
점을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 개성적이면서도 공유 가능한 역사서술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4. 장소 경험을 둘러싸고

  진행 중에 있는 또 다른 연구는 「조선학교와 은각사(朝鮮学校と銀閣寺)」다.11) 교토의 유명한 
관광지인 은각사 근처에는 교토 조선중고급학교(鮮中高級学校, 이하 ‘교토중고’로 칭함)가 있다. 
그 입지의 독특성으로 인해 이즈츠 카즈유키(井筒和幸) 감독의 흥행 영화 「박치기！」(2005)의 무
대가 되기도 했던 학교다. 이 학교는 조선학교 관계자들에게는 ‘은각사 학교’라고 불리며, 1980
년대에 만들어진 교가에도 ‘은각사를 내려다보는…(銀閣寺を見下ろす)’이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
로 ‘은각사’가 하나의 대명사가 된 조선학교다. 실제로 1958년 이곳에 캠퍼스가 준공된 이래로 
60년 이상에 걸쳐 같은 자리에서 민족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북한’에 대한 반감을 투영하면서 조선학교에 대한 배외주의적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일본 사회의 상황에서 보더라도, 1950년대 당시 재일조선인에 대한 가혹한 차별의 역사에서 생
각해도 이러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지역에 그것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조선학교가 세워졌
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왜 이런 곳에 조선학교가 건립되고 또 그 후 60년이나 걸
쳐 존속되고 있는지, 이웃에 거주하는 일본인 주민들에게 있어서 조선학교는 어떤 존재였는지, 
거꾸로 조선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웃한 지역사회는 어떤 존재였는지, 무척 궁금하
다. 

10) 연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DC에서의 자료 수집 과정 중에 상당한 고생을 했기 때문에, 후
속 연구자들을 위해 조사 매뉴얼을 개인적으로 작성해 두었음.

11) 이에 관해서는 아직 공간(公刊)된 논문은 없으나, 보고서로는 정리되어 있음. 
   『朝鮮学校と銀閣寺：京都朝鮮中高級学校と地域社会との関係をめぐって』, 同志社大学社会学部社会学

科・社会調査実習報告書 No.27(第5分冊),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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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도시샤 대학(同志社大学)의 학생 및 관계자들과 함께 조
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학교에 관한 연구는 최근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나 
지자체와의 관계는 누차 논의가 되고 있는 반면, 인근 주민과의 일상적인 관계에 주목한 것은 
아마 이번 연구가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조선학교는 동화압력(同化圧力)이 강한 일본 사회 속에
서도 조선인(조선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조선어 공간을 창출하여 민족교육을 
이행해온 학교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학교 교육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학교라는 공간을 분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성립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학교가 지
역사회와 완전히 무관하게 민족교육을 해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관계들과 맞부딪쳐가면
서 민족교육 사업을 이어 왔다. 이는 의식적인 ‘교류’뿐만이 아니다.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해마
다 연말 선물을 보내는 관계도 있으며 영화 ‘박치기!’처럼 다투기도 하고 또는 그저 ‘군것질’이나 
하고 오는 가게일 뿐인 그런 관계도 있는 등 그 양태는 실로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의미가 부여된 장소>라는 사고방
식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공간(空間, space)’은 ‘공백(空白)’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는 데서도 드러나듯, 그곳으로 무엇이든 이입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확장을 나타내는 개념이
다. 이에 비해, ‘장소(place)’는 경험을 통해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개념이다.12) 따라
서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두 사람에게 같은 경험이라거나 같은 의미
를 지닌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어쩌면 각자에게 그것은 상이한 장소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소를 둘러싼 복수의 리얼리티는 관계성과 역사성의 산물이며, 본 연구는 바로 거기에 주목하
는 바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조사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자료는 학교설립에 관련한 교육행
정문서, 토지등기부나 지적도(公図, 토지 대장에 딸려 토지의 구획·지목·지번 등을 적은 지도) 같
은 공문서와 주택 지도를 비롯한 다양한 지도와 학교연혁지(学校沿革誌) 및 기타 학교 소장 자
료, 개인 소장의 사진 앨범, 신문(재일조선인 신문 및 일본의 일반 신문)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
쳐 수집했다. 이는 각 자료마다 그 특유의 리얼리티를 지닌 장소의 기록이 되기에 이를 역사화
하면서 해독해 나가고 있다. 물론, 조선학교 관계자나 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 지도를 활용한 
워크숍도 수차례 실시한 바 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현재 캠퍼스가 있는 장소는 본래 작은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였으며, 좁다란 길과 그 옆으로 
작은 연못이 있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저 산림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장소를 교토중고 측이 매
입한 것은 1955년이며, 그 후에 나무들을 베어내고 토지를 조성하여 대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재일조선인 운동의 노력에 더해 일정 정도 일본인의 이해
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긴가쿠지쵸 자치회(銀閣寺町自治会)의 회장은 준
공식 식전(式典)에서 “저는 조선 분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려는 그 눈물겨운 노력과 애정에 감격
했으며, 또 그러한 관점을 통해 조선 분들의 감정도 점차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서 “유서 깊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보관구역(文化財保管区域) 안에 교육의 전당이 갖춰지면 이 마
을도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13) 이 회장은 당시 정원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만

12)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1976 참조. 
   장소는 서구에서 고대 그리스의 토포스(topos)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이며, 거기서 파생한 개념이 

‘topic(話題)’이라는 것을 상기해 두면 유용함.
13) 『朝鮮民報』195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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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인’ 기질이 있어 다소 거친 인물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학교 건설에 대해 공감했
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한, 준공식의 축하광고를 보면 재일조선인 조직에 더해 교직원조합(日教
組), 노동조합(総評), 학생단체(全学連) 등의 이름이 줄을 잇고 있다.14) 게다가 마르크스주의자이
자 서민주택 연구로 유명한 교토 대학의 니시야마 우조(西山夘三)가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즉, 지역 주민 우두머리의 이해와 교토의 혁신계열 단체 및 개인 지원이 이렇게 학교 건설
을 지지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인근 주민의 시선에서는 조금 다른 풍경으로 비쳤다고도 한다.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공사로 인해 매몰된 연못은 본래 ‘아이들의 그럴싸한 놀이터’였다
는 것이다. 그 지역 아이들은 연못에서 도롱뇽이나 자라를 잡아다가 한약방에 팔아 용돈 벌이를 
했다고도 하니, 연못이 매립됨으로써 인근 아이들에게는 놀이터 하나를 잃은 셈인 것이다. 물론, 
학교가 세워진 후에도 교토중고 운동장으로 야구 하러 가기도 하고 또 이 학교 학생들과 경기를 
하거나, 채집한 밤나무 열매를 교토중고 선생님이 볶아주어 다 같이 나눠 먹은 기억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본래 통행로였던 좁다란 길은 학교가 생기고 나서도 인근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으며 지금도 운동장을 가로질러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
  한편, 조선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도 인근에 위치한 가게를 자주 활용했다. 1950~60년대는 등
교할 때 가죽구두를 신고 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 멋 좀 부리려던 남학생들은 
일단 가죽구두를 신고 왔다가, 신고 온 가죽구두는 근처 오코노미야키 가게에 맡겨두고 거기서 
운동화로 바꿔 신고 등교했다. 그럼 그들은 그 보답으로 하굣길에 가게에 들러 오코노미야키나 
우동을 사 먹기도 했다고 한다.
  1960년대 전반, 이 지역을 뒤흔든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교토한국학원(京都韓国学園)
이 1961년에 이 지역 토지를 매입한 후 그 이듬해에 토지 조성을 시작했는데, 이를 두고 주민들
의 반대 운동이 불같이 일어났던 것이다. 보통 긴가쿠지쵸(銀閣寺町)를 포함하여 구 죠도지무라
(旧浄土寺村)의 주민들은 매년 8월 16일이 되면 ‘다이몬지오쿠비리(大文字送り火)’라는 행사를 
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반대 운동으로 인해 1962년 8월에는 오쿠비리(送り火, 우라
본(盂蘭盆) 마지막 날 저승으로 돌아가는 선조의 혼백을 보내기 위하여 피우는 불)의 점화 중지 
소동에까지 이르렀다.15) 4년 전, 교토중고를 맞아들이던 지역이 어찌하여 한국학원의 이전에 대
해서는 그토록 반대한 것일까? 오쿠비리는 본래 죠도지무라 주민들이 올리던 선조를 위한 제사
(祭祀)였는데(지금도 그 자손이 담당하고 있음), 이 무렵에 이미 교토의 풍물이 되어 있었다. 사
실 이 지역은 관광객을 통해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오쿠비리의 운영은 적자였고 이에 
교토시의 조성금(助成金)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갔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 주민과의 교섭도 없이 
교토시가 한국학원의 이전을 허가한 것이 분노의 불씨를 지폈던 것이다. ‘이미 ‘북한 학교’가 존
재하는데, 그와 대립하는 학교가 마을로 이전하면 곤란하다’는 이러한 논리는 결국 ‘은각사에 38
선을 긋지 말라’는 반대 운동의 슬로건이 되었다. 당시 오쿠리비를 보존하고 있는 기존 주민뿐만 
아니라, 대학교 교원이나 공무원 등 ‘언변이 뛰어난’ 새로운 주민들이 합세하여 그 운동의 규모
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군사정권에 대한 반발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오쿠리

14) 『朝鮮民報』1958.4.8.
15) 이 당시 상황은 『교토신문(京都新聞)』에서 시시각각 보도했으며, 『長く遠い道：京都韓国学園本多山

新校舎建設の歴史』 学校法人京都韓国学園京都韓国中・高等学校, 1997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기술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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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었고 교토시는 한국학원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교토한국학원(京都韓国学園)이 
혼다야마(本多山)로 새로운 캠퍼스를 이전한 것은 그 후 20년이나 지나고 나서의 일이다.
  이상으로 언급한 내용들은 1㎢도 못 미치는 작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경험의 일부이
다. 그 안에는 근세 이후의 지역 전통이 있고, 전후 일본의 일본인 정치운동과 재일조선인운동이 
존재하며, 남북한의 대립이 있고 또 소소한 교류도 존재했다. 참고로 본 연구 자체가 교토중고를 
지역 및 관광객을 상대로 개방하려는 ‘언덕길 프로젝트(坂道プロジェクト, 2017년 12월～)라는 
학교진흥사업과 연동하여 실시되어 온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오늘날 일본 사회에서 조선학교를 
타자화하는 상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경험을 구체적으로 엮어냄으로써 오늘날의 새로
운 유대를 위한 상상력을 제공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5. 맺으며

  지금까지 냉전기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문화사적 연구의 두 사례를 소개했으며, 이들 간
의 공통되는 특징을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이들 모두 권력 행사와 결부된 주류 언설에 대해 비판적인 시좌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북한을 전부 정치상층부의 ‘의도’에 따라 설명하는 등의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들 혹은 현 
상태에서 소급하는 방식을 취한 결과론적 이야기인 데에 비해, 김수경 평전은 보다 역동적이고 
열린 경험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을 악마화(悪魔化)하고 거기에 조선학교를 결부시키는 
식의 언설에 대해서는 지역의 리얼리티에 입각한 기술을 배치했다. 나는 바로 이런 식의 대안적
인 이야기를 추구하는 바이며, 이는 그러한 비판적 코리아 연구의 일환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것
이다.
  이어서 두 사례 모두 보다 ‘극소’의 경험을 다루고 있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은 ‘작음’ 즉, 단
지 스케일의 문제가 아닌 기술(記述)의 구체성과 입체성이다. 개인은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다
양한 ‘계(界, Bourdieu)’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무수한 역사적 문맥이 유입됨과 동시에 그런 
것들이 상호 얽혀 있게 마련이다.16) 많은 사람이 거쳐 갔거나 또 거점으로 삼는 특정한 장소 역
시 마찬가지다. 즉, 개인이나 장소도 모두 교차점(intersection)처럼 복수의 문맥(文脈)이 상호간
의 관계 속에서 얽혀 있으며, 이를 더욱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통해 세계사의 
열린 서술은 가능해진다. 이는 개인이나 장소뿐만 아니라 사건 및 사물도 마찬가지다. 이때 중요
한 것은 개인이나 관계하는 사람들의 행위자성(行為者性, agency)이다. 어떤 구조적인 제약 속
에서도 각각의 행위 주체 나름의 의미가 있고 판단이 있으며 능동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행위자성의 관점이다. 
  그런 식으로 경험을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추적해 가다 보면, 본고에서 제시한 사례와 같이 지
역과 시대 그리고 연구 분야의 초월이 자연스럽게 요청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서두에서 ‘북한
에 관련한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처음부터 ‘북한’이라는 주어진 틀이 존재하고 그 틀 
내부를 메워가는 듯한 ‘북한 연구’라기보다는 분명히 북한에 관련하고는 있지만, 그 관련 방식이 

16) 개인 일기를 연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쓴 아래의 졸고를 통해 보다 상세하게 논했음. 
   「식민지 시기 조선의 민중일기를 읽는다는 것: 이론 및 방법론에 관한 기초 연구」, 박진희・이상록 

편, 『일기로 역사를 읽다』, 학술회의총서 4, 국사편찬위원회, 2018.



- 40 -

개성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코 ‘북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
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유의 경험 서술이 보다 커다란 ‘역사’로부터 유리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역사’를 또 다른 측면에서 재조명할 수도 있다. 이는 ‘냉전’도 마찬가지로 동서진영 대립
이 처음부터 자명한 전제인 것도 아닌 대상에 입각한 ‘냉전’의 발현이다.
  끝으로 그러한 구체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구방법 역시 처음부터 좁혀두어서는 안 된다. 필
요하다면, 인터뷰나 워크숍도 실시하고 통계도 이용하고 공적・사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독해하고 
또 사진이나 영상 등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과거 도시민족지(都市民族誌)를 논한 셔
틀스(G. Suttles)는 자신의 연구방법을 굳이 ‘철면피 절충주의(shameless eclecticism)」라고 불
렀는데,17) 이것이 자신의 전문영역에만 고집하지 않고 연구대상이나 목적으로서 요청되는 다양
한 방법으로 자신을 개방해나가는 것을 ‘철면피’라고 부른 것이라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철면
피’이고 싶다.

17) G. Suttles, “Urban Ethnograph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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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원문)3-3

批判的コリア研究と新たな冷戦文化史の試み
비판적 코리아연구와 새로운 냉전 문화사의 시도

板垣竜太(同志社大学）

1. はじめに
　本発表で私は、最近取り組んでいる北朝鮮に関連した研究を紹介しながら、私の考える
批判的コリア研究(Critical Korean Studies)と、その視座にもとづいた冷戦の文化史の方向

性について考察する。
　まず、私の問題意識から述べておきたい1)。私は学部時代に専攻として文化人類学を選ん
だ。何も知らずロマン主義的な期待を抱いて人類学の世界に迷い込んだ私は、間もなく学
界でおこなわれているシビアな論争に出遭う。1980年代の後半以降、他者を調査し表象す
ることが権力の行使とどう結びついているのか、それがいかに植民地主義や冷戦の歴史と
ともにあったのかが問われていたのである。私はショックを受け反省した。私は特に『文化

批判としての人類学』2)を読んで、自己省察的で批判的な人類学のあり方を模索した。そ
れがちょうど1990年代の半ば頃のことで、日本軍「慰安婦」問題をはじめ、日本の植民地

支配をめぐって大きな議論が起こっていた。そうした時代の雰囲気のなかで、私は韓国を
フィールドとして選び、植民地期を中心とした歴史人類学的な研究に入り込んでいった。
慶尚北道尚州でのフィールドワーク（1999～2001年）を経て、その成果は、地域社会の植

民地経験を描き出す『朝鮮近代の歴史民族誌』（日本語2008年、韓国語訳2015年）とし
てまとめた。
　その間に大きな社会状況の変化が起きていた。2000年に史上初の南北首脳会談が開催さ
れ、南北間の協力・交流事業が活発化した。一方、2002年に小泉純一郎首相が平壌で金正

日総書記と会談したことをきっかけに、日本では交流が活発化するどころか、反対に北朝

鮮に対する憎悪に満ちた言論が展開されることになった。私は日本における研究の層の薄

さや体制順応性を反映した評論的な「北朝鮮」論に苛立つとともに、憎悪の矛先が在日朝

鮮人に向けられていることに怒りを覚えた。そこで私なりの観点から北朝鮮研究を構築し
たいと考えるようになり、上記の単著が出る頃からその方向性を模索しはじめた。
　その模索は今も続いているが、本発表はそうした「途上の思考」をまとめ、この学術会議

への問題提起に代えるものである。

1) 『한국 근대의 역사민족지』(혜안, 2015)に収録した拙稿「한국어판에 부쳐: <지방사>라는 
물음」にも記した。また、「批判と連帯」『文化人類学』74(2), 2009も参照。
2) G. E. Marcus & M. M. Fischer, Anthropology as Cultural Critiqu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また、言うまでもなく、同年に出たJ. Clifford & G. E. Marcus eds., Writing Cul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1986も同様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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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批判的コリア研究の視座
　私は学部時代から文化人類学を専攻し、（誰が書いたか不明だが）Wikipediaには「歴史

学者」と紹介され、現在は社会学科に所属している。また、自己紹介するときは「近現代

朝鮮社会史」（「朝鮮」は朝鮮半島の意味）と述べるときが多い。学問分野(discipline)か
ら見れば正体不明の存在だが、私なりに一貫した姿勢で取り組んできた結果そうなってい
るというに過ぎない。私はその立場を、他に適切な表現がないので、仮に「批判的コリア
研究」と呼んでいるが、まずその含意について学問の歴史自体を振り返りつつ論じたい。
　この夏逝去したウォーラーステイン（I. Wallerstein）は、自らの世界システム分析の形成

をより大きな歴史のなかに位置づけるために、今日まで続く人文・社会科学の諸分野の生成

と分化の過程を跡づける作業を何度かおこなったことがある3)。それはいささか牽強付会で
ありながら示唆に富む学問史の総括であって、その延長線上に批判的コリア研究を位置づ
けることが可能なので、やや迂遠な話にはなるが、ここでその概略を紹介しておこう。
　中世から近世にかけてのヨーロッパの大学は神学、法学、医学、そして哲学の4学部から
成っていたところ、19世紀にこの哲学から今日「自然科学」「社会科学」「人文学」と総
称されるような諸分野が分化していったのは周知のとおりである（Ph.D.の起源）。ウォー
ラーステインによれば、社会科学への分化を代表する「カルテット」は歴史学、経済学、
政治学、社会学である。ランケ流の史料批判にもとづく客観性を追求する歴史学は、過去

の一回性の現象を扱うという意味で個性記述的(idiographic)な志向性をもっていた。一方、
残りの3つの学問分野は、現在を対象として科学的法則を追求する法則定立的(nomothetic)
な志向性をもっており、近代性のイデオロギーというべき市場（経済学）、国家（政治

学）、市民社会（社会学）をそれぞれが分担することになった。
　だが、この4分野は主に英・仏・独・伊・米の5カ国を中心に、いわば「西洋」世界を対象とし
て発展した。それと並行して、近代世界システムの急拡大にともない、「西洋」諸国は世

界各地を植民地化し、その他の地域とも深く関係を結ぶようになっていた。こうした「近

代化」されていない地域に西洋志向の4分野を適用するのは不適切と考えられた。そこで
「残りの世界」を担当したのが、ウォーラーステインによるならば、人類学と東洋学だっ
た。すなわち、人類学は文明と未開の二分法において「未開」に位置づけられた諸集団を
現地調査して記述した。東洋学は、「西洋」ではないが「未開」ともいえない「高等文

明」たる「東洋」について、主に諸文献の読解を通じて記述した。こうして19世紀に近代

世界システムの「中核」にあった欧米の自己認識と他者認識にもとづいて専門分化した社

会科学の諸分野は、大学と学会という制度を通じて標準化が進められた。
　ところが1945年を前後する時期に社会科学の大きな転換が起こった。米国へと世界システ
ムのヘゲモニーが移行し、いわゆる冷戦の時代を迎えるとともに、「第三世界」の存在感

が大きくなっていった。その状況で、米国を中心に生まれた新しい学問の制度的範疇が地

域研究(area studies)であった4)。米国の戦略上の必要性が大きな背景となり、各大学や各

3) 代表的なものは次のとおり。I. Wallerstein, Open the Social Scienc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Cold War Area Studies,” The Cold War and the University, New Press, 
1997, pp.195-231; World-systems Analysis: An Introduction, Duke University Press, 2004.
4) 地域研究については、韓国でまとめられた論文集김경일 편저『지역연구의 역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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研究所において、世界の各地域を複数の学問分野の研究者が集まって研究に取り組むこと
が広まった。それが開発政策やそれと連動した近代化論とあいまって展開したという意味

では、地域研究はどこまでも冷戦という時代の産物だった。しかしそうして一つの地域を
複数の学問分野が集まって研究するにつれ、学問を隔てる分野等の壁の設定の恣意性が露

呈するとともに、これまで世界史のなかで周辺化されてきた存在が浮上してくることになっ
た。ウォーラーステインはこのことをいみじくも「冷戦期地域研究の意図せざる帰結」と
呼んだ。他ならぬ彼自身もアフリカニストとして学問的キャリアを開始したことを想起しよ
う。彼はアフリカ研究の「意図せざる帰結」のもつ可能性を拡張させながら世界システム
分析を提唱するに至ったのだった。
　そこでウォーラーステインがとった研究戦略は、分析単位を国民国家にとどめず世界シス
テムのトータルな分析へと転換させること、さらに歴史学・経済学・政治学・社会学などに分

業されていた枠組を克服し近代世界システム分析という単一学問分野的(uni-disciplinary)な
ものへと統合させることだった。しかしながら、「冷戦期地域研究の意図せざる帰結」の
可能性の展開は、このような巨大な単一システムの分析へと向かう統合的な方向性しかな
いのか。学問間を隔て認識の邪魔をする地域と分野という壁を取っ払っていこうという批

判的契機は極めて重要だが、それが「ウォーラーステイン帝国」への参与に帰着すべき必

然性はないのではないか。
　以上のような点を踏まえたうえで、私が目指すのは、地域研究を含む今日の学問分野を
産みだした植民地主義と冷戦という力に対して批判的な地域研究としての「批判的コリア
研究」だと言いたい。ウォーラーステインとともに学問分野の障壁をこえ、国民国家をこ
えた分析を試みるが、そこで重要なのは世界システム分析にたどり着くことではなく、それ
が登場した際の批判的契機を継承すること、すなわち植民地主義や冷戦が残した枠組の再

生産に奉仕せず、むしろそれを食い破る知のあり方をつくりあげることである。
　といっても、批判的コリア研究は全く「新しい」何ものかではない。むしろ植民地支配と
冷戦という現実に直面してきた20世紀の歴史のなかで、連綿とその視座が形成されてき
た。特に戦後日本のコリア研究には、在野の人々によって担われたり、批判的な運動とと
もに知識が生成されたりなど、周辺化された、しかしながら重要な知的系譜が存在する。
かつて日本における朝鮮人強制連行の研究史を、アカデミックな「学説史」とは異なり、
詩や版画、慰霊祭などをも含めながらまとめた山田昭次が述べたように、「アカデミズム
とは無縁な生活者のなかから独自な歴史研究が生まれ」てきた5)。私自身も、こうした山

田の叙述にもヒントを得ながら、一般には「研究」と思われない言説も含めて、在日朝鮮

人の取り組みを中心に1945～1965年の朝鮮人強制連行論の系譜をまとめたことがあるし、
また植民地支配責任という観点から在野の日本朝鮮研究所の活動を再構成したことがあ
る6)。こうした権力の布置に対して批判的な知的系譜の延長線上に、今日の批判的コリア
이론』(문화과학사, 1998)はよく整理されていて参考になる。
5) 山田昭次「朝鮮人・中国人強制連行研究史試論」『朝鮮歴史論集 

下巻』龍渓書舎、1979、pp.491-492。
6) 強制連行論については、拙稿「조선인 강제연행론의 계보 (1945～1955년)」, 동북아역사재단 편,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Ⅲ』 동북아역사재단, 2014; 「조선인 강제연행론의 계보 (1955-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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研究は位置づけ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際に、私たちはウォーラーステインの構想に沿って単一の近代世界システムなる全体

をあらかじめ想定したうえで、その一部を担うというような発想で進める必要は全くない。
私は尚州という一地域社会を描いた著作で「世界史は細部に宿る」と述べたことがある
が、より「小さなもの」を調べあげることを通じても地域と分野をこえた叙述が可能だと
いう確信をもっている。以下でも、北朝鮮に関連して私がいま取り組んでいる「小さな」
研究課題を2つ紹介する。1つはある越北した人物に注目した評伝的な研究であり、もう1つ
は京都にある朝鮮学校と地域社会との関係についての研究である。すなわち、一方は個人

の経験をめぐって、他方は具体的な場所の経験をめぐって、分野をこえ地域をこえた、開

かれた叙述を展開しようという試みである。いずれも広い意味での文化史であるが、以下

ではその概要を示しながら、それがどのような広がりをもち得るのかについて論じてみた
い。

3. 個人の経験をめぐって
　私は現在、金壽卿（1918-2000）という言語学者の評伝的な著作を書いている7)。金壽卿

は1918年に江原道通川郡で生まれ、京城帝国大学予科を経て、1937年に同大法文学部哲

学科に入学した。1940年の卒業後に、東京帝国大学文学部言語学講座(大学院)に入り、
1944年には京城帝大の朝鮮語学研究室の嘱託となった。この間、小林英夫からソシュール
や構造言語学をはじめとする言語学を、小倉進平らから朝鮮語学を学びとりながら、独自

の朝鮮語学を構築しはじめていた。1945年8月の日本の敗戦はソウルで迎えたが、1946年8
月に北朝鮮に渡り、金日成綜合大学の創立メンバーの1人となった。彼はソ連の言語学を
積極的に紹介しながら、建国初期の言語学・言語政策において大きな影響力をもった。たと
えば現在「労働」という単語について、南では「노동」で北では「로동」と表記する。こ
うした頭音の表記の違いは、南北の正書法における代表的な相違である。この表記法が北

朝鮮で確定される際に理論的根拠を提供したのが、越北して間もない金壽卿が1947年6月

に党機関紙『労働新聞』に発表した論文だった。その後、彼は1960年代まで、同国の言語

学の中軸を担った。20年ほどの空白期を経て、1980年代後半から研究活動を再開し、2000
年に平壌で亡くなるまで再び活躍した。ただ、その歩みはまだ本格的には解明されていな
い。
　私がこの一人物について、ただ分かったことを単発の論文として発表するだけではなく、
その全体像を評伝の形式を借りながら1冊の本にようにまとめる。刊行物、公文書、離散

家族が保有する私文書、関係者のインタビューなどを組み合わせ、同書では離散家族史を
오오타 오사무・허은 편 『동아시아 냉전의 문화』소명출판, 2017. 
日本朝鮮研究所については、拙稿「한일 회담 반대 운동과 식민지 지배 책임론」『일본, 한국 병합을 
말하다』열린책들, 2011. 
7) 既に次のような論文を公表した。「김수경(金壽卿)의 조선어 연구와 일본」『社会科学 (同志社大学 

人文科学研究所)』 44(1), 2014; 「월북학자 김수경 언어학의 국제성과 민족성」, 신주백 엮음 『한국 
근현대 인문학의 제도화: 1910~1959』 혜안, 2014; “Language and Family Dispersion,” Cross-Currents, 
6(1), 2017; 「リュックのなかの手帖」, 『日記からみた東アジアの冷戦』同志社コリア研究センタ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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含む個人のライフヒストリー、世界の言語学および朝鮮語学を軸にした学問史、北朝鮮の
政治史等の組み合わさった歴史叙述を試みる。こうした作業を進めているのは、そのこと
を通じて北朝鮮をめぐって多少なりとも新鮮な歴史像が描けると考えているからである。
いくつか興味深い点を挙げておきたい。
　まず、20世紀の言語学は地域や分野をこえた影響を及ぼした。20世紀の人文科学で「言

語論的転回」が多発的に起きたという議論があるように、ソシュールの言語学を参照した
構造主義などを契機として、学問のさまざまな領域で言語を分析の要に置くような大きな
知的変動が起こった。金壽卿はソシュールをはじめとした構造言語学を原書で読むなど、
その新たな動向に通暁し、最新の音韻論にもとづく朝鮮語史の研究も進めた。それととも
に20世紀は社会主義革命の時代でもあったが、どの社会主義国でも、マルクス主義や指導

者の思想にもとづき諸民族を統合していくうえで、言語政策が重要視されていた。ソ連の
スターリンにいたっては言語政策にとどまらず、自ら1950年に言語学に関する論文も公表

していた。越北後の金壽卿はそうしたソ連の動向の体系的な紹介者でもあった。マル学派

が主流だったときにはそのうち重要な部分を選別して紹介し、その言語論をスターリンが
批判する論文を出すと、それまでの議論と整合性を持たせながら新たな朝鮮語学の課題を
提示した。つまり金壽卿という人物には、20世紀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構造主義と社会主

義の両者の潮流が流れ込んでおり、それを彼は言語学という専門性において吸収し、北朝

鮮の歴史的状況を踏まえて体系化していった。実際、先述の頭音法則の論文も、ソシュー
ルの名を出さずにその音韻論を用いており、と同時にマルクスの貨幣価値論なども合わせ
て論じていた。そうした研究活動を支えていたのは、その類い希な語学能力をもつ多言語

使用者(polyglot)だった8)。その学問的軌跡をトレースすることで、北朝鮮の学問史を、世

界史的に開かれたかたちで構築できるとともに、主体思想の全面化にしたがってそうした
国際的契機が不可視化されていく様相が明瞭に見えてくる。
　といっても金壽卿の歩みは、象牙の塔としての学問「内部」にとどまるものではなかっ
た。特に朝鮮語学者であるとともに、中国大陸を舞台として革命運動に身を投じていた金

枓奉は、1958年に失脚するまで北朝鮮の中核的な政治的リーダーの一人として活躍してお
り、金壽卿はその信頼を得て言語規範の構築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た。朝鮮語

新綴字法（1948）もプロスギ(풀어쓰기)を実現するための諸対策も、金枓奉の提示した方

針のもとで金壽卿が理論化に尽力しながら進められたものである。そのことは彼の運命を
大きく左右することになり、1958年に金枓奉とともに言語学界でも一度批判された。金枓

奉が失脚する時期は、北朝鮮がソ連から距離をとりはじめ、独自路線へと転回していく時

期にあたっていた。1960年代に金壽卿は学界に復帰するが、1968年頃から再び姿を見せな
くなる。金壽卿の足跡はそうした北朝鮮の政治史の中核にある問題にも近接するものだっ
た。
8) 
分かっているだけで、解放直後までに朝鮮語、日本語、古典漢文、英語、ドイツ語、フランス語、スペイ

ン語、ポルトガル語、イタリア語、デンマーク語、古典ギリシア語、ラテン語、サンスクリットの素養を

もっていた。なかでも7カ国語で書かれたテキストについては、その場で朝鮮語に訳しながら読み上げる

ことができたと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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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とともに、トロントなどに住む離散家族からは、こうした公的な歴史からは見えてこない
パーソナルな経験に関する情報をふんだんに得ることができた。金壽卿の妻・李南載

（1919-2019）と4人の子は、朝鮮戦争の初期に生き別れになってしまった。他の大学教員

とともに南に派遣された金壽卿が10月になっても後退してこなかったことから、李南載は
夫を探して子どもたちを連れて南へと向かった。ところが、金壽卿は九死に一生を得て平

壌に戻ってきて、すれ違ってしまったのである。その後、李南載とその子らは1970年代に
次々とカナダへと移民した。1980年代に手紙のやりとりが可能となり、まず次女、次に長

男、そして妻が1980-90年代にかけて再会を果たした。金壽卿が妻や子どもたちに向けて書

いた未公刊の朝鮮戦争参戦手記、家族宛の書簡、アルバム写真、離散家族の語りなどか
ら、私は離散家族史を含む金壽卿のライフヒストリーの復元を試みた。
　近年北朝鮮研究に取り組んでいるAndre Schmidは、北朝鮮の一次資料自体が金日成を中

心とする国家の力と一体性を過剰に描き出してきたことを「一枚岩的な自己表象」
(monolithic self-representation)と呼ぶ。シュミットは、多くの北朝鮮史研究者が金日成中心

の体制に注目してきた結果、意図せず北朝鮮の一枚岩的な自己表象が再生産されてきたと
指摘する9)。私は、金壽卿という個人に注目することで、一枚岩的な自己表象にもとづく
国家中心的な歴史像を相対化し、人間が生き、関係を結び、ものを考え、語ってきたリア
ルな経験を描きたいと考えている。植民地下および社会主義体制下で、「自由」とか「主

体的」といった表現がふさわしくない境遇に置かれていたとしても、個人が著しい制約下

においても一定の能動性をもって動く行為者性(agency)を重視したい。
　個人の行為者性の重視とともに述べておきたいのは結果論的な歴史叙述への抵抗である。
とりわけ北朝鮮についてはあまりに結果論的な説明様式が一般化している。本書では、あ
えてそうした語りに抗し、その都度の状況のなかで判断していった個人に注目する。ああ
なるかもしれない、こうなってほしい、そういう予見と期待のなかで、あり得べき未来に賭

け、ときに判断を誤って失敗し、後悔しながらも時を積み重ねていく。終わったあとに後

知恵で振り返ってみれば、「必然」的な結果に見えるかもしれないが、そのときどきには
知る由もない。本書は、未来の不確定である状況においてその都度の判断によって生きる
姿を描くことで、あまりに結果論的な歴史叙述に支配されている北朝鮮をめぐる言説に抗

してみたい。
　一方、個人に注目したとしても、それは決して「狭い」研究にはならず、むしろカバーす
べき範囲は広範である。時代としては、日帝時代から解放後を経て20世紀の終わりまでい
たる。地域としては、金壽卿の移動経路を追うだけでも南北朝鮮、日本、中国にまたが
り、彼が知的に探求していた地域も入れればロシア（ソ連）や西欧などに及んでいる。関
連する北朝鮮の資料自体が各地に赴かなければ入手できず、韓国・日本の他にも中国（延

辺）、ロシア（モスクワ、サンクトペテルブルク）、米国（ワシントンDC）などをさまよ
い歩き10)、インタビューをするためにトロント、LA、北京にも行った。各地に散在する
9) Andre Schmid, “Historicizing North Korea,” American Historical Review, 123(2), 2018.
10) 
延辺、モスクワ、サンクトペテルブルク、DCでの資料事情にはそれぞれ苦労したので、今後の研究者の

ために調査マニュアルのようなものを私的に作成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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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労働新聞』を集め、1枚1枚めくって関連記事がないか探すという基礎作業にも相当の時

間を費やした。南北朝鮮・西欧・ソ連・中国・日本の言語学を見比べなければ金壽卿言語学の
性格は分からないし、北朝鮮とそれをとりまく政治史抜きにその歩みを理解することもで
きない。ウォーラーステインのように巨大な近代システムを相手にせず、個人を対象にする
だけでも、これだけ専門性の壁をこえ、時代や地域や学問分野をまたがった研究が必要と
なる。
　もちろんそれは特定個人の軌跡に沿った個性的な「全体史」であって、あらゆる人々に共

通した経験ではない。しかしながら、いかなる歴史叙述も「全てのもの」を描き得るわけ
では当然ない。個人の経験を世界史的に開かれたものにし、叙述のなかにさまざまな接続
点を散りばめていくことで、個性的でありながら共有可能な歴史の語りが可能になると私

は考えている。

4. 場所の経験をめぐって
　もう1つの進行中の研究は「朝鮮学校と銀閣寺」と題している11)。京都の有名な観光地で
ある銀閣寺のすぐ近くに京都朝鮮中高級学校（以下「京都中高」）がある。その立地のユ
ニークさから、井筒和幸監督のヒット映画「パッチギ！」（2005）の舞台にもなった学校

である。この学校は、朝鮮学校関係者には「銀閣寺の学校」などと呼ばれており、1980年
代につくられた校歌にも「은각사를 내려보는…(銀閣寺を見下ろす)」といったくだりが出

てくる。それほど「銀閣寺」が代名詞となった朝鮮学校である。実際、1958年にここに
キャンパスが落成して以来、60年以上にわたってこの地で民族教育を継続してきた。
　「北朝鮮」に対する反感を投影しながら朝鮮学校に対する排外主義的な風潮が高まって
いる今日の日本社会の状況からしても、1950年代当時の在日朝鮮人に対する過酷な差別の
歴史から考えても、このように「歴史的」で「伝統的」な地区に、それとはかなり「異

質」な朝鮮学校が建つというのは不思議なことのようにも思える。なぜこのような所に朝

鮮学校が建ち、60年にもわたって存続してきたのか。この近隣に住む日本人住民にとって
朝鮮学校とはどのような存在だったのか。逆に朝鮮学校に通う人々にとって近隣の地域社

会はどのような存在だったのか。
　現在、この問いに答えるべく同志社大学の学生や朝鮮学校の関係者らとともに調査を進

めている。朝鮮学校に関する研究は近年さまざまなものが出ているが、日本政府や地方自

治体との関係はしばしば論じられる一方で、近隣住民との日常的な関係に注目したのは、
おそらくこの研究がはじめてだと考える。朝鮮学校は、同化圧力の強い日本社会のなかに
あっても朝鮮人(조선사람)として生きることができるよう、人工的に朝鮮語の空間をつくり
あげて民族教育をおこなってきた学校である。その意味において、朝鮮学校の教育が周囲
の環境から学校という空間を切り離すことによってはじめて成立するという側面をもってい
ることは間違いない。しかしながら、朝鮮学校が地域社会と全く無関係に民族教育をおこ
11) 
これについてはまだ公刊論文はないが報告書としてまとめている。『朝鮮学校と銀閣寺：京都朝鮮中高級

学校と地域社会との関係をめぐって』, 同志社大学社会学部社会学科・社会調査実習報告書 

No.27(第5分冊),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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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ってきたわけでもない。むしろさまざまな関係を切り結びながら民族教育事業を継続して
きた。それは意識的な「交流」だけではない。個人的な結びつきもあれば、お歳暮を送る
関係もあれば、「パッチギ！」のような喧嘩もあれば、ただ「買い食い」をする店といっ
たつながりもあり、そのありようは実にさまざまである。
　この研究で私は＜生きられ、経験され、意味づけられた場所＞という考え方を重視する。
「空間」(space)が、同時に「空白」といった意味をもつことに表れているように、そこに
何でも入り得る物理的な広がりを示す概念であるのに対し、場所(place)は経験され意味づ
けられたものを示す概念である12)。したがって2人の人物が同じ空間にいたとしても、両者

にとってそれが同じ経験であるとか同じ意味をもつということはなく、したがってそれぞれ
にとってそれは相異なる場所ともいい得る。場所をめぐる複数のリアリティは関係性と歴
史性の産物であり、この研究はそこに注目する。
　そのために、本研究はさまざまな調査方法を総動員する。資料は、学校設立関連の教育

行政文書、土地登記簿や公図のような公文書、住宅地図をはじめとしたさまざまな地図、
学校沿革誌その他の学校所蔵資料、個人所蔵の写真アルバム、新聞（在日朝鮮人の新聞

および日本の一般紙）など、広範囲にわたって収集した。それぞれ資料特有のリアリティ
をもった場所の記録となっており、それを歴史化しながら読み解いていく。もちろん朝鮮

学校関係者や地域住民にもインタビューを実施するとともに、地図を用いたワークショッ
プも複数回実施した。そのうち、いくつか興味深い知見を紹介しよう。
　現在キャンパスがある場所は、もともと小さな山と山の間の谷間であり、小道とその脇に
小さな池があるに過ぎなかった。山林でしかなかった場所を京都中高が購入したのは1955
年のことで、そこから木々を切り倒し土地を造成して敷地に作り替えたものだった。その
ようなことが可能だったのは、在日朝鮮人運動の努力に加えて、一定程度の日本人の理解

と支援があったからだといえる。当時、銀閣寺町自治会の会長は落成式の式典で、「私は
朝鮮の方たちが自分の子どもたちを教育しようとする、涙ながらの努力と愛情に感激し、
このような見地から朝鮮の方たちの感情も次第に理解するようになった」としながら、
「由緒深い我が国の文化財保管区域内に教育の殿堂が備わると、町内もより一層発展する
だろう」と述べた13)。この会長は植木屋で、「満洲帰り」の気性の荒い人物だったという
が、そういう人が学校建設に共感したことで地域の話はまとまった。また、落成式の祝賀

広告を見ると、在日朝鮮人組織に加えて教職員組合（日教組）、労働組合（総評）、学
生団体（全学連）などが名を連ねていた14)。加えて、マルクス主義者で庶民住宅研究に
よって有名な京都大学の西山夘三が建設に一役を買っていた。つまり、地元住民ボスの理

解と京都の革新系の団体や個人の支援が、こうした学校建設を支えていた。
　近隣住民の目からは少し違う風景が見えていた。当時少年だった人によれば、この工事に
より埋められた池は「子どものいい遊び場」だったと言った。地域の子どもらは池のイモリ
12) 次のような文献を参照。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1976. 
場所は西欧では古代ギリシアのtoposにまで遡る概念であり、そこから派生した概念が「topic（話題）」で

あることをここで想起しておくことも有用であろう。
13) 『朝鮮民報』1958.4.12.
14) 『朝鮮民報』1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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やスッポンを採り、漢方屋に売って小遣い稼ぎなどをしていたという。だから池が埋め立て
られたことで、子どもらにとっては遊び場を1つ失うことになった。しかし学校が建ったあ
とも、京都中高の運動場に野球をしに遊びに行ったこともあったし、京都中高の生徒とプ
レイしたこともあった。取った椎の実を京都中高の教員が煎ってくれて、一緒に食べたこ
ともあった。もともと通り道だった小道は、学校ができたあとも近隣住民が使っており、
今でも運動場を横切って通る住民は少なくない。
　朝鮮学校に通学する人たちも、近隣のお店はよく活用した。1950-60年代は革靴での登校

禁止だったが、格好をつけたい男子生徒は革靴で登校した。それでかれらは近所のお好み
焼き屋に革靴を預けて、運動靴に履き替えて登校した。そのお礼に帰りにお好み焼きやう
どんを食べたりしたという。
　1960年代前半にこの地域を揺るがすできごとが起こった。京都韓国学園が1961年にこの
地域の土地を購入し、翌年には造成をはじめた。これに対し、住民の反対運動が巻き起

こったのである。銀閣寺町を含む旧浄土寺村の住民は毎年8月16日になると「大文字送り
火」という行事をおこなうことでよく知られているが、1962年8月には送り火の点火中止騒
動にまで至った15)。なぜ4年前には京都中高を迎え入れた地域が韓国学園の移転には反対
したのか。送り火はもともと浄土寺村住民の祖先祭祀だが（今もその子孫が担ってい
る）、この頃には既に京都の風物詩になっていた。観光客で儲かっている人々が多いのに
送り火の運営は赤字で、京都市の助成金に対する不満が高まっていた。そこに住民の頭越

しに市が韓国学園の移転を許可したことが怒りに火を付けた。既に「北朝鮮の学校」があ
るというのに、それと対立する学校が来られては困る――そのような論理が「銀閣寺に38
度線をつくるな」という反対運動のスローガンとなった。送り火を保存している旧住民の
みならず、大学教員や公務員など「弁の立つ」新住民たちが加わって、運動が大きくなっ
たのである。そこには韓国の軍事政権への反発も含まれていた。結局、送り火は実施さ
れ、その後、京都市は韓国学園の工事中止命令を下した。京都韓国学園が本多山に新たな
キャンパスを移転したのは、それから20年以上後のことである。
　以上は、1km2にも満たない小さな地域で起きたできごとの経験の一部である。そのなかに
近世以来の地域の伝統があり、戦後日本の日本人の政治運動と在日朝鮮人運動があり、南

北朝鮮の対立があり、地味な交流があった。実をいえばこの研究自体、京都中高を地域や
観光客に向けて開いていこうという「坂道プロジェクト」（2017年12月～）という学校振

興事業と連動して実施してきたものである。すなわちこの研究は、今日の日本社会におけ
る朝鮮学校に対する他者化の状況からは想像もつかないような諸経験を具体的に紡ぎ出す
ことによって、今日の新たなつながりのための想像力を提供することを目指すものである。

5. おわりに
　以上、冷戦期に関する現在進行中の文化史的な研究を2つ紹介したが、これらに共通する

15) 
このときの経緯は『京都新聞』にその都度報道された。また、『長く遠い道：京都韓国学園本多山新校舎

建設の歴史』(学校法人京都韓国学園京都韓国中・高等学校, 1997)にも記述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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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徴をまとめることで結論に代えたい。
　まず両者とも、権力の行使と結びついた主流の言説に対して批判的な視座を確保しようと
している。北朝鮮を全て政治上層部の「思惑」によって説明するなど一色に塗りつぶすよ
うな語りに対して、あるいは現状から遡及するような結果論的語りに対して、金壽卿の評

伝はよりダイナミックで開かれた経験を対置する。「北朝鮮」を悪魔化し、そこに朝鮮学
校を連ねるような言説に対して、地域のリアリティに即した記述を対置する。そうしたオ
ルタナティブな語りを追求する。そうした批判的コリア研究の一環として進めている。
　次に、両者ともより「ミクロ」な経験を扱っているが、そこで重要なのは「小ささ」、す
なわち単なるスケールの問題ではなく、記述の具体性と立体性である。個人はさまざまな
関係をもち、さまざまな「界」(Bourdieu)のなかで生きているが故に、無数の歴史的文脈が
流れ込むとともに、それらが相互に絡まり合っている16)。多くの人が通り過ぎたり拠点と
したりする特定の場所もまた同様である。すなわち個人も場所も、いずれも交差点

(intersection)のように複数の文脈が相互に関係をもちながら交わっており、それを具体的か
つ立体的に見ていくことにより、世界史に開かれた叙述が可能となる。個人や場所だけで
なく、事件であっても物であっても同様のことが可能であろう。その際に重要なのは個人

や関係する人々の行為者性(agency)である。どのような構造的な制約のなかでも、それぞれ
の行為主体なりの意味づけがあり判断があり能動性があることを重視するのが行為者性の
観点である。
　そうやって具体的に経験を徹底してトレースしていくと、本稿で示した事例のように、自

ずと地域をこえ、時代をこえ、研究分野をこえていくことが要請される。本稿の冒頭で
「北朝鮮に関連した研究」という表現を用いたのは、最初から「北朝鮮」という所与の枠
組があって、その枠組内部を埋めていくような「北朝鮮研究」というよりは、間違いなく
北朝鮮に関連はしているが、その関連の仕方はユニークで個性的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
る。決して「北朝鮮全体」を代表するものでもないが、その固有の経験の叙述は、より大

きな「歴史」から遊離したものでもない。むしろ、「歴史」をまた違った側面から照射し
なおすものとなりうる。それは「冷戦」も同様であって、東西陣営対立が最初から自明の
前提なのではなく、対象に即した「冷戦」の発現がある。
　最後に、そうした具体性に迫るためには研究方法も最初から絞り込むべきではない。必要

であればインタビューやワークショップも実施し、統計も用い、公的・私的な資料を集めて
解読し、写真や映像をも活用する。かつて都市民族誌を論じたG. Suttlesは自らの研究方法

をあえて「恥知らずの折衷主義shameless eclecticism」と呼んだが17)、自らの専門領域に固

執せず、研究対象や目的から要請される方法へと自らを開いていくことを「恥知らず」と
呼ぶのであれば、私は今後も「恥知らず」であり続けたいと思う。

16) 個人の日記を研究してきた経験をもとに書いた次の拙稿で、この点をより詳しく論じた。「식민지 
시기 조선의 민중일기를 읽는다는 것: 이론 및 방법론에 관한 기초 연구」, 박진희 & 이상록 편 
『일기로 역사를 읽다』, 학술회의총서 4, 국사편찬위원회, 2018.
17) G. Suttles, “Urban Ethnograph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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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4-1

<조선녀성>을 중심으로 1950년대와 1960년대 북한의 ‘혁명적 어머니’ 
이상과 번역의 관계 

테레사 현(York University, Canada)

* 주) 이 논문은 출판이 금지된 글입니다. 이 한글 번역작의 원문은 영역 서적 <Diverse Voices in 

Translation Studies in East Asia> (Peter Lang Publishing Company)에 포함된 장입니다. 

1. 서문
     

논문은 문학 번역이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형성 단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프로
젝트의 일부분이며 1950년대와 1960년대 사이에 창조된 ‘혁명적 어머니’ 이상에 중점적인 관심
을 두고 있습니다. 고대 사서오경부터 20세기 초반 유럽의 여장부들에 관한 전기 및 다른 외국 
서적의 수입에 이르기까지 번역은 조선시대부터 여성의 교육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연구 목적에 관련된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에 관한 전통적인 이상은 얼마나 유지되어 왔는가? 북한 정부 정책의 모순과 변환은 여성
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외국 서적의 번역과 수입은 어떻게 여성들에게 대체적인 생활 
방식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거나 알리는 수단이 되었는가?”

이 논문의 주된 연구대상은 북한의 사회와 문화적인 변화 속의 여성들을 주제로 한 번
역문과 문학 원작입니다. 논문의 두번째 부분은 고대와 20세기의 여성에 관한 이상과 번역에 대
한 요약입니다. 다음으로 북한 정부의 정책이 여성들을 상대로 빚은 갈등과 부과한 통제를 논의
하며, 네 번째 부분에서는 여러 번역문과 원작 샘플을 검토 함으로써 외국의 정체성과 전통적인 
북한 여성의 정체성 사이의 상호 작용이 전통적인 북한 여성의 자아를 변화시켰을 가능성을 검
토합니다. 

2. 번역과 여성에 관한 이상의 변화: 전통과 현대화

 2.1 서적의 번역과 조선시대의 여성에 대한 이상

도이힐러가 주장(1977:1)하듯 조선시대 초기의 개혁은 여성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
쳤습니다. 여성들이 가정 속에서 올바른 역할을 맡고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자 하는 사회



- 52 -

강화됨에 따라, 여성들은 어릴 적부터 번역된 중국 여성 교육 서적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덕행을 중심으로 한 규칙을 주입식으로 교육 받았습니다. 번역은15세기 한글의 발명 후 가능해
졌으며, 한글로 번역된 교육 서적 중 대표적인 작품은 <삼강행실도>입니다. <삼강행실도>는 군
신·부자·부부의 삼강의 이야기와 그림을 담은 중국의 책입니다. 중국의 교육적 고전들의 발췌
를 번역한 <내훈> 또한 여성의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중국의 교육 서
적이 번역된 후, 한글로 집필된 교육 서적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2. 20세기 신여성의 발돋움

조선시대에 번역된 중국 서적들은 여성에 관한 유학적 이상을 보여주는 반면, 유럽의 여
성들을 주제로 하는 20세기 초의 번역문들은 여성들의 국가 현대화 참여에 대한 의식을 고취합
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여성 번역가들이 번역하거나 여성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들이 
새로운 여성 관련 이상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대에는 특히 <애국부인전>과  <라란부
인전> 두 권의 번역작이 여성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장지연이 번역
한  <애국부인전>은 잔다르크의 삶을 당시 일본에게 통치권을 위협 받는 한국 여성들을 위한 
본보기로 표현했는가 하면, 량치차오의 <라란부인전>은 프랑스 혁명의 대표적 여주인공의 삶을 
여성 정치 참여를 선도하는 모델로 삼았습니다. 또한 1910년대에는 일본의 페미니스트 작가 히
라수카 라이테우가 부분적으로 번역하고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엘렌 케이가 저술 한 <사랑과 결
혼에 대하여>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일본의 한인 교환 학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Hyun 2004:53). 1920년대와 30년대에는 사라 티스데일, 크리스티나 로제티, 사로지니 나이두,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과 같은 외국 여성들에 관한 서적들이 번역되어 신문이나 여성잡지에 
실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글들은 한국의 신여성들의 정치적 참여 및 사회적 활동을 촉진시키고 
전통적 가정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신여성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ibid:54-5).

이렇게 조선시대의 교육 서적, 20세기 초반 유럽 여장부들의 전기, 1920년대와 30년대
의 신여성에 관한 글들을 포함한 여성들이 번역하거나 여성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들은 여성에 
대한 이상을 개발하고 여성들이 참여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3. 여성과 관련된 북한의 정책

이 부분은 북한의 사회적 또는 정치적 변화가 여성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요약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관한 고려는 북한 여성에 관한 문학 작품과 이의 번역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
고 생각합니다.

 3.1 여성의 동원

박정애를 첫 위원장으로 삼은 조선민주녀성동맹은 1945년 11월에 창설되었으며 북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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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여성참정권, 여성 문맹의 퇴치, 여성들의 충실한 국방 참여에 관한 안건들
을 지지하였습니다 (윤미량 1991:82). 1961년 김일성의 창건 아래 열린 어머니에 관한 회의는 
가정 속 여성의 역할과 특히 어머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회의는 여성들을 사회의 
일군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국가건설에 보탬이 되는 어머니가 되도록 여성의 동원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성들의 가정 속 역할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동등하게 중요시 여기는 정책들은 
여성들에게 전통을 따름과 동시에 공산당원이 되도록 양면의 압력을 가했습니다. 한 편으로는 
여성들의 경제 재건설을 위한 국가 노동력에 참여가 요구되는 반면, 다른 면으로는 여성들의 순
종과 전통적 가정 속의 역할이 강요되었습니다(ibid.:93-5). 

 3.2 평등의 한계 

김일성 정부는1940년대부터 국가 건설을 위한 노동력에 여성들의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선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반포한 북한의 김일성 정부 정책들은 프
롤레타리아 혁명에 참여를 통한 여성의 해방을 믿는 사회주의 이념에 근거했습니다. 이러한 이
념은 여성들의 노동력 동원이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고 가족과 아동 교육을 사회화함으로써 대중
의 해방을 불러 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영 1987: 10). 그러나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현
실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여성들은 자녀 양육의 책임과 사회주의혁명의 일원이며 가정 밖 노동자
로서의 역할이라는 두 가지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일부의 학자들은 여성들의 삶에 관련된 이러
한 모순들이 한반도의 통일에 관한 정책과도 연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봉숙 1991:7).

 4. <조선녀성>과 관련된 번역과 외국과의 교신

다음으로는 번역과 관련하여 여성이 집필하거나 외국 여성 또는 외국 문화를 주제로 한 
문학과 아울러 특히 1950년대와 60년대에 정부 후원 아래 발간된 <조선녀성>을 검토해 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러한 글들이 당시 정부의 정책 방침과 동의하거나 
이를 거스른 바를 알아보기 위함이고, 두번째 목적은 근대 한국 여성에 관한 이상의 형성 및 발
전과 이러한 글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고려해보기 위함입니다. 이 논문에 소개되는 몇 가지 예 
중에는 약전, 편지, 수필, 그리고 번역작 또는 한글 원작 등이 있습니다. 

 4.1 약전

이중 레닌에 관한 글인 <레닌의 어린 벗들>은 러시아 잡지로 추정되는 <가정과 학교>
에1958년 6월에 실린 기사를 번안자 림희경이 번역 및 개작한 것입니다. 이 글이 개작으로 인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북한의 문학인들은 번역의 방법에 대해 민감 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
니다. 이 글은 레닌이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에 관한 서술로 시작됩니다. 레닌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위대하게 여겨 그들을 존중했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
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올바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공산 사회를 설립하는 것이 어른들의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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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레닌이 두 아이들을 포옹하는 그림을 보면 그가 아이들의 학교를 방
문할 때마다 선물을 베푸는 것을 좋아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집니다(림희경 1958:8-9). 레
닌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 한 이러한 글과 그림들은 훗날 김일성의 이미지가 국가의 아버
지로 성립되는 데 발판이 되었습니다. 

김병욱의 약전 <애급의 녀성 운동가 쎄자 녀사 마리야 텔렛사 갈로>는 본래 여성 국제 
연합이 발간한 <세계 여성>에 실린 글입니다. 이 약전은 이집트 여성 중 최초로 베일을 벗은 마
리아 데레사 칼로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친 후 칼로는 이집트로 귀국하
여 모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녀는 여성 국제 연합을 포함한 많은 세계 회의에 참여하
여 다른 이집트의 대표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성매매 퇴치와 기혼의 여성들이 자신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로비했고, 일생동안 이집트 여성들의 해방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이 
기사의 끝에 실린 사진은 1951년 카이로에서 데모를 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종욱 
1959:24-25). 

최천식은 <몽마르트르의 붉은 처녀 루이자 미쎌>이라는 제목 아래 1830년생 프랑스의 
무정부주의자이자 의료원이었던 루이자 미셸의 업적을 다루었습니다. 루이자 미셸은 파리코뮌을 
위해 싸웠고 일생 동안 정치 혁명을 이루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파리코뮌이 실패했을 때 그녀는 
감옥살이를 했으며 그녀의 재판 중 반동 정치 정부는 그녀를 감시 시설로 보내려 했지만 그녀는 
영국으로 도주하여 그 곳에서 자신의 업적을 이어갔습니다 (최천식 1964:49-51).
이 두 기사는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권하는 북한 정부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4.2 논문

다음으로 논의될 글들은 <조선녀성>에 실렸던 외국인 또는 한국인 작가들의 편지와 논
문 발췌들로, 이들은 외국의 문화를 북한의 문명으로 포함시킨 수단들을 보여줍니다. 예로 노라 
로드는 <카나다에서 보내온 편지>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1956년 5월 23일에 집필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글에는 북한의 수도 평양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수취인으로 표현한 필자의 시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번역한 김종욱은 유일하게 그의 업적이 기록된 당대의 소수 번역가 중 한 
인물입니다. 김종욱은 <번즈 시집> (1959)의 번역가로 기록되어 있고, 1960년대의 미국과 영국 
문학 작품을 <문학 신문>에 그의 글 몇 점이 실려있습니다.  이 편지의 집필자 노라 로드는 한
국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평양의 새들은 아직 노래를 하고 있길 바란다는 희망적인 어조로 편지
를 마칩니다. 이 편지는 평양의 여성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들의 편지를 받은 것에 감사를 표
합니다. 평양 여성들의 편지는 그녀가 평양의 극장에서 공연을 보았던 기억을 상기시켜 주었다
고 합니다. 그녀는 캐나다 전국을 여행하며 전장에 남편과 아들들을 내보낸 캐나다의 여성들을 
만나 그들에게 전장의 황폐함이 담긴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들의 심장을 울렸다고 전합니다. 그
녀는 또 캐나다 여성들을 대표하여 그녀가 1951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평양의 여성들이 보여
준 친절함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로드 1956:16-17). 

<알제리야 녀성들이 전 세계 녀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번역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
지만 이에는 알제리아의 여성들이 1957년 3월 25일에 집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



- 55 -

알제리아인들이 전쟁으로 인해 3년동안 고초를 겪었으며 평화와 정의를 위해 오래 투쟁해왔
다고 전합니다. 매일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이 체포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압제자들은 자
신들의 잔인한 행위들을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테로’라는 단어의 사용으로 보아 이 번역가는 
영문 원작을 번역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편지는 또 식민자들의 성폭력과 도난으로 정신적이
나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는 정부를 위해 아들들을 전장으
로 내보내고 전쟁으로 인해 많은 수모를 입은 프랑스의 성실한 여성들에게 동정을 표합니다. 편
지의 집필자들은 또한 국제 연합의 주도로 3월에 개최될 회담에서 알제리아의 난국이 민주적으
로 해결되길 바라는 희망을 전합니다 (조선녀성 1957:34). 이러한 기사들은 여성을 주제로 한 활
동에 관련해서 북한의 세계적인 입지를 굳히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4.3 문학 원작

이 부분은 1950년대의 번역문과 원작 중 정부가 고취한 여성들의 행동 규칙 및 규범, 
당시 사회적 문제, 여성들에게 강요되는 역할에 내재된 갈등, 또는 북한 스스로가 국제사회 내에
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표현한 글들을 살펴봅니다 (현 2012:109-125). 

아나톨리 철로빈이 쓴 소련의 단편소설 <잘 가거라>는 김종욱이 번역하였으며 본문에서 
요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소녀로 
어느 날 그녀는 미개발된 땅을 경작하는 사업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한다는 신문 기사를 읽습니
다. 그녀는 가기로 결심하지만 이 소식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 망설입니다. 마침내 소녀의 
부모는 그녀가 공동의 발전을 위해 집을 떠나 봉사하도록 격려합니다 (철로빈 1956:30-32). 

단편 소설 <라포일과 류락군의 가정파탄문제에 대하여>는 잡지 <중국분녀>에서 가져 
온 것임을 나타내는 작은 활자의 표시가 있습니다. 작가나 번역가의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
니다. 라포일은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부인과 이혼을 하려는 
남주인공입니다. 다툼 후에 그의 부인 류락군은 자신의 분노와 씁쓸함을 토해냅니다. 끝에는 정
부가 사랑에 대한 자본주의적 생각으로 공산주의를 위반한 남편을 벌합니다 (조선녀성 
1956:16-18). 이 이야기는 이혼을 사회 불안정을 일으키는 촉매로 여겨 엄중 단속하는 북한 정
부의 정책을 승인합니다. 

몇 원작들은 정해진 역할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고초를 다룹니다. 
김정숙의 <왜 리혼하려 했던가>는 노인들에게 무례를 범하는 자신의 부인과 이혼을 고민하는 김
일훈의 곤경을 보여줍니다. 허나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고려하여 이혼할 계획을 포기합니다. 대
신 그는 부인에게 교육적 서적을 주고 책과 영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녀와 나누는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부인의 결점을 고치기 위한 그의 대단한 노력은 끝내 부인의 태도와 
처신을 개선시키고 가족에게 품위를 되찾아 줍니다 (김정숙 1956:24-25). 부인을 질책하는 남편
과 순종적으로 책을 읽고 공부하는 부인을 그린 그림은 전통 사회에서처럼 남편은 가장이며 가
정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다는 교훈을 강조합니다. 이혼을 반대하는 정부의 정책 또한 강조되었
습니다. 시각적 교훈을 초점으로 삼는 이러한 글들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김경숙의 <행복이라고 말할것인가>는 여성의 결점을 혹평하는 또 다른 예로 헌신적인 
부인과 어머니 춘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이때문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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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의무에 관심을 잃은 그녀의 남편을 표현합니다. 문제는 춘자가 아이들의 출생 후 자
녀 양육에 몰입하기 시작하며 전처럼 남편의 일과 공부에 참여하지 않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개인주의적 태도 때문에 그녀는 주민 공동 회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고 하며 이 이야
기는 이러한 게으름이 진보를 늦추고 모든 국민들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합
니다 (김경숙 1957:9-10).

5. 결론

이 논문은 조선시대와 20세기 초에 번역된 해외 문학과 여성의 교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의 결과로 이 논문은 1950년대와 60년대의 ‘혁명적 어머니’ 이상의 형성과 외국 문학 번역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정부 정책들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당시 북한 
정부 정책들은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아내 또는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혁명적 어머니’이자 일군으
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강요하는 모순적인 양면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작가들의 
원작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이 연구의 진전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영역들이 고려됩니다. 첫째는 국제 여성 단체에 
대한 집중이 어디까지 세계의 사회주의 커뮤니티에서 북한의 위치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인가 하
는 의문이고, 두번째는 많은 번역문들에 소개문이 포함 되거나 번역가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20세기 초 세계 문학 수입의 동향 또는 번역에 대한 국가 정부의 관리 여부를 알려
주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세번째는 여성의 교육에 관한 해외 문학 번역을 중요시 여기는 태도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단계에 중대한 역할을 했는가 입니다. 시몬 드 브부아(1961: 233)는 여성
을 남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만든 타자라고 표현합니다. 북한의 번역 활동에 대
한 연구는 한 국가의 문명이 외국의 정체성을 수용하여 자국의 정체성을 확장시키는 방식들을 
탐구합니다. 

( ) 이 논문은 출판이 금지된 글입니다. 이 한글 번역작의 원문은 영역 서적 <Diverse 

Voices in Translation Studies in East Asia> (Peter Lang Publishing Company)에 포함된 
장입니다. 

[감사의 말] 
이 논문을 위해 많은 지도와 충고를 베푼 유임하 교수, 이상숙 교수, 전영선 교수와 연구에 도움
을 준 이선경 박사와 에스더 황어진, 그리고 한글 번역에 도움을 준 박 민아에게 감사를 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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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4-2

<abstract>
 

“Translation and the Mother-Worker Ideal in North Korea in the 1950s 
and 60s: Focusing on Choson nyosong 조선녀성 [Choson Women]

This research is part of a larger project to examine the roles of literary 
translation during the formative phase of the socialist society in North Korea. In this 

paper I focus on the creation of the mother-worker ideal in the 1950s and 60s. Since 

the Choson Dynasty translation has been an essential part of the education of women: 
from the Confucian classics of the traditional period to the European heroines of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nd the importation of foreign texts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nswer such questions as: To what extent did 
traditional feminine ideals continue to prevail? How did the contradictions and reversals 

of official North Korean government policy affect the lives of women? In what ways 

did the importation of foreign texts through translation bolster official aims, or on the 
other hand, provide glimpses, however limited of alternative lifestyles forwomen? This 

paper studies translations and original writing about women in the context of social 

and cultural changes in North Korea. Section two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translation and feminine ideals in the traditional period and the early twentieth 

century. Section three outlines the conflicts and constraints that North Korean policy 

imposed on women. In section four I examine samples of translated texts and original 
works in a preliminary attempt to determine the ways in which, for North Korean 

women, the foreign other interacts with and transforms the traditional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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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5

평화의 시대 ‘동아시아 북방학’의 가능성

임 우 경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1. 한국전쟁 고아들은 어쩌다 낯선 폴란드까지 갔을까

- 몰랐던 북한의 한국전쟁 고아들 
- 동구권의 북한 지원: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 그들은 왜 북한을 지원했나?
- 남과 북의 상이했던 한국전쟁 고아 ‘처리’ 과정, 그 차이가 시사하는 바?  
- 그동안 남한은 왜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나? 
- 우리가 모르는 것이 과연 동구로 간 전쟁고아뿐일까? 
- 신중국 모범노동자의 소련기행, 전후의 평화축전들...
- 탈/냉전 70여년의 거대한 공백, 암흑의 대륙: 사회주의 진영
- 1990년 ‘북방관계 연구’의 소환

2. 1989년의 희망과 ‘북방’ 개념의 제기 

- 홍순호의 ‘북방관계연구의 방법론적 시론’(1990) 다시 보기
- 1980년대 말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과 북방외교
- “우리와 교류가 없던 저 대륙국가에도 국제협력의 통로를 넓게 하여 북방외교를 활발히 전개
할 것입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북방에의 이 외교적 통로는 또한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 줄 것
입니다.”(1988년 2월25일 제13대 노태우대통령 취임사 中)
- ‘북방외교’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
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향한 외교정책. 1989-폴란드, 헝가리, 1990-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1992-중국, 베트남 등, 북방외교 기간 45개국과 수교
- 북방: 북한, 중국, 소련, 몽골, 그리고 동구유럽의 공산권 국가들
- 서독의 동방정책과 남한의 북방정책
- 노태우 북방정책에 대한 우려: 북한 괄호치기, 과도한 경제적 이해 관점, 북방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의 개방화와 통일임을 강조
- 국제관계사적 방법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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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적 탈냉전과 ‘북방’ 연구

- 탈냉전과 국내 민주화에 따른 공산권 국가에 대한 연구의 증가
- 한국 좌익의 역사적 복원
- 한국전쟁, 북중관계, 중소관계 연구의 활성화
- 승리자의 역사 
- 탈냉전 시대 냉전연구, 탈식민주의의 냉전성이라는 역설
- 알게 모르게 냉전시기 역사, 특히 사회주의 역사가 소거되거나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 탈냉
전시기 미국 중심의 승리자 역사서술의 再版
- 과거 냉전시기의 분열과 공백을 극복(?)하고 냉전 전과 냉전 후를 하나의 자본주의화 세계로 
연결 지으려다 보니 20세기 전체를 자본주의적 근대화(제국과 반제국의 대립)를 통해서만 해석
하는 함정에 빠짐. 그와 관련하여 제국과 반제국의 의미를 민족국가적 민족주의 차원의 문제로 
환원. 식민주의 또는 포스트식민주의에 함몰. 자연스럽게 반근대적 근대로서의 사회주의 경험과 
그 연대의 역사가 어떻게 길항하는지에 대해 소홀한 반면, 전지구적 자본주의화를 거드는 발전
주의와 긴밀하게 결합됨. 이른바 ‘탈정치의 정치’가 만연.
- 냉전의 민족화, 냉전민족/국가의 고착화 현실
- 일국단위, 민족주의적 시각과 거리 두기, 하나의 통으로서 동아시아의 북방 전통을 사유하기
- 아시아 사회주의, 북한은 물론이고 남한과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 사회주의 혁명전통
까지 포함
- 냉전적 시각 속의 탈식민연구를 메타화하기
- 북한학+동아시아학+글로컬냉전연구
- 만주연구의 한계
- 탈식민주의의 냉전성에 대한 무감각
- 북한학의 민족주의적 아우라

4.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 북방’

1) 북방의 역사적 내포
가) 전근대 동아시아북방: 농경문화(중국, 한반도) 해양문화(일본), 유목문화(북방민족)의 각축장
으로서 동아시아사 대변동의 발원지거나 종착지였음
나) 근대 신구제국 충돌의 격전지: 중화->러시아, 영국, 일본->소련->중화인민공화국
다) 일제의 만주국 건설: 20세기 전반 서양과 대결하는 일본의 가공할 만한 경제적 자립체(대
동아공영권 또는 엔블록)의 바탕. 근대국가 및 근대화 체험의 장으로서의 만주국 경험. 훗날 
남한의 국가주도 개발독재 및 제국들의 신식민주의 모델이 됨 
라) 공동의 반제국주의 투쟁사: 항일운동, 중조일 공산당의 협력 
마) 냉전시기: 북한-중국-소련-몽골의 합종연횡, 트랜스내셔널한 공간이었던 만주의 국민국가
적 해체
바) 탈냉전시기: 다시 트랜스내셔널한 공간으로 부상. 경제적 협력 vs 정치적 위기 vs 역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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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 경제적 협력: ‘북방외교’, 전지구적 자본주의화, 다수 한국인들의 여행과 투자, 조선족의 한
국방문과 취업, 탈북자들의 흡인, 유엔 지원 하 북중소 두만강 개발 진행. 시베리아 철도와 한
반도 종단철도를 통한 대륙철도개설 논의, 북중 국경지대 경제특구도 구상. 
- 정치적 위기: 여전한 북한의 고립과 핵 위기 등 냉전적 대치, 탈북자문제, 인권운동, 사드배
치 등 이른바 신냉전 국면, 영토 분쟁
- 역사문화적 충돌: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 분쟁, 문화(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등)분쟁....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 시대 민족주의적 충돌의 점증(식민지, 제국, 냉전의 기억 동원) 

  - 북방관계 연구 계승

2) 목표가 아닌 방법으로서 동아시아 북방,  무엇을 위한 방법? 
가) 균형 잡힌 역사해석, 
나) 새로운 상생의 모색을 위한 현실적 해법의 모색, 
다) 새로운 세계 해석을 위한 이론적 자원의 발굴  

3) ‘동북’, ‘만주’, ‘북방’ 
‘만주학’은 전형적인 탈냉전적 역사연구로서 알게 모르게 제국주의 역사, 특히 만주국에 중점을 
두게 됨. 한미일의 만주연구 vs 중국의 동북연구, 트랜스내셔널, 혹은 변경에 중점 vs 일국사 회
귀 관점. 동아시아 ‘동북학’은 그보다 좀더 객관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명명이지만 중국의 동
북 또는 일본의 동북처럼 기존의 어느 한 지역을 연상시키고, 러시아나 일본을 기점으로 볼 때 
방향이 맞지 않는 문제도 생김. 따라서 필자는 ‘북방’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고자 함.  
‘북방’이라는 용어는 ‘동북’보다 포괄적이어서 지역 방위 표기에서 덜 오류적이며 무엇보다  ‘북
방외교’라는 용어가 시사하듯이 사회주의권이 그 핵심적 지시대상이라는 점에서 유의미. 검토가 
필요하지만, 북방이란 우선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을 중
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으로 그 의미가 확장됨. 과거 동아시아에서 냉전의 경계선을 보아도 (러시
아, 중국, 북한, 북베트남 vs 일본, 남한, 대만,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북방이라는 말의 함의가 
좀더 분명해질 것. 

3) 탈냉전 시대 냉전연구의 냉전성 극복
- 미국 중심/자본주의 중심의 탈냉전 역사서술에 대해 사회주의 진영의 트랜스내셔널한 경험을 
복원해야 함
- 동아시아 북방학은 그런 점에서 러시아와 소련의 존재가 바로 가시화되고 자연스럽게 중소관
계가 전근대제국과 식민의 연장선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함  
- 냉전을 전경화하는 동아시아 북방학
동아시아 북방학이 기존의 ‘동북학’이나 ‘만주학’과 다른 점은 바로 ‘냉전’을 전경화시킨다는 점.

- 과거학이 아니라 현재학으로서의 냉전연구: 
냉전은 단지 미소를 중심으로 한 진영대립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미 지나버린 과거형으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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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님. 냉전은 20세기 ‘탈식민’의 과정을 코드화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제도 사상 
정치를 여전히 관통하고 있는 핵심 논리이자 현실. 따라서 냉전 연구란 이미 지나가 버린 국제
정치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20세기 후반-심지어 그 기간에 구축된 모든 기억과 재현 속의 과거
와 미래를 포함-에 구축된 모든 인식과 재현과 제도와 상상과 삶과 정치를 모두 되돌아보는 포
괄적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 국제정치 중심의 냉전연구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인문학 중심의 냉전연구로 
실제로 미소냉전은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 국제관계학적 평화연구를 추동시킨 주요한 현실토대. 
냉전은 ‘긴 평화의 시대’, ‘이루어질 수 없는 평화’ 등으로 일컬어짐. 냉전의 표면은 국제관계학
적 평화연구와 긴밀하게 연계되며, 또 적극적 평화연구나 인간안보 개념에 따르자면 냉전/탈냉
전 시대 인간의 삶(일상, 문화, 심리, 사상, 제도 등) 전반이 모두 비판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텍스트임. 20세기 중반 평화연구는 냉전체제를 유지하고 확산하는 원동력이었으되 80년대 평화
운동은 또 냉전을 해체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냉전은 평화의 또 다른 이름. 

- 미소 중심의 냉전연구에서 동아시아 중심의 냉전연구로
한편, ‘긴 평화의 시대’라 일컫는 냉전시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끊임없이 식민
해방투쟁과 크고 작은 내전들이 벌어졌음. 즉 열전의 연속이었으며 중국의 국공내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동아시아에서는 열전을 통해 냉전시대를 통과하고 있었음. 그런데도 냉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들 열전으로 점철된 서구 이외의 지역사를 늘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것으로 만드
는 효과를 발휘. 그런 점에서 냉전연구의 동아시아적 전환이 요구됨. 또한 냉전이라는 용어 대신 
‘평화’를 적극적으로 전유할 때, 기존의 서구중심적 냉전사를 문제시하고 지역적 관심을 부각시
키며 그 시대사를 재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자 지향으로 기능할 수 있음.  ‘냉전’은 동아
시아 탈식민과 근대 국민국가 건설에 있어 자국 학술제도화의 근본 조건이자 학문 패러다임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 위에 구축
될 수 있음. 

- 동아시아론의 ‘북한 괄호치기’ 극복
동아시아론에서 늘 ‘부재’했던 북한이 자연스럽게 논의대상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 동
아시아담론의 결핍을 보완할 수 있음. “북한이야말로 국가형태의 상이성, 국가간 국가관계 간 비
대칭성, 탈냉전의 추세에도 불구한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지속 등 동아시아적 조건이 겹겹이 응
축된 장소이며, 따라서 북한 문제에는 동아시아 전체 문제가 반영되어 있으며, 약한 고리로서 동
아시아 전체문제를 집약적으로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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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7

혁명활동의 소설화와 김정은의 영도예술
- 단편소설집 불의 약속을 중심으로  

                                                김 은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연구는  단편소설집 불의 약속을 통해 혁명 활동이 소설화되는 과정과 소설 속에 나타나
는 김정은의 영도예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현재 김정은시대에 출간된 문학에 대한 연구는 있
다. 그러나 김정일 형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령형상문학 가운데 김정
일 형상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될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활동을 혁명일화로 통칭하고 있다. 반면 혁명 활동은 김정은의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단편소설집 불의 약속에 실린 11편의 소설
을 분석한 결과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김정은이 후계 수업을 받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다. 이 소설집에는 4.15문학창작단 소속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단편들은 크게 김정은의 영도예술이 강조된 작품과 현지지도, 현지시찰이 강조된 
작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늘과 땅, 바다｣, ｢불의약속｣,｢들꽃의 서정｣, ｢미소｣등은 김정은의 
영도예술을 강조하고 있으며, ｢감사｣, ｢붉은 감｣, ｢일곱번째 상봉｣은 현지지도와 현지시찰 등을 
통해 혈육의 정을 ｢푸른 강산｣, ｢스승｣, ｢12월의 그이｣, ｢성전의 나팔소리｣는 미래를 기획하는 
모습과 상황 대처 능력을 묘사하여 현장 정치의 예술을 보여주고 있다. 

키워드 : 불의약속, 영도예술, 혁명활동, 혁명일화, 수령형상문학 

1. 혁명활동- 혁명력사- 혁명일화

김일성과 김정일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수령형상문학이 있다면 김정숙은 가계형상을 통해 재현
되고 있다. 소설의 소재가 되는 수령형상과 가계형상은 4.15문학창작단의 발족 이후 먼저 혁명
활동이 토대가 된 혁명역사에서 그들의 업적을 총서 불멸의 력사, 불멸의 향도와 충성의 
한길에서로 창작하였으며, 혁명 일화들은 단편소설의 소재가 되고 있다. 혁명활동이 정사라면 
혁명일화는 정사에서 제외된 야사에 가깝다.   

혁명일화(革命逸話)는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다. 혁명일화의 사전적 의미는 조선말 대사전에 
의하면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한 령도풍모와 고매한 덕성이 담겨있는 일화”1)를 뜻한다. 백두산 

1) 조선말 대사전: http://www.uriminzokkiri.com/uri_foreign/dic/index.php 검색일
검색일: 2019년 10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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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을 일컫는 말이다. 반면 김정은의 행
보는 혁명적 활동이라는 용어를 써 백두산 3대 장군의 혁명일화와 구분하고 있다. 혁명일화가 
위의 세 사람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라면, 혁명 활동은 김정은의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는 것
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 관련 사이트 중 조선의 오늘2)만 2014년 11월 10일(｢우리 식의 
프로그람을 개발하라｣)부터 게시된 243개의 김정은 일화가 있다. 김정은의 혁명일화에는 혁명 
활동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로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3)에 게시된 혁명 활동을 분석해보면 혁명 활동이란 김정은의 
연설, 명령, 지도(회의, 조직, 현지), 현지시찰, 요해, 관람, 방문, 참가, 기념촬영, 화환 진정 등 
국내활동과, 친서, 접견, 연회, 영접, 회담, 친선 방문 등의 외교활동 등 김정은의 국내외 공식 
활동들을 일컫는다. 여기서 연설과 명령, 인터뷰는 노작으로 편집되어 문건으로 제작되고, 이러
한 노작들이 일정 정도 모이면 저작집으로 출판된다. 혁명 활동과 혁명 일화는 북한이 대내외적
으로 운영하는 거의 모든 사이트에 탑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로동신문 홈페이지에는 혁명 활동
(2019.1.1-현재)4) 96건의 현지지도, 시찰 등의 신문기사가 혁명 활동으로 분류되어 중복 게시되
고 있으며, 혁명 일화 역시 같은 기간 로동신문에 실렸던 명절, 교육, 건설, 문화, 예술, 사회, 
정치, 정치 등 다방면의 주제와 관련된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에 대한 일화가 중복 게시되어 있
다. 김일성 종합대학 홈페이지에도 2018년 9월29일부터 2019년 9월7일까지 124건의 김정은의 
혁명 활동이 게시되어 있고, “위대한 령도” 범주에는 사이트가 개설된 2014년 10월31일부터 현
재까지 119건의 김일성과 김정일의 김일성 종합대학 관련 교시와 건설 및 교육관련 일화를 통해 
김일성대학교 학생들과 교수 그리고 편집부에서 교시를 중심으로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혁명일화”는 2017년 4월15일부터 현재까지 280건이 게시되어 있는데 발굴된 일화들을 회상기 
형태로 김일성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재생산 하고 있다. 로동신문의 경우 혁명 활동 보도와 
혁명 일화 범주가 분리되어 있는 반면 김일성 종합대학 홈페이지는 불멸의 영도 범주의 하위에 
혁명 활동, 위대한 령도, 혁명일화로 구분되어 있어 좀 더 구체적이다. 혁명 활동의 경우 북한의 
사이트가 개설된 것이 2014년이라 그 이전의 혁명활동은 게시되어 있지 않다. 김정은의 혁명활
동이 가장 많이 게시되어 있는 곳은 려명으로 2015년 3월 24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
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한 어분사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5) 기사를 시작으로 9월 11일자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6)｣까지 771건
이 게시되어 있다. 2012년부터 추산한다면 김정은의 혁명 활동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국제비행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평양국제비행장지구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부터 2014년 11월1일부터 2019년 10월9일 ｢경애하
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까지90
개의 기사가 게시되어 있다.    

3) 북한은 2014년부터 주요 기관과 방송, 여행사, 보험사, 기업 등의 인테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이다. 북한관련 사이트는 북한에서 운영하는 것과 해외 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크게 구분된다.  

4) 2019년 1월1일 ｢신년사｣와 함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2019년에 즈음하여 금수
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는 활동에서 시작하여 2019년 9월 11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께서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는 로동신문 보도가 혁명 활동으로 분류되어 중
복 게시되어 있다.

5)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한 어분사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
였다｣, 로동신문, 2015년 3월 24일, 1쪽.

6) 본사정치보도반,｢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9월 11일,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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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 활동은 모두 혁명 역사에 편입되지만 혁명 일화는 혁명 역사에 모두 편입되지 않는다. 

이를 볼 때 계속 발굴되고 있는 혁명 일화는 그들의 위업의 정도, 위대한 계승, 걸출한 영도, 뜨
거운 사랑의 정도에 따라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발굴된 혁명 일화는 혁명일화
집7)으로 혁명력사와는 별도로 출간된다. 김일성 일화집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권이 출간되
어 있으며, 김정숙 혁명일화집은 만고의 녀걸 김정숙8)이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를 볼 
때 조만간 취합된(갈무리된) 김정일 일화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11월 16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문학신문은 김정은 동지의 위인적 풍모
를 형상한 소설 작품으로 윤정길의 단편소설 ｢우리의 계승9)｣, 윤경찬의 ｢감사｣10), 김일수의 ｢불
의 약속｣11)을 꼽았다. 그러나 김정은 수령형상 작품은 현재까지 나온 것만 수천 편으로 집계되
고 있다. 2019년 7월 17일 류경의 기사에 따르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신 7돐을 맞으며 천출위인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
는 신뢰의 정이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강철의 신념, 출중한 
령도실력,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천출위인상과 영구불멸할 업적은 그대로 천만의 심장마다에서 매혹과 열정의 노래가 되
여 수많은 흠모작품을 낳고 있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송가 《발걸음》과 더불어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동지를 칭송하여 우리 인민들속에서 창작발표된 소설, 시가문학, 아동문학 등의 작품은 무
려 수천편”12)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는 김정은 형상 작품으로 소설로는 ｢미소｣, ｢12월의 그이｣, ｢이어지는 해빛｣, ｢푸른 산, 
푸른 들｣,｢푸른 강산｣, ｢스승｣, ｢하얀 조약돌｣, ｢로병동지｣, ｢기폭에 빛나는 별｣, ｢우리의 금메달
｣, ｢해빛넘쳐라｣, ｢행복의 요람｣, ｢래일과의 약속｣, ｢붉은 감｣, ｢일곱번째 상봉｣, ｢들꽃의 서정｣ 
등의 단편소설과 1600여 편의 시가문학작품, 혁명송가 ｢김정은 장군 찬가｣(주체104 2015년), 가
요 ｢우리의 김정은동지｣,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 ｢고
백｣, ｢친근한 우리의 최고사령관｣, ｢위대한 그 이름은 승리의 기치｣ 창작 발표 되었으며,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어머니의 목소리, 발걸음, 꿈과 리상, 만리마시대를 비롯한 시집들이 
출판되었고, 시 ｢우리의 김정은원수｣, 서사시 ｢우리 아버지｣, 시묶음 ｢백두락원의 해돋이｣, 시초 
｢원수별 빛나는 섬에서｣, 시 ｢그밤, 그 새벽, 그 아침…｣, 아버지의 먼길｣, ｢조국떠나 멀리 가시
니｣, ｢강하시다 우리의 장군｣, ｢인민의 그리움｣, ｢잠들지 못하는 밤｣, ｢꽃다발을 엮습니다｣, ｢별

7) 안만희, 세기의 메아리 : 혁명일화집(평양: 금성청년출판사,2009), 조선로동당 출판사편, 인간태양 
김일성 : 혁명일화집(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천미숙 편, 미루신 점심시간(평양: 금성청년
종합출판사,2001),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편, 혁명일화: 참고자료(평양 :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
회, 1995). 김룡덕 편, 다시 떠나신 밤길(평양: 금성청년출판사,1995) 등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
며, 천리마,  조선문학,  문학신문, 조선녀성, 청년문학 등의 잡지에 수록되어 있다.    

8) 권애, 만고의 녀걸 김정숙(평양: 평양출판사, 2017).
9) 윤정길 글, 김광석 그림, 조선문학(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3년 제9호 (루계 제791호)), 12-24쪽,
10) 윤경찬의 ｢감사｣, 조선문학(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3년 제10호 (루계 제792호)), 21-29쪽.
11) 김일수의 ｢불의 약속｣, 천리마((평양: 천리마사, 2014년 제1호 (루계 제656호)), 34-40쪽과 청년

문학주체103(2014)년 제1호)에 중복 게재되어 있다. 문학신문에서 ｢불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2012년 말이나 2013년도에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12) ｢세기의 태양을 우러르는 천만심장의 매혹과 열정의 분출--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흠모
하여 우리 인민들 수천편의 문학작품 창작발표--｣,  검색일; 8월 22일  

http://www.ryugyongclip.com/index.php?type=gisa&categ=4&no=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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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축원 전해다오｣와  2016년 3월 인민상을 수상한 장편서사시 ｢태양의 하늘｣, 아동문
학으로 시집 ｢해빛밝아라 우리 앞날｣, ｢축포성｣, 단편소설집 ｢밝은 미래｣, ｢꿈나라｣, ｢복받은 미
래｣13) 등이 발표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김정은 형상을 처음 그린 작품은 2012년 출간된 총서 불멸의 향도 오성산이다. 김정은의 형
상을 다루고 있는 작품집은 불의 약속14)과 눈부신 강산이다. 『불의 약속』은 실명의 김정은
을 주인공으로 한 ｢하늘과 땅, 바다｣(정기종), ｢불의 약속｣(김일수), ｢푸른 강산｣(백보흠), ｢들꽃의 
서정｣(김하늘), ｢감사｣(윤경찬), ｢붉은 감｣(김영희), ｢미소｣(량호신), ｢일곱번째 상봉｣(최봉무), ｢스
승｣(김삼복), ｢12월의 그이｣(황용남), ｢성전의 나팔소리｣(리동구) 등 11편의 단편 소설을 모은 단
편 소설집이다. 시기는 김정은이 후계 수업을 받던 2006년부터 2012년까지로 보인다. 이 소설집
에는 군사·산업·교육·양묘 등 분야에서의 현지 지도를 주로 다뤘다. 이 소설은 2014년판과 2015
년 증보판이 있다. 2014년과 2015년 찬의 안창호 편집, 평창옥・류명구 장정, 김남숙 편성인 것
은 동일하나 2014년 판은 김승옥이, 2015년 판은 안순영이 교정 작업을 하였다. 쪽수의 변화는 
없다. ｢붉은 감｣(김영희), ｢미소｣(량호신), ｢스승｣(김삼복)을 제외하고 다른 소설들은 조선문학
과 청년문학, 천리마 등에 중복 수록되어 있다. 

눈부신 강산15)에는 ｢이어지는 해빛｣(현승남), ｢푸른 산, 푸른 들｣(정영종), ｢환희의 계절｣(최
성진), ｢서해의 해돋이｣(리영환), ｢하얀 조약돌｣(리준호), ｢로병동지｣(백상균), ｢해빛넘쳐라｣(박일
명), ｢우리의 금메달｣(한정아), ｢행복의 요람｣(동의희), ｢래일과의 약속｣(사영철) 등 10편의 작품
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김정은 형상을 그린 소설은 만경대학생궁전 재개건에 대한 이야기
를 그린 사영철의 ｢래일과의 약속｣, 노동자들의 합숙소인 노동자 궁전 건설관련 소설 박일명의 
｢해빛 넘쳐라｣이다. 눈부신 강산에는 사영철의 ｢래일과의 약속｣, 박일명의 ｢해빛넘쳐라｣를 제
외한 나머지 소설은  김일성, 김정일의 형상을 담은 소설들이다. 이 작품들도 조선문학과 청
년문학에 수록되었던 작품들이다. 이외에도 김정은 형상 소설로 청년문학에 실린 교수안 개
발에 관한 소설로 작가가 최희숙함흥제1교원대학 교원인 김철이가 창작한 ｢추억에 남는 모습｣과 
조선문학에 실린 육아원과 애육원 건설관련 단편 소설 탁숙본의 ｢정의의 바다｣(2015년 제6호 
루계 제812호) 등이 있다. 

불의 약속의 편집은 안창호가 하였는데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건설이나, 재개건, 교육과 직접
적으로 관련 소설들은 제외되었다. 이는 교육과 건설관련 소설이 비중이 작아 제외된 것이 아니
라 5.18 훈련소 98병원 간호군인으로 복무했던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감나무 부대 현지시찰, 
교육자거리 아파트 입주 가정 탐방, 축포 등 불의 약속에 실린 소설들의 중요 사건들은 이 다
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조선중앙 TV에서 방영되었으며, 군부대의 사상교육용으로 배포되었다고 한
다16). 따라서 불의 약속에 실린 작품들은 2006-2013년 사이 김정은의 업적과 관련하여 다큐
멘터리로 제작될 만큼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혁명 활동을 그린 소설만을 엄선하여 수록한 것
으로 보인다. 

13) 위의 책.
14) 안창호 편, 불의 약속(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4); 안창호 편, 불의 약속(증보판)(평양: 문학예

술출판사, 2015).
15) 김영광, 김광성 편, 눈부신 강산(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8).
16) 최금희(여, 가명) 28세, 2015년 양강도 혜산에서 탈북. 중국-베트남-라오스를 거쳐 입국, 인터뷰: 

2019년 10월 9일 오후 2시30-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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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창작된 작품과 관련된 연구는 있지만 현재 김정은의 수령형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정은의 형상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총서 《불멸의 향도》『오성산』을 통해
본 북한의2000년대 주요사건에 대한 인식｣17)이 있다. 김관호와 서유석은 이 작품을 사건 중심으
로 분석하고 있으며, 김정은이 소설에 첫 등장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 논문은 이 작
품이 김정은은 군사영도술의 달인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이야기 서술 구조상 김정은 
부분을 떼어놓아도 무방하고 원래 의도했던 김정일의 선군노선을 상징하는 ‘오성산’을 강조하는 
과정에 뜬금없이 김정은이 나타난 것이 쌩뚱맞게 다가온다.”18)고 분석하고 있다. 말미엔 2011년 
8월 25일. 즉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의 개시일인 선군절에 탈고되었음을 표기했고 발행일은 
2012년 2월 5일로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오성산의 이러한 편집이 후계자수업이 매우 일찍부
터 시작되었음을 선전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총서 구성 자체가 전체적 이야기와 
등장인물들이 주인공을 제외하고 각 절이 독립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탈고가 2011년 8월25일
이고, 김정일 사망이 12월 17일 그리고 발행이 2012년 2월5일이라면 시기상으로 김정일 사후 
끼워 넣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리고 사실 이 논문 역시 김정은 형상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김정은 형상을 중심으로 단편소설집 불의 약속을 통해 혁명 활동이 소설화되는 과정
과 소설 속에 나타나는 김정은의 영도예술에 대해 분석하려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수령형상 
단편소설집 눈부신 강산은 김정은의 형상도 다루고 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김정일 형상을 
주로 다루고 있어 제외하였으며, ｢추억에 남는 모습｣, ｢정의의 바다｣ 등 단행본화 되지 않은 소
설은 제외하였다. 소설 분석을 위해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와 북한 관련 사
이트를 참고하였으며, 군인 출신 탈북민의 인터뷰를 활용하려 한다. 

2. 혁명 활동에 나타난 김정은의 영도예술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올바른 지도사상, 지도이론과 함께 옳은 영도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체의 영도방법은 영도원칙, 영도체계와 함께 영도예술을 구성부
분으로 하고 있다. 영도 원칙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이다. ‘수령의 유일적 영도는 프롤레타리아독
재체계를 통하여 실현된다.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는 수령을 중심으로 노동계급의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들로 이루어진다.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지
도체계이며 영도체계이다.’19) 영도예술은 영도원칙, 영도체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영도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룬다.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듣

고 그들이 창발성을 내어 일하도록 적극 고무해주며 군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영도예술입니다.20)

17) 김관호, 서유석, ｢총서 《불멸의 향도》『오성산』을 통해본 북한의2000년대 주요사건에 대한 인식
｣, 평화학 연구제15권4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4), 187-206쪽.  
18) 위의 책, 203쪽.
19)김민‧한봉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령도체계9(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116쪽.
20)손영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령도예술10(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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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은 공산주의적 영도예술에 대한 김일성의 생각이다. 위의 인용과 영도체계를 생각할 
때 영도예술이란 인민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노동계급의 당이 인민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 동원하
는 방법의 총체인 것이다. 인민대중을 조직 동원하기 위해서는 영도예술적 지도가 필요하다. 영
도예술에서 지도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긍정적 모범을 찾아내 그것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것
이고, 다른 하나가 실물을 통한 교양방법이다. 실물교양은 위가 아래를 도와주는 방법이다.21) 실
물교양의 방법은 김일성이 창조하고 실천적 모범을 보여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은 현
지지도 과정에 긍정적 모범을 찾아내어 그것이 일군들의 교양에 필요한 것이라면 적극 조장 발
전시켜 주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실물교양 대책을 세워 일군들의 정치 실무적 능력과 지도
수준을 높여주었다는 것이다. 

각급 당단체들은 대중 속에서 창조되는 긍정적 모범을 제때에 찾아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
며 모범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5
권 p292)22)

≪당의 현지지도에서 반드시 중요한 한 고리를 뚫고 그 한 점에서 모범을 창조하였으며 거기에서 얻은 
구체적인 경험과 교훈을 전반적으로 일반화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켰으며 지도에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성과적으로 극복하여 왔습니다.≫(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5권, p271)23)

위의 인용은 당이 군중 속에 직접 들어가 현실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여 잘 지도한다면 주관주
의와 편향도 범하지 않을 것이며 옳지 못한 경향과 타협하는 현상도 없어지고 모든 사업이 당의 
노선대로 잘되어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보인다. 그리고 인용문은 김일성부터 이어져 내려온 현지
지도가 긍정적인 모범을 찾아 일반화 사업을 통해 확장시키는 영도예술의 기법 중 하나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불의 약속은 김정은의 영도예술을 보여주는 소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정기종의 ｢하늘
과 땅, 바다｣24)는 2009년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은하 2호 발사 과정에서 보이는 김정은
의 지도력 즉 영도력을 다루고 있다.

현재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 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다 이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나라
의 우주과학기술은 경제강국을 향한 또 하나의 큰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25) 

위의 인용처럼 2009년 2월 24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26) 대변인 담화로 시작되는 이 소설

21) 손영규, 앞의 책, 94쪽.
22) 위의 책, 29쪽.
23) 손영규, 같은 책, 95쪽.
24) 정기종, ｢하늘과 땅, 바다｣, 조선문학(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4년 제8호 (루계 제802호)), 9-19

쪽.
25) 안창호 편, 불의 약속(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4),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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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이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북한의 이 담화는 국내 언론에도 보도 되었다.27) 
이 작품의 첫 문장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이 소설이 은하-2호의 발사과정을 
그리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이어 배치한 “… 적들이 분별을 잃고 우리 위성에 대한 
요격행동으로 넘어 간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주저 없이 투입된 모든 요격수단들뿐만 아니라 요격
음모를 꾸민 미일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의 본거지에 대한 정의의 보복타격전을 개시하게될 것
이다. …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28)는 3월 9일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은 김정은이 이 작품에서 수행해야할 과업을 암시한다. 담화와 성명을 소
설 첫머리에 배치한 정기종은 김정일에게 위성에 대한 요격행동에 대한 보복타격전 수행이라는 
과업을 받은 김정은이 함경북도화대군 무수단 발사장으로 가는 도중의 모습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설을 시작한다. 

은하-2호 발사에 앞서 김정일이 주재하는 최고사령부 작전회의의 주된 내용은 미국의 반응을 
예상하여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은하-2호 발사에 대응하
여 미국이 핵을 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견을 묻는다. 김정일의 이 물음에는 의논이라기보다
는 김정은의 노숙성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영도예술에서 노숙성을 견지하는 것은 대중
을 영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능숙히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노숙성에서 중요한 것이 신중한 일처리인데 김정은은 선제타격에 대한 선택권이 미국에게만 있
는 것이 아니라며 은하-2호를 요격한다면 우리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김정은
의 대답에 만족한 김정일이 적들에게 선군 조선의 맛을 단단히 보여주라고 격려하고하는 모습에
서 그가 아들이 어떤 답을 할지 시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김정은은 모의습격 준비를 보고하며 타격전술을 지휘할 사람으로 자신의 동기
인 한세웅을 김정일에게 소개한다. 김정은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후계자로 등장하기 전부터 자
신의 동기들을 주요 과업에 배치하여 자신의 세력을 조직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일은 은하-2호 발사 당시 미국과 일본의 요격설 때문에 불안해하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반타격으로 대응하여 적의 섬멸을 지휘할 인물이 대장동지  김정은임을 알리며 그들을 진정시
키는데 그들의 모습을 통해 김정은이 전술과 전투의 영재임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월5

26)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지금의 국가우주개발국의 전신이다. 북한은 2013년 4월1일 최고인민회의 
결정을 보도한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당당한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
국이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우주개발권리를 행사하여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건설하려
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나
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공화국의 모
든 우주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온다. 2. 국가우주개발국은 우주개발계획의 작성과 실행,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감
독과 통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국가의 중앙지도기관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
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옴에 대하여｣, 로동신문 주체102(2013)년 
4월 2일,1쪽. 조선중앙TV는 4월2일과 4월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옴에 대하여》｣라는 내용을 2차례 보도하였으며, 조선중앙통신
은 4월 1일자로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27)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담화 전문｣, 데일리 NK(2009.2.24.), 검색일: 2019년10월13일
 https://www.dailynk.com/%5B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대변인담화 ｢北, 제재론 차단위해 `인공위성' 
주장｣, 연합뉴스(2009.2.24.) 검색일: 2019년10월13일,
https://www.yna.co.kr/view/AKR20090224133000014.
28) 앞의 책,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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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9분. 발사 9분 2초 만의 성공을 본 후에 김정은은 차를 몰아 대성산릉이 보이는 곳에 
올라 철쭉 가지를 손에 쥔채 자신이 김정일의 뜻을 받들어 어머니의 염원대로 강성국가를 앞당
기겠다고 다짐한다. 김정은의 어머니에 대한 이 다짐은 자신이 김정일의 계승자가 되겠다는 다
짐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이 전략로켓트 사령부를 현지지도하고, 은하-2호와 광명성-2호 발사 
당시 외부의 공격에 대비해 반타격전을 지휘했다는 이 설정은 북한이 이때 이미 김정은을 후계
자로 내정하고 있었으며,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는 무수단으로 가기 전에 503 항공연대를 찾는다. 그곳에는 김정은의  김일성종합군사대학 
동기인 한세웅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연대장인 한세웅은 대학시절부터 비상한 머리의 소유자이
지만 대학시절 학습토론에서 군사예술사의 내용이 혁명역사에 많이 보던 것이라 별로 새로울 것
이 없다고 하였다가 김정은의 노여움을 사고 장인에게 의절 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는 당 일
군이 지녀야할 겸손함을 잃었기 때문에 그의 장인은 그를 외면한다. 

그는 지상에서 전투를 지휘해야함에도 부하들과 함께 야간 비행을 할 만큼 이번 작전에 열성
인 인물이며, 운반로케트 은하-2호의 발사 당일 요격에 대비해 반타격에 나설 인물이다. 한세웅
과의 만남에서 김정은의 영도예술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고유한 품성인 인민적 품성으로 나타난
다. 인민적 품성에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다운 품성이다.

당일군들은 사업을 어디까지나 어머니답게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심정을 가
지고 간부들과 당원들, 그리고 군중들을 아량있게 대하여야 하며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를 같이 아파하
고 그들이 잘못 나가지 않도록 성심성의 도와주어야 합니다.≫29)

김정은은 한세웅의 아내가 심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수술을 주선한다. 그의 이러한 모습
은 영도예술에서 강조하는 인민적 품성 중 어머니다운 품성을 보이는 모습이다.

김정은의 어머니다운 품성은 ｢들꽃의 서정｣30)에서도 잘 드러난다. 인민군총참모부에서 올린 
것과 당중앙위원회 한 부서에서 올린 전혀 성격이 다른 두개의 문건에 고심하는 김정은의 모습
을 그리고 있다. 하나는 두 아들을 다 전연초소에 세웠고 그 자신도 27년간 전연에서 복무하다
가 3년 전에 총참모부로 올라온 군관이 지난해 여름 그의 맏아들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어린 
학생들을 구원하다 목숨을 잃자 자신과 아내를 최전연사단에 보내줄 것을 청원한 총참모부의 문
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탈북한 여성의 재입북에 요청에 관한 문건이었다. 아들을 훌륭한 군인으
로 키운 한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수치를 가져다준 다른 한 어머니 두 여인에게 가각 무엇을 주
어야 하는가? 김정은에게 놓인 숙제이다. 재입북을 요청한 여인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재입북
은 받아들이겠지만 그녀를 믿을 수는 없다였다.  

그렇다, 그들은 모두가 분개하고있다.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들일수록 불의와 거짓을 용납하려 하지 않고 
타협하려 하지 않는 법이다. 《…믿을수 없습니다, 믿어선 안됩니다.…》 문건에 씌여진 그 글줄들의 밑바닥
에서 울리는 《용서할수 없습니다!》 라는 웨침을 그이께서는 분명히 듣고계시였다. 그러나 자신께서 더 가
슴아프신 것은… 《부부장동무는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허물을 탓하지 않고 다 품에 안아주는것이 광폭정치
29) 손영규, 227쪽.
30) 김하늘 글, 김광석 그림, ｢들꽃의 서정｣, 조선문학(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4년 제1호 (루계제

795호) 13-21쪽. 그리고 청년문학주체103(2014)년 제6호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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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있는데…》 가슴속에서 끓어번지던 격정과는 달리 자신의 음성이 무척 가라앉는것을 의식하시며 
그이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요. 누구보다 그 허물을 가슴아파하며 하루빨리 씻
어주자고 더 정을 쏟아붓는것이 우리 당의 광폭정치요. 그 녀성이 남조선에서 얼마나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왔는가, 공화국의 품속에서 나서자란 그 녀인으로서는 난생 보지도 듣지도 못한 고생을 겪었을것이 
아닌가, 나는 그게 더 가슴아픕니다. 제 자식이 집을 나갔다가 인간이하의 모멸과 고생을 겪었다고 보면… 
어머니라면…》 그이께서는 리문성에게 가까이 다가가시였다. 《더 뜨겁게 품어주고 지금까지 누려왔던것보
다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해서 치욕의 상처를 깨끗이 가시게 해주고싶소. 흔적도 없이 말이요.》 리문성은 
뜨거운것이 가슴에서 울컥 치미는것을 느꼈다. 《다시 돌아왔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 그 녀인을 믿읍시
다. 일시적인 동요와 방황은 있었어도 그는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품에서 떼여놓으신적 없는 인민의 한
사람이요.》 김정은동지께서는 말씀을 끊으시고 무엇인가 기다리시는듯 눈물이 핑 어리고있는 리문성을 이
윽히 지켜보시였다. 리문성은 서둘러 젖어드는 눈굽을 닦으며 말씀드렸다. 《알겠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가닿도록 이제 곧 조직사업을 하겠습니다.》31)

인용은 김정은의 어머니적 품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앙위 부부장이 광폭정치를 
예로 들며 재입북은 허가하겠지만 그녀를 믿지 못한다는 간부들의 말에 광폭정치의 본질이 허물
마저도 덮는 것이 아니라 인민에 대한 사랑에 있음을 환기시켜 그들을 설득한다. 김정은의 말처
럼 광폭정치는 다른 말로 ‘이민위천(以民爲天)’이라 할 수 있다. 광폭정치는 이민위천의 김정일식 
용어라할 수 있다. 재입북 여성은 ‘복잡한 군중’으로 김정은의 어머니적 품성 속에서 또 아들을 
조국에 바치고 아들이 복무하던 최전연으로 자리를 옮긴 어머니가 살던 집을 ‘복잡한 군중’인 재
입북 여성이 입주하여 살게 함으로써 그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도록 한다. 여기서 김정은의 여인
에 대한 결정은 영도예술의 기법 중의 하나인 ‘대담하고 통 큰 사업’32) 즉 광폭정치라 할 수 있
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김정은의 등장은 어머니 고영희에 대한 그리움에서 시작된다. 철령의 
철쭉을 보며 어머니 고영희를 회상하는 것이다. 철쭉꽃나무가지를 도자기에 꽂으며 “장군님께서 
사시절 쉼없이 넘고 넘으시는 철령에 피는 철쭉 꽃이여서 내 오늘 이걸 꺾어 왔지. 이제 여기에 
꽃을 피워서 봄을 앞당겨 오자고 말이다.”33) 철령의 철쭉은 고영희의 말처럼 김정일 위원장이 
철령을 넘나들며 최전연 인민군부대들을 찾아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했다는 선군혁명영도의 장
소로 북한에서 선군 3경으로 명명된 곳이다. 김정은은 꺾은 철쭉꽃 가지를 보며 어머니에게 자
신이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인공위성발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겠다고 
다짐한다.    

김정은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김일수의 ｢불의 약속｣에서도 장갑에 대한 일화로 등장한다. ｢
불의 약속｣은 김일성 생일을 기념하는 축포야회인 '강성대국의 불보라'34)의 조직과정을 그린 작

31) 안창호 편, 앞의 책, 81-82쪽.
32) 손영규, 앞의 책, 150-151쪽.
33) 위의 책, 2-3쪽.
34)4월 1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4월 14일 밤 축포야회 관람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내각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전병호 
당 군수공업부장,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리용무.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
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기
남 당 중앙위 비서 등이 함께했다. 이 축포를 위해 군부대의 각종 포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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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품은 현지시찰을 나갔다 몸 상태가 나빠진 김정일을 찾아온 김정은이 그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작품에서 김정일의 모습은 아픈 몸을 이끌
고 한시도 쉬지 못한 채 인민들을 잘살게 해야한다는 일념아래 찬 눈길을 헤치며 현지지도의 강
행군을 하는 지친 모습이다. 그리고 보풀이 일대로 인 그의 장갑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고난
의 행군의 여파를 여실히 보여준다. 물론 이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지도자의 검소함일 
것이다. 낡은 김정일의 장갑을 보며 자책하는 공장지배인의 모습에 김정은은 강성국가의 실체를 
불로써 그려 보이겠다고 다짐한다.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과업을 받고 축포발사를 오랫동안 진행
해온 혁진에게 우리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며, 쥐여 짜는 것은 우리 식이 아니라고 말한다. 남의 
기술로 축포 시험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자력갱생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우리 식과 자력갱생
의 문제는 수령형상문학 뿐만 아니라 북한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김정일 시대의 우리 
식은 김정은의 지적처럼 성공할 때까지 실험을 하고, 창조성보다는 있는 것에서 쥐어짜는 방식
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 작품에서 발상의 전환을 이야기 한다. 여기에서 김정은의 영도예술은 
이신작칙(以身作則)으로 나타난다. 이신작칙한다는 것은 자기가 남보다 먼저 실천하여 모범을 보
임으로써, 일반 대중이 지켜야 할 법칙이나 준례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김정은은 김일성이 전쟁
직후 전승일을 기념하며 수백문의 축포를 쏘던 날을 신혁진에게 상기시키며 직접 우리 식의 새
로운 축포발사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밤 드디여 우리 식의 새로운 축포발사프로그람에 의해 축포의 예술화, 조형화, 률동화를 최상의 수
준에서 완벽하게 실현한 최종시험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발사과정이 프로그람화되고 노래까지 배
합된 새형의 축포였다.35)

위의 묘사는 영도예술에서 산주의 혁명가들의 고상한 정치 도덕적 풍모인 문화성을 잘 보여준
다. 공산주의자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며 인민들에게 가장 문명하고 문화
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자기의 최고목적으로 삼고 있는36) 김정은의 모습
을 그리고 있다. 위의 인용문처럼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축포 야회는 북한에서 큰 반향
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전과는 다른 규모와 프로그램에 기획자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궁금증이 
매우 컸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제1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축포야회 불보라의 진행과정
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고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 기획총괄을 한 인물이 김정은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 작품에서 불은 축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난의 행군시기 불 꺼진 도시를 
보며 불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김정일의 말처럼 강성대국으로 가기위한 생산성의 불, 고난의 행
군으로 어두워진 도시의 불, 인민에 대한 김정일의 사랑이 불인 것이다.  

《정말 우리의 불에는, 그 밑바탕에는 눈물이 깔려있습니다. 행복의 불을 지피시려 우리 장군님께서 헤치
신 그 찬눈비, 눈보라밑에서 오늘 조국번영의 불이 지펴지고 인민의 웃음소리가 태여난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민은 원산의 불장식소식을 들으며 그모두가 장군님 로고속에 피여난 불꽃들이라고 눈물을 
금치 못하고있는것입니다.》 (…) 《… 김형직선생님께서 아들대에 못하면 손자대에라도 혁명을 끝까지 해야 

35) 안창호 편, 앞의 책, 43쪽.
36) 손영규, 앞의책,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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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는데 혁명은 증손자대에도 계속해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이 매일, 매 시각 내 심장을 세
차게 달구어줍니다. 강성대국을 눈앞에 바라보며 우리는 달음쳐가고있습니다. 이제는 그 대문을 두드릴 때
가 왔습니다. 가슴후련하게 힘차게 두드려봅시다. 불로써 말입니다. 이건 장군님의 의지입니다.》 37)

인용처럼 불은 강성대국의 약속이다. 소설은 불의 대표적 상징으로 원산의 불장식을 소
환한다. ‘강성대국건설에서 역사의 분수령이 될 2009년’38). 선군8경과 강계정신으로 대표되는 자
강도의 장자강의 불야경처럼 2009년 1월11일 김정일이 원산청년발전소를 건설한 과학자, 기술
자, 건설자들에게 감사문을 보낼 만큼 원산청년발전소는 2012년 강성대국으로 가는 관문이자 혁
명적 대고조의 상징으로 거리를 수놓을 불의 상징으로 환기된다. 북한은 2008년 선경불장식 연
구소를 설립하고, 천리마동상에 대한 불장식을 시작으로 평양시와 회령시, 송림시를 비롯한 각지
의 많은 거리와 건물들, 녹지 등에 대한 불장식을 진행39)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불장식
을 통해 북한 경제적으로 비약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인민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인용처럼 몇 대에 걸쳐서라도 강성대국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가 불의 약속으로 김정은에
게 계승되는 것이다.  

건군절 경축 공연에서 수령 탄생 100돐 경축 서사시를 준비하는 김정은의 모습 그린 량호신의 
｢미소｣도 김정은의 문화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세기의 태양을 우러르는 천만
심장의 매혹과 열정의 분출-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흠모하여 우리 인민들 수천편의 
문학작품 창작발표-｣라는 류경의 기사는 ｢미소｣와 더불어 ｢12월의 그이｣를 “수령영생위업실현
의 새로운 력사를 펼치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
저히 관철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의 세계를 감명깊게 전
하고 있는” 40)작품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김일성의 유훈 뿐 아니라 건군절에 새형의 경축공연 형
식을 접목한다는 설정은 김정은의 영도예술에서 예술적 감각과 문화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가 아무렇지 않게 일반 관람석에 앉아 관람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겸허함과 인자한 성품에 감동을 받는 인민군총정치국 부국장 김연규의 모습을 통해 그의 인민적 
품성 중의 하나인 겸손함을 강조하고 있다.  

3. 길 위의 정치, 현장 정치의 예술- 현지시찰과 현지지도  

단편소설집 불의 약속에서 김정은이 구사하는 영도예술의 한축은 현지지도와 현지시찰로도 
구현되고 있다. 불의 약속은 길 위의 정치, 현장 정치의 예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연관된 
작품이 ｢감사｣, ｢붉은감｣, ｢일곱번째 상봉｣, ｢스승｣, ｢12월의 그이｣, ｢성전의 나팔소리｣등 이다.
연합신문은 문학신문 2013년 11월 16일자를 인용해 ｢감사｣41)를 인민군 중대장의 처벌 사건
을 통해 군대와 인민에 대한 당시 제1위원장이었던 김정은의 사랑을 다룬 작품으로 소개하고 있

37) 위의 책, 42-43쪽.
38)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조선

인민군, 청년전위공동사설, 2009년 1월 1일, 1쪽.
39) ｢거리의 야경을 이채롭게 하는 선경불장식연구소｣, 조선중앙통신, 2018년 1월 21일.
40) 류경. 주체108(2019)년 7월 17일.
41) 윤경찬, ｢감사｣, 조선문학(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3년 제10호 (루계 제792호)), 21-29쪽. 윤경

찬, ｢감사｣, 천리마(평양: 천리마사, 2013년 제10호 (루계 제653호)), 30-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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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김 제1위원장의 실제 활동을 어느 정도 반영한 소설은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
이 올해 김 제1위원장의 집권 2년차를 맞아 문학을 동원한 우상화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평가된
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42) 보도와는 달리 탈북민들에 의하면 ｢우리의 계승｣과 ｢불의 약속｣, ｢
감사｣, ｢붉은감｣, ｢스승｣, ｢일곱 번째 상봉｣, ｢성전의 나팔소리｣ 등에 등장하는 김정은 관련 에
피소드가 다큐멘터리 제작되어 방영되고, 군부대에 사상 교육용으로 배포되었다고 한다. 

단편소설집 불의 약속에서 김정은의 현지지도가 주요 소재가 되는 작품은 ｢하늘과 땅, 바다
｣, ｢푸른 강산｣, ｢감사｣, ｢붉은감｣, ｢일곱번째 상봉｣, ｢스승｣이다. 현지지도는 대중 영도 방법 가
운데 하나로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시절에 창시한 것으로 오직 그에 의해서만 창조되고 빛나게 
구현될 수 있는 것43)으로 공산주의적 영도방법의 위대한 모범이며, ‘대중 지도에서 구현하여야 
할 영도 방법과 영도 풍모를 전면적으로 담고 있는 탁월한 사업방법’44)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로 전당과 전체인민을 조직 동원하기 위
하여 진행한 강선제강소에 대한 현지지도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
가는 정치사업 방법의 능숙한 적용과 그 위력을 보여주는 본보기45)가 되었고, 김일성은 현지지
도를 통해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여 경제관
리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았으며 그가 직접 진행한 대안전기공
장과 숙천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관리 운영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 70년대 
북한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공장과 기업에 대한 현지지
도는 북한에서 경제부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먼저 공장구내에 모셔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장군님의 현지지도사적비부터 찾으시었다. 북
성기계공장은 나라의 기계공업발전에서 선봉적역할을 해온 공장이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
차례나 다녀가신 공장이였다. 비문을 한자한자 읽으시느라니 대원수님께서 이 공장에 바치신 로고의 자욱
자욱이 가슴저리게 안겨오시였다.46)  

위의 인용은 ｢감사｣(윤경찬)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현지지도한 북성기계공장의 현지지도사적
비를 김정은이 읽는 장면이다. 현지지도나 현지시찰의 목적은 현장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민심
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인민이나 근로자, 군인들을 직접 만나 격려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반면 현지지도가 자연스레 우상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작품은 잘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현지 지도한 단위와 지역들에 현지지도 사적내용을 돌에 
새겨 현지지도사적비를 세우거나 방문한 건물이나 장소에 현판을 건다. 이러한 ‘사적비의 규모와 
형식은 사적내용과 단위의 특성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비문에는 현지지도 내용과 인민의 충성 
결의’47) 등이 반영된다. 

42) ｢北 소설계, 김정은 우상화 작품 창작 나서｣, 연합신문 , 2013년 12월 1일. 검색일:2019.10월 14
일https://www.yna.co.kr/view/AKR20131129156800014 

43) 리근모,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지도방법은 공산주의적 령도방법의 위대한 모범｣ 근로자 , 1978
년 제4호, 37쪽. 

44) 리근모, 위의 책, 34쪽.
45) 손영규, 앞의 책, 116쪽.
46) 안창호 편, 앞의 책, 91쪽.
47)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4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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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북성기계공장에 강성원이라는 편의시설을 건설한 부대의 중대장이 주민으로부터 멸
치식혜를 받았다가 직무정지 처분을 당한 사건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철호 중대장은 독감에 걸
린 부대원의 입맛을 회복하기 위해 멸치식혜를 구하다가 이 소식을 들은 북성기계공장 지배인
구해온 멸치식혜를 사양 끝에 받았다가 처벌 받는다. 현지지도 과정에 이 사건을 전해 들은 김
정은은 지역 인민들을 위해 희생해왔던 강철호 중대장에 대한 지역 인민들의 감사의 의 표시인  
멸치식혜를 '군민단결'의 결과물로 보고 처벌을 중단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내용을 볼 때 ｢감사｣
에는 노동자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의 하나로 편의후생시설을 현지 
지도하는 김정은의 모습과 건설에 동원된 군인에 대한 도민의 후원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다루
고 있다. 

북성기계공장은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으로 김정은 2012년 1월22일과 5월1일에 현지지
도를 한다.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은 함남의 불길로 날마다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공장
에서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훌륭한 기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곳으로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하고 있다. 김정은 현지지도를하면서 건설 중인 
강성원을 돌아본다.  

제1위원장께서는 지난 1월 22일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에서 건설하고있던 강성원
을 돌아보시고 인민군대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까지 최상의 수준에서 잘 꾸려줄데 대한 과업을 주
시였다.…군인건설자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건설현장에 달려나온 때로부터 불과 70여일동안
에 골조만 서있던 강성원의 내부, 외부건축공사와 지붕공사, 전기, 급배수, 환기, 난방, 설비조립공사를 비
롯한 건설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연건축면적이 1만여㎡에 달하는 강성원은 
수영장,물놀이장 및 샤와실,대중목욕탕 및 독탕, 식사실, 주방칸, 사진실이 있는 1층과 체육관, 탁구장, 전
자도서관, 리발실, 미용실,오락실이 구비되여있는 2층으로 되어있다. 김정은제1위원장동지께서는 명령을 빛
나게 수행하였다는 지휘관의 보고를 받으신 다음 강성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48)

《강성원이라… 이름이 좋구만, 이왕이면 그 이름에 어울리게 종합적인 봉사기지를 꾸려줍시다. 수영장과 
물놀이장도 만들어 주고, 탁구장 같은 운동시설도 만들어줍시다. 공장로동자들이 여기서 휴식의 한때를 보
내면서 장기나 바둑, 컴퓨터오락도 놀게하고 청량음료도 마실수 있게 식당도 꾸려주면 좋지 않습니까?…인
민군대의 일본새를 보면서 많은것을 배웠으며 공기와 물만 마시겠다고 하면서 자그마한 성의도 마
다한 군인들을 보면서 최고사령관동지의 군대가 정말 다르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했다는 공장일군들의 말
에 인민군대는 말그대로 인민의 아들딸들이라고, 그래서 군인들의 가슴속에는 부모들을 위한 마음이 차있
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49) (진한 글씨- 인용자) 

위의 두 개의 인용문은 기사 내용과 소설 내용이다. 소설이 기사와 다른 점은 소설에서는 수
영장, 물놀이장, 탁구장, 오락실, 청량음료소 건설의 제안자가 김정은으로 묘사된다는 점과 반면 
위의 인용문의 진한 글씨처럼 인민의 자그마한 성의도 마다하는 군인이 아닌 물품후원을 받은 
군인의 징계가 벌어진 상황이라는 점이다. 

48) ｢김정은 제1위원장 동지께서 대관유리공장과 허철용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2년 5월2일. 1쪽.  

49) 안창호 편, 앞의 책,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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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는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자립경제의 토대를 최대한 효과적

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데 모
든 사업을 지향시켜나가야 합니다.》50)

공장의 생산공정의 현대화(자동화)는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대
혁신, 대비약의 하나로 김정일의 유훈이다.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인 ‘강성대국 부강
번영이라는 세기적 염원을 달성하는 것이 애국주의’51)라고 말한다.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높은 수
준의 생활문화는 경제강국건설의 일환인 것이다. 소설은 국가적 염원이 김정은의 구상 속에서 
구체화 되어가는 것으로 그려내면 지도자로서의 영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감사｣에서는 조기천의 ｢백두산｣의 소, 김남천의 ｢꿀｣ 서사가 반복되고 있다. 조기천의 ｢백두
산｣에서는 인민의 소를 잡은 전사를 죽임으로서 즉결 처분한다. 김남천의 ｢꿀｣은 남한 인민의 
조선인민군에 대한 환대를 그렸지만 현실에서의 김남천은 민의 물품을 전사가 받는 것으로 묘사
하여 인민군 전사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남로당사건 속에서 숙청당하는 계기가 된다. 이 세 작품 
모두 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가 없는 개인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최한성부대장은 북성땅에 부대를 전개시키면서 인민들의 재산은 설사 소금 한줌도 받아서는 안되며 오직 
공기와 물만 마실 수 있다고 선포했었다. 그러니 멸치식혜 한 단지지만 최한성의 시점에서는 사연이 어떻
든지 간에 분개할만한 일이었다.52)  

강철호는 목숨을 걸고 인명을 구하는 사명감이 있는 군인이긴 하지만 최한성의 입장에서는 군
법을 어긴 군인이다. 그런데 지배인이나 당비서가 그를 두둔하고 나서지만 징계 대상인 강철호
는 자신이 잘못을 했으니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윤경찬은 군률을 어긴 이 심각한 
사건을 매우 경쾌하게 그려낸다. 

《안됩니다. 강철호중대장은 군률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 받은 것입니다. 지배인동무나 당비서동무는 우리 
군대일에 상관말아주시오》《뭐라구요? 여보, 부대장동무! 군률을 어기다니, 그래 이런게 군민관계요? 우리 
때문에 중대장이 처벌 받았는데 상관하지 말라구? 군민관계이기 때문에 찾아와 사정하는게 아니요. 로동자
들이 이 지배인이나 당비서를 뭘루 보겠소. 그러지 말구 우리 립장을 좀 봐주시오.》 《지배인동무도 군사복
무를 했겠지요? 군률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실텐데 왜 이러십니까?》《에익 ! 벽창호라구야…》53)   

    
사업에서 원칙성을 견지하는 것이 노동계급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한성은 물러서지 않는다. 이를 보고 받은 김정은도 그들의 설전을 즐기
는 눈치다. 김정은은 군인들은 인민을 돕는 것을 응당한 일로 여기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것과 반대로 인민들은 군인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성의를 받아주지 않는 것을 섭

50) ｢로동당시대의 맛이 나는 평양기초식품공장｣ (1), 우리 민족끼리, 주체102(2013)년 6월 13일
51)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조선로동당 주앙위원회 책임일군

과 한 담화, 조선중앙 TV, 2012년 7월 26일. 
52) 안창호 편, 앞의 책, 97쪽
53) 위의 책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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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보며 아름다운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모순은 대립을 낳지만 아름다운 
모순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아름다워질거라고 생각한다. 군인과 인민간의 혈연의 정, 군민대단결
이 강성국가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김정은은 이제까지 군율로 처벌되던 민으
로부터의 금품 수령 사건을 아름다운 ‘모순’으로 정리한다. 소설은 이런 공식 지원 외에 개인적 
후원에도 김정은의 영도를 내세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감사｣에서는 강철호의 연애담도 그렇다고 있는데 중대장이 애육원의 아이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한 처녀가 최한성부대장을 찾아가 다짜고짜 그와 결혼 하겠으니 소개시켜 달라고 조르
는 모습 역시 익살스럽게 그려지고 있다. 처녀를 이상한 여자 취급하던 부대장이 처녀에게 설득
당해 책임지고 처녀를 사랑하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모습이나 강철호에게 그처녀를 사랑하라
고 명령하는 장면은 웃음을 자아낸다. 현실에서도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관이 인
재가 될 재목을 점찍어 자신의 딸과 선을 보게 하는 일은 일반적이라고 한다. 윤경찬은 심각한 
문제를 익살스럽고, 경쾌하게 그리는 법을 알고 있는 작가로 보인다.

김영희의 ｢붉은 감｣은 2012년 8월 24일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제4302군부대관하 3중3대혁명
붉은기 감나무중대를 시찰한 후 기념촬영을 한 일을 주요소재로하고 있다. 특히 단체 기념촬영
이 아닌 부대원 모두와 개별적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점에서 이 시찰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보
도54)되었다. 

감나무 중대는 동해안에 있는 여성 해안포중대로 김정일 위원장 1995년부터 2009년까지 5회 
이상 이 부대를 찾아가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인 중대이다. 감나무 중대는 김정일이 현지시찰을 
한 후 감이 익는 계절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그때부터 중대는 감나무중대라는 이름으로 북한 
내에 알려졌다. 김정일과 감나무 중대의 일화는 북한 내에서는 매우 유명한 일화이다.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 후 첫 부대시찰이 다박솔 초소였던 것만큼, 그것과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어진 것이 
김정일 사후의 김정은의 감나무중대 현지시찰이었다. 감나무중대는 김정일이 다박솔 초소 다음으
로 찾은 곳이기 때문이다.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김정은의 행보를 그대로 그리고 있다. 즉 김
정은의 혁명활동이 소설화된 것이다. 당시 한국에서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이 보이지 않는데 어
디에 갔는가?" 북한의 군 최고사령관이 전선 지역의 군부대를 방문했는데 해당 부대장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볼일을 보러 간 셈’55)이라며 북한군의 기강을 지적하는 기사 속의 두 인물은 
김정은 방문 당시 교육 때문에 평양에 소환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작품은 예술과 체육 모
두 소질이 없는 신병 최명옥이 어머니의 한을 풀기 위해 감나무 중대에 배치 받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과 감나무 중대에 어울리지 않는 허약한 체력을 지닌 명옥을 단련
시키는 중대장의 모습, 그리고 김정은의 현지시찰과 사진 촬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에서는 
허약하고 사상적으로 나약한 명옥이 고된 훈련을 견뎌내고 진정한 군인으로 모습으로 거듭나고 
수령과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원이었던 어머니의 한을 푼다. 조직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당원이
나 상관의 격려와 도움 속에서 진정한 당원 또는 군인, 노동자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북한 소
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명옥과 같은 낙오된 군인들은 김정은이 현지

54)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302군부대관하 3중3대혁명붉은기 감나무중대를 시찰하시였다｣, 
로동신문, 2012년 8월 25일, 1쪽.

55)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갔는가?｣, 연합뉴스, 검색일: 2019.10월 16일  
https://www.yna.co.kr/view/AKR201208240394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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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바로 모두 다른 부대로 보내고 최정예만 남긴다56)고 한다. 따라
서 소설의 이러한 구성은 북한의 군인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무들 중엔 아버지하고 단둘이 사진 찍어본 동무 있니?》 활발한 미향은 어디 대랍해 보라는 듯 좌
중을 휘둘러보았다. 《없어.》57)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소설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정은과 부대원들의 부모자신
간의 모습. 즉 어버이의 자애로운 모습이다. 이 일화는 2013년 10월 23일 로동신문에 ｢감나무
중대에 베푸신 은정｣으로 다시 보도되고, 다시 각종 매체에서 영상물과 녹음물｢실담-감나무중대
와 더불어 길이 전할 이야기｣ 재생산 되고 있다. 아래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일화로 재생산 
글들은 지도자의 사랑을 더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걸으시였던 그 사랑의 초소길을 따라 걸으시면서 지
난해에 감을 얼마나 수확하였는가를 알아보시고 다심한 은정도 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떠나
시기에 앞서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군인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병사들을 한명한명 자신의 옆에 세우시고 
기념사진을 남기시였다. 군인들과 사진을 찍으시느라 오랜 시간 서계셔야 하시였지만 환하게 웃으시는 경
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겨 사진을 찍는 최상의 행복속에 울며 웃는 군인들의 모습은 마치 부모와 자식간
에만 볼수 있는 사랑의 화폭그대로였다.58)

｢푸른강산｣59)은 중앙양묘장에 2011년 10월9일 김정일이 김정은과 함께 현지지도를한 중앙양
묘장이 배경이다. 이 작품은 김정일을 수행한 현지지도에서 조국의 자연을 아름답게 꾸며 후대
에게 물려주기 위해 국토사업보호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일 것을 제안하는 김정은의 모습
과 그것을 김정일 애국주의로 승화시켜 진행하는 강형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김정
은이 약속된 현지지도시간 1시간 만에 양묘장의 실정을 파악하고 국토사업보호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일 것을 제안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의 추진력과 영도성, 자연과 후대를 사랑하
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작품들이 현지지도와 현지시찰 등을 보여준다면 ｢스승｣, ｢12월의 그이｣, ｢성전의 나팔소
리｣는 현장 정치의 예술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중시, 과학중시 사상을 그린 김삼복의 단편소설 ｢
스승｣은 여교원 심미영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부문 일군들이 소학교, 중등학교의 교육체
제를 40년만에 바꾸는 것과 12년제 의무교육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다. 중학교 교사 교원 미영은 교육자 집안의 딸로 부모는 물론 언니까지 교원이어서 자신만은 
절대 교원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아버지에게 속아 사범대에 입학하고 졸업 후 교원이 된
다. 그런 그녀의 꿈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를 받으면 약혼자와 결혼 후 교원을 그만둘 생

56) 최금희는 5.18 훈련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5.18이라는 명칭은 김정일이 5월 18일에 다녀간 후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위의 인터뷰. 

57) 안창호 편, 앞의 책, 132-133쪽.
58) 본사기자, ｢감나무중대가 전하는 사연｣, 2013년 11월 8일. 검색일: 2019년 10월 14일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ugisa1&no=71966
59) 백보흠, ｢푸른강산｣, 청년문학, 2014.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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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몰래 품고 있다. 그녀가 품은 꿈은 영도방법에서 제시하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는 것 즉, 공산주의혁명가, 혁명의 참된 지휘성원들이 지녀야 할 혁명가적 기풍에 반한다. 
그렇다고 그녀가 자신의 일을 게을리 하는 인물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업무를 싫어함에도 반
을 우수한 반으로 만들기 위해 성적이 나쁜 학생들을 늦은 밤까지 과외 지도를 한다. 그러나  
재일이가 학업에 흥미를 보이지 않자 짜증을 낸다. 이에 미영의 아버지는 교원의 실력이 학생들
의 실력이라며 교원들의 자질을 높여야한다는 김정은의 말을 전하며 곧 중등교육 개선책이 마련
될 것임을 말한다. 소설에 의하면  중등교육사업의 개선에 대한 지적이 만경대학원 현지지도 후
에 나온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김정은은 2012년 1월25일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였다.60)

나라에서의 중등교육실태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한다면 지금 과학을 중시한다고는 하지만 중등일반
교육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과학을 발전시키고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면 교육, 
특히 중등일반교육을 개선해야 합니다. … 중등교육 일반에서는 전문분야의 과학기술을 습득할수 있는 일
반적 기초지식을 주어야합니다. 다시 말하여 중등일반교육에서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같은 기초과학분
야의 일반 기초지식을 주는데 기본을 이루어야합니다.61)

그의 이와 같은 교시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과학연구원의 연구사들과 교육행정일군들이 각 단위 
학교의 교원 학생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교육지침에 반영하도록 하는 과업으로 내려온다. 이 소
설은 신문이나 문건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던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이유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소설은 교육일군들과 김정은의 회의 과정을 통해 4년제 소학교제
를 5년제로 전환하려는 이유가 교수분량이 많아 주입식 교육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루어진 결정이며, 중학교를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로 나누어 단계에 맞게 기초지식과 일반지식
을 교육하겠다는 목적 하에 개편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김삼복은 4.15 창작단 작가답게 문
건처럼 느껴져 지루할 수 있는 교육개편과 관련한 방대한 내용을 여러 일화를 통해 노련하게 잘 
배치하고 있으며, 40년만에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편의 목적과 의의를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교육자거리에 입사증을 받은 교육자 가정을 방문한 일화는 미
영의 가정으로 치환되어 그려지고 있다.  
황용남의 ｢12월의 그이｣62)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2011년 12월 김정일 위
원장 조문단 일원으로 방북한 실제 사실을 토대하여 김정일 사망 직후의 조문 국면을 다루고 있
다. 이 작품에서는 이휘호 여사와 국회의원 박지원을 위시하여 남한 각지에서 수많은 남한 민중
들이 김정일의 조문을 가기를 요구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조문을 막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작
품은 2009년 김 대통령 국장 당시 김기남 비서의 서울 방문을 이야기하며 이명박 정부에게 예의
를 모른다고 비난한다. 그리고 조문 국면 속에서 대두되는 것은  남북6.15선언의 당사자인 김대
중 전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여, 당자들이 없는 마당에 이명박 정권에 의해 남북6.15
선언 계승될 수 있을 것인지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동시에 내비치고 

60)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과 김정은동지께서 설명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시고 교직원, 
학생들을 축하하시였다 ｣, 로동신문, 2012년 1월26일, 1쪽.

61) 안창호 편, 앞의 책, 101-192쪽.
62) 황용남, ｢12월의 그이｣, 조선문학(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3년 제12호 (루계 제794호)), 23-3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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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설은 당시의 조문국면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군부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에서 김정일 사망 직후  당황해하는 북한의 내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그러나 이휘호 여사가 김정은을 대할 때나 그의 인품에 감복하는 모습을 전형적인 북한 인
민의 모습으로 그린 점은 아쉽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 소설에서 최고 존엄을 묘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지나친 존엄의 강조가 사실성을 축소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부분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다박솔 초소를 찾았던 것처럼 장례식 후 김정은은 혁명의 총대와 
선군혁명을 보여주기 위해 2012년 1월1일 서울 류경수 제105땅크사단으로 현지지도를 떠난 그
의 행보를 그리며 그가 김정일을 계승하고 있음과 남한의 조문 제한 조치에 대한 불만63)을  보
여주고 있다. 

리동구의 ｢성전의 나팔소리｣는 군사이론의 영재인 김정은을 묘사한 작품이다. 자신이 거창학
살에서 살아남은 한국전쟁고아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당시  간호장교였던 어머니와 장령이었던 아
버지에게 입양되어 자란 엄남용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연구사이다. 혁명전쟁의 본질로 적들에 
대한 무자비한 증오와 징벌만을 강조한 잘못된 논문으로 아버지에게 의절당한  채 살고 있다. 
그런 그를 김정은이 불러 지도한다.  

민족에 대한 사랑 없이는 원쑤들에 대한 증오도 있을수 없습니다. 사랑이 열렬할수록 증오도 무
자비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우리 당의 그러한 립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러나 적들이 전쟁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최후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어디까지나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구현되는 성전으로 되어야합니다64)

엄남용은 이것이 군사이론 영재인 김정은이 밝혀준 전쟁관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정쟁이 미국
으로부터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한 정의의 전쟁이었다면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를 전쟁은 거룩한 
사명을 성스러운 전쟁 즉 성전이라는 것이다.  

불의 약속에 실린 소설에는 군부대가 미‧일‧한의 동향과 군사훈련에 따라 급박하게 움직이는 
북한군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시간 순서가 아닌 공명성 2호와 은하-2호 발사를 처음에 배치
하고, 김정은의 전쟁관을 마지막에 배치한 것은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주의 노선으로 국가 통
치의 방향과 2014년 이후의 행보를 예측하게 하는 의도적 배치로 보인다. 

 
4. 나가기
 

불의 약속에 실린 작품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자면 2006년 연필화 축전 발기를 그린 일곱번
째 상봉｣(최봉무), 2009년 4월 5일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하늘과 땅, 바다｣(정
기종), 2009년 4월 ｢불의 약속｣(김일수), 2011월 10월 9일 중앙양묘장의 현지지도를 그린 ｢푸른 
강산｣(백보흠), 2011년 건군절 서사시 낭독 연출을 그린 ｢미소｣(량호신),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63) "사단의 군인들은 대 국상을 당한 민족 앞에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대역죄를 저지른 역적패
당들에 대한 하늘에 사무치는 증오와 복수심을 핵탄처럼 가슴속에 안고 전투명령을 기다리며 총칼을 
억세게 날카롭게 벼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첫 공식 활동...탱크부대 시찰｣ YTN 뉴스, 20122년1
월2일  검색일: 2019년 10월 19일 https://www.ytn.co.kr/_ln/0101_201201020241525602 .

64) 안창호 앞의 책, 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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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그이｣(황용남), 2012년 1월22일과 5월1일 현지지도를 그린 ｢감사｣(윤경찬), 2012년 8
월, 감나무 중대 시찰 ｢붉은 감｣(김영희), 2012년 ｢스승｣(김삼복), ｢들꽃의 서정｣(김하늘), ｢성전
의 나팔소리｣(리동구) 순으로 보인다. 불의 약속이 시간 순서가 아닌 공명성 2호와 은하-2호 
발사를 처음에 배치하고, 김정은의 전쟁관을 마지막에 배치한 것은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주
의 노선으로 국가 통치의 방향과 2014년 이후의 행보를 예측하게 하는 의도적 배치로 보인다. ｢
하늘과 땅, 바다｣, ｢12월의 그이｣에서의 미‧일‧한에 대한 군의 대응은 준 전시상태로 그려진다. 
그리고  ｢성전의 나팔소리｣에서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전쟁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최후의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러한 강조에는 한번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불안이 내
포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이 ｢하늘과 땅, 바다｣, ｢12월의 그이｣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볼 때 국가
의 자위에 대한 절박함이 유훈이라는 이름으로 강성대국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크게 김정은의 영도예술이 강조된 작품과 현지지도, 현지시찰이 강조된 작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늘과 땅, 바다｣, ｢불의 약속｣,｢들꽃의 서정｣, ｢미소｣등은 김정은의 영도예술
을 강조하고 있으며, ｢감사｣, ｢붉은 감｣, ｢일곱번째 상봉｣은 현지지도와 현지시찰 등을 통해 혈
육의 정을 ｢푸른 강산｣, ｢스승｣, ｢12월의 그이｣, ｢성전의 나팔소리｣는 미래를 기획하는 모습과 
상황 대처 능력을 묘사하여 현장 정치의 예술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 중간 중간 김정은이 어머니 고영희를 회상하는 장면을 통해 모정에 대한 그리움과 김정
일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점이 특징적인데, 김정일을 다룬 수령형상문학과는 차이를 
보인다. 어린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김정일의 경우 김정숙의 구체적인 모습이 묘사되고 있지 않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소설은 4.15창작단 소속 작가들이 집필한 것으로 보인다. 김삼복, 백남룡, 리동구 ,
정기종, 황용남은  4.15창작단 소속 작가들인 것이 확인되지만 김하늘을 제외한 김영희, 김일수, 
량호신, 윤경찬, 최봉무는 중견작가로 보인다. 그러나 김일수, 량호신, 최봉무 등의 작품은 신문 
기사를 모티프로 하여 쓸 수 없는 정책 논의과정과 협의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4.15 
창작단 작가로 추측된다. 4.15창작단 작가가 아니라면 접근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
이다.

작가들 중에서 윤경찬은 구태한 소재를 상황과 인물의 성격을 통해 소설의 재미를 살리는 능
력이 뛰어나며, 김하늘은 구성력이 좋은 작가로 보인다. 단편소설집 불의 약속은 김정은의 형
상을 통해 그의 영도성을 부각시킨 점 외에도 주목할만한 작가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점에서도 
눈여겨볼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김정은의 형상을 통한 영도예술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소설에 대한 면
밀한 검토는 할 수 없었다. 하여, 이 작품에 실린 소설의 개별적 검토와 앞에서 개괄적으로 살펴
본 북한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에 게시된 혁명일화를 비교 분석은 다음과제로 남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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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velization of Revolutionary Activities and the Youngdo Art of Kim Jung Un

- Focused on the Collection of Short Stories, the Promise of Fire(Bul ŭi Yaksok)

This study analyzes the novelizing process of revolutionary activities and Kim Jung-un's 

Leadship art(Youngdo yesul) represented in the collection of short stories, The Promise 
of Fire. Although there are studies on literatures published in Kim Jung-un era, few 

studies on the figuration of Kim Jung-il have been conducted. Therefore, this study can 

be a meaningful research for the figuration of Kim Jung-il appeared in literature for 

shaping chieftain figure.

The activities of Kim Il-sung, Kim Jung-il, and Kim Jung-suk is called revolutionary 

anecdotes in North Korea, which occurred in the past. Revolutionary activity, on the 

other hand, showing Kim Jong-un's political move is an ongoing concept. The 

backgrounds of 11 novels published in the collection of short stories, The Promise of 
Fire, are from 2006 to 2012 when Kim Jung-un was taking lessons in succession.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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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s from 4.15 Literature Writing Group took part in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The short stories in this collection can be divided into the works highlighting Kim 

Jung-un's leadership art, and the works highlighting on-the-spot-guidance and 

on-the-spot-inspection. Heaven, earth, and sea, The Promise of Fire, The lyric of wild 
flowers, The smiles are focusing on leadership art of Kim Jung-un. Thanksgiving, The red 
persimmon, and The seventh reunion show us his love for family members by 

highlighting on-the-spot-guidance and on-the-spot-inspection. The Blue Earth, Master, Him 
in December, and the Trumpet of the Temple describe his future planning and coping 

skills, presenting the art of on-the-spot politics to us.

키워드 : 불의약속, 영도예술, 혁명활동, 혁명일화, 수령형상문학  A Promise of Fire,  
Leadship art,  Revolutionary activity, Revolutionary anecdote, Literature for 
shaping chieftai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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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8

동아시아 평화 형성을 위한 문화적 접근의 모색
- 역사적 과정을 인정하고, 공존 및 인간성을 추구하자

류 길 재 (북한대학원대,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과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 북한학-한
반도학 제2차 학술회의>에서 기조 발표를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신 한기형 원
장님과 김성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반도인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의 공존, 평화, 협력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한반도에서
부터 그것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문화적인 것이
어야 한다는 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
 오늘날 ‘한반도 문제’(the Korean Questions)는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
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서로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단계별 접근과 미국
이 원하는 포괄적 접근은 방법론 상 큰 차이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70여 년의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 쌓인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협상은 公轉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협상이 잘 되는 것만이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심지어는 경제도 번영하게 될 것
이라고 믿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 협상이 잘 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안보적·정치적·경제적 시각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시각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익숙한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
제는 분단이 1세기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또한 21세기라는 시대적 맥락에서 시각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視覺, 즉 바라보는 각도나 관점이 아니라 視線, 즉 바라보는 
방향 또는 指向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선은 文化라는 시선입니다.

***

 우리는 한반도의 분단이 이념의 차이에 의해서, 국제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인 분쟁에 의해서, 
그리고 자유라는 가치 여부에 의해서 비롯됐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단 74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런 것들 이전에 한반도가 걸어왔던 歷程
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누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주어진 것들이고, 특히 힘이 없던 약소민족에
게는 항용 벌어진 운명, 또는 ‘八字’로 치부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19세기 제국주의의 시대, 즉 弱肉强食의 폭력적 시대 속에서 취약했던 조선은 식민지 쟁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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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전범국 일본에 대한 연합국의 점령으로 
분할되었고, 이를 내재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분단되었으며, 그 결과 전쟁까지 치르게 되었습니
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역사적 과정의 결과 고착된 분단이 이제 머지않아 1세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외세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한 덕에 또 
다른 외세에 의해 분할 점령된 것이 결국 분단을 결과했으니 외세에 분단의 책임을 돌리고, 외
세에게 분단 극복의 책임도 돌려야 할까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사고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단은 외세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앞으로 ‘통일’도 외세의 지원
이 없으면 안 된다는 패배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
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적인 시각은 결여돼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해석하자는 것이 아니라 변혁시키자는 것이지요.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반추하고, 배워야 할 교훈은 분단 극복의 主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실
패가 분단을 낳았고, 따라서 이를 극복할 주체도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反외세, 또
는 非외세의 사고가 아닙니다. 일을 해야 할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남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문제를 풀 직접 당사
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체가 분명해지는 한 책임을, 원인을 타인에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역사의 과정을 직시하면서, 분단 극복이야말로 역사의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의 역사로부터 빚어진 결과가 분단이라면, 역으로 분단 극복은 실패의 역사로부
터 회복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21세기, 분단이 74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도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하나가 되어, 지금
보다 큰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마치 주변국들에게 우리가 뭔가 큰 소리를 낼 수 있
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통일은 역사를 회복하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
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바로 문화라는 시선
으로 통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여깁니다. 역사는 곧 문화와 직결됩니다.

***

 한반도 문제를 문화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의 두 번째 내용은 가치(value)를 추구한다는 것입니
다. 여기에는 가치와는 다른 차원인 이익(interest)을 추구하는 것과 차별화됩니다. 지금까지 우
리는 통일을 이익의 관점에서 주로 봐 왔습니다. 사실 이익의 측면에서 통일을 사고하다 보면 
딜레마적 상황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과연 한반도인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가. 아
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 한반도인과 주변국 사람들로 나눠 볼 때 누구에게 이
익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한반도인들에게는 이익인데, 주변국 사람들에게는 불이익
이 온다면 과연 그 통일은 어떤 것인가. 어찌 됐든 우리에게 이익이면 된다고 정리하면 되는 것
인가. 이렇듯 이익의 관점은 사실 모순을 낳게 됩니다.
추구해야 할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화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 즉 공존을 가장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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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깁니다. 문화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투영된 것이므로 거기에 우열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덕목이자 가치는 공존입니다. 상대와의 공존을 위해서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
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가치가 구현된다면 호혜, 즉 상호성과 협력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하면 남북 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거론하고, 남북이 하나의 동질적인 문화권을 갖고 
있는 사회로서 그 동질성에 입각해서 교류하고, 통일로 나가자는 발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
습니다. 제가 말하는 문화적 접근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동질성을 얘기하게 되면 
결국 우리 민족끼리라는 배타적 정체성에 집착하게 되고, 역시 주변국들에 대해 우리 민족의 이
익을 우선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퇴행적인 길로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민족적 동질성을 백안시하자는 것으로 듣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세우는 가치의 내용은 인간적인 측면, 인간성(humanity)을 우선시하자는 것입니
다. 인간적인 측면이란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인간, 즉 생명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어느 때부터인가 그 속에 살아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捨象되고, 그 껍데기, 즉 정치나 경제, 
안보와 같은 것들로만 사고되고 있습니다. 반복하지만, 정치나, 경제나, 안보나, 외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앞으로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
닥뜨리고 있는 세계는 그런 것들에 못지않게 인간성, 생명, 자연, 지구 등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간주될 것입니다. 한반도나 동아시아라는 좁은 지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니라 이 지구에, 이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것을 건너뛰는 한반도 문제 해결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화적 접근의 세 번째 가치의 내용은 개방입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만 이루는 것이 아닙
니다. 20세기에는 우리 민족의 단일한 국가와 사회를 재생하는 것이 통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약
소민족으로서 그것만도 이루기 어려운 그런 목표였습니다. 아니 근대 이후 제대로 된 온전한 국
가사회를 이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일한 국가사회가 무엇인지 잘 그려지지 않지만, 근대 민족
국가 사회에서 보이는 이미지를 갖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는 지금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인 지금의 세계 속에서 하나의 단일한 국가사회를 이루는 것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그것이 과연 한반도인들에게 이익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나아가서 동아시아인들에게도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또 
반복합니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지향적인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단일한 국가사회의 완결도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
가 목표라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역사의 과정을 인정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식의 문화적 접근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정치나 경제나 안보나 외교는 결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
다. 예컨대 경제적 번영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뤄지는 결과가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문
화적 접근은 공존, 인간성, 개방이라는 가치가 구현되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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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자연스럽게 
동아시아의 분쟁과 갈등의 지형을 순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가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고,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불사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추구하게 된다면 통일도 온전하게 되지 않을뿐
더러 한반도 문제 해결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 해
결, 즉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위하여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새로운 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
다.



- 102 -

발표문9

한반도 문화예술의 분단과 재통합 (불)가능성 : 북한학에서 한반도학으로

김 성 수(성균관대)

   목   차

1. 문제 제기 : 한반도 남북의 용어 개념 분단사
2. 한반도 문화예술의 재통합 사례 : 남북 문예지 ‘통일문학’ 3종 분석
3. 한국-조선의 자기중심적 ‘통일문학’ 전유 비판 : 남북의 ‘통일문학전집’ 분석
4. 마무리 : 북한학에서 한반도학으로

1. 문제 제기 : 한반도 남북의 용어 개념 분단사

북한학-한반도학 학술회의의 연간 주제는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향한 북한학 연구의 새로
운 방향’이다. 지난 5월 31일 열린 제1차 회의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과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과제’이며, 오늘 제2차 회의 주제는 ‘동아시아 평화체제와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 방향’이
다. 지난 봄 회의에서 발표자는 북한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으로 전통적인 역사주의적 접근법을 
보완하는 의미의 ‘개념사와 매체연구’를 제안하였다.
먼저 개념사적 접근법으로 남북 문학예술 용어와 개념의 용례를 살펴보면 개념 자체가 분단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사실주의(리얼리즘) 창작방법이 남북에서 활용된 사례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분단 이전에는 동일한 내포와 외연을 지녔던 창작방법-문예사조-미학 개념이, 분단 이
후 남북에서 매우 다르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북 대표 문예지  『조선문학』 잡지를 전수 조
사했더니 특유의 견고한 검열시스템을 뚫고 개인숭배와 선전물의 민낯이 드러나는 현실을 마주
할 수 있었다. 가령 통권 200호의 편집 사고(事故)나 493, 494호의 중복 간행 사건이 좋은 예이
다. 개념사적 비교와 매체론적 분석을 통해 ‘북한-이북-조선’문학의 역사, 나아가 남북의 문학사 
통합 서술의 가능성을 새롭게 찾아볼 수 있다.1) 결국 ‘(남)한국문학/(북)조선문학’의 자기중심적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조선)반도 코리아문학’2)의 소통과 교류, 협력이 진정으로 가능해진다.  
이 글은 이러한 전제에서 ‘(남)한국문학/(북)조선문학’의 분단과 재통합을 하려면 기존의 자기중
심적 기득권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통일문학’ 잡지와 ‘통일문학’ 선집 분석을 
통해 논증하려 한다. 오랜 냉전/분단체제를 끝내고 평화시대를 지향하는 ‘신한반도체제’ 하 남북

1) 김성수,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 문학예술사의 전통과 변화 전망｣,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과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과제: 공동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성균관대, 2019.5.31.; 김성수, ｢개념 분단사와 
매체론으로 다시 보는 북한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70호, 민족문학사학회, 2019.8. 참조.

2) ‘(남)한국문학/(북)조선문학,’ ‘한반도/조선반도 코리아문학’란 용어 개념 자체가 이 글의 문제의식을 
상징하는 표현이자 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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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한반도적 공감대를 이끌만한 작품을 예로 들어 소통-교류-협력- 낮은 연합의 가능
성을 가늠하고자 한다. 이는 ‘100년’을 바라보는3) 한반도 문명사적 관점에서 보면 서로를 흡수 
통일하려 성급하게 강제할 것이 아니라 둘의 다름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창조적 다양성의 포용’
이란 대원칙으로 통합을 보다 길게 보는, 일종의 ‘통합프로세스’ 과정으로 받아들이자는 뜻이다.
2019년 10월 현재, 남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한중일, 태평양의 북미, 미중 관계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울한 격랑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다. 이때 당장 눈앞의 정치적 화해-적대 정세 변
화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문명사적 접근법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작은 문제부터 하나
씩 정리해갈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기존의 ‘북한 문학 연구’ 패러다임에서 ‘한반도문화
사-동아시아문명사-한반도학’으로 시공간적 시야를 넓히고 인문학적 통찰의 긴 호흡으로 접근하
는 새 의제를 제안하는 시론(試論)이다.
먼저 기존의 북한(문학)연구를 지양하자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한국(남조선)에서 이루어진 ‘북한
학’은 북한(조선)에서 이루어진 ‘조선학’과 다르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분단과 통합 또는 재통
합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언급하는 한글문학은 한겨레 민족문학인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의 공용어이자 모국어인 한국어/조선어와 한글(표준어와 문화어, 서울말과 평양말)
로 쓰여진 문학인지 불분명하다. 만약 남북으로 분단된 한글 문학의 통합적 인식을 진정한 마음
으로 접근하려면 한반도 양국 양 체제 주민의 생활감정을 형상한 언어예술로서의 한반도 남북 
문학을 전제해야 가능하다. 
이때 ‘북한문학’이란 언표는 한국민의 상상 속의 ‘북조선문학’을 호칭하는 것일지도 모른다.4) 이
와 관련하여 한국의 북한문학 연구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공통적인 오류, 편향이 있다. 북한 당국
의 체제내적 시각만 담은 당 공식문건, 정전만 대상으로 삼는 것도 문제지만, ‘당黨문학/탈북문
학, 공식/비공식문학, 체제/비체제문학’ 등으로 나눈 후 타자의 시선에서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보곤 한다. 이렇게 북한문학을 단순화, 정형화시켜 논하는 것은 일반화 오류에 빠지는 길이다. 
이 점은 북한의 남조선 학자들이 훨씬 편향이 심하다. 분단 양국의 상호관계는 거울 같아서 서
로 적대시하거나 소통할 때 내 태도에 따라 상대의 태도가 결정되며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도 
웃지만 내가 먼저 상대를 불신하면 상대는 나를 끝까지 믿지 않는다. 여기서 ‘(남)한국문학/(북)
조선문학’의 자기중심적 기득권을 버린 ‘한반도(문)학’이란 개념이 출발한다. 
‘한반도문학’이란 개념 용어는 왜 필요한가? 기존의 ‘한국문학’은 한반도문학 전체가 아니며, 이
남에서 생각하는 ‘북한문학’도 이북의 ‘조선문학’과 차이가 있다. 한국의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의미의 '북한문학'은 만들어진 가상일 뿐이다. 실존하는 것은 ‘조선문학’이다.5) 따라서 현
제 실존하는 한국문학과 조선문학의 단순 병합은 일종의 이념형이라 할 ‘통일문학’이 아니고 단
지 ‘남북한문학’이거나 ‘북남조선문학’이다. 그것은 한반도 전체 주민의 생활감정을 담은 언어예
술인 ‘한반도문학’과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얼핏 들으면 사변적인 궤변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 “한반도문학과 남북한문학/북남조선문학이 다

3) 현 정권 임기 내에 남북관계의 어떤 끝장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100년’이란 긴 호흡의 문이라도 열
겠다는 레토릭은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론에서 인용하였다. 조한범, ｢신한반도체제의 개념과 
구조｣, 『신한반도체제, 평화경제의 비전과 민관 거버넌스: 한반도평화경제포럼 KPEF 창립 세미나 발
표문집』, 한반도평화경제포럼, 2019.8.20. 21~29면 참조.

4) 김성수, ｢‘코리아문학’의 통일·통합 (불)가능성 : 남북 문학 교류의 역사와 과제｣, 『통일과평화』 10집 
2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8.12.

5) 남원진, 『북한문학은 없다!(북조선대표소설선집)』, 경진출판, 201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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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의 가장 주요한 근거는 분단-전쟁-냉전기에 남북의 정전에서 사라진 문학적 존재들
이 엄존한다는 팩트이다. 가령 임화, 이갑기, 정현웅 등등 재월북 작가 예술인들의 존재가 ‘한국 
정전’에서 사라지고 박남수(현수), 구상, 최태응, 양명문 같은 월남 작가, 전재경, 서만일, 김창석
같이 북에서 195,60년대 숙청된 이들이 ‘조선 정전’에서 지워진 경우이다. 다행히도 숙청된 작
가, 예술인들을 거의 복권시키지 않은/못한 이북6)과는 달리 1988년의 ‘납월북 작가, 예술인 해
금’조치 이후 우리 이남은 임화, 이갑기, 정현웅 등등 재월북 작가 예술인들을 복권하고 그들의 
문화예술 작품을 복원하였다. 하지만 30년에 지난 2019년 지금 과연 그들 ‘휴전선 위에 떠도는 
문학적 예술적 망령’들이 제대로 복권, 신원, 해원되었을까? 
우리 사회체제에 강고하게 자리잡은 반북 반공 이념의 장벽 때문에 그들 중 소수만 교과서, 문
학선집, 문학사 등 정전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전공 학자들에게만 알려졌을 뿐이다. 즉 이용악, 
백석, 정지용, 김기림, 이태준, 박태원, 최명익 등의 그것도 해방 전 탈현실적 순수문학만 정전이 
되었다. 정작 근현대문학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카프와 조선문학가동맹 출신의 좌파문학은 
여전히 정전에 편입되지 못했다. 가령 임화, 김남천, 이기영, 한설야, 송영, 안함광, 박세영, 엄흥
섭, 이갑기 등의 월북 이전 사회주의문학이 그렇다. 더한 것은 해방 전 일제강점기엔 순수문학을 
했더라도 해방 공간 및 월북 후 사회주의문학 활동을 한 오장환, 안회남, 함세덕, 김순석, 조운, 
유항림 등도 배제되었다. 이들의 존재와 문학은 이남의 정규 교육과정, 문학선집의 정전과 일상
인의 독서 영역에서는 여전히 금단이거나 미지, 무관심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2019년 현재까지 
30년동안 냉전의식으로 분단국가 양 체제에서 검열 삭제된 문학문화사(‘뺄셈의 문학사’) 실상의 
복원·복권이 일정 정도 수행되었을 따름이다.  
여기서 모험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코리아문학 리부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방법으
로는 남북의 기존 정전의 해체와 재구성이 필요해진다. 가령 ‘한국문학사, 조선문학사’ 같은 남
북의 공식 문학사와 ‘한국문학전집, 현대조선문학전집’ 같은 작품집, 교과서 등은 정전이면서 동
시에 일종의 검열시스템에 걸러진 2차 자료라고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정전은 입문자의 ‘학습’ 
대상이지 전공자의 ‘학문’ 대상은 아니다. 전공 학자는 실제 텍스트인 1차 사료(작품, 작가, 담
론, 매체 등)를 실증-해석-분석-평가해서 정전을 수정 보완, 재구성한다. 대안은 실증적 사료 비
판을 거친 1차 사료와 2차 자료인 정전의 변증법적 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론
적 객관화이다.    
발표자는 평소 일반인들이 거의 접해보지 못한 ‘신한반도체제, 정전 해체, 한반도문학적 의미’라
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모두 분단체제 하 냉전의식의 극단적 종착점인 전쟁과 반대편의 개념과 
용어이다. 전쟁의 반대는 평화이자 동시에 일상이다. 일상의 회복, 일상생활의 소소한 행복을 지
속적으로 누리는 것이야말로 평화시대 한반도 이남 이북 주민들의 새로운 목표라 하겠다.  
문제는 남북 주민의 정서적 공감대 문제이다. 가령 한반도 남북 간의 상대를 호명하는 일상적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자. 적대적 상호의존 관계가 거울처럼 비추는 개념과 용어의 분단사
를, 그 불편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제1차 조선작가대회(1953) 전후 ‘부르주아미학사상 잔재’로 몰려 숙청된 임화, 김남천, 이태준, 이원
조, 설정식 등과, 제2차 조선작가대회(1956) 앞뒤의 ‘도식주의 비판’론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다
가 1959~67년 ‘자유주의, 이색사상’으로 몰려 숙청된, 안막, 서만일, 신동철, 전재경, 리순영, 김우철, 
김창석, 윤두헌, 조중곤 등이 구체적 사례이다. 고자연, 김성수, ｢예술의 특수성과 당(黨)문학 원칙 - 
1950년대 북한문학을 다시 읽다｣, 『민족문학사연구』 65호, 민족문학사학회, 2017.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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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 소통호칭 대내 호칭 민족 언어 문자 문학 문인 조직
북  북측 공화국(공민) 조선민족 조선어, 문화어 조선문학(문학예술) 작가 조선작가동맹
남  남측 대한(국민) 한민족 한국어, 표준어 한국문학(문화예술) 문인 작가

한국문인협회,펜클럽 한국지부,한국작가회의
전체  민족(화해)  주민 한겨레우리민족 겨레말, 한글 민족문학민족문화 문학인 6.15

호칭  국가 공식 명칭 북 주체 남 주체 외국 호칭 지역 (대유)
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 조선, 북조선 북한 노스코리아 NK 이북, 북반부(평양)
남 대한민국  ROK 남조선 한국,남한 사우스코리아 SK 이남, 남반부(서울)

전체 코리아 (한반도기, 아리랑) 북남조선 남북한 코리아 한(조선)반도 

표 정리에서 핵심은 갈등하는 두 대립 개념을 함께 모아 설명하는 ‘전체’ 틀이다. 남북/
북남 두 적대적인 대립 개념을 아우를(통합, 통일, 일통) 상위/지양 개념은 무엇인가? 가령 남북
연극교류위원회(대표 이해성 연출가)가 『벗』, ｢바다를 푸르게 하라｣ 같은 북한 원작 소설을 남한 
연극인 입장에서 각색해서 공연할 때7) 그 작품-퍼포먼스를 ‘통일연극, 통일공연, 남한의 북한 작
품 공연, 제3의 코리아 공연물...’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문제이다. 
다음 장에서는 일상어와 학문적 개념조차 철저히 분단되어 거울처럼 다르고 같은 남북의 이분법
의 대립적 전체를 새롭게 해명하기 위하여 ‘통일’을 구호 차원으로 외치는 것을 넘어선 실제 콘
텐츠를 구체적으로 분석, 논증하려 한다. 한반도 남북 주민들이 모두들 남북/북남 통일을 바란다
고 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 정치/정부 조직으로 이남의 통일부와 이북의 통일전선부가 있는데, 
그들은 과연 통일을 자기중심으로 전유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 때문이다.8) 
전제했다시피 ‘(남)한국문학/(북)조선문학’의 분단을 겸허히 인정하고 진정성이 담긴 재통합을 하
려면 기존의 자기중심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코리아문학’으로 리부트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
까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통일문학’ 제호의 잡지(magazine)와 ‘통일문학’ 제호의 선
집(Anthology)  분석을 통해 실상(fact)을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 

2. 한반도 문화예술의 개념 분단과 재통합 - 남북 문예지 ‘통일문학’ 3종 비교

 지난 70년간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나온 『통일문학』 제호의 문예지는 다음과 같다.  

7) 김성수, ｢평화시대에 다시 읽는 북한 소설 : 『벗』(백남룡, 1988), ｢바다를 푸르게 하라｣(최련, 2004)의 
미학적 이해와 위상｣, 남북연극교류위원회 세미나 ‘경계를 넘은 소설, 교류와 전망’(2019.10.7., 예술
청) 발표문. 관련 기사 참조. (http://m.mk.co.kr/news/politics/2019/805455/#mkmain)

8) 이와 관련하여 정치와 안보의 영역은 이종석, 류길재, 조한범 같은 전문가 분에게 맡기고 이 글에서는 
문학예술분야로 한정해서 문제를 풀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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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9년 7월 창간된 조선작가동맹 통일문학분과 기관지 분기간(계간) 『통일문학』
(2) 2002년 7월 창간된 반년간 문예지 『통일문학』(통일문학사, 2002.7) 
(3) 2008년 2월 창간된 6.15민족문학인협회 반년간 기관지 『통일문학』 

문화예술의 개념 분단과 재통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이들 '통일문학' 
제호의 잡지 3종을 비교한다. 특히 작가동맹 통일문학분과 기관지와 6.15민족문학인협회 기관지
를 비교하고 미래 대안을 찾아보겠다. 남북 작가가 함께 편집한 진정한 통일/통합 문예지는 (3)
번 6.15민족문학인협회 기관지 단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화예술의 개념 분단과 재통합
이란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분단 후 통일문학운동의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꼽는다
면, 민족작가대회(2005),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2006), 기관지 『통일문학』 창간(2008)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만든 문학잡지 『통일문학』은 2008년 2월 5일자로 창간되었다. 남북 해외 문인
들은 2005년 7월 평양에서 열린 민족작가대회에서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 기관지 『통일문학』 
발행, 통일문학상 제정 등 세 가지 사항에 합의한 바 있는데, 앞의 두 합의가 실현된 것이다. 
6·15민족문학인협회 기관지 『통일문학』은 청색 한반도기와 ‘겨레가 함께 읽는 문학지’라는 로고, 
남북의 문학작품이 나란히 편집된 상징성만으로도 통일문학의 중간 이정표로 평가된다. 

『통일문학』 창간호를 보면 남북의 별도 창간사가 있는데, 북측의 ｢민족문단의 첫 통일문학지를 
내면서｣와 남측의 ｢불꽃은 타오르고 있을 때에만 불꽃이다｣ 일부를 인용한다.

“우리의 붓대는 분렬의 장벽을 단숨에 깨치는 붓대포가 되어 삼천리 대지우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거세한 열풍을 불러오는 장엄한 뇌성을 울려야 합니다. 오직 애국에 살고 통일에 영생
하려는 순결한 심장의 박동을 지면우에 남기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6.15시대에 산 민족문학작가
의 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략) 
우리들의 사상과 리념, 제도는 다르고 창작방법이나 창작적 개성은 각이해도 심장 속에 굽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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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피줄기는 하나이며 력사 앞에 오직 진실만을 말하려는 작가적 량심도 하나일 것입니다.”
“6.15 시대를 앞당겨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
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의 밖에서 기억의 상처를 외면하고 심지어는 조롱하는 시대도 동시에 존재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중략) 남과 북의 작가들은 통일문학을 통해 서로의 독자를 
위해 작품을 창작할 것이며 내면을 교류할 것이다. 문학의 교류는 창조성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만 가능하다. 진정한 창조성은 자기의 현재에 대한 부정에서 비롯된다. 자기의 현재를 부정하지 
못하면, 낡은 것에 사로잡혀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는 법이다. 자기의 현재를 부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진보라 하며 반면에 자기의 현재에 갇혀 새로운 출구 찾기를 포기한 채 언술만 
무성한 것을 진부라고 한다. 인간으로서 혹은 작가로서 산다는 것은 새로움에 적용하고 새로움을 
찾아가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 자신이 직면한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지난 분단 60년동안 남북이 민족의 삶을 구성해온 지역적, 역사적 근원과 현실의 
관계망을 통일문학으로 형상화하지 못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구호만 반복해서 외친 부
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남북, 해외의 한겨레 작가들이 문학의 위대함에 대한 믿음, 문학
적 열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문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러나 북
의 어법은 “분렬의 장벽을 단숨에 깨치는 붓대포가 되”자는 일종의 선군(先軍) 담론이며, 남의 
어법은 “창조성에 근거를 두고” “내면을 교류”하자는 일종의 정서적 접근법으로 거리가 느껴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차이는 인정하되 자신이 직면한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움을 찾아가
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통일문학의 가치를 함께 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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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사, 조직 결성 자료 사진 외에 소설 9편(북 4, 남 4, 해외 1편), 시 18편(남북 각 
8편씩, 해외 2편), 수필 4편(남북 각 2편씩), 평론 2편(남북 각 1편씩) 등 모두 33편이 실려 있
다.9) 남한에선 고은의 <하산> 등의 시, 이청준의 <눈길>과 은희경의 <빈처> 등의 소설, 수필·평

9) 미상, ｢창간사｣, 4면. 미상, ｢축하연단｣, 8면. 미상, ｢백두산상에서 아침해 솟아오를 때 ‘통일문학 새
벽’이 열렸다｣, 12면. 미상, ｢6.15민족문학인협회｣, 14면. 장기성(북), ｢우리 선생님｣(단편소설), 17면. 
(부기-1979년) 변창률(북), ｢영근 이삭｣(단편소설), 32면. (부기-2003년), 최련(북), ｢바다를 푸르게 하
라｣(단편소설), 59면. (부기-2003년), 리평(북), ｢고려의 아침｣(단편소설), 89면. (부기-2005년), 이청준
(남), ｢눈길｣(단편소설), 126면. 은희경(남), ｢빈처｣(단편소설), 153면. 방현석(남), ｢존재의 형식｣(단편
소설), 172면. 김서령(남),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단편소설), 228면. 박종상(재일), ｢원앙
유정｣(단편소설), 248면. (부기-1983년), 고은(남), ｢하산｣(시), 275면. 이상국(남), ｢도라산 역에서｣
(시), 277면. 김용오(남), ｢남남북녀 이야기｣(시), 279면. 한분순(남), ｢언젠가 돌아올 그날｣(시), 280면. 
이근배(남), ｢내 나라 땅을 밟고 올라 백두산 해돋이를 보다｣(시), 281면. 오현정(남), ｢무궁함박꽃｣
(시), 283면. 이재무(남), ｢흐르는 물은 쉬지 않는다｣(시), 284면. 도종환(남), ｢광양매실｣(시), 286면. 
박철(북), ｢통일옥동자｣(시), 287면. (부기-2008년), 김태룡(북), ｢『통일문학』에서 만나자!｣(시), 289면. 
(부기-2008년), 장혜명(북), ｢단숨에 가자｣(시), 292면. (부기-2002년), 오영재(북), ｢잡은 손 더 굳게 
잡읍시다｣(시), 295면. (부기-2005년), 조기천(북), ｢흰 바위에 앉아서｣(시), 297면. (부기-1947년), 김
순석(북), ｢벽동계선장｣(시), 299면. (부기-1963년), 정문향(북), ｢새들은 숲으로 간다｣(시), 301면. (부
기-1954년), 김석주(북), ｢상원동을 오르며｣(시), 303면. (부기-1981년), 이세방(미주), ｢일억인의 수를 
놓자｣(시), 304면. (부기-2000년), 남영전(재중), ｢곰｣(시), 308면. (부기-1987년), 김승기(북), ｢회고와 
전망｣(수필), 310면. 황원철(북), ｢‘하나’, 어제와 오늘｣(수필), 315면. 염무웅(남), ｢씨를 뿌리는 마음으
로｣(수필), 321면. 정도상(남), ｢반미소설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수필), 324면. 임헌영(남), ｢광야에서 
통곡하기-이육사의 저항시 속의 서정성 찾기｣(평론), 328면. 박종식(북),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미학-윤동주의 시세계｣(평론), 339면. (부기-1991년), 미상,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오른 ‘6.15공동선
언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 대표들｣(사진), 표지 2면. 미상, ｢금강산, 설악산｣(사진), 표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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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염무웅, 임헌영의 작품이 실렸다. 북한에선 소설로는 장기성의 <우리 선생님>과 변창
률의 <영근 이삭>, 시로는 박철의 <통일 옥동자> 등이 각각 실렸다. 
2008년 7월 31일자로 나온 『통일문학』 제2호를 보면 2005년의 민족작가대회 선언문 이외에 소
설 8편(남 3, 북 3, 해외 2편), 시 19편(남북 각 7편씩, 해외 5편), 수필 2편(남북 각 1편씩), 평
론 2편(남북 각 1편씩), 고전작품 2편 등 모두 33편이 실려 있다. 남한에선 김규동의 ｢그날은 오
리라｣ 등의 시, 정지아의 ｢핏줄｣과 염승숙의 ｢서울의 유명인사｣ 등의 소설, 수필·평론은 각각 정
도상, 강영주의 글이 실렸다. 북한에선 소설로는 김정의 ｢너와 나｣와 리명수의 ｢가을 단상｣, 시
로는 리창식의 ｢겨레여 목숨으로 지키자｣ 등이 각각 실렸다. 이는 ‘북의 작가들은 남의 독자를 
념두에 두고, 남의 작가들은 북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창작’하게 하겠다는 편집원칙의 산
물이다.  필자가 통일문학론 1.0(2000.8)부터 주장했던 ‘남북의 화합적 통합’10)에는 미치지 못하
지만 그래도 ‘기계적, 산술적 균분’이나마 통합원칙을 지킨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문학』에 수록된 북한 소설을 보면, 북한 주민들의 사회주의적 일상이 생활 속에 드러난 작
품들이 선정되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수령형상문학’은 통일문학 범주에 
넣기가 합의하기 불가능하니 ‘사회주의 현실 주제’ 작품을 통해 남한 독자들에게 민족적 공감대
를 확보하고자 한 셈이다. 가령, 장기성의 「우리 선생님」(1979)은 학생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보
내는 성실한 교사의 면모와 이를 옆에서 바라보며 가치관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
다. 사회주의 주체사상체제에서 헌신적 희생적 사제관계를 모범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경쟁 일변
도인 이남 교육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제자에 대한 선생님의 헌신적 사랑이 이념을 넘어선 
공감대를 보여준다. 
최련의 「바다를 푸르게 하라」(2004)11)는 여성 과학자 채영현을 통해 ‘사회주의적 개발 담론과 
바다 생태계 보존’ 사이의 딜레마를 섬세하게 그린 작품이다. 사회주의적 개발론에 따라 희유광
물(희토류) 선별제 원료로 바닷말 조류 자원을 대량 수거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중앙 관리와, 푸른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기에 함부로 생태계를 훼손할 수 없어 다른 
길을 찾으라는 현지 과학 기술자 사이의 갈등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 사회주의적 개발 담론과 
생태주의의 대결 구도가 주된 플롯이라면, 스토리를 해결해가는 청춘 남녀 캐릭터의 정서적 교
감, 육아를 둘러싼 가정 갈등이 보조 플롯이다.
이 작품의 핵심은 가정과 업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 과학자의 내면적 갈등 그 자체이다. 특
히 천연 원료 시약을 연구 개발한 연경이 자연 생태가 잘 보존된 먼 미래를 위해 당장 어린 자
기애를 다른 이에게 맡기고 새로운 시약 재료 개발을 위해 멀리 ‘폐유 단지’로 떠나는 마지막 대
목이 인상적이다. 연경은 자신의 빛나는 연구 성과를 ‘바다의 래일’이라는 대의를 위해 포기하고 
또 다른 고난의 행군길로 나섰기에 감동이 커진다. 명분 때문에 또 다시 행복한 가정을 떠나야 
하는 주인공의 심정을, 해송은 같은 여성이기에 더욱 공감한다. 이러한 연경을 지켜보는 해송의 
목소리에는 여성의 삶에 대한 연민과 동병상련의 연대감이 담겨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
하는 생태주의 엄마이자 국가 시책을 떠안은 과학기술자 사이의 내면적 갈등이 ‘중첩된 자기희

10) 남북 문학의 ‘상호상승식(win-win) 화합적 통합’론에 대해서는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 책세상
출판사, 2001.4. 참조.

11) 최련의 「바다를 푸르게 하라」는 『통일문학』 창간호에 실린 텍스트 말미에 ‘2003년작’으로 부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조선문학』 2004년 2호에 실려 있다. 편집진의 오류가, 남북연극교류위원회의 포럼
이 열린 2019년까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 110 -

’으로 해결되는 장면이 섬세하게 그려진다. 엄마 과학자인 연경이 짊어진 ‘2중의 짐’은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넘어 한반도적 시각에서도 우리 남한 독자들에게도 공감대가 생기기에 적잖은 여
운을 남긴다.12)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한반도 문화예술의 분단과 재통합 관점에서 유일한 남북 합의 문예지 ‘통일문학’의 성격 규정에
서 괄호 속에 넣을 수 없는 숨겨진 비화, 문제가 있다. 바로 이북의 기존 계간지 『통일문학』과 
앞에서 소개한 민족문학인협회 기관지 『통일문학』의 관계 설정이다. 실은 이북에서 1989년에 창
간되어 75호까지 간행된 조선작가동맹 통일문학분과 기관지의 역사에 덧붙여 민족문학인협회 기
관지 『통일문학』의 통권호수를 창간호 아닌 ‘76호’로 고집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남측 편
집진의 강력한 반대로 2008년 2월 ‘창간호’로 나왔지만, 북한의 작가동맹 통일문학분과(이전의 
남조선문학분과) 기관지 계간 『통일문학』 75호(2007년 제4호)와 표지 디자인, 목차와 본문 편집
체제의 레이아웃 등이 거의 비슷하다. 더욱이 6.15민족문학인협회 기관지 『통일문학』이 창간
(2008.2.1. 1호, 2008.7.31. 2호, 2009.3 3호)된 후 북의 기관지가 더 이상 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기중심적 잡지 편집과 매체사를 겨냥한 북측의 억지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매체론적으로 볼 때 간행물번호 표기방식이 북한식(ㄷ-3164)인데 반해 정작 국제규격인 
바코드와 ISBN이 없으니 의문은 의심 수준을 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1989년에 나온 조선작가동맹 통일문학분과 기관지 『통일문학』 제2호 목차를 보면 이러
한 합리적 의심은 확증이 될 지경이다.13) 6.15민족문학인협회 기관지 『통일문학』 창간으로  이
북은 기존의 통일문학분과기관지 75호 이후 그를 종간하지 않고 내심 6.15민족문학인협회 기관
지를 그 연장선상으로 생각할지 모른다고. 실제로 북측은 남북 대표의 편집회의에서 수차례 통
권호수를 제76호로 고집한 바 있다.14)

이북의 통일문학분과 기관지의 실제 내용은 어떤가? 제2호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15) 임수경 방

12) 고인환, ｢서로를 의식하는 소통의 물꼬를 트다 - 『통일문학』에 실린 북측의 단편소설들｣, 창비, 
2008년 가을호의 특집 기획 <문학초점, 시선과 시선 : 통일을 열어가는 문학의 길-6·15민족문학인협
회 『통일문학』 창간호>  참조, 

13)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조선작가동맹 통일문학분과 기관지 『통일문학』 제2~75호까지 거의 다 소장
되어 있다. 정작 2008년 7월 나온, 6.15민족문학인협회 기관지 『통일문학』 창간호와 이듬해 나온 2
호는 소장되어 있지 않다. 국립중앙도서관, 성균관대 도서관에도 없다.   

14) 정도상, 김재용의 전언.
15) 권정웅, ｢백일홍｣(단편소설), 12면. 정인, ｢복받은 섬｣(단편소설), 41면. 정창윤, ｢정보로 걸어라｣(단

편소설), 50면. 김관일, ｢청년개척자의 수기｣(단편소설), 68면. 김철, ｢어머니｣(시), 91면. 김상오, ｢나
의 조국｣(시), 94면. 백인준, ｢삶의 높은 언덕에서, 미소, 삶의 높은 언덕에서, 나의 노래는 인민의 노
래, 아름다운 노래, 점심때, 내 가슴 깊은곳의 맑은 샘물은, 시와 더불어, 월가의 관병식-미제는 조선
전선에 세균무기를 투하했다, 저주, 떠드는 아메리카, 론죄하노라! 력사의 무대우에서, 저주의 노래｣
(시초), 94-116면. 최영화, ｢가림천기슭에서-보천보혁명전적지에서, 홰불｣(시), 120면. 신진순, ｢아침｣
(시), 123면. 박아지, ｢종다리｣(시), 126면. 조벽암, ｢삼각산이 보인다｣(시), 127면. 전초민, ｢건설의 나
날｣(시), 128면. 김순석, ｢벽동계선장｣(시), 129면. 최승칠, ｢뜨거운 땅우에, 기쁨의 담시, 대답, 용해
공의 눈, 전설, 조립공의 잠을 지키며, 행복에 대한 생각, 새집, 깊은 산속, 류벌공, 아, 민족이여(시
초), 132-147면. 박호범, ｢금강산에서｣(시), 148면. 동기춘, ｢인생과 조국｣(시), 149면. 김창덕, ｢새 달
력을 걸며｣(시), 151면. 최진용, ｢북방의 겨울｣(시), 153면. 장혜명, ｢남녘의 학우들에게｣(시), 155면. 
현승걸, 최학수, ｢백두산기슭｣(장중편련재소설), 158면. 조정호, ｢태백산｣(시), 190면. 변희근, ｢뜨거운 
심장｣(시), 230면. 유항림, ｢상봉｣(시), 263면. 리수립, ｢소설창작에서 종자탐구와 철학적 심오성문제｣
(평론), 286면. 방연승, ｢시인 허남기의 세계｣(평론), 316면. 석인해, ｢그네뛰기와 씨름｣(민속), 328면. 
최창호, ｢함남땅의 옛노래｣(민요기행), 335면. 량성우, ｢노예수첩｣(시), 350면. 고은, ｢길｣(시), 370면. 
문익환, ｢백두산천지｣(시), 371면. 백기완, ｢또 늦었구나 생각하면｣(시), 372면. 김지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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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일련의 사건으로 한반도가 통일운동의 격동기였던 1989년이란 시기적 특성을 감안해도 북
측 문학작품은 통일문학이라기보다는 미국과 남조선 비판을 소재로 한 반미 반남 주제 작품이 
주를 이룬다. 가령 북에서 세계적인 대문호라고 떠받드는 백인준의 통일시 작품으로 실린 것 중 
제목만 봐도 반미, 반제, 반남으로 내용을 짐작케 하는 “나의 노래는 인민의 노래, 월가의 관병
식-미제는 조선전선에 세균무기를 투하했다, 저주, 떠드는 아메리카, 론죄하노라! 력사의 무대우
에서, 저주의 노래”식이다.
남측 작가, 시인의 사전 허락이나 저작권 동의도 받지 않고 북에서 맘대로 실은 이남의 통일문
학 대표작을 과연 무엇일까? 양성우, ｢노예수첩｣, 고은, ｢길｣, 문익환, ｢백두산천지｣, 백기완, ｢
또 늦었구나 생각하면｣, 김지하, ｢서울｣, 박노해, ｢노동의 새벽｣, 김남주, ｢천둥소리｣, 김용택, ｢
마당은 비뚤어졌어도 장구는 바로 치자｣, 김인숙, ｢광주시초_아! 5월이여 외｣, 김규동, ｢유모차를 
끌며｣ 등의 ‘민중시, 노동시, 저항시’가 다수이다.16) 소설로는 윤정모의 분단 주제 단편소설 ｢아
들｣과 이택주의 노동장편소설 ｢타오르는 현장｣ 일부이다. 그밖에 이만철 극작가의 마당굿 대본 ｢
공장의 불빛｣, 작고한 평론가 이성욱의 ｢반미문학의 전개과정과 과제｣, 김명환 교수의 평론 ｢분
단극복과 민족문학운동｣ 등이 실렸다. 그나마 박경리 선생의 역사소설 ｢토지｣ 일부가 ‘장편련재
소설’로 실려 통일문학으로서의 구색을 갖췄다. 그러나 박경리의 ｢토지｣ 이외에는 이남의 대표작
이 아니라 당대의 ‘분단, 노동, 반미 주제’ 경향 작품만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남문학에 대한 이북 통일문학분과 편집진의 이러한 편향은 기관지가 처음 나온 1989년이라는 
특정 시기, 당시 ‘반미, 친노동, 자주’ 통일운동이 활발했던 이남의 시대상을 반영하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해줄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이후 25년간 나온 잡지의 ‘남조선 문학’ 평론만 통시
적으로 열거해봐도 편향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이북의 대표 평론가 한중모의 남조
선문학론 시리즈를 보자

한중모, 박종식, ｢8.15 직후 남조선의 진보적 문학과 그 주제사상적 특성｣, 통일문학 26호(평
양출판사, 1995.9)
한중모, ｢1960년대 남조선에서의 현실참여문학의 성장 발전｣, 통일문학 28호(평양출판사, 
1996.3)
한중모, ｢1970년대 남조선에서의 민족문학론의 전개와 민족자주의식의 형상적 구현｣, 통일문학
 29호(평양출판사, 1996.6)
한중모, ｢1980년대 민족민중문학론의 활성화와 그 문제점｣, 통일문학 33호(평양출판사, 
1997.3)
한중모, ｢1980년대 남조선 민족민중문학에서의 근로민중의 생활과 투쟁에 대한 형상화｣ 

374면. 박노해, ｢로동의 새벽｣(시), 375면. 김남주, ｢천둥소리｣(시), 377면. 한태용, ｢귀향｣(시), 380면. 
한태용, ｢오동골｣(시), 380면. 리왕제, ｢우리의 박형은 어제의 박형이 아니다｣(시), 382면. 김용택, ｢마
당은 비뚤어졌어도 장구는 바로 치자｣(시), 385면. 김인숙, ｢광주시초_아! 5월이여｣(시), 387면. 김인
숙, ｢광주시초_머언 후일의 이야기｣(시), 387면. 김인숙, ｢광주시초_민주의 어머니｣(시), 387면. 박몽
구, ｢거꾸로 가는 차｣(시), 393면. 윤용, ｢‘한국’사람 미국사람｣(시), 394면. 김명식, ｢새벽이 오게 하
자｣(시), 398면. 김규동, ｢유모차를 끌며｣(시), 400면. 윤정모, ｢아들｣(단편소설), 402면. 윤진상, ｢구멍
속의 해볕｣(단편소설), 417면. 동진, ｢들쥐의 변신｣(단편소설), 431면. 박경리, ｢토지｣(장편련재소설), 
450면. 리택주, ｢타오르는 현장｣(장편련재소설), 486면. 리만철, ｢공장의 불빛｣(마당굿), 524면. 리성
욱, ｢반미문학의 전개과정과 과제｣(평론), 533면. 김명환, ｢분단극복과 민족문학운동｣(평론), 550면. 
미상, ｢남조선 ‘전대협’대표 림수경의 사진특집｣, 3면. 미상, ｢민속놀이 사진 특집｣, 441면.

16) 이남의 출처를 확인해보니, 박노해, 신동엽, 문익환 외 지음, 『노동시 선집』(실천문학사, 1989) 수록 
작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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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통일문학 42~44호(평양출판사, 1999.9~2000.3)

‘통일문학’이란 잣대로 높이 평가하는 이남의 문학은 ‘진보적 문학, 현실참여문학, 민족문
학, 민중문학’만 따로 골라낸 것이다. 이는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남조선문학’이지 ‘한국문학’
의 대표나 전체, 전형은 아니다. 마치 이남이 높이 평가하는 이북 문학이, 주체사상과 수령론으
로 점철된 ‘조선문학’을 뺀 주민 생활상이 담긴 ‘북한문학’인 것과 거울 같은 적대적 수렴 원리
이다.
지금은 6.15민족문학인협회가 결성된 2006년이나 10.4선언이 나온 2007년이 아니다. 통일운동
사상 ‘잃어버린 10년’이라 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백 이후 세간에는 특히 청년 학생들에게
는 통일, 민족이란 말이 일종의 속빈 기호, 낡은 이념으로 치부되고 있음을, 그 불편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필자가 늘상 말한 ‘뺄셈의 문학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의 ‘최소 공통항’이라
는 교집합만 간신히 합의하는 느슨한 연대원칙에 안주하면 문제가 있다. 디지털 마인드를 가지
고 태어나 4차산업혁명의 세례를 듬뿍 받은 2020세대들에게 ‘당위만 있고 실 내용은 너무나 재
미없는’ 얄팍하고 부실한 콘텐츠를 통일과 민족이란 미명으로 강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남의 청년 학생 독자들도 호기심에 가득 차 스스로 인터넷, 유튜브 플랫폼에서 이북 콘텐츠를 
찾아 읽고 다시 보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로 6.15민족문학인협회 기관지 『통일문학』(2008), 조선작가동맹 통일분과 기관지 『통일문
학』(1989)과 동명의 서울평양문화교류협회판 『통일문학』(2002) 문예지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자. 이 잡지는 이남에 이북 원전을 수입하는 대훈서적(김주팔 대표)의 후원 아래 서울평양문화교
류협회(당시 대표 박태상)가 간행한 문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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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문화적 통일이 없이는 어떤 형태의 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잡지를 창
간키로 하였다고 한다. ‘창간특집’으로는 월북 시인 ‘박팔양의 문학과 대표작품’을 권영민 교수의 
해설 ｢일본 식민지 시대의 시작활동, 북한에서 나온 ‘박팔양시선집’｣과 함께 실었다. 수록 시는 ’ 
강철은 불속에서/건설의 노래/봄/천리마의 노래‘ 등이다. ‘북한특집’으로는 남한 시인 김상조의 
｢내 고향의 저녁풍경｣, 신흥국 시초, ｢‘6월의 금강속사-금강산에서 열린 6·15북남공동선언 발표 
1돐 기념 민족통일 대토론회장에서’ 외 4편(깃발이 오른다, 언제면 깰가, 한마음, 나도 이름 하나 
지어야지, 6월의 금강아)｣ 등이 실렸다. 북한 시인 김성욱의 시초, ｢나의 멋 외 4편(유치원 마당
가에서｣17), 리일섭, ｢제일강산아 외 2편(조약대에 오르며, 쌀더미에 반해 쌀향기에 취해)｣, 고호
길, ｢밭갈이 외 2편(아지칠 때, 농사차비(부기-조선문학 2011. 11)｣이 실렸다. 이들 북한 시에 
대해서는 박태상 교수의 ｢최근 5개월 동안의 북한문학 동향｣이 작품 해설로 실렸다.
‘특별기고’로는 김동규, ｢북한교과서에 게재된 문학작품 분석｣, 진호진, ｢중국조선족 문학의 사명
과 당면한 문제｣가 실렸고, 김재용 이상경 교수의 ｢남북통합문학사｣18)가 실렸다. 편집진 대표 
박태상 교수는 문예지 창간의 명분으로 6.15 남북정상회담 정신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당위성, 
통일에 대한 대중적 이슈를 조성할 메카로서의 센터 자임, ‘CT(Culture Technology)시대’를 주
도할  ‘통일적 문화인’을 키우자는 3가지를 들었다.19)

창간사를 다시 보면 민족의 문화적 통일을 위한 어떤 활동이나 어떤 작품도 다 수용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남북의 문학작품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예술인의 작품도 다
양하게 수록할 것이라고 열린 편집방침을 표방하였다. 특히 이 잡지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는 
오랜 세월동안 폐쇄되고 경직되었던 북한의 많은 문학 작품을 한국에 소개하여 통일의 밑거름이 
되게 하고자 하는데 있다. 통일 대업은 일방적이거나 한편의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오랜 
분단에서 비롯된 의식과 문화의 격차를 좁혀 나가는 길만이 통일의 주춧돌을 놓는 작업임을 깨
닫고 출판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어려운 선택을 한다고 토로하였다.20)

이는 2000년 6.15공동선언으로 촉발된 남북화해시대를 맞아 “평화적 해빙 기회를 반드시 통일을 
실현하는 촉매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창간사 중 중요한 대목은 남북에 
나뉘어 사는 민족 공감대가 형성할 각종 문화적 요소 중 무엇보다 말과 글이 가장 앞자리에 서
야 할 것이라는 우리말-한글 문학이 지닌 분단 극복–통일문화의 힘에 대한 통찰이다. 하지만 불
행하게도 대훈서적이 도산하면서 이 잡지도 2007년 8월에 나온 9호를 끝으로 종간되고 말았다. 
2008년 이명박 보수 정권 수립 이후 10.4선언(2007)을 무기력화시키면서 한반도에 또다시 남북 
적대관계가 도래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잡지의 물적 기
반이 사라졌던 것이다. 
서울평양문화교류협회의 『통일문학』(2002~2007)가 지닌 매체사적 의의는 6.15민족문학인협회 기
관지(2008), 조선작가동맹 통일분과 기관지(1989)와 달리 민간 영역의 상업지라는 사실이다. 앞

17) ｢나의 멋｣은 목차에 ｢나의 벗｣으로 오기되었다. 부기로 ‘조선문학 2001.10’로 북한 문예지 출처를 
밝혔다.

18) 제1회만 나오고 이후 더 이상 연재되지 않았으며, 책으로도 나오지 않았다.
19) 박태상(방송통신대교수·본지 편집위원), ｢왜 통일문학인가｣(창간에세이), 『통일문학』 창간호, 통일문학

사, 2002.7. 35면. 
20) 김주팔, ｢통일의 우선과제는 문화｣(창간사), 『통일문학』 창간호, 통일문학사, 2002. 7.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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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잡지가 남북 당국의 공적 영역의 기관지인 데 반해, 이 잡지는 비정부기구인 민간 영역의 
자생적인 문예지라는 점이 주목된다. 앞으로 이런 류의 문예지가 일본, 미국, 중국 등 한겨레 디
아스포라 시각에서 다시 만들어져, 남과 북, 해외를 묶어주는 비정부 민간 영역 교류와 통합 기
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북측과의 민간 교류 영역의 성과가 아니라 저작권만 지불해서 
진정한 교류 협력의 성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반도를 아우르는 통
일문학 미디어는 자생적 시장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좋은 교훈이 되었다.21)   

3. 한국-조선의 자기중심적 ‘통일문학’ 전유 비판 - 남북의 ‘통일문학선집’ 분석

한반도 이남과 이북, 한국-조선의 자기중심적 ‘통일문학’ 전유는 문예지 『통일문학』만 그런 것이 
아니다. 분단 70년동안 유일하게 남북이 협의 출판한 6.15민족문학인협회 기관지 『통일문학』
(2008)은 1, 2호 배포와 3호 간행(미배포)으로 단명하였고, 조선작가동맹 통일분과 기관지 『통일
문학』(1989)는 75호 간행 후 6.15민족문학인협회 기관지의 연속 개념으로 이북이 속내를 보이면
서 사라졌다. 동명의 서울평양문화교류협회 문예지 『통일문학』(2002)는 시장 논리에서 밀려나 사
라졌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 지난 10년동안 ‘통일문학’이 담론 상으로나 미디어, 플랫폼으로나 
거의 부재하였고, 이는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조선의 자기중심적 ‘통일문학’ 전유는 문예지 『통일문학』에만 그친 것이 아
니다. 일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남북의 ‘통일문학전집’(Anthology)를 어렵게 찾아내 목
록을 찾았는데, 문제가 있다. 콘텐츠를 비교 분석해보니 두 개의 통일문학전집도 역시 ‘민족, 민
족문학, 통일문학’을 분단 당사자가 각각 상대를 배려하지 못한 채 자기중심적으로 일방적으로 
전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여러분은 혹시 2003년 간행된 한국의 ‘통일문학전집(시디롬)’을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2003년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당시 문예진흥원, 원장 현기영)은 1945년 해방 이후 2000년까
지 55년간의 남북 문학작품을 집성한 <통일문학전집>22)을 CD-ROM으로 제작 발간하였다. 실제
로 배포, 유통되었다면 일반인을 위한 통일의 정서적 공감대 마련을 위해 남북 문학 교류가 가
시적인 성과라 할만하다. 이는 남북 문학예술 교류의 기념비적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통일문학의 구체적인 토대 구실을 함은 물론 사회 문화적 통합의 노력에 실질적인 힘이 실릴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매스미디어와 세간의 관심은 의외로 싸늘하였다. 일반인이나 문인, 심지어 
관련 학자, 전문가에게조차 발간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시디롬 자체가 관련 기관에 널
리 배포되지 않았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구동되지 않았던 탓이다.23) 

21) 비슷한 정간물로 2001년 11월 주강현의 주도로 창간된 학술지 『통일과문화』(통일문화학회, 
2001.11), 2008년 3월 강도원, 민용태의 주도로 창간된 『통일과 문학』(하나코리아재단. 2008.3)이 있
으나 단명하였다. 2018년의 남북화해 분위기에 편승해서 12월 창간된 통일문학포럼(대표 백시종 시
인) 기관지 『통일과 문학』(통일문학포럼, 2018.12)이 있으나 이북 작가 작품을 통일문학의 잣대로 본
격적으로 싣지는 않았다.

22) ‘통일문학전집(시디롬)’은 책이 아니기에 『통일문학전집』이 아니라 <통일문학전집>으로 표기한다.
23)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도 시디 자체는 구비되어 있으나 구동되지 않아 ‘이용제한’상태로 16년째 방치

되어 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특수자료인 북한작품이 포함되었기에 특수자료 취급 인가기관에 배
포된 후 ‘열람’만 가능하다. 그것도 예술위 서버에서 암호키를 열어줄 경우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도 보도자료(2003.11.18. 기자 간담회)와 목록만 보고 쓴다. 사업 참여자(편집위원)이자 전공 학자
인 필자에게조차 배포되지 못하는 무용지물로 만든 국가보안법, 분단 현실이 안타깝다. 이것이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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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시 소설 희곡 평론

작가(단위:명)

남한 최초    778    393    178    71   136
최종    746    383    171    60   132

북한 최초    259     51    130    24    54
최종    258     51    129    24    54

계 최초   1,037    444    308    95   190
최종   1,004    434    300    84   186

편수(단위:편)

남한 최초   4,533   3,520    678    96   239
최종   4,406   3,437    654    85   230

북한 최초     981    418    435    47    81
최종     972    413    435    43    81

계 최초   5,514   3,938   1,113   143   320
최종   5,378   3,850   1,089   128   311

분량(200원고지)
남한 235,275 17,600매 169,743매 23,498매 24,434매
북한 178,584매 2,090매 162,418매 11,260매 2,816매
계 413,859매 19,690매  332,161매 34,758매 27,250매

< >은 1999년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5월에 이선영, 김윤식, 임헌영, 
유민영, 서연호, 최동호, 권영민, 김재용 등 8인을 위원으로 하는 기획위원회를 발족하여 전집 
발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기초과제 연구위원 5인, 편집위원 9인 등이 참여하여 
공청회24), 남북한 수록대상 후보작품 조사연구 및 선정, 남북한 문학의 흐름 기초 연구과제 집
필 등을 추진하였다.
전집은 남북 문학을 아우르는 거대한 스케일에 걸맞게 수록 작가와 작품 수, 원고 분량에 있어 
모두 신기록을 작성했다. 수록 작가 수만 해도 1004명으로 전례가 없다. 남측이 746명 북측이 
258명, 수록 작품도 무려 5378편(남측 작품 4406편, 북측 작품 972편)에 이른다. 원고 분량도 
200자 원고지 41만여 장으로 단행본 4백여 권에 이르는 엄청난 분량이다.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문학평론가 김윤식 전 서울대 교수는 작가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과 그들의 작품이라면 모든 것
을 싣자는 각오로 자료를 모았다며 이때문에 예상보다 분량이 크게 늘어나 책이 아닌 CD롬 
형태로 전집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25) 
수록 작품은 남․북 작가 1,004명(남 746명, 북 258명)의 시, 소설, 평론, 극문학(희곡, 가극, 시
나리오) 등 5,378편(2백자 원고지 41만여 쪽 분량)으로 매우 방대한 양이며, 분단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작가들의 작품을 동시에 실었다는 의의가 있다. 작가 및 작품 수록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작가 수 : 1,004명(남한 746명, 북한 258명)
ㅇ 작품 편수 : 5,378편(남한 4,406편, 북한 972편)

적으로 이남-한국판 <통일문학전집>의 성격과 위상을 말해준다.
24) 김윤식, 이선영, 임헌영 외, ｢남북통일문학전집,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문예진흥원, 1999.11.25. 개

최.
25) 미상, “남북 작가 1004명 통일문학전집 CD 나온다 - 해방～2000년말 작품 5382편 담아…단행본 

300권 분량,” <조선일보> 2003.3.24. 기사 참조. 11월에 나온 전집 보도자료에선 수록 작품 총 편수
에서 미 확보작 4편을 뺀 5378편으로 최종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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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와 소설, 희곡, 평론 등 4대 장르의 작품들과 장르별 해제집으로 구성돼 있다. 장르별 
남북 문학의 50년 성과를 다룬 총론은 이선영 임헌영이, 장르별 해제는 정호웅(남한 소설), 김윤
식(북한 소설), 서연호(남한 희곡), 이상우(북한 희곡), 신두원(북한 평론)이 집필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이북 작가, 학자의 자문이나 작가동맹 같은 이북 당국과의 협의가 없었
다는 점이다. 
남북 문학의 장르별 작가를 보면 남에선 시인이 월등 많은 반면 북에선 소설가가 훨씬 많다. 이
는 장르 실상이 아니라 선정위원의 자의성에 따른 것이다. 희곡장르의 경우 남한에서는 연극대
본인 희곡만 실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가극대본과 영화문학(시나리오)도 함께 실었다. 북에서 
남한식의 연극보다는 가극, 영화가 상대적인 강세이긴 하지만 통일전집인 만큼 남한에도 가극, 
시나리오를 일부 싣는 등 장르적 일관성이 있어야 했다. 아마도 선정위원에게 북한 공연예술인 
<피바다식 가극> <성황당식 연극>의 성격과 위상을 남한식의 연극과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장르 
인식이 결여된 결과인 듯하다.
2003년판 <통일문학전집>은 분단 70년동안 이남에서 나온 그 어떤 전집보다 양과 질에서 전례 
없는 기념비적 성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남북 문학을 아우르겠다는 명실상부한 ‘전집’을 표
방했고 제작여건상 비용과 간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디지털 자료를 만들었던 터에, 분량 한계를 
극복한 만큼 대표 작가와 대표작 선정의 의문점이 여전히 남는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문예진흥원(당시 기구명)과 기획위원회에서는 작품 선정기준으로 "남한 문학
작품의 경우 문학사(史)나 문학평론, 연구논문에서 다룬 작품, 분단 현실을 고려한 작품, 남북 화
해에 도움이 되는 여부 등을 작품 선정 기준으로 삼았고 이북 작품 역시 비슷한 기준이 적용됐
지만 북한 숙청 작가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1945년 이전 일제 강점기 작품은 월북 작가의 자품
이라도 대부분 공개됐다는 이유로 제외됐으며, 임화 김남천 이원조 등 북한에서 숙청된 문인들
의 작품과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해 '남북 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작품들도 수록되지 못했다고 
한다. 
문제가 무엇일까? 이남의 대표 작가 이문열, 황석영의 경우 장편소설 『황제를 위하여』, 『무기의 
그늘』 한편씩만 수록돼 있고, 남북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이북 작품들이 수
록되지 않았다. 이북 『조선문학사』, 『현대조선문학전집』, 『문예사전』 『문학예술사전』 등에서 빠
짐없이 강조하는 총서 <불멸의 력사> 시리즈 등 ‘수령형상문학’이나 『피바다』 『꽃 파는 처녀』 
등 ‘항일혁명문학예술’ 작품이 아예 원천봉쇄된 것이다. 편집진에서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해 '남
북 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차라리 이남-한국 독자를 위한 통일을 표방한 전집의 
선정 기준으로 한정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한다. 이들 이북 ’조선의 문화정전‘26)들이 남한 독
자, 연구자의 거부반응을 일으킬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 독자, 문인들에게는 중요한 문학으로 각
인되어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지 않을까. 남북 화해를 위해서 북에서 껄끄러워 하
는 남로당계 숙청 문인을 배제시킨 논리라면 그들이 중시하는 수령형상문학이나 항일혁명문학도 
당연히 부분적으로 수록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전집이라면 꼭 들어가야 할 작가와 작품이 누락된 경우도 없지 않다. 남한의 경우 박
경리 『김약국의 딸들』, 황석영 『장길산』, 『손님』, 이문열 『영웅시대』, 『변경』, 김주영 『객주』 같

26) 강진호 외, 『북한의 문화정전 총서 『불멸의 력사』를 읽는다』, 소명,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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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 대표작(654편)에 끼지 못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 북한의 경우에는 대표작 선정의 전문
성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03년 당시 이북의 대표 시인인 김만영, 장혜명, 
오영재 등이 아예 없고 조기천, 강승한의 서사시 ｢백두산｣, ｢한나산｣을 누락시켰다. 최고의 소설
가인 천세봉, 석윤기의 문학적 우수성이나 문학사적 대표성을 감안할 때 성혜랑 같은 주변 작가
보다 적은 수의 작품이 그것도 대표작이 누락된 채 엉뚱한 작품이 수록된 것은 전문성의 부족이
라 아니할 수 없다.27)

마지막으로 실증적인 오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전집에 수록하면 안되는 해
방 전 작품으로 김영랑의 시와 엄흥섭의 단편 ｢흘러간 마을｣ 등이 <통일문학전집>에 버젓이 실
려 있다는 사실이다. 해방 전 발표된 작품의 해방 후 수록 판본을 보고 전집에 수록한 것은 서
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사소한 오류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작가의 약력이나 대표
작 등을 잘못 거론하는 오류의 반복가능성이 특히 북한 작가 작품의 경우엔 적지 않다는 것이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으로 간행되지 않은 디지털자료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속
적인 버전업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한다. 한번 책을 내고 끝내는 종래의 일회
적 작업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와 독자들에게 디지털 자료를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에 개방하
면 가능하다. 전 세계 한겨레 디아스포라 누리꾼들이 통일문학전집 콘텐츠를 끊임없이 수정 보
완하는 위키백과 같은 열린 시스템을 마련하는 마인드와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2019년 현재 이 지료가 사장되다시피 했다는 사실이다. 매스미디어와 세간의 관심
이 아니라 통일문학을 전공하는 남북 학자에게조차 생소하니 문제이다. 현재 ‘이용제한’에 걸린 
시디롬 자료의 기밀해제와 시디롬 상태 점검 후 콘텐츠의 재생 및 전면 개정28)을 관계 기관(문
화체육부, 예술위)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남-한국 위주의 <통일문학전집 시디롬>(2003)도 문제가 많지만, 이북-조선 중
심의 『통일문학작품전집』(평양출판사, 2015~ 2019년 현재까지 계속 간행 중)도 문제를 적지 않
게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처음 조선작가동맹 통일분과 소속 평론가 김성희 박사가 편찬한  제
1권이 나온 이래 2019년 10월 지금까지 계속 간행 중인 이북의 ‘통일문학작품선집’ 1~15권을 
간략하게 검토해본다. 선집 목록은 다음과 같다.

리찬 외 공저, 김성희 편찬, 정성남, 송명희 편집, 『통일문학작품선집(1) 시가집: 통일되는 날에』, 
평양출판사, 2015.
엄흥섭 저, 김성희 편찬, 정성남, 송명희 편집, 『통일문학작품선집(2) 동틀 무렵 제1부29)』, 평양
27) 참고로 필자가 편집위원 입장에서 ‘북한 평론 예비목록’ 제출했을 때 비평사적 중요성과 대표성을 

기준으로 주제별 유형과 비평논쟁별 유형을 정리해서 140여 편을 올렸다. 정작 전집에는 54명의 81
편이, 그것도 평론가의 대표 평론 또는 주요 논쟁이 아닌 것이 수록되어버렸다. 비전문가가 최종 편
집을 했기 때문이다. 이를 남한 평론의 경우와 비교하면, 1980년대 저 유명한 민족문학 논쟁의 촉발
점이 되었던 김명인의 대표평론 ｢지식인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민족문학의 구상｣(1987)이 누락되고 학
부 졸업논문인 ｢민족문학과 농민문학｣이 달랑 실린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필자가 책임 맡은 이북 비평 
콘텐츠의 졸속 임의 교체를 막지 못했던 점을 자기비판하며, 대안으로 2022년까지 ‘한반도 이북-조선 
문예비평사’ 저서와 DB 상재를 목표로 연구 진행 중이다.

28) 김재용, 정도상은 그를 폐기하고 이북 작가들과 협의해서 아예 새로 만들자고 한다.
29) 1950년대 중반 서울과 남해를 배경으로 미술교사 홍찬수를 주인공으로 한 교육운동, 학생운동, 노동

자 연대를 그린 『동틀 무렵』은 원래 『평양신문』(1957.12~1958.5)에 연재되었다가, 조선작가동맹출판
사에서 1960.7 단행본으로 나왔던 것을 2015년 ‘통일문학선집’으로 재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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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2015.9. (1958년작)
엄흥섭 저, 김성희 편찬, 정성남, 송명희 편집, 『통일문학작품선집(3) 동틀 무렵 제2부』, 평양출
판사, 2015.10. (1960년작)
김영석 저, 김성희 편찬, 정성남, 송명희 편집, 『통일문학작품선집(4) 장편소설: 폭풍의 력사』, 평
양출판사, 2015.11.
김현구 저, 김성희 편찬, 정성남, 송명희 편집, 『통일문학작품선집(5) 장편소설: 불타는 항구』, 평
양출판사, 2015.12.  (1972년작)
석인해 외 13인 공저, 김성희 편, 『통일문학작품선집(6) 단편소설집: 상봉』, 평양출판사, 
2016.3.
함세덕 외 9인 공저, 정성남, 송명희 편집, 『통일문학작품선집(7) 희곡집: 봄소나기』 , 평양출판
사, 2016.30) 
윤진우, 『통일문학작품선집(8) 비애의 바다 너머』, 평양출판사, 2016.10.
진우석, 『통일문학작품선집(9) 4월의 성좌』, 평양출판사, 2017.
전주설, 정창윤, 『통일문학작품선집(10) 중편소설집: 빛을 따라』, 평양출판사, 2017.(전주설, ｢첫 
시련｣, 1965년, 정창윤, ｢빛을 따라｣, 1973년작)
리정숙, 『통일문학작품선집(11) 투쟁의 노래』, 평양출판사, 2017. (1972년작)
리정숙 외 12인 공저, 『통일문학작품선집(12) 단편소설집 : 고향사람들』, 평양출판사, 2018.
리진경 저, 리서영 편, 『통일문학작품선집(13) 장편소설: 반항』, 평양출판사, 2018. (1977년작)
오중일 저, 정성남, 리서영 편, 『통일문학작품선집(14) 3대』, 평양출판사, 2019.4. (1965년작)
정윤모, 전설주 저, 정성남, 리서영 편, 『통일문학작품선집(15) 장편소설집: 수난기』, 평양출판사, 
2019.6. (정윤모, ｢수난기｣, 1974년작, 2-230면 ; 전설주, ｢형제들｣. 1978년작, 231-423면)

30) 제1-6권과는 달리 7권부터 ‘김성희 편찬’ 표기와 그의 권두 해설이 없어진다. 다시 말해 선집 편찬
자가 개인에서 집단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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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자의 선집 전체 서문 일부이다.

(전략) 통일은 북과 남, 해외를 막론하고 우리 민족문학의 공통된 주제이며 가장 격렬한 서정과 
극적인 소재, 가장 아름다운 형상을 낳은 창작의 원천이였다. 그것은 비록 독자적인 주제로 자리
잡지 않은 경우에조차 민족생활의 모든 주제에 침투하여 아리랑민족의 기상과 소원을 알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통일문학을 북과 남, 해외를 관통하는 민족문학의 얼굴이라고 부르고 싶
다. 통일을 외면하고 통일문학에 자기의 목소리를 남기지 못한 작가는 사실상 민족문학의 대오에 
설 자격이 없다. 통일문학이 곧 애국이기 때문이다.
오늘 통일문학은 뚜렷한 자기의 표대를 가지게 되였다. 그것은 민족자주의 넋이 어린 우리 민족
끼리의 리념이다. 그것으로 하여 통일문학의 영원한 생명력이 담보되고 있다. 
통일문학은 앞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념원으로 온 겨레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주며 더욱 왕
성하게 창작될것임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물론 우리는 통일문학이 불원간 추억의 문학으로 되고 우리 세대가 그 마지막 창작가로 기록되
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날까지는 통일문학의 기관차에 더욱 세차게 불을 지펴야 한다. 통일문학 
창작의 귀중한 경험을 연구해야 한다.31)

이를 보면 김정은 시대의 ‘통일문학’ 개념을 잘 알 수 있다. 통일문학이란 북과 남, 해외를 관통
하는 민족문학의 얼굴이며 통일문학을 하는 것이 애국이라 한다. 그런데 그때 통일문학의 이데
올로기적 준거는 ‘민족자주의 넋이 어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라 한다. 실제 내용이 이러한 
취지를 잘 담았을까? 
이북-조선판 『통일문학작품선집(1) 시가집: 통일되는 날에』은 2015년 제1권부터 2019년 10월 
현재, 15권까지 계속 간행되고 있다. 그런데 진정한 남북 통합 지향의 통일문학 모음이라기보다
는 이북-조선 중심의 '남조선 비판' 주제 작품집이란 편향이 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조선작가
동맹의 통일문학분과에서 편찬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주기도 쉽지 않다. '통일 주제' '
남조선 주제' 작품이지만 림종상의 단편 <쇠찌르레기>, 리종렬의 <산제비> 같은 남북 화해 주제 
작품은 빠지고, 실제 콘텐츠는 남조선 실상을 왜곡한 '남조선 비판' 주제 작품이 다수기 때문이
다. 게다가 통일문학이란 미명 하에 ‘남조선 비판’을 통일 주제라 강변하고 수령론과 ‘우리민족
끼리’의 이념을 강요한 일방적 편찬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가령 리찬의 ｢김일성 장군 찬가｣와 백인준의 ｢벌거벗은 아메리카｣32)가 왜 통일문학선집 1권의 
대표작인지 의문이다. 1권인 시가집 『통일되는 날에』에는 ‘공화국 북반부’33)에서 창작된 ‘조국통
일주제’의 시와 가사들이 들어있다.34) 그런데 이북 간행물에 절대 빠지지 않는 예의 볼드체 ‘김

31) 김성희, ｢통일문학작품선집을 내놓으며｣(선집 전체 서문), 『통일문학작품선집(1) 시가집: 통일되는 날
에』, 평양출판사, 2015, 1면.

32) 『통일문학작품전집① 통일되는 날에』(평양출판사, 2015), 10, 336면. 
33) 선집 편찬자 김성희가 스스로 조선이라 하지 않고 굳이 ‘공화국 북반부’라 자칭한 것은, 발표문 필자

가 한국이라 하지 않고 ‘이남, 남한’이라 호명한 것처럼 분단 당사자인 상대를 의식하고 배려하는 거
울이론이 아닐까 한다. 이런 호칭 자체가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일상용어와 개념의 분단사를 넘어
서 서로를 아우르는 ‘한반도학’ 발상의 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  

34) 리찬, ｢김일성장군 찬가｣, 박세영, ｢해볕에서 살리라｣, 백인준, ｢남녘의 봄｣, 정서촌, ｢세상이 다 잠
든 깊은 이밤에｣, 윤재극, ｢분계선마을에서｣, 한걸, ｢설 맞는 이 밤도 지새우시네｣(가사), 최승칠, ｢미
소｣, 조기천, ｢분노｣, 박세영, ｢산천에 묻노라｣, 강승한, ｢한나산｣(서사시), 리원우, ｢구국투쟁가｣(가
사), 조기천, ｢항쟁의 려수｣(서정서사시), 천정송, ｢불타는 고향의 산야를 넘어｣(가사), 리호남, ｢념원｣, 
김동전, ｢남행렬차｣, 전동우, ｢조국통일행진곡｣(가사), 김윤식, ｢남해의 홰불｣, 김우철, ｢할머니의 편지
｣, 조벽암, ｢삼각산이 보인다｣, 최영화, ｢조국의 지도앞에서｣, 조벽암, ｢서운한 종점｣, 권순경, ｢나의 
이 기쁨을｣, 김병두, ｢내 기별을 전하고싶어라｣, 조벽암, ｢가로막힌 림진강｣, 정문향, ｢그날을 두고｣, 
원진관, ｢버들잎｣, 조벽암, ｢분계선｣, 박근, ｢나의 고향 바다가에서｣, 안희남, ｢견직공의 노래｣, 조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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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가 나온 후 해방후~1960년대까지의 반미, 반남 주제 시들이 실려 있다. 특징적인 것
은 일제 식민지 통치 밑에서 신음하던 겨레라는 과거와 대비해서 김일성의 위대함을 오로지 강
조하는 경향으로 모든 시와 가사가 편집되어 있는 점이다. 해설처럼 “해방의 기쁨에 이어 통일
의 새날을 안겨주시기 위해 끊임없는 로고와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멸
의 령도업적과 그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우러르며 따르는 우리 인민의 열
화같은 경모심을 형상화한” 시 작품들이 통일문학의 제1권이라니, 문제이다.
이렇듯 『통일문학작품선집』(2015~19)은 남북에서 나온 가장 최근의 통일문학운동의 가시적인 성
과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코리아문학 통합’ 가능성을 전향적으로 
모색하려고 1989년, 2002년, 2003년, 2008년 나왔다가 사라진 ‘통일문학’ 잡지와 선집 자료 등 
수없이 사장되고 은폐된 과거 전거를 어떻게든 발굴하고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려는 이 
글의 문제의식을 무화시키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2008년 나왔다가 사라진 ‘통일문학’ 잡
지 외에는 다른 잡지나 통일전집류가 남북/북남의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산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어쩌면 과거, 그리고 이북에서 현재진행형인 ‘통일문학’의 전유 자체가 한반도에서의 진정
한 통일·통합문학의 걸림돌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코리아문학 통합의 (불)가능성’이란 잠
정적 화두를 발표 논문 제목으로 달고 ‘리부트’35)란 수사까지 동원하여 남북한 학계의 장래 소
통의 장에 쟁점을 의제화하는 것이다.

암, ｢확성기소리 울려가는 남녘마을｣, 양운한, ｢그날이여 어서 오라!｣, 로민손, ｢림진강반｣, 양운한, ｢
어찌 그것을 탓하랴｣, 조령출, ｢나의 마음은 날은다｣, 박산운, ｢기러기｣, 김철, ｢파주를 생각하며｣, 김
우철, ｢돌려보내라! 우리의 모든것을!｣, 홍종린, ｢옥백미 십만석｣(시조), 최승칠, ｢물방아간｣, 박아지, 
｢전해주려마｣(가사), 정하천, ｢조선의 마음｣, 리정구, ｢어느 한때인들｣, 김귀련, ｢소녀에게｣, 리호일, ｢
조국의 메부리우에서｣, 박종렬, ｢분노의 시｣, 박승수, ｢남녘땅형제들에게｣, 박달영, ｢파주땅에｣, 김귀
련, ｢바로 그 미제강도로 하여｣, 정서촌, ｢여기로 오라!｣, 최영화, ｢나의 붓끝｣, 안룡만, ｢동백꽃｣, 정
서촌, ｢나루터｣, 김철, ｢누이에게 보내는 노래｣, 김상민, ｢어머니조국의 크낙한 품속으로｣, 양운한, ｢
톱날을 세우네｣, 김상오, ｢직포공의 노래｣(가사), 박산운, ｢어느 벗에게 대답하여｣, 리찬, ｢그대들 생
각｣(가사) , 안룡만, ｢배전공처녀의 꿈｣, 리응태, ｢통일의 날은 멀지 않았다｣, 리달우, ｢다시 맞굴장에
서｣, 안성수, ｢강화도를 바라보며｣, 김동전, ｢받으라 이 뜨거운 손길｣, 최영화, ｢더는 배겨내지 못하리
라｣, 박팔양, ｢불길｣, 강립석, ｢통일의 서사시를｣, 전초민, ｢빼앗긴 들에도 새봄이 온다｣(가사), 김상
오, ｢저주의 노래｣, 김우철, ｢3천만의 웨침｣(가사), 홍종린, ｢어서 만나자 친구들아｣, 남천록, ｢남녘땅
청년학생들아 길은 하나다｣(가사), 석광희, ｢소년영웅｣, 박산운, ｢통일렬차 달린다｣(가사), 리종성, ｢불
타라 남녘아(가사)｣, 정서촌, ｢어느 하루도｣, 최승칠, ｢끊어진 철길우에｣, 리맥, ｢열여덟번째 봄을 맞
는다｣, 정서촌, ｢땅이여, 남녘의 땅이여｣, 정문향, ｢불같은 말을 품고｣, 한진식, ｢그리움｣, 송찬웅, ｢세
우자, 통일의 기념탑을｣, 림호권, ｢너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산다｣, 주순, ｢분노｣, 백인준, ｢조국과 더
불어 영생하리라｣(가사), 오영환, ｢강얼음 터지는 소리｣, 송찬웅, ｢소년의 꿈｣(담시), 림호권, ｢더 높이 
우리의 기발을!｣, 허우연, ｢격정｣, 송찬웅, ｢사공의 마음｣, 최로사, ｢철창을 사이 두고｣, 로응렬, ｢어부
의 주먹｣, 송찬웅, ｢강은 한땅을 흐르건만｣, 오영재, ｢통일되는 날에｣, 송찬웅, ｢두 기적소리｣, 김북
원, ｢소성로 앞에서｣, 안창만, ｢세찬 불길을 안고서｣, 송찬웅, ｢장독에서 솟아난 나무｣, 최승칠, ｢험하
고 어두운 남녘의 얼굴들이｣, 남천록, ｢그리운 형제여 다시 만나자｣(가사), 윤두만, ｢오라, 너희들의 
자리로｣, 리상건, ｢리별의 바다길에서｣, 허우연, ｢가을비 창을 두드린다｣, 리선을, ｢그날은 언제냐｣, 
김상훈, ｢4.19의 노래｣(시초), 김북원, ｢연평바다｣, 박팔양, ｢림진강｣(가사), 조벽암, ｢전하지 못한 편
지｣, 민병준, ｢망망한 남해바다우에｣, 오영재, ｢복수자의 선언｣, 박세옥, ｢나는 네가 낳은 아들이다｣, 
최로사, ｢겨레의 분노여｣(가사), 박호범, ｢아들의 맹세｣, 홍종린, ｢폭풍이여, 어서 오라｣(가사), 안영혜, 
｢이른새벽에｣, 김윤일, ｢남녘땅이 앞에 있다｣, 박세옥, ｢항쟁영웅이 령전에｣, 허우연, ｢내가 너를 키웠
다｣, 백인준, ｢물러가라 아메리카｣(풍자시), 김북원, ｢야수들을 처단하라!｣, 백인준, ｢벌거벗은 아메리
카｣(풍자시), 한명천, ｢원쑤 미제야 저주를 받아라｣(가사), 박산운, ｢청계천에 부치여｣, 민인순, ｢구미
포언덕에서｣, 원석파, ｢아버지의 유언｣, 박호범, ｢역적｣, 리맥, ｢항쟁의 노래｣(시초), 계훈, ｢한토막의 
쇠붙이를 두고｣(벽시)

35) 이북식 어법으로 ‘판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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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 북한학에서 한반도학으로

중심의 ‘북한학’은 조선 중심의 ‘남조선학’의 거울처럼 적대적 수렴이론의 산물이다. 지난 
70년동안 한반도 이남에서 구축된 ‘한국학/북한학’은 어쩌면 이북에서 형성된 ‘조선학/남조선학’
의 거울일지도 모른다. 가령 민족문학, 통일문학이란 용어, 개념을 분단 당사자 남북의 이데올로
그들이 철저히 자기중심으로 전유하는 전례가 그렇다. 본론에서 한반도 문화예술의 재통합 가능
성을 가늠하려고 ‘통일문학’이란 용어를 선점한 이남 이북의 문예지와 문학전집을 주마간산격으
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북 문화예술매체, 미디어가 ‘통일’ 담론을 미적으로 자기화하는 과정
에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못한 채 자기중심적 흡수통일방안으로 헤게모니 쟁투를 벌이는 데 
문예와 미디어가 활용되었다는, 씁쓸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령 임화, 김남천, 이원조 등 북에서 숙청된 문인의 작품과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해 '남북 화해
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북 수령형상문학도 뺀 2003년판 남측 통일문학전집이 그렇다. 남북화해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무적 감각과 판단으로 이북에서 숙청된 작가와 작품을 다 뺄 것이면 
통일문학이 아니다. 그것은 잘 봐줘서 남북문학선집에 불과하다. 이북 조선문학사, 현대조선문학
전집, 문예사전 등 정전에 나온 대표작 ‘수령형상문학’ ‘항일혁명문학예술’을 뺀다면 이남 독자만
을 위한 ‘북한’문학선집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한반도 문화예술의 재통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 하위범주 ‘통일문학’의 선례를 
분석하였다. 문예지 3종과 문학전집 2종의 소개, 분석, 평가에서 보듯이 남북 어느 쪽도 자기 기
득권을 내려놓는 통일에 대한 철학과 데이터베이스부터 만드는 치밀한 사전작업이 태부족한 채 
정권 차원의 가시적 뉴스거리로 ‘통일’을 서두르는 조급증을 보였으니, 그것부터 자제해야 할 것
이다. 문학판만 한정해서 말한다면, 성급하게 이남 위주의 통일문학을 구호 차원에서 앞세울 것
이 아니라, 남북 통합 문학을 긴 호흡으로 가야 할 미래로 설정할 단계론적 차분함이 필요하다
고 본다. 남북통합에 앞서 남북연합, 남북의 병합, 남 한국문학과 북 조선문학 간의 상호이해와 
소통부터 절실하다. 
한국(문)학과 조선(문)학의 대립적 총체로서의 한반도(문)학을 시론적으로 제기했지만 자성이 앞
선다. 기실 거창한 입론과 화려한 서론보다 중요한 것은 모험적인 의제를 새로 제출해서 그를 
뒷받침할 내실 있는 학문적 콘텐츠를 마련하느냐 여부이다. 본론에서 ‘통일문학’이란 의제를 선
점하고 전유했던 문예지 3종과 문학전집 2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이유는 바로 이름에 값하는 
내실 있는 문화콘텐츠를 찾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의 한국문학 대표작, 조선문학 대표작을 단순
히 합친다고 그냥 통일문학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한글로 된 한겨레의 진정한 통일문학은 (남)한
국문학과 (북)조선문학의 대립적 총체인 ‘민족문학/코리아문학/한겨레 디아스포라 한글문학’이 
될 것이다. 문예지 3종과 문학전집 2종을 검토한 결과 현재 단계는 분단 당사자 어느 한쪽이 상
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모은 ‘남조선문학’ ‘북한문학’을 합쳐 
통일문학이라 강변할 뿐이라고 자기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김정은 시대, 이북의 ‘통일문학’
이 자기중심적이라 비판해도, 다음 인용문처럼 ‘한글로 된 한겨레의 정서적 공감대’를 외면, 포
기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 122 -

“문학은 민족생활의 거울이며 그 넋의 력사이다. (중략) 우리 민족문학도 북과 남, 해외로 갈가리 
찢기여 페지마다 눈물에 젖고 피에 얼룩졌다. 그러면 우리의 넋도 뿔뿔이 흩어져 메아리없는 호
곡으로 사라져버린것인가. 아니다. 아리랑민족의 넋은 백천번 칼질을 당하면서도 강물처럼 한곬
으로만 흐르고 흘렀다. 그것은 통일의 노래였다.”36)

평론가가 이처럼 외칠 때 그 속내(정치적 의도)까지야 짐작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공감하
는 바가 있어야 한반도문학이 성립할 수 있다. 평양의 그에게 ‘아리랑 민족의 통일의 노래’를 진
정 부르고 싶다면 다시 말하고 싶다, 서로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적 이유로 지워버린 문학적 
존재, ‘휴전선 위에 떠도는 문학적 예술적 망령’들부터 복원, 복권, 신원, 해원하자고, 제안한다. 
이 글에서 화두로 던지는 ‘한반도학’이란 남 한국과 북 조선이 서로 지워버린 불편한 과거 존재
를 복원, 복권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새롭게 자기정체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가령 임화와 
그의 문학예술, 문화정치적 의미를 한반도 시각에서 되살리는 방식이다. 김원봉도 마찬가지이
다.37) 
오랜 분단과 냉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향한 평화시대에 접어들었지만 갈 길이 멀다. 평화
는 단어나 어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존재한다.38) 통일(統一), 일통(一統)을 앞세우
기보다는 통이(統二, 通異), 통삼(統三), 통다(統多, 通多)로 나가야 한다. 한반도 남북이나 전 세
계 한겨레가 예전에 민족이나 모국어가 같았으니까 앞으로도 같아져야 한다고 강요하지 말고 
‘서로 다르지만 소통하고 포용한다’는 데 우선 가치를 부여하자는 말이다. 

36) 김성희, ｢통일문학작품선집을 내놓으며｣(선집 전체 서문), 『통일문학작품선집(1) 시가집: 통일되는 날
에』, 평양출판사, 2015, 1면.

37) 올해 8.15 독립운동 서훈 여부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일제 강점기 레지스탕스 약산 김원봉 같
은 존재야말로 한반도학에서 복권해야 할 대표적 인물이다. 김원봉이 이북 정권에 기여한 것은 사실
이지만 독립운동을 한 것도 사실이다. 북에서 숙청, 배제된 그를 우리도 "6·25의 남침 핵심"이기에 배
제하는 게 정당한가 의문이 남는다. 그것은 한반도 전체로 보면 ‘뺄셈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한편, 
학계에 익히 잘 알려진 김원봉의 면모가 일반인들에게 <암살> <밀정> 영화 같은 미디어, 유튜브를 
통해 대중화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필자가 화두를 던지는 ‘한반도학’의 새 지평을 정치 군사 안보
중심의 기존 ‘북한학’이 아니라 문화예술, 인문사회의 영역으로 새로 정립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는 
좋은 사례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반도학은 문서만이 아닌 뉴미디어와 새 플랫폼을 중시할 것이다. 관
련하여 세교연구소 백영서 이사장이 ‘비판적/실천적 한반도학’을 수행하면서 대안적 문명을 모색하자
고 제안했던 전례가 있다. (http://segyo.org/bbs/content.php?co_id=greeting&device=mobile)  

38) 6.15민족문학인협회 남측 위원장, ｢불꽃은 타오르고 있을 때에만 불꽃이다｣(창간사), 『통일문학』 창
간호, 2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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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10

임화를 보는 남북한의 시각 : 임화가 관여한 두 가지 재판*1)

와타나베 나오키 (Naoki Watanabe, Musashi University)

  생애에서 두 가지 큰 형사재판에 관여했다. 첫 번째는 스스로가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프롤레타리아 문학 단체 카프가 실질적으로 해산되는 계기가 된 1934년 6월의 신건설사사건과 
관련된 재판이며, 두 번째는 사형판결을 받은 1953년 8월 평양에서 열린 숙청재판이다. 이 두 
가지 재판에 대해서는 각각 자세한 공판자료가 남겨져 있다. 이 두 사건과 재판은 임화의 생애
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일이 그의 작품세계의 성격이나 문학관을 규정하는 결정
적인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의 전기적인 사실을 다루는 보론에서 사건, 재
판과 공판자료, 그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 정리하기로 한다. 논의의 절차상 시간적인 순서와는 반
대로 1953년 8월의 숙청재판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고 다음으로 1934년 6월의 신건설사사건과 
그 재판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1) 평양에서 열린 숙청재판(1953.8) 

  임화는 한국전쟁 휴전 협정이 조인된 후 북한에서 열린 박헌영, 이승엽 등의 남조선노동당파 
인사들에 대한 숙청재판에서 그 공범자로서 연루되어 사형판결을 받았다. 죄의 중심은 해방 후 
정국에서 미국의 간첩 역할을 했다는 점과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해방 후 북한에서 쿠데타 계획
을 모의했다는 혐의다. 남조선노동당 계열의 인사들에 대한 숙청은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
데1) 임화는 1953년 8월에 평양에서 열린 이승엽 등에 대한 숙청재판에 연루되어 사형판결을 받
았다. 
  이 재판에 관한 공판자료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재판 과정과 그 직후 북한 신문에 발표된 
기소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기관지 민주조선 1953년 8월 5일)과 범행진술 (동 민주
조선 1953년 8월 7-8일), 판결문(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노동신문 1953년 8월 8일)이
다. 이들 재판기록에서는 ｢피소자 리승엽, 조일명, 림화, 박승원, 리강국, 배철, 윤순달, 리원조, 
백형복, 조용복, 맹종호, 설정식들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복의 음모와 반국가적 간첩 테러 

* 이 글은 졸저, 임화문학비평: 프롤레타리아문학과 식민지적 주체, 소명출판, 2018.12에 수록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이 숙청재판의 전반적 과정에 대해서는 R. A. 스칼라피노·이정식(한홍구 옮김), 한국 공산주의 운동
사 2, 돌베개, 1986, 548-566면 (R. A. Scalapino,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1& part  2),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및 高峻石, 南朝鮮労働党史, 勁草書

房, 1978, pp.237-24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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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행위에 대한 사건｣이라는 제목에 이어서 각각의 피고에 대한 죄상 인정 여부, 각 피고
인의 범행 진술, 그리고 마지막 판결이 게재되어 있다. 이들 신문보도는 그 직후 일본에 번역되
어 現代朝鮮研究会訳編 暴かれた陰謀─アメリカのスパイ、朴憲永、李承燁一味の公判記録(駿
台社, 1954)으로서 간행되었다.2)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방후 서울에서 좌우 진영이 대립
하는 양상과 임화의 월북까지를 소재로 한 마쯔모토 세이쵸(松本淸張)의 추리소설 북의 시인
(1962-63)이 쓰여졌다. 
  또 하나의 자료는 이들 신문 보도로부터 3년 후 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미 제국주의 고용간첩 박헌영 리승엽 도당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간첩사
건 공판문헌(국립출판사(평양) 1956년 6월 10일)이다.3) 이 자료는 한국에서 간행된 김남식 편 
｢남로당｣ 연구자료집· 제 2집(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공산권자료총서 5)(고려대학교 아세아문
제연구소, 고려대학교출판부, 1974)에 전재·수록됨으로써 그 존재와 내용이 알려졌고 일본에서도 
이 공판자료의 일본어 번역이 출판되었다.4) 일본에서 간행된 이 책의 번역자는 원본의 출전을 
밝히지 않고 있어 평양의 문헌을 번역했는지 김남식의 자료집을 번역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내
용상 평양에서 1956년에 나온 이 재판자료의 번역임은 틀림없다. 이 자료도 기소장, 피고인 진
술, 판결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는 1953년에 신문에 난 자료와 대부분 동일하나, 
가장 큰 차이는 피고인 진술 부분에서 각 피고인의 최종진술을 게재하고 있다는 점이다.5) 이 진
술은 여타의 임화 연구에서도 그다지 소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임화의 최종진술만 인용
한다. 

2) 번역된 신문기사의 출처는 現代朝鮮研究会訳編, 暴かれた陰謀, 駿台社, 1954, p.173에 나온 것인
데, 신문 원본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고 원문 대조도 하지 못했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미 제국주의 고용간첩 박헌영 리승엽 도당의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간첩사건 공판문헌(국립출판사(평양), 1956년 6월 10일, A5판, 437pp, 
10000부 발행). 이 자료는 일본의 滋賀県立大学 도서관에서 소장되어 있어 필자도 내용을 확인했는
데, 김남식 편 ｢남노당｣ 연구자료집 제 2집(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공산권자료총서 5)(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출판부, 1974)에 전재된 것과 내용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김남식
의 자료에도 이 평양의 자료의 서지가 정확히 밝혀져 있다.) 다만 하나 다른 것은 평양 자료 55면에 
박헌영이 직접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사진판으로 게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메모에는 다음처
럼 씌어져 있다. “나의 사건 재판에 변호사의 참가를 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의 여지
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함으로 그의 참가를 희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 1955년 12월 12일 / 박헌
영”. 1953년의 재판 자료가 1956년에 간행된 것은, 1955년 12월에 이루어진 박헌영에 대한 재판의 
공판자료도 함께 게재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재판의 진행 과정에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56년의 스
탈린 비판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단지 1953년 자료에도 1956년 자료에도 공통된 긴 기소장에는 여기저기에 ‘기록’이라고 약기되는 이 
재판의 피고에 대한 심문조서와 같은 자료의 서지 표시가 쪽수와 함께 도처에 나와 있다. 이 ‘기록’이 
어떤 자료인지 현시점에서 조사할 수는 없으나, 그 서지 표시로 봐서 수십 권에 달하는 자료였던 것
으로 추정된다. 이 ‘기록’의 전모를 알게 된다면 이 재판의 경위뿐만 아니라 임화를 비롯한 피고인들
의 전기적 사실이나 관련사항에 대한 수많은 해명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林誠宏, 欺かれた革命家たち(１)-朝鮮労働党内粛清の意味と朴憲永裁判, 啓文社, 1988 및 林誠

宏, 欺かれた革命家たち(２)-李承燁, 林和等12名の粛清と朝鮮共産主義運動, 啓文社, 1988. 

5) 임화의 숙청재판의 공판자료는 그 이외에도 몇 가지 버전이 나와 있는데, 각각 정리된 흔적이 있다. 
그것들의 차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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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결을 표결하기 전에 최후로 진술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하시오. 
  (리승엽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인용자)
  림  화  저는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섰다면 사람으로 태어나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진술할 기회에 림하여 
참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세상에 마지막 소리를 남길 기회를 준 데 대하여 사람
의 욕심에서 이 기회를 그냥 보내기가 아까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당들이 여러 가지 
말하고 또 제 자신도 여러 가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제일 깊은 감명을 준 것은 국가 
검사가 론고의 마지막에서 한 “이 도당들을 평가할 때 조국 해방 전쟁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선렬들을 상기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악은 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미제로 하여금 내 친구 내 부모 자식 친척을 죽이게 하고 내가 살던 곳 내가 걷던 길 
산천을 폭격케 한 이 흉악한 책임이 바로 저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제일 저는 부끄럽습니
다. 다른 어떤 말로는 형용 못하겠습니다. 내 가족도 미제의 폭격에 죽었습니다. 내 가족을 
죽인 것은 미제보다도 우선 제 자신입니다. 나는 염치없이 미국놈이 죽였다고 생각했으나 
나 자신이 육친 가족을 죽인 범인입니다. 이 이상 더 두려운 생각은 가져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조서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다시 복무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으나 저는 육친을 죽인 
자이므로 허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육친을 죽인 범인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제 

[별표] 임화 숙청재판의 공판자료(전재/번역)의 비교(◎=완전게재　/　○=일부게재　/　×=미게재), 
기소장 피고인진술 피고인진술(최종진술) 판결문 

[1]
(전재)

김남식 편, ‘남노당’ 연구 자료집 제 2집 (아세아문제연구소 공산권 자료총서 5), 고
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출판부, 1974
원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미 제국주의 고용간첩 박헌영 리승엽 도
당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간첩사건 공판문헌, 국립출판사, 평
양, 1956.6.10

◎ ◎ ◎ ◎

[2]
(전재)

김남식, 남노당연구, 돌베개, 1988
전 3권 중 2권과 3권에 해당되는 자료집 1과 2는 [1]을 축약한 것인데, 이 자료편에
는 이승엽 관련의 공판자료는 없고 판결문만 본편에 해당되는 이 책에 게재되어 있다. 
다만 이 판결문도 주요인물의 것만으로 국한되어 있다. 

× × × ○
[3]

(전재)
김윤식, 임화연구, 문학사상사, 1989 
판결문은 [1]과 동일한데, 임화의 피고인 진술은 편집해서 게재했다. 그리고 임화의 최
종진술은 완전히 게재되지 않았다. 판결문도 관련 인물의 것으로 한정해서 게재했다. 

× ○ × ○

[4]
(일본어번역)

林誠宏欺かれた革命家たち(２)李承燁、林和等12名の粛清と朝鮮共産主義運動、啓
文社、1988
[1]의 일본어번역(완역). 다만 이것이 [1]의 원본을 보고 번역한 것인지, 고려대 아연 
자료를 보고 번역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원본 서지도 밝히고 있지 않다.

◎ ◎ ◎ ◎

[5]
(일본어번역)

現代朝鮮研究会訳編, 暴かれた陰謀, 駿台社, 1954
민주조선, 1953년 8월 5일호, 1953년 8월 7일 · 8일호, 노동신문, 1953년 8월 
8일호에 수록된 기소장, 피고인 진술, 판결문 등을 일본어로 번역했는데, [1]에 수록된 
임화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종진술이 수록되지 않았다. 그리고 임화를 비롯한 피고인
들의 진술도 상당히 편집되었다. 판결문도 관련된 인물에 한해서 게재했다.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淸張)의 북의 시인은 이 자료에 의거했기 때문에 [1]에 수록된 이들 자
료들은 이 작품에 반영되지 않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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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제 조국 제 육친을 죽인 나를 설사 어느 누가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생명에 애착은 크다 하더라도 죄있는 제 생명은 다른 것 가지고는 속
죄 못할 것입니다. 죽음으로써만 죄악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말을 해야 할 
것은 예심 과정에서 저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 가는 
길에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추악한 행동입니다. 제가 죽으려고 한 것은 용
감해서가 아닙니다. 용감하다면 다른 방법 다른 기회에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인민의 심판
이 두려워 죽으려고 한 것이므로 저의 행동은 더욱 간악하고 추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공명심과 허영심에서부터였습니다. 즉 자기는 형을 받거나 죄인
이 되는 것이 싫다는 것이며 이 더러운 사상 근원은 자주 동지들을 죽이고 조국을 배반한 
근원이 되었으며 이것이 제 팔을 끊고 피를 흘리게 한 근원이었습니다.6) 저의 공명심 허영
심 온갖 추악한 죄악을 인민 대중 앞에 내놓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예심을 곤란하게 하였고 공판에서는 질서를 문란케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
을 드리며 이와 같은 추악한 저에게까지 인간답게 취급하여 준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다른 피소자들과 같이 허용된다면 마지막까지 이 인민의 심판정에서 낯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조국과 인민에게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고 재판소 판사 여러분 엄
중한 범죄를 범한 저에게 모든 것에 만족하고 조국에 대하여 영광을 축원할 수 있으며 만족
하게 죽을 수 있는 조건을 지어준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7) 

  잘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임화의 이 최종진술이 본인의 진술을 한 자도 빠짐없이 그대
로 게재한 것인지, 사후적으로 정리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해방 직후인 1946년에 서울
에서 개최된 이른바 ‘봉황각 좌담회’에서 임화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을 보면, 1946년 서울
에서 제기된 임화의 자기비판이 1953년 평양에서 하나의 답을 이룬 것처럼 읽을 수도 있다. 참
고로 이 좌담회에서는 임화가 제일 마지막에 입을 열었다. 그 발언은 다음과 같다. 

  林  和  自己批判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깊고 根本的인 問題일 것 같습
니다. 새로운 朝鮮文學의 精神的出發點의 하나로서 自己批判의 問題는 提起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自己批判의 根據를 어듸 두어야 하겠느냐 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
다. 勿論 그럴 理도 없고 事實 그렇지도 않았지만 이것은 單純히 例를 들어 말하는 것인데 
가령 이번 太平洋戰爭에 萬一 日本이 지지 않고 勝利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瞬間에 우

6) 이 자료에서는 1953년 자료에 보이지 않는 임화의 피고인 진술에 들어가는 서두에서 그가 자살미수
를 범한 것을 시사하는, 다음과 같은 도입 부분도 보인다 (김남식 편, 앞의 책, 500면). 

재판장―공판을 계속하겠습니다. (5시40분), 림화! 진술대 앞으로 나오시오. 
변호인 김문평―림화는 신체가 쇠약하니 앉아서 진술하는 것을 허용하여 주기 바랍니다. 
재판장― (림화에게) 앉아서 진술하시오. (여기서 재판장은 “림화는 구류장에서 자살하려고 안경 알을 깨

서 오른팔 동맥을 끊어 출혈을 심히 하여 인사 불성에 이른 것을 그후 수혈을 많이 하여 생명은 구하
였으나 그로 인하여 신체가 쇠약하여졌다”라고 부언하였다.)

7) 김남식 편, 앞의 책, 614-6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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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무엇을 생각했고 어떻게 살아갈랴고 생각했느냐고, 나는 이것이 自己批判의 根源이 되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萬一 ‘내’가 一個의 草夫로 平生을 두메에 묻혀 끝맺자는 것
이 한 줄기 良心에 있었다면 이 瞬間에 ‘내’ 마음 속 어디 한 구텅이에 강인히 숨어 있는 
生命慾이, 勝利한 日本과 妥協하고 싶지는 않었던가? 이것은 ‘내’ 스스로도 느끼기 두려었
던 것이기 때문에 勿論 입밖에 내어 말로나 글로나 行動으로 表示되었을 理 萬無할 것이고 
남이 알 理도 없을 것이나 그러나 ‘나’만은 이것을 덮어두고 넘어갈 수 없는 이것이 自己批
判의 良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不拘하고 이 決定的인 한 点을 덮어둔 自
己批判이란 하나의 虛僞上 假飾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루 謙虛하게 이 아
무도 모르는 마음 속의 ‘비밀’을 率直히 터 펴놓는 것으로 自己批判의 出發點을 삼아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自己批判에 謙虛가 왜 必要한가 하면 남도 나쁘고 나도 나쁘고 
이게 아니라 남은 다 나보다 착하고 훌륭한 것 같은데 나만이 가장 나쁘다고 敢히 肯定할 
수 있어야만 비로서 自己를 批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良心의 勇氣라고 생각합니
다. (一同 同感입니다.)8)

  좌담회에 출석한 김남천, 이태준, 한설야, 이기영, 김사량, 이원조, 한효 등 전원이 ‘동감’이
라고 한 이유는 그들과 임화와의 그때까지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보았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석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을 것이나, 임화의 이 발언을 두고 
김윤식은 문학이 정치에 말려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해방 공간의 좌우익투쟁의 상징적인 사건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신지영은 저항과 협력의 문제를 ‘생명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신체’
와 ‘욕망’이라는 차원에까지 내려가서 깊이 제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9) 임화도 직접 언급한 그 
‘생명욕’이 도달한 곳이 권력투쟁의 와중에서 그에게 내려진 육체적인 죽음의 선고였다는 사실이
야말로 매우 아이러니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신건설사사건 (1934.6) 

  1934년 6월에 카프 제2차 검거 사건(신건설사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은 극단 신건설사가 연극
｢서부전선 이상없다｣ 공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극단원과 그 관계자 23명(대부분 카프 멤버)이 
검거되어 결과적으로 카프 위원장인 임화가 경찰에 해산 신고를 냄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문학운
동이 종언의 막을 내린 사건이다. 1953년 8월에 평양에서 열린 숙청재판 과정에서도 1934년의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이 있다. 1953년 8월에 나온 재판자료에는 이 신건설사사건 때 임
화가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피검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저에게 닥쳐올 일제의 탄압에 겁을 먹

8) 김남천, 이태준, 한설야, 이기영, 김사량, 이원조, 한효, 임화(발언순), ｢문학자의 자기비판 좌담회｣, 
인민예술,  제 2호, 1946.10, 44면. 좌담회 자체는 1945년 12월말 경 서울 봉황각에서 이루어졌는
데 인쇄 사정으로 간행이 늦어졌다고 밝히는 ‘부기’가 마지막에 붙어있다. 

9) 김윤식, 임화연구, 문학사상사, 1989, 578면. 신지영, 부/재의 시대: 근대계몽기 및 식민지기 조선
의 연설・좌담회, 소명출판, 2012, 4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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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은 어떠한 시기에서나 작품을 쓰면 살 수 있으니 차라리 이 기회를 리용하여 일제에 
아부함으로써 나의 일신상 안락을 도모”해서 일본의 경찰간부와 상의해서 카프 해산 선언서를 
제출했다고 한다.10) 임화 자신 이 진술에서 밝히고 있듯이, 또 이기영이 1950년대 북한에서 쓴 
회상기에서 지적하고 있듯이11) 임화는 이때 검거되지 않았다. 안우식과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
는 임화가 검거되었으나 연행중에 폐병으로 쓰러져 그대로 병원에 옮겨진 후 병원을 전전해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1953년 평양에서 열린 재판에서 문제가 되었던 죄목이 해방
후 미국 첩보기관과의 결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기 일본 경찰기관과의 관계가 문제시되었
다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다.12) 이 사건의 재판 시작을 전하는 신문을 살펴보면, 피
고인들의 얼굴 사진 중 임화의 사진이 포함된 기사가 있는데 ( ) 임화는 이때 검거도 되지 않
았고 옥중생활도 경험하지 않았고 사건의 재판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의 재판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23명에 대한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13)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 쇼와(昭和) 10(1935)년 12월 9일 
박영희, 윤기정, 김영득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송무현(송영), 권경완(권환) ―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 
이상춘, 전유협, 이의백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한병도(한설야), 이갑기, 백세철(백철), 이동규, 김형갑, 김귀영, 
홍장복, 나준영, 추완호, 석재홍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박완식, 정청산 ― 징역 1년 (미결구류 일수 300일 산입) 
변효식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최정희 ― 무죄 

(제2심 / 항소심) 판결 : 대구복심覆審지방법원 
/ 쇼와(昭和) 11(1936)년 2월 19일 
박영희, 윤기정, 이기영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송무현(송영) ―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 
이상춘, 전유협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라준영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박완식 ― 징역 1년 (미결구류 일수 300일 산입) 

10) 김남식 편, 앞의 책, 500-501면. 
11) 리기영, ｢카프시대의 회상기｣, 조선문학, 1957.8, 85-91면.
12) 安宇植, ｢悲劇の｢北の詩人｣｣(季刊青丘, 1990年秋号) 및 川村湊, ｢林和別伝｣(満洲崩壊―｢大東

亜文学｣と作家たち, 文藝春秋, 1997). 특히 안우식은 이 에세이 중에서, 1953년에 평양에서 열린 
재판의 자료 暴かれた陰謀의 번역 작업을 한 것이 젊을 때의 자신이었다고 증언했다. 

13) 원문이 일본어로 된 이 자료는 刑事裁判書原本, (昭和11年, 第3冊／保存種別・永久／全州地方法

院検事局／年度77・番号4935)로서 한국 총무처 정부기록보관소에서 보존되고 있다. 그리고 이 자료
의 한국어 번역은 권영민, ｢카프 제 2차 검거 사건의 전말, 공판기록 최초공개｣, 문학사상, 1998년 
6월호에서 해설와 함께 공개되었다. 그리고 권영민이 쓴 이 재판자료의 소개와 해설은 권영민, 한국
계급문학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292-338면에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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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심 / 상고심) 판결 : 조선총독부 재판소 
/ 쇼와(昭和) 11(1936)년 4월 30일 
박완식 ― 상고 기각 

  것은 이 공판기록의 내용이다. 이 사건은 극단 신건설사의 연극공연에 관한 것임에
도 이 기록을 보면 23명의 피고인의 죄는 이 공연에 관여해서가 아니라 카프라는 조직에 가입한 
것 자체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 중의 3분의 1 정도가 
“경성부 이화동 195번지 임인식 댁”에서 카프에 권유된 것이 주요한 판결 이유이다. 임인식, 즉 
임화에 의해 권유된 멤버가 모두 카프에 가입했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권유한 장본인인 
임화가 검거도 되지 않았고 기소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실히 이상하다. 게다가 이미 카프에
서 제명당한 박영희도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카프 위원장이었던 임화가 검거되지 않았다는 것
도 의문이다. 마찬가지로 임화의 권유로 카프에 가입했으며 신건설사사건의 피고가 된 백철(본
명: 백세철―피고로서의 이름은 이 본명이었다) 또한 임화가 검거되지 않은 점은 세상의 의혹을 
충분히 초래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표현도 어조가 낮아서 할 말을 다 못한 감
조차 있다.14) 옛날의 동지였던 임화가 북에서 숙청된 사실을 38도선을 넘어 남쪽에서 전해들은 
백철의 감개가 그 자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표현하게 한 것일까? 
  그러나 이보다 전인 1931년 4월경에 일어난 카프 1차 검거사건에서 임화는 김남천 등과 함께 
검거되어 3개월 간 구류된 적이 있었다. 이때 카프 멤버로서는 김남천만이 평양 고무 직공동맹 
파업에 관여한 것이 문제가 되어 기소되었으며, 2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15) 이때의 대량검거
는 전체적으로는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관련된 탄압이었는데 그 배경은 이 검거 사건 이전에, 
임화가 김남천 등과 도쿄에서 머물고 있었던 시기부터 시작된다. 1930년 당시 도쿄 무산자사에
서 김두용 다음으로 두 번째 위원장을 맡았던 김삼규(1908-1989)의 회상에 따르면 김두용은 ‘재
일조선인노동조합’을 ‘전일본노동자협의회’(전평)로 개칭하는 일 때문에 바빴다. 조선공산당 재건
위원회가 상해에서 도쿄에 지령을 내려 당 재건에 관한 논문을 잡지 무산자에서 냈는데 바로 
이 논문이 신문지법 위반으로 걸렸으며, 검거자를 내게 된다. 그러나 위원장이었던 김두용이나 
김삼규, 혹은 일본의 대학에 학적이 있었던 김남천, 한재덕, 안막이 검거되면 문제가 된다는 이
유로 임화와 이북만이 그들 대신에 30일씩 유치장에 들어갔다고 한다. 김삼규에 따르면 이 무렵 
무산자사에서 일어난 모든 검거 사건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카프 멤버들
은 사정을 잘 몰랐을 것이라고 한다. 그 후 1931년 8월에 김삼규는 체포돼서 1934년 8월까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16) 1934년의 신건설사사건에서는 체포도, 재판도 받지 않은 임화도 

14) 백철, 문학자서전-진리와 현실, 박영사, 1975, 313면. 
15) 김윤식, 임화연구, 문학사상사, 1989, 333-334면에서는 이때의 옥중생활과 관련된 일들이 임화와 

김남천 사이의 개인적인 감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16) 金三奎, 朝鮮の真実, 至誠堂, 1960, pp.10-18 및 金三奎, ｢個人史の中の朝鮮と日本｣, 金三奎ほ

か, 朝鮮と日本のあいだ, 朝日新聞社, 1980, pp.21-25. 김삼규가 여기서 설명하는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의 경위는 金正明編, 朝鮮独立運動：Ⅳ・共産主義運動篇, 原書房, 1966의 제 2편 제 9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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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카프 제 1차 검거사건에서는 3개월 정도 구류되었으며, 도쿄 체류 중 조직의 다른 멤
버들 대신에 옥중생활을 보낸 적이 있었다. 만약에 카프 멤버들 사이에서 그 간의 사정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면 임화 자신의 이러한 경력이 다른 멤버에게 이해되지 않거나 오해받았
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여기서 지적해 두고 싶다.

〔日文抄録〕

林和は生涯において、２つの大きな刑事裁判に関与した。１つは自らが委員長をつとめ
ていたプロレタリア文学団体・カップの実質上の幕引きの契機となった、1934年6月の
新建設社事件にまつわる裁判であり、もう１つは、林和みずからが死刑判決をうけた、
1953年8月に平壌で行われた粛清裁判である。この２つの裁判については、それぞれ詳
細な公判資料が残されており、裁判の結果は、林和の生涯において決定的な役割を果た
した。本稿では、それぞれの事件、裁判と公判資料の所在、およびその内容や性格につ
いて整理する。

선공산당 재건운동｣ 부분에 실려 있는 일본 사법성 형사국이나 내무성 경보국의 미공개 자료 내용과 
일치한다. 권영민, 한국계급문학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216-230면도 당시의 재판자료를 참조하
면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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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건설사사건의 공판 개시를 전하는 당시 신문. (조선중앙일보, 1935년 10월 27일자) 이 신
문 지면은 Sunyoung Park, The Proletarian Wave: Literature and Leftist Culture in Coloinal 
Korea, 1910-1945,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5, p.71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 얼굴 
사진의 상단 왼쪽에서 두 번째에 이 사건에서 체포도 기소도 되지 않은 임화의 얼굴이 보인다. 오른쪽 
단체 사진은 극단 신건설사 멤버들의 모습으로 왼쪽 건물 사진은 전주지방법원의 전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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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11-1

<영문요약 번역>
북한의 안네 프랑크와 자기서술의 정치

다프너 쥬 (Stanford Univ.)

   1945 한반도의 분단 이후, 외국의 아동문학은 급성장하는 북한 문학 장 발전의 중심이 되
었다.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기타 공산권의 소설은 한국전쟁 이후 20여 년 동안 아동문학 잡지 
『아동문학』에 정기적으로 실렸다. 하지만 1980년대까지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포함한 번역물
들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이 아동 잡지의 지면에서 거의 사라졌다. 이 일기의 북한어 번역
문은 2002년 7월에서 2004년 2월까지 『아동문학』에 14회 분량으로 게재되었고, 북한의 교육출
판사인 ‘교육도서출판사’에서 2002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북한의 처참한 기근 직후 안네 프
랑크의 일기를 번역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국가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던 듯하다. 즉 극도의 
고립과 인도주의적 위기의 진통을 겪고 있던 북한은 어린 독자들에게 회복과 인내의 모델을 제
공할 필요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식량 부족과 정치적 고립을 추상적인 파시즘적 폭력의 탓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 일기에서 그다지 흥미롭지 않은 부분은 “10대 자본주의자의 불
가피한 결점”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번역자가 내린 선택들이 그의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는 동
안 전체적으로 이 번역물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북한의 문예·교육 기관이 텍스트의 지구적 순환 
중 일부에 속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북한에서 자아비판과 여타 자기서술 실천에 가까
운 장르로서의 일기 형식은 개인의 가장 진실하고 정치적인 자아를 드러내는 장르로서 수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일기와 회고록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자기서술이 진실을 밝힐 권리
(truth-stakes)를 어디까지 보여줄지에 대해 주목하게 만들고, 이처럼 진실을 밝힐 권리를 가능
하게 만드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틀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서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이하 북한)은 공식적으로 1948년 9월 9일에 건국되었다. 일
본에 의한 35년 간의 식민 통치로부터 한반도가 해방된 지 3년이 된 시점이었다. 그 이후 수년 
동안 북한의 지식인 엘리트들, 그 가운데 수십 년 전 좌익 이데올로기에 투신했던 상당수의 사
람들은 새로운 북한 시민들의 마음과 정신을 최고 수준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북한의 문예 및 문
화 기관을 만드는 일에 끊임없이 매진했다. 아동문학 장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넓은 의미에서의 문해력과 교육이 신생 국가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아동문학 장의 주요 당사자들은 글쓰기 실천, 장르, 아동 심리학과 교육 등의 문제에 개입했다. 
한국의 식민지적이고 “봉건적인” 유산을 성공적으로 청산하고, 북한 혁명에 힘을 불어넣을 낙관
적이고 활동적인 비전을 포괄하는 뚜렷한 예술적 산물을 창조하기 위함이었다.1) 이러한 목적 하



- 133 -

공산권 국가들의 외국 문학 번역물은 중요한 모델 역할을 했고, 건국 초기 수십 년 간 북한
이 몰두했던 일종의 좌익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근거를 제공했다. 북한의 초기 20여 년 동안 러시
아, 중국, 폴란드, 체코 등의 언어권 번역물은 아동 잡지 아동문학에 정기적으로 게재되었다. 
이 잡지는 어린 독자들을 위한 중심적 문예 간행물로서 동일 제명으로 오늘날까지 계속 출간되
고 있다.
   수십 년에 걸쳐 아동문학 수록작에 나타난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점차 외국 소설 번역물
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부터는 번역물이 완전히 사라졌다.2) 그런데 번역물의 현저
한 부재 가운데 이례적으로 2002년 7월호에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의 14회 연재분 중 첫 회가 
게재되었다.3) 북한의 아동 정기간행물에서 안네 프랑크의 일기 번역물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몇 
가지 질문을 낳는다. 북한어 번역에서 참조된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어떤 판본인가? 이 텍스트
는 왜 번역이 되었을까? 제도적 승인 없이는 어떤 글도 게재할 수 없었던 아동문학의 출판인
들은 이 번역물을 통해 북한의 아동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을까? 북한 아동들의 흥미를 끌
었을 만한 안네 프랑크의 일기의 관습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의 전문(全文) 번역을 
선택한 것은 번역물로 확대된 ‘주체문학’의 권한을 고려했을 때 매우 놀라운 일이라 생각된다. 
게다가 그것이 자아비판의 형식이든 일지나 일기 같은 보다 더 일상적인 형식이든 간에 자기 쓰
기(self-writing)에 대한 북한의 다른 여러 실천들 속에서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생산적인 
일이라 여겨진다.

   안네의 일기』에 관해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북한은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두 가지 번역물로 발표했다. 첫 번째는 연재판으로 2002년 7월부
터 2004년 2월까지 정기간행물 아동문학에 분재되었다. 두 번째 번역물은 단행본의 형식으로 
교육도서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두 출판물의 번역은 서문을 제외하고 동일한데, 이는 두 버전 
모두 리금진에 의해 번역되었음을 의미한다.4) 그의 이름은 단행본 표지에 영예롭게 표기되어 있
다. (연재판은 번역자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았다.) 번역에 활용된 원어와 원본은 어느 것도 언급
되지 않았다. 맺음말 역시 동일하며 원본의 일부만 번역되어 있을 뿐이지만, 리금진이 분량을 늘

* 연구가 진행 중인 논문이므로 저자의 허락 없이 이 논문을 유포하거나 인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1) Charles K. Armstrong 참조.
2) 현존하는 가장 큰 규모의 참고문헌은 원종찬의 획기적인 저서 북한의 아동문학(2012)이 공들여 정

리한 것이다. 이 참고문헌은 126쪽에 달하고, 대상 시기는 1947년부터 1999년까지 걸쳐 있다.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1966년 11월부터 1980년 8월까지의 문헌들은 제외되었다.) 이 책의 목차는 1950년
대에 번역물이 강력한 존재감(적어도 한 호 당 한 편의 번역물 게재)을 갖고 있었고, 1960년대에는 
점차 감소(몇 호마다 한 편의 번역물 게재)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에는 120권 가운데 단 
20편의 번역물(대부분 소련이나 중국의 짧은 시편)만이 실렸고, 1990년대에는 단 한 편의 번역물도 
게재되지 않았다.

3) 같은 해인 2002년 7월에 이 일기는 교육도서출판사에서 단행본 형태로 출간되었다.
4) 리금진을 월드캣(world cat)에 검색하면, 두 가지 다른 번역물도 나타난다. 루이제 린저의 옥중일기

(1993년 북한어 번역)와 시어도어 드라이저의 미국의 비극(2001년 북한어 번역)이 그것이다. 린저
와 드라이저의 번역서는 둘 다 동일한 출판사, 즉 문학예술종합출판사에 의해 출간되었다. 루이제 린
저는 특히 흥미롭다. 그녀는 여러 번 북한을 방문했고, 그의 방문 회고록은 또 하나의 조국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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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어린 독자들을 위해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신의 생각을 적어 두었다.
   리금진이 ‘안네 프랑크’를 번역할 때 활용했던 “원본” 텍스트를 찾는 작업은 곧 안네 프랑크
의 일기로 알려진 텍스트의 심오한 복잡성을 고려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 이 일기는 안네가 쓴 
일기의 언어인 네덜란드어로 “은신처(Het Achterhuis)”라는 제목으로 1947년에 초간되었다.5) 
은신처는 안네의 아버지이자 2년여의 기간 동안 “비밀 은신처”에 숨어 지냈던 여덟 명의 유태
인 중 유일한 생존자인 오토 프랑크(Otto Frank)에 의해 출간되었다. 오늘날 안네 프랑크의 일
기로 알려진 것은 세 개의 “승인된” 출판물로 존재한다. 첫 번째는 1947년 출간본인데, 이 책
의 영문판은 1952년 안네 프랑크, 어느 소녀의 일기(Anne Frank, the Diary of a Young 
Girl)로 번역·출간되었다.6) 어느 소녀의 일기의 “결정판”은 오토 프랑크와 미리암 프레슬러
(Mirjam Pressler)에 의해 1999년 출간되었으며 이전에 누락되었던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두꺼
운 분량의 안네 프랑크의 일기: 교정 비평판은 1989년 영어로 출간되었고, 2003년에 재출간되
었다. 지난 수십 년간 진전되어 온 안네의 일기에 관한 연구 출간물과 더불어 교정 비평판은 
자진해서 가족과 함께 감금 상태에 생활하며 일기를 쓰고 개작한 10대 소녀의 복잡한 글쓰기 과
정을 전해준다. 우선 그녀는 자신이 처한 특별한 환경을 기록하려 시도하며 ‘실시간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칭 작가 지망생으로서 개인적이고도 역사적인 중요성을 담은 
문서로서의 일기가 전쟁 후에 출간되기를 희망하며 자신의 저작을 편집하고 수정했다.
   안네의 일기는 대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그녀는 한 권의 일기를 썼다. 이것
은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13번째 생일 선물로 받은 유명한 체크 무늬 일기장이었다. 일기는 1942
년 6월 12일부터 1942년 12월 5일까지 그녀의 가족이 은둔하기 전의 짧은 기간 동안 시작되었
다. 그리고 그녀는 1943년 12월 22일에서 1944년 4월 17일 사이 두 번째 공책을 채웠다. 그녀
의 세 번째 일기는 1944년 4월 17일에서 1944년 8월 1일 사이에 쓰여졌고, 마지막 일기는 그녀
의 가족이 8월 4일 체포되어 죽음으로 내몰리기 전에 쓰여졌다.7) 1944년 봄에 그녀는 일기를 
처음부터 개작하기 시작했고, 일기를 쓰면서 지난 일기들을 고쳐 써서 324장의 낱장을 만들었
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일기가 아니라 복수의 일기들이 있는 것이다.8) 안네는 이 일기장들에다
가 언니 마고(Margot), 엄마와 아빠인 에디트(Edith)와 오토 프랑크, 아우구스테(Auguste), 헤르
만(Hermann), 페터 반 펠스(Peter van Pels), 치과의사 프리츠 페퍼(Fritz Pfeffer)와 함께 나치
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숨었던 “비밀 은신처”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학자들은 네덜란드 
정부의 한 관료가 1944년 봄, 라디오 방송에서 “나치 점령에 저항한 증거로서 일기, 편지 등의 
개인적 기록물”9)을 남기라고 호소했던 발표를 듣고 그녀가 일기를 개작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녀가 어떤 시점에서 스스로를 작가로 생각하기 시작하여 이전의 서술들을 편집했다고 볼 

5) Shandler, “From Diary to Book,” 29.
6) 이 일기의 네덜란드어판, 독일어판, 영문판 번역에 대한 당시의 매력적인 수용 양상에 대해서는 프로

즈(Prose), pp.77~88 참조.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안네의 아버지에 의해 유포된 네덜란드어 원본 원
고가 “모든 편집자들에 의해 거부 당했고, 그것을 읽어본 편집자 중 누구도 독자들이 전쟁통에 죽은 
10대 소녀의 은밀한 일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77)고 지적한 프로즈의 언급이다. 출
간 당시 이 책은 “네덜란드에서 엄청나게 잘 팔리지는 않았고 적당히 팔렸지만” 1955년에 절판되었
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일기의 영문판이 거둔 성공은 이 일기가 재판될 수 있도록 새로운 흥미를 불
러일으켰다.(80)

7) Prose 10.
8) Ibid., 10.
9) Shandler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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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0) 교정 비평판은 언뜻 보면 두 개의 구분된 버전으로 출간된 이 일기의 편집 과정
이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느끼게 해준다. 525쪽짜리 교정 비평판의 전체 지면은 “a”로 표기된 
안네의 원본 텍스트, “b”로 표기된 그녀의 개작 텍스트, 그리고 “c”로 표기된 버전, 즉 그녀의 
아버지가 베르겐-벨젠(Bergen-Belsen) 수용소에서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암스테르
담으로 돌아와 일기를 발견한 후 1947년에 출간한 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본 일기는 프랑크 
가족의 은신에 도움을 주었던 미프 기스(Miep Gies)가 프랑크 가족이 생환 후 돌려받기를 희망
하며 보관하고 있었다.
   이처럼 안네에 의해 쓰여진 일기와 출간을 위해 그녀의 사후에 참조된 일기를 포함한 다양한 
복수의 일기들은 고려했을 때, 북한어판의 원본에 대한 질문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일까? 첫
째로 북한어 번역본인 안네 프랑크를 면밀히 독해해보면 번역자 리금진이 (1947년 발간된) 초
기 판본과 (1991년 발간된) 결정판을 가지고 번역 작업을 했음이 드러난다. 이 번역자는 번역을 
위해 사용한 판본이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나 어떤 텍스트(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밝
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활용한 것은 1952년과 1995년의 영문 번역판이었던 듯하다. 이 두 가
지 판본을 교대로 활용했다는 사실은 그가 북한어 번역본을 위해 둘 다 필요하다고 느꼈음을 알
게 해준다. 하지만 그는 단행본 편찬을 위해서 하나의 판본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은 그의 번역적·편집적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특히 
번역자와 출판사들에게 ‘안네 프랑크’를 아동 잡지 아동문학에 게재할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점이다. 2000년대 초반 당시 북한에는 오로지 
국내 작가들의 글만을 출간한다는 표준 관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두 번째 질문은 일기 형식에 대한 질문과 한층 더 관련이 있다. 특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다. 상당한 복잡성과 개작으로 점철되어 있고 안네의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이고 역사
적인 진실과 관련을 맺고 있는 이 일기가 어떻게 북한의 글쓰기 실천에 부합했던 것일까? 자전
적 글쓰기의 형식은 자아비판이라는 정규적 실천의 일부로서든 문해 교육을 위한 일기 쓰기의 
형식으로든 북한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기 쓰기의 형식들은 흥미롭게도 북한의 
회고록 형식을 통해 일종의 여생(afterlife)을 발견했다. 이러한 자서전들, 즉 북한에서의 일상, 
참혹한 탈출, 북한 밖에서의 새로운 삶의 형태로 나타난 재생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은 상업적 
출판사들 사이에서 독자를 찾아냈고, 그 가운데 8종의 책은 2001년 이래로 영문으로 번역되었
다. 이러한 북한인의 회고록들은, 직접적 경험이 글쓰기로 표현되어 특히 “바깥의” 독자들을 겨
냥한 글쓰기로 여겨질 때, 우리가 따르고 있는 허구적 관습(fictional conventions)을 드러내주
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10) Find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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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안네 프랑크

   351 텍스트로 이루어진 북한어판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다양한 변주와 누락을 통해 원
본 텍스트 안네 프랑크의 일기11)의 대부분을 담았다. 이 번역본은 1942년 6월 12일부터 1944
년 8월 1일까지의 2년 2개월 동안의 일기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안네는 자발적으로 “감금”된 
극한 상황 하에서의 여러 경험들을 기록했다. 13세의 나이로 프린센흐라흐트(Prinsengracht) 
263번지의 가옥에 들어간 시기와 15세의 나이로 체포되어 베르겐-벨젠 수용소로 이감된 시기 
동안 안네는 사춘기와 움트는 성적 욕망을 경험했으며, 자신과 언니와 부모 사이의 관계 변화를 
겪으며 스스로의 정신적 정체성에 대해 질문했다. (평일 업무시간 동안에는 소리를 내거나 수돗
물을 트는 것이 금지되었고, 창문을 삐걱거리며 열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집안에 갖혀 있는) 가
장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들며, 독서하고 공부하고 먹고 운동하는) 
외관상의 “정상성”을 유지하며, 숨어 있는 여덟 명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비유
대인들을 위해서도 언제나 가장 사소한 실수가 끔찍한 운명을 맞게 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경험들은 북한의 번역자 리금진에 의해 번역되었다. 그는 일기의 번역 과정에서 두 개
의 다른 판본을 참조했다. 그의 번역자적·편집자적 개입은 번역문 그 자체와 그가 쓴 서문 및 맺
음말, 그리고 (각 페이지의 끝이나 아래가 아니라) 텍스트 본문 안에 괄호 표기를 한 주석의 형
식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며 “번역자”라고 표기되어 있다.

11) 이 논문에서 번역을 위해 사용한 “원본 텍스트”는 ‘결정판’(Bantam Books, 1997)과 안네 프랑크, 
어느 소녀의 일기(Doubleday, 1952)이다. 번역자에 관한 정보는 두 번역물의 출간을 제외하면 부족
한 형편이다. 그리고 그가 번역에 활용한 원본의 언어가 무엇인지와 어떤 텍스트였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그가 위에 언급한 두 개의 영문판을 참조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연구를 진행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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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에서 2002년 7월에 등장한 ‘안네 프랑크의 일기’에 대해 놀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선 서문과 맺음말은 이 텍스트를 반파시즘 텍스트로서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
으로 규정짓는다. 게다가 번역자는 (본문 안의 메모 형식으로) 명시적이고 (편집자적·번역자적 선
택의 형식으로) 암시적인 계산된 누락과 포함의 방식을 통해 개입하면서 번역자의 독해를 뒷받
침하는 이 텍스트의 국면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더욱 특별하게도 번역자는 부적절하게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열을 했다. 그는 이 이야기 속 “유대인” 부분을 경시했고, 북한의 지
정학적 고립과 극심한 궁핍에 대항하는 북한의 계속적인 투쟁에 공명할 만한 반미
(anti-American) 어휘에 속하는 언어와 은유에 의존했다. 또한 그는 북한에서 일반적인 일종의 
자아비판적 글쓰기에 공명하는 방식으로 안네의 엄격하고 진심 어린 자아비판을 부각시켰다. 이
러한 번역자의 전략이 의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 사실은 두 가지의 공개된 반응을 통해 추측
할 수 있다. 하나는 2003년 5월 아동 잡지 아동문학에 게재된 어느 독자의 반응이고, 또 하나
는 2004년 북한에서 촬영된 네덜란드 다큐멘터리가 그것이다. 특히 이 다큐멘터리는 텍스트 이
면에 있는 추론을 설명해주는 교육 관료들의 심층 인터뷰, 이 텍스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그
리고 교사들이 이 텍스트에 관한 질문에 올바른 응답을 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는 희귀하고 즉
흥적인 순간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안네의 일기에 대한 고의적이고 우발적인 독해를 통해 북
한 번역자는 주로 젊은 북한 독자층이 깊이 공감할 만한 텍스트를 창조했다.
   2002~2004년 아동문학에 분재되었고 교육도서출판사를 통해 단행본으로 출간된 북한판 
안네 프랑크의 일기에는 번역자/편집자에 의해 쓰여진 서문과 맺음말이 실려 있다. 연재판 일
기의 서문(이하 “서문 1”)은 2002년 7월 발표된 이 일기의 첫 회에 실렸다. “서문 1”에서 번역
자 리금진은 이 일기의 기원에 대해 언급하며 작가를 독일 태생의 유대인 소녀로서 히틀러의 유
대인 박해를 피해 가족과 함께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설명한다.12) 그는 이 텍스트의 
중요성이 파시스트의 잔혹함, 즉 “가장 반동적이며 야수적인 군부 테러리스트 독재”13)인 파시즘
을 입증하는 방식에 있다고 설명했다. 번역자는 김일성에 의해 쓰여진 두 개의 문장을 직접 인
용했는데, 북한의 “위대한 지도자”의 말을 인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에 따라 굵은 글씨로 강조를 
했다.

“그 당시 독일에서는 가장 야수적인 히틀러의 파시스트독재가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딸
리아에서는 무쏠리니의 파시스트독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파시스트들은 자기 
나라 인민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노예화하며 전 세계를 파쑈화하려 하였습니다.”14)

   또한 안네의 일기에 담긴 반파시즘적 중요성은 안네의 일기의 단행본에 실린 서문(이하 서문 
2)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글을 쓴 “편집자”라는 표기가 없다. 서문 2는 전쟁의 포
효, 어른과 아이들의 비명이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도 여전히 울려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
한판 일기의 서문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2) “안네 프랑크라는…한창 자랄 때인 1933년 도이췰란드에는 히틀러 파시스트 독재가 세워져 유태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모와 함께 고향을 떠나 여러 곳을 떠돌아 다니며 살았습니
다.” 아동문학, 2002.7.

13) 원문에는 “가장 반동적이며 야수적인 군사테로 독재 정치와 그 사상”이라고 쓰여져 있다.
14) 아동문학, 2002.7,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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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네 프랑크의 일기에는 어린 소녀의 시야로 본 전쟁 상황과 사회적 불의, 히틀러파
시스트들의 비인간적인 만행과 정의를 지켜 싸운 사람들의 희생적인 투쟁, 자유와 해방
에 대한 소녀의 갈망, 만민의 평온과 화목이 깃든 새 세계에 대한 그리움, 끝없는 고독
과 죽음의 압박감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그대로 피력되여 있다. (중략) 우리는 이 책
이 하루빨리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성업에 한몸 바쳐 싸워 갈 새 세대 청소년들의 다정한 벗으로, 친근한 길동무로 
되여주기를 바란다. -출판사로부터”15)

   편의 서문들은 이 일기를 북한 독자들을 위한 반파시즘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인 안내서로 
효과적으로 규정짓는 한편, 국가적 번영과 자유를 향한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맺음말 역시 이 일기가 스스로 일기를 쓰는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 변화를 가져올 것임
을 보여주므로 파시즘과 침략을 반대하고 그 대신에 자유, 평화, 사랑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보물이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16) 그뿐만 아니라 맺음말은 독자들이 일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어린 소녀의 소박하고 미숙한 시점에서 본 제2차 
세계대전의 실황, 박해와 억압 속에서 숨어 사는 사람들의 고독감, 각양각색의 주위 세계에 대한 
소녀의 견해와 판단, 사랑에 대한 속마음을 비롯하여 아동심리 문제, 학교교육 문제, 학습에 대
한 관점과 태도 문제, 부모들의 자녀교육 문제, 인간 상호간의 도덕관계 문제, 일기를 쓰는 방법 
문제17) 등이 그것이다. 쉔들러(Shandler)가 “발간된 일기 그 자체와 독자들 간의 관계를 매
개”18)하고자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서문과 맺음말 작업은 이 텍스트가 독해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한계를 규정지었다.
   서문과 맺음말의 문제를 넘어 원본들과 함께 한국어 번역본에 대해 면밀한 독해를 해보면, 
리금진이 북한 독자들에게 통할 만한 독해 방식를 시도하고 획득하기 위해 어떻게 자신의 번역
과 편집자적 개입에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번역자는 본문 속 주석의 형식으로 명시적
으로 개입했는데, 그는 때로는 주석을 달고 때로는 원문의 내용을들을 해석했다. 또한 그는 부적
절하게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열도 수행했다. 그는 이 텍스트를 더욱 보편적으로 만들고 관
계성을 확장시키기 위해 “유대인” 관련 내용들을 누락했다. 그는 이념적 신념에 맞는 언어와 비
유를 사용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쓰기 실천이 다반사인 북한의 독자들에 공명할 만한 방식으로 
안네의 자아비판을 강조했다.
   충분히 이론화되었듯이 번역의 과정은 등가(equivalence)의 스펙트럼에 기초한다. 즉 그 과

15) 안네 프랑크 1-2. 앞으로는 원본 텍스트를 인용할 때 페이지가 아니라 일기 날짜를 사용할 것이
다.

16) “이 작품을 읽은 세계의 수많은 어린이들 속에서 일기를 쓰려는 열의가 높아져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듯 안네의 일기는 파시즘과 침략 전쟁을 반대하고 자유와 평화를 사
랑하는 세계 진보적 인류의 귀장한 재보로 되었다.” 안네 프랑크, p.350.

17) “안네 프랑크의 일기에서는 어린 소녀의 소박하고 미숙한 시점에서 본 제2차 세계대전의 실황, 박해
와 억압 속에서 숨어 사는 사람들의 고독감, 각양각색의 주위 세계에 대한 소녀의 견해와 판단, 사랑
에 대한 속마음을 비롯하여 아동심리 문제, 학교교육 문제, 학습에 대한 관점과 태도 문제, 부모들의 
자녀교육 문제, 인간 호상간의 도덕관계 문제, 일기를 쓰는 방법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안네 프랑크, p.351.

18) Shandler, “From Diary to Book,”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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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의 해석적 지평부터 번역자가 가담하는 독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요소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19) 이러한 의미에서 이 텍스트의 편집 과정에서 북한 번역자가 결정한 것
들은 두 가지 중요한 결정과 관련이 있다. 첫째는 어떤 텍스트(들)이 원본의 역할을 할지에 대한 
결정이고, 둘째는 얼마나 원본에 가깝게 만들 것인지와 어떻게 텍스트의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원본 역할을 할 텍스트를 결정함에 있어서 리금진은 1952년에 발간된 
영문판 안네 프랑크: 어느 소녀의 일기와 1995년 발간된 결정판을 함께 활용했던 것으로 보
인다. 두 가지 판본을 가지고 번역 작업을 하기로 선택한 것은 이 번역자가 두 개의 버전 사이
에 중요하고도 충분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후자는 대략 30%가 더 길고, 이전 
출판물에 누락된 ‘어른스러운’ 내용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리금진은 두 개의 버전을 
상당히 자유롭게 번갈아 활용했고, 때로는 하나의 출판물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여러 단락들을 
번역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정들 중 어떤 것도 번역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모든 텍스
트들을 공들여 살펴봐도 번역자가 내린 편집자적 결정의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
   두 번째, 번역에서 보다 복잡한 과정은 문체와 내용에 관한 결정과 성향에 관련된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결정들은 몇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로 번역자는 본문 속 괄호의 사용을 통
해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개입했다. 이러한 개입은 주석 기능(독자들이 맥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정에 기초하여 번역자가 텍스트에 주석을 다는 곳)을 통한 것부터 특정한 독해 
방식으로 독자를 유도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해석적 기능을 수행하는 본문 속 주석까지 포함한다. 
예컨대 1942년 7월 5일자 일기에서 안네는 자신의 시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한 
과목은 거의 만족스럽지 못했고, 대수학은 5점, 두 과목은 6점, 나머지는 모두 7점이나 8점이었
다.” 번역자는 텍스트 속 괄호를 통해 이렇게 설명했다. “당시는 10점 채점법으로서 10점이 제
일 우수했음-역자주”20) 다른 곳에서 번역자는 빵의 측량 단위와 종류(1942.12.22), 안네의 아버
지의 별명이 “핌(Pim)”이라는 사실(1942.9.28)과 만우절(1943.4.1)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리금진
은 “유대인의 명절”인 하누카(Channukah)21)와 신터클라스(Sinterklaas, 크리스마스와 유사한 
네덜란드의 중요한 명절)(1942.12.7)22)도 설명했다.
   하지만 더욱 암시적으로 번역자는 때때로 단순한 주석 기능보다는 한층 더 해석을 가한 본문 
속 주석을 남겼다. 예컨대 안네는 “그들은 그처럼 대담한 속임수가 독일인의 귀에 들어가지 않
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23)(1944.1.28)라고 썼다. 하지만 번역자는 “이 영웅적인 행동
이 ‘모프’(파쑈 도이췰란드 놈들을 네데를란드사람들이 얕잡아 부르는 말-역자주)들의 귀에 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적었다.24) 또 다른 예를 보면, 원문은 “일전에 너에게 내
가 말하자면 이중적인 인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어. 절반은 활기차고 명랑하며 뭐든 재미있어 하
는 활발함을 띠고 있지. 무엇보다도 나는 모든 것을 가볍게 받아들여.”25)이다. 북한어 번역26)은 

19) Add reference.
20) Diary, 1952, p.22. 결정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나의 성적표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한 

과목은 D를 받았고, 대수학은 C-, 두 개의 B+과 두 개의 B-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B였다.” 결정
판, 1997, p.16. 한국어로는 “당시는 10점 채점법으로서 10점이 제일 우수했음-역자주.” 안네 프랑
크, p.17.

21) “유태인명절-역자주” 안네 프랑크, p.70.
22) “네데를란드에서 기념하는 성탄절 비슷한 큰 명절-역자주” 안네 프랑크, p.70-1.
23) Diary(1952), 160.
24) 안네 프랑크,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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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너에게 나라는 인간은 하나의 령혼이 아니라 두 개의 령혼을 가진 인간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중 하나의 령혼은 나의 방종한 락관주의이며 모든 것을 랭소하는 견유주의(사회생
활의 일체 전통이나 관습 등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생활태도-역자주)이다.”(1944.8.1)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해석적 메모는 번역자의 명시적 개입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독일인에 대한 독자의 
적대감을 고조시키든지 혹은 안네 스스로 묘사한 “경솔한” 태도의 심각성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
를 확증하는 방식으로 그녀의 단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든지 간에 말이다.
   서문과 맺음말, 그리고 본문 속 주석을 통한 번역자의 명시적 개입을 제외하면, 눈에는 덜 띄
지만 보다 더 중요한 개입은 독자들이 원문과 비교해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번역적 결정들이
다. 리금진의 번역적 결정들은 몇 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부적절해 보이는 내용, 즉 보통 
명백히 성적인 내용에 대한 검열, 텍스트를 보다 보편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유대인” 관련 내
용을 누락시키는 것, 북한 독자들에게 공명할 만한 언어와 비유의 사용, 그리고 북한 독자들에게 
매우 친숙한 문체와 내용인 안네의 자아비판에 대한 초점화 등이 그것이다.
   2년 간의 감금 생활 동안 안네는 심리학적, 육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녀
는 일기에 자신의 내밀한 변화를 상세히 기록했다. 이러한 내밀한 묘사들은 우리가 이 일기의 
복수의 판본 가지게 된 이유 중 일부가 된다. 아버지 오토 프랑크는 딸의 일기 출간을 준비하면
서 일기의 초판에 들어갈 것을 편집하며 “생존 인물에 해가 될 만한 문구나 ‘다른 이들을 전혀 
신경쓰지 않았던’ 안네의 엄마에 대한 언급들과 더불어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모
든 것들을 제외했다.”27) 특히 그녀의 성적 발달에 대한 세밀한 묘사들이 누락되었다.28) 리금진 
그 자신도 유사한 우려를 갖고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많은 내용들을 제외했다. 안네가 “내 가
슴을 느끼며 심장에서 조용히 뛰는 박동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끔찍한 욕망”이라고 표현한 
대목에서 번역자는 그 단호함을 제거하고 평범하게 “나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나의 심장이 안전
한가”29)라고 번역했다. 안네가 한 친구에게 “그녀의 몸에 대한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다”고 느
껴서 “우정의 증거로서 서로의 가슴을 만져보자”30)고 제안하는 대목에서 북한 번역자는 “우리의 
우정을 서로 증명하기 위해서 호상 상대방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어본다”31)

라고 번역했다. 번역자는 1944년 1월 7일 일기에서 1952년 번역본에 포함되어 있던 단락을 삭
제했는데, 그 부분은 안네가 아버지와 함께 성에 대해 얘기하는 대목이었다. 그 대신에 번역자는 
결정판에서 덜 논쟁적인 부분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다. 생체 기능에 대한 세부 묘사들은 종종 
편집되었다. 여성의 위생은 상담하듯이 “비밀일거리”로 묘사되었다.32) 화장실로 뛰어가는 장면도 
삭제되었다.33) 생리에 대한 몇몇 언급들은 수정되었다. “또한 그 소설에는 에바가 생리를 한다
는 이야기가 쓰여있어. 아, 나도 빨리 그렇게 되고 싶어. 그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니까.”34)

25) Diary(1952), 281.
26) 안네 프랑크, p.345.
27) “The Diaries, Het Achterhuis and the Translations.”, p.62.
28) Ibid., 70.
29) 1944.1.5.
30) Diary(1952), 143
31) 1944.1.5.
32) 1943.8.4.
33) 예컨대 뒤셀 씨의 화장실 버릇(1943.8.9)에 대한 묘사, 경비병에 대한 공포가 어떻게 배탈을 유발하

는지에 대한 설명(1943.3.25), 그리고 안네와 마르고트가 화장실로 달려가는 장면(1944.2.20) 등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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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은 “책에는 에바의 불행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나는 그런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즐긴
다.”35)로 바뀌었다. 또한 번역자는 안네가 느끼는 어른들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삭제했다. 예컨
대 뒤셀 씨와 반 단 부인(Mrs. Van Daan)이 비난할 때 그녀는 폭력적으로 돌변해 이렇게 썼다. 
“나는 두 사람의 따귀를 갈겨 주고 싶었어.”36) 하지만 번역자는 “그들에게 정면으로 면박을 주
고 싶다.”37)라고 번역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과 페터의 엄마에 대해 “우리가 두 엄마들에 대
해 무슨 신경을 쓰겠어?”38)라고 쓴 대목을 번역자는 “두 어머니들이 나를 좋아했으면.”39)이라고 
번역했다. 번역자는 또한 안네의 빈정거림을 누그려뜨렸다. “독일인들은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국민들일까!”라는 언급은 “파쑈도이췰란드 놈들이란 과연 어떤 인종인가?”40)라는 수사적 의문문
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누락 중 하나는 바로 디데이(D-Day)에 대한 
것이다. 번역자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영국 뉴스가 “오늘이 디데이입니다”41)라고 발표한 것을 
“오늘 화요일입니다”42)라고 번역함으로써 번역자는 연합군의 침공 문제를 회피하고 그럼으로써 
파시스트의 패배에 미국이 개입돼 있었다는 언급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당혹스러운 누락은 유대인 관련 내용에 대한 번역자의 빈번한 오역이다. 특히 그는 
일기의 후반부에서 유대인이 명사나 명사 수식어로 언급될 때 어떤 언급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
다. 그는 “기독교 집안”을 “친척집”43)으로 오역하고, “유대인은 기독교인을 방문할 수 없다”라는 
언급을 유대인은 “교회당에도 갈 수 없다”44)로 오역했다. “아빠는 몹시 화가 났어. 유대인이 8
시 이후에 외출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신 거야.” 같은 부분은 제대
로 번역하지 않고 그 대신에 “아버지는 내가 늦게 돌아왔다고 몹시 성냈다.”45)라고 번역했다. 
그는 하누카(Chanukkah)를 ‘쉬야누카’로 번역46)했는데, 이는 그가 아마 한 번도 이 단어의 발
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체 번역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문장은 이것
이다. “나는 [그 모임에] 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시온주의
에 매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열성분자는 아니지만 배우고 있고 흥미를 갖고 있어.”라
는 문장 대신에 번역자는 “할머니는 내가 마아츄어모임에 가는 줄 아는데 난 거기에 가는 게 아
니라 유태인 모임에 간단다. 우리는 유태인이 아니지만 그 모임에 관심을 두고 있어.”47)라고 번
역했다. 동시에 번역자는 문장 주어나 명사 수식어로 유대인이 언급되는 여러 문장들에서 “유대
인”이란 말을 누락했다.48)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시는 1944년 4월 11일자 일기에 등장한다.

34) 1952, 54. 다른 대목에서 안네가 생리를 건너뛴 것을 “두 달 이상이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
다:1944.5.3)라고 언급했다.

35) 1942.10.29.
36) Diary(1952), 106.
37) 1943.7.29.
38) Diary(1952), 205.
39) 1944.3.28.
40) Diary(1952) 51; 1942.10.9.
41) Diary(1952) 258.
42) 1944.6.6.
43) 1942.6.24.
44) 1942.6.20.
45) 1942.7.3.
46) 1942.12.7.
47) 1942.6.30.
48) 이에 대한 예시는 번역문 중 1943.12.24, 1944.1.6, 1944.2.3, 1944.4.11, 1944.4.26자 일기에서 발

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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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의 감정조차 토로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기와 인내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비참한 운명을 단 한 마디의 불평도 없이 묵묵히 감수해야 한다. 우리의 힘이 
자라는 것만큼, 하느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것만큼만 행동해야 한다. 이 무서운 전쟁이 
끝나는 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인간으로 부활될 것이다.…누가 알리, 세계와 인류가 우
리의 신앙을 선으로 알게 될 그날이 올런지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고통을 이겨내
야 한다.49)

   번역문에서 리금진은 “유대인”이란 단어가 쓰인 모든 사례를 “우리”로 교체하면서 이 강
력한 명상의 언어를 유대인이 아니라 북한 독자들에 대한 것으로 간단히 만들어버렸다. 문맥 속
에서조차 “우리”가 그녀 자신에 관해 말하는 안네로 이해될 수 있을 때 번역자의 용어 교체는 
북한 독자들이 스스로 텍스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참여 의식을 고조시킬 가능성을 열어 두게 
만든다.50)

   또한 번역자는 독자들을 이 텍스트에 다가오게 만들고, 안네의 상황과 그들 자신의 상황 사
이의 관련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익숙한 언어와 비유에 의존하기도 했다. 이 점과 관련해 북한 
번역자 혼자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김민서와 김순영은 남한의 안네 프랑크의 일기 번역에 대
한 논문에서 한반도 남쪽의 번역본들은 놀랍게도 160여 종에 달하며 모두 당대의 언어와 이데올
로기를 반영하는데, 냉전 시대의 번역본들이 반공주의 수사를 사용했다면 최근의 번역물들은 보
다 내면적인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다.51) 이와 유사하게 북한 번역자는 독일인들을 “파쑈도이췰
란드놈”52)이라고 불렀다. 그는 안네가 사용한 보다 구어체적인 “일하러 나가는 사람
들”(1942.7.9)이나 “창고의 남자들”(1943.8.20) 같은 표현 대신에 프롤레타리아 용어인 “노동자”
를 사용했다. 그리고 그는 안네가 하지도 않은 노동을 언급했다. “모든 것을 잊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하는 것뿐이야.”를 “이 소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로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일을 한다
!”53)라고 번역한 것이다.
   안네의 일기가 매우 빈번하게 자율적 궁핍(self-deprivation)으로 인해 야기되는 고통을 다룬
다는 사실은 번역자가 그의 번역문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 안네
는 전기 부족으로 인해 어둠 속에서 하는 게임을 만들어내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1942.11.28), 
종이 부족(1942.11.28), 양초 부족(1942.12.7), 버터와 마가린 부족(1943.2.27)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음식 부족(1944.4.3과 1944.5.3)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락원(paradise)”과 비교하며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풍족하게 지내고 있다고 인식했다.54) 그녀

49) 1944.4.11.
50) 프랜신 프로즈(Francine Prose)는 엘리너 루스벨트의 유명한 서문 역시 “유태인”이나 “유태인의” 

같은 단어를 언급하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이 일기가 “정신의 승리...그리고 작가의 관심이 모든 곳
에 있는 10대들의 관심과 닮아 있는 방식”에 주목했음을 언급했다.(Prose 86) 그와 대조적으로 리오
라 굽킴(Liora Gubkim)은 “세계인권선언의 핵심 지지자인 루스벨트가 이 일기를 안네의 정신뿐 아니
라 ”자유를 위해 헌신했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위한 기념비라고 평가“했음을 언급했다. 
(”Anne Frank, A Guest at the Seder“의 서문 vii에서 인용 209)

51) 김민서·김순영, ｢다시쓰기 관점에서 본 안네의 일기 영한 번역본 비교｣, 번역학 연구 18(2), 
2017.6, pp.52~58.

52) “파쑈도이췰란드놈” 혹은 “도이췰란드놈”이라고 불렀다.
53) 1943.10.17.
54) 1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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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에 대한 북한인의 묘사에 상당히 부합할 만한 방식으로 자신 주변의 도덕적 부패에 대해
서 언급했다.55) 그럼에도 자유를 향한 그녀의 깊은 갈망(1943.12.24)56)과 끈질긴 낙관주의(“나는 
종종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지만 결코 절망하지는 않아. 나는 우리의 피난 생활을 무서운 모험이
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낭만적이고 재미있다고도 생각하거든. 나는 일기 속에서 모든 궁핍을 
재미있는 것으로 다루고 있어.”57))는 북한이 기근으로부터 새로이 탈출하고 있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회복의 모델을 제공했다. 산드라 파이(Sandra Fahy)는 자신의 저서 고통을 통해 행진
하며(Marching Through Suffering)에서, 북한이 인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지도력에 잠재적
으로 위협을 가할 자신감 상실을 예측하려 시도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국가의 적으로 인한” 것
이라는 지엽적 해석을 장려한다고 지적했다.58) 또한 파이는 북한이 기근을 말하는 방식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강화했고, 위반이 있을 시 엄하게 처벌했음을 밝혔다. 안네가 “우리는 여전히 삶
을 사랑하고, 자연의 목소리를 잊지 못하고, 아직도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으니까.”59)라
고 썼을 때, 번역문에서도 역시 그녀의 명징한 목소리는 그 순간을 초월해 있었다. 하지만 번역
자는 정치로부터 분리되는 메시지들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안네가 “나는 높은 사람들이
나 정치가들, 자본가들에게만 전쟁의 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아니야, 일반 사람들에게도 
역시 죄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오래 전에 벌써 반란을 일으켰을 테니까!”(1952, 
237)라고 썼을 때, 북한어 번역자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나의 생각에는 오로지 우두머리들, 나라를 다스린다는 시정배들과 자본가들이 이 전쟁
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중략) 전체 인류가 완전히 새롭게 갱신되지 않는 한 전쟁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60)

   마지막으로 북한 번역자에게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던 이 일기의 국면들은 프로즈가 그녀의 
산문 문체를 두고 “투명성(the transparency)”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녀가 자신의 주변 세계
를 묘사하고 내면을 볼 때 진실을 말하고 있음”(91)을 납득시켜 주는 바로 그 문체 말이다. 일기 
그 자체는 복잡한 개작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개작은 안네가 했는데, 
그녀는 전쟁 후에 출간을 할 목적으로 자신의 일기를 개작했다. (프로즈는 그것을 “일기 형식으
로 된 회고록”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61) 일기, 고해 성사실, 자아비판은 북한

55) “주민들의 상태는 말이 아니다. 그들은 주당 배급제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련합군의 공격은 지
연되고 있으며 남정들은 계속 도이췰란드로 끌려가고 있다.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시들어 가고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헌 옷에 꿰진 신발을 끌고 다닌다. 신발창 하나에 7.5굴덴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제화공들이 손님을 받지 않는다. 신발 하나를 맡기고 넉 달쯤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며 때로는 그 사
이에 영영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1944.3.29)

56) 아무리 불의요, 배은망덕이요 해도 감정이야 어떻게 속이겠는가. 나는 춤을 추고 싶다. 휘파람을 불
고 싶다. 자전거를 타고 싶다. 세상을 보고 싶다. 청춘을 향유하고 싶다. 자유가 그립다! (1943.12.24)

57) Diary 1952, 237. 나는 기가 꺾이는 때가 많지만 결코 절망하지는 않는다. 나는 우리의 피난생활을 
랑만적이고 흥미는 있으나 위험한 것으로, 매우 특유한 일종의 모험으로 본다.…가장 위험한 순간에
조차 나는 사태를 해학적으로 고찰하며 사람들의 희극적인 행동을 웃음으로 불살라버린다.…왜 절망
에 사로잡혀야 한단 말인가? (1944.5.3)

58) Fahy, 42.
59) 하지만 죽음은 두렵다. 살고 싶다. 자연의 다정한 목소리를 아직은 잊고 싶지 않다. 아직은 좀 더 살

고 싶다. 자연이 베푸는 모든 것을 행유하고 싶다. (1944.5.26)
60) 1944.5.3. (중략) 표기는 번역 감수자 김성수가 원본 291-292쪽 확인해서 추가한 것이다.
61) “원본 초고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단락들을 제외하고 이 일기의 초기 페이지들은 2년 전보다 더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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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일상에서 흔한 삶의 일부였고 그로 인해 이러한 형식이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
다. 안네의 냉혹한 말들이 그러해했듯이 그녀는 자신의 성격을 반성할 때 결코 봐주는 법이 없
었다. 그녀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을 언급한 것을 두고 번역자는 정치적인 용어인 “개조”
를 사용했다.62) 그녀는 자신이 “자만심이 강하고”63) 욕망의 노예이며 이성과 감정 사이의 내적 
투쟁을 겪고 있다64)고 인식했다.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자신을 인식하고 있고 자신의 약점을 바
꾸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록했다.

우리 세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 우리는 배울 기회를 가지고 무언가를 달성할 가
능성이 있으며 행복을 바라는 이유도 갖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 
획득해야만 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게으르거나 모험
을 하지 말고 일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해. 게으름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일
은 만족을 주는 법이야.65)

   “이것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메커니즘 중 하나, 말하자면 프로즈가 “투명하다”고 부른 이 텍
스트의 독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일기 쓰기 장르와 관련되어 있다. 이인칭 말하기(프로즈가 
“당신 당신 당신”(91)이라고 부른 것)가 한 가지 측면이라면 내가 주장하는바 또 한 가지는 일기 
장르에 내재한 것이면서 특히 북한 체제에서 가치가 있는 자기 쓰기 방법이다. 내면의 자아와 
정치적 자아를 상정하는 자기 쓰기의 방법은 이러한 글쓰기 방법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고 노출
이 가능하게 된다. 일기 쓰기, 자기 고백, 그리고 다른 자기 쓰기의 방법들은 모두 이러한 이해
에 부합한다. 혹은 정반대로 이러한 글쓰기들을 통해 이 장르의 글쓰기가 자아에 대한 글쓰기이
며, 코드화된 정치적 언어가 한 사람의 가장 진실한 생각을 입증해줄 수 있다는 기대를 창출한
다는 점이다.

   안네에 대한 반응

   지금까지 텍스트 외적인 형식(서문과 맺음말의 형식)과 텍스트 내적인 형식(주석과 번
역자적 전략의 형식)을 통해 번역자의 의도를 추적해왔다. 나의 분석은 번역자의 의도적 전략
을 가시화하는 것이었다. 번역자는 굶주림에 대항하고 외국의 공격으로 발생되는 적대감에 맞
설 회복의 모델을 북한 독자들에게 소개해주려고 애쓰면서 독자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어
법과 모든 북한인들에게 친숙한 자기 쓰기의 형식을 활용했다. 하지만 ‘의도한 대로’ 받아들여
졌을까? 독자 수용에 관한 연구는 북한에서의 현장 조사가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두 편

깊게 글을 쓰는 15세의 안네가 쓴 글들이다.” (Prose 133)
62) 1944.3.7.
63) “질투심이 많은 인간이다.” 1944.3.23.
64) 욕망의 노예 (1944.4.28)
65) Diary(1952) 270. [인용은 영어 번역임, 북한 원문은 “우리 셋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자라왔다. 우리

는 무엇인가 배울 수도 있었고 무엇인가 달성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희망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 ” 부분은 감수자 김성수 보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쟁취
해야 했다. 그것이 결코 편리한 방법으로 얻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행복을 쟁취한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로동을 해야 하며 선량해야 하며 협잡을 하지 말아야 하며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게으름은 겉으로만 좋아 보인다. 로동은 실제적인 기쁨을 준다. (19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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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제출된 바 있다. 이 자료들은 비록 각자의 방식에 한계가 있었지만 번역자가 자신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경향성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첫 번째 자료는 독자 반응의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이 문건은 2003년 5월에 발표된 9회차
의 말미에 실렸다. 필자는 김석문이었다. 그녀는 문학을 공부하고 안네와 같은 나이와 성별이
라는 점 때문에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일기를 읽게 되었다.66) 김석문은 다음과 같이 썼다.

책을 읽고 난 나의 눈앞에는 안네의 모습이 자꾸만 얼른거린다.
히틀러파시스트들의 박해를 피해가며 정든 고향을 떠나 네데를란드에 숨어 살지 않으면 
안되였던 안네.
그는 비록 우리안에 갇힌 죽지 부러진 날새의 처지였지만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버리지 않았다. 따사로운 해빛과 움트는 자연과 줄기찬 생의 흐름에 대한 불타는 갈망, 
권력과 전쟁의 야만성에 대한 무한한 증오, 승리에 대한 확신, 이 모든 것이 어린 안네
로 하여금 수난자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였다.
그러나 안네는 불행하게도 꿈 많은 생활을 펼쳐보기도 전에 열다섯 살을 일기로 이름없
는 한 수용소에서 죽었다.
제국주의가 강요하는 그 전쟁이 아니였더라면 안네도 나처럼 빛 밝은 책상에 앉아 문학
적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을 것이다.
일기를 읽어나가며 나는 저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안네, 불쌍한 소녀야. 히틀러파시스트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하여 너는 꽃망울이 채 피
기도 전에 세상을 하직하였구나.”
안네를 죽인 히틀러무리들에 대한 증오심이 나의 가슴 속에 불타오른다.
오늘도 행복한 우리 생활을 짓밟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미제승냥이들이 그 히
틀러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린하려 드는 미
제원쑤놈들.
평화의 원쑤들이 아직도 살아서 칼을 갈고 있다.
나는 높은 계급적 자각을 안고 원쑤놈들과 끝까지 싸워 이기는 용사로 준비하기 위해 
학습과 생활을 더 잘해나가겠다.

   반응은 “이름 없는 한 수용소”에서 죽은 안네에 대한 언급을 비롯해 5회 분량의 일
기 마지막 부분을 예견한다. 모든 연재분이 아동문학에 실리기 전에 이 독자 반응을 게재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이 독자 반응이 발표될 무렵 발행된 지 거의 1년이 지난 단행본 형태의 
일기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녀의 죽음이 알려지는 것은 “스포일러”로 인식되지 않았을 것임을 의
미한다. 이 반응은 독자들이 사실 번역자가 의도한 방식으로 일기를 읽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미국 정책의 결과로서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규정되는 최근의 위기를 극복할 회
복의 문서로서 읽혔던 것이다. 이 학생은 “오늘날 행복한 우리 생활을 짓밟으려고 호시탐탐 기
회를 노리고 있는 미제 승냥이들이 그 히틀러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린하려 드는 미제원쑤놈들. 평화의 원쑤들이 아직도 살아서 칼을 갈고 있다. 나

66) 아동문학, 2003.5, p.60. “문학공부를 하는 나를 위해 선생님이 특별히 구해준 책이기도 하거니와 
일기의 주인공이 나와 꼭 같은 열세 살 난 소녀여서 단숨에 읽었다.” 김석문은 평양 동대원제1중학교 
3학년 학생이며 원문을 교열하였다(감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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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계급적 자각을 안고 원쑤놈들과 끝까지 싸워 이기는 용사로 준비하기 위해 학습과 생활
을 더 잘해나가겠다.”67)고 썼다. 확실히 이러한 희귀한 독자 반응(잡지에는 이것 하나만 실렸다)
이 북한 독자들의 반응 범위를 대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선택된 이것 하나 외에 어떤 
다른 반응들이 이 잡지에 제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반응들의 부재 속
에서 이러한 반응은 번역자의 의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해졌는지를 보여준다.
   독자 반응을 통해 나타난 독자의 목소리는 네덜란드 기자 미리엄 바르텔스만(Mirjam 
Bartelsman)이 북한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만나 진행한 희귀하고도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증
폭되었다. 이 인터뷰의 결과는 2004년 6월 26일 TV 프로그램 <노바(Nova)>를 통해 방영되었
다.68) 바르텔스만은 허가를 받아 책을 읽고 질문에 응답한 학생들과 접촉했다. 그녀는 또한 관
료들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학생들과 교사들 간의 상호 작용을 필름에 담았다. 또한 여기서 우리
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
고, 인터뷰어가 안네의 일기를 읽는 북한 아이들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는 명백히 정치적인 의
제를 갖고 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 아이들은 제국주의적 박해의 이야기로 안네의 일기를 
읽는 한편으로 궁핍과 인권 침해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 작용들이 어느 정도 부
자연스럽다는 점(북한에서 특히 외국인이 들고 있는 카메라 앞에 등장하는 이들은 누구든 어느 
정도 자의식을 갖게 된다)을 유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기자가 던진 질문들과 그들이 
답을 하는 장소(교사들과 동료들이 함께 있는 교실)는 다른 맥락에서였더라면 달라졌을 일련의 
응답들을 이끌어냈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은 다큐멘터리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지를 가르쳐주고, 올바른 답을 갖고 동일한 질문을 다시 던져줄 것을 요청하는 순간들을 포착한 
것이다.69)

   그럼에도 인터뷰이들의 반응은 이 일기에 대한 학생들의 독해가 다큐멘터리에 어느 정도 나
타났듯 번역자의 의도에 부합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한다. 예컨대 다큐멘터리를 통틀어 아동
들은 이 일기의 특정 부분을 읽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도록 요청 받는다. 부시의 “악의 축” 연
설 영상이 방영된 후 두 소녀는 1944년 3월 3일자 일기를 다음과 같이 읽었다.

“이 집에서는 이따금 매우 절망적인 질문들도 오가고 있다. 너는 그 뜻을 리해할런지. 
즉 전쟁은 왜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인간은 왜 평화롭게 살 수 없는가? 왜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다. 물론 리해할 만한 질문들이다. 그
러나 올바른 대답은 아직 그 누구도 찾아내지 못하였다.”70)

   언제쯤 그러한 평화가 달성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71)을 받은 소년들은 부시를 히틀러에 비유

67) 아동문학, 2003.5, p.60.
68) 내게 이 프로그램을 알려준 ‘안네 프랑크 하우스’의 로널드 레오폴드 전무이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

린다. 네덜란드어 자막이 있는 유튜브 동영상 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s://www.youtube.com/watch?v=3tbSpK9YmEc [제목: NOVA Anne Frank in Noord 

Korea]
69) 특히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는 위의 동영상 19:16~20:00과 30:15~30:40을 볼 것
70) Diary of Anne Frank, 237.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우리는 자주 절망적으로 스스로에게 묻곤 한

다. 오, 정말이지 전쟁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왜 사람들은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 없는 걸까? 왜 파
괴를 하는 걸까? 매우 당연한 질문이지만 아무도 지금까지 충분한 답을 발견하지 못했어.”

71) “안네가 바라던 그런 평화가 달성되었다고, 이룩되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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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향한 그의 행동들이 그의 의도를 입증해준다고 보았
다.73) 그리고 미국인들이 여전히 한국에 대해 식민적 야망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74) 마찬가지로 
두 소녀는 히틀러가 안네를 평화로운 삶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처럼 미국인들과 그
들의 연합국들이 평화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미국의 자본주의적 부역자들은 없어져
야만 한다고 응답했다.75) 카메라가 돌아와 일기를 읽고 있는 두 소녀를 비춘다.

이런 의문은 끝이 없다. 왜 영국에서는 계속 대형 비행기들과 중폭탄들을 생산하고 있
는가? 그러면서도 같은 시각에 집을 왜 자꾸 짓는가? 왜 매일같이 수백만 금의 돈을 
전쟁터에 내던지면서 앓는 사람들의 치료나 예술의 부흥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구
제를 위해서 동전 한 닢도 돌리지 않는가?76)

   한 소년이 한 말에 따르면, 이 일기가 상기시키는 조건들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을 떠오르게 만든다. 북한에서는 조국해방전쟁으로 
알려진 한국전쟁에서 북한은 끊임없이 폭격을 당했다.77) 또 다른 아이 역시 북한의 어린이들이 
전쟁에서 미국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던 그 정신을 회상하며, 
“우리는 8백만 학생병사들이고 우리는 총과 폭탄으로 무장했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의 
지도 아래 우리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78)고 맹세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미국의 폭탄, 즉 
한반도의 북쪽을 거의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만큼의 폭탄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북한인들과 안
네 프랑크의 일기를 연관시킴으로써 학생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나치 희생자들의 상황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안네의 일기의 단행본에 실린 서문은 교육성의 부상(副相) “H. 최(H. Choe)”에 의해서도 역
시 강화되었다. 최는 이 다큐멘터리를 위해 인터뷰를 했다. 최는 이 일기가 3,000부 발간되었으
며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젊은 독자들과 어른 독자들 사이에서 이 책이 인기를 끈 이유가 
“좋은 내용”과 반전 입장,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열렬한 갈망 때문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
명했다.79) 또한 그녀가 “제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겪은 고통들은 반복되지 말아야 하며80) 

72) “아직도 전쟁, 히틀러와 같은 전쟁 광신자 부시가 있는 한, 그러한 참상은 오직 언제까지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봅니다.”

73) “부시 행정부는 최근에만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테러방지를…전쟁을 일으켰는데…”
74) “전쟁을 하고 거기서 쾌락을 느끼는 것은, 어, 침략,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입니다.”
75) 안네가 살아있을 때에는 히틀러 파시스트 놈이 그렇게, 무고한 인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지만, 

그래서, 그러하여 안네가 바라는 평화는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지구상에 
미제가 남아 있는 한, 절대로 평화는 이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마 평화가 이룩되려면 이 지구상에 
제국주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들이…(한국어는 중단되었지만 네덜란드어 자막이 이 문장을 
완성했다.)

76) Ibid., 237.
77) 그의 반응은 앞의 동영상 25:31-26.14를 볼 것. “이 안네 프랑크의 일기에서 네덜란드의 그 2차 세

계대전 시기 네덜란드가 전쟁의 참화를 일군 그 모습도 이 일기에 많이 담았는데, 여기에 담겨진 그 
참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 다시 말해서 1950년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그리고 병원들, 전쟁에
서 치지 않게 된 학교들, 주민 대상에게까지도 무차별적인 폭격을 감행하는 것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네덜란드, 참상으로 몰아넣은 그 히틀러보다 더 가혹한 참상이 우리 조선에서 미제가 감행하
였습니다.”

78) 동영상 29:40~30.03. “이 대목에서도 안네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사람들이 모두 자기나 조국을 위
해서 필요하다면 자기 목숨까지 바칠 결의를 하고 있다는,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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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이 북한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읽을 만한 좋은 책이라는 점이 언급되었다. 왜 
이 일기를 읽게 되었는지를 직접 물어보니 한 아이는 이렇게 답했다. “친애하는 지도자께서 우
리에게 세계 명작을 주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안네의 일기를 읽는 이유라고 말씀하셨다”고 대답
했다.81) 또 다른 아이는 친애하는 지도자가 “진보적인” 그리고 “혁명적인” 독서를 하도록 지시
했다고 말했고82), 세 번째 아이는 그러한 명작들을 읽는 것이 “강성대국의 미래로서의 우리들이 
맡은 임무”라고 말했다.83)

   
   그럼에도 안네 프랑크의 일기의 북한어 번역본은 놀라게 하는 구석이 있다. 번역자가 서문
과 맺음말 등을 통해 번역을 구성하려 시도했고, 너무 유대인적이거나 너무 성적인 내용을 검열
했으며, 북한 독자의 반향을 일으킬 만한 언어와 비유를 활용했고, 자아비판과 자기탐구의 언어
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번역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소들은 안네의 일기의 
중심을 차지하지만 번역자가 삭제하지 못한 채로 남아 있게 되었다. 하나의 당혹스러운 국면은 
시각적인 측면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책의 번역자나 편집자는 은신처의 지도를 싣지 않기
로 결정했다. 지도는 대부분의 안네의 일기 번역본에서 발견되는 요소이다. 이는 그만큼 매우 중
요해서 쉔들러는 “안네의 일기처럼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텍스트로 매우 밀접하게 동일시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84) 게다가 잡지판에 포한된 일곱 개의 그림들(단행본에는 하나도 실
리지 않았다)은 내용과도 무관하고 텍스트의 이해를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다. 2회차에 실린 그림 
하나는 테이블에 앉은 안네가 팔로 머리를 받친 채 책을 펼쳐놓고 산들바람이 부는 날 열려 있
는 넓은 창문을 통해 밖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순간의 공기는 그녀의 머리 위를 
맴도는 커튼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 표현되었다. 그들의 겨울 복장(코트와 우산)은 그녀
의 여름 드레스와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만약 이것이 전쟁 전 프랑크푸르트에 있던 안네의 이
미지라면 굳이 1942년 11월에 시작되는 3회차에 실리지 않을 것이다.85) 

79) “우리나라에서 이 책을 한 3,000부 가량 찍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속에 이 책에 대한 인
기가 대단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좋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
을 누리려는 지향은 전체 인류의 지향이면서, 특히 우리 인민이 간절하게 바라는…”

80) “안네 프랑크가 겪는 그런 고통, 그가 그처럼 미워했던 침략전쟁에 몸서리치는 광란이 다시는 반복
되지 말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비참한 운명이 계속되고, 또 우리 조국에서도 전쟁의 구름
이 날마다 밀려오고, 이런 환경 속에서 반전 평화에 대한 이런 그 교양에도 좋은 책이기 때문에 심지
어 어른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81) “저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세계 명작들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학교들과 
학교들에 세계 명작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읽게 되었습니다.”

82) “경애하는 아버지 장군님께서 우리 학생소년들에게 세계의 진보적인 그런 문학들을 읽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세계의 혁명적인 소설, 아, 그 책에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도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83) 머지않아 일어서게 될 강성대국의 주인공으로 자라나는 우리들은 아버지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
고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동영상 13:58~14:40 부분을 볼 것.

84) Shandler 53.
85) [감수자 주｣ 실제로는 이 삽화가 2회가 아닌 제 3회분에 실렸다. 아동문학, 2002.9,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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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네의 가족은 넉 달 동안 은둔해 있는 상태였다. 다른 이미지들도 똑같이 조화로움이 없
다. 무릎에 일기장을 올려둔 안네가 손에 펜을 쥐고 있는 이미지는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펜이 
난로 속에서 타서 재로 변했지를 묘사하는 대목 후에 나온다. 9회차의 또 다른 이미지는 그녀가 
홀로 라디오와 함께 있는 모습인데, 전혀 일어나지 않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라디오는 분명
히 중앙에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라디오와 함께 방에 홀로 있는 장면을 묘사하지 않았다.) 그리
고 다른 이미지들은 하나같이 내용과 어울리지 않았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불분
명하다. 하지만 텍스트와 이미지들의 불협화음은 독자들을 잠시 멈추게 할지도 모르는 오독을 
나타낸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매우 솔직하게 나타난 종교적 언어이다. 안네는 자아성찰로 안내하는 
믿음과 정신적 실천에 대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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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이 있는 인간에게는 기쁨이 있다. 초인간적인 것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행운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은 이후의 형벌에 대하여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련옥이요, 지옥이요, 천당이요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말들이다. 그러나 이
런 신앙이든 저런 신앙이든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중 하나는 그들
을 미덕의 오솔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은 신에 대한 공포가 아니다. 이것은 자리와 
명예와 자기 량심의 고수이다.
   사람들이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눈앞에 그려보
며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나빴던가를 곰곰히 생각해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얼마
나 선한 일인가! 그렇게 되면 인간은 자연히 자신을 갱신하려는 마음을 먹게 된다. 그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보면 무엇인가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 누구든 이 방법을 써보
아야 한다. 여기에는 돈이 들 것도 없고 힘이 들 것도 없으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이다. (270-1)86)

   나타난 언어는 특별히 눈에 띈다. 북한 담론(마르크스주의적 전통에서 종교는 반사회적 
실천으로 나타난다)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종교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단지 그뿐만 아니
라 안네는 일종의 휴머니즘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어 번역본에서 검열되지 않았다. 개인
을 중심에 두고 전적으로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휴머니즘 말이다. 그녀가 쓴 
것을 번역자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성격의 최종적인 형성은 각자의 자체 수완에 달려 있다
.”87) 그리고 그녀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덧붙였다.

“나는 항상 인간에게 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죽음과 절망과 혼돈의 터전 우에 그 
모든 희망의 탑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세계는 지금 한 치 한 치 황야
로 변해가고 있지 않느냐. 저 하늘을 뒤흔드는 뢰성이 날에 날마다 더 커가고 있지 않
느냐. 그것이 어느 하루는 우리의 생명의 등불도 다 꺼버릴 것이다. 나는 수백 만 사람
들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 내가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 그 모든 뢰성이 다시 선
으로 바뀌고 이 가혹한 현실이 종말을 고하며 평온과 안정이 세계질서를 다스릴 그런 
날이 곡 오리라는 생각이 가슴에 스며든다.”88)

   가장 중요하게도 이 텍스트는 안네가 페터와 함께 누렸던 낭만적인 감정과 육체적 관계를 완
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페터를 만지는 안네의 욕망을 상세히 묘사했고(1944.3.4), 그녀의 낭만
적 고백(1944.3.6), 연인을 향한 갈망(1944.3.7)89), 키스에 대한 갈망(1944.4.1), 그리고 마지막으
로 키스에 관해 상세히 논의했다.(1944.4.28) 번역자는 이 상세한 것들을 그대로 두면서 “서문 
1”에서 독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무심하게 썼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10대의 어
린 소녀가 쓰다보니 그의 일기는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안팎
이 다른 련합군인 미국, 영국에 기대를 거는 것이라든가 용약 투쟁에 나서지 못하는 것, 신앙심
에 물 젖어 있고 나이에 비해 이르게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것 등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아야 

86) 1944.7.6.
87) Anne(1952) 275; 1944.7.15
88) Anne(1952) 278.
89) “나는 여동무도 아니고 남동무도 아닌 한 총각에 대한 절절한 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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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90) 번역자는 두 문장으로 경고했으나 페터와의 로맨스가 안네의 시간을 상당히 사
로잡게 되었던 시절을 지나 한두 해 후에는 분명 잊혀질 것이다. 로맨스에 대한 걱정은 또한 네
덜란드 기자가 있었던 학교에서도 언급되었다. 그 기자는 고의적으로 한 학생에게 안네가 페터
에 대한 감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읽도록 요청하고 그들의 사랑이 전쟁을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했다.91) 교실에서 교사는 이 문제를 언급했다.
   

선생님: 이 일기는 우리 또래의 나이에 자기가 주변에서 보고 적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사랑에 대한 얘기가 참 많지요? 우리는 학교에서 남녀 간의 사
랑에 대한 애정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는 이런 게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
랑은 있는가요?
학생: 있습니다. 동무 간의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수령님에 대한 사랑.
선생님: 그 중에서 제일 귀중한 사랑이 무엇인가요?
학생: 동무에 대한 사랑.
선생님: 동무에 대한 사랑. 동무에 대한 사랑. 그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슨 노래
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학생: 동지의 노래.
선생님: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로맨스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는 이것이 부르주아적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이기적이면서 
집단적인 것을 산만하게 만들고 지도자를 위한 궁극적인 사랑에 방해가 되는 욕망에 종속되어 
있다. 번역자는 또한 가능한 한 개입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따금 안네의 갈망을 이해해 보고자 
“나는 거의 그와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다.”92)를 “그는 거의나 완성한 인간이었다. 내가 그를 사
랑할 수 있다면!”93)으로 바꿔 번역했다. 번역자는 페터를 향한 안네의 낭만적인 갈망(“하지만 우
리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기어이 서로에게 닿을 수 있을까?”)94)을 ““우리의 리해를 합칠 수 있
을까?”95)로 바꿨다. 번역자는 가능한 곳에서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면서 교사들이 교실에서 언급
했던 서문에 자신의 경고를 담기도 했다. 학생들이 이 독해를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말하라고 요
구 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했는지는 네덜란드 다큐멘터리에 나타난 것처럼 평가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90) 아동문학, 2002.7, p.32.
91) 17:11~17:33
92) 1952, 178.
93) (1944.3.3)
94) 1952, 173.
95) (194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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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Anne Frank in North Korea

Dafna Zur(Stanford Univ.)

Afte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45, foreign children’s literature 
became central to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burgeoning literary field. 
Translations of Soviet, Chinese, and other Communist Bloc fiction was featured 
regularly in the periodical Children’s Literature (K. Adong Munhak) in the first 
few decades after the Korean War. By the 1990s, however, translations all but 
disappeared from the pages of the children’s magazine with few exceptions, 
including the publication of The Diary of Anne Frank. The North Korean 
translation of the diary was published in fourteen installments by Children’s 
Literature between July 2002 - February 2004, and it also appeared in book 
form by the North Korean educational publisher, Kyoyuk tosŏ ch’ulp’ansa, in 
2002. Coming in the heels of North Korea’s disastrous famine, the decision to 
translate Anne Frank’s diary was likely driven by the need for the state, which 
was in the throes of extreme isolation and humanitarian crisis, to provide its 
young readers with models of resilience and perseverance, while ascribing food 
shortages and political isolation to abstract fascist forces (and attributing the less 
appealing aspects of the diary to the “inevitable shortcomings of a teenage 
capitalist”). But while the translator’s choices betray his ideological proclivities, 
the translation as a whole demonstrates the way in which the North Korean 
literary and educational establishment was more part of the global circulation of 
texts than is imagined. At the same time, the diary form—as a genre close to 
self-criticisms and other self-writing practices in North Korea—is evoked by the 
translator as a genre that models the individual’s most truthful, political, self. 
This draws attention to the extent to which various forms of self-writing—which 
include diaries and memoirs—signal their truth-stakes, and brings into focus the 
broader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frames that make these truth-stake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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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12

김정은 시대, ‘주체의 인간’에서 ‘자기혁신의 인간’으로의 전환

오 창 은 (중앙대)

1. 자력갱생, 봉쇄와 제재를 예비하며

1948년 9월 9일 정권 수립 이후 가장 빛나는 역사적 성취를 이룬 때는 전후 복구 시
기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는 “전후의 잿더미우에서 단 14년 동안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실
현하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떨친 천리마 세대의 전통”을 강조했다.1) 그 빛나는 전통에 기반해 
2016년부터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을 제안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도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
된 창조와 비약의 전성기’였다.2) 

최대의 위기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였다. 1990년대는 “우리 인민이 민족의 어버이를 
뜻밖에 잃고 적대세력들의 반사회주의적 공세가 집중되는 최악의 환경”3)을 극복해야 했다. 1990
년대 고난의 행군에 대해 “준엄한 시련”4)이었다고 했고, 인민의 헌신적 싸움으로 인해 “기적적 
성과”5)라고 했다. 

‘자력갱생’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배급체제의 붕괴로 북한 주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엄청난 인명피해 이후 그 의미가 각별해진 용어이다. 자력갱생이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
도 제힘으로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걸린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는 인민 스스로의 자기혁신, 자기관리를 의미한
다고도 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도출 무산 이후의 상황변화로 인해, ‘자력갱생’의 의
미가 더 각별해졌다는 사실이다. 2019년의 북미정상 이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2019년 4월 1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했다. 이 때의 제1의제가 “1. 사회
주의건설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들고 나갈데 대하여”였다. 기본 배경은 ‘조미수뇌회
담’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이었다.6)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경제강국건설이 주되는 정치적 과업으
로 나선 오늘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돌격전, 총결사전을 

1)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청년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호소
문」, <로동신문> 2016년 5월 10일자, 로동신문 편집위원회, 8면.

2) 리봉찬,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지닌 사회주의국가」,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제65권,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9, 12쪽.

3) 양성철,  「혁명적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철학> 제65권,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9, 43쪽.

4) 손승모, 「자력갱생은 번영의 보검」,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제65권,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9, 
8쪽.

5) 리봉찬, 앞의 글, 12쪽.
6)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19년 4

월 11일자, 로동신문 편집위원회,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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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림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열어놓자는 것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의 기본정신”7)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도를 통해 2019년 4월의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
서 북한의 고조된 위기감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앞으로 지속될 ‘경제적 제재’에 대비해, ‘전
당, 전국, 전민’의 총동원령을 선언했다. 

2019년의 시점에서 북한이 예비하고 있는 위기감의 강도는 높다. 그 위기감은 양성철이 “우
리가 눈앞의 경제적 난관과 적대세력의 책동에 겁을 먹고 동요하거나 《유화》정책에 속아넘어가 
원칙을 조금이라도 양보하게 되면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를 지켜낼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 인민은 또다시 식민지 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면할수 없다”8)는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의 언어는 약속의 언어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통해 국민을 동원하고, 현재의 위기를 유
예한다. 조선로동당의 제7차 당대회 호소문도 정치의 언어, 약속의 언어로 채워져 있다. “지구관
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공적 발사”를 자긍심으로 제시하며,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
국건설의 힘을 집중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하루빨리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
쟁”을 촉구했다.9) 정치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약속을 천명한다. 외부로부터의 위기에 대
응하기 위한 내부의 결속, 혹은 내부의 결속을 위한 외부의 위기 조성이 정치 언어의 이데올로
기 작동방식이다. 정치의 언어와 대비되는 문학의 언어는 내부에서 발화하는 희망의 언어이다. 
미래의 약속보다는 현실의 고통에서 출발하고, 동원의 이데올로기보다는 희망의 이미지 표현에 
힘을 모은다. 그렇기에 문학의 언어, 예술의 표현에서는 다층적 해석의 지평을 열 수 있다. 

이 글은 북한의 문학 언어가 북한의 정치 언어와 긴장하는 양상을 탐색한다. 이 글에서 다루
고 있는 소설 작품들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 간행하는 <조선문학>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문학>은 북한문학이 지향하는 공식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북한의 검열체계를 통과한 작
품들을 수록한다.10) 북한소설은 지시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식문학이다. 이데올로기는 
“사실적으로 또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관념과 신념들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관찰의 결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11) 그렇기에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가 언어와 표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의 삶을 조직하는 제도와 사회적 관습 등의 물질적 형태에서도 검토”12)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
다. 북한의 공식체계 속에서 발표되는 북한문학 작품은 ‘언어와 표현’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의 

7) 위의 글, 3면.
8) 양성철, 앞의 글, 44쪽.
9)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앞의 글, 8면. 
10) 김성수는 「북한 초기 문학예술의 미디어 전장 - 『문화전선』에서 『조선문학』으로」에서 북한문학사를 

대표하는 문예지 『조선문학』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53년 10월 ‘조선문학’으로 창간
될 당시에는 앞선 ‘문학예술’과의 연속성·계승성 등 관계 설정이나 제호 변경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창간호’로 표기되었다. 이는 문예 미디어의 역사상 일종의 단절이라 볼 수 있겠다. 전후 처리가 
박헌영으로 대표되는 남로당 계열의 숙청과 림화 계열 조선문학가동맹 출신의 월북 작가가 헤게모니
를 쥐었던 전쟁기 후반(1951.3∼1952.12) 문예총 주류의 숙청으로 일단락되자, 미디어 역사가 단절에
서 계승으로 다시 쓰여졌다. 즉, ‘조선문학’ 1955년 1월호부터 책임 주필이었던 엄호석 체제 하에, 
1956년 1월호부터 잡지 통권을 ‘루계 101호’로 표지, 판권지에 명기한 것이다. 창간부터 통권 27호까
지 나온 다음번 28번째 잡지를 101호라 명기한 것을 보면 ‘문화전선(계간), 조선문학(계간), 문학예술
(월간)’과의 역사적 계승성을 복원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루계’ 재검토를 통해 1946년 7월 창간
된 ‘문화전선’(계간 총 5회, 주간 총 108회 이상)부터 2회 나왔던 ‘조선문학,’ 53회 이상 나왔던 ‘문학
예술’ 등과의 연속성을 확실히 한 것이다.”(김성수, 「북한 초기 문학예술의 미디어 전장 - 『문화전선』
에서 『조선문학』」, <상허학보> 45, 상허학회, 2015,268쪽.)

11) 스티븐 코핸·린다 샤이어스, 임병권·이호 옮김, 『이야기하기의 이론』, 한나래, 1997, 188쪽.
12) 그래엄 터너, 김연종 옮김, 『문화연구입문』, 한나래, 1995,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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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까지도 포착할 수 있는 다층적 해석의 가능성을 지닌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문학
의 언어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는 은유의 체계를 형성한다. 북한의 동시대 소설
은 북한 사회의 내밀성의 맥락에서, 북한 독자를 상상하며 씌여진 텍스트이다. 이 텍스트를 다층
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북한 민중의 욕망, 희망, 공식이데올로기와 길항하는 내밀성의 서사를 도
출해낼 수 있다. 

북한 소설에 다층적 텍스트 해석의 가능성, 문화적 발화를 통한 내밀성의 분석을 통해 북한 
민중의 주체구성 양상이 바뀌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두 욕망의 충돌 – 생활의 윤리과 공민적 의무

헤이즐 스미스는 『장마당과 선군정치』에서 1995년경부터 1998년까지의 북한에서 발생한 전국
적인 기근에 대해 기술했다. 북한 당국이 공공배급 체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나라 곳
곳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평양 주민들까지도 굶주리고 영양실조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1997년의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약 500만명의 협동농장 노동자들이 절박한 위기상황에 빠졌
고, 청진, 김책, 함흥의 도시 노동자들도 식량 공급이 중단되자 급격히 곤궁해졌다. 특히, 함경남
도 주민들이 기근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사망률이 높았다고 한다.13) 

북한 사회는 공식적으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인민의 힘으로 극복했다고 이야
기한다. 당시의 대기근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을 뿐, 북한의 공식
적 진술은 회피되었다. 북한 문학작품에서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라는 표현은 등장해도 대기
근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그리는 경우는 드물다. 

김옥순의 「동창생」14)은 북한 소설이 금기시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 민중들의 생활상을 그려
내고 있기에 충분히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소설의 도입부분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 끝난 직
후 남편을 따라 생소한 곳에 와서 《모살이》”를 시작했다로 서사적 긴장을 이끌어낸다. 이 작품
은 ‘××기계기술대학 기계공학과’에서 함께 공부했던 한송이와 조명숙이 갈등과 화해를 과정 형
상화에 맞춰져 있다. 모두가 남학생인 21명의 학급에서 한송이와 조명숙만이 여학생이었다. 고난
의 행군이 둘의 운명을 갈라 놓았다. 조명숙은 “남의 자그마한 불행도 그냥 스치지 못해 한가슴
에 걷어안고 고생하는 인정무른 사람”으로 “해마다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해가지고 군인들에게 
보내”준다. 반면, 한송이는 가정에 충실하여 가정집물들을 “아침저녁으로 쓸고닦고 하여 금방 참
기름이라도 바른 듯 자르르 윤기가 흐르게”하는 정도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간다. 

조명숙이 대학 시절에 학구적인 태도와 욕망으로 “학업성적이 항상 앞자리”였다면, 한송이는 
“온실 안의 꽃”과 같은 태도로 조용하게 생활했었다. 둘은 대학시절 항상 붙어다니며, 추억을 공
유하는 동창생이었다. 서로 소식을 모르고 지내다가, 한송이가 조명숙이 있는 마을로 이주해 오
면서 다시 상봉하게 되었다. 한송이는 새로 이사온 마을 편의사업소에서 미용사로 일하고, 조명
숙은 영웅적 태도로 기계화반과 농산반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며 농장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둘의 상봉은 처음에는 반가움으로, 나중에는 긴장으로 팽팽해진다. 

이 소설의 표면적 서사는 “설계도면 앞을 떠나 자기 생활의 울타리안에 파묻혀”있던 한송이의 

13) 헤이즐 스미스, 김재오 옮김, 『장마당과 선군정치』, 창비, 2017, 228∼229쪽.
14) 김옥순, 「동창생」, 『조선문학』 2018년 제12호, 문학예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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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명숙이 한송이를 두고 “그러니 준기사가 미용사가 되었단 말이지”
라며 안타까워하며, 다시 기계 설계일을 맡아주기 바란다. 한송이의 체념의 깊이는 의외로 깊다. 
한송이의 내면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제제와 함께 횡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겪은 가슴
아픈 고난”으로 인한 상처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조명숙은 “농산반일은 하지만 
준기사인 자기가 기술혁신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면서 3반 소속임에도 2분조의 제초기를 몽땅 
수리하는 일을 자처할 정도로 분주하게 생활한다. 오히려, 조명숙은 “배고파하는” 자신의 아들 
일국이를 두고서도 “농사군인 내가 일을 잘못하여 내 아들의 작은 배 하나 못채워준다”고 생각
하여 일에 더 헌신하는 태도를 취했다. 한송이가 가정을 먼저 챙기는 사적 태도를 취한다면, 조
명숙은 농장일을 통해 가정의 곤란을 극복하려는 공적 태도를 갖는다. 조명숙은 공민적 의무를 
표상한다. 공민적 의무는 “단순히 법적 의무만이 아니라 공민의 영예이며 량심이고 의리”라고 
한다. 국가와 공민의 신뢰와 의리에 기반해 “공화국이 있음으로 하여 지난날 억눌리고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조선인민이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엄높은 인민으로 되었으며 공화국공민
으로서의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값높은 삶을 누리게”된 것에 따른 책임과 의무라고 규정된다.15) 
조명숙은 공민적 의무에 충실하여, 어떻게든 한송이를 다시 기계관련 일로 끌어들여 공적 세계
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한다. 조명숙과 한송이의 갈등은 두달여 동안이나 서로 결별
적 태도를 취하며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이 소설은 조명숙의 헌신에 감화된 조명
숙이 기계 설계 일을 돕게 되고, 둘이 함께 설계한 ‘이동식소형벼탈곡기와 두둑짓는 기계’가 도
의 농기계 전시회에 출품될 정도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 소설은 21명의 학급에서 고작 두명 뿐이었던 기계공학 전공 여성들의 공적 화해를 이루
는 결말로 나아간다. 소설의 주제의식은 조명숙이 소속된 3반의 반장이 한송이를 설득할 때, “나
라가 품을 들여 키워낸 기술인재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
이라는 난관에 빠졌다고 말하는데 잘 표현되어 있다. 한송이는 그 말에 “둔한 쇠붙이로 뒤통수
를 힘껏 후려친 듯 정신이 아찔”해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 충격이 한송이를 각성시켜 설계에 필
요한 참고서와 자료들을 조명숙에게 제공하고, 결국에는 마을회관 정문앞의 리 속보판에 “《기술
혁신을 도와》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이름이 큼직한 붓글씨로 날아갈 듯 활달하게 씌어”지는 영광
은 안게 된 것이다. 「동창생」의 주제의식은 한송이가 조명숙의 존재를 “추위를 이겨내여 피어난 
이 계절의 마지막 꽃”에 비유하며, 스스로 “기술자이면서도 기술자이기를 포기했던 지난날”을 반
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창생」을 심층적으로 독해해 보면 어떤 이면적 서사로 읽어낼 수 있을까? 이재선
은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에서 소설 속 개인의 서사는 외부적 조건과 연관해 깊이 있는 독해
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소설 속 갈등이 개별적인 것처럼 그려져 있다고 해도, 문화적이
며 현실의 조건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16) 그런 의미에서 한
송이와 조명숙의 갈등이 외부적 조건, 문화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조건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소설이 증언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민중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충격적인 것이었
다. 조명숙과 한송이가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다.

15) 용어해설, 「공민적 의무」, <조선녀성> 2019년 제4호, 근로단체출판사, 21쪽.
16)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문학과지성사, 2007,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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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때는 향학열이라는 공통분모가 우리를 하나로 융합시켜주었지만 지금은…
《송이야, 우리 오늘은 말 좀 하자.》
표정이 심각해진 명숙이가 의자에서 일어섰다.
《난 우리 매 사람들이 일을 쓰게 못해서 나라쌀독이 비였구 그래서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된거라구 생각한다. 그래 넌 지금은 미용사니 상관없다는 거야? 자기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거지?》

《너무 그러지 말아. 여자에겐 가정이 첫째야. 너도 지금 일국이를 배불리 먹이지 못한다
고 가슴 아프다구 했지? 그래 그게 가정부인인 네탓이 아니란 말이냐? 난 오히려 네가 불쌍
하다.》

어떻게 이런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왔는지 그로서도 뜻밖이였다.17)

‘ 쌀독’이 빈 상황에서 어린이가 굶는 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이 소설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누설의 서사’이다. 송이와 명숙의 말다툼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가정이 중요한
가’와 ‘농장이 중요한가’가 팽팽하게 긴장한다. 다툼의 과정에서는 ‘자기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거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체화된 ‘자력갱생의 태도’가 공민적 
윤리와 어떻게 융화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이는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북한 민중의 
윤리적 갈등이다. 

소설 속에서는 조명숙과 한송이의 구체적 경제활동에 대한 서사는 생략되어 있다. 하지만 위
의 인용문을 통해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민중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 그리고 그 이후의 여파를 
추론할 수 있다. 송이가 가정의 위해 사적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해 배고픔을 벗어나는 가정생활
을 할 수 있었던 반면, 명숙은 공적 영역의 헌신으로 인해 아들 일국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곤궁에 빠져 있었다. 소설의 서사는 조명숙을 고귀한 삶으로, 한송이를 반성하여 변화는 
인물로 그린다. 하지만, 조명숙한 한송이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상황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최진이의 「경제난 이후 북한 내부변화」18)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배급제의 붕괴는 
“일반주민에 대한 식량공급의 국가능력 상실 상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쌀실이”19)가 채택, 
실시되었고, 장마당에 곡식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였던 1996∼1997년에 
북한 여성들의 생존을 위해 물건을 파는 장사 뿐만 아니라, 쌀을 이고 지고 싣는 경쟁을 본격화
했다.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주도하는 생존을 위한 시장형성이 이
뤄진 것이다. 한송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배고파 우는 어린것들에게마저 보리밥 한그릇 제대
로 퍼줄수 없었던 그 시절”에 급격히 변화했다. 한송이가 일하는 미용실은 “안테나가 높은 방송

17) 김옥순, 「동창생」, 앞의 책, 64쪽.
18) 최진이, 「제4장 경제난 이후 북한 내부변화」, 『탈북자와 함께 본 북한사회』, 도서출판 오름, 2012. 
19) “쌀실이”는 1996∼1997년 사이에 북한 대외경제사업부가 주관했던 북한의 식량구매 및 판매체계를 

지칭한다. 최진이는 “쌀실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관·기업소별 “쌀실이” 공정은 첫째, 
기관·기업소 해당 일군은 단위 종업원 식량공급 한정량에 해당한 수입식량의 구매대급(외화)과 지역 
“량정국”의 식량공급지도서를 가지고 대외경제 결제창구에 가서 “쌀실이” 전표를 뗀다. 둘째, 트럭 
등 수송수단과 하역 노동력 등을 자체 준비하여 ““쌀실이” 전표가 지령하는 무역항이나 국경 지점으
로 출장 및 이동작업을 떠난다. 셋째, 해당 항(국경지점)에 도착하여 전표를 확인, 가져간 수송수단에 
지령분의 “쌀실이”를 하고 기관 소재지로 돌아와 종업원들에게 식량공급을 한다.(단가는 배급가격보
다 훨씬 비싸나 시장가격보다는 차액이 있다.) 끝으로, 자금(부자한테 융자하거나 기업재산의 처분으
로 준비)) 회수 및 출장경비 충당을 위하여 식량의 일부를 시장에 내다 판다.”(위의 책, 151∼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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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곳”이여서 사적 경제활동이 이뤄지기에 맞춤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송이는 
“어떤 정황에서도 제때에 자신을 수습”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동창생」의 표면적 서사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한송이의 태도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새로운 
개성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한송이를 통해 ‘고난의 행군’ 시절의 빈곤상이 ‘누설
의 서사’로 폭로되고 있다. 또한, 한송이는 조명숙과 대비되어 현실에 적응력을 갖추고, 가족의 
건사하는 자기혁신의 인물이 성격화되어 있다. 소설의 공식적 서사는 한송이가 조명숙에 감화하
고, 반성적 태도로 기계설계 영역의 일을 맡는 것으로 결론지어져 있다. 하지만, 한송이가 상대
적으로 부정적 인물의 형상을 하고 있더라도, 악인으로 그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명숙은 영웅적 형상이지만, 한송이는 북한 여성의 일상적 모습의 전형으로 그려져 있다. 
이 소설의 한송이의 시점을 취하고 있으며, 한송이의 내면 세계를 중심에 놓고 조명숙의 형상화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 여성의 형상은 조명숙의 
‘영웅적 성격화’에서 한송이의 ‘자기혁신적 성격화’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자기혁신’은 ‘자력갱생’으로 의미화할 수 있다. 김희성은 “인민대중이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
로 수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남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것으로 발현된다”고 했다.20)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국가 배급체계의 붕괴로 인해 북한 여성이 생존의 전선에 뛰어들어 가족의 생명을 지켜야 했던 
경험은 ‘자생적 시장인 장마당’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북한 민중의 내면
에는 수령, 당, 인민의 일체의 관계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자력갱생’의 상처가 깊
이 새겨졌다. 북한 정치권력은 대외적인 ‘자력갱생’을 선언하고 있지만, 북한 민중은 국가 기구
로부터의 ‘자력갱생’을 내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창생」과 같은 ‘누설의 서사’, ‘현실에 밀착한 소설’이 어떻게 창작되고 발표될 수 
있었을까? 김옥순이라는 작가의 민중적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옥순은 남포시 항구구역 
은덕 1동에 거주하며 창작하는 작가이다. 그가 북한 문단에 처음 등장한 때는 2016년 ‘조선로동
당 창건 70돐 경축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 모집’에 단편소설 「장혁동지」로 2등을 수상하면서였
다.21)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듬해인 2017년에는 ‘전국 군중문학작품 현상모집 1등 당선작품’
인 「세상에 부럼없어라」22)를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2018년 12월호 <조선문학>에 
「동창생」을 발표했다. 김옥순은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 모집’을 통해 작가의 길을 열었기에, 북
한 공식 문학 언어 훈련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또한 남포시에 거주하고 있기에 평양 거주 
작가들보다는 ‘고난의 행군’을 현장에서 겪었고, 북한 민중의 생활상에도 밀착해 있다. 이러한 
작가적 상황이  「동창생」과 같은 예외적 작품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세계적 수준을 넘어’ - 세계 제일을 향한 자기혁신

2016년 2월 8일자 <로동신문>은 거의 모든 지면이 지구관측 위성 ‘광명서-4호’ 발사를 축하

20) 김희성,  「자력갱생, 간고분투는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나가는 혁명정신」, 
<철학, 사회정치학 연구>, 2019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1쪽.

21) 「조선로동당 창건 709돐 경축 전국군중문학작품 현상모집 심사 결과」, <청년문학> 2016년 제3호, 
문학예술출판사, 2016, 61쪽.

22) 김옥순, 「세상에 부럼없어라」, <청년문학> 2017년 제7호, 문학예술출판사, 26∼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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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채워졌다. 2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 2016년 계획에 따라 새로 연구개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궤
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성공하였다”고 선언했다.23) 세계를 향한 자긍심도 적극적으로 표현되었
다.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은 “《광명성-4호》의 성과적 발사를 통하여 우리 당이 천만
군민을 이끌어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국을 어떻게 일떠세우는가를 세계에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24)고 했고, 국가과학원 원장 장철은 “우리는 앞으로 자강력제일주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빛내이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며 과학기술로 
우리 조국의 국력을 만방에 떨치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다계단으로 안아오겠다”25)고 했다.

북한 소설에서 과학기술의 다룬 작품들의 담론의 지향이 변화하는 양상이 보이고 있다. 과학
기술의 주체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에서, ‘세계를 앞서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은 “일정한 대상의 모든 요소와 지표들이 세계적으로 
제일 앞선 나라의 수준에 이를 정도나 상태”를 말한다면, 세계를 앞서나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의 모든 분야가 어느 개별적인 나라의 발전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여넘어 세상에 둘도 없는 것
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향의 변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상의 것, 최
고의 것이 아니면 조선의 것이 아니며 존엄 높은 김일성 민족, 김정은 조선은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돌파해나갈 수 있다”는 최고의 높이의 목표를 제시한 것의 영향이다.26)

렴예성의 「사랑하노라」27)는 ‘세계를 앞서나가야 한다는 것’과 관련한 담론이 북한 소설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잘 보여준 작품이다. 이 소설은 ‘오해의 서사’를 통해 소설적 긴장을 잘 
구현한 수작이다. 또한, 북한 사회가 ‘자기 혁신’ ‘세계와의 경쟁’이라는 강박적 관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작품이기도 하다. 

소설 속 화자인 ‘나’는 “언제나 1등생”을 꿈꾸었고, 실제로 “도에 있는 1중학교를 최우등으로 
마치고 리과대학입학시험”에도 1등을 하여 꿈을 실현하였다. ‘나’의 행로에 입학 후 첫 물리학과 
경연대회에서 좌절되었다. 학과에서 “제일 매력없는 청년”인 김정인이 1등을 하고, ‘나’ 홍유정
은 2등을 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 이후로 홍유정과 김정인은 번갈아가며 3학
년때까지 1,2등을 다투었다. 둘의 경쟁은 대학 3학년 때 유네스코 대표단이 방문하여 “유일하게 
정답을 낸 홍유정”이 아니라, “전혀 처음 보는 문제풀이 방식을 정립한” 김정인을 유학생으로 
선발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김정인이 3년여 동안 해외 유학을 떠난 것이다. 그 사이 ‘나’ 김정인
은 유기화학연구소 일용품연구실의 파마약연구조책임자가 되어 “우리 원료로 우리 식의 파마약”
을 만드는데 성과를 일궈낸다. ‘우리 파마약 성공’은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자, 김정은 원수가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한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나’는 파마약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일용품연구실 
실장’으로 내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유학에서 돌아온 김정인이 ‘나’를 밀어내고 일용품연구실 실장으로 임명되었을 뿐만 

23) 조선민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보도,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성과적으로 발사」, 
<로동신문> 2016년 2월 8일자, 로동신문 편집위원회, 2면.

24) 김수길, 「선군조선의 불패의 위력 또다시 과시」, <로동신문> 2016년 2월 8일자, 로동신문 편집위원
회, 6면.

25) 장철, 「과학기술로 자강력의 튼튼한 토대를」, <로동신문> 2016년 2월 8일자, 로동신문사, 6면.
26) 리광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창조방식은 세계를 앞서나가는 창조방식」, <철학, 사회

정치학 연구>, 2019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5쪽.
27) 렴예성, 「사랑하노라」, 『조선문학』 2018년 3월호, 문학예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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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개발된 ‘우리 식 파마약’에 대해 “수입제를 대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냄새문
제도 그렇고 머리파장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제동을 건다. ‘나’는 “심장이 찢어져나가
는 것처럼 고통”을 겪고 충격을 받는다. 우리식 파마약 연구를 위해 수많은 실험과 실패를 반복
했으며, ‘우리식 보조제 연구 과정에서 순직한 박사’까지도 있었다. 그런데, 유학에서 갓 돌아온 
김정인은 “외국제를 능가하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험생산을 보류”할 것을 주장한 것
이다. 

‘나’가 보기에 김정인은 “외국물을 먹고오면 외국것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며, “내 나라의 것
을 무시”하는 사람일 뿐이다. 대학 시절에 김정인은 ‘우리 고향에서 만든 원주필’을 쓰겠다고 친
구가 선물하는 외국 원주필을 거부하던 “수수하면서도 자존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
런데 그가 “품위있게 지은 까만 양복안에 까만 샤쓰를 받쳐 입고 팔색의 줄무늬 넥타이”를 맨 
세련된 인물로 변화했다. 과시하듯이 “류달리 품위있어 보이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고, 외국산
의 탄탄한 방수천 우산을 쓰고 연한 향수까지 사용한다. ‘나’는 “3년이라는 세월과 더불어 11번
의 실험만에야 본래보다 냄새가 60프로이상 적어지고 질담보는 30프로 이상 상승한 파마약 결과
물”을 내왔는데, 김정인은 그 결과물에 대해 “자기의 심혈이 깃든 것이기 때문에 반드 써야 한
다고 사람들에게 강요할 권리가 동무에겐 없습니다. 난 동무가 눈을 높이길 바랍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나는 “어떤 눈 말인가요? 우리것보다 …… 외국제를 더 높이 보는 … 그런 눈 말인가
요?”라고 쏘아 붙였다. 나는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미용원을 찾아, ‘우리 파마약’으로 머리를 
하려다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만다. 

어느덧 분원구내도 벗어나고 미용원이란 간판의 대형유리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몸을 떨었다. 왜 여기로 왔던가? 그래, 난 여기서 그의 말을 부정해버리려고 하지.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저… 우리 파마약이 새로 나왔다지요? 그걸루 머리를 할수 없을가요?》
나는 마음을 다잡고 의자에 앉으며 미용사에게 말을 건넸다.
몸이 좋은 미용사는 거울에 비낀 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은근히 말했다.
《나야 손님들의 요구대로 해주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딸같이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다른

걸로 하라요.》
《그건 왜요?》
《아, 미리모양이 아름다움의 80프로를 좌우지한다니까.우리 파마약은 냄새두 좀 센데다 

머리 파장이 곱지 않아요. 괜히 머리만 망친다니까. 아니, 왜 그래요?》
나는 그만 더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눈물이 아픔의 눈물이 왈칵 솟구쳐나왔다.28)

 「사랑하노라」는 ‘세계를 앞서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 일상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한다. 이 소설은 ‘외국산’과 ‘우리식 제품’이 팽팽하게 긴장한다. 북한 사회에서 ‘외국산’에 
대한 거부는 주체사상과 연결되어 있어 강고한 이데올로기이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의 해체
도 주체적 역량의 약화와 연결해 논의하기도 한다. 김봉덕은 “쏘베트사회주의련방이 20세기가 
저물어가는 시기에 붕괴되게 된 것은 결코 국방력이 약하거나 객관적 조건이 불리해서가 아니”

28) 렴예성, 앞의 책,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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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쏘련의 많은 사람들속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 생겨나고 자기의 것보다 외국
의 것을 더 숭상하는 풍조가 만연되였으며 따라서 쏘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애국심도, 자존심
도 희미해진 나라로 전락”29)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세계와 경쟁하는 ‘자기 혁신’을 
강조하면서, 북한 사회 내부의 ‘외국산 선호 풍조’가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노라」는 홍유정의 김정인에 대한 오해가 점진적으로 해소되면서 반전과 더불어 주제
의식을 명료하게 전달한다. 김정인은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할 때, 그 나라에서 정인의 
“비상한 두뇌의 가치”를 알아보고 “최상최대의 연구조건을 보장”할테니 남아달라는 부탁까지 받
았다고 한다. 하지만 정인은 “지금은 좀 어렵지만 우리 인민은 반드시 가까운 시일내에 세계과
학의 최고봉, 세계문명의 최절정에 오른게 될 것”이라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조국으로 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차고 있는 품위있는 손목시계는 외국에서 공부할 때 그의 제1경쟁적
수가 졸업하는 날 선물한 것이기에 정인은 그 시계의 초침소리를 통해 “지금 이 시각도 폭발적
으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를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외국산의 탄탄한 방수우산은 김정인이 수입
제를 훨씬 능가하는 “우리 식 방수액” 개발을 위해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밝혀진다. 유진이 “수
천명학생들을 이기려고 그렇게 애쓸 적”에 정인 “세계를 이기는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정인은 세계를 능가하는 ‘수티톨유탁방수액’ 개발에 성공하고, 파마 보조제도 수입제와 대
비해 99.5%에 육박하는 연구성과를 내고도 자신을 다그치고 있었던 것이다.  홍유정의 선생님의 
말씀을 빌어 “세계가 인정하고 우리 인민이 인정하는 세계일류급의 우리 것을 만드는데 우리 과
학자들이 앞장”서야 하고, “주체화는 우리 조선의 운명”이라는 주제의식이 강조되어 있다.   

「사랑하노라」는 ‘세계를 앞서가는’ 과학적 성과를 실제로 내보이기 위해 소설의 마지막에 “우
리의 《화성》이 영원한 푸른 행성을 선언하며 날아올”랐다고 했다. 온전히 “우리의 힘, 우리의 기
술, 우리의 자재”로 위성을 쏘아올렸다는 사실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다. 이 
가슴 뭉클한 장면 속에서 홍유정은 김정인에게 “이 사람이였구나. …내가 사랑하고 싶었던 사
람!”이라는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소설의 대미를 이루었다.

이 소설은 세계적인 과학적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북한 민중이 외면하는 ‘우리식 파마약’을 
제시하는 모순적 상황을 제시한다. 선언적으로는 “최첨단을 돌파하여 우리 나라를 지식경제강국
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높이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렬한 제
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의 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가 빛나게 실현된 
지식경제로 전환시켜 이 땅우에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
일강국,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자면 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하여야 
한다.”라고 말한다.30) 하지만, 현실과 이상의 간극이 북한 민중의 ‘외국산 선호’라는 사실적 욕망
에 의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 일상생활에서 민중들은 “수입병을 완전히 털어버리”31)라는 
당의 요구에 수긍하기에는 그 격차가 너무 큰 셈이다. 

정치권력은 국민을 동원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 “자신의 국가가 다른 국가와는 본질적

29) 김봉덕,  「자강력은 백전백승의 기적을 안아오는 위대한 힘」,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제65권,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9, 19쪽. 

30) 황호림,  「우리 당이 밝힌 최첨단돌파사상의 정당성」, <철학, 사회정치학 연구>, 2019년 제1호, 과
학백과사전출판사, 28쪽.

31) 추금성,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전체 인민이 높은 계급적자존심을 지니고 경
제건설 대진군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도록 할데 대한 사상의 본질」, <철학, 사회정치학 연
구>, 2019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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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를 뿐 아니라 심지어 우수한 국가여야 한다”는 강박적 관념을 강요한다.32) ‘세계를 
앞서가는 것’의 창출은 그러한 지배이데올로기의 표현이다. 세계와의 관계에서는 자력갱생과 자
강력을 강조하며 봉쇄에 제제에 대응해야 하고, 내부의 민중과의 관계에서는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약속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언어이다. 그 정치의 언어를 의도성 없이 드러내는 것이 문
학의 언어라는 측면에서, 「사랑하노라」는 그 선명한 주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처해있는 현
실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세계사적 변화 속 북한 민중의 현재  

우향숙 박사는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 교수이다. 그는 최근 발표한 논문들에서 북한의 민주주
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우향숙은 민주주의가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
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주는 정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주체사상과 연결해
서는 “민주주의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이라는 것”이라면서, “진
정한 민주주의의 자주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강조했다.33) 기존의 북한 민주주의의 문제는 수
령, 당, 인민의 관계를 ‘근로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정치로 규정함으로써 해명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위계적이면서 신뢰와 의리에 기반한 관계에 균열이 발생했다. 선한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령의 통치가 김일성의 사망 이후 작동을 멈춤으로써 수많은 북한 민중이 굶
주림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우향숙은 「인민대중은 당정책관철의 주체, 그 주인」이라는 논문에서는 “당정책을 관철해야 할 
권리와 책임은 인민대중”에게 있으며, “인민대중에게 당정책관철을 강요하거나 지시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단호한 논의를 펼쳤다. 우향숙의 논의는 인민대중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민중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기에 우향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과 지혜에 의하여 낡은 
사회제도와 낡은 사회의 유물이 청산되고 새 제도, 새 생활이 창조된다” 했다.34) 그는 ‘낡은 사
회제도’를 대체하는 ‘새 제도’를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로동에 대한 보수
제’를 실시할 때 ‘평균주의’의 오류를 극복한 새로운 북한 제도의 탄생을 예로 들 수 있다. 

 사회주의사회가 다같이 일하고 평등하게 사는 사회라고 하여 로동에 대한 보수에서 사회주
의 분배원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것도 반드시 극복하여야할 문제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무시하고 로동에 대한 보수제를 실시하는데서 평균주의를 하면 사람들의 혁
명적 열의를 떨어뜨릴수 있으며 사회에 놀고먹는 건달군이 생겨나 혁명과 건설에 커다란 지
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사람들이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평가해줄데 대
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35)

32) 아르준 아파두라이, 차원현·채호석·배개화 옮김, 『고삐 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2004, 281∼282
쪽.

33) 우향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주의 기치높이 민주주의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불멸의 업
적」, <철학, 사회정치학 연구>, 2019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6∼7쪽.

34) 우향숙,  「인민대중은 당정책관철의 주체, 그 주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제65권, 김일성종합
대학출판사, 2019, 2∼3쪽.

35) 위의 글,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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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친 이후, 2002년에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하여 인민
경제의 변화를 꾀했다.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서는 2014년의 ‘5·30조치’가 ‘노동보수제’를 변화시
킨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일한 것 만큼, 번 것만큼” 평가를 함으로써 초과생산량에 대한 보수 
지급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 구조의 변화는 “로동에서 헌신적이며 위훈을 떨치는 사람
이 물질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는 것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사람이고 
현시대의 애국자”라는 평가까지 나아가게 했다.36)

김옥순의 「동창생」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기를 과거로 다루지만, 현재에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긴장관계에 있음을 ‘누설의 서사’를 통해 그려냈다. ‘배급체제’의 붕괴가 낳은 폭력
적 북한 사회제도의 개편이 ‘5·30조치’이며, 현재 북한사회는 사적 축적을 어떻게 체제의 운명과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투쟁에 있음을 이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렴예성의 
「사랑하노라」는 ‘우리식 파마약 개발’ 과정에서 대면하게 된 북한 인민의 일상 그려냈다. 북한 
사회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용품’ 개발을 염원하고 있지만, 세계와 닫힌 관계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봉쇄와 제재’ 지속되는 한 긴장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주의의 
이데올로기는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북한사회는 스스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외부와 교류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북조선 국가기구의 생존을 위해 집단주의의 공식성으로 북한 민중들은 지속적인 상처를 감내하
고 있다. 국가주의의 호명과 인민 삶의 논리 사이의 갈등관계에서, 북한 일부 학자들은 ‘자기혁
신과 자기 통치의 인간으로의 전환’이 ‘민주주의의 인민적 성격’과 연관되어 있음을 주창하고 있
다. 그 논의의 부분적 면모를 우향숙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 위의 글,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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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13

1960년대 북한 “남조선 문학”의 문제의식1)

김 태 경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1. 문제제기 

  연구는 1967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이전 196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문학계가 소위 
“남조선 문학”의 문제의식, 남조선 현실 주제 창작과 관련해 어떤 논쟁의 과정을 거쳤는지 검
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남조선 문학”이 북한의 문학예술계가 공통적으로 
근거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따라, 한국의 변혁과 그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소위 
“조선 혁명”에 대한 조선로동당 노선 및 전략의 확립과 맞물리는 과정에 존재했던 다양한 논
리와 그 충돌의 접점을 역사적으로 복원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특히 1964년부터 
본격화된 “혁명 문학”의 창작과 함께 기존의 북한 사회주의 문학계가 전개해온 다양한 층위의 
새 인간 전형화 작업이 1930년대 조선 공산주의자 전형을 필두로 연계, 통합되면서 “남조선 문
학”의 투사, 애국자 전형의 위치가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된 과정이다. 

  “남조선 문학” 작품 창작, 즉 남조선 현실 및 조국 통일 주제와 관련된 작품 창작은 해방 
후 북한 문학계에서 지속된 주제이지만 1960년 4.19 이후, 남조선에서의 “반미구국투쟁”, 그에 
기반한 조국통일 주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강조가 등장했다. 1960년대 북한의 남조선 문학 창
작은 같은 시기 북한 사회주의 문학계가 최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진행한 천리마 기수 전형 창작
과 함께 전개되다 1960년대 중반 “혁명 문학” 생산으로 문학계 전반의 구호가 변화하면서, 

1967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전후로 1930년대 항일 혁명전통 주제 창작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혁명적 작품 전형화의 틀로 통합되었다. 본 연구의 문제제기는 1960년대 후반 “당의 유
일사상체계” 이후 북한 사회주의 문학계가 “혁명 문학”의 이름으로 혁명 전통 주제, 천리마 
현실 주제, 남조선 현실 주제 등을 포괄하는 과정에, 한반도의 남반부와 북반부의 전형화를 어떻
게 조화,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에서 시작한다. 

  이 시기 작품 창작의 일선에 있던 일련의 작가들, 그들 창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방향을 모색
해야 했던 평론가들로부터는 1960년대 시대적 현실을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 특히 
한반도의 북반부와 남반부의 서로 다른 현실에서, 동일한 (공산주의) 미래의 상을 상정, 전형화하
는 문제를 두고 고심했던 과정이 관찰된다. 여기서는 1960년대 북한 사회주의 문학계에서 진행
된 “남조선 문학”이 “혁명 문학”으로 확정, 통합되는 과정에서 제출된 고민의 지점들, 그리
고 이 지점들이 어떻게 결착되었는지 확인한다. 특히 1960년대 천리마 영웅, 투사, 애국자, 공산
주의자 등 다양한 전형을 창조하는 과정에 작가, 평론가들이 전형화와 관련해 구성, 성격 등 주

1) 본 발표문은 미완성 원고로,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문 중 일부는 김태경 (2018), 6장을 
기반으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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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전개한 담론들을 중심으로, 이를 검토할 것이다. 

  “남조선 문학”이 “혁명 문학”의 하위 부문으로 통합되는 점진적 과정에서 제출된 1960년
대 북한 작가, 평론가들의 전형화와 관련 논의들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체제를 추구하면서 벌
어지고 있던 한반도 남과 북의 현실에 대한 북한 문학계의 성찰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전
체의 문학사의 관점에서 분단된 너머의 담론적 지형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천리마 기수와 남조선 투사의 간극  

  1960년대 북한 남조선 문학에서 형상화된 남조선 투사, 애국자, 영웅 전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전형화 작업에 밀접하게 연결되는 “현대성” 개념을 우선 이해할 필
요가 있다.2) 현대성 개념은 무엇보다 전형이 체현하는 시대, 당대에 대한 인식과 접근을 포함하
는 것으로, 전형들이 대표하는 현실, 현대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현대적 주제 및 성격 형
상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문학계에서 현대성 개념은 특히 1960년대 본격적으로 평론과 
작가들의 담론에서 등장하는데, 이는 1950년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당성, 인민성, 계급성 등 기
본적 원칙에 대한 번역 및 학습과 “민족적 특성” 논쟁의 결과, 1960년대 본격화된 “조선 공
산주의자” 전형화 작업이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반증한다. 

  1959년 3월 조선문학』에 실린 한설야의 “공산주의 문학 건설을 위하여”, 1959년 5월 동
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한설야의 보고 “공산주의 교양과 우리 문학의 당면 과업”은 
1957-1958년의 국제 사회주의 진영 문학계의 탈스탈린주의, ‘수정주의’ 관련 논쟁의 맥락에서, 

문예에 대한 당적 원칙성, 사회주의 리얼리즘 창작방법에 입각한 사회주의 현실의 전형 창조를 
당면 기치로 확인하고 기존의 ‘민족적 특성’에 대한 논쟁에 대한 일정한 방향성, 즉 ‘현대
성’에 대한 요구를 제기했다. 1957년 11월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의 
한설야 보고에서의 평론 부문 비판에서 시작해, 1958-1959년 ‘부르죠아 사상 잔재’ 투쟁에 이
르는 과정은 1956-1957년 북한 문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도식주의 비판’으로 형성된 일련
의 “자유주의적”, “소부르죠아적 취미”의 부상에 제동을 거는 “사상 투쟁”이었다. 1958년
-1959년 본격화된 “부르주아 사상잔재”, 그리고 “국제 수정주의”와의 논쟁을 거치면서 북한 
문학계는 ‘당 문학’의 원칙성을 재천명하고 “현대적 주제”를 향후 당적 문학의 당면 과제로 
제기했다. 

  1950-1960년대 북한 사회주의 문학계에서 논의된 “현대”, “현대성”은 ‘사회주의 현실’

의 다른 말로, “현대적 주제”는 북한 사회주의 현실을 구성하는 중공업, 경공업, 농촌의 사회
주의적 경리, 공산주의 교양의 거점으로서 학교 등 “사회주의 건설” 주요 부문들에서 일어나
는 변화를 가리켰다. 초기 제기된 “현대적 주제”의 중요한 특성은 시사성으로, ‘지금, 여기’

2)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정식 상으로 인간 성격, 혹은 전형은 그 자체로 보편적인 시대적 현실을 개성
적, 구체적으로 체현한다는 점에서 시대 정신에 대한 분명한 함의를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시대 
정신이란 작가가 인지, 감수한 것으로 작가가 형상화한 시대적 전형이 ‘옳은’ 시대 정신의 구현
이 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당적 지도에 해박하고 충실한, 당적 작가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된다. 
또한 당적 작가가 포착한 시대적 진실을 구현하는 전형이라면, 그러한 전형화에 관련된 전형적 환
경, 전형적 성격에 대한 해명을 통해서 독자는 한 시대를 이해하고 (나아가) 호흡을 같이 하며 시
대적 진실에 기반한 혁명적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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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책상 그 중요성이 제기되는 이슈들을 즉시 포착하고 반응하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
만큼 “현대적 주제”의 취급은 사실상 뉴스 보도와 그 경계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정보 전
달 혹은 사건 기록의 측면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 찍기와 같은 “기록주의적”, “보
도적” 창작은 1956년 제2차 조선 작가대회에서 ‘도식주의’ 의 한 부류로 비판받았고, 사건이
나 정보의 나열, 피상적 소묘를 지양하며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 인간”을 조명할 데 대
한 문제가 강조되었다.3)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중요하게 요구된‘공산주의 교양’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문예 부문
의 ‘교양자’, ‘선전자’로서의 능동적 역할이 강조되었다. 공산주의 문학 선언과 함께, 공산
주의 교양을 담당하는 문학계의 전제조건으로서, 1959년 말까지 문예계 내 ‘부르죠아 사상 잔
재’와의 투쟁이 전개되면서 사상 투쟁의 성격이 주지되었다. 문예 조직 내부를 정비한 1960년
대 북한 문단에서는 ‘공산주의 문학 건설’을 목표로 북한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현실’을 재
현하는 전형 창조 작업, ‘현대성’의 추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 시기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가장 중요한 사업에 해당하는 전형화 창작에 전념하면서 ‘조선의 공산주의자’ 전형에 대한 다
양한 재현이 창출되었다. 전형들은 크게 천리마 기수, 한국 전쟁기 전사-투사, 남조선 애국자, 항
일빨찌산투사 등 다양한 조선 공산주의자의 형상화로 나타났다. 1967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선언 이후에는 1960년대 말 궁극의 항일혁명투사, 조선 공산주의자의 정점에 해당하는 ‘수령’

의 형상화라는 최우선순위가 확립되면서 이러한 다양한 전형들 간 위계가 확립되었다. 즉 문학에
서의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은 곧 토착화된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세계에서 창작된 전
형들의 위계 확립의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이 전형 간 위계가 어떤 노선, 방침에 근거해 설정되었는가, 그 위계의 정점에 위치하는 
수령의 정치적 의미가 어떻게 설정되었는가를 확인하면, 1950년대 후반 “부르죠아 사상잔재” 

청산을 통해 명시된 문예계에 대한 당적 지도의 조직적 원칙이 1960년대 중후반 실제로 어떻게 
적용, 구현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 창작 실천은 이제 구체적 당 정책과 연동해 실현
되었고 이렇게 구축된 당 정책 및 문예 부문의 예술적 생산 간의 상호 일치는 철저히 당적 지도 
검열에 호환되는 문예 실천이 어떤 내용, 어떤 형식을 가지게 되는지 증명했다. 다시 말해, 1960

년대 북한 문학계는 당 정책상 요구에 부합하는 구체적 창작 실천을 통해 천리마 기수, 남조선 
투사-애국자, 항일혁명투사 등 다양한 공산주의자, 애국자 전형들의 세계를 만들어냈다. 당 정책
과 완전히 합일된 문예계 이론 및 창작 실천, 조직적 정비는 결론적으로 창작된 전형들 중 가장 
모범이 되는 정점에 ‘수령’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1967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함께 수령 형상화가 북한 문학계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정립된 것은 결국 수령의 유일사상, 주
체사상으로 전 당의 통일단결을 확립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는 수령의 형상 창작에 모든 형상이 복무, 수렴되는 1967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
립 이전에 문학계에서 창작된 전형으로서 그 전형들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1960년대 어
떤 전형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의 문제로, “문학에서의 당의 유일사상체계” 이전에 1960년
대 전형화, 즉 “조선 공산주의자”의 성격들의 창작 과정에 대한 질문이다. 1960년대 북한 문학
계는 사회주의 문학의 중심 과제인 전형 창작과 관련해, 크게 1) 천리마 기수, 2) 남조선 투사-애
국자, 3) 1930년대 조선 공산주의자, 즉 항일혁명투사 등“조선 공산주의자”의 각 전형은 다시 

3) 엄호석, “인간은 사실주의의 심장”, 『조선문학』1954년 5월호; 제2차 조선작가대회 자료집,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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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성격들을 창출했고, 1960년대의 창작 실천은 그야말로 이 대표적 유형들을 어
떻게 창조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들의 결과였다. 이들은 “현대성”의 이름으로 
창출된 전형들로, “현대성”, “현대적 주제”는 1960년대를 거치면서 그 초점이 변화, 확대되
었다. 

  기본적으로 천리마 기수가 가장 먼저 현대성의 요구, 즉 현대적 주제 혹은 현실적 주제에 부
합하는 전형을 의미하며 1960년대 전반 이 전형들에 대한 광범한 창작들을 생산했다. 동시에 현
대성은 북조선의 현실을 그리는 데 머물지 않고 남조선에서 혁명 투쟁의 문제를 의미했다. 특히 
1960년 4.19 이후 그리고 냉전의 심화 과정에 소위 ‘제3세계’에서 탈식민 해방투쟁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남조선 혁명”에 대한 ‘현대성’의 요구가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미 1958년 
11월 20일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교시로 촉발된, 1959년 북한 문학계의 “공산주의 문학 
건설”의 선언에서부터 천리마 기수들의 형상화와 함께 그 지위가 중시된 항일혁명빨찌산 형상
화, 즉 혁명전통 주제가 “현대성”의 견지에서 중요한 과업으로 새롭게 강조되면서 1960년대 
중반 모든 형상화의 첫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본 연구가 제기하는 1960년대 북한 사회주의 문학에서 “현대성”의 화신으로 그려진 새 인간 
전형들의 관계성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초중반 천리마 기수 형상화 결과 작품들에 대한 평론
들에서 강조된 천리마 기수 형상의 특성에 대한 논의들, 아울러 1964년 당 정책에 따라 북한 문
학계가 “혁명 문학” 창작으로 기존의 전형화 범위를 확대, 심화하면서 특히 남조선 투사 전형
화와 관련해 제기된 논의들 사이에 분명한 간극이 관찰되는 데서 출발한다. 여기서는 그 대표적 
사례로, 두 개의 논의를 소개한다. 하나는 조선문학 1963년 1월호에 실린 강준의 평론, “희곡 
<견습공의 일기>가 제기하는 몇 가지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문학 1965년 1월호에 실린 한
상운의 창작수기, “성격의 탐구와 그의 구현-<처녀 중대장>을 쓰면서-”이다. 두 개의 글에서 
통해 발견되는 것은 한반도 북반부의 생활과 전형에 대한 접근과 남반부의 현실과 형상에 대한 
접근은 차별된 시간대의 현실을 다루는 것만큼 하나의 주제, 하나의 구성으로 정리될 수 없다는 
고민이다. 

  이 문제의식은 1960년대 중반 실질적인 창작 과정에서 작가, 평론가들이 직면한 “남조선”에 
대한 보다 다양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남조선 현실 주제 창작 과정은 즉 
남조선을 어떤 틀에서 이해, 접근할 것인가, 남조선과 북조선의 경험과 생활, 현실이 얼마나 같
고 다른가, 남조선 현실의 전망을 어떤 관점에서 조망할 것인가, 남조선 현실 창작이 대표하는 
남조선 인간 전형을 북조선의 새 인간 전형과 비교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등의 질문들을 제기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 1960년 4.19 이후 본격화된 남조선 현실 주제에 대한 창작에 
대해 “조선 문학” 내 어떤 자리를 부여할 것인가와 연결되는 한편, 남조선 인간 전형들을 
“조선 혁명”의 전국적 차원에서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문학사적, 정치적 문제를 
제기한다. 

  1960년작 김형의 <견습공의 일기>에 대한 1963년 강준의 평론 “희곡 <견습공의 일기>가 제기
하는 몇 가지 문제”에서는 이 시기 천리마 영웅의 전형화를 추구한 북한 사회주의 문학계의 현
대적 주제, 적어도 북반부 천리마 현실에 대한 형상화에 있어 새로운 문제인식이 정립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강준의 평론이 주목할 만한 것은 1963-1964년경 현실적 주제 창작, 천리마 
기수를 비롯한 북반부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형상화 과정에 있어 새로운 성격 및 구성상 특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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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1959년 ‘공산주의 문학 건설’을 슬로건으로 현실적 주제에 대
한 왕성한 창작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북반부의 사회주의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장성한 새로운 
인간형 및 그러한 인간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들을 전형화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예계는 성격, 구
성, 환경, 인물 등에 대한 다양한 미학적 담론 및 실천들을 낳았다. 본 연구가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새로운 현실의 인간들이 보이는 상호관계 혹은 갈등의 해결 방식에는 새로운 사회주의 제
도 성립 이전의 세계에서의 갈등, 인간들 사이의 문제 해결 방식과는 차별된 특성이 있다는 특
유의 시대 인식 및 전형화의 문제의식과 관련된다. 

  강준의 평론은 1960년 전국예술축전에서 상연된 김형의 희곡이 어떻게 일정한 “세월의 흐름
을 거슬러” 아직까지 관중들의 인상에 남아 미학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상적 원칙성뿐 아니라 정서적 감동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평론에서 특히 “사회주의가 승리한” 북한의 맥락에서 어떤 교양 방법이 필요한가를 논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는 “해방 후 특히는 사회주의가 승리한 우리 나라에서 시대와 인간의 
운명 문제는 해방 전 시기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전쟁 직후 시기와도 다른 새
로운 특징”을 갖는다고 제기하면서 “우리 시대는 위대한 천리마 운동의 이름과 관련”되는 
“즉 우리 시대는 로동당이 열어 놓은 천리마 시대”라고 강조한다. “경리 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수준의 발전은 착취 경제적 기반 해방, 육체적 로동에서 해
방”을 가능하게 했고 “동시에 우리 나라의 문화 혁명의 성과적인 추진은 사람들을 낡은 사회
가 남겨 놓은 정신적인 구속에서 벗어 나 새로운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다방면적으로 발
전하게 하는 데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시대 인간들의 성격과 운명의 발전을 규정”하는 이러한 천리마 현실의 새로운 변화를 
강조하며, 강준은 이 시대의 내용이 가지는 “새롭고도 근본적인 문제”로 집단주의적 생활 규
범, “고상한 공산주의적 생활 규범” 확립을 지적한다. 그가 강조하는 중요한 이 시대의 특질은 
개별 인간의 성격이 “생활에서 고립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고상한 공산주의적 생활 규범과 깊게 련관되여 있다는 사실”이다. 

천리마 시대에서는 

즉 사회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로력과 정열을 바치는 곳에 바로 자기의 성격과 운명 
문제를 개척하고 해결하는 중요 고리가 있으며 또 집단주의적 도덕에 의하여 창조되는 
정신적 및 물질적인 부는 개인의 성격과 운명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있다.4) 

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과 집단의 결합, ‘공산주의적 이상’이 추구되는 새로운 시대 인식에 이
어 강준은 이 새로운 시대에 이전에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모두 가능해진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대 무엇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사상 문제라고 강조한다. 

우리 시대 인간들은 희망해서 달성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여기에는 오로지 자신의 불요
불굴의 노력과 정열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우리 생활이 
그런 것처럼 인간들의 성격과 운명의 발전에 혁명적 랑만의 색채를 띠게 하였으며 우리 
문학에 이러저러한 형태로 반영되고 있다.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운명의 결합, 이것은 

4) 강준, “희곡 <견습공의 일기>가 제기하는 몇 가지 문제”, 『조선문학』 196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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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사회 성원들의 운명 문제를 해소해 버리거나 사회적인 것 속에 용해해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 운명의 공고한 결합은 개인적인 운명의 발전과 길
의 다양성을 예견하며 더욱 선명하며 특징적일 수 있는 전제를 조 한다. 우리 시대 주인
공들은 그 어떤 <직종>에 예속되여 있는 정신적으로 기형화된 인간 아니라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인간들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발전한 인간들이다.5) 

  사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추동력이 되어 사회적인 것과 결합된 개인적인 운명의 발
전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여기서 강준은 ‘견습공’ 태일의 형상화를 그 모
범 사례로 제시한다. 태일은 고중 졸업생으로 공장에 갓 나와 견습공이 된 인물로 강준은 그 기
본적인 특성을 “지금 자라고 있는 사람”, “자체의 성격 속에 새로 발전하는 인간”이라고 평
가한다. 태일의 형상에서 강준이 주목한 것은 그의 성격에서 “시대적인 새로운 것은 자기의 성
격적 결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천진하다고 하리 만치 결백한 솔직성, 우리 제도에 대한 
신뢰”이다. 이 중요한 긍정적 측면, 새로운 시대의 인간의 자질로 견습공 태일은 일련의 부족점
인 “과신, 집단 생활 단련 부족”에 의한 “영웅주의 자유주의적 산만성, 기분주의적 행동”이 
있음에도 “사상 개준”의 가능성이 잠재된 인물이다. 이 견습공에 대한 개준의 실현은 “우리 
시대 당 위원장”의 전형으로 강준이 묘사한 조삼손을 통해 가능했는데 그는 “로동자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 동시에 시대적인 리상의 첨단에 서 있는” 인물로 로동자들과 사상적, 감정적으로 
통하는 풍부한 인간성을 가졌다. 그의 인간성, “동지들에 대한 믿음, 사랑, 그들의 생활과 운명
에 대한 책임감 등 고상한 당적인 수양에서 산생된 정신적인 빛”이 태일의 정신 세계에 침투하
여 “부족점에 진정 가슴 아파하며 긍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진정 기뻐하는” 조삼손의 영향에 
태일이 “감득”했다는 것이 개준의 과정이다. 이와 같이 삼손의 형상이 보여주는 ‘긍정 감
화’의 방식은 강준이 서두에 지적한 “우리 시대의 새롭고도 근본적인 문제”인 공산주의 교양
의 방법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강준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작품에 설정된 갈등의 특성이다. 이 희곡의 기본 
갈등은 “일’군들의 인간에 대한 관점 및 사업 방법과 관련된 사상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조삼손과 동철 간에 나타나는 태일에 대한 이 견해 차이를 강준은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의 사
상적 충돌”로 해석한다. 주목할 지점은 바로 평론이 이 사상 충돌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하
는 것이다. 강준에 따르면 태일의 성격 자체에 내재한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의 사상적 충돌이 그
대로 조삼손과 동철의 사상적 충돌로 나타나며, 이 사상적 충돌은 앞서 지적한 조삼손의 긍정 
감화를 통해 그 믿음에 보답하는 태일의 사상 개준을 통해 해결된다. 여기서 강준이 높이 평가
하는 작품의 새로운 시대의 갈등선과 그 해결 방향은 당의 현명하고 따뜻한 영도가 주는 사상적, 

정서적 감화를 통해 인물 스스로의 성격 발전이 이뤄진다는 데 있다. 이러한 긍정 감화의 교양
이야말로 당의 군중 로선을 체현한 모델인 것이다. 

태일이가 자기의 과오를 시정하는 길에 확고히 들어 섰을 때 삼손을 경탄하여 이렇게 소
리친다. <넌 내가 믿던 공화국의 청년이다.> ...

... 한 인간의 발전 및 운명 문제에 대하여 항상 구체적인 관심과 배려를 돌리는 당의 뜨
거운 손’길을 형상적으로 구현, 이 뜨거운 당의 손’길 속에서 자기의 결함을 극복하고 

5) 강준, “희곡 <견습공의 일기>가 제기하는 몇 가지 문제”, 『조선문학』196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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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 없이 나아가는 태일 성격 발전 통해 우리 제도의 우월성, 시대에 대한 다함 없는 
긍지, 즉 시대에 대한 송가가 울려 나오게 하였다.6)

  강준이 분석한 김형의 희곡 <견습공의 일기>의 현 시대에 맞는 미학이란 그가 형상한 
“주인공들이 현재 속에 살고 있으나 미래와 함께 살고 있는 시대적인 인간 – 혁명적 랑만으로 
충만된 인간들이라는 것”, 그리고 희곡의 갈등이 “인간들의 사상적 열정 간의 충돌로서” 제
기되어 그 해결 과정에서 “작가가 인간들의 가장 깊은 곳을 시적으로 확충해 놓았다는 사실”

에서 나타난다. 이상 강준의 새로운 시대 인간의 특성과 그에 대한 당의 긍정 감화 방식의 정당
성, 이러한 사상 개준이 제공하는 ‘현실’의 아름다움, 낭만성은 1963년 당시 천리마 기수 주제 
창작이 상징하는 북반부 현실에 대한 시대 인식의 단면을 잘 드러낸다. 핵심은 북반부 현실에서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새로운 제도의 인간은 집단주의적, 공산주의
적 단련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고한 순수한 인물들이며 이들에 대해서
는 ‘계급 투쟁’이 유효하다기보다 사상적, 정서적 감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당
적 지도는 믿음과 배려, 정서적 “감득”의 교양 방식을 채택하며, 이는 새로운 시대적 성격에 
합치되는 정당성을 가진다. 

  강준의 평론이 한반도 북반부 사회주의 현실의 전형화에서 특유의 시대 인식과 “사상 교양”

이라는 새로운 갈등 해결 방식을 제시한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1965년 2월호의 한상운의 창작수
기 “성격의 탐구와 그의 구현-<처녀 중대장>을 쓰면서-”는 남조선 현실 주제, 남조선 인간 전
형 창작에 대한 구분되는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한상운의 창작수기는 천리마 기수 형상화와 함께 
조국통일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작가 스스로가 봉착한 전형화의 난점을 드러냄으로써 남반부
와 북반부의 다른 현실, 그 현실에 대한 서로 다른 주제 및 접근, 즉 전형화 자체에 대한 차별성
에 대한 작가 자신의 고민을 명확히 드러낸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한상운은 수기에서 <처
녀 중대장>에 대한 소설 창작과 함께 그를 원작으로 하는 시나리오 창작에서 연출가와의 협업 
과정에 대한 창작 경험을 제시한다. 소설 원작은 우선 천리마 기수 주제로 “현 명자 영웅”의 
원형에 기초하는데, 한상운은 자신이 이 형상에 대한 새로운 주제적 추구를 위해 특히 원형 현
명자의 역사적 경험을 탐구하는 과정에 그가 한반도 남쪽에서 빈곤과 억압의 유년기를 보내고 
헤어진 혈육인 오빠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쓰고 있다. 

  여기서 한상운이 토로한 문제는 현명자 영웅이 한반도 남반부에서의 억압과 시련의 경험, 아
직까지 가족과 찢어져 사는 분단의 아픔과 분노로, 100여 명이 넘는 남성 대원들을 통솔하는 여
성 채탄 중대장이라는 비범한 영웅성을 발현하게 되었다는 데 골몰하다보니, 본래 천리마 기수 
주제 창작에서의 전형화 방식과 조국통일 주제 창작의 전형화 방식이 분간되지 않게 되는 난관
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상운의 자기 난관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천리마 기수 형
상화와 조국통일 주제 형상화에 적합한 갈등과 전형화의 방식이 서로 다른데, 이 이질적인 주제
를 섞어 진행하다 보니 오히려 본질이었던 천리마 기수 형상 자체가 침해되는 역설을 겪었다는 
점이다. 

6) 강준, “희곡 <견습공의 일기>가 제기하는 몇 가지 문제”, 『조선문학』 196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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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명자 영웅이 25세의 처녀로서 140명의 탄부들을 통솔하는 채탄 중대장이 되여 로력적 
위훈을 세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해도 물론 우리 시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
이지만 그보다도 현 명자 영웅이 걸어 온 생활의 행정은 그 어떤 새 인간의 성격을 전제
로 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였다. 그는 개성의 유능한 처녀 방직공으로서 ... 
자진하여 집도 변변히 서 있지 않은 송남 청년 탄광의 개발지로 가족을 이끌고 뛰여 들
었다. 그 곳에서 그는 청년 도시를 건설하는 임무를 맡게 되였으며 자타가 인정하는 기
능공으로 되였다. ... 갱내에 들어 감으로써 지도 일’군들의 애를 태우기 시작 ... 그런데 
당은 그의 적극성을 포착하고 녀성 채탄 소대를 조직하고 소대장의 임무를 맡겼다. ... 

나는 현 명자 영웅로동 계급 작품을 쓰면서 오래 동안 겪어 오던 모색에서 풀려 날 수 
있는 출로를 발견한듯 한 생각이 들었다. 왜냐 하면 그의 행동 속에 작품이 주인공이 지
닐 수 있는 새로운 성격의 알맹이가 내포되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현실의 행복한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어렵고 힘든 모퉁이를 찾아 항상 문제의 
중심을 향하여 뚫고 들어 갔다. 그는 항상 일을 찾아 만들어 냈으며 관철시켰다. 사업에
서의 성공은 그의 전진을 중단시킬 수 없었다.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하지 않고서는 생활
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였다. 

이 성격은 완전히 새롭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만이 지니고 있는 성격적 특징이였다.7) 

  “ 성격은 완전히 새롭다”고 경탄하는 한상운의 천리마 기수 (원형), 형상에 대한 평가는 
앞서 강준이 태일과 조삼손을 통해 보이는 새로운 시대의 사상 개준 과정, 인간 전형의 관계맺
음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또는 한상운이 현명자 영웅에게서 포착한 천리마 시대의 새로움
을 강준이 평가한 태일과 조삼손의 사상 교양을 통한 인간 장성이라는 천리마 시대 정신의 새로
움에 비춰보면, 현명자 영웅이 살아가는 생활, 현실에 있어 갈등의 해결 방식이란, 적대적 요소
들 사이의 계급투쟁이라기보다 설복과 교양, 학습과 감득을 통한 사상개준의 과정이라 유추할 수 
있다. 바로 북반부 현실의 새로운 인간 성격, 갈등의 해결 방식이라는 이 지점에서, 한상운은 조
국통일 주제 형상화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상운은 자신이 “<투쟁은 행복이며 영예이다. 그것을 
스스로 찾아 가는 것이 혁명적이며 영웅적인 로동 계급의 품성이다>라고” 주제를 설정한 현명
자 영웅 형상화에서 조국통일 주제에 욕심을 내면서 조성된 혼란에 대해, 두 가지 주제 전형화
에 내포된 갈등의 이질성을 지적한다. 

  한상운에 따르면, 작가는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두 가지 갈등선을 전개하게 되었
고, “하나는 상용적인 갈등, 다른 하나는 적대적 갈등”을 포괄하는 구성을 관철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특히 이는 원작에 기반한 영화 제작과정에 혼란을 조성했는데, “아무리 기본 주제가 
로동하는 인간의 영웅성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조국 통일 문제를 통하여 결정적 인상을 남겨 주자
는 것으로 되며 연출가가 그것에 공명하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모호한 설정”의 결과, 연출
에서 결론적으로 천리마 기수 형상화 자체가 위협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연출자가 <새로운 문제성>에 매혹된 것은 우연하지 않으며 그것을 연출하면서 전체 작품
에 확장한 결과는 허다한 모순이 발로되였다. 드디여는 작품의 주제를 조국 통일로 규정

7) 한상운, “성격의 탐구와 그의 구현-<처녀 중대장>을 쓰면서-”, 조선문학 1965년 2월호,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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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왜냐 하면 생산 투쟁의 목적이 조국 통일이기 때문에 그
렇다는 것이였다. 

그리하여 남북을 대비하면서 적대적 갈등이 기본으로 된 결과 북반부의 상용적인 갈등을 
약화시켰으며 따라서 주인공의 영웅적 성격이 개방될 수 있는 극적 정황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였다. 길녀, 석준 아바이, 부중대장 등의 갈등 대상 인물들은 주제를 천명할 수 
있는 행동 목표를 상실하고 상황적 인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것은 드디여 주인공에 대
한 공감을 상실케 하였으며 작품을 혼란에 빠뜨렸다.  

  창작수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결국 “실패”한 처음의 구성을 천리마 기수 형상화에 
초점을 맞춰 재조정하고 조국통일 주제와의 연계를 걷어내게 끔 한, 북반부 현실과 남반부 현실
에 대한 구별되는 시대 인식이다. 긍정-부정 인물들의 관계가 적대적 갈등 선이 중심이 되는 비
상용적 갈등의 남반부 현실 전형화와, 긍정-부정 인물들의 관계가 적대적 갈등으로 짜여지지 않
고 상용적 갈등에 대한 긍정적 감화를 통한 변화가 일어나는 북반부 현실 전형화 사이에는 다른 
시간대의 “현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시간대의 형상화에 
있어 구성 및 성격의 전형화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위 창작수기에 나타난 한상운의 천리마 현실 주제와 조국통일 주제 양쪽에 대한 작가로서의 
욕심에 따른 ‘실패담’의 교훈을 보고 나면, 전호인 1965년 신년호에 실린 한상운의 새해 창작
결의가 잘 이해된다.8) 한상운은 1965년 새해 창작결의에서 <그 날은 오리라>의 제목을 단 새로
운 “조국 통일 주제 씨나리오 3부작 계획”을 밝힌다. 

주인공들 남조선 농촌 출신의 각계층 인물들. 그들이 시대의 거류 속에서 혁명에로 나아
가는 다난한 로정을 전국적 판도에서 그려 보겠다. 

대작 형식 씨나리오 문학의 특수성으로 ...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나의 시야는 어
느덧 공화국 북반부 생활의 범위 내에서 맴돌이치고 있었기 때문에 남조선 인민들의 운
명을 전 조선적인 규모에서 관찰해 오지 못하였다. 

그 모든 것은 북반부의 우리 혁명 력량에 의하여 그리고 남조선 인민들 자체의 혁명적 
전술과 결속되여 갈 것인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여 행복을 누리게 할 그 날은 반
드시 오리라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 사상으로 될 것이다.9) 

  한상운이 앞서 창작수기에서 밝힌 것과 같이 한반도의 북반부, 남반부의 이질적 현실에 대한 
형상화를 연계하는 데서 좌절한 이후, 그는 기존의 구성에서 잘라낸 조국통일 주제 형상화를 새
로운 시나리오 창작에서 달성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스스로 “남조선 인민들의 운명
을 전 조선적인 규모에서 관찰해 오지 못하였다”고 성찰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 한상운의 
새해 창작결의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조선 혁명에 대한 관점, 그에 따른 창작 방법은 어떻게 성
취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앞서 살펴본 강준의 평론과 한상운의 창작 수기가 보
여주는 것은 ‘혁명 문학’이 당적 요구로 제기되고 조선문학 지면상 대다수를 차지하며 혁명적 
대작, 혁명적 작품 창작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창작적 노력이 전개되던 1965년 초까지도 남조선 

8) 한상운, “그 날은 오리라,” ‘새해창작결의’, 조선문학, 1965년 1월호. 
9) 한상운, “그 날은 오리라,” ‘새해창작결의’, 조선문학, 1965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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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북조선 천리마 기수 주제에서의 전형화 사이에는 분명한 전형적 환경, 전형적 성격
에 대한 간극이 의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1967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과정에서 이 두 
가지 “현대성”의 전형화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혁명 문
학’의 논점이 된다. 

3. 혁명적 문학과 남조선 문학의 위치 부여 

  한상운의 고뇌와 1965년 새해 창작 결의에 나타난 남조선 주제에 대한 새로운 결의 과정은 
1960년대 중반 “혁명 문학”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그에 따른 평론, 창작이 쏟아지는 한복판에
서 일어났다. 북한 문학계에서 “혁명 문학”의 대대적 창작이 시작된 것은 1964년으로, 가시적
인 변화는 1962년 11월호 머리글 “우리 문학의 전투성 제고를 위하여”, 1963년 11월호 머리글 
“천리마 기수 전형 창조에서 가일층의 전진을 이룩하자”, 1964년 1월호 머리글 “투사-영웅들
의 전형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조하자!”, 1964년 4월호 머리글 “혁명적 대작의 창작은 시대
의 요구이다”, 1964년 6월호 머리글 “로동 계급의 형상화에서 혁신을!”, 1964년 9월호 머리글 
“조국 통일에 대한 주제에서 영웅적 주인공을 창조하자”에서 보듯 전투성, 혁명성에 대한 강
조가 증가하다가 1964년 11월호 머리글 “우리 시대 영웅들의 형상을 더욱 빛나게 창조하자”, 

1964년 12월호 머리글 “혁명적 작품의 보다 왕성한 창작을 위하여” 이후 “혁명 문학”의 표
제 하에 다양한 창작에 대한 이론, 실천적 결과가 등장했다. 

  1964년 말 가시적 변화는 특히 김일성의 혁명적 작품을 창작할 데 대한 1964년 11월 7일 교시
에 근거해 특히 혁명적 작품에 있어 남조선 현실에서의 반미구국투쟁을 고무하고 방조하는 남조
선 투사-영웅의 형상화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였다. 일차적으로 김일성의 1964년 11월 7일 교시
가 지도하는 바, 남조선 혁명을 지원하는 전형화 작업을 통해 남조선 인민들에 혁명의 신심을 
부여하는 북한 사회주의 문학의 역할이 강조되는 데서 “혁명 문학”의 제기가 남조선 현실 주
제, 남조선 투사-인간 전형화에 가지는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혁명전통 교양이 혁
명 역사적 교양이 아니라 분명한 현대적 의미를 획득하고 강조되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1967년경 혁명전통 주제는 1930년대 조선 공산주의자, 항일유격대 전형화를 통해 전국적 범위의 
조선 혁명에 대한 전략, 전술의 모범으로 강력한 현재적 함의를 지니는 논의 및 실천으로 이어
졌다. 

  여기서 살펴볼 1964년 12월호 머리글 “혁명적 작품의 보다 왕성한 창작을 위하여”와 ‘편집
후기’는 이 시기 기존에 혁명적 작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심화,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주
목할 것은 남조선 현실 주제, 혁명전통 교양 주제가 ‘현대적 주제’로 분류, 전형화의 범위가 
심화,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조선문학 1964년 12월호 머리글 “혁명적 작품의 보다 왕성한 창작을 위하여”는 현 시
대에 대한 과제로 “조국 통일의 위업”을 제시, 조국의 남반부, 북반부 인민 모두를 교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남반부 인민들과 북반부의 기존 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새 세대에 
대한 계급 교양, 공산주의 교양의 절박성을 제기하면서 혁명적 작품 창작이 “시대와 혁명의 요
구”를 띤 “전투적 과업”임을 주장한다. 여기서 김일성이 “지난 11월 7일 작가 예술인들을 
접견하시고 혁명적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할 데 대한 강령적 교시”를 제시했음을 밝히며 “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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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난 시기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과 조국 해방 전쟁에 대한 작품 창작에 주목하라
는” 교시임을 확인한다. 머리글은 “직접 혁명에 복무하는 전투적인 문학”의 필요성을 역설, 

주제 영역 확대를 주문하면서 1930년대 항일 투사들의 형상화에 대한 접근을 강조한다. 1930년
대 혁명 전통 주제 창작에 대한 논의한 후, 해방 후 북반부 인민 정권 수립 및 민주 개혁, 조국 
해방 전쟁, 전후 복구 건설 시기 혁명적 작품 창작, 이어 반미 구국 투쟁을 벌이는 남반부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 형상화 작업을 요구한다.10) 

  같은 호 ‘편집후기’에 이르면, 머리글에서 현대적 주제로 확장된 혁명전통 주제, 남조선 현
실 주제가 천리마 영웅 형상화와 함께 배치되면서 향후 그에 대한 창작적 힘을 제고하겠다는 계
획이 명시된다. 

편집 위원회는 ... 편집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발
표하며 보다 잡지를 다양하고 흥미 있게 편집하려고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 ...

새 해부터는 편집에서 작품의 현대성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며 전투성, 혁명성을 강화하
려고 한다. 혁명 전통 주제, 계급 교양 주제, 반제 군사 주제, 조국 통일 주제 작품들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며 영웅적인 우리의 천리마 현실을 반영한 현실 주제의 작품들
을 다양한 형식으로 활발하게 편집하려고 한다. 다양한 형식의 쟌르 혁명적 작품 주제와 
제재 령역 결정적으로 확대하며 과학 문화 일반 지식에 대한 광범한 자료들을 체계적으
로 게재할 것이다.11) 

  1965년 조선문학』은 1-4호, 6호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특집 연단 “혁명적 작품 창작을 
위한 지상 연단”을 조직하고 평론들을 통해 다양한 장르, 형식, 주제의 혁명적 작품 창작에 대
한 논의를 열었다. 1965년 신년호 ‘편집후기’ 따르면,12) 향후 <혁명적 작품 창작을 위한 지상 
연단>이라는 고정란을 설정, 혁명적 작품 창작에서 제기되는 리론 실천상 문제들에 대한 평론, 

단상 등을 묶기로 한다. 이러한 고정란의 신설은 신년호 자체가 1964년 11월 7일 교시에 입각하
여 편집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편집 방향에 교시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편집부는 앞으로 동맹적인 방향에 근거하여 <지상 연단>을 고정시켜 혁명적 작품 창작과 
관련한 론의를 활발하게 전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평론가, 소설가, 시인들 그리고 
광범한 독자들이 참가해 줄 것을 바랍니다. 

편집부는 11월 7일 수상 동지의 교시 관철을 위한 작가들의 새해 창작 결의 중에서 수 
10) 구체적으로 머리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4.19 인민 봉기와 애국적 학생들의 6.3 투쟁 모

습을 반영한 작품들과 인민 항쟁을 취급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써 내야 한다. … 그들의 혁명
적 의식 발전 과정을 력사적 구체성 속에서 진실하게 보여 줄 뿐만 아니라 투쟁 위업의 정당성과 
종국적 승리에 대한 확신성이 생동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국 통일 주제 창작에서 
투사의 전형을 창조하며 그들의 영웅주의와 혁명적 락관주의를 밝혀 내는 것이 중요하다. ... 투사-
영웅의 성격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 투쟁 모습과 함께 3.1봉기와 광주 학생 운동 같은 해방 
전의 애국 투쟁 모습을 현대성의 견지에서 창작할 수 있으며 무자각한 인간이 혁명의 시련을 거쳐 
투쟁 대오로 나서는 인물 성격의 혁명적 발전을 보여 주는 작품도 쓸 수 있을 것이다. … 우리 인
민들을 교양할 뿐만 아니라 남반부 인민들의 혁명 의욕을 촉진하며 혁명의 주체력으로서의 자각과 
신심을 고무하는 그러한 혁명적인 작품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머리글, “혁명적 작품의 보다 왕
성한 창작을 위하여”, 조선문학 1964년 12월호, 6.   

11) ‘편집후기’, 1964년 12월호, 124 
12) ‘편집후기’, 1965년 1월호,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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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실었습니다. 

리 기영, 박 세영, 송 영, 최 명익, 천 세봉을 비롯한 작가들의 창작 결의에서 우리는 비
등된 결의를 보게 됩니다. 

  1965년 1월호 강창호, “조국 통일 주제 작품에 대한 생각”, 최일룡, “영웅적 
성격을 두고”, 고병삼, “삶에 대한 사색의 주인공들”, 원석파, “서정시와 혁명적 기백”을 담
았다. 2월호에는 방연승, “조국 해방 전쟁을 반영한 작품 창작을 위하여” (평론), 리상태, “혁
명적 대작과 장편 소설에서의 예술적 일반화 문제” (평론), 김명수, “한 인간의 초상을 두고” 

(단상), 김하, “독자는 영웅적 성격을 찾는다” (단상), 김희종, “혁명적인 시 창작에 대한 생
각” (단상)을 실었고 동 호는 또 다른 특집으로 “반제 군사적 주제 작품 특집”을 기획했다. 3

월호는 리억일, “혁명적 대작과 주제”(단상), 리영도, “혁명적 극 작품에서 주제와 개성”(단
상), 남천록, “총창과도 같은 가사를!”(단평), 리수립, “혁명적 서정의 탐구를 위하여”(단평), 

4월호는 안함광, “혁명적 성격 창조와 정황의 문제” (평론), 리시영, “혁명 전통 주제와 서정
적 일반화” (평론), 연장렬, “혁명적 주제의 탐구와 주제 령역의 확”" (평론), 오승련, “혁명 
투사 – 인간에 대하여 생각함” (단상)를 실었다. 4월호 특집에는 또한 지난 3월호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강토” 특집에 1회가 실린 성일국, “4.19 피로 씌여진 영웅 서사시” 2회가 추가
적으로 실렸다. 6월호에는 최일룡, “혁명적 대작과 구성”(평론), 원진관, “서사시 구성 형태에 
대한 몇 가지 소감”(단상), 김재규, “인간 탐구의 길에서”(창작 수기)가 실렸다. 

  <조선 문학> 1965년호들은 위의 특집 지상 연단이 아니더라도 매호 혁명적 문학 창작에 대한 
평론이나 개별 연단을 수록했다. 1960년대 초반 문단의 가장 중요한 형상화의 과제로 제기되었
던 ‘천리마 기수’ 창작은 1964년경 1930년대 공산주의자-항일빨찌산투사, 한국전쟁 당시 전사
-투사, 남조선 애국자 등의 형상 창작을 심화할 데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다른 공산주의자 전
형 형상화의 하나로 재조정되었다. 1960년대 중반 새 인간 형상화의 심화, 확대는 특히 “혁명 
문학” 제기에 따른 결과로, 혁명적 대작, 혁명적 작품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과 함께 단기간에 
다양한 창작적 실천을 동반했다. 여기서는 1967년 전후로 강준의 평론이 암시하고, 한상운이 실
제 직면한 남조선 현실 주제 창작에서의 문제가 1960년대 후반 김일성의 교시를 중심으로 한 당
의 유일사상체계 내에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1967-1968년 조선문학의 머리글, 평론들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1966년 제2차 당대표자회
에서 제시된 김일성의 군중로선, 계급로선에 대한 교시에 기반해 작가들의 혁명화, 인테리의 혁
명화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그 해결의 실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조선문학 
1967년 9월호의 권두언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의 로선을 받들고 들끓고
있는 현실속으로!”는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시기에 “인테리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
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실 체험도 당 정책의 무장 및 혁명화와 결부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작가들에게 “당의 높은 사상적 견지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가
의 본연의 면모이며 자세는 인민 교양을 선도하는 사명이라는 것이 강조되었다.13) 여기서 현재
의 당 노선으로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의 견지”가 강조되었다. 이 노선에 대해 권두언은 

13)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의 로선을 받들고 들끓고있는 현실속으로!” 『조선
문학』 1967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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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사회에까지 같이 데리고 가려는 당의 극진한 사랑의 표시”라고 평가하면
서 이 관철을 위해 작가들에게 조직생활과 집체생활을 강화하고 항일빨찌산 업적 및 생활을 연
구하고 체득할 것을 강조했다. 당대표자회의 결정을 빌어 권두언은 “인테리들에게 당의 붉은 
전사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낡은 사상잔재를 퇴치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성, 조직성, 전투성을 배우
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이 “계급로선과 군중로선” 문제는 1967년 8월호 강능수의 평론 “혁명과 문학 (1)”을 참고
해 그 의미를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강능수는 우선 사회주의제도 승리 이후에 조성되는 
사회주의 나라에서의 새로운 조건에 대해 당대표자회 보고를 인용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이미 착취계급과 온갖 착취제도가 청산되고 
새로운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으며 이 토대우에서 로농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전체 인
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착취사회에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
급과 피지배계급간의 계급적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지마는 사회주의제도
가 승리한 우리 사회에서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
의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63페지)14) 

  이어서 “이러한 새로운 조건 하에서 문학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
하면서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이후의 사회주의 발전에 있어서 제기되는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새것의 척도는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사변을 주
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인 열정과 계급적 자각, 자기 나
라의 민족적과업뿐만 아니라 세계혁명의 과업을 자신의 사업으로서 간주하고 추진해나가
는 인민들의 혁명적인 력량에 두어야 한다.15) 

  현실에서 강능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을 구현하는 데 있어 “작가의 주관적인 요인, 즉 
생활에 대한 작가의 적극성과 고상한 사상적 지향 – 공산주의적 사상성”을 강조하면서 이 사상성을 확
보하기 위해 우선 당 정책과 사상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최근의 중요한 교시로 1967년 1월 8
일 교시를 언급하며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의 관점”을 해설한다. 

당의 계급로선에 의거할 때에만 작가들은 로동계급의 관점에 서서 복잡한 사회현상을 정
당하게 식별할 수 있으며 다양하게 얽힌 계급들과 계층들의 관계에서 어느것이 우리 편
이고, 어느것이 적인가 하는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자기의 창작적인 열정을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혁명력량의 거창한 흐름 속에 둘 수 있다. 

또한 당의 군중로선에 의거할 때에만 작가들은 복잡한 계급들과 계층들의 관계에서 혁명
에 인입할 수 있는 계급과 계층 그리고 배격해야 할 계급과 계층들을 구분할 수 있으며 
혁명에 인입할 수 있는 계급과 계층들이 혁명의 발전에서 논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 

14) 강능수, “혁명과 문학(1)”, 『조선문학』1967년 8월호, 15. 
15) 강능수, “혁명과 문학(1)”, 『조선문학』1967년 8월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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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작가들이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에 튼튼히 의거하는 것은 곧 생활발전의 합법
칙성, 즉 생활의 진실을 반영함에 있어서 관건적인 문제로 된다. 생활 발전의 합법칙성은 
해당 계급 사회에서의 기본계급들의 모순 및 투쟁, 이에 이러저러한 형태로 관계한 계급
들과 계층들의 관계에 의하여 빚어졌으며 또 그 관계들의 발전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에 대한 파악이 없이는 우리 생활의 진실을 천
명할 수 없으며 또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16) 

  해설은 당 사상사업의 무기인 당 문학이 어떻게 ‘현실’을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당시의 ‘현실’에 대한 김일성 교시 및 당 결정의 핵심을 전달한다. 즉 “조국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을 준비하는 당-국가의 작가로서 1964년 3대 혁명 역량에 의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에 대한 전략, 1966년 경제와 국방의 병진건설 노선에 대한 천명으로 대표되는 ‘조선 
혁명’의 전략전술에 철저히 근거해 전 조선적 규모의 전형화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적 범위의 ‘조선 혁명’에 대한 고려는 “로동계급, 협동 농민, 근로 인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구현되는 사회주의 제도 승리 이후의 사회주의 건설의 북반부 현실과 제국주의 미국의 억압 하
에 그에 저항하는 광범한 인민들의 대오가 형성되는 남반부 현실 모두를 아우르는 창작을 할 데 
대한 요구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작가의 문예 창작 사업이 “당의 수중에 쥐어진 강력한 사상
적 무기의 하나”로 “혁명투쟁의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 남반부와 북반부의 인민을 아우르고 
남반부 집권세력 및 남반부를 ‘강점’한 제국주의를 배제하는 계급로선 및 군중로선을 견지하
라는 것이다. 이같은 임무를 자각적으로 수행하는 당의 붉은 작가의 위치로는 앞서 인용한 당대
표자회의 보고에서처럼 로동계급, 협동농민과 같은 자리가 제시되면서, 인민대중의 일부로서 전
체에의 정치사상적 통일이 요구되었다. 

  강능수의 “혁명과 문학(1)”이 해설한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에 의거한 새로운 혁명문학의 
면모는 1968-1969년 조선문학 지면을 채운 머리글과 김일성 교시, 소수의 평론들에 의해 더 상
세하게 다가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문학 1968년 6월호 머리글, “혁명적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자”에 따르면, 1965년 한상운의 조국 통일 주제 창작과 관련해 직면한 고민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한반도 남반부와 북반부의 서로 다른 현실에 대한 구성, 성격의 형상화의 이질
성은 항일혁명전통의 뿌리를 공유하며 전 조선혁명의 관점에서 반제국주의, 반미 투쟁을 지도하
는 김일성의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통해 해소된다. 김일성의 항일혁명전통 주제 창작, 

궁극적으로 수령 형상 창작으로 수렴되는 전국적 범위의 조선혁명에 대한 전략전술의 관점에서, 

조국의 남반부와 북반부의 현실은 현대성의 주제에서 서로 다른 시간대, 서로 다른 환경과 전형
을 요구하는 단위가 아니라, 혁명의 대상과 동력을 김일성의 “당의 유일사상”에 입각한 계급
로선과 군중로선에 따라 판단, 양쪽 모두 미래적 관점에서 혁명의 희망과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형상화가 필요한 공간이다. 

혁명적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조선혁명은 반드시 조선인민자체의 힘
으로 끝까지 완수하여야 하며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그이의 열렬한 혁명정신과 주체적인 혁명사상의 일환이다.

16) 강능수, “혁명과 문학(1)”, 『조선문학』1967년 8월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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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일 우리가 북반부인민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미 해놓은 건설
의 성과에 만족하여 계속 전진하려는 투지를 잃어버리게 될것이며 남반부를 해방해야 할 
혁명임무를 잊어버리고 북반부에서 우리끼리만 잘 살려고 하는 위험한 경향에 빠질수 있
다.>(<우리 혁명에서의 문학예술의 임무> 37페지)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교육을옳게 하지 못하면 통일은 고사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도 
어렵게 될수 있다.>(같은 책 47페지)

...

조선혁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북반부인민들을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는 동시에 남조
선혁명의 직접적담당자들인 남반부혁명가들과 인민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남반부혁명가들
과 인민들을 교양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투쟁에로 궐기시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혁명투쟁의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사람들에게 혁명투쟁의 방법을 가르쳐주며 그들의 혁명적정열을 북돋아주며 계
급적각성을 높여주는 문예작품의 창작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우리 혁명에서의 문학예
술의 임무> 39페지)... <남조선청년들이 한번 읽으면 미국놈들을 반대하여 결사적으로 투
쟁하겠다는 각오가 생길만한 힘있는 작품을 써야 할 것이다.>(같은 책 43페지)

...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될 때만이 수령의 참된 전사, 조선의 
혁명가, 조선의 공산주의자로서의 보람을 간직하고 어떠한 어려운 난관에 부닥쳐도 혁명
임무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으며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그 강의한 혁명정신과 불같은 
투지로 싸울 때만이 어떠한 간악한 원쑤도 쳐물리치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은 직접 혁명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 혁명의 파란곡절을 겪어보지 못한 사
람들, 실지로 혁명이 무엇인지 똑똑히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혁명
가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의 하나이다.17) 

  남반부 현실 주제와 북반부 현실 주제가 ‘문학에서의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이후 
항일무장의 혁명전통이라는 단일한 틀 안으로 포섭, 실질적으로 혁명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목
적에 복무하는 형상화의 하부 주제들로 통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써 강준과 한상운의 평론
과 수기에서 보듯 남반부-북반부 현실 전형화와 관련해 이질적 구성, 이질적 성격 전형화에 대
한 고민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위로부터 주어진 한반도 전국적 범위의 통
합은 “당의 유일사상”이 연원하는 ‘수령’의 혁명적 권위에로 수렴하는 동심원적 구조를 형
성하면서 남반부와 북반부의 현실 자체에 대한, 다른 해석들의 여지를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왔
다. 1967년 문학에서의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이후, 기존의 다양한 새 인간 전형들은 질적 차
이가 없이 양적 수치로 가늠이 가능한 창작 소주제들로 변해버렸다. 

17) 머리글, “혁명적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자”, 조선문학 196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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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명 문학”과 “조선 혁명” 

  연구에서는 크게 다음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우선 1950년대 남조선 문학, 남조선 현실 주
제와 관련된 논의 및 창작실천에 대해서는 보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남조선 혁명과 관련해 북
한의 1960년대 통일방안 전개와 남조선 현실 주제 창작 간 상호관계, 혹은 시차에 대해 보다 조
명할 예정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현 단계에서 보이고자 한 것은 1967년 전
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과정에서 남조선 현실 주제로의 사회주의 문학계의 새 인간 전
형화의 심화, 확대 경로에 존재했던 한반도 남/북반부 현실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과 그 분석들에 
내재한 문제의식이다. 예를 들어, 본 발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1950-1960년대 남조선 주제 
창작 및 평론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남조선 투사-영웅의 형상화가 “당의 유일사상체
계” 아래 전국적 “조선 혁명” 수행의 하위 부문으로 자리매김되는 방식의 “혁명 문학”이 
아닌, 보다 남반부의 생활, 현실로부터 출발해 단선적인 인간 장성의 과정에 수렴되지 않는 전형 
창조로 나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해, 1967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이후 전 조선혁명의 부
분으로서 남조선 혁명 실현을 위해 남조선 혁명의 교과서로 작용하도록 하는 전형화 작업과 구
분, 남조선 현실에서 반미구국투쟁의 필연적 경로만을 전망, 형상화하는 것과는 다른 논의들을 
재조명하고 그 다양성을 탐색할 수 있다. 



- 182 -

발표문14

한(조선)반도 평화시대 남북한 교육 교류의 가능성 탐색
: 지도자 생일과 우상화 교육의 미시적 변화

한 승 대 (북한대학원대)

Ⅰ. 머리말

  사람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가 교육이라고 이야기한다. 
교육은 오랜 기간 각 체제를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남북관계가 좋아져도 
교육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한다. 사실 바꿔 말하면 북한체제에서는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과 변화를 위해 언제든 교육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서부터 출
발해야 한다. 김정은 집권기 들어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고, 현재에도 북한 사
회의 체질 개선에 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연구자, 일반 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의 ‘위대성 교양’, 우
리 언어로 표현하면 ‘지도자의 우상화’와 관련된 부분이다. 특히 태양절, 광명성절이라고 하는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은 외부의 우려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북한 사회에서 
지도자의 생일은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한 교육 교류의 가능성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여전히 설득력을 얻고 있
다. 
  발표자가 한 가지 주목하는 점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기념하는 문제이다. 국내 연구자들
은 새해만 되면 두 가지에 관심을 갖는다. 하나는 북한의 신년사이고, 다른 하나는 김정은 위
원장 생일의 달력 표시 여부이다. 올해도 1월 8일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그림-1> 2019년 1월 북한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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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의 정당화나 안정화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은 공개적으로 
축하할 일이다. 2016년 제7차 당 대회, 2018년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북중정
상회담은 대외적으로 지도자의 존재감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였다. 하지만 2019년에도 
그의 생일은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다. 이 부분은 분명 북한 사회의 변화, 또는 남북
한 교육 교류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예의주시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과거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 김정은 
위원장의 사례와 최근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Ⅱ.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사례의 고찰

  문헌상에서 김일성의 생일이 처음 공개되는 시점은 1952년 4월이다. 이 해는 김일성의 
40회 출생일이면서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시기였다. 다만 1950년대에는 전쟁과 전후 복구과
정의 문제, 소련에서의 스탈린 격하로 김일성의 생일을 공개적으로 기념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
했다.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김일성의 항일 활동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1959년 초부터 『로동신
문』에는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가 연재되었다. 회상기 연재에서 주목할 부분은 1959년 
4월 15일, 1960년 4월 15일, 1961년 4월 15일에 실린 내용이다. 기고자는 최현, 백학림, 김성
국으로 이들은 항일 활동의 선두에 선 김일성의 활약상을 높이는 동시에 김일성 생일을 간접적
으로 축하하고자 했다. 한편 1961년 4월 15일 그의 49회 생일은 공식적으로 기념되지 못하고 
천리마 동상 제막으로 대신했다.
  1960년대부터 ‘만경대’라는 이름을 딴 체육경기대회 등이 열렸고 소년단대회에서 항일유격대
원들의 교양 사업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대회는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에서 경험했던 의례
나 선전선동의 범위에 준하는 것이었다. 1964년 김정일이 당 사업을 시작하고 정치무대에 들어
서면서 김일성의 생일 기념에 변화가 나타났다. 1965년 4월 김일성․김정일의 인도네시아 방문 
이후 김일성의 대외 선전이 확대되었고, 김일성 전기 작업에 김정일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실제 1967년 김일성의 55회 생일에 『김일성저작선집』이 발간되었다. 경제 부문에서는 상반기 
계획을 4월 15일까지 완수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다. 1967년 갑산파 숙청 이후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는 심화되는 데 이때부터 김일성을 ‘태양’으로 호명했으며 ‘어버이’라는 가족국가 개념이 
들어섰다. 김일성은 자신을 어버이 수령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당을 ‘어머니 당’으로 표현하였다. 
  1972년 김일성의 60회 생일을 기념해 출생과 관련한 사안이 체계를 갖춰나갔다. 60회 생일에 
맞춰 ‘김일성상과 김일성훈장’을 제정하였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김일성의 생일에 맞춰 
‘공화국 2중영웅칭호’를 수여하였다. 아울러 김일성 동상도 생일을 기념해 제막하였다. 1980년대 
들어, 구체적으로는 1982년부터 김일성의 생일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다. 70회 생일을 기념해 
인민대학습당, 빙상관, 청류관, 만경대유희장, 평양제1백화점, 김일성경기장, 개선문, 주체사상탑
이 새로 지어지거나 개보수되었다. 주체사상탑은 수령제를 절대화하고 계승하는 중요한 상징물이
었다. 제도적으로는 국제대회인 ‘만경대상 국제마라톤대회(1981년)’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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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의 초기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기존 행사와 더불어 김일성 경축 중앙보고대회도 열렸다. 애초 지도자 김일성 생
일의 기념은 국내적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대외관계의 확대와 후계자 김정일이 수령의 절대성
을 중심으로 모든 기념을 준비해 나가면서 점차 국내와 국제행사를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나갔다. 
이러한 체계는 김일성 사망 시까지 이어졌다.
  1960년대 초 김정일은 김일성 생일의 기념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당 사업을 추진했다. 1960년
대 후반부터 유교적 전통인 가족국가 개념이 확산되면서 김정일은 점차 충효를 갖춘 후계자로 
부상하였다. 김정일은 ‘당중앙’으로 활동하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 그의 생일을 기념해 소년단대
회와 체육경기대회 등이 열렸다. 이런 대회가 김정일의 사상과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대회는 아
니었다. 후계자였던 김정일은 김일성의 지배 정당성을 강화하고 확립하는 일에만 매진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는 일에는 제한적이었다. 
  다만 1980년대 들어 후계자로 공식화되면서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1987년 김정일
의 45회 생일을 앞두고 백두산 성역화 작업이 본격 진행되면서 점차 후계자의 위상과 권한이 강
화되었다. 김정일의 생일 기념 준비 작업은 김일성 집권기에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Ⅲ. 김정은 위원장의 사례

  김정은 위원장의 출생일은 1월 8일이지만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한 생일 기념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공식문헌에서도 현재까지 김정은의 생일에 관한 별도의 행사나 언급이 없다. 통상 
1월 8일은 신년사 관철을 위한 군중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보도 비중이 높다. 예
외적으로 2014년 1월 8일에는 신년사 관철을 위한 군중대회와 함께 김정은의 농구경기 관람이 
보도되었다. 2016년 1월 8일에는 수소탄 시험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 연환 대회가 열렸다.
  생일을 공식화하지 않기 때문에 발표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 혹은 1081)이라는 
숫자에 주목한다. 적어도 김정은 시대 들어 나타나고 있는 1월 8일과 숫자 108의 상징화는 향후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기념화를 예측하는 단초를 제공해준다.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 생일을 공
식 언급한 시점이 2014년 1월이기 때문에 아직 북한 내에서 공개적이고, 전방위로 김정은 출생
을 기념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러 방면에서 상징화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징후를 
보인다. 
  먼저 당 중앙위원회는 김정일 사망 다음 해인 2012년 1월 8일 『김정일전집』을 발행한다고 공
표했다. 김정일의 출생 70주년인 2월 16일을 기념해 출간한다고 했지만, 발표 날짜를 김정은 자
신의 출생일로 맞췄다. 김정은 자신의 생일과 직접 관련된 상징화는 아니었지만, 발표를 1월 8
일에 함으로써 후대 수령인 자신이 『김정일전집』을 책임지고, 자신의 생각을 『김정일전집』에 반

1) 김정은은 2016년 3월 하순 북한군 7군단과 108기계화보병사단이 참가한 상륙 및 반상륙 훈련을 참관
하였다. 108사단 지휘부는 함경남도 영광군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훈련에는 총정치국장, 총
참모장, 인민무력무장 등 군 수뇌부도 함께했다. 김정은은 이 훈련에서 “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쏜다
고, 가슴이 후련하다고 하면서 저렇게 잘 준비된 우리의 미더운 포병들이 멸적의 포신을 들고있기에 
그 어떤 적상륙집단도 우리의 해안에 절대로 달라붙지 못한다”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
선인민군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을 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6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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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드러냈다. 이전 지도자인 김정일 역시 『김일성저작선집』과 『김일성저작집』, 
『김일성전집』 출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바 있다. 
  또한 북한 주민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수산사업소에는 김정은 자신의 생일인 ‘1월 8일’을 붙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1월8일수산사업소 건물 뒤편으로는 종합식료가공공장2)을 현대화하여 
군대의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는 당의 복원과 김정일의 유훈이라는 흐름 속에 진
행되었지만, 무엇보다 김정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런 측면에서 1월 8일의 의미
는 지도자 개인의 생일 그 이상이었다. 
  한편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2017년은 김일성 탄생 
105돌, 김정일 탄생 75돌, 김정은이 당과 국가의 최고지위에 추대된 5돌인 뜻깊은 해”라면서 “1
월에 김정은의 생일을 성대히 경축하며 광명성절, 태양절, 김정숙의 생일인 12월까지 2017년 한
해를 경축 분위기로 만들자”3)고 하였다. 이 준비위원회는 인도네시아에서 결성되었다. 아직 김
정은의 생일이 공식화 되지 않았지만 점차 해외로부터 김정은에 대한 생일 축하 분위기를 고조
시켜 북한 내부로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Ⅳ. 맺음말

  김정은의 1월 8일 출생에 관한 상징화는 집권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아직 김정은 스스로가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는 방향에서의 상징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 숫자의 상징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김 위원장의 생일은 크게 네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식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첫 번째로는 핵 개발의 고도화나 과학기술 발전, 주민생활 향상 
등이 선행된 뒤 북한 주민이 동의하고 있다는 직간접적인 상황에서 명절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
다. 두 번째로는 1월 8일을 전후해 마식령 스키장 등을 활용한 겨울 스포츠 대회 개최를 예상해 

2) 종합식료가공공장을 현지지도 한 후 김정은의 목적지는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
(이하 18호수산사업소)’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는 조선인
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4년 11월 19일. 18호수
산사업소는 원산만 연안에 자리 잡고 있다.(일부 국내 언론은 “‘서해’ 현지지도 나갔다는 北 김정은 
뒤엔 ‘동해 홍게’”라는 제목으로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의 위치가 통일부 관계
자의 전언을 근거로 서해(황해남도 해주 인근)에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김정은이 서해로 현지지
도를 나가 동해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로 ① 
동해안 생선들을 육로로 공수해 서해의 수산사업소에서 분류 및 재가공을 했을 가능성, ② 북한 해역
에서 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을 통해 공수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북한 프로그램 <결사관철의 항로우에 울리는 만선의 배고동소리: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
하 18호수산사업소>에서도 18호수산사업소를 ‘동해어장’이 있는 곳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정보당
국과 언론이 만든 해프닝이지만 북한 당국의 정보 미공개도 한몫했다. 김정은의 현지지도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
관, 김양건 당 비서, 오일정 당 부장, 한광상 당 부장, 박명철 최고재판소 소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
부 제1부부장이 동행하였고,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도 함께했다. 김정은은 “선대 수령의 유훈을 관
철하는 것과 사회주의 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만드는 것이 숭고한 의무”이며, 18호수산사업소가 “당
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형단위라면서 사회의 수산부문을 비롯한 온 나라가 적극 따라 배워
야한다”고 하였다. 

3) 『로동신문』, 201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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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대회가 활성화되면 점차 규모를 늘리고 제도화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명절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로는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등 국외 행사를 통해 김정은의 출생일을 고조
시킨 후 국내로 인입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은 작지만 김일성, 김정일 이외의 지도
자 명절을 김정은 본인이 거부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자신이 충과 효에 기초한 지도자인 점을 
최대한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4) 그럴 경우 김정은의 기념일은 김정은 이후의 후계자에 의해 이
루어질 것이다.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은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참신한 선
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해나가자’를 통해 김정은 시대 들어 변화하고 있는 사상내용
의 변화를 언급하였다. 위대성 교양의 경우 기존과는 달리 인간적인 지도자의 풍모를 중시하였
다. 즉, 수령과 주민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며 신비화의 영역도 아니라는 것이다. 

위대성교양에서 중요한것은 수령은 인민과 동떨어져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
이하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민의 령도자라는데 대하여 깊이 인식시키는것입니
다. 만일 위대성을 부각시킨다고 하면서 수령의 혁명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우
게 됩니다. 수령은 인간과 생활을 열렬히 사랑하는 위대한 인간이고 숭고한 뜻과 정으로 인민
들을 이끄는 위대한 동지입니다. 수령에게 인간적으로, 동지적으로 매혹될 때 절대적인 충실성
이 우러나오는것입니다. 수령의 사상리론도 인민들을 존엄높이 잘살게 하기 위한 인민적인 혁
명학설이고 수령의 령도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그 힘을 발동시키는 인민적령도이며 수령의 
풍모도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 인민적풍모라는것을 원리적으로, 생활
적으로 알게 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위대성교양의 내용을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관통시켜야 합니다.5)

  나머지 교양에 대해서도 실생활 중시의 교양, 추상적인 선전의 배제를 주문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추상적인 선전, 형식주의 보다는 실생활에 기초한 사상교양을 강조하고 있다. 이
러한 변화가 앞으로의 남북한 교육 교류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방향키가 될 것이다. 

4)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40세가 되는 2023년 또는 2024년은 주목해야 한다. 이는 김일성 주석의 선례
에 따른 것이다. 

5) 『로동신문』, 2019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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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2

<“냉전과 북한학, 1960년대 북한학 성립의 안팎” 토론문>

                                                      구 갑 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글은 1부 “통일의식과 북한이해”와 2부 “1960년대의 북한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내용에 대한 간략한 질문과 논평입니다.

     1. 통일의식과 관련하여, (1) 청년과 관련된 세대의 차이, (2) 시계열적 차이, (3) 남북의 차
이 등의 ‘원인’에 관한 진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으리라는 생각입니
다. 
     2. 통일과 평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어떤 통일인가’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의 통
일인가’를 먼저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통일의식에도 적용됩니다. 평화와 통일의 관계
에 대해서는, 첫 번째 ‘어떤 평화인가’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의 평화인가’에 대해 말해야 합니
다. 그러면 통일과 평화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서, 타자화 수준을 넘어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이 있는 것
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균열구조와도 무관한 현상입니다. 
     4. 한반도학과 관련하여, 그 학이 필요한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왜’라는 질문이 불가피합니
다. 글의 뒷부분 서술과 관련하여서도 대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5. 학 또는 분과학문(discipline)의 규율은 연역적으로는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에 대한 획정
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계보학적으로 본다면, 북한연구를 북한학으로 규정짓고자 하는 주체의 
형성으로 시작합니다. 
     6. 북한학은, 비교연구, 국제관계연구, 지역연구로 분기될 수 있습니다. 
     7. 1960년대 북한학의 성립이 한미관계의 틀 속에서, 특히 재단이라는 사적 행위자의 개입
으로 이루어졌음을 실증하는 부분이 이 글의 백미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국가장치가 북한학에 
개입하는 과정이 결합되어 있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재단에서 북한학으로, 국가장치에서 
북한학으로, 재단에서 국가장치를 경유하여 북한학으로 등등의 ‘경로’ 설정도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국내의 ‘다양한 연구주체’의 북한학에 대한 ‘수요들’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술이 있으면 다양한 경로설정에 대한 보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8. 1960년대는 역사적 서술이 중심이었고, 비교연구가 태동하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
다. 
     9. 동아시아란 문제설정 속에서 북한이 1960년대 북한학 성립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10. 필자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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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3

｢비판적 코리아연구와 새로운 냉전 문화사의 시도｣ 토론문

이 신 철 (성균관대)

1. 역사연구의 방법론 확장의 긍정성
- 1980 이후 그 동안의 선험적, 외재적이며 전체주의적 또는 반공적 연구시각을 극복하려는 

광범한 노력 등장
- 1990년대 내재적 접근법 또는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
- 2000년대 연구에서 생활사, 일상사적 접근법
- 비판적 코리아 연구 방법론 : “거대한 단일 시스템 분석으로 향한 종합적인 방향성” 극복, 

문화사적 접근. “식민과 냉전이라는 힘에 대항하는 비판적인 지역연구”

2. 비판적 코리아 연구 방법론
- 개인의 경험을 다양하면서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념이나 김일성 중심의 북한 

이해를 뛰어 넘어려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을 내세운 그동안의 연구에서도 김일성이나 체제 중심적인 시각에서 

북한 사회의 역사적 역동성이나 인민의 역할에 대한 무용론으로 경도되고 있던 경향을 
되돌아보게 함.

- 일본내 조선학교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냉전적이고 일방적인 정치 편향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노력도 매우 
중요.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질문 
- 단일한 시스템이 결국 식민주의와 냉전이라면 해방후 북한에서의 시스템은 주로 냉전이라고 
할 수 있다. 발표자는 김수경의 사례를 통해 그 같은 냉전체제의 일부를 그가 담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항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 그러나 발표자가 수집한 광범한 자료와 인터뷰 등은 결국 그가 소련식 사회주의에 발맞추어 
조선의 어문학을 발전시키려고 했다거나, 북한에서 1960년대까지 북한 어문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까지 그의 경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김수경의 능동적 자아와 행동은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 주면 좋겠다.
- 일본의 재일조선인 사회는 해방후 다양한 생존의 정체성을 모색해 왔다. 최근에는 일본사회, 
또는 다문화 사회와의 ‘공존’을 내걸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방향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반도 통일에의 기여나 ‘조국 회귀’의 목표를 강조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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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재일조선인의 일본 내 정체성 모색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 한편 교토의 사례는 지역 내 특정한 일본인들의 주도하에 주민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같은 태도는 남한 관련 학교가 들어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정치 편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점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태도가 
또 다른 차원에서 이념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 비판적 코리아연구 방법론은 매우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에 기반하거나, 공동작업에 기반한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튼튼한 연구기반을 갖추지 못한 연구자, 특히 초보연구자에게는 너무나 
가기 힘든 길로 보이기도 한다.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 마지막으로 ‘비판적 코리아’라는 용어에서 코리아는 남한이나 남북한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이다. 남한 연구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발표자의 방법론은 
어떤 의미에서 종합적이고 탈분과학문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접근을 포괄하는 용어로 ‘비판적’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답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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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4

<조선녀성>의 여성 번역에 대한 토론

박 진 영 (성균관대)

발표는 북한의 여성 번역이라는 문제를 시대적 흐름 속에서 조망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발표 전반부에서 거론되었다시피 한국에서 여성이 번역
된다는 것, 혹은 여성에 의해 번역된다는 것은 동아시아 주변부에서 전통과 현대, 식민지와 분단
의 경험을 거치면서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사회사적이자 문학사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
문입니다. 특히 초창기 북한의 여성이 사회주의 이념이나 정책, 그리고 외국문학 번역과 맺고 있
는 관련성이 진지하게 연구된 바가 없는 듯합니다.

토론자가 북한문학에 대해 공부한 바가 얕기 때문에 발표를 접하면서 든 한두 가지 궁금증
이나 향후의 연구 방향과 관련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선녀성>이라는 매체의 성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십사 청합니다. 발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일부 자료만 다루어진 듯합니다만 1950~1960년대 <조선녀성>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상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또 <조선녀성>에 창작과 번역이 두루 발표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전반적인 경향이나 특징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번역의 경우에는 소련ㆍ중국
ㆍ동유럽 작품을 중심으로 소개되었는지, 영미권ㆍ서유럽의 작가나 작품이 번역된 경우가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발표자가 논제로 삼은 “혁명적 어머니” 혹은 사회주의적 여성상이 북한의 정치적ㆍ경제적 
발전 단계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보이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여성 정책이나 교육 이념이 시기별
로 차이를 보이는지, 또 문학 번역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여성 번역이라는 문제에서 식민지 시기의 번역과 연속성ㆍ불연속성을 포
착할 수 있는지, 남한의 번역과 어떠한 유사점이나 차이가 있는지가 앞으로 연구에서 해명되어
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이 글은 그동안 발표자가 식민지 시기 여성과 번역에 초점
을 맞추어 진행해 온 연구의 연장선이자 문제의식을 분단 이후까지 확장하는 향후 구상의 일부
라고 판단됩니다. 북한의 여성과 번역 문제를 연구할 때 논점이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덧붙여 
주시면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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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5

<평화의 시대 ‘동아시아 북방학’의 가능성>에 대한 토론문

전 우 형 (중앙대)

선생님의 발표문은 지금, 여기의 북방학에 관한 사유의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문으로 구성되기를 고대하며, 또 어찌 이 많은 키워드들이 한 논문에 오롯이 담길지 기대와 
우려 또한 상존합니다. 북방학의 재맥락화에 선생님의 키워드들에는 대부분 동의하며, 특히 냉전
의 지정학적 경계선을 품고 있는 우리의 북방학이 ‘현재학’이어야 한다는 점과 일국 너머 또는 
그 사이 및 관계에 대한 연구여야 한다는 점에 이 논문에 대한 기대가 커집니다. 다만 북방학이 
동북아시아라는 여전히 제국-식민주의적이고, 냉전-탈냉전적인, 그리하여 관계가 수시로 좋지 않
은 현재에 관한 어떤 좌표를 만들 수 있을지에 관한, 그리고 평화와 탈분단 프로세스라는 한반
도의 현재에 관한 어떤 시좌를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한 선생님의 고민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이 발표문의 토론자로 제가 여기 와있는지에 관한 제 나름의 이유인 것 같습
니다. 최근 추상미 감독의 <폴란드로 간 아이들>과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폴란드 국가
기억원 기록보존소 소장 북한 관련 자료를 아카이빙한 『북한 기록물 프로젝트』 등이 기억/기록
되지 않았던 한국전쟁의 어떤 역사와 삶을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텍스트들은 이를 어렴풋
이나마 기억하고 있었더군요. 제가 현재 준비중인 논문의 일부를 여기에 소개하는 것으로 토론
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김연수의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문학동네, 2007)에는 이런 장면이 있다. 주인공 
정민이 베를린에서 만난 정교수에게는 베를린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우연히 웨이트리스로부
터 그녀가 어릴 적에 사귄 북한 친구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 북한의 전쟁고아 수천 
명이 ‘사회주의와 인터내셔널의 정신교육을 위해’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
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으로 이주해 왔고, 웨이트리스의 친구가 폴란드의 실롱스크 지방으로 
온 아이들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전하던 웨이트리스가 흥얼거린 노래가 민요 
<도라지>였으며,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에 불응하거나 송환 도중 필사의 탈출을 한 아이들이 
다수 있었다는 소문이 정교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설정이다. <폴란드로 간 아
이들>에 비하면 10여년이나 앞서 있으나 그 기억의 계보는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 1950년
대 폴란드에서 출간된 사회주의리얼리즘 소설 『다시 찾은 어린 시절의 집』(1953)은 폴란드
로 간 한국전쟁 고아에 관한 기억의 첫 자리에 놓인다. 폴란드로 간 한국전쟁의 고아들이라
는 남북한 경계의 역사는 재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되지 못했거나 어떤 강고한 문화적 
기억에 의해 억압되어 있었다고 보는 편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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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보다 훨씬 대중적인 미디어를 자처하는 TV에서도 다루어진 적 있으나 대중적 기억으
로 접속되지는 않았다. 1992년 6월 22일 MBC뉴스에는 폴란드로 보내진 북한의 전쟁고아
에 관한 기사가 보도된 적 있다. 관련 영상을 폴란드 체르나포로부터 최초 입수했다는 앵커
의 멘트를 감안할 때, 이 보도가 한국사회에서 이 역사에 관한 첫 번째 증언이었을 가능성
이 있다. 논조는 남한 전쟁고아의 해외입양을 비난하는 북한 때리기였다. 다만 기사의 말미
에 등장하는 민요 <도라지>에 담긴 연민적 시선은 김연수 소설과의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짐
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 역사가 TV에 재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04년이다. 
KBS수요기획 <미르초유, 나의 남편은 조정호입니다>는 북한 전쟁고아 위탁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조선인민학교에서 만난 남편을 기다리는 루마니아 할머니, 제오르제따 미르초유
의 애틋한 사연을 소개하면서 휴머니즘을 자극했으나 기억으로 전이되지는 않았다. <폴란드
로 간 아이들>은 그로부터 또 14년이 지난 뒤 영화로 재현된 셈이다. 14년 전 TV다큐멘터
리 제작이 <올드보이> 상영회를 계기로 동유럽을 순회하던 박찬욱 감독의 주선으로 가능했
다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폴란드 소설 『천사의 날개(Skrzydla aniola)』(2013)와 이
를 쓴 폴란드 라디오 브로츠와프지국 기자이자 PD였던 욜란타 크리소바타와 극작가 패트릭 
요카가 폴란드 공영방송 TVP를 통해 공개한 <김귀덕(Kim Ki Dok)>(2006)이 매개가 되었
다. 게다가 같은 시기 방한한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당시 폴란드 대통령이 청와대 오
찬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1955년부터 2년 동안 북한 고아들에게 음악을 가르친 교사였다는 
점을 밝혔던 것도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이 역사에 관한 김다은의 최근 소설 
『바르샤바의 열한 번째 의자』(작가, 2017) 역시 최근의 경향에 참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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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6

김근배 선생님의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시너지(synergy)｣를 읽고

정 승 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탈분단시대 평화공존의 통섭적 성찰: 과학기술과 지역표상(2019.3.15)>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6) 김근배 선생님의 또 하나의 시리즈물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시너지｣를 보면
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숙고하게 됩니다. 1) 과학기술을 매개로 한 북한의 모순적 ‘불
균형발전’ 실태(첨단주체과학 vs. 빈곤피폐상), 답보상태에 뼈져있는 현재의 남북(관계)상황에도 
불구하고 2) 평화와 남북교류, 그리고 통일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그것입니다. 이하, 김근배선생
님의 발표에 대해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코멘트 내지 질문을 통해 21세기 탈분단시
대 평화공존, 교류협력에 대한 혜안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과학기술을 지표로 한 남북간 교류협력의 시대구분(=단계론)에 깊은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
다 (PPT 7면). ‘남북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장은 극히 최근에 들어서야 가능해졌다. 즉, 남북교
류는 민주화시대에 들어서야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1) 현재 한반도의 엄혹한 정치, 이데올로기 지형에서 “과학기술”(부문)은 非정치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가치중립적인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가령, 이태규, 리승기, 박철재의 행
로는 오히려 ‘냉전시대의 희생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PPT 6면)

(2) 과학기술로 보는 북한사회의 모순적 실태, 주체과학(기술)의 폐쇄성에 대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DMZ에서 발병, 확인,,,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남북간 ‘방역, 위생, 의
료’ 교류(=非경제교류)는 불가능한 것이었는가? 교섭력부족, 상황판단 오류에 대해 말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남북교류의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기회 상실?) (PPT 10~12면)

(3) ‘탈분단시대’에 북한의 첨단 주체과학(기술)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민감한 군수부문(=전략
부문)에서 교류협력의 장이 존재하는가? (PPT 17~18면) 교류협력을 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현실
적 가능성(가령, 구체적 협력방안) 사이의 괴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메울 것인가? (PPT 21, 23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6) 김근배, ｢과학으로 시대의 경계를 횡단하다: 이태규 리승기 박철재의 행로｣, 大東文化硏究 제106
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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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7

북‘조선문학’의 난제

남 원 진 (건국대)

선생님의 발표문 ｢혁명활동의 소설화와 김정은의 영도예술｣을 잘 읽었습니다. 이 발표
문은 “혁명 활동이 소설화되는 과정과 소설 속에 나타나는 김정은의 영도예술에 대해 분석”한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革命)’이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
적으로 고치는 일”(<표준국어대사전>)이라 명명됩니다. 그런데 북조선에서 지속적으로 호출되는 
무수한 “혁명”이란 단어나 단어의 조합 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과연 “혁명이란 무
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두서없는 몇 가지 질문입니다.

1. 북‘조선문학’의 난제

북조선의 지도자, 김정은이 가진 ‘젊은 지도자’와 ‘늙은 지도자’의 부조화된 형상을 어떻게 받
아들여할 것인가? 한설야처럼, 김정은의 형상화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봉착된다. 현재, 한설야의 
문제작 ｢개선｣은 ‘해방 후 김일성을 형상화한 첫 단편소설’로 호명된다. 이 작품은 김일성에 대
한 부정적 시선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제시하여 젊은 지도자가 이끄는 북조선의 정통성을 담보
하려 한다. 북조선 문학예술계를 이끌던 한설야는 ‘김일성이 젊다’는 것에서 제기된 의구심을 해
소하려 하고, 새로운 북조선을 이끌 지도자에 대한 특성, 즉 자애로운 어버이이며 스승의 품성을 
부여하려 한다. 한설야의 이런 두 욕망이 ‘젊은 지도자’와 ‘늙은 지도자’의 부조화된 형상을 탄생
시킨다. 그런데 한설야의 두 욕망은, 곧 젊은 지도자인 김일성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동시에 새
로운 북조선이 해결해야 할 난제이기 한 것이다. 여기서 김일성과 북조선에 대한 형상화는 북조
선 문학이 안고 있는 고민인 한편,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북‘조선문학’이 정치적 
문제를 떠맡으면서 생긴 중심 과제이며 동시에 난제인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근대 문학이 
떠맡은 문학과 정치의 관계 설정이라는 오래된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북조선의 젊은 지
도자, 김정은의 형상화의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의 형상화
의 ‘감각의 분배’ 방식 또는 경계 설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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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령형상문학’에 대한 경계 설정

“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우리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수령’의 문학을 중핵으로 만들어진 ‘수령형상문
학’을 어떻게 보아야할 것인가? 이는 과거의 개조나 해석, 재창조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과거의 사건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자료와 
인간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며, 과거는 그 자료와 기억이 한데 뭉친 것”이다. ‘수령’의 문학을 
중핵으로 만들어진 ‘수령형상문학’은 실제의 기술이 아니라 혁명적 전통을 발명한 것이다. 즉, 
이는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는 것이
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수령’의 문학은 ‘반’리얼리즘 문법으로 독해된다. ‘수령’의 문학은 
‘근대문학’으로 읽기를 차단하는 단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현재 북‘조선문학’을 남한의 
익숙한 문법으로만 읽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근대에 창작된 작품 치고 근대문학이라는 상
표를 붙여서 안 될 것은 없다. 하지만 ‘수령형상문학’이라 명명된 문학에 대한 경계 설정을 생각
한다면, 여기서 다시 ‘근대문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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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9

‘한반도 문화예술의 분단과 재통합 (불)가능성 : 북한학에서 한반도학으로’ 토론문

조 한 범(통일연구원)

o -조선의 자기중심적 통일문화의 전유에 대한 필자의 문제점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함.

o 민족, 민족문학, 통일문학을 상대를 배려하지 못한 자기중심적 일방적 전유는 문학 뿐만 아니
라 분단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한반도 전체 구성원의 사고체계의 문제로 볼 수 있음.

o 장기간 지속되어온 남북한간의 적대적 공존관계는 남북한사회내 생활세계(lebenswelt)를 구조
적으로 왜곡시킴으로써 인식의 자율성을 제약해왔다는 점을 고려해야함.

o 분단체제 발전의 불완전성과 비정상성에 대한 자기인식을 결여한 남북한의 통합노력은 필연적
으로 자기중심적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자각이 필요함.

o 한국(문)학과 조선(문)학의 대립적 총체로서 한반도(문)학을 시론적으로 제기한 필자의 시도는 
의미가 있음.

o 중요한 것은 한반도(문)학의 정체성 확립과 아울러 이를 지향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임.

o 한반도(문)학의 출발점은 ‘분단에 대한 병식(病識)’이 형성이라고 할 수 있음.
- 분단체제는 남북한 사회내에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비정상성과 불완전성을 배태했으며, 이에 

대한 병식은 한반도(문)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o ‘성찰적 통일론’의 관점은 한반도(문)학의 정체성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성찰적 통일론의 관점은 분단체제의 불완전성과 비정상성을 극복하는 과정으로서 통일을 인식

하는 것임.
- 성찰적 통일론의 관점은 남북 일방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특히 성공한 체제가 실패한 

체제를 수렴하는 방식을 지양함.
- 성찰적 통일론의 모델은 남북한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지 않으며, 따라서  성찰적 통일론의 시

제는 현재가 아닌 미래완료형임.
- 미래를 지향하는 남북한의 노력의 결과로서 통일을 지향함.

o 2018년 본격화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라 분단체제의 변화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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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사회내부의 역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이 있음.

o 분단에 대한 병식과 성찰적 통일론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대내적 차원으로 필수적 전제이
며, 한반도(문)학은 그 일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있는 후속연구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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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10

‘임화를 보는 남북한의 시각 : 임화가 관여한 두 가지 재판’ 토론문

이 상 숙 (가천대)

  나오키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임화의 두 가지 재판을 면밀히 살펴 임화를 
바라보는 남북한의 시각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시인(1926년), 평론가, 무산자사 활동(1930
년), 카프 일차 검거(1931년), 카프 서기장(1932년), 카프해산계 제출(1935년), <조선신문학사> 
집필(1935년), 학예사 운영(1937년), 영화 주연배우(1928년)까지, 1908년생 임화는 20~30대를 
조선 문단의 사건과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경성 문단의 총아(寵兒)였던 그는 조선문학가동
맹 중앙집행위원, 조소문화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북한 문단에서 핵심 문인으로 활
동하다 1953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반국가 간첩 테러 및 선전선동 행위
에 대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집니다. 와타나베 나오키 선생님은 이 중, 카프 해산
의 계기가 된 1934년 6월의 신건설사사건과 1953년 8월 평양에서 열린 숙청재판에 주목하고 있
습니다. 이 두 재판은 1930년대 식민지 조선, 1950년대 북한으로 엄격히 말하면 ‘남한’과 ‘북한’
의 시각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분단 이후 남한 학계와 문단의 시각으로 확장하여 살펴볼 수 
있는 과정을 잘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화의 ‘자기비판’이라는 내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격동의 시절을 보낸 임화의 생애와 문학 전체를 조망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1. 1946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이른바 ‘봉황각 좌담회’에서 한 임화 발언은 임화가 매우 솔직하
게 자기비판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다면 자신은 생명을 
위해 어떠한 선택을 했을지를 반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자기비판의 양심과 용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직함, 양심, 용기가 1953년 평양의 재판에서는 드러난 허영심, 공명심과는 
어떤 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지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 1953년 평양에서의 재판 기록을 미처 검토하지 못해서 드리는 송구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재판부는 1934년 신건설사 사건에서부터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피검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저
에게 닥쳐올 일제의 탄압에 겁을 먹고 문화인은 어떠한 시기에서나 작품을 쓰면 살 수 있으니 
차라리 이 기회를 리용하여 일제에 아부함으로써 나의 일신상 안락을 도모”해서 일본의 경찰간
부와 상의해서 카프 해산 선언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하며 임화의 부도덕함과 기회주의를 강조하
는 것같습니다. 최후진술에서 임화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만 구체적으로 죄상을 시인한 것같지
는 않은데 재판에서 드러난 구체적 죄상과 논점에 대해 설명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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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11

번역 의도 밖의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북한의 안네 프랑크와 자기서술의 정치>에 대한 토론문

원 종 찬 (인하대)

1.
씨의 논문을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북한의 아동 잡지에서 외국문학의 번역 소개가 

거의 사라진 시기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아동문학』에 2002년 7월부터 2004년 2월
까지 14회 연재되었으며 2002년 7월 단행본으로도 출간된 ‘유일한 외국문학’ 『안네 프랑크의 일
기』를 주목한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서론을 통해 추측해 보건대, 이 논문은 북한에서 리금진에 의해 번역된 『안네 프랑크의 일기』
는 어떤 판본인지? 왜 이것을 번역했는지? 이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등에 대해 나
름대로 설득력 있는 해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일
기 형식의 텍스트인 만큼 “자기서술에 대한 북한의 여러 다른 실천 속에서” 이 텍스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자기서술”에 관한 부분은 토론자에게 제공된 영어논문 번역문이 전체의 
1/5 분량에 그쳤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필 수 없었습니다. 토론문을 작성할 시
간이 이틀밖에 주어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영어논문을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토론자도 양해를 
구합니다.

2.
주다희 씨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가 북한의 처참한 기근 직후에 번역된 점을 주목하면서 이 

번역은 국가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극도의 고립과 기근의 위기를 겪은 뒤 어린 
독자에게 회복과 인내의 모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뿐더러 고립과 기근이 파시즘적 폭력에 기인
한 것임을 환기시키는 데 이 번역 작품이 적합한 텍스트였다는 지적입니다. 충분히 수긍이 되는 
명쾌한 해석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다희 씨는 치밀한 원본 비교를 통해 번역 텍스트가 북한식으로 굴절된 윤택의 양상을 
검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본 텍스트가 지니는 “유태인의 역경이 가지는 특수성”을 경시
하고 반파시즘․반제국주의적 투쟁의 “보편성”을 증폭시킨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또한 수긍할 수 
있는 예리한 비평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3.
여기서 토론자는 논문이 접근하지 않은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졌으면 어땠

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궁금증은 뛰어난 텍스트일수록 여러 해석을 낳는 두터운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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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뛰어난 텍스트는 ‘작가의 의도 이상’을 포함합니다. 
부분이 아닌 전문을 번역했다면,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번역자의 서문 주석이나 어휘 선택이
라는 의도에 의해 텍스트가 굴절되는 것 이상의 ‘무엇’(해석 가능성)을 포함하는 다층적 텍스트
이며, 슬기로운 독자는 그것까지도 읽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흔히 텍스트의 ‘공란(Gap)’이라고 말해지는 이 해석 가능성은 텍스트의 층위가 얄팍한 북한 아
동문학 작품들의 천편일률적인 의도성과는 다른 효과를 빚어낼 수 있습니다. 마리아 니콜라예바
(Maria Nikolajeva)가 그의 저서 『용의 아이들』(Children’s Literature Comes of Age)에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작품이 러시아의 컨텍스트 안에서는 “은밀한 지하 조직의 팸플렛을 읽는 
것과 같은 일”로 작용했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독자의 몫으로 주어지는 이 해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지 예측할 따름이지 구체적인 
결과를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북한에서 『안네 프랑크의 일기』
를 번역 소개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그 ‘영향관계’라고 볼 수 있는 ‘창작상의 변화’는 없었
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 일도 광범위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
문에 손쉽게 주문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의식으로 주다희 씨가 더 보탤 만한 내용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4.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번역자의 숨겨진 의도는 없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주체시대 이후 작가(번역자)의 운신 폭이 거의 사라진 사정임을 감안할 때 이 또
한 쉽지 않은 일이겠으나, 이 대목에서 1960년대 아동문학 논쟁을 촉발한 시인 백석(白石)의 경
우를 상기해도 좋을 듯합니다. 주지하듯이 해방 후 백석은 당의 지도로 움직이는 북한의 창작 
상황에서 나름대로 운신의 폭을 넓히고자 시문학 방면보다는 외국문학과 아동문학 방면에서 활
동했습니다. 그런 활동 중에 막심 고리끼( Maxim Gorky)의 아동문학론을 번역 소개하는데, 특
히 ‘웃음’을 강조함으로써 ‘엄숙한 혁명적 아동문학’이 빠져든 사회학적 비속주의와 대결했습니
다. 주체시대 이전에 벌어진 논쟁입니다만, 백석이 혁명문학의 교과서처럼 여겨지는 고리끼에 기
대어 사회주의 사상성를 담보하는 한편으로 작가 운신의 폭을 넓히려 했던 시도는 비록 패배로 
귀결되었으나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자세한 것은 졸저, 『북한의 아동문학―주체문학에 이
르는 도정』, 청동거울, 2012, 참조) 

혹시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번역한 리금진에게도 이런 숨겨진 의도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리금진의 다른 활동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표면적으로
는 당의 시책을 따르되 텍스트의 잠재된 가능성을 고려해서 스스로 번역 작품을 선택하고 추천
한 것은 아닌지? 그로 말미암아 미세하지만 작은 파문이 일지는 않았는지? 등등… 이런 질문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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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12

김정은 시대, ‘주체의 인간’에서 ‘자기혁신의 인간’으로의 전환」에 대한 토론문

고 인 환 (경희대학교)

선생님의 논문 잘 읽었습니다. ‘지금 여기’ 북한 문학의 현주소와 딜레마를 이해하게 
된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치의 언어, 약속의 언어’와 길항하는 ‘문학의 언어, 희
망의 언어’의 내밀한 속살을 분석한 흥미로운 논문이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
래,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도출 무산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감의 강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논의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선생님은 최근 <조선문학>에 발표된 작품, 즉 「동창생」(2018년 12월호)과 「사랑하노라」
(2018년 3월호)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생활의 윤리와 공민적 의무, 현실과 이상 사이
의 미세한 균열을 보여주는 ‘누설의 서사’에 주목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텍스트를 
1980년대 이후 북한소설에서 접한 바 있습니다. 백남룡의 『벗』(1988), 남대현의 『청춘송가』
(1987) 등의 작품이지요. 이념과 일상, 혁명적 사랑과 개인적 사랑 사이의 긴장을 바탕으로 개인
의 내밀한 욕망을 표출함으로써 ‘주체문학론’에 미세한 균열을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요. 그
렇다면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최근의 작품과 위에서 언급한 30여 년 전의 텍스트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2. 논문의 결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북한 경제구조의 변화(우향숙의 논문)가 특히 인상적이었습
니다. ‘고난의 행군’(1990년대)에서 ‘7·1경제관리개선조치’(2002)를 거쳐 ‘5·30조치’(2014)에 이르
러 명문화된 ‘초과생산량에 대한 보수 지급’은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변화와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텍스트들의 관련 양상 및 
북한 문학의 변모 양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며 합니다. 

3. 선생님은 ‘문학의 언어’가 ‘현실의 고통에서 출발’한 ‘희망의 이미지 표현에 힘을 모은다.’라
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동시대 소설은 북한 사회의 내밀성의 맥락에서, 북한 독
자를 상상하며 씌여진 텍스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두 텍
스트에서 작가가 북한의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이고, 이를 통해 작가
가 북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현실에 밀
착한’ 북한의 예외적인 ‘누설의 서사’를 읽을 때, ‘작가의 의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작가가 검열을 피해 교묘하게 억압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아
니면 자신이 처해 있는 ‘민중적 위치’(김옥순의 경우처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의도치 않게) 북
한의 실상이 표출되었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 우리가 읽고 싶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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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작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읽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매우 사적인 의문이기도 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 문학을 접하면서 늘 들었던 생
각입니다. 북한 문학을 대할 때마다, ‘북한’에 강조점을 두면서 북한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지, 아니면 ‘문학’에 주목하면서 이념 과잉의 북한 체제와 거리감을 가져야 하
는지 딜레마에 빠지곤 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어떠신지요? 선생님이 북한 문학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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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13

<1960년대 북한 “남조선 문학”의 문제의식> 토론문

이지순(통일연구원)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북한 문학계가 ‘남조선문학’을 어떻게 의식하는지, 1960년대 
형성되기 시작한 북한의 ‘혁명문학’의 창작 지형과 관련짓는 이 글의 문제제기가 흥미롭습니다. 
읽으면서 드는 몇 가지 의문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목에서도 언급되고, 글에서도 반복 제시되는 북한 남조선문학의 문제의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지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제목을 처음 보았
을 때는 북한이 ‘남조선 문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면, 문제제기에서는 북한 문
학계가 4.19 이후의 남한 문학의 혁명투사 전형과 북한 문학의 전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제기
된 ‘전형’의 문제였습니다. 북한 문학이 조국통일주제와 같이 남한을 형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 
외에 북한 문학계가 남한 문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하여 북한 문학계가 남한 문학의 현상
태를 보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는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1950년대부터 
북한 문학계의 꾸준한 관심으로 표출되어 왔습니다. 그 관심이 4.19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뿐더러 작가들이 남한의 ‘인민’을 주인공으로 형상하는 작품 창작도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천리마기수 전형 논쟁과 ‘4.19 이후 남조선 현실 주제 창작’의 문제 등을 논하는 장
에서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 강준의 평론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강준의 글과 비평 대상인 희곡 
<견습공의 일기>가 당시의 전형 논쟁을 대표할 문제의식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
다. 1960년 전국예술축전에서 공연되었던 <견습공의 일기>가 평북도립예술극장에서 공연된 후 
작성되었던 1960년의 감상들과 1963년의 강준의 평론에 인식의 간극이 있다면, 이 간극이 전형
론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강준 비평의 핵심인 ‘긍정 감화’의 방식은 이미 
천리마기수 전형 창조에서 완성된 유형입니다. 게다가 ‘남조선문학’의 문제의식이라는 이 글의 
주제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논점이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한상운의 창작 수기가 
당시의 논쟁점인 현대성, 전형화 문제를 대표할 만큼의 무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시 작가
들이 활발하게 발표했던 많은 창작수기들, 창작목표들, 기자들이 작가를 찾아가 작가들이 창작에
서 무엇을 중요시 했는지 쓴 글들도 많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가운데 중요한 톤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만, 북한 문학의 담론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것에서 대표성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글에서 계속 언급되는 ‘남조선 투사-영웅’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의 어떤 
형상인지 보충되어야 이 글이 논의하는 남조선문학의 전형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에 남은 문제로 설정한 부분이 결국 이 글의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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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마기수 전형 문제를 비롯해 북한이 남한 문학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당시의 비평적 화두
가 무엇이었고, 창작논쟁이 어떤 것이었는지 연구한 논의들에 대한 연구사 검토가 빠진 점이 아
쉽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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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14

<한(조선)반도 평화시대 남북한 교육 교류의 가능성 탐색
: 지도자 생일과 우상화 교육의 미시적 변화> 토론문

진 재 교 (성균관대 교수)

  (조선)반도 평화시대의 교육 교류의 가능성을 검토한 이 논문은 북한 지도자의 생일과 우상
화 교육의 미시적 변화를 포착하여 남북한의 교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그 전제로 김정은 
집권기 들어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고, 현재에도 북한 사회의 체질 개선에 교육
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런데 분단체제든 평화체제든 남북한의 교육은 본질에서 서
로 달라진 것도 없고, 향후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듯하다. 그런 점에서 
남북 교류에서 가장 말하기 힘든 부분이 남북한의 교육 교류 문제라 할 수 있다.
  사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은 2013년에 개정하여 2014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제1차 전
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을 시행하며 교육 분야에 변화를 추구하였는데 가장 큰 특징은 영어
교육을 강화하여 영어교육의 시수를 늘인 점이다. 미국을 두고 반미·반제가 규정하면서 영어교육
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 공교육의 변화와 유연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본 논문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교육 환경의 미시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지도자 생일과 우
상화 교육을 검토하고 있어 경청할 만한 발상이라고 보인다. 더욱이 이를 토대로 남북한 교류의 
실마리를 찾으려 한 것도 논의할 만한 주제라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논지에 이의는 없다. 다만 
이글은 논쟁적이거나 쟁점을 가지고 논란할 사안은 아니기에 논지의 선명성을 위해 평소 평화체
제의 길에 남북한 교육 교류의 이러저러한 단서를 두서없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논지의 보완을 위하여 이 글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은 김정일 탄생일을 언급하기로 한다. 
북한이 ‘교과서’의 사례를 들어 김정일의 탄생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중등학교 교과서에서 김정일의 탄생일을 지속해서 찬양·고무하며 그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2001년도 고등중학교 2학년 ‘한문 교과서’ 제9과를 보면 「白頭光明星」에서 김일
성의 한시를 한 과로 제시하며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의 생일을 찬양한 내용을 싣고 있다. 

四月 十五日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金日成大元
帥님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명절, 태양절이다. -- (중략) -- 二月 十六日은 위대한 金正日大
元帥님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명절, 광명성절이다.7) 

이러한 김정일 탄생일의 찬양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새로 개편한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계승하

7) 지선화, 박용호, 박영도, 홍덕, 『한문(고급 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제2과 「열두달명절」, 

2013년 5월 25일 발행, 9면, ‘사고와 실천’의 【문장 읽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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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래는 김정은 집권 이후 고급중학교 3학년 ‘한문 교과서’8)에 나오는 내용이다.

  김일성이 김정일의 만 50세 생일을 맞이하여 지은 한시다. 주지하듯이 지도자 생일과 우상화 
교육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중등학교 교과서다. 『노동신문』 등은 북한 인민 다수가 보는 것
이지만, 교육적인 측면보다 선전 효과가 있지만, 교과서는 교육적 효과는 물론 주입식 의식화의 
효과를 관철하는 가장 유효한 도구다. 이 점에서 우상화 교육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은 어쩌면 
초·중등학교〔소학교·초급(고급)중학교〕의 교과서를 기분으로 삼는 것이 적실한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남북한의 교육 문제는 단순한 교육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제와 맞물려 있다
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조선반도)의 평화체제 길에서 남북이 가장 곤혹스럽게 마주할 분야다. 남
북한 모두 공교육의 장에서 체제에 맞는 인간형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체제 아래에서는 
교류과정에서 거리 좁히기가 가장 힘든 것이 사실이다. 역설적이지만 당장 교류가 성사된다 하
더라도 교육체제와 교육의 방향 등, 상호 간의 거리를 가장 극명하게 확인할 뿐이다. 여기서 다

8) 홍덕, 지선화, 박영도, 박용호, 『한문(고급 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2014년 3월 27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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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것 자체가 교류의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분단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길에서 상호 다름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야말로 향후 교류의 실마리이자 공감에서 교류로 나아가는 전제다.
  
  게다가 남북 교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교육 문제일 터, 이를 위해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
여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단계론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에서 “교육”를 두고 인식하는 
자체가 정치적인 함의가 서로 다르고, 접근 방식도 같지 않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공동의 
주제로 공유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요컨대 남북한의 교육은 두 개라는 사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향후 공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낮은 단
계의 작업을 예시하고자 한다. 
  상식적이지만, 우선 남북의 교육자들이 서로 만나는 것 자체가 교류의 시작이거니와, 상호 간
의 만남이 필수적이다. 이 만남을 통해 정치적 색채가 덜한 교과서의 공동 연구를 제안할 수 있
다. 교과서 중 정치적 문제가 덜한 중등학교 ‘고전’ 부분이나 ‘영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통
해 상호 거리와 한편으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교과서 자료나 교육 관
련 자료 및 연구서의 교환하고, 이어서 비교적 정치적 의미가 약한 주제나 시기를 택해 공동 연
구와 학술발표를 개최하는 것도 유효하다(남북한 각각의 주제를 연구하여 상호 다름을 인식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때 정치적 의미가 도드라지는 주제로 논쟁하거나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 주제
는 피해야 한다. 교류과정에서 난항을 겪거나, 도리어 부작용을 초래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로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단계로 옮아가면 된다. 이를테면 
관련 주제를 발굴하여 공동 연구와 공동간행도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