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우리민족끼리’ 담론 분석
1. 서론
남북한관계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48년 4월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열렸던 ‘남북조선제
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1)에서 채택한 호소문이다.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서 전조선동포에게 격함’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 호소문 중에 “우리 조국강토에서 외국군대를 철거하고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우리민족끼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라”는 표현이 들어있다.2) 또한 연석회의에 뒤이어 4월
30일 열린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에서 작성 발표한
‘공동성명서’ 제1항에 “(전략) 일제가 우리 조국에서 구축된 이후
우리 조선인민은 자력으로 외국의 간섭 없이 우리문제를 우리민
족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장성되었으며, 우리 조국
에는 이것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간부들이 다수 있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 북한은 이 성명서에 대해 ‘조국의 통일독립문제를 해
결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을 밝힌 강령적 문건’이라고 의미를 부
여하고 있는데, 남북연석회의는 전형적으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에 입각한 대화다.3)
1) 회의에는 남북 56개 정당·사회단체(남41, 북15) 대표 695명이 참석하여 ‘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서 전조선동포에게 격함’, ‘사회주의소비
에트연방공화국정부와 북미합중국정부에 보내는 전조선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요청서’ 등
의 문건을 채택했다.
이신철, “남북연석회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70067
(검색: 2018.11.10.)
2) 강민화, “4월연석회의 정신은 ‘우리 민족끼리’ 속에 살아 있다”, 『통일뉴스』, 2008년 3월
29일자: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451 (검색: 2018.11.10.).
한호석, “더 크고 엄청난 정세변화 일으킬 남북관계개선 급진전”, 『자주시보』, 2018년
1월 22일자: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7642&section=sc38 (검색:
2018.11.13.)
3) 북한의 『조선통사』는 “연석회의에 참가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노동당이 제기한
평화적 조국통일 방책을 일치하게 지지 찬동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공동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 사실은 노동당의 통일전선정책의 승리를 실증하는 것이며 앞으로 조선노동
당의 영도 하에 광범한 민주주의적 애국적 역량의 통일단결을 가일층 강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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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 참석차 4월 21일 평양을 방문한 김구가 평양기자
단을 상대로 도착성명을 발표했는데, “(중략) ‘우리끼리’의 양해와
정성과 단결은 우리의 통일 독립을 완성할 것이요, 우리의 통일
독립의 완성은 미소간의 위기를 완화할 수 있으며, 미소위기의 완
화는 세계평화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다.4)
또한 김구와 김규식이 동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직후 5월 6일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중략)우리는 행동으로써만 우리민족은 단
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로도 ‘우리민족끼
리’는 무슨 문제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증명하였
다”는 구절이 있다. 그 후 남북한간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
서’(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민족대단결’,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
영’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협력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우리민족끼
리’가 계속적인 담론5)으로 발전되지는 못했다.
‘우리민족끼리’ 담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2000년 6월 15일
발표된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제1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
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
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구가 삽입되고, 실질적 남북교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면서 부터였다.6) 이후 ‘우리민족끼리’ 담론은
대한민국에 북한정권과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 발전
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그 반대성향을 보이는 보수정부가 들어
서면 걸림돌로 부각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 이유는 ‘6.15공동선
언’에서 등장한 ‘우리민족끼리’ 담론에 대한 인식과 적용에 있어
남북간과 한국내 좌우파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초를 축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4월 남북연석회의는 남조선 우익진영의 분
열을 조성함으로써 반동세력을 일층 약화시켰으며 미제와 그의 주구 도당을 인민들로부
터 더욱 더 고립시켰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상수, “1948년 남북협상의 사상적 배경
에 대한 시론 — 실사구시(實事求是)와 전략적 대화를 위한 성찰”, 남북협상 70주년기념
학술회의<1948년 남북협상과 한반도의 미래>, pp.58～61.
4) ‘김구는 북한 가서 대체 뭘 했나?’ 『조선닷컴』, 2014년 7월 11일자: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41
115975&nidx=13201 (검색: 2018.11.10.)
5) 본고에서 담론은 ‘이슈에 대한 주장에 대해 토론을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과정’
을 의미한다.
6) 김대중 전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15일간 평양을 방문하여 6월 14일 오후 당시 북한 국
방위원장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선언문 내용을 합의하고 밤 11시 20분경 서
명했으며, 다음 날인 6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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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따라서 본고는 ‘우리민족끼리’ 단어를 분석하여 의미를 파악
한 다음, 북한의 민족주의 변천과 대남전략을 살펴보고, 북한의 ‘우
리민족끼리’ 전략전술 기능을 확인하여, 향후 전개될 상황을 전망하
면서 우리의 대응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우리민족끼리’ 개념 분석
[‘우리’의 의미]
표준국어사전에 의하면, ‘우리’는 ①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일컫는 일인칭 대
명사로서 ②어떤 대상이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로 정
의된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는 ①말하는 사람이 말 듣는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와 함께 자기와 관련되는 여러 사람을 다 같이 가리
킬 때 쓰는 1인칭 복수대명사 ②말하는 사람이 남이나 또는 맞서
는 대상에 대하여 자기나 자기 측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남북한 모두에서 ‘우리’가 나를 포함한 집단을 가리키며, 그
집단속의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나와 친밀하거나 내편임을 가리키
고 있다. ‘우리’라는 단어의 개념적 울타리 안에서는 피아(彼我)의
구분이 없다. ‘우리’라는 인식에 매몰되면 ‘우리’ 안의 피아가 ‘우리’
밖의 상대방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방향으로 행동
하기를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와 ‘남’ 또는 ‘타자’를 구분하여 쉽게 말하기
는 하지만 그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슈마
다의 정서적 요소, 상황적 요인, 역사, 차이의 정도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7) 경계의 불명확성은 ‘우리’의 정체성
인식 여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남북한간에 거의 차이가 없
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라는 단어가 후술하는 ‘민족’이라는 단어와
7) 최석만·이태훈, “보편적 세계인식 원리로서의 家”, 『동양사회사상』 제13집(서울: 동양사
회사상학회, 2006),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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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되어서는 개념에 대한 인식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사이의 경계는 있는가 없는가? 경계가 있다면 그 기준
은 무엇인가? 경계기준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등을 명확히 인
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민족끼리’ 담론에 대한 인식이 간단명
료할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이유 중의 하나다.
[‘민족’의 의미]
민족개념을 규정하는 경우, 지역·종족·언어·종교·풍속·정치경
제적 유대·역사적 운명 등의 공동성이란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는
입장(객관설)과 이들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민족감정 또는 민족의
식이란 주관적 사실을 중시하는 입장(주관설)이 있고, 아예 민족
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에 회의적인 학자들도 있다. 민족개념을 명
쾌하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화자(話者)가 민족이라는 단어
를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슬로건화 하여 너무나 다양하게 사
용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민족주의
다. 민족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개념도 단적으로 설명하기 어렵
다. 민족주의 이론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민족개념을 결정짓는 민
족관(民族觀)의 종류는 발생론적 민족관과 발전론적 민족관이 있
다. 대체로 민족주의 이론은 ‘발생론적 민족관’에 따른 본원주의론
(primordialism), ‘발전론적 민족관’에 따른 구조주의론
(sturcturalism)과 구성주의론(Constructivism), 그리고 포스트모던
론(Post-Modernism)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8)
본원주의론적 관점의 이론가들은 “민족이 구성되는 것은 주관
적 의식이나 감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
지고, 민족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며, 객관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9) 인종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라
8) 김동노, “민족주의의 다원화와 이념갈등”,『東方學志』제159집(서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
원, 2012), pp. 371～385.
9) Shils, Edward, “Primordial, Personal Sacred and Civil Ti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No. 8, 1957; Geertz, Cliffor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New York:
Basic Books,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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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불리는 이 이론에 따르면 민족의 기원은 전통적 혈족사회에
있다고 하고, 민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보통 주장하는 ‘한민족’ 또는 ‘단군의 자손’은 본원주의론적
입장에 기초한 것이다. “민족이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
니라 사회적 조건이 변함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조주의론자들이다. 이들은 민족과 민족주의의 발생 기원은 봉건
사회가 근대적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며, 근세 산업화
와 자본주의사회의 발전에 특별히 주목을 한다. 한편, 구성주의론
자들은 민족주의가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고 주장한다. 누가 민족주의를 만드는가에 따라 시민이 형성하
는 시민민족주의(civic nationalism)와 권력엘리트들이 만드는 국
가민족주의(statist nationalism)로 구분된다. 국가민족주의론은 헌
법규정 등 법제를 통하거나 담론을 통해 민족을 규정함으로써 민족
주의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본다.10)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에 의해
‘김일성민족’으로 규정된 것은 구성주의적 국가민족주의로 볼 수
있다. 또한, 포스트모던이론은 민족을 실체로 인정하지 않아도 민
족주의를 이해할 수 있고, 민족과 민족주의는 우연성의 결과로 나
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연성이란 민족주의가 사회구조의 변
화나 사회적 집단에 의해 기획된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라는 의미다.11)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족의식’이 현실적 정치원리로
자리매김한 것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 성공하면서부터다. 이때
부터 민족의식이 근대화된 국가의 기반을 이루고 정치권력 통합
의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프
랑스에서 시민계급이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특권계습인 승려(제
1계급)와 귀족(제2계급) 세력을 타도하여 시민적 정치질서를 확립
한 것을 두고 민족국가가 수립되었다고 하고, 민족주의가 시작되
었다고 한다. 그래서 보통은 현대 민족주의라고 하면 시민적 민족
주의를 의미한다. 민족주의가 국가주의와 일맥상통한다는 인식이
10) Habermas, Jurgen, “Citizenship and National Identity: Some Reflections on the
Future of Europe,” Theorizing Citizenship(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pp. 255～281.
11) Day, Graham and Andrew Thompson, Theorizing Nationalism(Houndmills: Palgrave
Macmillan, 2004), p. 85를 참조. 김동노(2012), p. 384. 각주 2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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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권적 영토국가 질서인 소위 ‘베스트팔렌체제’가 17세기 중
반 유럽에서 발전했고, 민족주의가 18세기 후반 성장하여 베스트
팔렌체제를 민족주의화 했으며, 이후 ‘베스트팔렌체제’를 근간으
로 한 ‘민족국가 질서’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러
한 결과 모든 국제관계는 민족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되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화는 주권적 영토권(베스트팔렌체제)을 침식함
으로써 민족국가간 정치질서를 약화시킨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주
의 자체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12) 민족주의는 기능적으로 국가
와 민족의 단위가 일치하면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동원의 수단으
로 작용하지만, 일치하지 않으면 주로 민족통일을 지향하게 된다. 예
를 들어 분단 동서독일은 여러 저항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민족정
체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지속하여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다.
민족과 국가를 일치시키는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는 통합의 힘으로
작용했고 통일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적극 활용되었다.13)
[‘끼리’의 의미]
‘끼리’의 사전적 정의는 ‘그 부류만이 서로 함께’의 뜻을 더
하는 접미사다. ‘끼리’에는 어떤 의미적 특성이 있을까? ‘끼리’라는
단어는 상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술어에 의해 발현되는 의미다. 또한 끼리에는 폐쇄적 배분
성이 있다. 이것은 끼리에 의해 집합을 이루는 개체를 제외한 다
른 개체는 술어의 행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끼리의
폐쇄성은 끼리 앞에 선행하는 명사의 속성을 갖지 않은 행위주체
를 배제한다고 할 수 있다.14) 예를 들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
쳐 통일을 한다”라는 문구에서 우리민족 이외 다른 개체는 통일
하는 행위에서 배제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민족끼리’
12)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퍼트리샤 오언스 편저, 하영선외 옮김, 『세계정치론』제5판(서울:
을유문화사, 2012), pp. 494∼509.
13) Mann, Michael, “A Political Theory of Nationalism and Its Excess,” Sukumar
Periwal ed., Notions of Nationalism(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1995),
pp. 50∼51.
14) 정상희, “한국어 배분표지 ‘들, 마다, 끼리, 씩’에 대한 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2),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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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에서 ‘우리민족’의 범위와 의미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개념 인식의 차이]
이상의 개념분석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우리민족끼리’는 ‘민
족의식 또는 민족정체성이 같은 민족에 속하는 우리만 서로 함께’
라는 뜻이다. 민족정체성과 관련하여 남북한 간에는 공통점도 있
지만 실질적인 면과 형식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흔히 민족주
의는 한 민족과 다른 민족 사이의 경계를 나누고, 경계선 안에
속한 민족구성원의 단결을 도모하며, 전통과 역사에 의존하여 민족
의 영속성과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다. 우리 민족도 오
랫동안 ‘단군의 자손’이라는 단일민족 신화를 끊임없이 재생산 해
왔다. 또한 민족 외부에 대한 배타성과 함께 민족 내부의 동질성
과 단결을 강조하는 담론을 만들고 활용하여 왔다. 담론차원에서
볼 때 우리국민들은 본원론적 민족관을 가지고 있지만 구조주의
론적 민족주의로터 구성주의론적 시민민족주의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민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북한에서도
본원론적 민족관이 통용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민족주의는 ‘김
일성민족’을 창설하고 ‘김일성조선’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적 민족주
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민족정체성에 변동을 가하
여 왜곡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남 전략전술적 활용 필요성에 따
라 인종적 민족주의, 즉 ‘한 핏줄, 한 겨레’라는 민족개념을 혼용
하고 있다. 이 점이 ‘우리민족끼리’ 담론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민족정체성의 의의]
민족정체성이란 ‘민족적 관점에서 본 집단의 본성’을 의미한
다. 개인이나 집단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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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실체를 필요로 한다. 도이치(Karl
W. Deutsch)가 말한 ‘우리의식(weconsciousness)을 가진 공동체’
나 한스 콘(Hans Kohn), 에드워드 카(Edward H. Karr)가 지칭한
민족감정(national sentiment)에서 민족주의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15) 인간이 가지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불멸의 정체성(eternal identity)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공
동체에 대한 기대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민족공동체의 의미를 공
유하게 만든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16) 조상 또는 후손의 이해가
민족공동체의 번영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민족을 위해서는 자신
을 헌신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오
브라이언(Conor Cruise O'Brien)은 민족주의는 그것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일 수 있는 인간본질의 원초적 기원을 가
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정의’나 ‘자유’보다 ‘민족적 이
해’를 위해 더욱 헌신적이라는 점에서 민족주의가 인간본질에 기
반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17) 민족을 선동구호로 주창하면
구성원들의 희생을 통한 충성심 유도가 가능해지게 된다.
3. 북한의 민족주의 변천과 대남전략
[김일성민족주의: 민족정체성 왜곡]
북한정권이 한반도 북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김일성민
족주의’를 구성하고 ‘한반도김일성주의화’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민
족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태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부터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으로 존재
하다 북한정권의 정치전략에 의한 ‘김일성국가’, ‘김일성민족’의 등
15) 김동성,『한국민족주의 연구』(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5), p.17.
16)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London: Verso, 1983); 윤형숙 옮김,『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서울: 나
남, 1991)
17) Conor Cruise O'Brien, “The Wrath of Ages: Nationalism's Primordial Roots,”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1993), p.149.; 김동성, 앞의 책, p.21. 각주1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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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민족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김일
성민족주의는 민족이라는 구호를 앞세운 ‘김일성주의’의 다른 표
현이며 민족주의로 위장한 ‘김일성국가’의 정치이데올로기이다. 김정
일은 1974년 2월 19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
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발표하고 주체사상을 핵
심으로 하는 김일성주의를 제시함18)으로써 김일성민족주의의 씨
앗을 뿌렸다. 그는 북한주민들을 ‘김일성민족’이라고 규정했다.19) ‘김
일성민족’이라는 말은 1995년부터 김일성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노동신문 등 선전매체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97년
부터 김일성민족과 동의어로 ‘태양민족’도 혼용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서문’을 두고, 국가
의 성격․김일성의 위상과 업적․김일성사상의 지위․헌법의 성격 등
을 규정한 이래 2010년 개정 헌법까지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 그러
다가, 김정은정권 출범 후인 2012년 개정된 헌법 서문에서는 ‘김일
성-김정일헌법’으로 공식화하여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혈통에 의한 권력세습, 이른바 수령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백두혈통’
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하였다. 북한헌법 서문에 의하면 나라는 ‘김일
성의 국가’요, 헌법은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며, 김일성과 김정일
은 ‘민족의 태양’·‘통일의 구성’20)이고, 김일성은 북한의 창건자이
자 시조(始祖)로서 영원한 주석이며, 김정일은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다. 헌법보다 상위규범으로 알려진 당규약도
2012년 4월 개정하여, ‘김일성의 당’(2010년 개정 당규약)이라고 규
정되어 있던 것을 ‘김일성-김정일의 당’으로 변경 규정해 놓았다.21)
이와 같은 사실들은 북한 정치체제가 김일성일가정권 유지를 위
18)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
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9.
19) 김일성민족 표현은 1994년 10월 김정일이 김일성사망 100일을 맞아 ‘당중앙일꾼들에게 한
담화’에서 “해외동포들은 조선민족을 김일성민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데서 비
롯되었다:『김정일선집 13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2000), p. 428.
20) 북한 조선말대사전은 구성(救星)을 “구원하여 주는 별이라는 뜻으로, 불행과 고통으로부
터 구원하여 주는 은혜로운 분을 찬양하여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21) 개정된 서문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며 “조선로동당은 위대
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 전위부대이다”
라고 김정은의 이름과 지위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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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김일성민족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
다. 2013년 개정된 ‘당의유일영도체계확립10대원칙’22) 내용을 통해
서도 김일성민족주의의 공고화현상을 인식할 수 있다.23) 동 ‘10대원
칙’은 제1조에서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할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북한정권의 기본성격을 나타내던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과 ‘공산주의 위업완성을 위하여 투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투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제
10조에서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
어나가며 (중략) 순결성을 고수해 나가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김일성민족주의’ 국가임을 공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민족개념이 최초 ‘스탈린식 민족주의’(사회주의적 민
족주의)에서 1986년 김정일이 주장한 ‘조선민족제일주의’(주체형
사회민족주의)를 거쳐 1994년 ‘김일성민족주의’로 나타났다가 2000
년 ‘우리민족끼리’ (조상을 같이하는 민족주의)로 변화된 것처럼 보
이지만, 여기에 사용된 민족이라는 단어는 모두가 주체사상을 기
본으로 한 ‘김일성국가’ 실현을 위한 선동구호라는 맥을 이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민족’을 강조함으로
써 ‘우리’의 범주를 ‘김일성민족’으로 구체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공
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24) 6.15선언 이후 남북교류를 활발하
게 진행하면서도 한국 보수세력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반보수
대연합 투쟁’을 선동해 온 것을 보면 북한식 ‘우리민족끼리’가 한민
족(韓民族)끼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김
일성민족주의는 남북갈등의 근원이고, ‘우리민족끼리’는 남남갈등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25) 북한 집권자들은 개인이나 집
22) “北, 공산주의 표현 없애고 김씨王朝 세습 명문화,” 『동아닷컴』, 2013년 8월 12일자: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2800023
(검색
일:2018.11.12.)
23) 김정은정권은 2013년 6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1974년 제정)을 39년만에 개정
하여 ‘당의 유일영도체계확립 10대원칙’으로 명칭을 바꾸고, 김일성민족주의와 3대 권력세
습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부분 개정하였다.
24) 강혜석, “북한 민족주의 연구: 적응적 국가민족주의와 정당성의 정치”, (서울대학교대학
원 박사논문, 2017.8), p.177
25) 갈등의 개념과 유형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동일한 시간과 지역 내에서 양립 불가능
한 목표나 가치(관념)를 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상호작용을 갈등으로 폭넓
게 규정할 수 있고, ➀충돌 및 적극적인 제재 조치가 이뤄지는 갈등(고강도 갈등) ➁강압
과 설득이 동반된 갈등(중강도 갈등) ➂설득과 협상이 병행된 갈등(저강도 갈등)으로 분
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문순보, “박정희시대의 한미갈등-관념, 제도, 정책의 분석적
관점에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p. 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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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이와 같은 정체성확인을 위한 실체적 필요성을 잘 이용하여
학자들로 하여금 김일성민족주의를 ‘주체의 민족이론’으로 뒷받침
하도록 하고 김일성일가의 독재적 군주체제 확립을 위해 민족정
체성을 왜곡시켜 온 것이다.26)
[‘우리민족끼리’ 담론화 배경]
2000년 6월 15일 남북한 정상은 ‘6.15공동선언’에 “우리민족
끼리”라는 표현을 담기로 합의하게 되었는데, 김정일은 우리국민의
민족정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27) 치밀한 계산을 하고
용어를 선택하였고, 김대중은 김정일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았거나
방조한 결과라 할 수 있다.28)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민족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고, 이 단어는 1995년부터 노동신문 등 선전매체
에도 공개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김일성민족주의를 지
향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 당시 김대중정부는 민족통일보다는 한반도
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 남북간의 화해·협력 달성을
당면목표로 설정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김대중이 2000년
3월 9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행한 연설인 ‘베를린선언’29)에 나타
26) 김광철, 『북한의 민족정체성 왜곡과 우리민족끼리 전략 비판』(성남: 세종연구소,
2011), pp. 13～16.
2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로 10차례 방북하는 등 민간 대북지원 활동에 열성적이
었던 송월주 전불교 조계종총무원장은 2006년 7월 국내 한 일간지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
구선생은 김일성에게, 김대중전대통령은 김정일에게 속았다. 나도 속은 느낌이다…. 이런
점을 국민들과 대북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싶다”고 한 바 있다.
“정상회담후 핵·미사일… DJ, 北에 속아,” 조선닷컴, 2006.7.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7/23/2006072370426.html(검색일:
2018.11.25.) 참조.
28) 김대중은 2000년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측에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내용으로 하는
연방제통일을 계속 주장했고, 이에 대해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대응했다가 (자신의) 3단계통일
방안과 접점을 찾아 통일방안에 의견접근을 했는데 이번에 이것까지를 논의하여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남북간 협력문제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와 우리
의 생각들을 문서로 만들어 북측에 주었다”라는 취지로 남북정상회담결과를 설명한 바
있다. 이 설명은 6.15선언 1항과 2항 표현이 북측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
각되며, 북측의 저의는 제1항 ‘우리민족끼리’이념과 제2항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 반대’가
핵심이다. “김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요지”, 『조선닷컴』2000년 6월 16자: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0061670239(검색일:
2010.8.5.). 현재 관련기사 볼 수 없음(검색: 2018.11.27.).
29) 베를린선언은 첫째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당국간 협력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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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집행의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
다.30)
당시 대북정책전환을 모색31)하던 김대중은 대북지원 적극화
를 위해서 김정일정권에 대한 우리국민의 적대적 정서를 완화하
여 “북한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그들도 체제를 유지하며 잘 살아
가야 할 같은 민족”이라는 동정론적 인식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
었기 때문에 ‘우리민족끼리’ 표현에 합의하게 되었고, 이 표현은
당시 우리국민 다수가 대북정책을 지지하도록 하는데 상당한 기
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정상회담결과는 김대중에게는 남
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에 일시적으로 성공했다는 명예를 안겨주었지
만, 김정일에게는 경제적 실리와 우리 동맹국인 미국 및 국내 보수
세력에 대한 ‘상층부통일전선’ 형성이라는 수확을 안겨준 것이라고 평
가할 수 있다. 북한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해 ‘우리민족
끼리’ 원칙이 합의 천명되었다고 주장하고, 6.15선언의 핵심은 ‘우리
민족끼리’임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위상]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전략전술 개념은 ①김일성민족주의자
(북한정권)와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친북적 민족주의 세력)끼리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②활발한 남북교류를 진행하면서 한국내 동
조세력 활동공간을 확대하고 ③‘반보수대연합’ 투쟁과 ‘반외세·민
족공조’를 통하여 ④전한반도의 ‘김일성민족화통일’을 실현하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다. 논리구조는 ①‘우리민족끼리’는 6.15 공동선
언의 기본정신이다 ②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도는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하는 것이고, 외세와 공조하는 것은 6.15
다. 둘째 우리의 당면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이다. 셋째 북한은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적극 응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0) 김대중은 햇볕정책과 관련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한 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정책 3원칙을 표방했는데, 실천적 측면에서는 흡수통일 배제와 남북한
화해 협력 원칙에 주력하는 결과를 보였다.
31) 김대중은 1998년 2월 25일 대통령취임사에서 남북대화의 장 마련을 위한 특사교환을 제
의한 바 있고, 2000년 신년사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및 국책연구기관간 협의를 제의
했으며, 같은 해 2월에는 북한내 철도·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을 지원하겠다
는 뜻을 밝히는 등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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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③6.15 공동선언을 반대하
면 매국이고, 외세와 공조하는 것은 반민족책동이다. ④따라서
6.15 공동선언을 지지한다면 민족공조의 자세로 반외세투쟁을 하
고, 연방제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
리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민족끼리’는 같은 동포끼리 대화
와 협력을 ‘잘 해보자’는 것이고,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김일성민
족을 중심에 두고 대단결하여 민족공조·반외세투쟁을 통해 통일
하자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6.15공동선언이후 계속 반복해 온 “민
족공조와 외세공조는 양립할 수 없다”는 언술이 이를 실질적으로 증
명한다.32) 북한 ‘우리민족끼리’ 개념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에 찬
성하면 애국이고 반대하면 매국,’ ‘우리민족끼리에 찬성하면 민족적
이고 반대하면 반민족,’ ‘남북공조면 민족적이고 국제공조면 반민족,’
‘북한 친화적이면 민족적이고 북한 비판적이면 반민족’이 되는 것이
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혁명의 전취물(戰取物)로 보고, ‘혁명
의 강위력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혁명을 같이하는 사람은 동지
이고, 그 외의 사람은 투쟁의 대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의도]
북한은 1990년대 말에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
의 주민들이 굶어 죽는 등 체제유지가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핵무기개발을 둘러싸고 미국과 첨예
한 대립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정부의 대북지원
32)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혁은 2004년 6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6.15
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에 참석한 발표문을 통해 “우리민족끼리는 6.15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도가 민족공조며, 미국과 공조하는 것은 결국
공동선언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행에도 뜻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라는 등 ‘반미자주’와 ‘민족공조, 외세배격’을 역설하면서 주적론․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바 있고, 2018년 11월 16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2018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서는 “북과 남이 손을 잡고 일본의 죄악을 파헤치며 다
시는 후대에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요지의 연설을 하였다.
리종혁 “北南 손잡고 日 죄악 파헤쳐야”, 『조선닷컴』, 2018년 11월 16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6/2018111602319.html
(검색: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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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와 우리 한국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경제위기로 인한 체제붕
괴를 모면하고,33) 미국의 핵무기개발 프로그램 폐기 압박과 유럽
연합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개선 압박정책
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념적 구호를 활용할 필
요가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의도는 ‘우리민족끼리’를 통일전선전술 수단으로 활용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당이 2010년 9월 당규약을 개정하고,
서문에 “(전략) 남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지지 성원하며 우리민족
끼리 힘을 합쳐 (중략) 조국을 통일하고(후략)”라고 우리민족끼리
개념을 새로이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우리민족끼리’가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민족끼리’에는 용어혼란
전술34)도 가미되어 있다. 민족적 동질감 자극을 통해 ‘북한은 우
리에게 적이 아닌 같은 민족공동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북
한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즉, 북한에 대한 주
적개념을 흩트려 놓고 ‘적이 아닌 동지’라는 인식을 하도록 유도
하는 목적이 감춰져 있다.
[북한 ‘우리민족끼리’ 전략전술의 전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나 일본은 언제나 통일전선전
술상 ‘반외세 민족공조’의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민족끼
리’ 개념의 속성인 집단적 배타성은 북한에 의해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투쟁전술을 구사하는데 빈번히 활용되
었다. 한편,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전략전술을 활용해 ①남북 통일
전선 형성과 남남갈등 조장 ②한국내 김일성민족주의체제 동조역
33) 1998년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북한 통일전선사업부 부부장(임동옥)이 주도한 대남전략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우리민족끼리”로 표현하고 있으며, 핵심은 북한의 경제난을 인정하고 정세
가 성숙할 때까지 한국의 경제를 북한의 발전에 이용한다는 전략이나, 대내적으로 적들
과는 ‘끼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햇볕정책 역이용 전략”으로 명명되었다: “북한
통일전선사업부출신 탈북자가 증언한 ‘대남공작부서의 모든 것’,” 신동아, (통권 574호
2007.7.1.); 장철현, 「북한의 통일전선사업부 해부」, 『북한조사연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7.6.) 참조.
34) 심리전술의 한 방법으로서, ‘겉으로 표방하는 구호는 동일하지만 내재되어 있는 목적은
상이한 언어’를 선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만대상자의 인식을 혼란시키는 전술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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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확대를 통해 우리사회에 대한 영향력 증강을 도모해왔다. ‘우리
민족끼리’ 담론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고 북
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①보편적 진
보가치를 왜곡시키고 ②김일성일가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을 퇴
화시키는 부정적 측면을 크게 확대시켰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는 대남전략상 ①김일성민족주의를 한국에 확산시켜 전 한반도의
‘김일성민족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이데올로기적 공세용 창으로서
의 기능과 ②김일성일가정권 보위를 위한 방패의 기능을 해왔
다.35)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전략전술이 남북간 합
의문서 형태로 반영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36)의 이행을 끊
임없이 주장해왔고,37)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김정은시대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김정은이 집권초기 직접 낭독한 2013년 신년사와 금년의 신
년사는 김일성민족주의에 기반한 ‘우리민족끼리’ 전략전술에 변화
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 김정은은 2013년 신년사에서
“(전략) 김일성과 김정일을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따라 새로운
주체 100년대를 주체혁명위업 완성을 위한 승리와 영광의 연대로
빛내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중략)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불
변의 진로는 오직 주체의 한 길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
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다. (중략)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는 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중략)올해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새로
35) 김광철,『김일성민족주의 정치전략의 비판적 분석』(서울: 북랩, 2014), pp.113～137.
36) 정식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핵심내용은 6.15선언을 고수하
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협력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북한에서는 이 선언을 “6.15선언 실천강령”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37) 이명박정부시대인 2009년 신년사설에서는 “6·15 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있게 전진하던
조국통일운동은 지난해 남조선 보수당국의 집권으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후 각종 매체를 통해 이명박정부에 대한 투쟁을 선동했다. 박근혜정부가 들
어선 직후인 2013년 3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우리민족
끼리’만이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을 담보해 준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찾은 교훈”이
라고 주장하면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수용하라고 간접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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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국면을 열어놓아야 한다. (중략)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
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민족중시․민족
단합의 입장에서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지향
시켜나가야 한다. (중략)모두 다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가자”고 연설했다.
2018년 신년사에서도 ‘우리민족끼리’가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략)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북과 남이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
론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도, 통일을
향해 곧바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중략) 남조선 당국은 온 겨레
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의 무모한 북침
핵전쟁 책동에 가담하여 정세격화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긴장 완
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화답해 나서야 합니다. 
(중략)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 도발 책동에 광분해도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 억제력이 있는 한 어쩌지 못할 것이며 북
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중략) 남조선 당국은 지난 보수정권
시기와 다름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내세워 각
계층 인민들의 접촉과 내왕을 가로막고 남북통일 기운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중략) 북남관계는 언제까
지나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해
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민족끼리 원칙에서 풀어 나가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을 가
져야 합니다. (중략)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입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앉아 우리민족끼리 북남 관계개
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중략)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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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리민족끼리 해결해 나갈 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 나갈 것
입니다.” 위의 두 연설사례에서 김정은시대에도 북한의 ‘우리민족
끼리’의 본질인 ‘반보수·반외세·민족공조’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우리민족끼리’와 대북정책
[햇볕정책에 대한 회고]
‘우리민족끼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김대중정부의 대북
정책인 ‘햇볕정책’이다. 김대중정부와 이를 계승한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은 6.15 공동선언에 근거해서 김정일정권의 호응을 받으
면서 햇볕정책에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햇볕정
책을 회고해보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대북정책
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역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승계한 문재인정부38) 대북정책의 미래에 대해 시사점을 유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햇볕정책의 목적은 ①남북간 대화와 교류의 확대를 통하여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고 ②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함으로써 항구
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목적은 첫
째 북한정권 조기붕괴 가능성이 많지 않고, 둘째 기존의 대결정책
으로는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
탕으로 설정되었다. 구체적 목표로 ①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협력
②완전한 교차승인의 실현 ③북한 개방과 개혁에 유리한 조건의
창출 ④대량살상무기의 제거 ⑤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을 제시했다. 김대중은 1998년 2월 25일 대통령취임사에서 대북정
38)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구상’ 제시…평화협정 체결 추진”, 대한민국청와대 정책브리핑,
2017년 7월 7일자:
http://www.korea.kr/special/summitDiplomacyView.do?pkgId=49500688&newsId=148839
239&pageIndex=1 (검색: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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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3원칙으로 ①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②한국에 의한 흡수통일
배제 ③남북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39)
그러나 실질적 집행과정에서는 남북한 화해협력의 일환인 대북
경제지원과 인적교류 확대에 치중했다.
햇볕정책의 집행결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국민들은
2007년 말 대통령선거에서 “일방적 퍼주기 반대”를 주장한 이명
박정부를 선택함으로써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의해 10년 동안 추
진된 햇볕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판정했지만, 실패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햇볕론자들의 반론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①햇볕정책
목적 달성 여부 ②대북정책 원칙준수 여부와 ③국가와 민족적 이
익(동질성회복과 인권향상)에 대한 기여 여부 등을 중심으로 햇볕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목적(구체적 목
표)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①두 번의 남북정상회담(2000년 6
월, 2007년 10월)을 비롯한 화해협력사업의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②나머지 4개 항목들은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둘째, ‘원칙준수
여부’를 보면 ①남북화해협력 원칙은 준수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②무력도발 불용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40) ③흡수통일
배제 원칙은 지켜졌다고 볼 수 있으나 원칙설정의 정당성 자체가
논란거리이므로 정책성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셋째, ‘국가와 민
족적 이익 기여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①남북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정권에 대한 적대감을 줄이는 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나 ②통일반대 여론과 남남갈등의 증가 ③북한주민들의 인권
문제 소홀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39) 또한 김 전대통령은 2000년 3월 9일 ‘베를린선언’을 통해 ① 정부당국의 협력에 의한 남
북한 경제협력 추진 ②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우선 추진 ③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필요성 등을 주장한 바 있다.
40) 김대중은 1999년 6월 1차 서해교전 당시 북한이 의도적으로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
해 우리 군함을 공격했다는 물증을 확보하고서도 “이 내용을 전부 공개하면 남북 간 군
사대치가 끝 모르게 악화되고 남북교류협력정책을 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
라며 북한의 의도적인 침범사실을 감추기도 했었다.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주장과는 달리 2002년 6 월 29일에는 북한 해군의 선제공격으로 제2 서해교전(연평해
전)이 발생하고 우리 군은 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조치를 할 수 없었다.
6.15 선언의 정신을 살려가야 하는 김대중은 김정일정권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장성민이 2011년 8월 18일 jTBC(중앙일
보종합편성채널)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증언했다: “DJ정부, 서해교전 북 도발 물증
잡고도 공개 안 해”, 중앙일보, 2011년 8월 19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6005270 (검색: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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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부는 ①김정일정권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적극적으로 대북지원을 하면 김정일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것
이며 ②남북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 기대했다. 김정일은
기대와 달리 은밀히 핵무기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계획을 계속 추
진하고, 인권상황을 악화시키며 3대 권력세습 기반을 구축했고,
기만과 위협은 계속적으로 증가시켰다.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은 북
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
어내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가장 큰 실패원인은 김정일
의 ‘햇볕정책 역이용전략’을 극복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성공단사업]
이 사업은 남북한이 공히 ‘우리민족끼리’의 대표적 협력모델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41) 그러나 개성공단사업을 과거와 같은 방
식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냉철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42) 문재인정부는 한반도정책 3대 목표로 ①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②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③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을 제시하고, 4대 전략으로 ①단계적 포괄적
접근 ②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③제도화를 통한 지속가
41) 개성공단운영은 2013년 4월부터 동년 9월까지 북한정권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압박
협상의 일환으로 근로자 전원 철수조치를 함으로써 일시 중단된 바 있고, 2016년 2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거듭되는 도발에 대한 우리정부의 제재조
치로 전면 중단되었다.
42) 찬성론자들은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및 남북상생의 경제협력이란
경제적 측면, 대남 적대감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 등 정치 군사적
측면, 남북한 주민간 이해 증진 및 민족동질성 회복과 북한 변화유도라는 사회문화적
측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대비라는 통일준비적 측면의 정책적 함의가 있고, 북
측에게도 외화획득, 선진 생산기술과 공단운영 노하우 습득, 북한근로자의 생활보장, 대
외 평화이미지 및 경제특구 추진의 여건 조성 등 정책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며,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상생을 통한 통일경제 모델로 자리잡은 개성공단을 더욱 확대 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대체적으로 “공단이 북한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정치군사적 정세와 북한측의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으며, 북한정권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착취를 방조하여 노예노
동의 확산에 부역함으로써 폭압정권을 지원하게 된다. 근로자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못하고 북한정권이 상당부분 갈취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용인함으
로써 폭압정권의 근로자임금 착취를 방조하는 악덕정부, 악덕기업의 역할을 자임했으며,
북한정권은 개성공단 사업장에서 착취한 근로자 임금을 대한민국의 안전과 지역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개발 등 자금으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반
민족적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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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확보 ④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등을 표
명하고 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인 2017년 2월 9일 SNS
를 통해 개성공단사업 재개를 주장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
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천만 평
까지 확장하겠다. 다양한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기도 하다.
한편, 남북한정상이 금년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
언’43)을 통해 긴장완화와 협력강화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킴으로써
우리국민들 사이에 개성공단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커
졌으며 재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9.19평양공동선언’에는 ‘개
성공단사업 우선 정상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 표현은
‘중단된 사업 재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해석할 수 있다. 하
지만 정상화의 본래 의미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초래되는
결과를 바로잡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 그래야 동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을 재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진상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올바른 성과
를 얻을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사업 재
개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른 유엔안
보리 및 미국 등 개별국가의 대북제재 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사
업의 정상화 측면에서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지위와 임금지급과
관련한 노예노동성격의 인권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는 임금지
급 방법의 위법성 측면이다. 북한 헌법과 노동법 규정에 의하면,
노동자들은 국가의 계획에 의해 작업에 동원되고 국가의 분배정
책인 ‘생활비등급제’에 따라 ‘기본생활비’를 지급받아 살아가는 피
동적, 사회적 존재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상대방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 개인적
존재로 취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
43) 서문에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
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
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
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표현하고 있고, 2번 ②에서 “ 남
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
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
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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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헌법이나 노동법의 취지와는 달리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32조는 ‘노동보수’의 지급방법에 대해 “기업은 노동보수를 화폐
로 종업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44)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 지급 방법을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다 같이 ‘임금 직접 지불’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단 한 번도 북한 노동자들에
게 임금을 직접 지불한 사실이 없다. 우리기업들은 미국달러를 기
준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산하여 북한당국에 총액으로 지불한
다. 북한당국은 이를 외화금고에 집어넣고 김정은의 통치자금, 소
위 ‘궁정경제’ 예산으로 사용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대신에
‘기본생활비’ 또는 상금을 북한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45) 기본
생할비 또는 상금에 사용되는 예산은 ‘궁정경제’가 아니라 인민경
제 예산에서 지출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1항은 “임금은 통화
(通貨)로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
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9조(벌칙) 1항은 동 규정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처벌규정을 둔 입법취지로 볼 때,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임금을 노
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
44) 이는 노동법에서 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배치된다.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정 당시
에 남북협의 과정에서 한국 측의 주장에 의해 “기업은 노동보수를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한국 측의 개성공단사업 추
진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하고 성공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묵인과 기업의
동조 하에 유명무실하게 존재하던 이 규정은 2014년 노동규정 개정 시에 삭제되었다.
45) 실상은 대한민국 입주기업이 북한 근로자 임금을 달러화 현금으로 중앙특구개발 지도총
국에 일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근로자임금의 45%는 사회보장금(15%)·사회
문화시책금(30%) 등의 명목으로 북한 당국이 가져가고, 나머지 “55%가 근로자들에게
쿠폰이나 북한 원화(공식환율로 환산)로 지급된다”고 북한 당국자에 의해 설명되고 있
다. 그러나, 이것도 북측이 제시한 설명자료일 뿐 실질적 지급 금액과 내용은 정확히 검
증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생활비등급제’ 기준을 감안하면 월 4천원～8천원 선에서 개
별 지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금을 100% 높여 지급하면 그 두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암시장환율을 적용하여 미화 1달러당 8천원으로 가정할 경우, 북한 근로자
들이 생활비와 상금으로 월급 4천원을 받으면 미화 0.5달러를 받는 것이고, 8천원을 받
으면 미화 1달러를 받는 것에 해당한다. 상금이나 가급금(초과근무수당)을 후하게 받아
월 1만 6천원을 받는다면 미화 2달러를 받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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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일괄 지불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우리정부와 북한정권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창설기업’이라는 사실상 국적불명의 북한내법인으로
등록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법원이 북한내
법인(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내려져야 할 사안
이기는 하다.46)
두 번째는 우리기업의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착취 측면
이다. 개성공단입주 기업들과 개성공단사업 찬성론자들은 개성공
단보다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자랑한
다. 현 정부의 입장도 또한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개성공
단은 북한의 노예노동체제와 우리정부의 남북교류 명분확보, 그리
고 우리기업의 저임금 노동력 확보라는 과욕이 만들어 낸 ‘하이브
리드형 노동자임금착취 시스템’이 기능하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밖
에 없다.47) 개성공단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남북협
력관계의 비정상적 모습이며,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러
워해야 할 일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개성공단노동자들이 직접 우
리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악덕정부’ ‘악덕기업’의 책임을 물어 처
벌과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48)

46)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2003. 4. 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03호)
제7조(기업의 창설승인, 등록기관)는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 규정
에 의해 창설된 기업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관
리기관 설립운영규정(2003.12.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1호)에 의하면, 북한
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업자(남한주민)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은 기관을 대표하며, 사
업전반을 관할한다. 또한 그 성원을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
하여 볼 때 한국정부와 개발업자가 북한정권과 함께 개성공단 운영과 경영관리에 대한
권리에 상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7) 네델란드 라이덴대학교 아시아연구센터 소속 북한 해외노동자 연구팀은 최근 연구결과
보고서를 통해 “북한 강제노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행위들과 증거가 없는 불법적인 관행들이 절묘하게 결합된 형태인 ‘하이브리드적인 특
성’이다. 이런 하이브리드 개념의 근로형태는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의 선발부터 배치까
지 전반을 관리하고 필요한 기술훈련과 교육도 하는 것이며, 북한은 유럽연합의 지역여
건에 딱 들어맞는 강제노동과 임금착취 방법을 강구해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도 동
일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Remco Breuker and Imke van Gardingen
ed., “North Korean Forced Labour in the European Union, the Polish Case: How the
Supply of a Captive DPRK Workforce Fits Our Demand for Cheap Labour?” Slaves
to the System(Leiden: LeidenAsiaCentr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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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전망과 대책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대남전략
차원에서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북한 김정은
정권을 수호하는 방패로써의 기능과 한국내 동조세력 확대를 통
하여 한반도를 ‘김일성민족화’하려는 ‘통일전선전술’ 수단, 즉 대한
민국을 공격하는 창으로써의 기능이다.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정체
성을 ‘한민족’으로부터 ‘김일성민족’으로 왜곡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동조하는 개인이나 세력은 끼리(함께)할 ‘우리민족’에 포
함시키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은 반
민족적 투쟁대상으로 간주한다. 북한 ‘우리민족끼리’의 구체적 요
구는 반보수투쟁·민족공조투쟁·반외세투쟁으로 나타난다.
한국정부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북한 ‘우리민족끼리’ 통일전
선 파트너가 되느냐 여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
의 ‘우리민족끼리’에 어떻게 호응하느냐에 달렸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자유민주체제의 일원인 보수세력을 공격하거나(반보수
투쟁),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김정은정권 안전보장을 지지하면
서 반미·반일 투쟁을 하거나(반외세투쟁),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
압을 무시하면서 북한정권의 심기를 살피는 태도로 김정은정권을
48) 유럽연합 폴란드 조선소에 파견되었던 북한노동자가 2018년 11월 초 네델란드 법률회사
‘프라켄올리베이라(Prakken d’Oliveira)’를 통해 검찰에 노예노동으로 이익을 취한 네델
란드 선박회사를 형사고소 하여 ‘노임착취’와 ‘인권유린’에 대한 처벌과 피해보상을 제기
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North Korean worker seeks Dutch shipbuilder's prosecution over labor abuses’,
『www.reuter.com』, 2018년 11월 8일자:
https://www.reuters.com/article/us-netherlands-lawsuit-trafficking-exclu/exclusive-no
rth-korean-worker-seeks-dutch-shipbuilders-prosecution-over-labor-abuses-idUSKC
N1ND1BR (검색: 2018.11.25.)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이 2018년 10월 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018년 10월 31일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83436&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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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하는 것(민족공조투쟁)은 북한의 통일전선 파트너가 되는 행
위다.
김정은정권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공존하기 위해서 두 가
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
나는 북한의 핵무기보유와 ‘국제핵비확산레짐(NPT체제)’의 대결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김정은정권의 인권탄압과 ‘국제인권레짐’의
충돌 문제다. 이 문제들은 비교적 오래 전에 시작된 사안이지만,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세계 어느 지역이든지 공격이 가
능한 수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확보하면서 문제해결의 시급성
이 긴박해지게 되었다. 급기야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전쟁불사의 상황으로 정세를
몰아가자, 김정은이 문재인정부를 통해 트럼프에게 ‘한반도비핵화’
추진용의를 표명하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에 참여하
여 ‘2018년미북정상회담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상황을 협상국면
으로 반전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합의문의 핵심은 서문에
들어있는 트럼프의 ‘북한 안전보장’ 약속과 김정은의 ‘완전한 한반
도비핵화 추진’ 약속이다. 구체적으로는 ①새로운 미북관계 수립
약속 ②한반도내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 ③북한의 완전한 한
반도비핵화 노력 등의 표현으로 조문화되었다.
향후 북한은 안전보장을 얻어내기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
정체결’을 당면목표로 역량을 총동원하면서 비핵화협상타결을 최
대한 회피하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많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미국과 북한간 새로운 관계가 수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비
핵화는 핵무력을 가진 미국이 한반도에 미치는 군사적 영향력을
단절하는 것까지 포함한 개념이라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
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략을 펼치려면 한국
내 동조세력 확대를 통한 상·하층부 모두에서 통일전선 강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민족끼리’ 전략전
술은 더욱 중요시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북한 ‘우리민족끼리’
의 구체적 목적은 ‘민족공조투쟁’·‘반외세투쟁’·‘반보수투쟁’을 압박
하는 데 있다.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에 역량을 집중하는 문재인정
부는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계승하기로 약속을 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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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북한측과의 대화과정에서 ‘우리민족끼리’가 약점으로 느껴
지는 상황을 자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그들이 ‘우리민족끼리’를 앞세워 “남북관계를 파탄내려고 하
는 것이냐!”는 위협을 할 때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민족끼리’가 항상 불리하게 작
용하거나, 김정은정권에게 항상 유리하게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하는 것은 우리의 대북전략을 어떤 입
장에서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 대북전략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
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호혜적 협력’ 태도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것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정책 관련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0년에 획기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하여 화려하게 추진되었던 햇볕정책이 결실을 맺지 못
하고 좌절되었던 것은 당시 정부의 ‘일방적 협력’과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전략전술에 끌려 다니듯 한 태도에 실망한 다수의 국민
이 정권교체로 결론지었던 사실에 원인이 있음을 교훈으로 삼아
야 한다. 남북한 호혜적 협력관계를 싫어하는 우리 국민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방적 협력’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
국민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대해 다수 국민의 지지
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호혜적 협력 태도가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이다. 호혜적 협력 태도는 북한정권으로부터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거절하고 바로 잡으려는 태도
를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민족의 현재 또는 미래 번영을 해
하는 북한의 전략전술에 대해서 배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야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관광이나 다니고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북
한 주민들도 설악산이나 서울을 구경할 수 있고 북한 노동자들도
파주공단 등 한국내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전략을 마련하고 추
진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동족애와 시대의 변화 흐름을 느끼면
서 우리와 같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
다. 또한, 김정은이 선심을 쓰듯 하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이나
한 번에 100여명 이산가족이 만나는 상봉 사업을 뛰어 넘어, 6.25
이후 납북자 가족들이나 1990년대 이후 3만 명이 넘는 탈북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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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들 이산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호혜적 협력은 양적 균형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북
한측이 원하는 것을 들어 주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얻는 질
적 균형을 유지하여 타협하는 것이 호혜적 협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민족끼리’를 ‘한민족(韓民
族)끼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 환원하여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북한문제는 근본적으로 김일성일가 세습정권의 유지 강화에
기인한다. 북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적대세력
으로서의 성격’과 ‘포용해야 할 동족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이중적 단일체’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추구하는
목적과 주장들을 바탕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북한은
‘김일성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지배연합세력’과 ‘한민족(韓民族)’ 정
체성을 유지하는 2천여 만 명의 ‘일반주민들’로 구성된 ‘복합체’라
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성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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