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관념과 정권안보:
동독사례와 북한에 대한 함의
김 태 현*1)
❖요 약❖
본 논문은 ‘적대관념과 정권안보’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형적인 ‘국경 독재체제’를 지향했던 동독정권
의 체제존속과 붕괴논리를 설명하고, 북한에 대
한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론적으로
‘적’은 주민을 정치적으로 동원(mobilize), 국내
문제로부터 관심을 전환(divert), 반체제 요소
의 억압(suppress), 그리고 국가여론과 의지를
통합(integrate)하기 위한 명분이자 정당성의
통치이데올로기로 활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통

치 정당성의 기반이 취약한 독재체제는 ‘폐쇄된
국경’ 내에서 ‘적대관념’을 이용하여 주민을 동
원하고 검열하고 체제 결속력을 높이는데 악용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 국가가 ‘개방된 국경체
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적대관념’의 해체
가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이념적 정당성’의 기반을 흔들어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확산하고 정권안보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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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적대 관념(feindbild, image of enemy)’은 외부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대중조작과 통치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 결집력을 공고히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적대관념은 ‘적과 동지’의 경계를 설정하여 ‘선과 악’의 선을 그음으로써 ‘적’이
‘악’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적으로 규정된 집단의 ’사악한 본질‘과
싸우는 것은 시민들의 우선적인 의무가 되며 국가의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구실이 된다. 이로써 적대관념은 ‘적’으로 규정된 집단에 대해 저주하고 자기집
단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집단정체성(collective identities)’을 발전시키고 통치의
‘정당성’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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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의 빈곤에 시달리는 통치체제일수록 적대관념은 정권생존에 있어 중요한 도구
로 활용된다. 정당성의 기반이 취약한 국가들은 ‘사악한 적’이 항상 ‘공격’하려 하므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온 사회와 국민이 일심 단결하여 동원태세를 갖추고
충성을 다해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적’에 의해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단결을 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부의 모든 불만과 반체제
요소를 제압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플로어(Flohr 1991,

∼

125 136)는 적대관념이 대내외 정책의 연결고리로서 사회와 국가의 관계를 구조화하
고 대내외적 위험을 가시화시켜 위협감을 고조시키며 국가이데올로기의 형성과 강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당성이 취약한 독재체제의 경우 적대관념의 이완과 해체는 정권안보에 심대한 충
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
워 통치의 정당성을 확립하지만 독재체제는 적대관념을 조작하여 내적 모순을 은폐하고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권에 의한 일방적, 부정적, 강압적 적대관념화는
외부로부터 고립된 ‘국경독재체제’의 조건에서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방된 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기존의 적대관념이 객관적
으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부정적 적대관념의 강요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
고 이러한 불신은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것이며, 종국에 가서는
정권전반에 대한 불신임으로 확대될 수 있다. 대외적인 ‘적’으로 관심을 전환하지 못할
경우 대중들의 눈과 관심은 체제내부의 문제와 갈등 등 내부모순에 집중될 것이며 이것
으로 기존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체제내부에 대한 불만과 개혁의 요구가 점증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적대관념의 해체과정이 정권 내부모순이 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린다면
정권의 불안정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적대관념과 정권안보’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국경
독재체제’를 지향했던 동독정권의 체제존속과 붕괴논리를 설명하고, 북한에 대한 함의
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론적으로 ‘적’은 주민을 정치적으로 동원(mobilize),
국내문제로부터 관심을 전환(divert), 반체제 요소의 억압(suppress), 그리고 국가여론
과 의지를 통합(integrate)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된다. 본 연구는 한 국가가 ‘개방된
국경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대관념’의 해체 현상은 ‘이념적 정당성’의
기반을 흔들어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정권안보를 훼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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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독은 냉전기 서방세계를 ‘적’으로 규정하고 악마화하여 동독
주민과 사회를 총동원하여 군사국가화한 전형적인 국가로서 체제내부의 모순을 ‘적’의
탓으로 전환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결집을 도모하는데 열을 올렸다. 그러나
늦어도 1980년대 이후 내외부의 개방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동독 주민과 군의
대적관념 이완은 정권안보를 가속화하였다는 점을 동독 내부의 의식조사를 논거로 검증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적대관념의 형성과 해체가 군대의 정권안
보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북한체제에 주는 함의를 제시한다.
논문의 구성으로서

Ⅱ장에서는 적대관념과 정권안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Ⅲ장에서는 동독인민군의 적대관념의 본질과 해체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동독인민군의 공세
적 적대관념이 수세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정권안보의 취약성이 나타났던 동학을 설명
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동독사례연구를 토대로 하여 북한에 주는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Ⅱ. 개념적 고찰: 적대관념과 정권안보

1. ‘적대관념’의 개념과 본질
‘적대관념’의 개념은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다. 국내에서는 ‘대적관’이라는 용어가
국군정훈교육에서 등장하며(박균열 2005), ‘주적’이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정책적 수준
에서 논쟁이 되기는 하였으나(중앙일보 2019. 1. 15), ‘적대관념’에 대한 학술적 정의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적(敵)’에 대한 연구는 서구 학문공동체를 중심으로 활발
하게 이루어져 왔다. 독일의 경우 ‘적의 상(像)’(feindbild)이라는 개념이 심리학, 사회
학, 국제정치학적인 차원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오스터만(Ostermann 1976, 31)
에 따르면 적대관념이란 ‘부정적인 편견’이 결집된 개념으로 “일방적 판단으로 복종을
종용하고 ‘적과 동지’라는 편견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의미에서 테페(Tepe 2002)는 적대관념을 ‘상대 집단에 대한 자기집단의
인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유사하게 영미 권에서는 ‘적 이미지(enemy image)’라는 개
념이 통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적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을 의미한다(Said

∼

1997, 162). 이러한 관점에서 볼딩(Boulding 1990, 11 14)은 ‘적 이미지’는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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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가치’에 대한 이미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가치체계를
통해 ‘걸러진’ 메시지들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다양한 관점에서 규정된다. 적은 내부집단을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
으로 이해되기도 하고(Schmitt 1963), 부정적 고정관념의 축적된 형태로(Oppenheimer
2006, 269), 혹은 친구의 반대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슈미트(Schmitt 1963)에
따르면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인 것’이며 이것이 국가의 전제사항이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의되는 적은 사적인 의미의 ‘원수’가 아니라 집단적 맥락에서
규정되는 ‘공적인 적(hostis)’을 의미한다. 슈미트가 밝힌 적은 한집단의 존재를 부정하
는 낯선 집단이며, 어떤 집단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결정에는 전쟁과 같은 적대관계의
극단적인 실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적 평화의 불가피성으로 인해 국가
는 위기상황에서 ‘내부의 공적’을 결정한다.
여러 가지 적의 개념적 정의에서 공통적인 점은 적의 개념 속에 ‘감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클라우제비츠(Clausewitz 1966, 90)에 따르면 폭력의 극
단적 사용의 근본적 이유는 인간들의 싸움이 두 개의 상이한 동기인 ‘적대의도’와 ‘적대
감정’으로 대치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가시적인 개념으로서 ‘정치 이념적’인 요소로
볼 수 있으며, 후자는 비가시적인 요소로서 ‘심리적, 감정적’ 요소로 볼 수 있다.1) 중요
한 것은 전쟁이 아무리 국가 간 ‘적대의도’에 따라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쟁은 적대
감정 없이는 결코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이다(류제승 2008, 90). 다시 말해 전쟁은 불가피
하게 감성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국가가 ‘적’을 형상화함에 있어 조작적으로 변질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적대관념은 적 이미지의 ‘현실 부합성’ 여부에 따라 ‘현실 정합적’ 적대관념과 ‘부정적
적대관념’ 등 두 가지로 대별된다. 테페(Tepe 2002, 54)에 따르면 현실 정합적 적대관념
은 한 집단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순기능을 한다. “A라는 국가가 B국가의 군대에
점령당했다라고 가정해보자. A국가는 B국가의 지배로부터 해방 하고자 하며, 이때 이들
은 적절한 적대관념을 필요로 한다. 실제 적이 있다면 위협받는 국가는 신뢰할 만한 적대
관념이 필요하다.” 이렇듯 긍정적 적대관념은 두 집단 간에 적대관계를 의식적으로 만드

1) Jerome D. Frank & Andrei Y. Melville, The Image of the Enemy and the Process of
Change, https://ee.standford.edu/-hellman/Breakthrough/book/chapters/frank.html
(검색일: 2019.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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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을 하지만 ‘없는 것을 조작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정적 편견과는 거리가
있다. 부정적 적대관념은 적에 대한 환상적 요소를 포함하는 부정적 이미지이다. 부정적
이미지는 적에 대한 ‘악마화’로 나타나며 각색을 통해 ‘괴물’로 변질되어 형상화된다.
이러한 방식의 적대관념은 상대방을 완전히 ‘섬멸’하고 ‘소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
종합해보면 적대관념이란 결국 적대의도와 적대감정으로 구성된 ‘적에 대한 이미지’
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적대관념은 ‘가치’와 ‘신념’과 연결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
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기 쉽도록 한다. 국가들은 비물질적인 가치에 대한 공격으로서
두 가지 유형의 적, 다시 말해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창출한다. 또한 국가들은
적 집단의 개념을 ‘테러’, ‘반역자’, ‘제국주의’처럼 모호하게 하고 그 기준을 애매하게
열어둠으로서 정권의 입맛대로 ‘적’을 정권안보에 이용할 수 있다. 적대관념은 ‘범주화’
와 ‘구분’을 통해서 인간 자신의 사회현실을 구조화함으로써 세계관을 더욱 간단명료하
게 만드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Oppenheimer 2006, 270).

2. 적대관념과 정권안보의 관계
적대관념은 다양한 정치적 기능이 있다. 적대관념은 본질적으로 자기집단과 타 집단
을 ‘구분 짓는’ 기능을 한다. 단순한 집단 구분만으로도 복잡한 정치 환경을 단순화시킬
뿐 아니라 자기집단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킨다. 인간은 일상에서
긍정적 자아구성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집단을 다른 집단으로부터

∼

긍정적으로 구분 짓는 특성이 있다(Weller 2000, 45 68). 이렇듯 일상적인 차별이
계급, 인종, 종교와 같은 동기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 문제시되는데, 이러한 관점의 적대
관념은 ‘정치적 편집증’과 ‘병적인 극단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Robins
1997). 이럴 경우 적대관념은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분과 연결되어 다른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증가시킨다.
적대관념은 공동체의 결집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다. 대외적으로, 적대관념은 자신
이 인식하는 위협을 부각하여 자국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증강하는 구실로 활용된다.
‘적’은 전시에 국민들로 하여금 적국에 대해 극단적 폭력사용을 정당화하는 기제이다
(Altran 2010). 따라서 적대관념은 상대에 대한 부정적 조작을 통해 자신의 군비증강을
정당화할 수 있다. 동서냉전기 조성된 적과 동지의 규정은 지속적인 재래식 군비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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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겼고 급기야 핵무기의 대립으로 치닫게 되었다. 젱하스(Senghass 1999, 83)는
“절대적인 파괴수단은 절대적인 적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서 살상범위와 수준은 적대
관념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협의 정치’에는 필연적으
로 공포, 불신, 적대자, 공격성으로 특징되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Senghaas 1968,
138). 대내적으로, 적대관념은 ‘공동의 적’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집단의 결집력을 높인
다(Huntington 2004). 적대관념은 ‘적’으로 규정된 집단에 대한 저주와 자기집단의
가치제고를 통해 일종의 ‘집단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통치의 ‘정당성’을 창출한다
(Weller 2000, 54). 적으로 규정된 집단의 ‘사악한 본질’과 싸우는 것은 국민의 우선적
의무가 되며 국가의 ‘공동체 의식’을 자극시킨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전투의지
는 더욱 강화된다. 또한 체제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모순을 ‘적’의 탓으로 전환함으
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결집을 도모할 수도 있다(Levy 1989, 260).
정당성의 빈곤에 시달리는 독재체제는 적대관념을 정권생존을 위한 핵심도구로 활용
할 수 있다. 이들은 사악한 적이 ‘공격’하려하기 때문에 국민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결집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위험에 처했으므로 충성을 다해 국가를 수호해
야 한다고 강요할 수 있다. 이것은 내부의 불만과 반체제 요소를 제압할 수 있는 명분이

∼

된다(Flohr 1991, 125 136). 적대관념은 상대에게 투사될 ‘폭력의 강도’를 규정하며
자가 발전하는 관성과 내적 동의를 구조화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적대관념은
감정 정화, 통합, 정당성, 전환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기집단의 긍정적인 이미
지와 연결시키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Nolting 1981, 121). 국가는 이러한 적대관념
의 본질을 이용하여 폭력을 준비하고 선전을 통해 적대관념을 체계화한다.
적대 관념을 조성하는 주요 방법으로는 ‘신성한 가치(sacred value)’와 ‘문화적 트라
우마(cultural trauma)’를 내세우는 것이 있다. ‘신성한 가치’란 어떤 집단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자긍심을 가질 만한 신성한 가치로서 다른 가치와 교환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적’으로 인식할 이유가 없더라도 이 가치를 건드리면 그 민족으로부터 ‘적’으로
인식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의 ‘신성불가침 영역’이다. 만약 금전으로 보상하는
‘거래’를 시도할 경우 공분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Sachdeva 2009, 1). 예를 들면,
러시아 입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 천만 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독일 침공을 저지
하고 승리로 이끈 ‘조국 해방전쟁’이 그것이다. 한편 ‘문화적 트라우마’는 상대 집단이
양심과 윤리에 비추어 ‘씻을 수 없을’ 정도의 비인도적 사건을 저지른 책임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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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러한 역사적 기억이 영원하고 미래 정체성이 쉽게 변경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Alexander 2004). 이것은 신성한 가치와도 유사하지만 적의 폐부
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소통의 방향이 다르다. 예를 들면 미소냉전기에 동구권 진영에서
서독을 유태인을 학살한 파시스트 정권이라고 비난한 것은 서독의 민감한 치부를 노출
시켜 ‘트라우마’를 일깨우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트라우마의 기억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집단이나 국가는 심리적 콤플렉스에 빠져든다. 반대로 이것을 이용하는 국가는 ‘적’
이미지를 만들기 쉬우며 대내적인 선전과 동원이 용이하다.

3. 적대관념의 해체와 정권안보의 위험성
적대관념이 대내외적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조작’과 ‘선전’을 통해
주민들에게 확대 재생산되어야 한다. 20세기는 ‘선전의 세기(century of propaganda)’
라고 규정될 수 있을 정도로 ‘적대관념’이 ‘선전’을 통해 재생되어졌기 때문에 유별난
현상으로 비친 것이 사실이다(Foulkes 1981, 1). 이러한 차원에서 적대관념은 주로
‘오지(misperception)’에서 발생되며 정치적 엘리트들에 의해 선전되면서 상이한 수준
의 강도로 표출된다. 여기서 말하는 ‘오지’란 현실과 관념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적대관념은 위협정치를 지속시키기 위해 정치엘리트들이 대중들에게 교육, 안정
화, 강화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적의 실체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는 주민들이 수용하는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Lakoff 1981). 독재체제처럼 이념과 정권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적대관념
은 지속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심리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크렐

∼

(Krell 2004, 389 390)은 “‘우리(wir)’ 개념의 형성이 대화와 타협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강요되고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면 위협의 ‘지속적인 맹세’를 통해 안정화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객관적으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적대관념은 내부단결
을 고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른 국가의 정부수반이나 독재자
등이 ‘악마’로 인식될 수 있다면 심리적으로 ‘선과 악’의 구분이 가능하며, 외부의 ‘악’과
싸우고자하는 동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적의 형상화는 현실에서 주어진 ‘확신’과

∼

연계된다(Mentzos 1995, 150 151). 그러나 일방적, 부정적으로만 조작된 ‘적’ 이미
지는 구성원들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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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적대관념이 ‘자의적으로’ 변경되거나 해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1970년대 서독의 동방정책이 국민들의 적대관념 해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한 연구결과는 적대관념의 해체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니클라스
(Nicklas 1975, 236)에 따르면 서독국민의 대다수가 동서 긴장완화와 동방정책을 지지
했음에도 이들의 적대관념은 변함없었고 적대의식은 안정적인 견고성을 나타냈다. 적
대관념의 해체는 장기적인 노력을 수반한다. 문제는 긴장완화 정책을 위해 국민 간에
정당성의 기반을 찾기가 어려우며 선전된 적대관념이 쉽게 희석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리스만(Lissmann 1975, 61)은 “우리는 50여 년에 걸친 적대관념을
5년 만에 해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적대관념의 해체는 끈질긴 인내심
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작업을 해야만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딕만

∼

(Dieckmann 1986, 34 35)은 집단적 수준에서 적대관념의 해체를 위한 방법은 두
집단을 최대한 분리시키거나 혹은 자주 조우케 하여 상호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며,
공동 이해를 촉구함으로써 ‘우리-감정’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적이 없으면 생존하지 못할 정도로 ‘정당성이 약한’ 독재체제는 ‘적’이 사라지면 정권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김정은 정권과 같은 세습체제는 정당성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을 식별하고 여기에 내부의 모순과 문제점을 지향해야 한다. 독재
정권은 부단히 ‘적’을 만들고 대중의 분노를 ‘적’에게 전가하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정책실패와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적의 존재는 독재정권이 행사하는
‘폭력’을 정당화한다. 독재정권은 평시부터 ‘적’을 면밀히 관찰, 분류, 감시하며 자신의
통치기반이 침식되거나 사회내부의 불안정이 조성이 될 징후가 보일 경우 ‘적’을 전면에
내세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대중들의 ‘사회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맛보게 한다
(Muenkler 2003, 100).
강요당한 적대관념이 ‘급격하게’ 해체되거나 완화되는 상황에서는 국경 독재정권의
정권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 독재체제가 대외적인 ‘적’으로 관심을 전환하지
못할 경우 대중들의 눈이 체제내부의 모순에 집중될 것이며 이것으로 자연스레 불만이
점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대관념의 해체과정이 정권 내부모순이 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린다면 정권의 불안정을 높일 가능성은 더욱 크다. 기존에는 내부적으로
모순이 격화될 때 ‘적’을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거나 ‘적’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정권의
붕괴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 ‘적대관념’이 약해져 불신이 가중되면서 대내적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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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될 경우 주민들의 불신, 분노가 정권을 전복시킬 정도의 저항에너지를 만들 가능성
이 커진다.

Ⅲ. 동독 사례연구
1. 적대관념과 국경독재체제의 성립
1949년 10월 7일 동독정권은 점령국인 소련의 ‘의지’로 수립된 이후 새로운 정체성
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다. 서독과의 체제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정체성은 체제존립의
승부처가 되었다. 대내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동독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선전선동을 통해 정당성 문제를 극복하려 하였다. 동독의 적대관념은 계급투쟁을 기초
로 한 이분법적 구조였다. 동독은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라는 감정적인 구호
에 대립되는 호전적인 적대구조를 설정하였다. 푀륵센(Poerksen 2000, 38)에 따르면
동독정권은 “인민의 적”이라는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새로운 정치 기제를 확보
할 수 있었고, 이로써 1953년 6월 17일 인민 봉기이후 체제 반발적인 세력들을 식별하
고 처리할 수 있었다. 동독은 내세울 만한 ‘신성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자 서독의
‘문화적 트라우마’를 공략했다. 동독은 서독이 ‘히틀러 나치’를 계승한 파시스트 정권이
며 호전적인 집단이라고 선전하였다. 뮹클러(Muenkler 2004, 86)는 “동독의 반파시스
트적인 건국신화는 자신들을 파시트주의의 희생자로 스스로 전락시켰으며 동시에 ‘역
사의 승리자’로 둔갑시켰다”고 평가하였다.
동독은 통치의 정당성 확립, 내부모순의 관심전환, 주민 동원과 통제 등 다양한 이유
로 ‘사악한 적’을 필요로 했다. 동독은 ‘적의 악마화’와 동시에 이에 상반된 도덕적
‘자기 이미지’를 구분지어 ‘선과 악’의 투쟁에 인민들이 동참하고 정권에 충성하도록
만들고자 했다. 동독은 모든 사회분야에서 실제 현존하는 적이건 조작된 적이건 ‘적’을
만들 필요가 있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적대관념은 동독주민의 일상과 의식을 지배하였
다. 그리스(Gries 2003, 14)는 “적과 동지의 구분은 정치적 태도와 사상이라는 전체체
계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을 공고하게 만들었다”고
동독정권의 본질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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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관념은 동독 사회주의에 내재된 정치경제적 모순과 국가정책 실패 문제를 ‘적’에
게 전가하는데 이용되었다. 동독은 정권초기부터 농업과 산업 분야에서 생산량이 계획
보다 뒤쳐져 있었다. 동독주민의 삶의 질이 서독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서독이 경제기
적을 일구었을 때 동독은 생필품 부족에 시달렸다. 동독은 ‘사회주의 독일의 유토피아적
인 혁명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서독’이라고 선전하였다. 이들은
‘파시스트’ 서독이 동독의 건설노력을 좌절시키고 방해한다고 왜곡하였다. 또한 서독지
역의 파시스트들은 항상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선전했다. 이렇게 선전된
적대관념은 서독으로부터 동독을 완전히 구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의 적을
처리하는데 이용되었다.
결국 적대관념은 동독주민들을 이념적으로 동원하고 체제결집력을 고조하기 위한
지탱점이 되었다. 동독은 모든 곳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적들과 조우하게 만들었다.
현수막, 신문 방송, 직장, 영화관 등 동독의 일상 속에서 ‘적’들은 항상 존재했다. 티코미
로프(Tikhomirov 2004, 174)는 “적들은 모든 곳에 존재했다. 적이 많을수록 모든
시민들의 경계심은 의무가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적대관념은 인민들로부터 ‘탈취’하여
만들어지기도 했다. 인민들은 적대관념 ‘조작’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정권으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보장받았다. 적대관념에 대한 적극적 참여는 자신이 그 적대관념의
희생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기제가 되었고, 정권의 억압에 대한 보호막을 제공
하였다. 동독정권은 이로써 자신의 통치행위를 정당화하고,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건설
에 동원할 수 있었다(Tikhomirov 2004, 28).
적대관념은 서방세계와 고립된 ‘국경 독재체제’에서 최상으로 작동했다(Lindenberger
1999). 많은 동독 주민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방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독정권은 당적 지배의 안정화를 위해 인민들을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고립시켜야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는 주민들을 고립시켜
동독정권의 지배를 고착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동독의 국경독
재체제가 성립되고 ‘적’의 조작화는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다.

2. ‘적대 관념’에 대한 동독군 장병들의 인식
동독군은 ‘절대적인 적’ 개념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수호의 전위대로서 역할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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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강요받았다. 기대와 달리 장병들로부터 적대관념은 순조롭게 수용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군 장병들은 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규정된 ‘적’ 개념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국가보위부는 1967년 “장병들의 정치사상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의견표출’과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 및 군에 대한 ‘실질적인 태도와 의견’ 사이에는 엄청난

∼

괴리가 존재 한다”라고 평가하였다(BStU 1965 1973). 이 보고서는 체제 비판적 성향
을 가진 장병의 진술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군내에는 두 개의 생각이 필요하다.
하나는 장교들이 요구하는 대로 좋은 평가를 받기위한 ‘교육용 의견’이며, 다른 하나는
친한 친구에게만 이야기 할 수 있는 ‘솔직한 의견’이다.” 1966년의 군내 보고서는 “장병
의 상당수는 군 지휘부가 서독군의 침략가능성을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
였다(BA-MA 1966-1968, Bl. 11f).
동독군의 ‘느슨한’ 대적관념은 1970년대 긴장 완화, 서독의 동방정책 등 대내외적
평화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1972년 자체 평가에 따르면 군내 토론과정에서 상당수
장병들은 정권이 ‘선전하는’ 정책에 의심을 품었다(BStU 1972, Bl.330). 국가보위부
동향보고에서 일부 장병들은 “동서독간 군사적 대치는 예견되지 않는다. 동독군에 형성된
주적관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BStU 1973, Bl.12). 적대관념 약화는 군의

∼

준비태세에도 영향을 주었다. 총정치국의 1967 1968년 의식조사에서 병사의 2/3가량
은 서독군의 침략시 목숨을 바쳐 방어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1970년에는 약 절반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1971년 9월 조사에서 장병의 42%만이 ‘서독 군국주의자들’

∼

에 의한 전쟁발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BA-MA 1973 1979).
주목할 점은 서독의 동방정책으로 인한 적대관념 변화가 하부 계급층에서 도드라지
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서독 제국주의’가 선전과는 달리 실제로는 공세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품고, 국경지역 경계시설물 설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
서 복무기간 단축, 서방언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통일문제 등도 토론되었다. 동독당
국은 장병들의 ‘서독’에 대한 인식변화와 해이해진 적대관념이 ‘1972년 기본합의서’에
기인한다고 결론을 내렸다(BStU 1973, Nr. 10338). 1973년 총정치국은 의식조사에서
장병들의 1/3만이 ‘침략자’를 정확히 답변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적지 않은 장병들은
“우리를 항상 서독군의 적이라고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우리가 먼저 타격을
하면 우리가 침략자가 된다”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BStU 1973, 10338).
적대관념에 있어서 군내 상하급자간 인식 차는 확대되었다. 1970년대 긴장완화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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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교들은 여전히 서방의 행동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것은 동독인민군 내부에서 장교
집단과 그 이외계급 집단 간에 상당한 위협인식의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상하
계급구조간 불신이 잠재했었음을 반증한다. 문제는 새롭게 형성된 동서 긴장완화 추세
에서 장교들이 병사들의 문제제기에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데 있다.
일부 장교들은 “병사들과 하사관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가 점점 어려워졌다”라고 토로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동독정권이 국제적 인정
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합의서에서 스스로 확약한 인권문제 및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면 할수록 자신이 규정한 적대관념의 논리는 더욱 훼손되었다.

3. 국경독재의 완화와 적대관념의 변화
1980년 중반부터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동독의 운명을 파멸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다.
동독의 체제생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반동적’ 요소는 다름 아닌 소련에서 비롯되었
다. 19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정치, 즉 군비감축과 군사전략의 재정립은
동독 안보정책에서 ‘지각변동’을 불러 일으켰다. 전쟁방지의 새로운 원칙과 ‘합리적
충분성’과 같은 전략지침은 기존의 ‘적대관념’을 통째로 흔들었다. 총정치국은 1988년

∼

5 6월 “5명중 2명의 병사들은 유럽에서의 무장충돌은 예견되지 않으며, 병사들의
과반수이상은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은 방향성
상실에 시달리고 있거나, 견해를 표명하지 않으려는 집단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평가하
였다(BA-MA 1988.8.30, P-2660). 동독군은 사실상 인민군과 국경수비대 병사들에게
고도의 국방태세를 설득력 있게 납득시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경향이 동독정권에게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이유는 정권에 대한 신뢰성과 직결되었
기 때문이다. 1980년 중반 이후에 가서는 장병들 대부분이 이념적으로 강요된 적대관념
을 추종하지 않았다(Rogg 2009, 400).
1980년대 중반 들어 적대관념에 대한 의심이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향은

∼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81년 여름 당의 정책에 대해 80 90% 동의했으나, 1984년에
는 병사들의 절반만이 동의했다. 1985년에는 약 40% 병사들이 당 정책에 대해 무조건
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모든 병사들과 하사관의 1/3만이 유사시
소대장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답변하였다(BA-MA 1987.7.1, P-2646). 이것은 정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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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와 군사지도부에 대한 신뢰감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불신의 정서는 적지 않은 부대
에서 관측 되었다. 총정치국에 따르면 1986년 6월 해군 6전대의 경우 병사들의 1/3이
상이 당의 정책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강력한 사회주의’ 건설에 대해 25%이상이
의문을 품었다(BA-MA 1987.7.1, P-2646).
특이한 점은 적대관념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수호’에 대한 장병들의 의지

∼

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었다는 데 있다. 1971년 의식조사에서 16세 20세 미만의
입대 전 청소년들의 8%만이 서독연방군을 ‘무조건적 적’으로 간주하였고, 36%는 “서독
이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을 공격한다면” 적으로 간주한다고 대답하였다. 14%는 서독도
독일인이기 때문에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머지 36%는 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나타내었다. 그럼에도 동독을 방어하기 위한 의지는 높았다. 조사대상
자의 34%는 ‘무조건’, 59%는 ‘특정 조건하에서’ 방어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한 반면,
7%는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의 태도와 크게 변화가 없다
(BA-MA 1971, VA-P-2981).
중요한 것은 이들이 수호해야할 대상으로 ‘조국’의 정체성을 ‘이념’ 또는 ‘정권’과
연계하지 않고 ‘고향’이라는 비정치적 애향심과 결부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다. 고향
에 대한 애착심은 정권에 대해 비관적 인식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
했다(BA-MA 1971, VA-P-2981). ‘고향으로서의 동독(Heimat DDR)’은 청소년 인식
에 커다란 심리적 기반이었다. 1982년 의식조사 결과에서 장교후보생의 절반 이상은
동독의 주적에 대한 ‘무조건적인 격멸’이라는 군사적 요구에 동의를 표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 또는 고향을 수호하겠는가?’라는 단서조항이 붙었다는데 있다
(BA-MA 1979-1986, VA-P-2983).

4. 적대관념의 해체와 정권 붕괴
1980년대 중반 동유럽의 개혁개방 이후 이념적 정통성의 토대로서 ‘적’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수면아래 있던 ‘내부 모순’이 전면에 부각되었다. 주민들과 군은 정치지도부
에서 내놓은 정책을 불신하고 수용할 마음이 없었다. 이러한 ‘비수용의 정서’는 1980년
중반부터 장기간 누적된 의식의 흐름과 맥을 같이 했으며, 동독정권이 개혁을 거부하며
낡은 이념적 적대관념을 위기타개의 방편으로 이용하면 할수록 더욱 거세졌다.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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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인 1989년 1월과 3월 총정치국은 6,500명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병사 중 50%이상이 당의 정책을 추종하지 않으며 이것이 정치적
불안정 요인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BA-MA 1989.9.26, AZN-P-2672). 더욱이 병사
의 1/4은 당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장병의 1/2은 ‘사회주의
의 승리’를 부정하였고 서독군을 침략자로 인식하지 않았다. 1989년 5월 또 다른 조사
에서 장병들은 “안보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인 자유, 민주, 인권에 더 비중을 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BA-MA 1989, DVW 1/55659).
1989년 가을 동독정권은 소련의 권유를 무시하고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기존
의 낡은 적대관념에 집착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은 동독정
권의 몰락을 사실상 방관했다. 물론 동독정치도 더 이상 군을 신뢰하지 않았다. 1989년
10월 동독이탈 주민의 행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국가보위부는 군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당시 국가보위부는 “국경수비대 병사들은 복무거부와 집총거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하였다(BStU 1989, Nr.14661). 그러면서 대다수 장병들은 “이
탈 동독주민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
을 보였다. 보위부와 총정치국은 이러한 동독군 장병들의 ‘반동적’ 행태를 정확히 인지
하고 있으면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BStU 1989, Nr.14661). 군의

∼

적대관념 이완은 정권에 대한 불신을 촉진하고 저항적 태도로 연결되었다. 특히 1988

1989년 재래식 무기감축과 병력감축 정책이 이행되자 직업군인들은 ‘불만족’을 공개적
으로 표출하였다(BStU 1989, Nr.12515).
1989년 10월 평화시위 기간 동독정권은 기존의 적대관념과 폭력으로 그들의 저항을
저지할 수 없었다. 외부위협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부의
적을 내세워 ‘반동분자’들을 폭력으로 제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
스스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동독정권은 더 이상 반동분자를 ‘규정’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었다. 1989년 10월 4일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베를린 지역의 시위대를
대상으로 전투준비태세를 격상하고 데모진압을 위한 특수기동대까지 조직하고 탄약지
급이 이루어졌다. 11월 10일 베를린 장벽 붕괴시 포츠담 제1기동화사단과 제40공정연
대에 투입준비 명령을 하달하고 국경수비대장에게 정권수호차원의 월경을 차단하라는
명령이 하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군사력 투입을 위한 명령에 대해서 군사령관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휘관도 군중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기를 거부하였다. 국경수비대 중부

적대관념과 정권안보 133

사령관은 임의적으로 전투준비태세 명령을 해제하였으며 42국경수비연대장은 장병들
에게 모든 무력사용을 금지시켰다.
적대관념의 해체는 정권안보에 치명적이었다. 동독장병들과 청년장교들은 정권수호
를 위해 무리한 무력사용을 거부하였다. 베를린 장벽 붕괴이후 부터는 탈영병이 증가하
고 일부 장교는 데모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1990년 1월 베를리츠(berlitz) 에서 군
개혁을 요구하는 장교단의 시위가 벌어졌다. 1990년 2월 전투부대에서 보유하던 대량
의 무기탄약이 탈취될 위험이 증가하자 동독군 대령 3명은 서독 국방장관에게 즉각적인
인민군의 해체와 안정된 통일 위해 서독연방군이 동독지역에 주둔해달라고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것은 이미 인민군이 동독정권을 포기했다는 반증이다. 이시
기 동독군은 정권수호를 위한 정체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공산당의 잔재’
라는 비난을 개혁파로부터 들어야 했고, 통일논의가 가속화되자 ‘해체’의 대상이 되었
다. 이때부터 이들은 서독군에 저항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연방군에 의한 군사통합시
자신들이 편입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각자도생’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Ⅳ. 북한에 대한 함의
1. 북한의 생존 방식: 적대관념과 국경독재의 강화
북한의 ‘적대관념’은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역사에 기원을 둔다. 북한은 제국주의
자들과의 투쟁 속에서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신성한 가치’를 가공하였으며, 다른 한편
으로는 제국주의자들의 폐부를 찌르면서 주민들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는 ‘문화적 트라
우마’를 적대관념의 중심축으로 만들었다. 북한이 만든 ‘신성한 가치’의 초점은 ‘건국신
화’에 등장하는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활동과 이른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의 신화에
있다. ‘사악한 적’에 대해서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무장투쟁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민족구성원이 단결하여 ‘악’을 물리치고 ‘선의 제국’을 건설했다는 신화는 전형적
인 국가건설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경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딩(Boulding 1959,
123)은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겪었던 ‘시련의 기억’들과 잠재의식의 체계들이
곧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북한은 일본의 위안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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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및 학살, 생체실험과 같은 비인도적 행위,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북한지역에
서의 군사적 ‘파괴’ 활동을 집중 선전하면서 ‘문화적 트라우마’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주
민들은 ‘성노예소녀상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일본에 대해 ‘천 백배 갚아줘야 한다’고
교육하며 적개심을 고취하고 있다(동아일보 2019. 2. 1). 북한은 일본의 반인륜적 ‘트라
우마’를 이용하여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인권문제를 희석시키고 대북정책을 변경시키
는데 이용한다(VOA 2015. 11. 6).
북한에서 ‘신성한 가치’와 ‘문화적 트라우마’는 적을 조작하는데 유용하다. 적을 조작
하는 과정에서 대중과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세력과 여론이 존재
하지도 않는다. 신성한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과도
하지 않으며, 그렇게 규정되어진 ‘적’과 내통하는 모든 집단은 ‘내부의 적’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 실제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와 ‘반제국주의 투쟁사’는 70년 넘는 기간동안
진실과 허구가 섞여 신화가 되었다. 이러한 신격화는 ‘유일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과
같은 공포스러운 제도적 장치로 보호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징장치를 위반할 경우 ‘반역
자’로 낙인찍힌다. 신성한 가치를 모독하거나 공격하는 자들을 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국내정치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된다. 내부의 적은 반드시 외부의
적과 명백한 연결고리가 입증되지 않아도 된다. ‘적’ 개념에 동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적’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
북한체제는 국경독재체제라는 생존 방식에 있어서 과거 동독과 유사성을 띤다. 북한
은 국경을 유지하여 내외부를 ‘경계’지을 때 적과 동지를 임의로 구분하고 주민들에게
횡포를 부릴 수 있다(김태현 2017, 35). 북한은 1990년 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걸프전쟁, 한소 및 한중수교 등 정세 급변속에서 김일성의 사망과 심각한 자연재
해로 대규모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체제위기가 시작되자 국경을 더욱 굳게 걸어 잠갔다.
북한은 자본주의 체제의 포위 속에서 소련과 중국의 위성국가로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저항적 민족주의’ 논리를 개발하고 고립정책을 택하였다(김태효 1999, 29).
북한은 국경을 잠근 채 정보를 봉쇄하고 모순을 은폐하며 체제우월성을 선전하는 방식
으로 생존한다. 세습체제를 지탱하는 사이비 통치이념을 존속시키는 효율적 방법은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그 적 때문에 ‘기형적’인 지배체제와 ‘고난의 행군’이 불가피하다
고 선전하는 것이다(RFA 2017. 10. 18).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의 ‘사악성’을 발췌하여 악마화하고 이를 통치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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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 주민을 동원하는데 이용하였다. 북한은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여 남한을
침략하여 사람들을 학살하고 강점한 채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재침략의 기회를 호시탐
탐 노리고 있는 ‘원수’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적대관념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대중을 교양시키고, 동원하며,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배신자’로 낙인찍어 억압하고
처벌한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생존을 위해 반미의식을 끌어들이고 있다. 미국과 군사적
긴장까지 조성해가던 2017년 10월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반미교양을 더욱 강화하자’는 사설을 게재하고 대미결전 분위기를 극대화하였다(노동
신문 2017. 10. 16). 나아가 북한은 ‘반미교양’을 ‘악의제국’인 미국을 상대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상적 무기라고 규정하고 중단 없이 추구해야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분명 미국이라는 적의 존재는 정권생존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위협은 북한체제의 온갖 내부모순을 ‘변명’하는 구실이 되기 때문에 북한
은 ‘미국’을 ‘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2. 국경독재의 한계와 도전
동독사례에서 보듯이 ‘외부의 적’은 국가의 내부모순에 의한 정권붕괴의 위험성과
충격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인위적으
로 ‘적’을 만들고 이용하는 것은 국경독재체제에서나 작동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개방’하는 것이 정권안보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당분간은 국경을 잠그고 인민들의 ‘충격
력’을 최소화면서 적대관념을 조작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적을 내세워 자신의 모순을 가리는 통치행위는 취약성을 내재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
회의 대북 제재는 정상적인 국가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주민 삶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2016년 이후 결의된 유엔대북제재안 5개를 해제해
달라고 미국에 ‘절실하게’ 요청한 점을 보면 북한정권이 제재해제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을 북한이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의 문제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중앙일보 2019.3.1). 다만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16
년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2270호부터 제재의 초점이 WMD이전 통제에서 경제일
반에 대한 전반적 제재로 이동하고 있어 북한 무역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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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된다(정형곤 2019). 적어도 2017년 8월 적용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
이후부터 북한경제에 ‘차원이 다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국내법과
행정명령 수위의 증가와 더불어 촘촘한 대북제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
종규 2019, 30).
이러한 가운데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적’을 찾는데 열을
올렸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깨지 않으면서 ‘수령’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적을 찾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회담 결렬 이후 1주일 동안
선전하지 않다가 3월 10일 경에 가서야 주민들에게 제한된 소식을 알렸다. 그러면서
일본을 표적 삼아 회담결렬의 책임을 분풀이하듯 전가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전환하려
하였다(노동신문 2019. 3. 8). 그러나 이러한 ‘정보조작’은 잘 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스마트폰 보급과 정보망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다(서울경제 2019. 3. 11). 그러한 탓인지 김정은은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던 김일성
과 김정일의 ‘신격화’와 개인숭배에 대해 ‘현실적’인 지침을 주기도 했다. 김정은은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 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면서 수령신비화를 반대
하는 지침을 하달하였다(아시아경제 2019. 3. 11). 이것은 ‘객관적 현실’을 인정해야
할 만큼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면이 확대되는 등 북한 내부의 힘든 형편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남북화해 정책과 ‘협상’ 견인을 위한 노력은 북한의 정권안보에 ‘위험’한 것으
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한국정부와 군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종결되었
음에도 2018년에 합의한 9.19군사합의서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북한을 압박하
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남북관계의 개선분위기가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의 ‘적대관념’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향후 북한 내부 상황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대내적으로 ‘반미대결전’의 사상과
이념적 전투의식을 고취시키면서도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라 미국의 ‘적’ 이미지를
인민들에게 어떻게 선전하고 교육하는지도 관건이다. 김정은은 2019년 2월 28일 트럼
프와 회담에서 북미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환영 한다’고 밝힌바 있지만, 이것을
미국에 대한 적대관념을 완전히 삭제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북한의 체제생존은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생존을 위해 필연적으로 ‘개방’해야 하지만, 이러한 ‘개방’은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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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의 존속과 정당성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 수 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 2015)
는 2015년부터 북한정권 내부에 정권의 통제력이 극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들은 경제,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
어 있다고 경고해왔다. 외부세계로부터의 정보유입과 과도한 시장화가 적대관념을 희석
시키고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하며 이것이 체제붕괴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도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면 제한된 지역만을 개방하
여 국경독재를 존속시키고 자신의 체제안전을 꾀하려 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3. 인민군의 인식변화와 불안정 가능성
북한 인민군은 정권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기제이다. 북한은 1990년 대 동구 사회주
의 붕괴와 더불어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위기극복의 방식으로 ‘수령
결사옹위’, ‘총대중시’, ‘총 폭탄 정신’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다. 이것은 군대가 김씨
일가의 세습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버팀목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1989년
동독체제 붕괴에서 동독군이 체제붕괴를 방관하는 것을 반면교사 삼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도 선군혁명 노선을 중시하면서 ‘4대 강군화 노선’을 들고 나와 ‘정치사상 강군
화’와 ‘도덕 강군화’를 강조하였다. 김정은은 ‘수령 결사옹위’를 중심으로 군내 정치화
작업을 강화하여 군통수권에 대한 절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노동신문
2016. 4. 25).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지속되는 국면에서 북한군 내부에서도 통일기 동독인민군에서
나타났던 대적관념의 ‘해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동독의 경우처럼
안보환경의 변화가 군사정책 변화를 견인하고, 그것이 기존의 획일적인 대적관념에
대한 군의 의구심을 유발하고, 그러한 불신이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동독군과 북한군은 군의 창설배경과 성격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완벽한 국경독재체제를 지향하는 북한정권의 가장 폐쇄적인 조직이 북한인민
군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적관념의 변화는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동독사례가 주는 중요한 교훈은 적대관념의 해체가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이다. 서
독이 1970년대 동방정책을 시행하고 ‘접근을 통한 변화’로서 굳게 닫힌 동독의 국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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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개방하고, 그러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통일’이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은 20년의
시간이 지나서였다. 그럼에도 통일기와 같은 급격한 상황변화에도 동독군은 ‘서독 파시
스트’라는 냉전기적 적대관념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연구결과는 적대관념이 인간
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인식을 얼마나 끈질기게 지배하는지 암시한다. 이러한 논리라면
2018년 이후 ‘평화체제’의 궤도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화해
정책이 북한군의 적대관념 변화를 촉진하고, 그것이 ‘해체’에 이르기 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동독 사례의 또 다른 중요한 함의는 북한군의 적대관념이 완화되고 변화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방어태세’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은
‘김씨 일가’의 정당성을 흔들고 허구성을 들추어 ‘정권과 군대’, 그리고 ‘정권과 주민’을
분리시키는데 성공한다면 한국이 원하는 방식의 북한체제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낙관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독사례는 이러한 단순한 낙관주
의에 경계하라는 암시를 준다. 1980년대 후반 동독정권을 극도로 불신하는 경향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독군 장병들은 고향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
는 군의 본원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북한정권에 대한 주민과 군의 ‘불신의
싹’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무기력한 군대’로 전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2019년 이후 한반도는 평화체제의 본궤도로 진입할 것인가, 아니면 신 냉전으로
회귀할 것인가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고립을 생존의 철칙으
로 여기면서 국경의 빗장을 풀지 않고 있지만 ‘정상국가’로의 전환과정은 그러한 영구적
인 고립된 국경독재체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개혁과 개방의 대세를 거역하지 않으
면서 자신의 정권안보를 유지해야 하는 북한의 딜레마 속에는 바로 자신의 정당성을
지탱하는 ‘적’의 존재가 없어도 생존할 수 있느냐의 고민으로 압축된다. 그 선택의 결과
에 따라 북한의 운명이 불안정의 늪에 빠질 것인지, 안정의 경로로 연착륙할 것인지
판가름 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적대관념과 정권안보와의 관계성을 토대로 통일기 동독사례를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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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북한에 어떤 함의를 주는지 제시하였다. 동독 사례연구는 독재체제에서 적대관
념과 정권안보는 상호 밀접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실제, 동독은 외부
의 적이라고 규정한 ‘서독 파시스트’와 ‘미국 제국주의’가 동독군과 주민의 일상적 삶을
지배할 시기에는 내부 모순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과 군 장병들
의 적대관념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체제 내적 모순이 격화되자 불안정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동독정권의 붕괴와 몰락을 유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통일기 동독인민군이 보인 이중적인 행태, 다시 말해 체제수호에 대한 극단적인
무저항주의와 자기해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고도의 군사규율은 상호 모순적인 것처
럼 보이지만, 이것은 ‘대적관념의 형성과 해체’라는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 있었다.
동독 사례연구는 북한에 주는 함의가 적지 않다. 첫째, 적대의식과 감정에 기초한
적대관념이 변화하면서 체제내부 모순이 결합될 경우 북한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과연 2018년 초부터 이행되고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과 한반도의 화해분위기와 긴장완화, 그리고 남북 간 활발한 교류협력은 북한의
적대관념에 ‘변화’를 견인하는데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있다. 북한체제
내부에 ‘충격’과 ‘변화’를 주기위해서는 ‘분위기’ 조성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유럽의
CSCE와 동서독관계에서 보듯이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인권개선, 그리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구속력 있는 이행과 검증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표면적인 평화분위기
조성만으로는 적대관념의 진지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과 효과는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인내할 필요도 있다.
동독의 경우 지속적, 장기적인 ‘긴장완화’의 습관이 동독의 적대관념을 형해화하고 그것
이 1989년 가을 평화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둘째,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적대관념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정의 경로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귀결될 것이다. 우선, 앞으로 북한은 미국이라는 ‘적’을 ‘친구’로 만드는
과정에서 김정은이 미국을 굴복시켜 순종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한편, 비핵화 협상을 적당한 선까지 끌고 가면서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난 뒤 다시 원상 복귀하여 미국과 대치전선을 형성하면서
다시 미국을 ‘악마화’하고 재차 ‘미제국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주문할 수 있다. 어떤
경로가 되었건 북한은 미국이라는 ‘적’을 정권안보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각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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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의 ‘적 이미지’를 어떻게 조작, 선전하는가는 정권안보
와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동독과 달리 북한군의 적대관념은 급작스런 ‘충격’에 의해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정권이 인민군과 주민들에게 주입하는 적대관념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서 ‘조작’되어 있다. 이것은 동독정권에서 주입한 ‘이념적 적대관념’과도 확연
히 차이가 난다. 동서독 간 적대관념 속에는 이념만 제거하면 사실상 ‘역사적 적대관계’
는 성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면서도 그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고 있으며 정전 이후 수십 차례의 군사도발로 무고한 국민과 군인을 살상
하고도 그 책임은 한국 측에 전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외부의 적’에 의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적개심을 고양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조작된
허상’이 사라지고 주민들과 군 장병들이 ‘진실’을 대면하게 된다면 정권안보에 대한
충격력은 적지 않을 것이다. 동족살해의 주범이 정작 북한이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
진다면 자신들을 속여 온 정권을 향해 분노의 화살이 날아갈 수도 있다.
2019년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한해로 기록될 것이다. 한반도
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며 어떤 경로로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예측이 어렵다. 현재 북한 상황은 1989년 동독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오랫동안 폐쇄된 국경 속에서 가공된 ‘적’으로
버텨온 독재체제가 ‘개방’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국경을 열게
될 경우 심각한 정권안보 위협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적대관념의 심각한
변형을 가져오고 그것이 주민들과 군의 불신감을 자극하며, 그것이 분노와 저항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동독사례를 볼 때 우리는 앞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적지 않은 기회와 도전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다 ‘현실적 인식’과 ‘검증된 이론’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대북전략을 준비하고
수립하는데 있다.
투 고 일: 2019.03.31.
심사완료일: 2019.04.30.
게 재 일: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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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my Image and Regime Security:
A Case Study of GDR and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Tae Hyu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dynamics of German Democratic
Republic(GDR)’s survival throughout the Cold War, which continuously demonstrated the ability to control its people with the system of “border-dictatorship,”
and the reasons of its collapse in the early 1990s.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answers to these problems ba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enemy images
and regime security,” which, in the end, also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current situations of North Korea.
Keywords: Enemy Image, Regime Security, German Democratic Republic(GDR),

North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