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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冊子는 蘇聯과 東歐諸國을 포함한 社會主義團 國家들의 急速한

改華·開放 물결이 새로운 歷史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轉

換期的 時點에서 우리의 至大한 關心事가 되고 있는 北韓의 變

化可能性과 그 方向을 據測하기 위한 없주究事業의 一環으로 發궤

된 것압니다.

이 짧究에 參與한 3 人의 國內外 專門家들은 다 같이 北韓의

統治 이데올로기와 體制의 變化가 必然的인 것으로 分析하면서

分野別 對備策을 具體的으로 提示하고 있습니다.

이 冊子가 우리의 統一問題를 理解하고 船究하는데 도움이 되

기를 바라면서 이 冊子에 收錄된 主張들이 반드시 當院의 兒解

와 一致하는 것은 아님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1990. 10 ‘

훌l캠 훌 죄뮤 究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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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金日成以後의 北韓政治 展望

1. 冊究目的

人類歷史에서 한사람의 獨;載者가 몰락하면 -般的으로 그 獨載者의 格

下運動이 일어난다. 그에따라 그 獨載者의 在任時에 구축되었던 우상화도

급격히 무너지는 일이 보통이다. 특히 공산주의 통치자틀이 이와같은 숙

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스탈린， 모택동， 차우셰스쿠 등이 그

典型的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北韓의 金日成도 같은 숙명에

처할 것인가?

1912 年 4 月 15 日 出生인 金日成은 78 歲의 고령으로 오늘날 모든 질권

을 장악하고 있는 바， 이는 1945 年 以來 계속되어온 長期執權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기껏해야 5 - 10 年을 넘기기가 어려운 金日成 政治의 北韓

은 과연 1990 年代 후반부터 2000 年代를 맞으면서 어떤 양상을 보일 것

인가? 특히 소련을 위시한 모든 東歐社會主義國家들이 共塵黨에 의한

一黨獨載 또는 一λ、獨載의 體制를 벗어나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一大

轉換期에 처해 았는 지금，北韓은 그 政治權力構造，政治理念，外交，經濟등

의 分野에서 어떤 변화를 招來하게 될 것인가? 이 論文에서는 이와같

은 문제틀을 개괄적으로 分析하여 南北韓關係를 展望하고 나아가서 大韓民

國의 對北韓 政策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가 비명으로 生을 마치는 모습을 목격한 北韓 연

구가들은 金日成에게도 역시 그러한 숙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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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츄을 많이 하여 왔다. 지금도 그렇게 전망하는 學者들이 없지않다.

그라나 北’때의 값 n成은 푸TJj.니아나 가타 ;싸‘歐의 l社會드는義 國家統治者들이

경힘한 펀i간의 김윤 가리라고는 전땅되지 않는다. 또한 北펴共建體制 自

洲기 ↓li t펴， I씌家뜰처랩 一i함에 붕괴되기에는 어려운 맺가지 要因을 갖고

있다.

첫째， 싸歐익 J~ji휠 슨t ·짧는 소띤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도입되었을 뿐 아니라

外勞에 의허여 유지되아온 他生|퍼共마t eL:짧인 &面， 北햄‘共處主義는 비교적

되 生Ilk]共JzI'I I:，J'Jii라고 할 수 있는 점 이 다 즉 한반도의 共짧主義운동은 월

族柳放팽떼} 또는 獨立젠떼1과 백을 같이하띤서 成참해 왔으띠 , 5떤動 |져

Xl- 제파간의 성→흐;정쟁 또는 푼장l에 의하여 텐재의 기플을 T:I}탠했다는 사

섣윤 간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北폐의 共닮E짧는 外짧애 의하여

그 命l뼈을 雄持해 온것이 이-니 2-j. 꾀끼J 애 의 8]] ~It)폐u따域 l쳐에 세펙 가반을

쌓았고 淑l佛 빛 1:/::1國共塵양월1냐는 상호견제의 방법으로 세력균형을 유지해

오곤하였다. 붙폰 6.25당시 중균과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많이 벤있지만，

戰/휴더體의 주도권은 ~It빼政꽤이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상기해 웰띤-하다.

특혀 지난 25 年|해은 소위 ::1:體J떤想이 라는 꽤念을 표방하변서 中 • 縣 시-

이애서 獨}이的 路線을 펴 오곤 하았다.

꼴째 , 北拖의 共￡훤主 핑힐는 分斷의 狀況속에서 i웹젠과 美國으로부터 위협 이

存在한다는 名分下에서 모든 강압적이며 폐쇄적 정책을 정딩-화시키게 된것

이다. 따l歐의 共應主義|팽l家(동듀을 포함〕는 外j해로부터의 위협을 직접적

이며 피부적으로 느끼지 아니하였을 뿐만 이-니라 그들의 정부나 지도체제

가 꽤家安保의 위기라는 중암작인 위기의식을 조성시킴으로써 Q퍼 !뽑統治를

하지는 않았었다. 즉 와세의 否定에 의하여 담體의 존재의의룹 찾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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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式 권력정당화의 양상이 東歐에서는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셋째，북한은 金日成이라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틀 수 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그 國家의 창건에 공적이 있을때라야

그 카리스마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金日成의 카리스마는 그가 抗 H 關爭

의 英雄이었다는 사설을 中心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民族主義의 形成過程

과 명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金日成의 우상화는， 후기 식민지 국

가에서 흔히 보여지는 민족주의 대두의 自然的인 힘을 입으면서 이루어지

게 되었다. 東歐 共塵主義國家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절대적인 후원하에

成長하였으므로 그만큼 그들 자신의 카리스마를 구축하기는 어려웠다.

네째，北韓은 主體思想에 의한 획일적 정치교육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

에 유의해야 한다. 이점은 뒤에 다시 언급될 것이지만 東歐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政治文化와 國民意識이 北韓에는 형성되어 있다는 점

을 간과할 수 없다. 즉，北韓에서는 東歐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격한 改

華운동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假說을 想定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北韓 역시 국제사회를 떠나서는 존속할 수 없으며 國內의 民生복

지를 무한허 무시하고는 그 정권의 正當性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역사적

진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金日成 주석이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 같은 운명에 처할 가능성

은 배제해야 할 것이며 또한 共塵黨의 통치체제가 위협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北韓의 체제가 언제까지나 전혀 변하지 않

고 改華이 수용되지 않으리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제 엄박하고 있는 金日成 以後의 時代를 맞으면서 북한의 국내외적

政策路線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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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剛文은 두 학지들의 見佛룹 모아 엮은 것이며 자료의 미홉과

성횡-의 유똥성으로 연히여 많은 輪據들이 전-정적이며 또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 부분도 더라있다는 사실을 지적혜 둔다.

2 . 樓力構월

~ Ll)]I(; 3'~後의 ;It폐의 ↑짜力구조기- 아 떠 한 특징 윷 기지 게 펠 것인지를 싸

파하기 워히이는 金n成 死亡‘빠 j때어l 대한 假定부터 하지 않으띤 안된디

이것븐 값 ~I 成의 死亡‘이 어떠한 형태뜰 가질 것인가 하는 분제부터 우선적

으효 생각히l 판 것을 맞求한다. 두덴-할 것도 없이 企더成의 쩌亡은 두기지

형태종의 하나로 꽤實化판 것이디. 첫째는 fl 然死이고 두번째는 他殺이다.

共@I앓l家의 최고지도지가 {l!Lf9:펀 f이K:- ijo. p ] 니 이 의 차우체스구 ( Ce au c; e 

seu) 밖에 없으며 그것이 北떼에서 반꽉펠 확흡은 뼈혀 희빅하다고 보이‘

야 할 것이다. 물펀 ;It韓과 차우체스각L 支配下의 루미-니아는 많은 유시성

윤 가지고 있을 뿐 이-니라 루미니아의 [~主流 [ur. 훤命이 外해 관휴자， 전문가

둡의 에싱-윤 ;능’全히 뒤엎고 환빨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회상하핀 ;It때에서도

[(!;ct 싸 11(r이 'i'1 님 것이라고 누구도 단얀힐-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佈率的으로 판 때 짜 n成이 |끽然死펠 展望이 압도적이다 1 9 1 2

~ 4 J] 15 I)生인 金티 1χ은 그l팽 이지만 비 _ill적 건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0 年代 중반부터 눈에 띄기 시작한 목 오환편 뒤의 혹은 지난 35 if. ~펴

야구꽁만큼 커졌으나 암은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하고 金I) )JX;의 건깅이l도 지

장올 주지 않는 듯하디→. 한쪽 귀가 잔 인-틀린다는 소문이 있고 그의 비

만한 체구로부터 홉血!뱉의 可能 '~/J:도 }拉뺑할 수 있으나 그가 건강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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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 限 적어도 5 年 내지 10 年은 더 살 수 있을 것같다.

이처럼 金日成이 앞으로 5 年 내지 10 年 더 權力올 유지할 것이라고 가

정하면 金正日에 依한 權力의 세습계승이 成功할 확률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하면 1942 年2 月 16 日 年인 金正日은 53 세부터 58 세 사이에

北韓의 수령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共塵國家에서 前例가 없는 세습적 권력계승이 北韓에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成功할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變

數는 權力繼承의 준비기간이다. 金正日이 金日成의 후계자로 부각하기 시

작한 것은 그가 1973 年9 月 에 열린 朝蘇勞動黨 중앙위원회 제 5 기 제 7 차

전원회의에서 조직， 선전， 선동담당 비서로 선출된 이후부터이다. 다음해

2 月 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5 기 제 8 차 전원회의에서 金正 H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도 “추대 ”되었다 1 )

對外的으로 金正日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것은 1980 年10 月 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 6 차대회에서 그가 서열 4 위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및

정치국상무위원회 위원，서열 2 위 의 당중앙위원회 비서，그리고 서열 3 위

의 당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이다. 만일에 1995 年에 金正 H 이

北韓權力구조의 頂上에 오른다고 하면 그는 22年동안 사실상 “ 부수령 ”

또는 “수령후보자”역을 한 셈이고 2000 年에 수령이 된다면 27 年의 준

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그처럼 권력계승의 준비기간이 걸었다는 것은 준비작업을 착실히 수행할수

있는 機會가 充分히 있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물론 充分한 時間과 기회가

1 ) 井上周入， 現代朝解과 金正日秘書， 權淳禮譯(평양， 僅域社〔근역사 J ， 1983) ,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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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반드시 좋은 成폈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준비작업의

내용과 효‘융성윤 주}토히} 관- 필요가 있다.

北韓이 여태까지 進行해 왔고 지금도 進行하고 있는 金正 H의 權力繼承

준비작업은 두가지의 측띤을 기지고 있다고 柳念化 ( Conceptua l i z e ) 할

수 았다. 히-나는 權力繼承의 正常化 (legi timation of successi

on) 이 '::i1 또허나는 쐐力繼承의 制度化 ( in s ti tutiona li z ati on of

succession) 이다.

前:끓는 北 II이t人댄틀의 정지사성교양괜 아니라 후계자가 政策面애서 人民둡

의 호응을 일으잔 수 있는 업적을 만뜰 것을 요구한다. 後챔-는 金正 1=1에

가l 층성선을 기진 새로운 ill:代의 간부월을 北1ft마의 짧力j뽑造에 배치시검으

토씨 r없 IE 11 의 :렌 ?'] 7 ] 1간읍 해Ij1:[l'J0으로 규L츄훤- 것닫 편요호 한다.

:ft~fi\t은 金正 u이 “ 위 대 한 수펑 ” 의 “유일 한 후제자 ” 가 뭔 수 있는 모

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人j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선전 교양해 왔다.

선전 교양에 쓰이는 자료룹 보댄 金IE티의 수땅애 대한 무한한 충성섬，

사상이본적 애지，탁월한 영도펴，고매한 덕성，그라고 문화，예술，경채건션

애서 성취한 뛰어나는 엽적 등이 콕1펀한 강조되고 있다.

金iF H 은 없티成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 ”로 “正式化”함으로써 “탁

웰한 이룬가로서 자질과 풍모”를 “뚜렷이 부각”시겼다고 한다 2) 金正

f:1 의 사상이판적 공한으쿄 “사희정지적 생명 ”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도

강조되고 있다. 金正디의 만을 얀용히.1낀， “우리는 수팽은 사회정지적 집

단익 생명의 증심이며 수령과 조직사싱-적으로， 동지적으로 결함되여야만 영

2) 위의 朋， w.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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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여야 합니

다" 이 論理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육체적 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 생

명 ”이 더욱 귀중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별적 사람들이 사회 정치적

생명체의 한 성원으로 되자면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

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 간단히 말해서 북한 사람들은 모두 수령을 위

하여 그리고 수령의 後繼者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金正日의 권력계승의 정당화는 정치사상 교양만으로는 不充分하다.

그것은 정치사상교양을 뒷받침하는 實質的인 業績을 필요로 한다. 北韓의

선전매체 (propaganda media) 들은 金正日이 北韓의 경제건설을 총지

휘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金正B은 北韓의 “ 3 대혁 명 ” 다시말하면 사

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뿐 아니라 “대안의 사업체제 ” , “청산리정신 ” ,

“청산리방볍 ”의 실천을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4 )

金正日은 또한 여러가지 “전투적 구호”를 提示하여 北韓의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일관하게 견지해나가”고 있다고 한다. 그가 제시

한 구호를 몇가지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

일유격대식으로./"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 "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

며 투쟁하자./" 金正日은 北韓 “곳곳에 우리 인민들의 적절한 념원과

소원을 담아 만수축원의 탑”을 세우고 “평양산원과 창광원， 빙산관과 인

3) 박영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는 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의 근본연구”， 로

동신문， 1988년 11 월28 일

4)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병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가자”， 로동청년， 1989년2 월16 일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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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학습당，김일성 강가장”등 “시대의 대기념비”률 “웅장화려하게” 건

섣하떠 “수팽님의 기팎t， 인민의 행복 ”을 “꽃피게 ”하였다고 한다 5 )

I::펴니한 것둡이 과엔 金正日의 “ 業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의운시된

디- 그의 權끼J承繼뜯 정딩회， 다시딴하딴 IE統性 수립에 決5El'r'c1인 영향을

줍 수 있는 것은 과띤 그가 침체되어 있는 北韓의 경제플 활성화하고 北

폐人Ie:뜰으l “ 衣→ittt꽤많 ”률 1ι다 원만히 해결히l 줄 수 있는기띨 것이다.

이랴한 관침에서 괄 띠} 金.!E n이 장려하고 있는 “ 8 월 3 일 인민소비품”

生핸팽폐1은 ，~ L )댄짧가 느l디 1 984 年 8 }g 3 日에 l영 양에서 열린 인 1낀 소비

품 전시꾀어l 가서 金:iE ~f 이 교시환 함으로써 시작된 이 운동은 지난 5,

6 年 사이에 관목할만한 딴전이 있았다 6 ) 金正 n은 담속공-징， 기계공장

윤 1::1 ) 풋한 人B:;經濟 야랴부문 공장， 기업소늪애서 선:， h~ &!、찌 |RllI올 생산하는

직장이나 작업반윤 잘 꾸리고 공장애서 니오는 〕，l 산권파 피l설필-보 여러가

A) 엘용잡화틈 많이 생산”하도꼭- 지시허였다고 한다 7 )

‘ 8 월3 일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가장 훤평한 득징은 그것이 北麻의

계획경제의 테두리 밖애서 얻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하씬 北때人마

닫은 “에 1;1) " 또는 부산원과 펴l 셜괄을 이용하여 짧I務H환問外애 생산한 여

리기지 소비품들올 직매점애서 판 수 있으며 이것은 생산지-에게는 부수입블

가져다 주고 소비지-에게는 소1J)푼의 송츄와 양이 승가하는 혜택이 있다.

「근로자」의 1990 년 1 월호이l 띤갓￡판 달어l 의히→1건 “ 8 월 3 일 인빈소비품” 의

:i) 위의 시설

6) By-Sang Lee , “ The August ’rh i r d Program of North Korea : A Pa
rtial HoLLback of Central planning" paper presented to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reunification: the
formation ofthe Korean na'tional cO ITUnunity ", Arlington , VA ,
May 11-12 , 1990.

7) 끼지두， “ ’ 8 원 3 안 인빈소III 픔 ’ 을 적극 늘여 ” , 로동신문， 1990 년 5 월 5 띤 ， 땅

흥:속“ ’ 8 원 3 엔 인민소비퓨 ’생산운동의 생활택윤 님낌없이 발휘하며 ” , 포동신
문， ] 990 년 5 원 ] 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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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칙가 北韓에서 판매되는 소비품 전체의 자치의 9.5 퍼 센드에 해당한다고

하니‘ 이것은 北韓의 소비품 판매의 10 분의 1 이 自由經濟 또는 市場經濟

化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에 “ 8 월 3 일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이 더

욱 확대된다면 北韓經濟의 점진적 開放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北韓人民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

다 8 )

金正日의 權力繼慮이 성공하려면 위에서 본 계승의 正當化도 중요하지만

」것의 制度化가 순촉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金正 H “唯-體制”

의 구축을 의미한다. 다시말하번 金日成 死亡後에 金正日에게 계속 충성

을 다하리라고

必要가 있다.

믿플

투금」츠을
=~

수 있는 사람들을 北韓의 주요 권력가구에 배치시킬

現11: 要職에 있는 사람틀을 상대로 사상교육을 합으

로써 그 目的을 어느정도 달성할 수도 았으나 그보다 더 重要한 것은 金

:IE日익 지도하에 젊은사람들을 幹部자리에 승친시키는 것이다.

우선 조선로동당의 지토층을 보변 우리는 A事異動의 頻度가 상당히 높

은 것을 알게 된다. 勞動黨의 全黨大會가 있을 적 마다 中央委員會 쫓員의 半

가량이 교체되는 것이 보통이다. 黨中央委員會 政治局 委員의 교체률도

높다. 例를 툴변 6것大會에서 선출된 政治局 正委員과 候補委員의 70

퍼센트가 새로 선출된 사람이었다. 同大會에서 黨中央委員會 비서록 선출

된 10 名中 총비서 김일성과 비서 김중런을 제외하띈 5 次大會에서부터 留

任된 사람이 없었다. 特記할만한 것은 이러한 人事交替가 록몽당 전당대회

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黨中央委員會익 全員會議에서도 빈번하게 행해

8) By-Sang Lee , “ The August Third Progra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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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따贊이다.

이랴한 인시-교체가 ~fl 成搬制로부터 r金.LE 8 쐐f바로 전환하는 괴정올 순탄

하게 만드는 機船을 수행하고 있디고 뚫이된다. 새로 숭진되는 댐級l빡해3

듣의 uR 정 원 보 l닌 경제관러나 기술껴l 통←의 전문기， 디시말하1건 테크노크넷

(techrocra·t) 뜯이 띤 도적이 다. 이 와힘-씨 땀人둡의 비 율이 깐소도l고 있

다 1 980 年 10져 애 얀떤 또동l강 세 6차대회에서 선출된 政治}퍼갖員의 괴

반수가 ‘이f.AIt\과이 었는데 1990 il:: 5 JJ 때在는 후보워 원끼지 合해서 軍λ‘이 셋

!，L]에 없디 [ 씻: ·n~ ' Y ， 젠 Yf.;, 값鐵l따 ]

밴 l싼한· 엔사，11 '-제 는 뇨’-동냉괜 아니다} 政府어l사 노 얀어나고 있디. 퍼〔將[;'~

의 쏘직이 미꾀거나(새파운 ;!，l 저 까 생기는지 종:첸에 있는 부저기→ 통함，

분리 또한 폐지꾀뉴 fl~ j\;으로 ] 새토，f£: A핍: 싸h받기- 있란 때 가의 디-기· 땀〈濟

1’1-71P， L처 가 판펜띤다 19 72 年 12 )j 얘 “ 內|때 ” 이 “ ~&殺 If;i‘6 ” 으피 대제렌

휴 i딩[務院總펜룹 지낸 시→ i간룹은 한시 i서 만 빼띔고 다 테크노크렛이았다，

金 一이 !싸一한 fYU 外 었 는터1 그는 金 H 成파 I펠지산맨때1을- 젠 가함이마

19'12 年J，! 티 1977 年까지 純!밴표 복무하였다. 1988{/.'. 12月무터 總!케IT械에

있는 延?默은 만징대펙원과 소랜의 Jf-한 ( U r a l ) 꽁파대 혁에서 修學힌 71

숨지인 1011 金 JI EI 이 후제지로 부각하띤샤 누각윤 나타내기 시직한 쉬이다.

~tj텀91 1젠j]繼7Ji\~ ;ji꼬에서 ::-I.:: il띠!的 악활을 할 수 있논 集團이 있다떤 그

것온 두말합 것도 없이 때J[，(I'(: A J치행이 다. 값正티이 1990年 5月까지 政府의

아떠한 폐I'，l:도 기-지고- 있지 않으l펜서도 1980 iF 以後 로동당의 中央펙f事委

성f한 委쉰으로 았었던 젓은 rt 目 할 만하다.

1990 年5 지24 FI 에 연렌 최고인민회의 채 9기 제 1 차회의 에서 中央人民委

람한r 산하에 있는 꽤防쫓참햄(위원장 金 El成 ) 조직을 확대 신설한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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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委員長職을 金正日이 맡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朝蘇A民軍內에 거의 金正日의 私組織이라고 할 수 있는 3 大

命小組가 中隊 단위까지 파견되어 있으며 , 그들은 兵力의 動員， 敎育넓I[練計

畵tl 빚 기타의 命令을 직접 作成 또는 確認함으로써 軍의 움직임을 자세

히 감시한다고 한다. 人民軍內에는 또한 中隊單位까지 “정치부지휘관”이

배속되어 있는데 그들은 軍事指揮系統의 命令을 받지않고 政治執行系統의

命令만 받고 行動한다. 그밖에서 勞動黨의 조직도 中隊級까지 존재하는데

黨의 비서，또한 간부들은 모두 金正日의 軍部統制에 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 )

그러나 金正日이 北韓의 軍部를 어느정도 장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金日

成 死後에 軍部가 金正日에게 충성을 다 할는지 推定하는데 많은 어려운

點이 있다. 잘 說明이 안되는 일들도 가끔 일어나고 있는데 한가지 例

를 들면 1988 年2 月 에 吳克烈(오극렬 ] 이 崔 光에 의하여 人民軍 총참

모장직에서 대치된 것은 그 理由， 또는 意味가 分明치 않다 57세인 오

극렬은 “金正日世代”로 金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었는데 총참모장직

을 잃었을 뿐 아니라 로동당 政治局委員도 그만 두었다. 그의 後任者가

된 崔 光은 72 세로 金日成과 항일빨지산운동을 했으며 1963 年부터 1969

年까지 人民單 총참모장으로 복무한 적이 있다 1 0 )

1988 年5 月 에 北韓은 金日成의 빨지산파에 속하는 全文燮이 人民武力部

副部長으로 임명되었음을 밝혔다. 이로써 北韓軍部의 최고지도층에 金日成

9) 田光登， “北朝廳軍部@動向ε人事” , 코리아評論， 1988 年8 月號 ， pp. 33-34.

10) 위의 글，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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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抗 8 1렌지 산 ~li 身이 3쭈이 있게 되었디- 그늘은 人j차武力部 핍끓 吳

振’1':， 꽤 t~) t갚 ~文燮， 人펴파f 總!參없~ J쉰 ↑~1 光이다.

이 뜯이 }、[두 소 H成괴- 힘께 l빨지 신-週폐블- 하았다는 것은 반드시 그들이

“값If )p(;派”이지 “金.iI !.:.l派”기 이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펴

그뜯은 金If成에게 충성섞이 강하기 때문에 金日成의 후제자 없正티도 깅

딱하게 지;<]히고 있는지도 포갚다. 사설상 오전우는 누구보다도 金正日의

섣J뮤지도애 많이 수행하고 있어서 그의 後昆人인 듯한 인상도 준다.

이둡븐 또한 48 成ttl:代의 A物들이기 때운에 金 H 成 死亡을 前後히l서

;I tt센의 ↑flj jJ 11냄造에서 한러나게 펠 것이 확산하다. 중요한 것은 그틀이 값 CE

101 의 행꽉l‘掌꽤~을 열미-나 도괄 수기- 있는기 하는 것이다Si2iE A이 펴f센에

대한 양헝:닫，]윤 강화하고 있는 S~:허-니 의 f답렌 ( i ndi ca tor ) 는 그기- 쇼 II

)p(;과 1함께 .A.!:-l6 JIf. 씨 l隊탑을 정기적으토 話FH'l하고 있는 !J t:寶이 다. 例를둡

딴 1990 年 4 月 25 티에 朝麻人J3;!;lfl 創觀 “ 58옳에 즈음하여 ” 값 fI成은 金

IEfI과 함께 “조선인띤군 제 837 군부대 률 방문”하고 “인민군장병뜰플 축

하 ” 하였다. 그늪이 제 837쉰부대 장1챙 듭과 기념촬영한 것이 1990年 4 Jj 26

/:1 자 보동신문 →IIlj에 크게 끼지l 되었는데 그것은 상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만힌 수 있다. 人[，딴다 創짧 58 )，페치E을 축하하는 로통신분 사섣애서 lIz iE

II 의 덴윤 값 I:l成의 판보다 벤저 i? IJfI한 것도 주목된디. 인용된 金正티의

만븐 “지난기간 우2-] 인빈균대는 당과 수령을 보위하며 또국과 혁명의

잔춰뭔윈 카二호하기 위하여 영웅적인 투쟁을 l낀 i~] 왔으며 딩-과 혁I딩앞에 커

다란 압적을 쌓아 올렀습니다”이디 다음으로 인용펜 金더成의 딴은 훨씬

짧디 “ 오닫 우리틀 특별히 기쁘게 히는 것은 인민꾼대의 핵섬인 혁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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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간이 수많이 자라난 것입니다" 1l)

金正日의 地位가 높아지고 權力基盤이 팽창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指標

로서 金正日의 말들이 인용되고 있는 빈도를 들 수 있다. 얼마前까지만

해도 北韓에서 출판되는 글과 발표되는 연설물에서 金日成의 말을 반드시

인용하는 것이 철칙이었는데 最近에는 金正日만 인용하는 글들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 1990 年5 月 16 S 자 로동신문이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代

表的 例라고 붙 수 있는데 金日成만 인용한 기사，논평들이 7 편 ， 金正 日

만 인용한 기사，논평들이 5 편이고 父子툴 다 인용한 글이 한편인데 後

者에서 金日成은 한번， 金正日을 두번 인용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1990年 중반 現在 北韓의 權力繼承作業은 比較的

순조롭게 進行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權力계승의 正當化와 制度化가

相當한 진전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金正

日의 權力繼承을 正當化하는 과정에서 정치선전，교양 次元을 념어서 北韓A

民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적을 만들어내는 일이 쉽게 풀리고

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北韓經濟의 활성화， 生活水準의 向上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의 개방과 개혁이 없이 成果를 기대

하기 어렵다.

위에서 우리는 金日成 死後에 적어도 단기간은 金正日의 權力繼承이 實

現되어 北韓의 權力構造가 金日成 체제로부터 金正日 체제로 바뀔 것이라는

잠정적인 結論을 내렸는데 두가지 문제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었다.

하나는 金正日 체제가 金日成 체제의 연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정

11) “조선인민군은 우리당의 위업， 사회주의 위업의 믿음직한 보위자이다”， 로동

신문， 1990 년 4 월 25 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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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지게 뭔 것인지 히는 문제이고 또하나는 金正日 t뺑制가 파띤 얼마나

유지펀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디.

金 u많이 tl}라는 것은 <tz f:1 成 제제의 떤장， 다시말하면 金日없 !햄一體 f~U가

金 iE티 I~(~-剛 fliU갚 바뀌는 것일 것이다. 後者애샤는 金터成이 창시하였다

는 주처l사싱이 ~It떠의 최고지도이념 나아기-서는 |뺨-지도이념으로 납을 뿐

아니라 <12 II i싸 우성펴도 계속띈 것을 金 ICI成은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깜:JE If 뺀 냄핍폐는 싸'(jJ익 ;십증현상， “ 수팽 ” 의 절대적 권위 와 械jJ

의 유-지감 때폈보 후l 니 ‘ 주제사싱의 신핑-파 金 u成의 우싱펙-가 단기깎으

보 채속뭔 갓은 거의 획-심하니- 그것의 U퍼M 흑은 농도， 삼허 1Il:~成 우

상핵의 농도가 쉬진작 j그로 減少펠 확함은 드l다.

<e Jf U 의 」?-상호}가 ?〈샅 lo r 成 )’l→상효l와 감~?=- ~I:l- !i!"보 센전흔1- 기-능성도 희 tq-

하다. “ 金JE fI 따一씹 f비 ” 는 1i2f1成 nfli- -쇄쐐보다는 훤씬 약한 웹f씨가-

￥l지도 모뜨고 이것은 -→種의 집단지도채All기- 등장할 기-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반이다 1i2iE티파 그의 측근자등~ , 최고간부뜯과의 시-휘적거리 (so

cia1 distance) 가 金/:f iji(;파 ~L의 측끈둡긴-의 사폐적거리보다 훤씬 줍

어둡 것이고 그갓은 ~t파의 政策하5E~웬젠이 t;l다 合꽤11::<511질 수 있는 다J能'~E

도 시시해 준다‘

만렌에 集|뽑1 1유i훨 IIJ~~ f배가 등장하여 ↑짧力이 조닫이나마 분산될 괜 이니라 정

책견정과정이 f￥P낀化되 반 金 I王 fI 체제의 낀::' 1야을 연정-해 주는 결과를 기-저

판 수도 있다 JX jjjf 金 IE 1=1 이 티身의 懶力j陽服에 너무 集中하고 政策때에

서 ~rt)폐人야찰의 욕구를 춤판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띤 쿠데타 ( coup d ,_

etat)나 파!i:1fij-의 가능성윤 배제할 수 없다.

이 분제륜 생각하면서 홈9효해야 한 변수는 北歸의 집권총이 外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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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제률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에 北韓

사람들이 南韓의 실정，특히 경제발전상과 소련 및 東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격적인 변화에 대하여 알게 된다변 北韓의 체제유지 능력에 三조
'-

하자가 생길 것이다. 北韓의 정보통제정책을 論할 때에 간괴해서는 안될 것

은 北韓의 간부층들은 外部情報를 정기적으로 접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中國과 마찬가지로 北韓도 간부들을 위한 “신문”을 출반배부하고 있는데

조선중앙통신사에서 출판하는 “ 참고통신 ”이 그 代表的 例이다. 조석간으

로 나오는 “참고통신”은 “남조선”소식과 세계소식의 2 부가 있으며 南

韓， 日本，기타 自由陣營나라들의 방송과 신문， 통신들을 本文 그대로 전재

한다. 이것은 적어도 간부급들은 外部의 변화에 대하여 상당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을

情報가 통제된 사회일수록 流言輩語가 성행한다는 것은 논리적 설증적으로

알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극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예를들면 루마니

아의 혁명 ] “유비통신 ”을 통하여 정보가 간부 아닌 사람들에게도 퍼질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것은 고위층(특히 軍部〕이든지 하위층(學生 또

는 -般 人民들〕이 반기를 틀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3. 政治文化 : 主體思想

主體뽑、想(主思〕을 떠난 北韓을 생각할 수도 없는만큼 北韓의 現實과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主思의 性格과 金日成 이후의 그 思想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해 보는것이 重喪하다. 主思에 관한 內容과 그 理論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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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理念的 첼盤은 여기이l서 論及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主思가 왜 北

파nU:會의 안정과 빨전의 뺨幹이 펴는 것인기 하는 점올 우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主t템는 무엿보다 1QiEE1 의 政治生‘命과 직결되어 있다는 點이다.

세습적 fW!;]移짧을 서뚜프고 있는 北輝은 金正 H 의 우상화의 기반을 主

쐐/닌신!애서 칫-고 있다는 사실을 파祝해야 할 것이다. 불흔 主思가 그의

아1니 7.1인 金 Ll }~애 의하여 創뼈되았다는 주장을 하떤서도 북한은 主펌기

金TE티에 의하여 J킷m되 :JI 있다는 논리할 일관성있게 펴 나가고 있다.

CF: }쉰의 “二]L한자”로서의 金 lE EI 은 ζl 思想의 生活化를 可能케함으로써

조Ji됩 發}많의 정-판언으보서의 우웰성괴 £~族l꽤家 on ‘공한하는 영웅적인 지도

자로 부z1되고 있다. 그러하여 」즈體에l술， 주처l음악， 주체건축， 주체농업 , 주

체 JiL육 쌓 끄는 分aIr애서 구t~ *필 }핀想이 구한되고 작용되는 것은 金iI L:I 의

공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정도 北輔의 人民들이 이같은 “사실”을

받아뜰이고 있는지는 확설히 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젊은 세대에게는 상당

-S-l 펙혀듬어가고 있는 것이 아년까 싶디 둘째， 主忠기- 北韓.의 진로에 결

정적인 요인이 되는 이유호는 북한의 띤족주의 이념이 바로 主J띤에 띄히

여 함양되고 띠-리서 主J떤는 런 Jt 1챔의 t쉰族主짧와 병 1객 을 갇이하고 있다

는 시설을 듬아이: 한 것이다. 특히 북한정권의 合팬化와 정치체제의 정

통상확핍에 민꽉주의의 :il춰가 판 역혈을 해온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對南

빠11'*에서 또는 |꽤內人않의 지지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북한은 띤족주의 공

세를 遊脫히지 않을 것으로 꾀얀다. 따라서 북-한정치 이데단로기의 기반

을 이 푼고 있는 것 이 j피族드I~義이 고 , 그와같은 E단;族I義의 토대기 되는 것이

필 主體샘젠이라고 한다벤 主思야펠로 北따體制애 있어서 없어서는 인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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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金日成 以後의 시대에도 主思、가 現在와 같은 위치를 固

守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글의 經濟問題를

論하는 項에서 論하겠지만 북한은 이미 實用主義와 個A의 인센티브를 실

리는 정책을 수용하고 있으며 金日成 以後時代에는 개혁의 度가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용주의 노선을 수용하

기 위하여 북한은 主思의 內容과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主思의 어떤 內容이 修訂되고 어떤 內容이 修訂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主댐、가 人間의 自主性을 토대로 하며 人本主義 思想이라고 主張하

는 立場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성장이 부진하고 經

濟難을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에서 對南戰略上 그리

고 북한내에서의 권력의 正當性을 찾기 위해서는 經濟生活이나 物質生活을

위주로 하는 思想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主思의 A本性은 계속 강조

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理念이 어느정도 A民들의 호웅을 받을 수

있을런지는 미지수가 아닐 수 없다.

둘째， 主思의 民族主義的 요소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金

父子의 권력계승의 정통성과 金正日의 카리스마를 구축하는데 必要하기 때

문이다. 특히 韓國의 경제성장이 외세에 의존하여 民族性을 발실하는 과

오를 범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도 主思의 民族主義的 要素를 강조하지 않

을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김정일에 의하여 “具現”되고 있다는 民族

藝術，民族文化를 고창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한 反面 主思의 國뽑主義的

內容이나 民族 우월성을 암세운 나머지 쇄국적이며 反外勢的언 내용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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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정되리라 전망된다. 지금까지 북한인민들을 와국으로부터

시킨가-운테 정지교육윤 행하였고 主思칠 구축하았지만 파寶性과

完全 차단

섣득려이

없는 l치族 우원의식을 더이상 고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20 여 띤간

분한에서 주정뭔 tf!; :!fJk↑폈따꾀셈은 수많은 허위외 비현섣적 자료에 기반올

두어왔기 띠l 갚에 과가외 검은 수댄을 계속한다핀 북한人民뿐 아니리 특히

대납전넥애사 11] 생 산적 (Counter - productive)일 수 밖에 없을 것이디.

이l컨대 人類文끼]의 센싱;;<]기- 쪼선이바-고 주장힌다든가 우리의 FJ"땀가 세계

의 꼬뜬 언아의 가원이라고 한다든기 하는 탠遍 양’앓性이 결여펀 요소틀

은 二tJ닌가 χn 속 유지한 수기- 없을 것이다.

셋째. -I:센의 ;쟁시지→로서의 조1 일성 의 우l 지 는 고수펴겠지띤- 김잎성윤 우싱희시치

는 여러가;;<] 씻패늠이 수정을 따하;;<] 끗한 것이다. 여l rl네 진펴운풍의 영웅 o ;ι서

의 金f=I JP<:의 엽적을 |디·하따할펴는 -FI 직 임 이 팍한학계는 불쉰 정부;;<]제이l서도 일어

닐 것이 예상된다. 띠따l이l도 등소팽 갚장 이후 “實事求옮”라는 딸이 j꽃버j次元애서

유행어같이 쓰여지고 핏하J자료뜸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는 풍조기- 보편화되아

있다. 더욱 ψl찌의 츠선족사펙에서는 獨}j:)떻 lJ1JJ씻츰 연구하는 학문적 노력

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 펜섣아니 金 FJ J;i\(;의 독립운동과 엽적의 진선이 추

T뭔 것으i;~ JiL얀 다. 이미 rler國애서 는 값 FJ J;i\(;을 비판하는 기사틀과 문힌

닫이 니-판고 있고 따라서 그기 창시하였다는 主If!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디. 따라서 金H成 以後 l샤代(Post-Kim) 의 팍한이 主思자처l는 계

속 니}세우겠지만 그 칭시자인 없 H 成을 앞세우는 양상은 거의 둔화도l거나

사라지고 넨 것이과는 α11 성 을 펠 수 있다- 띠-라서 主퍼기- 愈티成의 품에

서 서서허 풍t';] 나올 수 밖에 없윤 것이며 동시에 金正 H 의 “ 主셈具짧 ”이

크게 대두뭔 것이다. 끄러나 창시자연 金 EI成의 한l을 괄려받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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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 H의 具現論이 어느정도 효과적이며 설득력이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主思의 협조를 떠나서는 김정일의 權力正當性이 어렵다고

한다면 主思의 수정의 양상과 김정일의 정치생명은 직결되어 있다. 그러

한 主思의 “건강상태”가 곧 김정일의 정치력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둔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主思의 수정이 不可避하며 때로는 그

수정의 정도가 심히 요구된다고 하면， 北韓이 당변하고 있는 과제 가

운데 이마도 가장 큰 과제는 곧 主思의 이본재정립 또는 조정이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점진적 開放과 改華을 피할 수 없는 북한은 개혁으로 언한 체제의 변

화를 피해야 할 것이며 또한 A民들의 정치의식이 개방으보 언하여 혼란

을 빚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그들의 이념지침인 主

思를 재조정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더라도 改華과 主思間의

모순과 이에 따르는 딜렘마 ( Di lemma )는 북한체제에 크나큰 시련을 가

져다 줄 것이 예상된다. 요컨대 主思가 표방하고 있는 A間觀， 自然觀，

社會觀，國家觀은 계속될 것이다. 다만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主思의 지도

자론(혹은 영도자론〕은 根本的인 수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指導者論， 즉 金日成， 金正日의 영도적 위치를 歷史의 必然的 귀

결로 보는 內容이 배제되거나 수정된 상태의 主思의 설득력과 北韓社會에

서의 영향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소 궤변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領導者論이 배제된 主思는 더욱 合理性이 있게 되고 보다 보펀타당한 論

理가 될 可能性이 크다고 전망된다. 왜냐하변 主思를 理論化시키는 작엽

가운데 가장 어렵고 “억측”언 대목이 곧 領導者論이다. 金日成에 의해

서만 主思가 창조될 수 있었고 金正日에 의해서만 主思가 人民의 生活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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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rii되 는 J4짜펀 J떤想01 된다는 5테뺀가 설로 보편타당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감은 팎‘많은 北~짧의 主/댄理단체家의 핵심적인 학자물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

쇼 H 成 以後 時代에는 ~I:.댐의 이념적 근거를 人本主義에 둘 것이며 物'tiQ

)(IJJJ 이l 依히야 퇴폐되어가는 精irrtP文 배을 다시 살려내어야 한다는 命題를

기-지고 미}우 패허-게 理;念의 재정댐 또는 재확립을 꾀할런지도 모륜다.

특-헤 한놔괴- 체제경쟁의 싱횡애 단어서게 펼 北때은 경제적 발전이나 物

n)(IJJJ 의 반단김은 티Ti따Uti] 次元이l서는 도;:<-1히 경쟁에 맞설수가 없기 때문

에 對패 l빼 II에 I-으로 보이-도 이같븐 人本主짧的 측딴 또는 “ ~L쉰性 ”을 더

옥 꽤剛한 것이디-

뿐만이니라 I:R민익 떠然싸@괄 과21시낌으로써 )d떠은 自然운 보호하고 건

전한 타然환경윤 유-지히l야 한나는 논리룹 내세움으길써 닙-속한 산업희-와

경~1l성정윤 추구한 나oj지 던然땅햄의 퇴폐를 벤치 못하고 있는 韓國을

111 풋한 자펀주의 얻1전도상국가틀을 비난혈 것이며 그와같은 환정퇴폐가 美

웰올 위시한 강제제국주의 l폐家틀이l 의하띠 자행되었다는 논리룹 웹으묘씨

꽉한의 경제부진의 젠섣을 숨기닌l 하기 보다는 오히려 공세에 이용할 기

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나이-기서는 主댐의 lit!:會꽤과 國家願에서 주정하듯

이 !행l家외→ )~I:템는 오직 人떼 C A~ )을 위한 것이지 人t덩이 l행l家외 I此햄

짧|뺏l의 좀-속뭔이나 手段이 되어서는 인원다는 팬想해윤 되풀이 함으로써 主

셈기 二l 어느 정치이념이나 사희챈학보다 더욱 Ai:主義的이라는 측변을

지l 속 강조한 것으로 예상펀다. 그러나 이외갇-은 主립가 종국적으로는 싣

리주익적 정책윤 추구히지 않으1낀 안되는 북한정부로서는 하나의 장애

적 요소기 뭔 가능성 또한 크다고 꾀이야 펠 것이다.C註:박한식，“Ju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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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foreign Policy Constraints" 을 참조할 것 ) •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북한의 정치문화는 金日成 以後에도 主體思想을 中心으로

形成되어 갈 것이며 金의 격하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限 主思는 오랜 세

월동안 그 병맥을 유지할 것이다. 물론 예기하지 아니한 사건들에 의하

여 金正日의 권력구축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변 主思自體가 빠른 속도로 소

멸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主思가 하나의 宗敎的 敎示의 차원으로 승

화되는 限 그와같은 主思의 종말은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經濟政策

社會主義 體制가 전세계적으로 華命的 변화를 겪고 있는 요즈음 과연

북한이 어떻게 이에 대응하여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다. 북한이 갖고 있는 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東歐의 國家들처럼 쉽사리 문호를 개방하고 民主化의 추세를 수용하리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북한도 長期的으로 결국 점진적인 실용주의 노선을 추

구할 수 밖에 없는 그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다.

우선 첫째는 오래 계속된 경제침체로 말미암아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일

이 政權維持와 金日成體制의 正當化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문제로 등장하였

다는 점이다. 즉 체제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서도 經濟活性化를 통한 國民

들의 不滿解消가 절실히 요구되게 되었다.

둘째는 북한체제의 종전까지의 統治接近方法이었던 政治優先的 人民動員

接近方法 (PolitIcs takes command) 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도리어 進效

果↑生 (Counter - productive nature)을 냐타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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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J \ 파쥔c fJ\f싸 }함이 ].i!..릎 '2-1 가→ 없는 것이다.

:-L01 나 선용주의 노선은 |쐐放， 改，ttL의 쫓?￥을 의 p1 함파 동시에 , 개방 • 개

혁의 수용이 판고올 엠청난 政治的 층격괴- 餘波블 考j훤히l야 한다. 다시

만하넨， I체放끈- 단순히 經濟의 ifj‘ 陽化의 1꾀 워 블 넘어서서 jji王化의 깊을

엘게 되 ~lL 洲制on 대한 挑I般을 가능하게 힐 수 있기 때분이 다. 中國의

l/)t~으 1 f$..變이 :-1. 代값 F애인 껴l라고 할 수 있다. 흔1-언하먼， 쐐制維헤: 또

새파기운r 껴~~ 1liU의 }짜 \1:윤 워하여 經淵의 판性化，많재.1:義路線의 채택이

不 liI n야하지 만 ， 後쐐는→ 5\n 지l 블 흔둡리거l 할 수 있다는 딘렘마기- fj':김 f 힌-다.

그칸l니 씌힌은 -'?I 이l 적은; .Ell 타l닫로 인하여 갚국 11jU I파된 개빙-과 개학， 統制펀 개 1상과

가l 핵 (ContτaU어 Openness & Ref onn) 익 진을 L'l] 하게 펀 것 P 보 잔냉렌다.

이러한 改放J.L]- LJX J휩이 일아니-.:.II 였다는- 즙거는 핏균테서 찾-이-판 수 있

다. 우선 8)]3 [1 얀 l끼 소1'1] 품 생산운동의 획→대 등윤 뚱히l 꽉한정 An기→

전차 「터싸經濟化되고 있는 한싱윤 단 수 있다. 이 운동의 갤과 :It韓內

이l 샤 유풍꾀는 소1:1]품의 9.5 %기→ 밥制經濟팎에샤 생선， 판매， 소비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4 年애 外資j찮꿨뜸 위해 合營잉~ (Joint

Venture Law) 이 통과되긴 했으나 석-한의 낮은 信댐따， 무역부치] ( tr 

ade debt) 싱 젠의 판능， 판li주의 등 r대분어1 팔목할띤-한 효-과는 없었다.

다만 II *익 때總 JW~系 조선인 _IlL표쉴 의 투자판 유또한 것이 느I. 주요 成

짜라고 한 수 있다. 한편 싸1佛괴의 賢易은 북한의 경제발전얘 기여하는

가장 증요한 내외적 요인충의 하나였으나 소떤의 彼制이 갑소뭔 것으로

애싱팎으로써 꽉한판 代笑윤 모섹해야 합 것으료 보인다 1 984 1:f 5 Jj

{]인성이 23 1:1ζ l긴-에 처음으보 소렌뭔 벙-문한 것괄 계기로 꽉한괴- 소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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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는 눈에 띄게 증진되어 왔었다. 소련의 원조는 이후 북한의 現

代化 계획추진에 사설상 없어서는 안될 不可缺한 요소가 되어 왔었다.

특히 두나라간의 安保協力은 지난 몇년간 현저하게 증진되어 왔다. 소련

은 북한의 가장 주요한 賢易相對國일뿐만 아니라， 경제·기술·군사원조에

있어 으뜸가는 源果이 었다. 이 를테면 1987年에 핵발전소틀 포함하는 14

개의 주요산업기지 건설계획에 소련의 원조가 큰 힘을 발휘하였고 지난 40

년간 64 개 의 主要塵業建設 프로젝트가 소련의 도움으로 完成된 바 있다.

이제 소련이 西歐陣營과의 和解정책을 加速化하고 남한과도 外交樹立 가능

성을 검토하게 됨에 따라 소련의 이러한 역할을 한층 감소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소련이 남기게 될 이러한 철白을 中國이 메꿀 수는 없을

것이다. 中國은 自體內의 경제역량의 한계때문에 실질적얀 경제원조를 북

한에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련과 마찬가지로 남한을 포함한

西方과의 경제적 화해정책을 -政治的으로는 비록 최근에 더욱 硬直되어가고

있을지 모르나-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結局 북한의 입장에서는 日本，美國，南韓과의 經濟交流， 經濟協力이 중요

하게 되었다. 日本과는 그동안 상당한 규모의 경제교류가 있어왔으나( 日

本은 소련 • 중국에 이어 북한의 第 3 의 교역국이었다) , 부채문제가 더 이

상의 무역확대에 장애요인이 되어왔다. 현재 朝日賢易은 사실상 “朝朝賢

易”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北韓과 조총련과의 무역이

그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富士山커 第 18 號(Jujisan Maru Number

18 )사건 북한이 日本선원 2 名을 억류함-이 해결되떤 日本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주로 經濟的 必異때문에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65 년 韓日國交 정상화가 남한에 대한 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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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한地祝治의 i려籍을 의미한 것이라-변 이런 종류의 淸算이 北懶파는 未解決

뭔 치l 남아있다. 즉 티;本정부의 立揚으로 볼 때， 北輔에 대한 배상의 형식

으로 북한애 강제원조틀 활 용의가 있는 것이다. 한편 美國은 북한에

강재원조활 줍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나 經濟交流를 하게되떤 북한측에 기

에하는 비-가 블 것이다.

과한의 *<j‘ 7f!\f t， 단 N:化이l 푸앗 보다도 가;상 편 변수는 南韓과의 經濟協力이 라

고 할 수 있다. 남한과의 정제협넥은 북한경제가 접실히 필요로 하는

資木， 技術， ~t뚫，!UR둥 공급떤에서 북한경제이l 크게 공헌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낚곽한긴의 정제 _llL듀확대플 if:U캄하는 요인은 政治的인 것으로서， 첫째

는 정풍성을 ~~處하는 꽉한의 긍지기- 넘한으료부터의 정제협팩을 탑탁하게 생

각하지 않는 섞이고， 닫째는 꼭한지도총의 j훼輔에 대한- 적대낌→정이라고 할

수 있다. 때柳과의 강제협택이 이처렌 가장 짧짧的으로 有益한 것으로 남

아있는 한편， 위에서 언굽힌- 政治的인 이유때문에 이 代案의 수용을 短期

!깨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의 終濟政策은 開放

윤 추구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으나 당분간은 큰 겹과

가대훤- 수는 없을 것이며 다민 長때的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1갑한 수

있겠다.

5 . 國際關係

포스프 si2 U 成 f원代애 ~ltJ때의 l행 !傑關係가 어떻게 전개될텐지블 에측히-럭

띤 北!씨t의 l째際 |뼈係의 짜況부터 정리해 볼 必평가 있다. ~t때의 |때際關係

는 ;It~fr\t의 對外政策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 두 개념、을 I퍼義즘흠 ( synon y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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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便用하려고 한다.

우선 北韓의 對外政策에서 發見할 수 있는 持續性 (continuity) 과 變

化 ( change )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것을 說明할 수 있는 獨立變數

(independent variable) 를 규명한 다음 그러 한 獨立變數들이 포스

트 金日成時代에 어떠한 특정을 가지게 될 것인지 예상해 보는 接近方法을 써

보려고 한다.

對外政策의 持續性과 變化를 論한다는 것은 政策의 근 후룹에 초점을 둔

다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비교적 抽象의 水準 ( l evel of abstrac •

tion) 이 높야치게 되며 實證的인 次元에서 說得力이 不足한 해석이 나

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할 c0、要가 있다.

이라한 제약을 감안하고 北韓의 對外政策을 볼 때 우리는 지속성과 변

화를 各各 세가지씩 찾아낼 수 있다. 지속성으로는 @ 正統性 ( legi t -

imacy) 追求 ， ® 安保追求，@ 經濟發展追求틀 윤 수 있고 변화는 @自

主路線，® 柔軟性，@ 했率裡을 말할 수 있다 12 )

正統性이 對外政策의 重要한 目標록 부상한 것은 韓半島의 分斷과 相異한

理念과 體制를 가친 두개의 國家가 成立되었기 때문임은 잘 알려친 사실

이다 1 948年에 창립된 大韓民國과 朝解民主主義 A民共和國은 各各 韓半

島 全體를 代表하는 唯→한 合法的 國家임을 선포하고 相對方을 인정 안할

뿐 아니라 相對方을 송인하는 어떠한 나라와도 外交관계글 갖지 않는다는

原則을 오랫동안 固守하였다.

北韓의 南홉으로 발발한 6.25 사변 또는 韓國戰爭은 北韓의 正統性 추

12) Byung Chul Koh, “ Foreign Policy and Inter - Korean Relations",
Korea & World Affairs ,Vo1.9, NO.4. (Winter 1985), pp , 648-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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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政策의 ;lJl l!!'化라고 뿔이한 수도 있다. 北Jjflf.은 武力에 依한 正統性 확립

정책이 久 J&애 룹이기지- 한핀으로는 전쟁으로 폐허펀 경지l틀 꽉-구하고 건

센허펜서 녀-갚 한변으S~~는 外交縣寶에샤의 II統'MI: 추구에 많은 努力을 강

J7- 송l→였다 ，~~l 려 니 “ 獨 I'i J1얀 IE統까I". " (excl usiγe legitimacy) 추구의

外쏘펴;~4}1‘이l샤 ~tl빡은 南i~텀애지] j;:f&하였다.

1950 :1 l c { \，; i:끼지 만 해도 떠‘北따븐 거의 같은 數의 修交!꽤융 가지고 있었

다 rr~‘l페이 14 個|냉1파 修交하 :lL 있었jI ~t l;댄이 13뼈|꽤파 大iJJ!級 外交빼

係관 가지고 있었다←[닌，]나 1960/..r代에 틀어가자 *1、 IE꽤 ;大統領이 이끄

는 짜 3자짜I r~1은 6711페 |쐐과 새 5~ 外交쐐係릎 수립함으로써 j춰폐i의 ↑慘꽃|폐

Wx핀 거의 6 fi역‘ JIL 즙기→시겼디. 캄，，，9:. :tVJ間유 ~1t때은 2011폐 |때파 새 가L 外

핏 I~써係를 뱃았으므화'- 1~꽃 |쐐익 수쉰 ~1，1. \l:l 南i빡이 ~It떼 ]，1 ‘ι]. 2‘ 5 : 1의 {썼

N!:란 유지 하기I :;/았다 1 3 )

~It 째은 1970 年代에 쥐증적띤 外/'J(J.값~뺑듭 l꾀띤 겹파 68 個l쩍피- 太따級 外

껏 I샘係륜 수팎하았다. 감은 뼈바 다"n~은 34 個!國피- 새로 修:交하였논테 이

로씨 |훼 :I t l써띄 끽차는 ←l게 갑소꾀았디 ~Iti뼈은 修交!쐐數꽉 는리기 위한-

外쏘MiillJJ에 \1]-지 펀 기 하는 과정 에샤 “ 正統性 ” 의 징f義-블 효"]-대 , 다시 말하만

14' ;n-.I:;짧的 작 딩을 하였다 I힘때!고} 이 n1 修交히고 있는 나라듭애 접근히·

야 外交 %에係늪 수립 힘으 i~~_써 Jt l씨!으l “ +1:1싼 1'r''J iIfvc性 " (relative leg-

itimacy) 을 ，JrL강하였다. 南4따도 j훼 Jt~ljt윤 모두 승인한 나라둡고} 外交

펜<~ll 란- 게속 쉬-지 힘으£써 +1]附「에 jEffG性을 풋짝하게 되었다. 따라서 1962

年끼지도 |펴北폐과 패時 1~交히-는 나라기- 허-나도 없았는데 1976 /'10에 는 !내

13) 南:ltJlf~ 의 外交關係設'，(£애 대 한 자세 한 자갚는 디-음을 침-초. Byung Chul
Koh, The Foreign Policy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Ber
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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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修交國이 49 個國이 나 되었다.

그~後 北韓은 “相對的 正統性”추구에서 많은 成果를 거두었는데 두가지

만 例를 틀변 하나는 西유-럽의 나라틀과 外交關係른 수립하는데 成功한

것이고 또하나는 유엔 (UN) 의 옵써버 (Observer) 자격 을 얻어낸 것이다.

1973 年에 北韓은 스웨댄， 펀랜드， 노르웨이， 덴마크와 아이슬랜드와 1~交하

였고 1974 年에 는 스위스와 1975 年에 는 포르투갈과도 外交關係를 맺었

다.

北韓이 유엔과 관계를 가짜게 된 것이 1973 年5 月 에 세계보건기구 (Wor ld

Health Organization or WHO) 에 正式으로 加入한 때부터이다. 南

韓의 적극적인 반대를 극복하고 WHO 에 加入한 北韓은 유엔관례상 유엔

本部와 유엔의 유 럽사무실 ( Geneva)에 옵써버代表部 ( Permanent ob

server mission) 를 설치할 수 있는 펀의를 받게 되었다. 같은해

6 月 1 日에 北韓은 즈네브 ( Geneve ) 에 옵써버代表部틀 설치하고 6 月 29

日에는 뉴-욕에 옵써버代表部를 설치하였다.

이처럼 유엔과 관계를 맺게됨으로써 北韓은 正統性 추구 外交에 많은 편

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北韓의 가장 큰 엽적은 親北韓決議案이 유

엔 역사상 처음으로 1975 年에 열린 第 30 次 유엔總會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같은 유엔총회에서 南韓의 立場을 지지하는 決議案도 통과

되었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두개의 모순되는 決議案이 相殺된 셈이

지만 北韓이 유엔外交에서 처음으로 싱징적인 승리륜 얻었다는 것은 北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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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게 on 우 풍요한 원이었다.

iE ，統·써f은 ，lUI젠의 對外政策의 3 大目標의 하나로 남아있다. 야기서 우리

는 北!때對外政짧의 /]標기- I꺼지、I¥안l 것괴-( manifest goals) 묵시적인 것

(latent goals) 으로 구분되며 前者는 “ 자주， 평화， 친선 ” 이지만 後-휴

는 分fJT싹으l 판덴-에 따라서 너펴Vc性， 갖保， 經濟發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는 것~윤 지적힌 펜요기- 있다 14 )

;Itjli{t ~J外政策의 두벤씨l의 ;;<1 속성 을 민-영하는 安保의 추구는 正統性의

추구외 텐점한 판-7n 기-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같이 懶國戰爭은 」다펴t의 또

統/4: 추구외 직 전되는데 ;ft¥r짧은 정전 이후애도 南輝의 딩상’1*뜰 우l 협 하는 戰

略.:i!r 戰術을 찮임없이 따}디해 왔다. 이에 對應하는 南j뼈의 전쟁억제략의

.1，1깅-은 北때의 갖짜란~ 위협하게 팎으보써 |훼 ;!t輪f펴의 군비정쟁의 악순환이

생기게 펀 갓이다-

끼폐 침 략지-기‘ 피 침 략자의 ~11\영주 JJ1J制웹f펀를 安많의 위협 으로 간주한디는 것

은 언어도단이라고 만한 수도 있겠으나 칩략을 해관 자가 다른 시-랍도 칩락

윤 한 수 있다고 가정히는 것은 論폐lJ때으로나 心펠的으로 說f생끼J이 있디.

또하나 힘:핏힌· 젓은- 北柳온 南i障의 짧펌:力보다도 펌5 퍼랍美화i의 兵·力， 火JJ ， 쐐:

펴 싸術核윤 훤씬 더 두려위한디는 것이다 19 70年代 중반부터 방워적

꽉적띈r 워하여 싫11ε 시행하고 있는 “ 팀스펴릿 " (Team Spiri t) 꽤美合

同~f:rl판F연주f관 it떠이 두리워하고 그것쥔~ f:t::l ll::. 시 치 기 워하여 선전공세， 평화

공세 」라고 l힘it對;;，f;의 숭IEl 등→의 z1좋 전순을 쓰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백

14) 企티jλtI，’폼은 1990年 신년시이l서 “우퍼 당과 꽁희-츄정부는 올해이}도 자주，

평화 1 친선 .<:> 1 디1 91 정 치l 윤 인판허꺼l 판진해 나-감갓 ”이바고 밝혔디. 로동신문，

1990 댄1 윈l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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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北韓의 安保追求가 위에 언급한 것 에 北韓의 對外政策에 어떻

게 反映되어 왔는가?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이 蘇聯과 中國과 盟했關係를

維持하는 것이다. 北韓은 1961 年 7 月 에 蘇聯 빛 中國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그후 양국으로부터 적지않은 軍事擾助를 받았다. 特히 北韓

의 最新무기 - MIG-23 , MIG-29 , MIG-31 , SU-25 전투폭격기 , SA- 5 地對

홍미사일， SCUD단거 리미사일 ， SZU-4 對컬大뼈 ( se l f - propell ed anti

aircraft guns) - 동은 모두 蘇聯에서 공급받은 것이 므로 소련과의 관

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北韓의 방위력에 決定的언 영향을 주게 된다.

中國도 北韓에 軍事的 원조뿐 아니라 技術支援， 經濟援助도 많이 해 주었

다. 오랫동안 中國은 原油를 北韓에게 世界市場 가격의 4 , 5 分之1 밖에

안되는 “ 友好價格 " (Friendship Price) (한 배럴당 $ 4.50 )으로 공

급해 주었다. 또한 中國이 全世界에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

라가 j購 밖에 없다는 점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北韓 對外政策의 세번째의 지속성으로 經濟發展 추구를 틀었는데 이것은

正統性과 安保의 추구와도 연결된다. 正統性의 추구는 결국은 南韓과 外

交親爭을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것은 나라의 國力， 特히 經濟力이 크게

左右하는 것이다. 安保도 역시 經濟力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방위산

엽은 經濟的 基盤 (economic infrastructure) 을 필요로 하며 최신

무기의 수입도 外貨，즉 經濟力을 요구한다. 소련이 北韓에 공급한 무기

들은 無價援助가 아니고 신용판매， 또는 물물교환의 형식을 쓰는 것으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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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l 저 있으며 it따은 소팬에 싱딩한 액수의 뱃융 지고 있다 15 )

:ltl:il센은 l.~씨뼈피" rjll패파의 무익 및 정 xll 혐 팩을 중요시할 뿐 아니라 I!!:찜 l뀐

싸에서 무익 원 확대하기 워 히여 쨌)J하 '::il 있디. 1984 ij즈에는 “ 合營法 ”

쥔" 1liU 定히 며 外 i써資*괴 J갖術의 유→;";1 룹 추구하고 있으나 주로 김E ll교포，

측 째總]佛系으1 1，츠자띤 on 끔어탑이지 못하고 있는듯 하다.

c1"김 At폐 폐外政策의 變化판 검토하딴 무엇꾀다도 自主싼.의 比훤이 펀

서허가l 즙가한 것부터 1:-': 1 及해 야 한 것이디 北따政쐐의 수힘파정을 보1건

소덴의 익젠이 i'J!:JE I’에이 았으며 !써{쩨센%팎 직후까지 北i때의 소렌의 우l 성 국이

니- 다-감없었다는 갓은 잔 일얀l 져 있다 16 )

."L 단l 니 AU폐판 休!따後Jil-티 fel ::1 : '[/ 1:갚 추구하기 시 작히 였는데 1955 年 12 )J

이1 ~rl)λ이 또산로동 L;] " 산잔선풍낚 딩 연7쉰순 이11 711 “ 시상사업에서 .:i iI조주의

오l→ 헝식주의 꾀지하고 주-제 ;훈l강l 젠 1'n 디1 cSt이 ” 딘}는 제 꽉으로 연선한 것

이 f' 1:J: U41經 추균L애서 줍요한 NH딘表 (milestone) 기- 된 듯히다17)

:J.푸 1960 年代에 턴어외서 중소분쟁이 직화되자 北l댄은 처음에는 아=’立

윤 지7'1디기 란 rlcll때使윤 닫게 도1 .iL 소렌과의 관기l가 惡化되었는데 이것

익시 :ftl따으1 fl::.I::. N, 추구능픽이 커졌다는 것을 표시하였다고 관 수 있다.

;fl~j:(lil의 |‘ I t路紙븐 對外的으쿄 선전히 는더l 중요-힌- 익촬펀 한 것은 1966 年

15) 1990年 4JJ애 힌 國|際쩔術會識에 參찌lf 한 소렌의 經濟學者·는 소랜이 lt輔°11 게

每더 100 만푸렌 상딩으1 “웬으ε ” 활 해주는 셈이라고 추정하였디. 公定훤륜에

依하띤 이것잔 하푸 100 만짧기 빙 ， 1 1f애 3 억 6 진 50 0 만해의 “원또"기 소펜

으보부터 北빼이l 제공펀다는 뜻이냐.

16) Erik van Ree , Socialism in One Zone: Stalin's Policy in Korea,
1945-1947 (Oxford/New York/Munich:Berg Publishers , 1989): Dae-

Sook SUh, Kim II Sung :The North Korean Leader(New York:Colum

bia University Press , 1988), pp. 59-7:3.

17) 김일성， 우리 혁벙에서의 주치l애 다l 히 0:1 (I낌 양 : 또선보동l상줍판시， 1970) , pp. 29-56.

-34•



8 月 12 日에 發表된 로통신문의 社說 “자주성을 옹호하자”였다. 로동신

문의 1, 2 面 전체와 3 面의 절반을 차지한 이 社說은 內容은 北韓이 이

미 發表한 主體路線의 재천명이었지만 外國言論에서 “北韓의 獨立宣言”으

로 취급 대서특필 보도하였기 때문에 北韓의 국제홍보에 콘 공헌을 하였

다. 당시 北韓은 소련과의 관계를 正常化하고 다시 中 • 蘇간에 中立을 지

키려고 努力 중이었다. 따라서 근로자 8 月 號에 도 게재된 同社說은 北韓이

機會主義 路線이 아니고 自主路線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무대에 선포

하는데 담的이 있었딘 것 같다.

北韓이 蘇聯과 中國에 軍事的，經濟的，技術的으로 依存하면서 自主路線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中 • 蘇간의 분쟁을 잘 利用하였다는 측면이 있다.

中 • 蘇관계가 正常化하고 개선될 전망도 보이는 것은 北韓이 中·蘇關係의 力

學을 活用할 수 있는 機會를 잃게 된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主體思想의

核心을 이루는 自主路線은 쉽게 修正되지 않을 것이다.

北韓 對外政策의 두번째의 變化는 유연성에서 찾을 수가 있다. 北韓의 政

策은 對內的인 것과 對外的인 것이 모두 경직과 유연의 兩面性을 안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北韓은 戰略的인 次元에서는 경직성을 보이고 戰術的인

次元에서 유연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北韓이 中 • 蘇 분쟁에서， 中立，

親中， 親蘇， 中立으로 路線을 변화적응한 것은 戰術的 유연성의 반영이라고 풀

이할 수 있다.

1970年代 초반에 中 • 美관계가 개선되기 始作했을 때 北韓이 對南韓政策

을 바꾸고 對話에 응한 것도 유연성의 발휘 또는 寶用主義路線의 채택이라

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北韓 對外政策의 효율성이 변화하는 측면의 하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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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 효윤성은 유떤성과 텐접한 핀-제가 있다. 그러나 政策의 효율-성을

싸JE하는 것은 유떤성뿐 이니라 情뺏와 外部環햄의 유똥성과 애기치 않았든

또는 애측할 수 없었던 結핑: ( unanti cipa ted consequences) 동 많

은 變數가 있으므보 유연성과 효융성이 반드시 正比例(covary)하지는 않

는다.

北l댐의 원 1 :1:.1 • 縣政策은 유만성파 효율성이 正比例한 例이지만 띠·蘇級爭，

퓨혀 Atl센원 자기의 앙헝:권 以|성이l 뚜기위한 경쟁이 크게 作펴하였다는것

윤 싱기 힌 훤요가 있디 니 1 • 1.1따 關係의 개선과 소련의 납격한 변화는 北

!때의 政策을 시련기에 관아 넣았다. 소련의 개땅과 개혁 , 그리고 南韓의

~It)j‘政策의 ”듀t많‘보 소떤과 대f i，때JLj-의 經濟， 文化交流가 활발해지..:il iJ뿔術펄關

係까지 수립하게 펜 갓 그리고 6셔 5 E! 에 SanFrancisco에서 있었틴 노

태우- -고프바효프 ]X'L l::짝談은 ~Itj폐에 핀- 충격을 주었다. 그라나 빼 • 紙판계

는 5핀全히 균형이 있는 판제가 아니고 北韓의 對蘇依存度가 높은 판제이

므로 :-It輝의 代案‘ ( opti on ) 은 制限되어 있는 듯하디.

北陣의 對美j政策파 對티政짧은 효윌성이 極小하다. 이것은 北韓의 유띤

성 不足얘 기정a 큰 原l젠이 있다 }J，휩泰愚大統領의 7.7 선언이후 5한햄과

Ff :4:이 가〔두 행J :-I t輝政策을 조정하고 對詩힐- 의사를 횡·示하였는데 아직까지

핀 成뽕는 없다. ~It제‘애서 美|때과 北따간에 참사관급의 접촉이 여 eo] 번

있았으며 이직은 進行되고 있으니 파近 한국전쟁때 :-It陣에서 死亡한 美軍

포로의 -!"r-히l 룹 찢구 반환하기l 띈 것이 가장 큰 효과인 듯하다.

~ft~Dj\은 第 3 바쳐l ， 특히 “ 윌-럭 환가담운동 »(The Non-aligned Move

ment)에 적극 참여히여 많은 外交的 成果뜰 얻었다. 北韓의 -sr짧을

지지히는 決識갯:이 |司 illi폐의 外#‘U l펜憐 또는 수뇌회의에서 채텍된 것， ;/댐뚫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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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交國數가 늘은 것， 그리고 유엔에서 北韓이 원하는 決議案이 통과된 것 등

이 그 例이다. 最近 東유럽의 여러나라가 社會主義를 포기 또는 대폭

수정하고 民主化 빛 市場經濟體制를 수용함으로써 北韓은 “형제적인 사회

주의 나라들 "(Fraternal Socialist Countries) 의 지지를 잃고

있다. 그것은 第 3世界의 重要性을 대폭 증가시켰으며 北韓의 對第 3世界

外交가 彈化되고 있다.

以上 우리는 北韓 對外政策의 지속성과 변화를 개관하였는데 그것을 說

明할 수 있는 獨立變數는 무엇인가? 변수가 여러가지 있지만 특별히 강

조해 야 할 것은 @ 客觀的環境 (Operational environment). ® 心理

的 또는 主觀的環境 (Psychological environment) 빛 @ 政策決

定의 構造이다.

客觀的環境은 內的環境과 外的環境으로 區分되는데 內的환경은 경제력，군

사력 및 정치제도의 세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고 外的환경은 世界전체， 地

域的환경 및 국가대 국가의 쌍방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心理的環境은 푸

리즘 ( pri sm)과 이미지 (image) 로 양분할 수 있는데 푸리즘은 이데올

로기，역사적 경험，정책결정자의 성격등 客觀的 環境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렌즈 또논 매개체 역활을 한다. 이미지는 이러한 렌즈，또는 푸리즘을

통하여 政策決定者의 머리속에 비쳐진 외부환경의 윤곽을 의미한다.

이러한 變數들을 다 검토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며 그중 몇가지-例컨대， 內

的환경의 경제적 및 정치적 측면과 心理的環境의 이데올로기-는 別途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外的環境의 변화만 잠간 생각해 볼려고 한다.

外的環境의 전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하였다. 소련에서

고르바효프가 실시하고 있는 開放 (glasnost) 과 改華 ( pere st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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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정책 은 지속됩 것인가? 그라고 고르바효프가 기대하고 있는 成굉

펀 내놓괄 것인가.? 파유 -템의 댄꾀는 어떠한 方向으로 진정될 것인기 ?

東때째의 統→은 이루어짐 것민기.? 펴1淑의 政治와 經濟는 어떻게 풀릴 것

인가? 핏 l때과 /:1 本의 폐外政策， 特히 對純즈|3島政策은 변회없이 지속될 것

인가? rl，1패온 겸경노선， jit!: 團 :1:짧 n't1守路經을 계속한 것인가?

이 ]1[든 것이 北따의 뺀外i!&策애 판 영향을 줍 것이 찌實하다- 그러나

二L 1:']젠 문제갚의 答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디 추측할 수 있을만한 것

깐 떳기지 나부야보씬 소렌의 개빙괴 개혁정책은 계속펠 획-활이 으1지 만

좋온 )JX; !사가- 쉽게 나오리과고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나 폐~: I핏한 것

은 소펜파 j훼때t간의 판1"기l 의 늙리-울낀한 發따이다 1 990 1:f- 6JI 5/:] 어l 훤

國 SanFrancisco에 서 이 iI'-어진 ’폐 • i!li J1i J: l한談은 양국간의 경제혐렌，

문회'，]]'-듀는 달관 정 식 外交%에係↑il샤j의 진윤 펠씌← 혈어 팡았다.

이 전격적인 ))월泰愚 -고프바죠프펙댐-이 北빼애게 펀- 충격윤 주었다는 것은

이 n1 지적했지민 神 • 짜￥1겨]， 꽉히 經뺑f 빚 "Fi{#혐 띄 관계 기- 주]-수한 수 있

는 폈望을 lr!'0:]준다. 째;김 소란이 ;It鋼애게 가장 펀평펜- 交易|쐐이며 Jilt

新파쐐의 공급원인만담 소랜의 9:]펠의 축소리-는 것은 北陣에게 심걱한 타

걱 관 주가게l 펀 갓 이 디다 그닌난바:] 니 K麻:{f( J聊佛은 j北u밴쩨떼0띠때1k!페의 戰|略略1'1的?맨언 또는 t地他政學"떠t때띠 펀

7따핏μ짜"낸，t~싼r

든축츰소된 규]딘[의 강제 꾼사 험력관-제딛1-도 유지할 수 팎에 없는 고층이 있

으 ..E!...토 JIJ' JIJ 士짧j’피 적응닫 하게 필 끗하다.

때 • N{f; 쐐係의 증진， 쐐 • 縣: I~에係의 냉각은 때 • 中|쐐係의 .It펀이 어느때보다

도 커전 것윤 시시헤푼다. 그라니- ’ I I 域!은 m쁨의 政治l때 ， 經濟n~ 시정이 소

렌보다도 더 不잦파하고 심각하므포 소렌의 정책조정이 만들 수 있는 청， I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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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메꿀 能力이 없는지도 모른다. 다만 中國에서 강경파들이 계속 집권

하고 있고 經濟政策에서 制限된 開放과 改華을 실시하변서 政治的 統制를

彈化하면 北韓은 社會主義 수호노선을 유지하변서 中國과의 연대성을 다짐

할 것이다. 그러나 中國에서 5 年後 또는 10 年後에 강경파가 계속 집

권하고 있는 확률은 50 퍼센트 미만인 듯하다.

東유 럽의 變化도 시련을 겸으띤서 계속될 확률이 크다. 가장 폐쇄되

고 彈硬路線을 固守해온 알바니아 ( Albania)도 조심스럽게 개방과 개혁

의 길로 들어선 것을 보면 다른 東유-럽國家들이 개혁을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東西獨의 統一은 거의 기정사설이다. 화폐의 統一로써

經濟的 號一은 現實化되었고 政治的 結-도 1 , 2 年內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 이것은 南北韓에게 모두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며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東西獨의 統-은 南北韓의

관계 정상화， 교차승인， 유엔同時加入등이 “두개의 조선”을 永久化한다는

北韓의 論理를 反證하고 있다. 北韓은 그 論理를 明示的으로 철회하는 것

을 주저하겠지만 묵시적 조정은 不可避한 듯하다 1 990年 6月초에 유엔

加入을 종전의 주장보다 조금 수정해서 한나라의 이름으로 하자고 제안해

온 것은 北韓의 現實受容과 정책조정 可能性을 보여준 것이다.

南韓의 政治외 經濟는 好轉될 확률이 크다. 韓 • 蘇 정 상회 담은 魔泰愚

大號領익 統、治力을 증카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成功的인 日本 誌問에

이어 고르바죠프와 회담， 또 韓美頂上會談이 이루어진 것븐 第 6 共和國 外交

익 대수확이며 盧大統領의 正統↑生을 부축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모

든 것은 政治의 安定化，民主化의 추진，그리고 經濟의 活性化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北韓은 盧泰愚政權과의 對話를 再開하고 유연성을 보이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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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생이 크다.

핫l꽤과 II 本은 對l밤半，많政策을 펴·빼‘파 혐의하변서 조정해 나갈 것이다.

그것은 이 두파가 모두 ~It鋼과의 판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는 것올 폐I싸힌다. 그간l한 정책이 成架괄 거룹 수 있는가 하는 것은 北韓政

策의 유-얀성에 달펴 있다. it~밤에서 美國파 티本이 보여주는 성의， 또는

호의에 보팀히-는(성응하는〕 조치뭔 取하펀 관계개선이 가능하다.

結論l면1으효 ~Itj펴‘의 對外政策 따라서 國|짧關係는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맨폐플 유노하는 가장 판 맨수는 X獅的 환경， 특히 外的환경의 급격한

댄호1-이 다. 後:뿜가 계속되는 한 그러고 加速化한다띤 北韓은 상응허→는 정책

조정블 펴할 수가 없플 젓이다. 그러힌 조정은 對外政策의 目願애서 經濟

發展 ~표求‘의 比딴이 커지고 對外政策의 內容괴- 실천에서 유떤성을 확대할

것융 요구하게 펀 것이다.

6 • 統-政策

*엮濟j값C양여l 이어 北lft행의 統-←→ j政策노 t廠꺼] 는k議化까 不따峰합 것으로 에

상펀다. 이의 끈-거쿄서는 총전의 it때의 통떤정책의 非썼짧性과 外部獨;짧

의 @행11::룹 둡 수 있다.

빈저 좋전익 ;It~써익 폼일정책윤 실펴봐1건 it輔의 戰~쩌的 R랬에 관한 한

듀’→렌남추l 윤 통-한 未化統-‘인가 납한과의 聯知制樹立언가? 또는 騎權統_.

(Hegemonic reunification) 인가 ? 동등에 기초한 똥일인가 (Reun

ification based on parity)?에 판히l 학지둡간에 많은 논의가 있

어 왔다. 대제로 北!뼈의 전파적 목표는 무력을 통한 짧化統→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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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동안 학자와 일반간에 널리 通說로 인정되어 왔었다. 그러나 1980

年代에 들어와서 이 통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北韓의 전략적 목표가 반드

시 무력을 통한 末化統-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假說을 뒷받침할 만

한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1980 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의

전략적 사고에 변화가 。
-E

。
-p

있 간파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북한의 對南

韓 政策에는 일관되게 二重性과 兩面性이 있어 왔다는 점이다. 북한은 平

和統一을 원한다고 하면서 暴力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 랑구운사건이나 대

한항공기 폭파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 • 연방을 提唱하변서 남한정부〔특히

全斗煥정부〕와의 對話를 租否하고 나아가 그 전복을 종용하였으며，經濟가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군사비를 支出하여 兵力을 증강하고，특히 그

증강된 兵力을 休戰線 근방에 前方配置 (Forward Deployment of Tr

。op s & Weapons) 하였다. 여하튼 북한통일정책의 최소한의 조건 ( bo-

ttom line) 은 북한의 체제유지와 함께 南韓과의 同等權 유지인데 이

는 남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인 것이다. 예를들변 북한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통해 제안하는 南北同等의 原則은 人口가 북한

보다 두배나 되는 남한에게 설칠적으로 不平等을 감수케 하는 것이다.

南韓의 立場에서는 “人口比例”의 原則에 立뼈한 權力分配만이 公正性과

平等性을 보장하는 길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南北對話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南北關係 개선을 위하

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說明으로서

대략 다음과 같은 3 가지 요인을 想定해 스
’

볼 있다 : i) 體制의 硬直性，

ii) 南韓에 대한 不信， 뇨i ) 主體思想

南韓의 北方政策-특히 韓·蘇 頂上會談-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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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게 만쉰지도 ‘틴트지만 다1 • 長j해的으로는 북한정책의 柔l歐化 ， 寶朋主誠Ht

유도한 것으로 꾀얀다 At]펴t經濟싸;빼의 심각성， 체제유지틀 위한 핀사

적인 ]l: 파 ， _~:L라 고 金 Tf→ H 쁨制의 7댈; 등의 요소도 꽉한의 대납정책 形成

이l 영향윤 줍 젓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對 i휘政策에 영향을 줍 수 있

는 가장 끈 덴수는 iN떼의 對 ;It政策이 라고 한 것이다. 문제는 經濟力이

원등헤 깅히고 ~~~.제무대에서도 전대적인 우위춘추 차지하고 있는 j합麻이 북

젠이l 디}하이 파깎달 보이고 忍耐心을 기지고 뷰한의 저l 펀을 세워주어가면

서 맨꾀쉰- 유←도히l이→ 젠 것이라는 침이다. 즉 양보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

다도 9J~합하다고 하겠다.

값 /::1 成 以後의 北l폐띈: 統 ·이l 디l한 熱꾀기- 김소펠 것으문 전명되는데 ,

이 는 金lt ([ 이 IAJ j"fj) mj짧이l 상 당혀 지 숭허-;<1 않으넨 '?J펜 싱 황이 예상되기

띠l 렌이 다*，[i "~& -.!‘: 힌{2r “ 두개의 한 ::i ::-정 책 ” 애 매 한: 1;1}대 륜 /II檢돼‘하지 않

윤 것으품 보이는데， 이는 :~L동안 ;ltJlfi~이 수정해 온 남꽉한간의 관제정상희

-이l환한넨， “폐北 I聯잡 " 넌북iι차승얀， _ilL차접 촉 ， UN동시기 엽 등이 분딘-올

~구폐→한다는 i펴 :En환 ， 변호l히-는 깎재정세로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1판 때문

이다. 다시딴하맨 J 짜 • 떠獨의 統 →은 :1랴한 꽉한의 주징}을 근거가 없는

갓으보 하였고 소떤의 對l폐l폐政策， 풍':iL권의 변호l 찬 北렘의 기존통일정책을

더 이싱 그대로 存擬하기 아렘게 민뜯고 있는 것이디.

At때의 제 1동뱅국인 소편이 l힘i폐파 國핏찰 樹立하떤 북한과 소련간의

( )폐 - 짜:) ltf. 따 Ij iJ [R1.은 사선상 I~I紙化히-게 되거나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다.

파싸供給이 나 꽉꾀 해b빠까給때애서 소련의 3d었없이 북한이 武力統~→을 시

도한다는 것은 想隊허기 어렵다J:pl행|도 自體의 짧代化계획추친과 |천訊의

政、治$) 不꽃定으로 꼭-한의 武JJ行使란 ~l치 않고 있으마 또 도와줍 능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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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充分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南韓과 美國의 聯合된 單事能力은 現存

의 北韓의 軍事能力으로 하여금 獨自的언 도받을 감행할 수 없도록 하는

充分한 해]止力 ( deterr ence )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結局

북한은 남북관계정상화， 경제협력，경제통일 그리고 民族統一로 이어지는

連의 점진적이고 단계적 통일방안(즉 獨速式 접근방볍〕을 默示的으로 받

아들일 확률이 크다고 하겠다.

7 .韓國의 政策方向-對廳策

위에서 金日成 以後의 북한을 전망하면서 특히 권력구조，정치문화，경

제정책， 통일정책 등의 얘U面에 걸쳐 고찰하였다. 물론， 金日成 자신이 어

떤 형태로 權座에서 불러날 것인가 하는 점이 金日成 後期時代의 展開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다. 즉 金日成이 自然死를 할 것인가 혹은 루마니아

의 차우셰스쿠와 같은 宿命을 밟을 것인가에 따라 北韓政治의 미래가 결

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本 論文은 金日成의 自

然死를 전망하였고 따라서 북한의 現在와 같은 政治構圖가 적어도 5 년정

도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따라서 金正日에 의한 권력이양이 비교

적 무난하게 이행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에 따르는 北韓 政治社會의 變

化를 예측해 보았다.

요약하먼，첫째， 北韓의 權力構造는 점차로 實利를 追求하는 관료들에 의

하여 지배될 것이며，지금 겪고 있는 經濟難은 점진적으로 克服될 可能性

이 있다. 둘째， 따라서 開放經濟政策이 조섬스러우나마 확대될 것이 예상

되며 지금까지의 “자주경제”라는 理念的언 틀에서 서서히 벗어날 공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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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l다. 셋째， 이외같은 寶利위주 경제정책의 成功은 북한의 軍.備를 크게

삭감하지 않고는 실한 기-능성이 희박한 젓이므로 軍備縮小外交에 總力을

기쓸일 것이디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국제정치와 남북관계를 감안해 볼

때 , 北따의 軍備縮小는 싣현가능성이 크다고 보겠다. 다만， 북한의 核武짧·

~t摩 ， 그리고 전쟁용 독가스 저장 풍의 도전적행위가 사실이며， 이와같은 도

전적정책의 맨꾀-가 없는 힌， 軍佈網小의 결괴는 전망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1 네 나 北따의 ;성 ~ll 침 체 외 기혹한 군사비 지출을 고려할 때 군비축소를

위한 회넘은 j成져l으토 가게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근 북한당국은 북

정이l서 훤폈1EI 미국과의 -連의 회답애서 적닥적인 對美政策을 보였으며

美國內에서도 여 c1 채넬플 통하여 -美國의 행정부는 불콘， 의폐지도급 인

사늘과 같은 外交政策機構에 접끈히고 있다는 시-실이 드리나고 았다. 이

괜점윤 jTi껴 히-맨 ， 북힌의 옆￥利外잦정책방향은 사섣성→ 이 111 결정관 시-싣이라

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그리나 뷰한은 다른 )frJ:會主義國家들과는 탈리， 改

寧의 限界性을 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하먼 權力維持， 金i1

FI 의 jT:統性 ， 對l휩‘戰뼈， 그리고 .::E體J면想으l 닮!守(비록 어느정도 수정된 모

잔을 보이겠지만)등의 itt~制 自體內에 존재하는 문제접 때문에 改 ~#i과 /)셈放

政策애 분땅한 ~N껴가 있는 것이다.

그렇디띤 !센1댈l은 北|뼈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 이 갚

제괄 좀더 떤뱉히 1二}루기 워히여 우리는 첫째， 韓國의 政策目標가 무엇보

기 하는 가|띠設定부티 먼저 시도해야 할 것이다. 때l갱| 政府가 주f하는

外交政策， 특히 對 ~Itl땀政策의 궁극적인 目標륜 이해하지 아니하고는 北|때애

대힌 어떤 정책， 또는 위에서 예상한 北歸의 政策路線에 어떤 對應策을 마

란해야 하는가 하는 암쩌 I짧틀 하기 어럽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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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純-政策은 한마디로 要約하자면 “民主主義에 立뼈한 民族共同體”

라고 할 수 있겠다. 北方外交의 정책노선을 밟고 있는 한국은 비록 社

會主義國家들과의 門戶를 開放하고 北韓과의 交流를 추진하는 원칙을 세우

고 있지만，결코 資本主義的 경제체제나 現體制를 위협당하면서까지 그 원

칙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 확실하다. 어떻게 보면， 北韓이 共塵主義의

현체제를 고수할 것이 예상되는 것에 못지 않게 한국도 現狀維持를 고수할

것이다. 그렇다면 民主主義的 民族共同體 追求라는 大原則의 테두리 내에서

한국은 金日成 이후에 과연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1) 韓國의 對北韓政策이 效果的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北韓의 存續

을 根本的으로 否定하거나 北韓익 體面을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손상시

켜서는 안될 것이다. 예컨대 지난 6 月 5 日 美國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盧泰愚、大統領과 소련의 고르바효프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盧大統領은 金日成

에게 전해달라는 三個項 메시지를 고르바효프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이 메

시지에서 盧大統領은 @ 김일성과 南北頂上會談을 제의하였고，@북한이 改

童開放政策을 취한다면 한국은 이를 지원할 용의가 었다는 것과，@ 한국

은 북한을 軍事的으로 공격할 의사가 전혀없음을 분명히하였다.c이 사실은

현용주 UN大使가 7월 21일 뉴욕에서 행한 연설에서 밝혔다J

첫째， 메시지인 頂上會談論은 우선 短.時日內에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

이다. 神格化된 金日成주석이 북한이 그토록 혹평해온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따른다. 우선 南韓政府의 표統性을 인

정하는 結果를 초래할 것이며 또한 南韓의 제의에 굴복하는 수치스러운 자

세로 인식될런지 모른다. 여기서 우리는 구태여 頂上會談을 통해서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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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속있는 햄談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집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정

상꾀념이란 'H:l' xt·Wir談의 성~공적 섣과쉰 최승:적으로 인준-하는 爾JJl↓「에 역힘p사‘

에늑 힐 수 없는 갓이 싱례이다，

갚찌IJ. “ ~l tJ센이 개 l앙정책을 따한다 l낀 ” 도윷 용의가 있다는 것은 바로 무

갚찮끄 잔못뭔 사펴주의륜 시좌히딴 핀겠다는 1괄과 같다. 고프바효프에게

二l렌 l!L닥넨 윤 전했다니 꽉-한에게는 뇌제작댐-신을 뜻하는 것이다. 이외-김-

은 ~!4-한 의 맘때플 손싱시7'1는 정섹으j르는 꽉힌-이 對땐이l 웅‘합 기-능성이 펴

ηl 하다. 띠과서 北l폐괴의 |쐐係改딴온 은빌 81 二l되 고 第 3 1쐐쥔- 介入시커지

않는 71·유':- 1'l] 0] 푸아지 는 것이 北l폐익 처11 \':1윤 세우는 放幕의 JJ1li:. 렌 것이

디‘

(2) 띤펌交流는 짜 31혜 ( Ilr씨 ， i!따 Jm~ ， }자歐社폐 k합 |싸!家등 ) ~l]샤 대J‘北이 f￥ 1ft

1↑원‘하는 形式윤 개딴하는 갓이 l:l1· \감직 하다. 이김은 三者삼營사업에는 핏

기-지의 강없li이 았다. 첫째 , II ’ |행l 이 나 소렌 또는 기타 社會主義 때家듭도

~lt JliI씨 을 의식하야 한낚괴의 관-껴l 갚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풋하는 곤란한 jk

싸간 Bl] 소 시치는내 도유이 될 것이 t:L 꽉혀 I-'I:r때과 같이 ~it Jjfijt괄 끼l속

의식하J 있는 |때家이l게는 i씨~ • 1' 1::' 倒係 iI'R;化룹 1m述化히는 統;싹쉰 기-저디→

‘줍 것이 다. 또엔- 이진←은 사업은 北l폐의 연등한 장 xl] 적 , 과학기 순적 위치

기 폐|써피. 1:1 J.~. 정넨 비 ，'IlL꾀 는 상황、윤 펴펀- 수 있게 하므토， 북한의

if:싸윤 섣리띤서 찬국 ;lt J1!~\의 개 1상괴 成長;에 도융-읍 츰 수 있는 주]이

디.

(3) 꽉한의 떤viii룹 축소시끼고 꽉밤1:l 1 픔 사조l토똑하여 무기생산에 지중뭔

J ft:그:業에서 벗이나 I쐐民의 복지생환플 받전시키는 정공엽을 촉진시친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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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돕는 길은 바로 南北平和條約의 縮結이 다. 물론 , 이 같은 착상은 우선

北韓의 경제가 좀더 소비자 위주의 경제가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됨으로써

開放과 自由化에의 요구가 그들의 人民들로부터 形成되어져야 한다는 論理

에 근거하는 것이다. 或者는， 북한의 김정일의 권력이 實利위주의 정책을

추구한다고 믿어지는 한， 北韓의 開放과 실리경제의 成功은 바로 김정일정

권을 돕고 그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한국의 정

책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런지 모른다. 그라나 大局的인 面에서 고찰할 때，

北韓에서의 經濟難과 혼란은 공산당의 집권을 더욱 硬直시카고 中央集權的

정책을 조장시키는 나머지 開放과 自由化틀 촉진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최큰 日本의 公式立場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면 시킬수

록 韓半島의 안전이 그만콤 위협을 받는다는 해석으로 굳어진 것은 타당

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4) 北韓의 指導階級이나 A民들이 北韓의 自畵像을 고치기 위한 신빙성

있는 정보가 그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특히 金日成

以後 時代에는 金自身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시도될런지 모른다. 그러나

客觀的으로는 그의 活動과 엽적에 대하여 서술한 신빙성 있는 資料가 거

의 없는 상태이다. 北韓에서 나온 모든 자료는 극허 왜곡되어 있고 한

국에서 그간 나온 자료는 대부분 非現實的인 비판적 논조로 일관되어 있

었다. 그렇기에 北韓人民들이나 심지어 한국국민들에게도 읽혀질 자료가 빈

약한 현실이다. 이와같은 선빙성있는 자료는 韓國政府와는 특별한 관계나

이해관계가 없는 社會主義國家에서 연구하는 學者들이나 연구기관에서 출판

된 자료이어야 더욱 公信力이 있게 된다. 특히 非同盟國家의 자료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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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반 효과가 있윤 것이다. 이외같은 자료틀 가능하케 하기위한 國際심

포지움이나 낌힘術會i짧 같은 것을 권장하는 것이 바밤직하다.

(5) 北l때洲制휠 ifp 倒할 I디} 보다 더 균형된 평가룹 시도하려는 노랙이 필

요하다. 꽉힌은 한국의 모든 1m융 帥·評히고 또 끓點이 있더라도 원천적

으로 부장히-는 지-서l 필 취히고 있지만， 그라한 태도가 ;/~韓P"J애샤 뿐만 이

니라 j특히 |쐐|쌍JrU:曾에서도 파생없·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비판 꽉한이 그러한 冷戰l싼代의 표;識構造 탈피하지 봇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그 정책땅향올 이미 北方政策으로 바꾸게 된 돼떠:點애서

:/~폐을 꽉땀하는 래도니 북한이l 대한 인식을 전첸 • 조정하는 것이 바i감직

하다.

이l컨대， 곽힌-의 經濟폐[올 . :JJ IJt:J으로만 지적힌- 것이 아니라 그와갇은 經

濟跳을 초래할 수 밖이l 없었던 원언을 히l멍하고 좀 더 이해하단l는 자세

취함이 좋을 것 같다. 均환分때의 정책애 너무 치우쳤다든가 덤主經濟

이l 떼念힌 나띠지 l팽I I쨌 l젠濟질서 이l 순응하.:-<1 못했기 때문에 그 갤과로 成

끓이 不J값히 았지 Ti'J: 自파나 2f"쌓을 추-=-;1.한 나머지 그텐 겹과기- 초레되았다

는 시삼정도는 分析的으모- 지적해 두는 것이 어떨까 한다. 主웹恩젠l도 마

찬가지이다. ~I~j때의 평贊이 ::t}[\와는 :':1나판 거리환 가지고 있지만 맙웹

|각洲는 적어도 단편적이나미 섣득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함필|얘으로 보

바찬 아방윤 기지는 것이 북한 人f(!;뜯의 공감을 팔러 일으키는 진이 아

년까 짚디. 이룹 위해서는 부엿보다 먼저 ~il~폐例究블 더욱 學|해|깨으로- 젤

꽉펙있게 띤二II.하는 것이 dLi、맺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다섯가지의 政策方|피윤 모색히l 룹으로써 언젠가는 닥칠 金

HJ싸 後JtJJ時代에 적응환 한국의 정책-3:] 1~案을 構想히l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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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金 H成 以後의 北韓體制 展望

1.現北韓體制의 變化可能性 與否

現在 北韓이 變化할 可望性은 있는가? 이 問題에 대 하여 筆者는 表面

的으로는 여러가지 變化가 보일 듯한 樣相이 나타날 때가 있기는 하겠지만

金日成이 死亡할 때까지 本質的인 變化는 없으며 거꾸로 北韓體制의 팀的에

批觸되는 變化는 金正日이 막아 나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現在 北韓體制의 g的은 朝蘇勞動黨의 最高網領에 나타나고 있는 그대로

이다 r 온 社會의 主體思想化와 共塵主義社會建設」 이것이 그들 體制의

本質的 g 的인 것이다 1 )

蘇聯에서는 1987 年 무렵부터 「새로운 思考」밑에 「그라스노스트 J r 페

레스트로이카」등을 推進하여 1990 年2 月 12 日 드디어 蘇聯共塵黨 政治網領

草案을 作成하기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共塵黨의 政治的獨古을 빼棄하고，

民主主義中央集權制를 再檢討하며 大統領制를 導入하며， 立法， 司法，行政의

三權分立을 推進하여 나아간다고 씌어있다. 또 黨은 가까운 時日內에 報

道，信條，宗敎團體，結社， 移住，使用言語의 自由를 위한 法律을 制定할 것

을 約束하기도 하였다

蘇聯의 이 網領草案은 1989 年부터 東歐羅모에서 일어난 變童과의 相互

聯關속에서 作成된 것이다. 東歐羅巴에서는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以外의

의 全社會主義國家가 -黨獨載를 빼棄하였으며，民主主義 中央集權制는 헝가

1 ) 金日成 著作選集 2 ， 72 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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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폴란드， 東剛이， 프보iOn타리아獨.Wi;는 헝가퍼， 폴란드기 各各 :WJ棄하았다

이 세나라는 默名까지 變깅j히여 人le: t\.; -:t:t:짧-寧命윤 :WJ棄·할 것읍 다집히-고

있는 것이디

北 ltIGt애 있어사는 J:R11JP: ~'ft[ B 1,,1. 'CJ- 짜l佛괴 의 M에係가 l뺑倒|펀이므로 짜共網fd~핸

잦이 더 參 JPl- 꾀겠지만- 北!센은 勞많!J랬의 -熱獨我나 黨의 i!갖 yt1的獨 L낀을

:WJ'따현 꾀:jl(는 조단도 없다 t(; j~J:. ~찮 녀'1·央集밟制는 이미 形做化하며 20

iro] 넘었란티l 金 I I 成 →·人獨댔기- 이 11JUI많까지 後i용한다는 것은 받도 되지

않는디 기더 三싸상 \ '[ 0 ] 니 핀‘폐뜸의 13 Ell 는 許깎:펠 方|테이 아니라 (:]묶-

['-] ;i↑찜하지 않을 Jjrtu으보 니이→가고 있다.

지균 타 "-Ih.';I: J -:짧끼|‘테인 ;)( !:fi~:):.(; f.껴애 서 는 낀-힘- 갓도 없지만 fit찌l의 ilt!:햄

I:.짧때家애 있이서도 { 온 끼I:테의 I: Jt'lVμ셉化외 까t ~ t: :짧 끼I: 테~ ft갔‘ 」 이 넨- ~t

l폐 網領은 빈-아단힐 수 없는 f><t l젠륜 넌어 서서 ]라한 考x，ii조치- 힌t B~

O단기- 없는 그로테스크한 網짜'L'?-로 도l 어 있 다.

그c，] 나 이 網領활 金 / 1 成 • 金1E H이 내세운 것은 그들 自身의 思考외→

行!따l의 *af*~f()]마 ~ft짧은 ~L닫만이 l땀}챈윤 가지는 服然한 -.人獨됐!폐家이다.

아무1::.] 우리기 :L보터} 스크하다고 評倒하더 4도 그것은 第 3 뿜의 ~\L싸일 뿐

°료 ’파’~，: ;써-익 )l:싸븐- 이-니 디- 이z H 成父子는 「 온 퍼:함의 主體)(l;\M.Ht J달

우l 허-에 Jill: 後의 안간힘을 기윤이 jL 있는 것이다.

;Itll띠t이 2f:質 IJ낀인 變化쉰→ 일으커지 않는다띤 二l난1 한 趣뺏는 언제 까지 繼

續추l 것이 L다 :l tJi때센!} f페는 어떻게 똥l 갓얀기

lj;?分 1m .:rU!i'l\이 ;4;젠 I'J~ 'i'1 戀 1t륜 일으까지 않는 것은 金 H)p<; • 값1£ 8 이

ICJ lP<:이 1955 年 r t.洲 」 딴 밴l팎 ‘꽉 쓰기 시작한 그띠l 부터 이 씌R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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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正王義 J ，反「敎條主義」를 標鏡하는 意味를 띠게 되었다. 蘇聯， 東歐

羅巴의 r 1~正主義 」 는 1956 年2 月 의 스탈린批判이 發端인데 金日밟은 發

端의 初期부터 이를 反對하는 것으로 그의 政治的生命을 維持하여 왔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이제까지 修正主義를 理解하거나 同調하는 움직임은 항

상 源果封鎭되어 왔다. 이에 대한 船究의 뽑積도 없으므로 金日成이 突

變하는 훨機도 없는 것이다. 金日成에게는 態度를 바꿀 意思 自體가 없

다.

「온 社會의 主體思想化」는 金日成이 죽거나 統治力을 喪失할 때 비로

소 그 生活力이 終息된다. 이때까지 金日成은 버려 나아갈 길 밖에 없

는 것이다.

北韓이 外部의 影響을 받아 變化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 體制는 金日

成이 죽기까지 그대로 存續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蘇聯은 金日成格 F

攻擊을 펴고 있고 原油供給을 줄이고 있으며 世界各國은 寶易相對로서도

푸대접하고 있지 않는가. 北韓經濟도 題慶할대로 據慶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問題도 存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北韓體制는 罷

極的으로 金日成，金正日의 統治만 保障되면 그만인 體制이다. 이 二人을

지탱하기 위한 偶像化宣傳，나날의 勞動으로 民짧은 援舞하고 었으며 그들

의 生活條件은 惡化의 -路를 걷고 있다. 蘇聯의 攻擊도 激化되어 가지

만 그렇다고 體制自體가 金日成의 生前에 빼壞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9 年12 月에 北韓體制와 비슷한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體制가 朋壞하였

다. 이때문에 北韓이 루마니아와 같은 體制혐壞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金日成이 죽기 前에는 이런 狀態

를 據想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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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n}니 아 i'p:命의 #씬;微은 .!t'-u~ J.값이 j끓랜애 실고 있고 敎會의 b표動이 保!障

되어 있으므로 히여 그나마도 }p(;功하였다. 少數民族인 헝가리人은 「 차유

세스크 ;f]倒 |틀 부j츠짖을 수 있었고 그의 띔像을 내던지고 示滅할 수도

있았다. 듀L따니 아人도 勞페j팎뜰은 罷꽃:을 히였으며 首都의 示威群象은 「차

유서l 스느l獨값打倒 」 륜 외지만샤 共l한徵*部에 짧L入히였다. 購內의 極少數 차

유 세 스드L批判派는 放앓으로 이 l p: 1:야을 支持하였다.

j얀마니 이의 띤‘態틀 이떻게 輕J1H하여 보씬 이 나라는 民般이 j文차우세스

드L였다는 것괴 꾀떼， 짧會， 制폐.， 示威의 自태가 있었다는 갓읍 쉽시-라 把

해합 수 있다.

그녁니 北파애샤는 누구히니- 값 u成을 1X對하 :::<] 꽂한다. 그는 l뼈으로서

tt!캉닫은- 他 l빠이l 낀바 &.對히-지도 않는다 E덩般은 家&파」과 l]j~ t상의 各 씌헨

{if: 이1 서 짧m파딩-하고 았으I다 行11ψ의 I~j Ell 조치- 없어서 또둔 꺼·助이 듀~c-l 찰

짓는 1E~1휩ii 되아 있디 이 集關애도 빠‘l빠폈끊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폐， 集會， 結lid: , 示威의 움직임은 初폐1段|챈에서 ;눔r첼훨하게 @협壓된

다. 金:IE더요 E(;쨌의 不얘~의 對象이 되어 있지만 二I넣다고 루미-니이- 같

은 판￥;態기- 일어난 flJ떻.性은 없는 것이다.

J뇌 만 이 金 jj成 • 金正더體없Ij가 합상I돼 存總하는 l해 |댐 If! 對外%에係는 어

땅게 되는기

it반렌은 !떼|쩌으] ;/tjjjLj:策을 쉰l폈히여 非同盟外交나 各國젠詩에 ;;<.] 급 熱을

흰rι1 .::나 있니→. ιl랴 니 이라한 外交는 1970 年代와 달라서 鎬)歐性보다 防

쨌l性올 해아라는 것이 쭉常하다. 새것갚 앨는 것보다 더 以上 잃는 것

이 없도판 애른- 쓰고 있융 따름이다. 꽃軍遺'rIP< 5 腦룹 退週하는 것도 最‘

小|싸 美國파의 交캠?푸우트흘 雄持하떠는 속생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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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會談에 있어서도 그들은 그것이 아무리 時代性과 乖離된 것이라 하

더라도 1955 年4月테제 以來의 「 南朝蘇 과 祖國統一 」 方針을 빼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北韓의 「民主基地」가 政治，外交， 經濟的으로 北韓歷史上

最大의 危機를 겪고 있을 이때 南北會談만 存續시킬 必要가 없다. 그들

은 戰略이 確固不動하므로 戰術次元인 南北會談은 마음대로 調整할 수 있

는 것이다.

金日成이 죽어서 體制가 무너질 때까지의 北韓測의 路線은 이미 確固不

動하다. 最高網領 그대로 밀고 나가면 그만인 것이다. 이를 위한 具體

的 指示도 j 벌써 해놓고 있다.

黨關係에 있어서는 1986 年5 月 31 日에 한 金日成의 講義 「 朝解勞動黨建

設의 歷史的經驗」이 그 具體的인 指示였다. 거기서는 金正日에게 繼承시

킬 問題가 晧示的으로 通達되 었으며 앞으로 黨의 組織 • 思想的 基鍵를 더 욱

견고히 하기 위하여 金正日을 中心으로 한 領導體系確立과 이를 위한「華

命傳統 J r 主體思想 」 繼承이 明白하게 指示되어 있는 것이다.

또 政治， 經濟 그리고 統一問題에 대하여서는 金日成이 1986 年 12 月 29

日에 最高人民會議 8 期 1 次會議에서 한 演說 「社會主義完全勝利를 위하

여」에서 指示되었다. 이러한 文敵틀이 金日成·金正日의 路線을 再確認한

것들이며 北韓의 過去로 보아 路線變更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 東歐羅巴의 「 變華」에 밀려서 부득볼 開f崔되 어 야 하는 5

月 24 日의 最高人民會議 第 9 期 第 1次會議는 여느 第 1次會議와 비슷한 網

領的文歡이 나온다 하더라도 黨軍政 및 統-의 基本路線에는 變更이 없을

것이다.

다만 이 會議에서는 急變하는 情勢쉐 對處할 政治，外交，軍事，經濟，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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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JJ向 은 나오게 렌다. 이 JJI샤닫은 그리나 타己防熱|애인 찢뺑룹 념

;<1 끗힐 갓이따 폐!쩨에에 관 도움은 주지 봇힐 갓이다. 이 JJ向뜯이 金

1.:1 )JX;이 죽윤 때끼지 |퍼l젠원디

2. 金日成 以後의 ~t韓問題

~IUWf.은 | 온 !Iil: !함의 ←l { f없l쉰 ;[1;1化외→ 共l￥: :1:義 Ar1:會첼‘投 」 로 亡하게 된다.

없 II成 • 값 II rr 의 j띤考·方式;의 *)11 ‘앉이 지 는 히 지 만 이 빼mj~당은 ILt깎 iff!:댄파誠

씨~!따I익 總뺏f .9]-는 iEI5/.폐의 Jj‘ r(iJ '~I.:을 가;<] :JL 있으므로 꽤JJ한 카라스따착

기진 金 H많이 족으넨 이 E←l헨~ 1(l~ J!Il한 지 l핑 할 人%이 없는 것이다.

-;fz LE 11 -.1뜬 1973 il:.Ji 리 했nil'、 딴7]' 퍼아 ?늪 따二人者의 J띠{v:애 있지 1깐

17 'iF I바의 二L의 lf:!짧이 렌 하나도 판 수 없는 人iJ0이 디‘

:L뉴 1+.體j핍想 | 플 r iJZ 8 成二~:짧 」 로 Jl-1tr 시 킨 다고 '70 1f {\:;f)JoJ1 떠뜯었으나

IJI:씌|깨인 默썼‘믿얘 :':L 기지촬 내리지 않윤 수 없었다，-드I::體/쉰쟁 |에 대

한 그의 화‘願이란 學휴i‘둡닫 시켜시 l상대 힌 「鍵휩f J 릎 빈-뜰게 한 經j횟애

:::L친 다 .

:L기→ 이끈 3 大파命小써1는 L싸파 짧村， 기타 機關뜰의 恐佈의 對쩡이끄

LIι購빠 r li B!淡에 ψLJjfd꺼이 나 3슨~*U핀7댐￡션파 견은 非갇I=. 1i펀 l'r"J짧物을 지어 經濟‘펀

'70 ij:.{\; f)J 에 破統시켰디 對外， 對따1빼係갚는 '83 年애 랭군테리따件과 '87

11:::애 大WI~\ 체l:짝機폭파사건윤 일으치 터1 바 리 스]프포 W:!Jf.. tr언으로 r' ;(j名 」하게 꾀

었디→ ~It j폐t.£~썼의 ~갚:. -{i
l

/, f~쩍 v!:에 그가 한 얀이런- 없고 오 히려 歌劇|핸| 같

은 浪됐N:웰術‘에 熱을 올녔디 .

. L얀 다 1 /j폐과 蘇聯에서 公파的으보 金 R成‘의 後繼1!lf로 承誌받은 일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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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9 73年부터 17 年間이나 國力을 기울려 努力하여도 다른 國家는 그

를 認、定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가령 그가 金日成의 後繼者로 잠시 北韓體制를 維持한다고 假定

하더라도 그는 黨內不滿과 民꿨의 찜恨을 加增시켜 어떤 쫓g機든지 打倒되

기 마련이다. 그러나 金日成이 죽으떤 그 混亂속에서 며칠 가지 않고

金正日도 죽거나 亡命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金日成이 실가있는 한은 北韓에서는 變化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가 죽으

면 北韓은 훨機만 았으면 삽시에 混亂의 도가니가 된다. 金日成·金正日

에 의하여 經濟는 이미 破壞되어 住民은 당장 먹고 실 手段이 없어서

遍度의 不滿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金日成이란 細對權力者가 없

어져 民짧은 不滿을 빼]制당할 理由가 없게 된다.

이 混亂이 東歐羅巴와 같은 「變華」으로 이어지는가 어펀가는 問題다.

여기에 그 理由를 列畢하도록 하겠다.

1. r 主體思想 」 은 金日成의 個人思想이므로 그가 죽으면 「主體思想」自

體의 權威란 없어진다. 아무리 黨이 學習을 彈要하더라도 黨員들과 大꿨

조三 。
E코 ;:::- 다시는 學習意、愈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여기에 「混亂」이 닥쳐오

먼 「主體思想」이 A民캠]壓의 思想精神的手段인 것이 곰 알려지게 된다.

이렇게 되띤 北韓住民은 「主體思想」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問題는 그 以後에 있다. 北韓에서는 「主體思想」을 배우기 前

까지는 마르크스·레년·스탈린主義를 學習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文歡들은

1967 年 5月 에 있었던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 黨의 唯一思想體系確立 」

運動이 시 작된 후 一部 極少數 昭究者를 빼고는 아무도 B주究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짧究者들도 오직 「主體思想」에 설을 붙일 資料찾기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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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文敵에 됐하였플 렌이었다.

따라샤 미르크스·페넌主義에 대한 옳은 봐究者는 없는 것이 f풍情이 다.

!ITt함하 ιL t-. 義나 ~j::j，tt會二{조짧 ;편 f’연家도 없다. 黨첩과 大쨌들은 {主體思좌u

1}-1 애 판랐는데 이것이 無)뀐之物이 되여버리반 北l찌t :딸搬기 11\렌;t!i!호白의 나

라 」로 권다. 힘念도 方向도 잃은 2 ，000 萬이 아떤 「 方向 」 을 잡을지는

米씨1뼈이 디 -

2 . 새보운 狀況애서는 半Ii!‘)紀향인- 띤 다l도 民主파짧도 人權‘도 올랐고 zp:

쌍\5:차도 꽉 렀;딘 2 ，000 파이 히-푸아침에 EI 다의 政治(fJ無權利흘 원-게 원다.

그러나 그늪은 代뜰 이어 金티 JJX; 父子외 黨， 그리고 프로페타리이→獨就機關이

휘누브는 치l 씩 에 띠라 움직인 즈I :따값둡이 디 . 命令에 대한 「 줬成」討禮이

니 JI따從 1니 에 관f 댔;던 :-:L뜰은 懶利에 대 한 버뿔에 잎·서 서 無政府Ml n펀짧L읍

J써來힐- 憂j휩기- 있디 .

3 . 經濟的으로는 [業이 나 앓業， 小쇠i建이 全部 破維狀j뽑로 되었고 「 더

jJ띤生 |을 위한 地下資源f벼發과 애너지供給輸送手段들이 거의 浪滅狀態에 있

다. 아디서 손을 댈 수 있윤 것인지죠치- 北i때tft:民들은 알지 못할 것이

다. 그뜰은 일할 意;愁조차 없어진지 오래다.

4 • WI:뺨的으로는 I펴 士기- J，'~廢化되고 i:!:民의 衣食住기- I 쓸困 」 이 란 形장

을 넙을 程I똥이며 移폐}이 禁止.되어 디-른 Itt界블- 아무것도 모닫는 것이

NU않다. 여기 애 가평 따/!i.l<l이 그뜰을 패↑l암하여 쌀이나 옷을 無計劃|때으로

_lr1_내 수어 { 풍요」의 所1:f틀 알게 하떤 無政府|맨混짧L속-에서 脫 tU하펴 는 렛M

L단 ( ? ) 이 섭시간에 1빼國올 大混짧L으로 빠뜨탤 憂l훨가 있다.

5 . 人많禮의 勳11괴도 問}행이다. 그뜯은 지금까지 「美팎打倒」란 看板으

호 統뿌리릎 韓國으로 둡려왔다. 그런데 텍令官의 命令만으로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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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關組織에서 司令官이 어떤 움직입을 보이는가는 알기 어려운 問題이다.

더욱 可恐스러운 것을 社會安全部나 政治保衛部등의눈에 보일 때도 있고

안보일 때도 있는 組織들이다.

以上과 같은 것들이 金日成死後에 있을 混亂의 主投들인데 그 어느 分

野를 들어 보더라도 混亂을 收給하여 「變華」으로 나아가게 하는 勢力을

찾아내기 어렵다· A民軍의 技術將校들이 '85年 以後 蘇聯에 留學가고 거

기서 「새로운 思考」를 알아 온 事實이 있으나 各方面에서 同|뿔에 混짧L

이 일어나는 條件에서 그들이 蘇聯，東歐羅巴式 「變華」을 기치로 삽을가

는 疑問이 다. 北韓民쨌의 「 反修正主義 」 敎養은 澈底하다.

結局 「主體思想」을 마르크스·레닌主義로 後退시키고 社會主義의 本來의

理想을 다시 실리는 「變華」의 길을 擇할 勢力은 없는 것이 現在의 北

韓이다. 며·蘇는 이때는 思想的으로도 物質的으로도 그들의 宗主國이 될

힘은 없어졌을 것이다.

結局 思想的청白狀態에 빠지고 權利가 무엇인지 모르는 北韓民架이 混짧L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곳은 韓國 밖에 없다. 가령 「主體思想」을 反對

하는 「修正主義」政權이 생기더라도 事態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잘못하면 大韓民國은 金 日 成獨載政權이 半世紀동안 生옳한 負의 遺塵을 모

조리 덮어 쓰게 된다. 뿐만 아니라 無原則하게 國士를 北韓民댔에게 「開

放」하여 醒甚한 社會混짧L을 효起시킬 憂慮가 있다.

現在의 北韓民꿨은 解放直後나 6.25 事變무렵 과는 달라서 思考方式으로부

터 生活態度에 이르기까지 韓國人과는 共通된 點이 없는 것이 特徵이다.

그들은 平均敎育水準이 우리나라 며學校추業程度에 못미치는 低質한 肉體勞

動力이며 모든 것을 國家機關의 「配給」을 기다려 살아온 「自力更生」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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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t~~W:듭이 다. 일하는 態댔는 옆애서 보딴 놀고 있는 것파 분간을 봇

한 젠파보 니패하다. 知織이 없기는 고시-하고 챔淑도 우리외는 디-릎 사

띤낀인 것이디

끼，폐 값 /:1成이 축거 나 金正 디 이 統治)J을 喪?失헬- 챙￥態가 일아났을 때 당

장 이 c-I 한 일룹아 한꺼벤애 얀어나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H관 閒I:t'J 머]隔

윌r 두고 띤이난 것이겠지민 이때 'i띠1\1때 이l서 앞으파 알아딘 뿔i: h랩환 E훌핵풍할

낀r，j)liJ한 깃고 있으떤 파짧L은 11J돼’ 헤 JI:f(t암되 어 김- 것이다.

大빼民l쐐끈 1988 if 짧꽃l밥人-統1jf{ O ] r 7.7 쇄別효 듭 l 을 發짧히-았고 :-L후

i땀j강族共폐씹 統 -)j잦에서 는 태‘北이 않族共同쐐런r 것을 拖짧하였다. 이것

이 이셰 우리가 시작한 싼北I폐準해이다.

패LX:: h삿 Jt同써} 統{→Jj핏애샤 는 l~族Jt /nj f.없룹 l’괴復하는 ←J\씹 1:1"]함 h짧으또서 돼

-f[: J:ffi 1J 도1 고 있수:- I애 ;l t !&J i꾀 외→ 꽤~!，):交 1J1t“륜 다유 펴繼하게 하고 flr];lt 1m으1

씻짧한 따캠:;:對決을 짧:tllS-l-여 C:P: :t1l댄J쫓團氣뜯 iEj되;시 긴 #JJ jJ이 明示되어 있

다.

없 ~I成이 統治)]을 喪失한 때끼-지 때~J이 힐- 일은 이 方案음 됐‘ hl짧하는

것 이외에 따寶 I: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우리는 j폐北쩍淡이나

떻폈熾찌l륜 워하여 아떤 직은 機쩍리-도 실펴서 協때의 場을 민-닫아야 한

디.

:Itil떠i의 人士둡과 만나서 우리기- 잔은 j쳐族이 며 物l心兩i힘으로 진지하게

도오\.펀; 수 있는 1따一한 나라랴는 것블 二l듣-애 거l 핍、쐐시켜야 한다. 이러

한 ←?펴의 努)]이 옆므-료E의 파짧L 띠1 :~L듬이 gel 닙단의 떠J j않S콸 決定한 더 없

는 {II"떠올 일 o 친 것이 다.

그펴나 事寶픈 우리기 할 일은 協l해· 以外애 더 첼{짧的인 일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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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政權의 現在의 思想，政治，經濟，軍事，文化의 構造的分析과 이에 土훌

한 北韓再建을 위한 戰略的構圖의 作成이 다. 지 금까지 이 러 한 作業이 전

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可及的 問題點들을 歷史的으로 整理

하여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디로부터 손을 탤 必要가 있는가를 생각해

두어야 한다.

北韓은 中·蘇가 아니라 韓國에게 救援을 依賴하여 온다. 그리하여 韓

國과 相論하여 統一의 길을 操索하여 갈 것이다. 우리는 이때 軍事分界

線을 暫定的으로 몇해동안 그냥두고 韓半島全體에 不必要한 混짧L을 加增시

키지 말 것이다. 이를 위한 臨時的인 援助는 一方的主觀이 아니라 상호

간의 協商속에서 하나하나 그 效果를 묻는 形式으로 進行되어야 할 것이

다.

同時에 우리는 金 H成政權이 解放後 오늘까지 쌓아놓은 異質化의 要素

하나하나에 대한 날카로운 批判意識을 士臺로 한 親切한 助言을 아끼지 말아

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 自身이 北韓의 現實社會에 대한 明確한

基鍵知識을 갖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效率的으로 北韓을 韓國의 水

準으로 끌어 올렬 수 있는가에 대하여 미리 생각해 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軍事分界線을 暫定的으로 持續시키면서 약간의 距離를 두고 北韓

을 注視할 冷微한 態度를 가져야 한다. 金日成體制룹 克服하기 위한 이

른바 「移正主義」政權이 생기면 우리는 이 政權에게 適切한 構想과 援助

를 提供하여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北韓이 같은 말로 南韓과 對話

할 水準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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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主體思想 」 파 경흩$~휴統問題

411 成 以後 빼야!이 기-장 웹’쩨윤 앓을 점은 j懶의 /黨참둡과 f한쨌들이 우

리와는 전혀 通하지 않는 /멘想과 知織을 가지고 있는 點이다.

꺼폐 값 1"1 成父子가 그 體制뜰 紙꽉허-지 뭇하게 되었을 때 그늘끈 「主體

꾀想」도 1받 11rJ {，편統도 일단- 렌I:徵펠 것이다. 그러나 骨體에 사무치도독 zp:

샤:敎람을 lJl 은 그둡이 짧楊에 싸I:뺑한 경찢형?를 보이더라도 그듭의 J펌考方式

r~1 쐐‘는 이미 rj~體/묘〔想 j 과 펴!i t섬 {해統에서 배운 그대로이다.

이 랴한 그-닫띄 }핀 ';~ijjA괴- :1.애 [다관 學習生 115에 대 한 우피 뼈의 JJJ1 ftj1(，외-

~~服 Ij迷가- 없으띤 ;It따과의 對S까 딴 #￥탤‘ r: 어려울 것이다.

(l) rt웹/핀잔f .1

집t i l ).il(;은 1955 iF 12 }1 28 1::1 r 黨]뭔想 냄:業이1 서 敎條:::1::짧외- 形式::1::談틀-

退治히 고 :1:體룹 {將jL할데 대하여 j 란 淑說을 黨효傳爛勳일꾼둡 잎에서 하

였다. 이 lOci說애서 ::L가 提示한 「 主體」의 훨‘써i는 다음파 같은 것이었

다.

「 우리 黨 Jl쉰想판業애서 ±體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히고 있는

가 ? 우2-]는 아떤 디픔 니-랴의 :i'j'i:ti/J-노 아닌 바로 朝f.O맨짧命을 하고 있

는 것입니다. 이 j써唯寧命이 야 만로 우리 勳 뾰想팎業의 主體입니다」

즉 [ 熱}Iμ想 냐￥業에서 主빠 」 란 디 탑이닌 r j뼈짜짧命 」 을 意l朱한다- 그런

디) 0:1 가 샤 깐하는 [ 때짜한命」이란 ;It淑애서 는 오-직 金 1=1 成딴이 }佳進하는

괴lL 命이 년 뜻이디!::f:. r 熱J땀想 !iF:業:에서 핀體 j 런 j행폐HJ뼈曾짧애서 렛어지는

| 批찢j괴→ ~1 딘‘批判 」 에서 批判춰도 |닥|크1It判 뿜도 「 主뿜 」 륜 세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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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金B成만이 推進하는 華命에만 批判者도 自己批判者도 追從하는 것

이 「主體」라는 上記 金日成演說의 內容이었다. 당시는 南勞黨關淸이 終

7 된 直後였는데 自己批判자리에 앉았던 南勞黨員틀은 金 H成만 追從하는 自

己批判를 繼續하였다가 끝내 簡淸되었다. 또 批判자리에 앉았던 다른 黨

員들도 金日成만 追從하는 批判만 自己批判者에게 퍼부은 結果 「主體」가

섰다고 評價받아 살아남게 되었다.

이러한 假借없는 金日成의 꿇制가 원래의 「主體」이다. 이 「黨思想事

業에서 主體」는 1963 年10 月 에 「思想에서 主體 J I 主體的思想 」 으로 되

고 12 月 에 「主體思想」으로 되었다.

한결같이 「 朝解華命 」 이 었다.

그러나 이라한 語句가 지닌
lOt:. 。
~/、 '-

이 「 主體思想 」 은 1965 年무렵 부터 黨理論家들에 의하여 여 러 가지 論理

로 多樣化되어 오늘어1 이르고 있다. 1980 年代에는 金正日의 主導로 「養

書」까지 發刊되어 完全한 스콜라햄學化되었다.

그러나 이 「主體思想」의 要調는 다음과 같은 金H成語錄이 그 全部이

다.

(개 主體思想의 本質- I 主體思想이 란 한마디로 말하여 華命과 建設이 圭

A은 人民大꿨이며 華命과 建設을 推動하는 힘도 人民大聚에게 있다는 思

想이다」

(내 主體思想의 基體， 혹은 主體思想의 哲學的原理 - I 사람이 모든 것의

主A이며 모든 것을 決定한다는 것이 主體思想의 基魔입니다」

(태 主體思想의 要求- I 모든 것은 사람을 中心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

하여 服務하게 하는 것이 主體思想의 要求입니다」

이 3 項 目 中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사람이 모든 것의 主人이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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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8.- v!:定힌-다 J는 「 原l빈 | 이 다. 여시서 만하는 「 사탬 | 이 린: r 모든 것

의 二I :人이 1꾀 오뜬 것윤 決iE J 하는 以 l二 딸通사램은 아니고 金 1:=1 1않 그 딘

身윤 덴하고 있다- 이 값|二l 成은 「 모든 갓올 없 fl 成 自身을 rl:l心으로 생

각 하고 그 띄身을 우1 허-여 服修히지 하는 것 |을 北i폐의 펴월員둡:til- 大쨌에

거1 밟i求하고 있는 것이다.

또 ( 파命파 생l않의 王人」은 이 E人이 IA파大랬 」 인 以 J:: 金日成自

身은 아니 디 At~ 人;쨌유[ J휩;命의 二I::A J 이 니- I 짧設의 主人 | 즉 짧命

*나 ~il1i:써il -~ 도] 0] 인히-0:1 야 젠다. 金 u )JX;이 [ 모든 잣의 :::1::人 」으로서

人l강大쨌이 하는 1p: f하고1- ~t많이l 판한 1- 또든 決定 」 을 하는 갓이 r- :::Hll‘￥

}tJ想 | 으1 --< j1Jj~φ 보 훈l 디 r oct쐐/맙신! J 의 다~간 --I띠이 人l차*-쨌이 「 모뜬

것을 42 口成을 ri1心으프.， 생각하고 워하여 服務히-게 하는 것 l 임은 ψJ

i폐이 다.

北l딴피쨌은 이 ;짧댔의 매 우 簡激한- ,- 짜om J 에 의하여 1950 年代 以後

→!센代가 댐도녁- 懶使되어 저1 *1성神융 거의 차리지 못하게 되아 있는 것

이다.

(2) r 짧命탬統 j

1 ::1개싼 」 는 j띤‘勞劍j빠 、情·이 펴了￥1 1955年 12 fI 애 첫 선을 보였다.

그 힘l짜는 값 FI 成의 반윌 듣지 않으반 [ 티己批判 |을 받아 폐IV淸된다는

침，*였다‘ 이 以後 劍員들은 金 13 成이 어떤 째·괜한 펼求콸 내전더라도

이환 批判할 수 없는 짧地에 lUll-지 게 꾀었다.

더 우 가 1956 年부티 있게 펀 延찢派， tiff;剛派의 빼1淸은 金 F.:l!lJ<;을 N.對하

띤 아떻게 되는지 黨당닫에게 微底히 인리게 한 ‘필이 되었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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恐佈의 종圍氣속에서 金日成이 들고 나온 것이 이른바 「華命傳統」이다.

그는 1958 年2 月 8 日 朝蘇人民軍 創建 10 周年紀念 日 에 다음과 같이 演

說하였다.

「抗日빨지산願爭의 傳統을 繼承하는 것이 우리에게 有益했지 나쁜 것은

없습니다. 反黨宗派分子들은 무엇때문에 이것을 反對합니까? 그들의 텀

的은 지난날 우리나라 歷史에는 아무런 l짧爭도 業績도 없었다고 하며 또

만일 았다고 하면. 모두 한 몫씩 노나먹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없F끊은

아무런 根據도 없습니다」

「우리가 繼承해야 할 唯-한 傳統은 막스·레닌主義의 깃발 밑에 動勞

人民의 利益을 擁護하여 關爭한 抗日遊擊像의 훌命傳統입니다」

「우리가 繼承한다고 해서 五家雜揚을 다 繼承할 수는 없습니다」

人民大댔은 이러한 演說에서 「抗日遊擊隊」에 反對를 하연 反黨宗派分子

로 찍히어 薦淸될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南勞黨派， 延安派는 本來

1925 年에 創建된 朝蘇共塵黨系統인데 그들의 훌협爭을 들먹거리더라도 蕭淸

될 것을 알게 되었다. 일찌기 蘇聯共塵黨에 들어간 朝蘇共塵主義者의 後

짧인 蘇聯派에도 抗日戰의 華命傳統이 있지만 이러한 말을 하여도 蕭淸되

게 되었다.

그런데 金日成이 말하는 「抗日遊擊隊」란 元來는 中國東北에서 發生한

中共黨의 東北人民華命軍，東北抗日聯軍을 말한다. 거기에 韓人隊員들이 많

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中共黨員이 되어 며國華命을 워하여 抗H戰을 展開

하였다.

金日成은 朝蘇共옳黨의 울홈命傳統을 完全히 否認、하고 中共抗H遊擊隊에서

「中共」이란 黨名을 隱廠하여 마치 金日成이 朝健章命을 위하여 이끌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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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抗H遊擊驗」가 있었던 것 같이 짧曲하였다. 이 架껄 抗터遊擊險의 r-짧

命f빼統」올 #짧).Jk하라고 J펴몇:한 것이다.

北j짜의 ;셋U~t닫과 :*썼듬은 당시까지민 하더라도 이러한 造作이 造作인 줍

은 젤- 얻-고 있았다. 그라나 :':'L뜯은 행재輪共逢黨의 짧命傳統이 ~E벼된 줍-

관 딴고 있으펜서도 한o]-c]의 抗*햄을 하지 봇히였다.

값 II 成온 이닌1 한 iEtdc性 짧f:!!l애 ~:L지 지 않고 1967 年5 月 에 걷F孝j훤 ， 朴

A:tt, .l:::
'Iι 口1:/-6 J!ff ;?\’~ r Ep 山派 」 )11꽤f하여 「 黨의 唯---")띤샘 i웹系 確:jL .J 윤 命令하

았다. 죠니이내- ~~:i=- 金 I I成이 하는 맙에 抗租하딴 곧 網淸하는 黨의 --~

化 h'~絲이 시직펀 것이다.

1968 年에 l주! 峰이 「 많j잣의 太 I傷 金Fl成將軍 」 이 렌- 傳녀‘디플 發 FU히-였다.

二L f식깐온 1952 年어l 짧 lU된 j하 ;찌의 公ιl↑왜 다d 1- 4 口 成J~ Jf1의 |略때 」 괴-j:t

j떠된 것이 거 의 없윤 젠]포로 디 관 껴핍디이 다. ]JUt는 이 1 0: 다)jl(;將파 」

보다 F] 북- 판曲되고 꽤않뭔 {평記칠 E철홍보 하여 1- 짧命{행統 」 이 굽訓되고

있다.

「 행命傳統 |이란 金티成의 I He 日 파裝|網땀 」 을 聊~한 小說에 지나지 않

는다. 그건l 니 아 「 小況 」 애 대하여 北柳住하을 누구하나 批判윤 한 수

기- 없다.

(3) r 救養1M業 」

:lt !lfJj\애 서 는 값 i→ | 成의 이C →一獨徵쐐 'if;U룹 빼H주허-는 思想精떼的 手段으로 黨

。l 나 各ilU : 험 !짧I t:싼기- ,- ~養펴·꽃~ .J 을 한아 쥐고 댈營히고 있다. 敎育敎養그휩:業

이라고도 하는 바와 같이 敎養판業은 敎참現場에서도 進行되고 있다. 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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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에서는 「政策結付」라 하여 金日成， 金正日과 聯關이 있는 대목에서는 꼭

그 말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形式이 생겼다. 政治思想科덤은 敎育科目이

기도 하지만 同時에 敎養科目이기도 하여 金日成을 中心으로 한 政治思想

性， 文化道德性을 培養하고 있다.

또 學生들이 少年團과 社勞좁에 網羅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團體

가 多樣한 敎養事業을 組織한다.

學生들이 후業하여 社會에 나가 工場과 農村， 各種機關에 配置된 後는 그

들을 平生토록 거기에서 政治思想敎養事業의 對象이 된다. 이 政治思想敎

養事業의 彈化過程을 歷史的으로 더듬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1946年 11 月에 北韓에서는 建國思想總動員運動이 벌어졌다. 여기에서는

日帝의 낡은 思想殘澤를 淸算하기 위한 캠페인이 全國的으로 展開되었다.

이 氣勢를 利用하여 '47 年부터는 學校와 職場들에 「 學習班 」이 組織 되고

講演會，報告會들이 定期的으로 進行되게 되었다. 各社會團體들은 「夜會」

또는 「모임」을 機會있을 때마다 가져 人民民主主義制度를 宣傳하고 北韓

國家에 대한 忠誠을 彈要하였다.

이 時期부터 벌써 金 日 成의 「 略傳 」 맑究事業이 展開되 어 忠誠의 對象이

國家로부터 金日成 個人에게 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反美反韓宣

傳과 「 祖國統一 」 宣傳도 激烈하게 되 어갔다 2 )

韓國戰爭의 敗戰과 戰後의 混짧L事態는 北韓으로 하여금 彈力한 規律敎養

을 벌리지 않으변 안되게 하였다. 北韓住民은 이 以後 黨과 社會安全機

關들， 各種組織들이 g휩要하는 판에 박은 規則的生活에 理沒되게 된다.

2) 朝解敎育史， 1961 , 조선교육도서 출판사 간， 168 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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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후 j歐은 l(썼갚에 게 各fin 敎養낸\:갖장을 해t鋼하여 나갔다 19 55 年 4月

짜 II成은 「 랬“t룹 속이l서 |쐐級敎養범:뿔을 L~] 옥 꽤化할데 대하여 」 라는- 핸說

‘앉 히-였는];1] 이 以後 r- I햄級的찜뺏 」듬 ↑딱 f떤하는 政治思想敎養!휩:業-이 빽化

되었다.

195 '1"Y·12 Y1 徵에서는 이반에는 /- jEt 會.=t::짧 ?앓따I.:t:義敎養 」 專3월을 램化히-였

다 1- 피h9i τ I :.싫 l싸 니jz !J0 J 을 Ita γ하고 r- AE:의 Ffr 有秋 J J I 人야의 生活 」 에

대한 찾쉰心윤 치우며 [ 팝命펴→ 탤1끊 j 이l서 ;厭大의 熱誠을 보이라는 敎養

'J~JK이 디.

이 무템은 1956 "r:. 8 Jj 全당뺨識 以後 延핫派， 縣聯派가 J又黨&: :，' j'i: 命쟁派 分

f‘3'~ 판 i';] 채}따한 꾀꽤상뭔 당하고 있았넨 l씨' JW였 r:].， 디-같은 ]1;;웰 ct ~義 거에·뭘-

<i2 fliP<: 이 →←‘ )J I찌으5-~:L 껴써해한 nll .=L에게란 그의 lp: 命 |해 $' *:씬햄[0 ] :11개원헤았고 jt

pIt:짧rEi統'14:은 ← L가 ;<1 니 끄 있디→는 쥔板이 必따i하였다.

金 II 않은 1958 年 5月 패江道 黨， 政權機l해 ， II바會많l體 일꾼들 엠에서 디·

음파 김이 U퍼 펴9하였다.

「 왜 우리 는- 팎fi1'J博統짚- 繼承하여 야 하는기 ? :I압1죄?傳統;을 繼承하여 야만

51:χIn둔0 ] 19* J'맙fi1'J1해팎에서 R했利한 것처루} 우리가 앞으료도 將利할 수 있

다는 f단-心찰 붙거l 한 수 있므며 젠따| 사립뜰에게 熱烈한- 愛 l행l心과 ;훨命

的l\J~j ;쉰펀 ~ 판아 린등 수 있습니다 J :n

이 以後 北l폐i에서 는 學俊외 l뼈楊 ， 〕휴務 Ffr애 「朝j야勞폐J ~앓 歷핏fiJf究l첼 j 올

Yf£?~!:~ 헤 만서 <i2 II JP<:애 써한 쐐過뭔 %’f뺨을 f업像化하는 作業이 :웬行되게 되

았다. 이‘판 워하며 ( 抗Fl l센지 산 參加·者릎의 |페댐記 |릎 1:J ] 풋한 여?:] 宜

3) 金E1成選.짧5 , 503 T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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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物이 쏟아져 나와 人民틀은 이를 學習하지 않으떤 그 [政治的生命」을

잃어버리는 處地에 놓이게 되었다.

1958 年 11 月 金日成은 「共塵主義 敎養에 대하여 」 란 演說을 하였다.

資本主義社會에 대한 社會主義社會의 「優越性」에 대한 認識問題라든가，낡

은 封建的，資本主義的 思想殘홉 특히 個人主義와 利己主義를 反對하는 思

想關爭을 展開할 必要性，그리고 勞動을 사랑하는 精神의 育成問題등이 여

기에서 彈調된 것이다.

「 主體」가 北韓에서 彈調된 것은 1955 年 12 月 의 金日成演說에 비롯되지

만 敎育部門에 대하여서는 1961 年 1 月 3 日， 黨中央委員會 常務委員會가 大

學敎授事業에서 「 敎條主義， 形式主義를 克服하고 主體를 澈底히 確立할데 대

한 決定 」 을 採擇하였다 ' 6 1 年무렵 부터 全社會를 對象으로 한 主體確立

關爭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關爭은 1967 年에 가서 黨의 唯-思想體系確立問題와 結付하여 金 日

成 個人에 대한 總對忠誠이 彈調되고 이어 本格的인 「主體思想」敎養事業

이 벌어지게 되었다. 金日成의 華命思想이 「主體思想」인 것만큼 이 思

想을 알아야 人民들에 忠、誠心이 우러난다는 理由에서이다.

오늘날 北韓의 敎養體系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主體思想」과 華命傳統

이다. 前者는 金日成의 提造된 思、想이고 後者는 그의 裡造된 經歷인데 이

를 위한 整然한 定期學習體系가 完成되어 있다. 黨은 이것으로 「人間改

造」를 推進하며 全人民이 「金日成」 以外는 이무 것도 모트도록 만들고 있

다.

또 階級敎홉은 오늘날 基本群象과 「 複雜한 群樂 」 즉 動搖階層과 敵對階

層을 때]塵하는 프로레타리아獨我의 合理化手段으로 利用되아 있다. 그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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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묘?츠읍서 ζ2~닫은 언제나 「美帝외- 대J朝짜」의 威響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Ill!: 떤 j~짧 4愛 i쩨 j~義敎養은 大싸안挑1fJZ꾀 /띤;센H에 짧뽑로 되어 있고 共題主義敎養

은 大架둡의 「 낡은 샌想殘꽉 J J뺨淸을 合뺑化하는 敎養手段이 다.

{ 救짧 dJ~ J 으토 JUW Ft IJ i政造되 아 온 ;It폐의 購합둡과 大짧들온 우리들의

}μ考깎 [E ]X행J 인 는 니]5<:對인 것이다.

4. 朝解勞動黨

《샅티成 • 4:JE Ie! 이 統 j염力~블 맺짜할 때 그냥 無政府바J으로 생앨 11깨가 해壞할

수도 았고 l배 f，Wi勞페l澈’ 속에서 「 主쐐}t~ ~펌 」 을 &:對하는 修iE主義 j밟權이 나와

돼j떠 윤 1& tf↑하여 나칸 수도 있다.

그뇌니 그단은 짜放後부터 Q 늪이l 이뜨기까지 l해 f，(f(i勞떼랬〈익 1I!i 잭떻륜 1닫아

왔으、p 로 北障t~짜릴 속에서 鐵「애인 J법考 와 行動이 조만간에 1꽉끔히 시-라지

지는 않을 것이다.

우펴는 JliAf，(f{i勞행b購’이 :쩌꺼츠 f짜뺑}fl ， 東I뼈’ 6웹이나 ~，::/國애서 얼어나고 있는 變

J뾰:4 연마나 正反對의 낌을 결었는기될- 일깨워 주어야 한다. 越짧的인 rrr]

!t파환 관이껴 보띤 다음과 같다-

(1) ←--黨 3꾀했

::It ~핸에 샤 는 解放直後 짜j佛1lfL이 갔E 많E한 탓으로 스탈란의 입겁이 닿는

쩨덤때인 ;lIZ:댄않”이 셀設되어야만 하였다 19 45 i F- 9 JJ 11 터 서울에서는 朴

젠 ;k이 ”씨 ftC(: )}，;. jl[險의 tc단짧윤 發짧허-였으므포 l陣킥으맙어l 는 -I패---黨의 j떤쩨이l

의하여 이 4써짜共-섣흉熱 히-나민이 있아야 할 것이었으나 蘇]佛共摩勳은 그들

익 r Ii안主훤 lfu J創設路線에 따라 北爛地域에 共@훈主義政黨의 本部환 둡 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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劃이었다.

金 R成은 1945 年 9 月 19 日 元山에 上陸하고 곰 平鍵에 갔었고 10月 10

日부터 13 日間에 걸쳐서 開{崔된 朝蘇共塵黨 西北五道黨責任者 및 熱誠者

大會에는 이미 蘇聯測 f鬼爛로서 그 모습을 나타냈다. 그간 3 週日밖에 걸

리지 않았지만 9 月 28 日에는 朝共 平南道黨指導者였던 玄俊觸을 暗殺하여

朝蘇共塵黨의 헤게모니를 否定하였다. 이 해 12 月 17 , 18 日에 있었던 朝

蘇共塵黨 北朝健分局 第 3 次據大中央委員會에서 金H成은 事實上 1-國二黨」

을 만들어 이 分局을 北朝蘇共盧黨으로 改編할 것을 提議하였다. 이 提

議는 받아들여져서 이 以後 南韓에 朝蘇共塵黨， 北韓에 北朝解共뚫黨이 있

게 된 것 이 다. 1民主基地 」 는 北韓이 었으므로 北朝蘇共뚫黨이 得勢하게 된

것은 꺼論이다.

한편 解放直後에는 蘇聯「民政」에 익하여 몇몇 「政黨」의 結없이 許諾

되기도 하였다. 1945 年 11 月 3 日에는 民族主義者 曺陳植을 黨首로 하는

朝蘇民主黨이 創黨꾀었고 '46 年 2 月 8 日 에는 天道敎춤友黨이 結成되었다. 또

'46 年 2月 16 日에는 오랫동안 中國本士에서 抗 H運動을 하고 있었던 朝蘇獨

立同盟이 改編되어 金村奉을 黨首로 하는 朝蘇新民黨이 짧足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政黨들은 結成된 후 곧 變質되거나 吸收되었다. 朝解

民主黨은 '46 年 1 月 初 黨首 曺曉，植이 蘇聯에 의하여 뼈開되어 崔庸健이 黨

首가 되어 事寶上 共塵黨의 外部團體로 轉落하게 되었고 天道敎홈友黨도

같은 길을 걸었다.

北朝解共塵黨은 '46 年8 月 28 日부터 30 日에 걸쳐서 北朝健勞動黨創立大會

를 열어 金村奉의 j밟蘇新民黨을 吸收하였다. 北朝解勞動黨은 朝蘇共륨흉黨의

後身인 南朝陣勞動黨을 吸1&하;7 1 워하여 '49 年 6 月 30 日부터 7 月 1 日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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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서 |찌 ~t ]뼈짜勞폐} JJ默 lI fhj大·햄란 띤아 1써縣勞i助購을 만들게 하았다.

싸M 柳放u!，( 後 --‘國:徵을 만찰았만 <it /'1 成은 ,49 if.'.7 月 에 i빼M{，勞動黨을

~1iJ싸 -til 에 Jifij\半 잉j의 Jt 깅r，:에 |‘廠을 }一)[;化하았다.

한펀 ;Itl따1 [，((、(: l\;主縣페- :;;:::)휩敎 f암;友鐵은 이 以後 그 看板만 있는 狀態로 꾀

었다. 지곰 패去에 .L\':쉰歡이나 합友默6J] 둡어 있었딘 가훨나 그 家族은 北

':'1\\1111:테의 31쐐폐 I-I '의 f하 !、·層인 澈뱉J I뿜j함으-판 分類되어 싸써熾j빠앞t效으최 되

jl 있다.

_L닌←l 나 폐짜(， tf)씨泌i i 이 It파되 는 修心!램I합도 歷史的으로 보1쉰 不斷「한 많

씨 nl:Y센j으로 處;fFIJ취외- Wit‘後分::-f·룹 量j원하여 왔다. 이 11해題는 金 1,1 成獨減의
秋心0] 펜 IUH쟁이 뜨로 아례에 lι}로 서순젠다.

(2) 했 j찌끼따파

i¥(，1il<. IT쿄後 黨이 핫닫設되기 이전에 玄俊柳0] II년殺당파였는더] 없디成은 αl

기애 깊은 11뼈빼이 있었다. 또 1925 ::l¥ I때麻共遠黨이 創;했되었을 때 까U

，셋권의 한시- 5↑‘낀 값김:따L븐 fa!(，放 |단後 *'、恩永과 갈·라져 以北으로 넘어 갔으나

'45 年 12 JJ 에 있었딘 상LJ 第 3次 搬끼;평l行쫓;εi뺨後 얼마 안되어 金 EI )JX:애 거l

미렌리에 ~G殺당히-였다 ( 高II않I~챔' » r 介: rl 成의 秘합폐쿄: J 參f떠 〕

川짜!~ε1 \때 )(1이': ):t .flt ~~(의 後身인 *1、파 ;k으l 다j勞랬派는 1떠l맺l 戰爭·時 :JVJ얘 꾀I'd펴-되

어 가서 1955 年 12 져 15 11 朴態永에게 險終的인 死페判決이 내려젤 때까

지에 거의 또]는 辦淸되었다. [i때 內Jt薰 .3::義휩‘딛-은 f뺑放!펀後간L터 ;등派로 분

υl 서 10샤 풍인애 :':L 存까〔기- 만산띈 것이다.

海外에서 麻麻한 굉~*혔달 쌓그l 룹아온- 延갖11&칠 은 if('放1털後 j뼈m￥ rm쥔黨윤

~i염 !항하 였다가 이내 ~tl패따勞때l黨이1 I싸 JI:$:(꾀 였다 ::L들은 펴初 宗派랜- 합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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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었으나 韓國戰爭때 武亨이 j蕭淸되고 1956年 8 月 全員會議 以後 1950

年代末까지에 거의 다 淸算되었다. 延安派로 解放直後부터 金日成에 의하

여 隱密히 宗派라고 規定되어 50 年代 後半에 勢力이 全滅하였던 것이다.

蘇聯에서 2 , 3 世로 자란 蘇聯派들은 解放直後 金日成과 같이 j購에 돌

아왔거나 그 以後에 北韓의 黨軍政幹部要員으로 放權되었다. 이들은 當初

는 自身들을 宗派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韓國戰爭後 그 領抽였던 許哥而

가 被殺되었고 1955 年부터 ;蕭淸되어 나가 1950 年代末까지 에 北韓에서 淸

算되거나 蘇聯에 되돌아가게 되었다. 金日成의 눈으로는 이들도 宗i~l 지

나지 않았다.

1967 年5 月 4 日부터 8 日 에 걸쳐서 열린 朝蘇勞動黨 中央委員會 第 4期

第 1 5 次全員會議는 解放後부터 當時까지 反金日成分子 또는 非金日成分子로

았던 幹部黨員들을 거의 完慶하게 簡淸하였다. 그 口實은 다음과 같은 것

이었다.

「黨은 創建된 첫날부터 原則的언 黨內關爭을 通하여 黨안에 기어들었던

反黨反華命宗派分子틀을 暴露紹隆하고 黨隊列의 統一과 團結을 彈化하여 왔

다.

그러나 華命이 더욱- 深化되는 行程에서 特히 帝國主義者들의 흡略策動아

激化되고 外部로부터 修正主義的 思想湖流가 흡體해들어오게 되자 黨안에 숨

어있었던 부르죠아 및 修正主義分子들이 다시 충몽하게 되었다. 부르죠아

및 修正主義分子들의 策動을 짓부시고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微底히 세우지

않고서는 黨의 統一團結과 戰蘭力을 더욱 彈化할 수 없었다.

1967年 5 月 에 열린 黨中央委員會 第 4期 第 15次全員會議는 黨의 唯一思

想體系를 세울데 대한 問題를 討議하였다全員會議에서는 彈한 思想|調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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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멘어졌으며 그 行짧에서 黨안에 숨어있던 부르죠아 및 修正主義分子들

의 k랬&. 훤命i깨iI體기- 餘:ttP.없이 드러녔다. J

,- :"F: lit웰識는 부르죠아 빛 修:tEl:義分子둡의 反黨反￡휴命的策勳을 짓부시기

위 한 댔1 '1'-한 헤rI템」룹 취허-였다 . J <1)

이 낌 IJfj 文윤 보면 1¥~放j딴後부터 꼬라릅 붉고 일어난 朝짜勞動黨의 黨|직

nl:헤합의 ;,fd 'io] 무엇인가룹 우리는 똑똑히 일- 수가 있 다. 金 日 成이 朝fir"

jU펀勳애 닫아 가 이 활 i뼈1덴勞4깨!않으로 改網히고 줍곧 領導히-여 온 全l珞f묶

은 I M£HU的띤 黨|직|쩨ttl: J 즉 .112 [1 成의 헤게모니첼握過程이었다. 이‘륜 워

하띠 그는 ，::1으1 i폈훨柳에 1갔서 가 나 맞섣 趣慮가 있는 分子뜯어l게 r&熱

J)샤!i fh宗派상:f- J iii 딱 지 륜 판여서 찌폐#하있다.

1967 iT'까지 의 씻內JiWi ffl]‘은 {mijf뼈人의 J lI텀1합도 있었지 만 大쐐로 | 힌 바위

찍→ 같은 統-→ l뱉l結 | 윤 니}세우는 스댄렌式 JJI폐성이 었다. <i2 U 成의 抗 Il武裝制

/팎|테: 1m 1:1 1 國 ];IιIt애 있어서 ilUUJc UJ佛寅系l統이l 있었던 遊뿔緣負들을 가평

「 값 I:j )행派 」 라- 부른다1긴 이 派에 所屬히지 않았떤 宗派들이 「한 비우l찍' J

이 아닌 탓으쿄 무티기로 셔|챔淸 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 徵의 따 기띤想體系{應':11:의 10大原則 }

l때 1.01; 勞페l랬으1 組織恩想팎業은 「 金口)항派 ] 歸淸의 公式的舞훌훌이다.

~L가 멘 리는 紀織/맙想3휴業을- 보만 二l에 게 혔월탱들이 j힘誠을 바치는 基準

은 아디끼지나 r J;JUt: J 판 뿜li이 싸徵이디:i쇄去어1 한때 <i2 FJ 成에 게 忠誠

히-았다는 땀%it4은 지끔 딩ttE의 ?쉰떼i으로 판 띠} 거의 1R~·ZJ~* 허-다.

:::<1 퓨 J:JtiE 金더없애게 忠、誠하지 않거나 j인誠을 털하띤 그는 껴l~總悲하게

4) 빠Jff['fi勞勳1默1I11f §Q 2 , 돌til]게뛰U ， PP.26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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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혐淸당한다. 한번 이렇게 된 者가 復活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렵다. 復活될 幸運을 가졌던 者도 利用價{直가 없어지면 다시 蕭淸된다.

現在 忠、誠한가 어떤가는 金日成自身이나 上級黨이 判斷한다. 金日成이

어떤 系派를 簡淸할 指示를 내리거나 上級이 어떤 疑心을 품게 되면 被

害者는 黨이 組織하는 思想事業에서 連續的인 思想檢좁를 받은 끝에 蕭淸

된다.

이라한 關淸方式은 1953 年1 月부터 시작된 黨中央委員會 第 5 次全員會議

文顧檢흉事業과 뺨合하여 實行된 南勞黨關淸부터 였다. 이 關淸方式은 '55

年 1 2 月 「黨思想事業에서 主體를 確立하라」는 金日成 演說 以後 오늘까지

繼續되고 있는 것이다.

「主體」나 「드는體思想」이란 한펀은 大꿨敎養用으로 使用되는 「哲學」體

系를 갖춘 「思想，理論， 方法」에 관한 說明틀인데 이것은 全國의 敎養網

을 通하여 普及되어 學習된다.

그러나 「主體思想」이란 本來는 金日成個人의 思想이며 「主體를 確立하

라」는 말을 金日成의 생각대로 생각하며 시키는대로 일하라는 발이다.

1967 年5 月 의 黨中央委員會 第 4期 第 1 5 次會議에서 金日成은 自身의 思想

만이 黨의 唯一思想이라는 것을 黨員들이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嚴醒한

惜置를 취하였다.

이 全員會議에서 흠뺨淸된 「부트죠아分子， 修正主義分子」를 北韓에서는 다

음과 같이 「 斷罪 」한다.

「 이 者들의 罪行의 本質은 結局 黨의 唯-思想體系를 세 우는 것을 妹

害하며 우리 黨을 修正主義의 길로 나가게 하려는데 있었다 J 5)

5 ) 上同書， 217 面

-7도



r if얘”이·勞때l勳 1I1§. 1~ J 에 서는 _-L r具쁨n~ 罪狀 」을 디음과 같이 總[3!U한다.

(:1) 金 티成이 내놓은 했의 L~總괴 政策을 조~ rt최하고 巧妙한 方감으로 黨

政策敎養을- fdj띈하였다.

@ 값 fl 成이 이묶힌- r 態의 4도命댐統 」 윤 혈뜯고 강홈命{행統澈養을 妹f띔

하았디-

(퍼 했'{1-이l lil-프로죠이 ]셈샘 ， 修JI主談J딴想 ， 封첼備敎JEl想， 敎條뽀짧， 핀후‘大主義0 '

자派파避， j따 ]j J:짧 ， 家族主義외 감은 온갖 IX黨’反 i뿜命Ji£L댐을 퍼뜨얀l 黨과

人1-'1(;윤 J핍신%에으-보 j마짧farO徐시 꺼 떠고 策때l히였다-

@ 劍의 階級路總괴 'lf(i~안路 ;械윤 f떤 rth하고 劍익 !댐級陣地플 허물려고 하

였으I까 지아는 願獲뭔 *깜‘피x l階級 殘除分子픔윤 은근-01 내세우띤서 j敬팔J상+

뜯으] &1i~ rJlJ t에짜/때운 감씨-주SL IψK시 컸 다→.

®I퍼j해f.(('(，ljIi 命파 Ifni팽l統- - 1M]펴에서 도 默으1 MU{UCj~ j'z: tb~ 에 서 빗아나 까

때的， 修1L :£義的 辯을 늪어 놓이- 판 짧慮을 끼쳤다，6 )

f밤局 행§[(ff.勞勳黨에서는 이 以後 1ft: 8 i항이 내놓는 徵의 政策이나 l땐總 ，

그의 -→띠 過fir物l얘 대하에 反뿔f할 수 없게 되었고 1止界의 /띤想쐐流니· 핏

;族의 i밟貴헨- 1專統·的恩~ s:. -→파l 禁 LI::되 았다，

1ft: ~I 成은 이떻게 한 後애 다음과 같이 命令하였다.

1··- 黨의 }땐)→ J떤젠쐐系플 세운다는 것은 I~I 己 함領의 i뽑 命思~! ， 自 c 黨

j政策으로 r全黨뀐- 武짧시치고 모든 徵힘듭윤 합領고} 黨[힘央의 周 I댐에 굳게

퓨어세우1 Wi: 命 범’菜올 해나기도붙- 한다는 것윤 意、*합니다 J U쩌縣勞勳黨11，*

史 2 , 218 때 )

6) 上따휩， 217 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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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日成이 「黨의 唯一思想體系確立」을 命令한 後는 그에게 反對하거나

協力 안하거나 뽑觀的이거나 消極的인 立場을 보이는 者는 「 唯-思想違反

者」로 蕭淸하는 段階가 되었다. 1967 年5 月부터 오늘날까지는 北韓은

자나깨나 천펀일률적인 「唯一思想體系」違反者들에 대한 廳淸劇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973 年 金正日이 黨秘書가 되면서부터 北韓의 黨組織思想事業은 새로운

樣相을 띠게 되었다. 金日成과 金正日은 '67 年 以後에 大學에 들어가 「 主

體思想」 以外는 아무 것도 모르도록 敎育받은 大學生들과 黨의 젊은 金日成

忠誠分子틀에게 「思想，技術，文化의 三大華命小組」에 網羅되도록 하고 이

小組를 大規模的으로 τ場과 農村 기타 各種機關들에 派遺하게 되었다.

金日成父子는 이와 거의 때를 같이 한 1974 年 「黨의 唯-思想體系確

立의 10 大原則 」 을 小冊子로 만들어 全黨員틀에게 配布하였다. r:蕭淸의

基準書」라 할 수 있는 이 r 10 大原則 」 을 가진 3 大華命小組員들은 「思

想， 技術， 文化」 華命에서 10 大原則에 어긋난다고 判斷한 老幹部틀을 아

무 거리낌 없이 左選， 降等， 追放， 蕭淸하여 왔다.

이 運動은 지금 「現在」도 벌어지고 있다. 3 大小組員틀이 簡淸의 基

準으로 하고 있는 10 大原則의 大略은 다음과 같다.C될수록 原文 그대로

를 살렸다.)

CD r 首領님 의 華命思想으로 온 社會를 -色化하는 것은 우리 黨의

最高網領이며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세우는 事業의 새로운 높은 段階이다. J

C 1 의 前文)

® r 偉大한 首領 金日成同志를 忠誠으로 높이 우리러 모셔야 한다」

(題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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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한 -§i짧 1128 成|폐志 ... 틀 굳게 믿고 首領님께 모든 運命을 全

的으로 依任히여 떠-따님의 패導애 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는 못해낼 일이 없

다는 鐵T=i감은 {담心을 가저야 한다. J ( 2의 3 )

@ r-{1안大한 펴’앉i 없티 Jt\(;同志의 *샘對的언 權破외- 威f즙을 백땅으로 擁

l짝하며 μH~修 IE*義오J 온갖 원수둡익 攻짧:i!J- :fF貼으로부터 首領님을 견결

히 t싸짜f하아 야 한다. J C 3 의 4 )

r {lit太한 j꺼I- fiJi "~티 JJX; frU志의 ↑짧成외 때<11님-을 많g펌시키려는 자ζL미한 흉칭素

도 ;;Jro템’세i: fI:化히 이 二L오J - ;;J I::찾協 I'띠인 l測팎읍 펠려야 한다. J C 3의 5 )

@ r 찌t大한 ]首領 -fi2 l f成l페과의 웬命J띤y댐을 信念으로 삼:.Il 首領님 의

敎示륜 f다條化히-여 야 한다.C많 EI )

r- {I텐大힌 j으l폐~ .112 [I 成同;t，;의 4핫지、룹 싸條깎I: 接 t풋하고 그것윤 지-로 하며

XL든 갓윤 재아 과]C1 "f¥r짧넘 의 It\:센n댄JE대보만 JE!考하고 ↑J" !fJb하야 야 한디- J

( 4 의3 )

r {J댄大힌. ·~''i111'"i "~ EI 成 [I:IJ忘의 敎示외- 빠ijJJiJ(:t인 뺑部들의 指示콸 嚴格혀 파〔分

하며 f삐딩U 11'1 ji웹%둡의 樞示이l 대하에서는 땀領님의 敎示에 맞는기‘ 맺지

않는가뭔 띠저보jl 조굽이라도 아긋난 때에는 즉시 t려題릎 세우고 I~Jj~}1하

띠야」 힌다 C 4 의8 )

r {파大한 펴1Il'i1J2 nJJX; 同志으} 敎示와 ;행政策에 대 히여 是非ιf:J짧하거 니-Jj(

對하는 反黨|얀]行勳。n 대하여서는 추호도 꽤!化짧~過하지 말고 견겸히 關爭히

여야 한다 J C 4 의 9 )

「 껴t大헨- 던·從i 차 日 JJX; [rU忘의 ~힘1命 }쉰f셈~피- 아 긋나는 資木主義J펌샘 , yJ建瑞載

)맘想， 修 TE主義， 敎條:::1::義， 최주; jc핀짧륜 비롯한 온갖 反黨{r"J , 反짧命i꺼 }관想헤써

流륜 反對하여 널카돕꺼J I해펌하며 협領념의 i휩命J떤想 ， 主體J떤想의 *'TI II찢性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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微底히 固守하여야 한다 J ( 4 의 10 )

@ 1 偉大한 首領 金日成同志의 敎示를 無條件 執行하는 것은 首領님

에 대한 忠實性의 基本要求이며 華命|調爭과 建設事業의 勝利는 위한 決定

的 條件이다 J ( 5의 前文 ]

I··· 일단 首領님께서 結論하신 問題에 대해서는 中央集權制原則에 따라

자그마한 틀림도 없이 正確히 執行하여야 한다 J ( 5 의 3 )

「敬愛하는 首領 金日成同志의 敎示룹 말로만 接受하고 執行을 태만하는

現象，無責任하고 主人답지 못한 態度， 要領主義，形式主義， 保身主義를 비롯

한 온갖 不建全한 現象을 反對하여 積極 |調爭하여야 한다 J ( 5 의 6 )

@ 1 偉大한 金日成同志를 中心으로 하는 全黨의 思想意志的統一과 華

命的團結을 彈化하여야 한다 J (題目 ]

「黨의 統-團結은 破壞하고 좀먹는 宗派主義，地方主義，宗族主義를 비롯

한 온갖 反黨的思想要素를 反對하여 堅決히 I調爭하며 그 些少한 表現도

細對로 默過하지 말고 澈底히 克服하여야 한다 J ( 6 의 5 )

(j) 1 偉大한 首領 金日成同志를 따라 배워 共塵主義的風鏡와 華命的事

業方法， 人民的事業作風을 所有하여야 한다 J (題§ )

「官價主義，主觀主義，形式主義，本位主義를 비롯한 낡은 事業方法과 作風

을 微底히 排擊하여야 한다 J ( 7 의 8 )

@ 1 政治的生命을 第→生命으로 여기고 生命의 마지막 순간까지 自己

의 政治的信念과 華命的信條를 굽히지 말며 政治的生命을 위해서는 肉體的

生命을 草츄와 같이 바칠 줄 알아야 한다 J ( 8 의 1 )

® 1 모든 事業을 首領님의 唯-‘的領導體系에 의거하여 組織進行하여야

하며， 政策的問題들은 首領님의 敎示와 黨中央의 結論에 의해서만 處理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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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d한 ;함1iIt많}秋1γ외 ;떠 fit윌- 세워 야 한다 J ( 9의 2 )

,- 11래別的幹ff[:\뜰에 j많隔行짧환 하거나 l跳權을 游까J 하는 것과 같은 온갖‘

)1"없떼的인 :gfL象음 lSi對하여 碼뼈 l뼈펀·히여 야 한다 J ( 9 의 6 )

Q:i» r 젠總과 판 J1U: 헨에 r~(i ← 떤想體系~릅 微底허 세우며 首‘爾님깨서 提

示히-신 짧命f폐業을 代탈 이아 벚나게 完隊하기 위하야 합領님의 짧導맡애

했 r j l ;사의 I까 →的指導↑i밥 11jU룹 Tfi얻 l'J 3 강l 세워 야 한다 J ( 10 의 1 )

r- ... 菜光스간l 운 華命{행統윤 l폐펜 하고 永遠히 繼jjl;發展시키며 J뽑 1命傳統을

현뜬거나 덴산하-마는 1X勳Ij~ 行패l이l 대해서는 그 자그마한 表짧도 反對하며

{땐싸히 剛~f.하며야 한다 J ( 10익 2 )

ro

• ~\j앉 ψ ;셋r의 |반一t'애指펄‘↑↑뭔 1fJU외 어긋나는 땐少한 짜象파 [평허장에 대해서도

默過하지 반..:lI. ;II :쫓 |값的으푼 깨싼하6:1이: 한다 J ( 10 으1 3 )

以 I:의 10 λ:1땅씨원 보l낀 째찌: :It폐의 랬이 아 c._ 科따 땀삐t감 1치 아 난

랬인가‘칠- 쉽사리 뾰쐐할 수 있을 것이다. ;1멘에 ←→回 以上 열리는 黨細O댐

웹짧에서 3大휩命小組댐뜯은 이 10大原則을 가지고 아직 r-色化 」 되지

않는 老幹폐환 「 批判과 j간 己批判 」 바딩에 올0:1 되 己批判만 하게 된다.

:':L단은 띈끼지 되己의 짧료|함을 主張할 띔a批判좁룹 쓸 수 있지만 그

렌게 펴띤 그단은 차〈述혀 自딘批判하고 있어야 한다. 氣품환l1Iit둥활하며 언젠

기→는 팍아 7]·는 것이 .:7-뜯의 챈命이다. lf1.期애 「 告白 」 을 하변 그들은

降웬이나 Ii週되 아 :':7_나미도 따!햄的인 「黨生活」을 繼總할 수 있다.

J:JI，좌 :! t J따의 黨은 '\l2 Ie' 成의 j념想으로 r- 'fu化 」 되 어 있다. 약간의 빛만

탄리도 j폐해‘휠 J웠핸에서 는 自 r탕을 「 ←→'fu化 |한 이외에 별다콘 ill팬가 없

는 것은 휩然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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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階層社會와 敎育問題

(1) 社會階屬

1971 年의 北韓社會階層은 다음과 같았다.

核心階層 : 全住民의 約 27 % 391.5 萬名

動搖階層: /I 約 22 % 315 萬名

敵對階層 : /I 約 51 % 793.5 萬名

이에 의하면 1960 年의 北韓人口는 1,434 萬名이었다. 이 A 口總數는 지

금 現花 約1， 800 萬名으로 增加하고 있지만 各 階層의 比率은 약간의 變

動은 있어도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推測된다.

北韓에는 이 以外에 約 10 萬 5 千名의 獨載區域居住者가 있는 것이 알려

지고 있다. 이 罪因들을 獨立한 階層으로 보는가 어떤가에 따라 北韓社

會는 3 階層인가 4 階層인가 하는 點이 달라진다. 그러나 이 問題는 後

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動搖階層이나 敵對階層이 어떤 經韓로 形成되어 나

갔는가를 보기로 한다.

北韓은 解放後 地主，資本家，官際， 宗敎人，知識人，文化人등과 親日分子틀

을 彈壓하였다. 이들중 少數는 그래도 北韓에 남았는데 그들은 黨의 藍

視對象으로 되 었다. 그틀중 多數는 越南하였다. 北韓에 남은 그들의 家

族은 越南者家族이 라고 역 시 黨의 藍視對象으로 되 었다.

韓國戰爭過程에서는 國聯軍의 편을 든 治安隊나 韓좁， 警察 등에 服務하

였거나 金 B成에게 蕭淸당한 南勞黨員들，點黨者들이 發生하였는데 이들은

그후 黨의 藍視對象으로 되었고 戰爭過程에 越南한 人物들의 北韓 家族도

籃視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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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j~댐:後는 &黨l호 :훨1命宗派分子에 )ill累한 춰나 中國， 더 ;本;에서 ;ft韓으로 돌아

온 ι흙， 戰爭 rj:J에 ;fP !aJJ的이 었거 나 그텐 疑心이 있는 者 둥 그라고 複維한

!댐}함뜯이 생겼다.

이라힌 分γ·갈-을 金fI成獨載빠制에 맞게 黨이 嚴格히 區分하기 시작한

깃은 1958 if·부터 이디 <re f! 成은 同iF- 4 껴 29 日애 한 「우리 鐵의 司法政策

을 많微하기 워하여 」란- 파訓에서 다음과 같이 딸하였다.

! 우c-j 政셔Iff은 I떼:會主짧퍼[하r윤 위히여서는 사소한 j浪步·도 하지 않습니디

우해 人 [( j많 짜i 은 오직 lid:뺨主짧퍼JL命을 )Y:對하고 妹害하는 온갖 lX캡i命的

핏핏닫이나 不建앞힌 J전씬Jt틀-괴- ~W lJ< IbMt~인 !꽤갇륨을 展開하고 있습니다.

싸히 資제;主찮쉰- 되산리펴는 온갖 &짧命的 1굉→ 5월둡얘 대하여서는 §펴힌

’3» 줬~플 뒀' Jj뻐협-니다 J 8)

4 Ll)JX:에 의 한 이 피 한 { 프ii:!]ll r:] 라 이-獨짧 1의 5h1 폐d는- 당시 li黨lX함命宗

派分子뜸의 恩想용완毒을- 합J 1*分밍f에 서 뿌리뿜는다는 口寶 아래 이루어졌다.

이 것 은 그가 훨‘施하는 r- Ate 햄主짧파!i命 」 에 反對하는 分子니 恩想번J 1핍向에

대하여 찢: llii 8lJ인 5뺑J~이 변어진다는 -時的인 갱향;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金1:1成에게 EZ딴허-거 나 非協力的인 分子륜 |삶別하고 籃 j視하는 永縮的인 f앉

f데란 훼떻했한다는 그으-1 rgi딴表示였다. 金 n成은 다읍과 같이 딴하고 있디-

「우리나라는 패北이 깐리-진 條PI:애서 매우 複雜:힌 I햄級|하}황을r 展聞하고

있습니디. 여기에서 敵我을 옳게 갈라내는 問題가 電婆합니다-

ilV!>:f깨~c>_ i;:!" 1/11 : 현{王짧륜 反對하는 i짧對|뿜級과는 어떠한 쫓協도 하지 발아

야 펙-니다. 그떻기 띠l푼에 澈對分子인가 그렇지 않으만 우리 |햄級에 關

8) 金日成著作集12, 210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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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인데 社會主義를 建設하는 길로 함께 나가는 途中에 一時的으로

罪를 犯하였는가를 잘 갈라내야 하며 意識的으로 우리를 反對하는 者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갈라내야 합니다 J 9)

이 金日成의 指示에 따라 中央黨集中指導事業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北

韓의 全住民을 階層別， 成分別로 分類하는 「住民登錄事業」이다.

그러나 이 事業은 相當한 時日이 결렸다. 그 基魔調흉는 1958 년부

터 , 65年에 걸쳐서 進行되었고 本格的인 住民登錄과 成分調흉事業은 '66 年

부터 看手되어 '69 年末까지 걸렸다. 무려 11 年間이나 消費된 셈인데 그

理由는 住民의 親族，훌族들에 이르기까지 그 出身成分， 日帝時代의 活動狀

況， 解放後의 動向을 調흉追없;하였기 때문이다.

最終的인 檢討를 거쳐 「 核心階層 J r動搖階層 J r 敵對階層 」 의 3階層

과 51個 出身成分이 確定된 것은 '70 年末이 었다1971 年 2 月 1 日 北韓

勞動黨秘書局은 이 結果를 各級黨責任秘、書에게 通達하였다.

이 3 階層 以外에 約 10萬 5千名의 罪因階層이 있는 것은 前述하였다.

罪因階層은 核心階層으로부터는 蕭淸에 의하여，動搖，敵對階層에서는 金日成

이 課하는 「華命과 建設」 援行過程에서 各各 轉落하였다.

北韓의 3 階團은 蘇聯의 스탈린體制와 外形은 비슷하나 內容은 딴 판이

며 階級的"iI場이 희미한 階層分離이다.

1930 年代 ， '40 年代 소련의 스탈린體制에 았어서는 우선 支配階級과 被

支配階級과의 嚴格한 區別이 있었다. 支配階級이란 75 萬程度의 高級黨員

(家族을 합지면 300 萬名 〕 을 核心으로 하는 이른바 「노멘 ·크라투라」를

말한다.

被支配階級이란 약간의 中間層을 除外한 소련國民 全部였다. 이 중 「第

9) 上同書， 227 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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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支配|땐級 」 은 휴15 ihf!::파과 [楊勞때1씌·았는데 그늪은 外|빽A이 「 가난하

다 」 끄 느낌 젠~E힐의 ~t:.폐을 쩌U#힌- 수 있는 階級이었다.

「짜 被 y:.때~ I쐐級 」 은 I~-&IL~‘의 3 分의 1 올 치지하는 앓j칸이 었는터l 飯寶의

統받띠 ~U;건을 보내고 있았다 ~.L닫은 빙·‘댐' J: 農때와 다룹없는 서~活水準이

있띤 것이디→ I 第낀값5i.때c l쐐級 |은 fff~ R-，I 윤 민-하는데 그둡은 팽;在: 金|뼈

짜J 250 {~Iil 의 폐해Ij勞파ii/X짜所에 감혀 있 다. 二l뜰은 IJX錄마~ ~월 t따애 서 안

지J 1지 야 깐지 알 수 없는 狀떤에서 F얘i {~ 녕하고 있디 10 )

411 많은 이딘cJ힌 스l、〕딘맙制릅 ~점스틴닫1 ff~111jlj로 바꾸았다. 즉 r ~l:'벤 • 느[

파푸바 |는 ζf:떤 ;f~ i!펀勳 til으로 {폐成되어 마프E크스 · 레 닌主짧괄 {침훤하고 있는

데 이라힌 스텐린體制플 ft~ rih헤-여 미-프크스 • 페넌의 으E짧틸 Lf끽i히 는 젓이

。l 니 라 4Ffril<; 써人이l 게 r }ili'\f뻐 」 하는 AUU늪쿄 修心|쐐램을 {해成히았 다.

그는 .:L페 5:' 갓心이 되지 않이 이 {샘)함이l 서 &411成상 f ， JI~4 If)싸分:f설

했思想판뽕‘을 通히-여 檢!쐐 , il!il?1띔하고 있는 것 이 다.

바身)p(;分으로 보아 企 11 成에게 Frt'\誠한 )p(;分이 못된 者듣은 빼佛，階뺨이나

뼈對|쐐層애 網歸시켰디 :ltj때에샤는 動t?fl階層을 基*11면架 ， i歌빨j l~;1함필 ;짧雄

힌 4뿌썼이 라고도 부뜨는toJ] ::L닫아l 거} 는 「 팝命과 建設 」 의 f탤원‘ 1" ~ 1익:I~상을 i擔

?;?시치 띠}쉰 가라지 않고 剛使하고 있다:1-리하여 그둡이 「휩命괴 짧

값」에서 「過짜」니- 熱誠윤 보이지 않윌 때는 週洲없이 파다淸을 敢行하는

것이디.

슨만렌1f1j，代의 勞떼n려， 짧tV!: 1쐐級은 ~lt r.fJ~이l서 는 金f1 }1K;의 忠~성값에 띠-라 各

各 여간1 I~N Ii'웰으보 때러한꾀어 스틸렌 J:짧의 I~땀級F에 쐐밤은 jL호하거l 되었다.

10) r 고브바죠프으l 거짓낀 | 中川I)、 경￥， 8* 文썰i春秋社刊， 132 때以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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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時代의 階級政策을 表面的으로 받아들이떤서 이를 金日成에 대한

「忠誠」을 中心으로 줌曲한 것이 北韓의 階級政策이다. 따라서 各 階級

成員들은 자나 깨나 金日成에 대한 「 忠誠」 만으로 評價당한다.

그러나 敵對階層이 그에게 「忠誠」하려면 A間의 想像을 超越하는 勞動

을 하여야 하므로 黨에게 評價받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組望的이다. 動搖

階層이 核心階層으로 上昇하는 것도 간단하지가 않다- 따라서 처음부터

黨이 하라는 대로 톱從톱動하는 길 밖에 그들이 살 길은 없는 것이다.

金日成이 만든 階層社會가 끼치는 惡影響은 莫甚하다. 希望이 없어진 階

層成員들은 勞動을 하지 않고 巧양하게 월、I만 한다. 이러한 習慣이 붙

은 北韓勞動力은 韓國社會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다.

(2) 敎育問題

北韓은 3 階層과 罪因階層社會를 만들었는데 한편 愚缺化政策을 써서

敎育水準으로 보아 쓸모 없는 肉體勞動者社會를 만들었다.

解放後 北韓은 暫時동안 植民地敎育體系를 繼承하고 있었다가 1947 年부

터 '59 年까지는 功推園 3 年， 人民學校 5年， 初級 및 高級 中學校 各各 3

年， 大學 4 - 5年， 없究院 5年이란 敎育體系를 갖게 되었다. 滿 7 歲의 人民

學校에 入學하고 17 歲에 高級中學校를 추業하는 이 敎育制度에서 學生틀

은 배웠지만 金日成은 1949 年에 漢字를 廢止하여 우리 글에 대한 理解

水準을 한꺼번에 떨구었다.

그 다음은 6.25 戰爭이다. 이때 學校施設과 設備는 거의 破壞되고 學生

들은 北韓內 이곳 저곳에 옮겨 다녔으며 正常的授業을 받을 수 없게 되 어

또다시 學力이 떨어졌다.

-85-



i빼갇다後는 戰爭期閒에 랜§要된 學校建設과 各種勞力動員이 「 敎育과 勞動의

結合 j 이 란 쫓名 F이l 制度化되었다. 이랴하여 學生들은 參考書가 거의 없

는 E혜핸애서 f홈施되 는 注入式 授業을 받고는 二l 餘II，많의 찌옹半은 動勞奉f士로

지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게다가 이 해l問은 共塵생뿔制가 짜;格的으로 構藥되어 나가 學生들은 少年

團이나 社會J主짧勞動좁年同盟에 *J팬羅되 어 組細속에서 長期間을 보내게 되었

다. 復쯤경도 榮團的으로 進行되는 약잔의 時閒을 빼고는 本格的으로 할수

l사 에 없게 되었다.

이 期間，北韓에서는 뺑生들의 誠學빼閒을 短縮하였다. 初等載育은 6 年

부터 5年으로， r.1C! 等載함은 滿 17歲까지 그것도 빼學率이 낮은 狀態률 維

持하였다. 그 다음에 敎育l內容에서 훤字敎育을 빼고 參考畵를 發刊하지

않음으로써 敎1암의 質을 低下시켰다. 마지막으로 授業: 以外에 組織生폐파

少年勞폐을 0힘폈하여 學生의 하루生活-에서 敎育‘받는 時閒을 短縮시켰다.

1959年부터 '75年까지는 1958 年에 社會主義制度가 確立됨 에 따라 A民

民:=1::主義數育으로듀 L터 j바.會主義數育으로 넘어간 時期이다. 이 期間은 A民

學俠 4 if-, 中學校 3 年， 技術學校 빛 i짧等技術學校 各 2 年， 大學 4""5 年， 船究

院 4 年의 數育體系로 變更되었다i 初等敎育은 4年으로 더욱 그 빼間이 좁

아지고 中學敎育도 4 年以後는 技術數育을 輔으로 가르치게 되어 뽑:通數育

水헥션을 低下시겼다.

技術敎합·은 짧村地帶의 學校애서는 짧業關係科目， 工揚地帶와 都市中心部

學校닫에서는 I業|쐐係科目 ， 懶村地帶에서는 ”힘搬技術科덤을 가르치고 여기에

寶깜껑을 大꿇的으로 導入하였다. I 生塵파 勞動의 쁨合」은 이렇게 制度化

되었고 學生들은 거의 學뺏애 다나는 그 地域에 zp:生토록 얽매이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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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67 年 金日成의 唯-獨載體制가 確立되자 敎科目에는 金 H成 偶像化를

위한 政策科 g이 생기계 되고 各科덤에서는 그것이 理敎科科目이라 할지라

도 金日成의 治政을 宣傳하는 政策結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放學에는 여러가지 偶像化事業에 動員되어 學生들의 質은 다시 低下되었다.

1975 年부터 現在까지 北韓에서는 11 年制 義務敎育이 推進되어 있다.

1 年制 就學前敎育과 人民學校 4年，初學 및 高等中學校 6 年인 이 制度에

서는 初等敎育이 從來의 滿 7 歲就學으로부터 滿 6 歲就學으로 變更되었다.

早期敎育의 缺昭을 補完하기 위하여 就學前 1 年을 더 공부시키는 것으로

하였지만 初學敎育의 修學은 滿 9 歲로 끝난다. 이에 따른 敎育의 質의

低下는 顯著하다.

中等敎育도 滿 16 歲로 끝나는데 이 年敵을 機械的으로 韓國의 敎育年觀

과 比較하여 보면 韓國의 高等學校 1 年까지가 北韓의 中學敎育期間이다.

韓國과 달라서 北韓에서는 이 期間 「敎育과 勞動의 結合」으로 放課後와

休日，放學期間，農緊期에 勞動控取를 당하고 또 少年團， 社勞좁生活에 시탈

린다.

敎育內容을 보면 이 期間에 政策敎養科텀의 期間이 全體敎育時間의 4 分

의 1以上으로 增加하였다. 金日成의 「華命塵史」나 「主體思想」등과 제때

에 組織되는 政策時間이 그것인데 이 以外에도 國語나 歷史時間에 偶像化

種 g 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다. 政策敎養科덤의 時間數가 턱없이 增加함에

따라 普通敎育의 水準도 그만큼 低下되었다.

現在 北韓民꿨의 짧半은 以上과 같은 敎育을 받은 사람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러한 敎育水準은 肉體勞動者나 農場員들이 가지는 水準으로 技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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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깅?망이나 I돼쌓敎 1'H활修에는 不適;협’하다. 한마디로 愚|냐의 狀與륜 끼l 뜨리지

뭇하고 있는 L한쨌닫언 것이 다.

北 l끼!敎다、·의 低質化외 t~~의 廠"*化는 金디 j짧의 目的젠t識的인 愚 fit化政策

의 所 fif，:이 디 ‘ 그는 하치안으] I燈때F을 防止하기 위하여 植E한地|母代의 小學校

敎파..1;1_다 냄:패救]챈→)'(j) rFJ에 서 는 침이 낮은 救합‘을 짧施하고 있다. 金터成f짧

隊化fF꽃어l 샤} /(T利히 게 다관 I(Ii이l 서 는 f표딴히-게 澈w윤 l隨溶시 킨 것 은 그

의 10.: JVj때싸이l 는 4、 hI ‘야한 ~Jtx': b'K쐐h텐: 었만 것이다-

6. 金正日體制의 問題點

짜꺼: JU때은 이 n] 값 IF. If 웹f씨隔찢이 ;터成J뀔Wf 에 둡어섰다고 펴이-야 한

갓이디. 이렌 씨f이에 서 ::1- 쐐f씨의 |레}떼跳윤 생각하펴만 3기자 方 Iri] _C;로

부더의 f써많孩近이 必J밍:하다- 二L 하나는， Jlil: 뺨王遊 ~j뀐營 그리고 떠:꺼l외→ 北

i펴과의 뼈섬係 ffIJ짧이 며 다릎 하나는 金 티成의 「 業縮 」 承繼問麗와 金:if 더 파의

|뼈係!’”題， 그러고 金IE 디 自身의 問題이다.

(1) iIT!: 함主핍陣營과의 !쐐係問題

판히1 2 JJ 1 2 11 에 했강펀 做聯共康黨 政治網짧 펠뚫을 보먼 피르~l:l]-초

프는 --‘씻獨 J싸펀 j짧 It히-띠 複微政黨f폐판 따入하고 있으며 勳의 i한主±짧 1:1"

央짧t~잉 1W쉰 }퓨檢討히-펴 하고 있다. 이 mr-웹li에 서 찌·歐縣巴애서는 이 P] !한

핀主義 rfcr~자集댐1M륜 }滅 11二하 고 있었으므포 이 c] 한 나라뜰에서 는 까자F홉黨의

야~i ~때 l'f~ :&폐이렌 반J~'J二 잔짧되었다-

::1- 중 짜歐隔!의 變파은 )~깅판黨 --‘勳獨썼tsz. 때d下에서 오래봉띤- 改햄週動을

맨딘}오던 4淑少微 ~‘步(:II)쩔力뜰이 고딛L바죠프의 표11 페 스트로이카 ， 그라스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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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思考」에 힘입어 이룩한 것이었다. 그들의 背後에는 끈절기게

維持되어 온 市民社會의 傳統이 있었던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東歐關이나 蘇聯이나 章命 以前에 서는 資本主義 後進國들이었다. 後進國

이었으나 資本主義가 ←→定하게 發展되어 있었던 士훌위에서 社會主義나라가

되었으므로 거기에서는 市民社會의 傳統이 남아있을 餘地가 있였다. 또

敎會의 投劃로 東歐團의 變華에서는 相當히 큰 것이었다.

한편 中國후命은 1949 年의 A民民主主義 政權樹立後， 士地改童， 合作社，

人民公社로 急激히 農村社會가 변모하였고 文化大華命으로 그 極左冒險主義

가 극도에 달따였으나 1978 年 三中全會 以後 開放政策으로 넘 어 갔다.

그들은 지금 天安門事件을 겪으면서도 등소평의 「社會主義 길 J r 人民

民主主義獨載 J r 共廣黨領導 J r 마르크스 · 레닌 主義 · 毛澤東思想 」 固守의 이

른바 4 個基本原則으로 -黨獨載를 維持하고 있다.

그러나 그 經濟路線은 蘇聯보다 오히려 앞서고 있다 20年동안이나 全

中國的으로 經營되어 왔던 人民公社가 '78 年에 解體되기 시작하자 '83 年

에는 벌써 그 95%가 各戶經營請負制로 넘어갔다. 이로 발미암아 '79 年

年부터 '88 年까지 의 實質的經濟成長率은 年間 9%以上으로 되었다. 이 일

은 中國의 앞으로의 政治變華을 不可避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3 月 에 中共띄 江澤民이 평양을 방문하여 金日成·金正日과 만났지만 江

澤民의 立場으로서는 4 個基本原則中 「共옳黨領導」以外는 별 合意가 된것

은 없었을 것이다. 北韓은 「主體思想」을 그 領導思想으로 삼고 있드며

같은 「社會主義 길」이라도 北韓의 「온 社會의 主體思想化」方針은 中國

과는 共通性이 없다. 北韓은 「人民民主獨載」가 아니라 金日成 個人獨載

이므로 이 點에서도 共通性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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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랴 한 形↑햇에서 냐I f방l과 ~It빼.이 같은 길을 걷다고는 볼 수가 없다.

r:I:'I꽤 은 엠표 딴件이 3씬機가 되어 그 後繼者룹 u] 라 f짧5E하여 두는 것에

따對하끄 있 6므로 金11: 11 의 後繼할 rjll때이 承쿄쇠할 j'L場도 없는 것이다.

rill행이 이 떤전디} 짜l佛 ， wI歐純巴가 ~Jl‘ 11 의 後繼「버題에 |司첩;하겠는가 疑|벼

이다.

웬만 아니라 企 i£ El 의 政治 Ij!~ 주 l빼이 란 3 大華命小써l를 이팔고 自|쐐民의

1'11핍한 i싹 f‘jj)듭~을 햄해·하는-더] ~L지 Jl 經濟的으로는 織大판生짧이 란~ 따 J센블

外따i하고 平짧 r|-쐐/)~ li~ 같은 r -'￥i ffif的大짧設찌 」 設|홉에 狂짝하였다. 게 다가

對|띤 16에係애서는 랭꾼티] 0]팎件， 大i따빠찍機 폭파사건으로 테러1:']스프로서 추f名

히-게 되었디.

이런 일뜯-은 비단 l떠: 'm- :t義 l행l家 lULl /I
l.!- "L..:. 이니라 소 1止界의 으

딘
흐
}「

빈 쌓고 있

다 112 [[티의 lK繼기 疑 I Uj )jt~꾀 어 있는 것은 이렌 r]]서 ~1二 필 수 있는 것

이다.

(2) 따 Ef成의 「 業總 」 繼承 r~lJ많

112 n)1X;이 r짜1£ 티에게 代틀- 엿게 하는 가장 重폈’힌- 原 rEr은 그가 만

든 r- :，:l: ]'WVcJ想 」 과 「 짧命博紙 | 이 때f짧}휠造이 기 때문이다- 이 렐n훈은 옹

호하여 주는 A物은 펌:챔‘ J~: 金:iF. /l 히-니- 밖에 없다.

만일 ~:IE f3이 金티}파의 뒤꽉 잇는다고 하여도 그는 이 1깅-대 한 거짓받

으1 i피한짧 J1[’는 전혀 히지 핏-한다， 그는 오히려 이 週쩔을 뺑植시검으료

써민 지-기싸낀J뭔 지덴한 수 있다- 지금 AtWI바애 서 刊行되고 있는 抗 H 武

製 hJ~펀 nU‘ Jm 金r:r成으1 r 펴맙 」 이 라뜬기 ， 새로운 거짓딴 꾸미기는 이둡 剛바}

히고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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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金正日은 金日成과 똑같은 自身에 關한 거짓말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自身의 偶像化를 지탱할 수 있다. 蘇聯 ?암海州에서 出生

한 그가 白頭山에서「짧生」했다는 神話를 만든다든가 「口號나무」를 압록

강부터 가장 먼 黃海道에서 「發塊」하게 하는 등의 策動은 이를 雄辯으

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蘇聯은 이미 1980 年代初부터 許휩民를 시켜 「 北朝蘇王朝成立秘、

史〔金日成正傳) J 을 刊行케 하였다. 이 著書는 世界의 專門家들이 읽고

있다. 또 1989 年에 는 李相朝民를 派遺하여 韓國戰爭 挑發者가 金日成임을

밝히게 하였고 蘇聯共塵黨 自體도 刊行物을 通하며 金日成이 蘇聯軍大댐였

음을 暴露하였다.

中國에서는 1978 年의 3 中全會 以後 金日成에 관한 業績만을 빼고 東北

抗日聯軍에 관한 歷史를 엮어 왔는데 最近의 東亞日報를 보떤 前 北韓軍

師團政治要員 섬政이 「金日成과 北韓」이란 連載를 하고 있다. 이로 이

루어 보면 中國의 對北韓쫓勢의 變化로 時間問題일 것이다.

韓國과 日本에게는 이미 金日成의 行歐을 밝히는 學術的書籍들이 發궤되

었다. 李命英섹 「 權力의 歷史 J , 筆者의 「 金 日 成評傳 」 등이 그것 인데 앞

으로 빠究自體가 더 進涉되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金正日이 繼承할 金日成의 거짓말 遺塵인 「옳命傳統」은 그

로서는 막아낼 아무런 方途가 없다. 金日成政權의 正統性， 6.25 事變의 戰

爭責任， I 主體思想 」 의 테러리즘， I 華命傳統 」 에 의한 朝蘇共塵黨 말살 등

등 金正 R이 「繼承」할 問題는 그 하나도 그에게 有利한 것이 없는 것

이다.

그뿐이겠는가，金日成은 黨，政治，經濟，軍事，文化의 모든 것을 破壞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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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리고 있다. 現代科f원이 ~、맞:된 이 런 分땐의 人材· 自體도 4:8成J’의 育成

하지 않았다. 지금 北떼!애서는 { 테크노크라트」는 거의 없는 專情이다.

金:iE H 이 〈샅 u 成의 I 、향總 」 을 承繼한다고 하더 라도 그 「 業續 」 의 무거

운 jiL닦은- 값正터이 펀 수가 없읍 씹:댔이다. 그는 短행j 티 內에 黨뒀틀파

太쨌틸익 1만빈 애 j，1-딛침 展웰이 크다.

(3) 金 j[ r l 떠身의 H텐題

St2 IE F:I 이 |햇I I시外的으로 A벨‘이 없는 것은 有名하다. ::It送同뼈、블 찾

아 가는 때總I1&~系 l패 JJ띠뜸도 그으1 總威가 발로 서있지 않는 것에 높라는

경우가 많다.

그는 St2fJ成의 깅~ St2J'W~變외 不찌 1 M에係 :~L 때 문에 』맺願|바즈t.들인 ~커S 8 등

과도 사이 기 나1센다 :1- 단l나 <Ii: 깐L:燮는c b:쐐꽂MJ강O] J→:~5~_ 柳[jJ }사 의 女'~I산 i

과 깐|緣이 깊어 隱然한 勞)J윷 紙f~:하고 있다.

그는 3 大華命小組휠 오렛통안 거느리고 있았으므로 「思想， 技術，文化」

빨命에샤 ，~해샘:對象이 된 fIl A 成 W:代외 는 ;f‘;質 ~r상으로는 서포 맞지 않는 사

이이디. 꺼폐 政治的으또는 그둡도 企쿄 R과 !훌l合윤 하고 있지만 그룹의

/,',J'I발는 두고 판 일이다.

3 大If!:1f!J 小써{댐의 원:한은 11)]우 낮다. 그뜯은 팎寶 }二 「 黨의 따{~-' I\됩

想體系1«11:.\1: 으] 10 大j핑찌U J 딴 가지고 살아온 驗힘둡로서 l此會各分野에 배닌템

되어 있으나 깨對의 ‘ik l힘을 찾아내아 μ|괴해‘하는터1 능수힐 뿐 I균 身틀이 「 테

크노표라또」는 이-닌 갓이다，

金:iE LI 은 원f外的으로도 友人읍 깃지 뭇하고 었다.

이팽게 보벤 그의 政↑짧擔'it암能力은 힌선하다고 할 수 있다. 金티成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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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준 彈壓體制를 오래 지탱할 能力은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韓國의 對鷹策

金日成 • 金正日體制가 1992 年의 金日成 80 句까지 지탱되는가 어떤가는

지금 큰 關心事로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第 7次 黨大會가 이때까지 열려야 할 것이며 第 3次 7 個年

計劃도 이 무렵까지는 展望이 서야 金日成體制가 維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經濟問題만 보더라도 '89 年 後半부터 蘇聯은 北韓에 대한 石油供給

을 줄이고 있고 賢易代金이나 合營I場의 生塵品 프c드슨느...Q..
--, --, '---

L-l-...Q..
cc 따라 本格

化되고 있다. 中國도 北韓에 대한 여유는 점차 없어져 가고 있으므로

經濟援助가 從來대로 될까 어떨까는 疑問이다.

이번 第 9 期 最高A民會議를 횟機로 새로운 金日成·金正日體制가 構葉되

었기는 하지만 體制의 危機는 더 深化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端的인

表現은 南北會談을 開{崔하지 못한데서 볼 수 있다.

따라서 大韓民國으로서는 繼續 北韓에게 會談을 끊求하고 國內의 統-에

관한 여러 要求들을 積極的으로 北韓에 傳達하면서 우선 時間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번 時間中 많은 部分을 金日成 以後의 對策問題에 投入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北韓民댔이 長期間 「主體思想」과 「華命傳統」으로 펀梁

되어 있는 것에 대한 對策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틀의 改造된 머리를

그냥 두고서는 統-된 後에도 金日成이 長期間에 걸쳐서 섬어넣은 反民族

的언 思想餘毒이 오랫동안 우리 社會에 남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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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룹의 판에 낀f은 J템考·方式은 터 [+:1 .l3(;主파義社會 自↑없에 심한 뚫毒作用

윤 가져 올 것이다.

그감의 }진想피 知減을 비-로잡는데는 金더많體制가 민들어 놓은 평감5의

敎養*1빼쁨系됩- 利m하는 것도 하나의 方派이디 ~It~떠;이 朋壞히거니. I 修IE

主짧 」政빠이 서거나 간이1 熱의 J떤想敎養網윤 利져]할 마음만 가지맨 이것

을 잠시 利)I]한 것이 可能하디

이라한 敎養網은 쩍tt컷둡에게 만 있는 것이 아니라 農業動勞者|폐짧， I減業總

同멈， II!:!: 會 主꿇勞했l팎年 !rIT lg1. 등 各 irtt會빼體흘 통하여 E한쨌뜯에 게는 i1'1t:떤되어

있다 T찌이니- 農:서에서 싫 H 짧設펌業:이 끝나딴 그뜰은 1m].집 없이 「 하

푸總찌] J 펠 하는데 여기서는 大썼찰의 샘、想檢討룹 한다.

北 lj!센의 黨댐단과 大썼뜰이 핍u-·댄J인 1 ::1二 j~\~ )밥想 J r 휩rfIJ牌i統 j 敎養을 넨

고 있는 것윤 짧I잦히.1긴 이갚의 /턴想과 써I ~;~윤 바로 집이주는데 이바힌-

뭘u -的인 敎養網이 오히냥l 또츄이 된다.

!법題는 金 ~r成이 죽은 후 세워지는 「修正主義」政權이나 救찮의 으
E

소
L

뻗처오는 樞H품的인 組織둡에게 우리가 줍 수 있는 것은 觀食이나 救援物

資 등 「物ffr OI，j인 것 」에 局限되어 있는 오늘의 現象이다.

우리는 하부 l딴펴 r *1制rp f얘언 것 」을 二l갈에게 넘겨 줍 수 있도묶 準

폐하여야 힌다 I 드는體J띤함! J 이 나 l i맡命傳統 」 에 대 하여 自 마l합핀主義的立

%에서 옳게 分析히여 救材·와 參考需의 펠〔찢윤 n] 리 민-틀어 놓아야 한다.

이라한 敎材나 參考펀는 뺑:習캘J 象인 託兒所， 앓l推園I ， 人民學校 1 띠學校， 大

學;俊 I熾싹에 딸맞게 각각 만들고 「 主웹/l핍想 」 이 나 「 휩命{행統 」 의 反人멍

性읍 쉽게 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參考資料흘 반드는 따極!測例究는 이미 :fl~ ’훤히-게 進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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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華命傳統」을 例로 틀면 筆者의 「金 B成評傳」이나 「金日成評傳

(續) J 은 바로 이러한 目的을 위하여 씌어진 著作이다.

둘째로 지급 金正日은 「온 社會의 主體思想化 j口號를 내결고 「共塵主

義段階가 實現될 때까지 J , 아니 實現된 후도 「 主體確立 」 이 必要하다고 떠

벌이고 있다. 이 「主體確立」으로 北韓은 A材다운 人材가 없어진지 오

래다.

따라서 金H成이 統治力을 喪失할 때 北韓이 남게 될 黨員이나 大꿨은

金日成에 대한 批判精神이 없어지고 無條件 그에 따를 뿐이었던 愚뼈한金

H成忠、誠分子닫 밖에 없다.

이러한 狀態에서 가령 「修正主義」政權을 樹立할 A材가 나온다 하더라

도 그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A物이 란 거의 없을 것이다. 설령 그러한

人物이 생기더라도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그들의 寶質이란 거의 없다고 보

아야 한다.

北韓의 이러한 現實을 생각할 때 韓國의 巨大한 投햄이 期待된다. 우리

는 北韓의 寶情을 잘 아는 專門家틀은 하루빨리 育成하여 그들이 直接

北韓의 某種의 政權과 交涉을 하고 實務에 從事하도록 하여야 한다.

北韓의 黨負들은 잘못하면 얼마든지 韓國을 體害할 수 있는 危險한 存

在이다. 지금부터 黨에 대한 組織的언 昭究를 하고 그들의 利用價植가

있다면 어떤 面에서 어떻게 利用하면 좋은가를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過去의 罪를 뉘우치도록 옳은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이 方面

의 맑究도 必要하다. 꺼論 處斷하여야 할 黨員들은 당당히 處斷하며 正

義社會를 具現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로 北韓의 階級社會와 敎育의 落後性도 그것을 形式的으로 克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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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보 그러서는 안된다. 北l陣f한채&에 대한 體系的인 再敎育事業과 그둡에

대한 熾業WII練， 敎합水準썼i많릎 우}힌- 學制改編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뻐*[1’1월덩는 :L틀의 머리는 이지:] r 階級빼劇 」 이 }젠J1되어 빠人의 쨌力에

의한 빼il'L lfU l:이란 닭 다 I f강 ::t:主，義 l此會의 思jg·方式파 어울리지 않게 된지 오페

라는 웹li애 있다.

가냉 低딴한 勞빼팎 , 짧하핀의 4섣團속에 아무 準備없이 j핸歐|의 ~~1짧AjJ

이 않入렌디맨 集團內애서 :..J.는 빈드시 階뽑될 憂願기- 있다. 이렌 例는

1959 'if以後 北送펀 :{t: /:1 고[포91 경우 쉰~ .hL더 리도 얼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쐐땀化원 ;It폐b이썼은 꾸준한 |디: ifb: crf 以外에 ::1. u]리관 고칠 수가 없다.

티 rtlf\，!; :J:=. 王짧Jiit 힘의 M찢 ~때性과 勞j끼애 디}한 ↑m;念的 깅닫씻 등플 f땀if:정I'J성1..9.-i료 ~.~.~

써시키는 낀이 &、짜한 것이다.

敎합71<.채i의 쳤갇i돼는 敎합， flJlj l똥뜸 改빠히-며 「 生짧괴‘ 勞動의 *임合」이나 「政

治}[(想敎養課뎌 」을 )짧 11: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칠 수 없다. 팝通敎育科덤

의 하나히나에 대한 納密한 分;fjf" 01] 土臺하에 敎育過$뭔 全般을- 根*ψJ으로

뜯어 고침 흙贊한 準佈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에도 대J ;l t 傳談이 停止狀l펀에 있을 띠l 우→리가 할 일은 매우 많다.

벚는 지담 꽤在이:받보 北때{따究룹 *irfr化하고 A材틀 養成하는 *젠 /jf의

;機템라는디l 있다. 이 「 때 j 활 놓지띤 앞으보의 北韓.交涉이 여전혀 II원中

쨌폈윤 벗어단 수 없으며 거둡 成뽕도 못거두게 펼 수 밖에 없을 것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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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의 뒤에

金日成 以後의 北韓體制의 變化와 展望을 함에 있어서 일단 客觀情勢블 線

合하며 「이 以後 어떻게 되는가」란 視角에서 서술하여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情報블 蘇合하는 것보다 오히려 北韓體制의 構造블 整理하면서

그 鐵亡외 不可避↑生을 딸아보는 것이 더 重흉룡하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北韓의 앞으록의 變化란 이제 대체로 據測可能한 視野에 들었다고 생각하

였기 때운이다.

北韓體制를 構造的으록 整理하여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너부나

많은 것을 痛感하지 않을 수 없였다. 思想問題，黨問題，社會內部問題 등

등，各分野에서 꾸준한 準備가 없으면 순조로운 鏡 -은 바라기 어려운 것

야 야닌가라는 것이 흔흉者의 所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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