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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가 인식한 북한 근로자의 특성과 그에 따른 관계형성 전략을 살

펴봄으로써 북한 사람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평화·통일교육과 북한이해교육에의 시

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며 북한 근로자와 라포를 형성

했던 남한 근로자 다섯 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북한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을 근거로 

한 ‘정규군국가’에서 살면서 지침대로 행동하지만, 생존을 위해 부정직한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자

존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남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개성공단

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모, 문화, 언어, 경제 개념 등에 많은 변화를 보였다. 남한 근로

자들은 그러한 북한 근로자들의 특성에 따라 ‘인내하기’, ‘이해하기’, ‘선물 주기’, ‘부딪치기’, ‘신뢰 얻

기’를 전략으로 활용하여 그들과 라포를 형성하였다.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이 필요한 관계라고 본

다면 이러한 신뢰관계는 국가적 차원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

들이 관찰한 북한 근로자의 특성은 북한이해교육에 유용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들이 취한 

관계형성 전략은 평화·통일교육 대상자에게 추후 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처법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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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남북한은 분단된 이

래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해 왔으나, 분단된 70여 

년의 세월 동안 제한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이해는 많

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남북한의 당국자들은 1971년부터 화해 왔

고, 1985년부터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 민간인 교류가 시작되었지만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 부분의 교류협력이 단기적인 행사에 그쳤다. 그

마저도 참여해본 사람은 소수이며 2010년 5.24조치 이후에는 남북교류가 

더욱 어려워져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2020년 9월 기준 

33,718명 입국한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북한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인간 주체를 구조적 관계의 산물로 파악한 푸코

(Michel Foucault)에 따르면1) 한민국에서 살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살고 있는 ‘조선 인민’2) 간에는 구조적 맥락이 가

져다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오랜 시간 남북교류가 부재한 상황 속에 청소년들의 북한에 한 지식

도 정치체제에 한 단편적인 이미지로 채워졌다. 2019년 통일부 통일교

육원에서 청소년을 상으로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1) 이윤미,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역사 연구 방법과 교육사 연구｣ 교육과

학연구 제28집 (1998), 79쪽.

 2) 개성공단에서 단기간 근무했던 임지훈은 북한학을 전공했음에도 개성공단에 

갔을 때 자신이 알고 있던 북한은 없었다고 고백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의 인민들이 있었을 뿐이었다고 서술했다. 강정훈 외 공저,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 (서울: 넥센미디어, 2019), 130~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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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전쟁/군사’가 31.8%로 1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독재/인물’로 27.0%를 차지한다.3) 직접 만나보지 못한 채 미디어에서 생

산하는 이미지만으로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의 사람들은 

남북한 교류협력 시 에 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동안 통일부는 

성인 및 청소년을 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북한에 한 이해를 증

진시키려 하 으나, 정권에 따라 교육의 방향성이 달라져 왔다는 한계가 

존재하며(최성희, 2010), 북한 사람들에 한 이해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비정상적인 정전 체제를 종결시키고 평화협력시 로 나아가기 위해서

는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지만, 그 후 뒤따를 사회문화적 교류도 비해

야 한다. 남북한 사람들 간 서로에 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물리적

인 교류만 이루어진다면, 동서독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머릿속의 장벽’

보다 더 견고한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현행 통일교육은 통일의 당

위성이나 필요성에 한 교육과 북한의 체제에 한 교육에 집중되어 있

으나,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시 를 비하기 위해서는 함께 어울려 살

아갈 북한 사람들의 특성과 남북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한 교육이 필

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남북한 장기 교류의 경험, 특히 

남북한 사람들 간 친 한 관계를 형성한 사례는 통일교육의 소중한 자산

이다. 그것이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과 다른 점은 지금도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체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 경험이라

는 점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의거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을 상정한다면 북한 체제를 벗어난 사람들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그 

체제 하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에 한 깊은 고민이 요

 3)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통일

부 통일교육원, 2019),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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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다.

본 연구는 남북한 장기 교류협력사업의 표적인 예인 개성공업지구

(이하 개성공단) 근무 경험이 있는 남한 근로자가 인식한 북한 근로자의 

특성과 그에 따른 관계형성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조선 인민’에 한 심

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평화·통일교육과 북한이해교육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북한 근로자의 특성은 주로 남한 

근로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질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남북

한은 분단된 시간 동안 다른 체제와 문화를 형성하며 이질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고 같은 언

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한다.4)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남측 근로자가 만난 

북한 근로자들의 이질적인 특성은 ‘낯선 것’이었으며, 그것이 관계형성 

전략을 구성하고 수정해나가는 데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본 연구에

서는 남한 근로자가 이질적이라고 인식했던 북한 근로자의 특성에 주목

함으로써 남북교류 재개 시 반복될 수 있는 시행착오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되고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하여 

2016년까지 약 12년 동안 남북한 합작으로 운 된 경제특구이다. 여러 

교류협력 사례 중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개성공단은 여타 교류협력사업에 비해 장기간 운

 4) 서울 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및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선택한 통일의 이유 중 “같은 민족이니까”는 감소 추

세에 있지만 2019년까지 1위로 선택되었고,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살고 있을 

때 생각했던 통일의 이유 중 “같은 민족이니까”는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어 

2020년 1위로 선택되었다. 김학재 외 공저, 2019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

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37~40쪽; 엄현숙, ｢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포스트 하노이 북한사회 

변화, 서울 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년 학술회의 (2020년 10월 29일),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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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매일의 일상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이 이루어진 사례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곳에서 남북한 사람들 간 친 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감시에도 불구하고 관계

를 형성해 온 만큼 개성공단 사례는 북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노하우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둘째, 추후 남북한 교류협력이 확 되었을 때 가

장 많이 참고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교류협력은 북한 내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통일부는 국정과제로 ‘한

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설정하고 있으며, 북한도 현

재는 북제재로 여러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만, 2018년에 10개의 복합형 

경제개발구를 개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경제교류에 한 기 감을 나타

내었다.5) 개성공단의 특수성은 고려해야겠지만, 장기간 경제협력이 이루

어진 남북통합 경험을 좀 더 면 하게 분석하여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2. 선행연구 분석

개성공단에 한 선행연구는 주로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에 한 평

가나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치적·경제적 관점에서 한 발짝 떨어져 개성공단 내 남북한 주민의 상

호작용에 해 연구한 논문으로는 양문수·이우 ·윤철기(2013a; 2013b)

가 작성한 두 편의 논문과 정은미(2014), 김미연(2020)의 연구가 있다. 양

문수·이우 ·윤철기(2013a; 2013b)는 개성공단을 남북의 ‘접촉지 (contact 

zone)’ 중 하나로 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마음 체계의 상호작용을 연구

 5) ｢세금도 줄여주겠다는 북한, 경제 개발 강한 의지 보여｣ 경향신문(온라인), 

2018년 11월 27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270600085&cod

e=9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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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남북한의 접촉지 를 장소로서의 ‘지리적 공간’과 ‘공간의 제도화’ 

존재 유무라는 두 변수를 사용하여 유형화하 는데, 그 중에서도 개성공

단은 북한 토에 있지만 제도화된 공간으로 보았다. 두 편의 논문 중 하

나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한 남한 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 접촉이 북한 근로자에 미친 향에 

관한 연구이다. 전자는 북한 근로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남한 주민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에 한 인지, 정서, 신뢰, 수용이 어떻

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

과 개성공단 근무 남한 근로자들은 북한 근로자와의 만남 빈도가 높을수

록 오히려 신뢰와 수용의 수준이 낮아졌다. 또한 개인적 특성인 정치적 

입장이 진보적일수록,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북한 근로자에 신뢰

와 수용의 수준이 높았다. 후자의 경우 개성공단 남측 관계자 12명을 

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남한 주민에 한 북한 근로자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하고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을 활용하여 접

촉이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건으로 평등한 지위, 공동의 목표 및 

협력관계, 제도적 지원을 제시했다. 

정은미(2014)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정체성 인식과 행동 양식의 

메커니즘을 연구하 다. 개성공단에 상주하면서 북한 근로자들과 일상

생활을 공유했던 남한 근로자들에게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북한 근

로자들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생산문화를 모두 경험하면서 능동적으로 

변화에 응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분석했다. 북한 근로자들

이 근무 초기에는 ‘자기규율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적인 경로로 ‘경

계 허물기’를 하며 ‘생계형 일탈’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북

한 근로자들의 일탈행위가 북한체제의 결핍과 모순에서 배태된 것이며, 

남한 기업이 그러한 행위에 해 관용을 보이는 이유에는 자본주의적 이

해관계가 깔려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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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2020)은 개성공단 내에서 남한 정부, 북한 당국, 입주기업 간 

발생한 갈등사례의 원인을 유형화하 다. 개성공단 내 갈등사례를 시기

별, 분야별, 주체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갈등 경험자에게 발생 원인을 제

시하여 우선순위를 측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갈등원인을 유형화하고, 

기존의 개성공단 갈등관리 방식 또한 유형별로 구분하고 평가한 뒤 갈등

을 협동형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논문은 갈등의 보편

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의 사례를 분석하고 갈등관

리에 해 남한 정부와 입주기업에게 시사점을 제공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물은 아니지만 단행본으로는 현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인 김진향이 기획 총괄하여 펴낸 개성공단 사람들6)과 ‘통일드림’이라

는 민간단체에서 펴낸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7)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

회 양사 던 김민주가 수기 형식으로 작성한 나는 개성공단으로 출

근합니다8)가 있다. 개성공단 사람들은 1부에서 개성공단에 한 오

해를 풀기 위한 기본 정보들을 담고, 2부에서 남측 근로자 9명을 면담하

여 그 자료를 그 로 실었다. 중서인 만큼 면담 내용을 이론적으로 분

석하기 보다는 9명의 사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 다.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에는 개성공단에서 3개월 동안 근무했던 임지훈의 짧은 

수기가 수록되어 있다. 나는 개성공단으로 출근합니다는 김민주가 사

계절을 보내며 개성공단에서 만난 다양한 북한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이 세 권의 책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충해줄 수 있는 자

료로 활용하 다.

선행연구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북한 근로자들의 특성에 한 연구

 6) 김진향 외 공저, 개성공단 사람들 (장수군: 내일을 여는 책, 2016).

 7) 강정훈 외 공저,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 (서울: 넥센미디어, 2019).

 8) 김민주, 나는 개성공단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산지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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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부 이루어졌으나,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가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양문수·이우 ·

윤철기(2013a)의 논문에서 북한 근로자에 한 남한 주민의 태도에 해 

양적 연구를 실시하 으나, 그 태도에 따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에 

한 부분은 분석되지 않았고, 김미연(2020)은 여타 동아시아 구사회주

의 국가에 투자한 기업 갈등사례와 비교했을 때 개성공단에서는 갈등의 

수위를 북한 종업원 표와 입주기업 법인장 간 친 도가 결정한다고 보

았음에도 어떻게 친 한 관계를 형성했는지에 해서는 주목하지 않았

다. 정은미(2014)의 연구와 개성공단 사람들, 나는 개성공단으로 출근

합니다에 해당 내용이 일부 실려 있기는 하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

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일궈놓은 성과 위에 개성공단 근

무 경험자와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북한 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들과 어떻게 친 한 관계를 형성했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

다. 여기서 다루려는 관계는 북한 사람들과 단순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

해 업무적으로 맺었던 관계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밝혀 둔다. 

3.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분석 절차

본 연구는 개성공단이라는 경계를 가진 공간에서 남측 근로자들이 관

찰한 북한 근로자의 특성과 그에 따른 관계형성 전략을 연구 상으로 삼

고 있으므로 질적연구 방법 중에서도 사례연구(case study) 접근법을 채

택하 다. 일반 중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며 북

한 근로자들과 친 한 관계를 형성한 사례는 그 자체로 특별한 관심을 

쏟을 만한 본질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9) 연구자는 연구 주제를 잘 드러

내줄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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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라포를 형성했던 다섯 명을 의도적으로 표집했다. 라포(rapport)는 프

로이트(Sigmund Freud)가 처음으로 제안했던 개념으로, 원래 ‘다리를 놓

다’라는 의미로 인간관계에서 서로 접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프랑스어이다. 주로 심리학 분야에서 ‘두 사람 

사이의 공감적인 인간관계 또는 그 친 도, 특히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관계’라는 의미로 쓰이는데,10) 여기서는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관계가 

아닌 공감적인 인간관계와 친 도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하려

고 한다.

개성공단은 우리 측 주재원 1,000여 명과 북측 근로자 55,000여 명이 

참여한 형 공단이었지만, 모든 남측 근로자가 북측 근로자와 라포를 

형성했다고 볼 순 없다. 연구 참여자 이찬용에 의하면 “문제만 안 일으키

면” 북한 근로자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업무적으로만 북한 근로자와 교류한 사람과 라포를 형성한 사람의 비율

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연구 참여자 이찬용에 따르면 체로 “나이

가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라포를 형성하려고 하고, “젊을수록, 미혼

일수록” 북한 근로자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극단적인 경우

로는 개성공단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추방당한 사례들도 존재한다. 본 연

구에서는 북한 근로자들과 적  관계나 얕은 관계만을 형성했던 사례는 

배제하고, 관계형성 전략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남한 근로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에피소

드를 들려 준 세 명의 연구 참여자와 각각 두 차례, 비교적 조심스럽게 

 9) Creswell에 따르면 사례연구의 사례는 본질적 사례와 도구적 사례로 나뉜다. 

John W. Creswell 저, 조흥식 외 공역,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서

울: 학지사, 2015), 126쪽.
10) 신연희 외 공저, ｢라포에 한 개념 분석｣ 근관절건강학회지 제24권 3호 

(2017), 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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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개성공단 내 소속 직위 근무 기간 면담일자 면담시간

이찬용 정부 관료 공무원 약 2년
2019.1.4.(1차) 약 100분

2019.1.18.(2차) 약 40분

남희진
생활 서비스 제공 

업체
직원 약 1년

2019.1.2.(1차) 약 50분

2019.1.14.(2차) 약 60분

정원식 입주기업 법인장 약 12년
2019.11.8.(1차) 약 90분

2020.9.24.(2차) 약 60분

박상필 공공기관 소장 약 11년 2019.10.31. 약 120분

김재원 입주기업 직원 약 7년 2019.3.8. 약 70분

<표 1> 연구 참여자 및 면담 관련 정보

참여한 두 명의 연구 참여자와 각각 한 차례의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진실을 파악하고자 했다. 사례 전체에 한 총체적 분석보다는 

주제에 초점을 맞춘 삽입된 분석을 실시하고 북한 근로자의 특성과 관계

형성 전략이라는 범주에 따라 “진술 그 로의 코드”로 분류했다.11) 연구 

참여자에게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지는 못했으나 구두로 확인받은 후 논

문 담화문 초안에 해 검토를 받았다.

2) 연구 참여자 소개

정은미(2014)의 연구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개성공단 내 소속을 제시

하고, 개성공단 근무 기간, 직위, 면담일자 및 시간 등을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첫 번째 연구 참여자 이찬용(가명)은 개성공단 운 이 잠정 중단되었

다가 재개된 2013년 말부터 다시 폐쇄된 2016년 2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

11) John W. Creswell 저, 조흥식 외 공역,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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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개성공단에서 근무하 다. 그는 개성공단에 가기 전에 다양한 기관에

서 근무하 는데,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통해 “머리에서 ‘똥’이 많이 빠

졌”다고 한다. 본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2013년 초 개성공단 관련 

기관으로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4월에 잠정 중단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

게 9개월 동안 실업자 생활을 하게 됐다. 그동안 다른 곳도 지원해보았

지만, “절묘하게” 다 떨어졌다. 결국 하늘의 뜻이 있다는 생각으로 개성

공단 재개를 기다리게 되었고, 2013년 12월에 입사하게 되었을 때 “직장

이 생겨서 감사”했다고 한다. 스스로 그런 겸손한 자세가 개성공단에서 

잘 지낼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북한 근로자들과

의 관계도 다른 관계와 마찬가지로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

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연구 참여자 남희진(가명)은 개성공단에서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1년 동안 근무하 다. 그는 학원을 졸업하고 북한

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북한’, ‘통일’, ‘탈북민’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

을 했는데, 그때 개성공단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어 짧은 시

간 내에 합격하고 개성에 들어가게 됐다. 스스로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평화롭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만 같았

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 북한 근로자의 태도나 행동 때문에 당황하고 화

가 나기도 했다. 남희진에게 개성공단에서의 근무는 “고난의 길”인 동시

에 “귀한 경험”이었다. 북한 근로자들에 한 “애틋”함을 가지고 있는 그

는 그들이 “가끔 보고싶기도” 하다고 회상했다.

세 번째 연구 참여자 정원식(가명)은 개성공단이 가동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16년 폐쇄될 때까지 한 회사의 법인장으로서 처음과 끝을 

모두 경험한 “산 증인”이다. 그는 개성공단에 가기 전 법인장 자리를 맡

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를 했고, 소위 “북맹”인 상태에서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근무한지 7년 정도 지났을 때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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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신뢰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언어는 같지만 말

이 안 통하고, 끊임없이 감시를 받기 때문에 “신체검사해보면 간, 쓸개 

다 녹아서 없어졌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근로자들에 한 

“애정”을 가진 법인장이었다.

네 번째 연구 참여자 박상필(가명) 또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개성

공단에서 근무하 다. 오랫동안 군 생활을 했던 그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적 적인 인물”로 인식되어 경계를 받았는데, 친해진 뒤에는 서로 농담

도 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았다고 한다. 그는 개성공단에서 장기간 근

무할 수 있었던 비결로 북한 근로자들을 배려해주되, 확실하게 짚고 넘

어갈 부분은 이야기하는 “뒤끝 없는” 성격을 꼽았다. 그러한 자신의 성격

을 북측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 연구 참여자 김재원(가명)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개성공단에서 근무하 다. 그는 회사의 개성 법인이 안정적으로 가동되

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관리자를 추가로 필요로 하자 스스로 “역량을 

좀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지원했다고 한다. 유선전화와 TV 외의 

모든 통신수단이 차단된 채 2-3주 동안 지내야 하는 개성공단에 가는 것

을 가족들은 반 했지만, 본인이 설득해서 가게 되었다. 그는 북측 근로

자들이 자신에게 “되게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결국 그들 덕분에 자신도 생계를 이어나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소속기관과 직무를 모두 거

론할 수는 없지만, 다섯 명 모두 개성공단에서 일상적으로 북한 근로자

와 함께 근무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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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특성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는 이유는 아직 북한 사람들과 

교류해보지 못한 한국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이질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에 해 연구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관계를 형성했는지 설명하려

고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연구자가 포착한 북한 근로자의 특

성은 군인과 같은 행동, 강한 자존심, 잦은 거짓말, 남측에 한 높은 관

심, 개성공단 근무에 따른 행동 변화 다섯 가지이다. 

1. “평생 직업군인인 사람들”

이찬용과 남희진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예상치 못했던 북한 근로자의 

특성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군인 같았다는 점이다. 이찬용은 북한 근로

자들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군 에 비유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더도, 덜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모

두 계급과 직업이 다른 “평생 직업군인”이라는 것이다. 김재원과 정원식

은 군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

터 정치사상교육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인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일찍이 일본의 북한 연구자 와다 하루키는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를 군

에 비유했다.12) 그는 김일성 통치기에 북한은 김일성을 사령관으로 하

12) 和田春樹 저, 서동만·남기정 역, 북조선 – 유격 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서울: 돌베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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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인민이 받드는 ‘유격 국가’ 고, 김정일로 넘어 와서는 선군정치

를 내세우며 정규군이 모든 것의 모범이 된 ‘정규군국가’가 됐다고 보았

다. 연구 참여자들이 관찰한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도 마치 모두가 군인

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무

조건 단체”로 행동하고, 둘째, 북한 당국에서 지침이 내려온 로만 행동

해야 하고, 셋째, 서로뿐만 아니라 남한 사람들도 끊임없이 감시하고 상

부에 보고하기 때문이다. 본래 북한의 공장은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도’ 하에 당적 통제를 강화한 안의 사업체계로 운 된다. 개성공단

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의해 운 되지만 북측의 정부 기관인 ‘중

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이 공업지구관리기관 사업에 한 지도

와 관리 등을 담당하며 북한 근로자들을 통제한다.13) 

남희진은 북한 근로자들이 “무조건 단체로 활동”하며 “다른 생각을 가

지고 있어도 무조건 똑같이 따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1:1로 만날 수 없

고, “속 얘기”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

는지 알 수는 없으나, 북한 근로자들은 늘 조심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자기 검열”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조금만 삐

끗하거나 말이 이렇게 올라가도” 어떤 처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외국인과 접촉하기 전에 공부해야 할 “이만큼 두꺼운 무

슨 책”이 있다. 그 지침 로만 외국인과 소통해야 하며, 그것은 남한 사

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남희진은 “어쩜 이렇게 다들 똑

같이 얘기하나” 궁금했다고 한다. 추후 한국 TV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등장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외국인 접촉에 한 지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13) 차문석·김지형, 북한의 공장 및 노동 실태 분석 (서울: 한국노총 중앙연구

원, 2008), 29쪽, 114~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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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지침은 외국인 접촉에 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 전반을 규제한다. 따라서 지침이 바뀌면 그들의 행동도 돌

변한다.

남희진 : 그쪽에서는 “어느 날부터 치마 입어.” 하면 그때부터 치마를 입

고, “어느 날부터 겨울옷이다.” 하면, 우리 왜, (학창시절에) “동복 입어”, “하

복 입어” 그런 것들처럼 다 그렇게, 교복처럼 그렇게 뭔가, 뭐라 할까… 일사

분란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집단주의적 특성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

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로 잘 알려져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탁

아소에서부터 익히게 되는 조직생활을 통해 집단주의가 일상화되어 있

다. 남희진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전혀 없”다. 

그러나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지킬 때에는 상황을 살피면서 적당히 눈

치를 봐야 하는데, 너무 열심히 지키다가 질책을 당한 북한 근로자도 있

었다. 남측과 북측 사이에 근로자들 임금 인상문제로 기 싸움이 있었는

데, 남측 기업들에게 항의의 표시로 태업을 하라는 지시사항을 철저히 

지키다가 북측 관리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어 심하게 혼이 난 중간 관리

자의 사례도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북한 근로자들을 군인과 같다고 생각한 세 번째 이유

는 그들의 감시·보고체계 다. 북한은 3  세습 수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고도화시켰다.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하의 권력구조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갖고, 사회구성원들을 억압하고 감시한다.14) 북한의 

경우 현재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4) János Kornai 저, 차문석·박순성 역,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1 (파주: 나

남, 2019), 105~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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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강력한 세습 독재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억

압과 감시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개성공단은 북한 내에 남한 시스

템과 사람들이 들어간 흥미로운 공간이었는데, 이곳에서 북한의 감시체

계는 북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남한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었다. 북한 

근로자들은 남한 근로자들을 “무조건 경계”했고, 감시한 결과를 상부에 

보고했다. 남희진은 자신의 행동을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저쪽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안다는 게”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북측 근로자들

은 조장의 주도로 업무가 끝나는 시간에 모여서 생활총화를 한다. 그때 

남측 근로자에 해 관찰한 결과도 서로 공유가 될 것으로 짐작된다. 북

측 근로자들의 책임자는 직장장이고 그 밑에 작업반장이 있으며, 작업반

장은 여러 명의 조장을 거느린다.15) 조장은 인사노무 관리자이자 근로조

건에 해 남측 기업과 협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을 감시·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한다.16) 

2.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산다”

연구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과 접촉했던 남측 사람들이 입

을 모아 이야기하는 그들의 특성은 바로 ‘자존심’이다. “아무리 나라가 가

난해도” 절 로 가난하다는 것을 드러내거나 외부인에게 먼저 도움을 요

청하지 않는다. 박상필은 북한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뭐 없어가지고 돈 

벌러 온 것이 아니고, 남쪽에서 도와 달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도

와주러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희진은 그들의 자존심 센 모습을 

이해하기 힘들어 직접 그 이유에 해 물어봤다고 한다.

15) 차문석·김지형, 북한의 공장 및 노동 실태 분석, 122쪽.
16) 문무기,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율과 사회권 – 최근 노동규정 개정(안)을 중심

으로｣ 동아법학 제67호 (2015), 44쪽.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가 인식한 북한 근로자의 특성과 그에 따른 관계형성 전략 ❙199

남희진 : 그 교육을 너무 철저하게 시켜놨잖아요. 자력갱생. ‘우리는 구걸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산다.’ 이제 뭔가 앞에서 부탁하는 것들

에 한 걸 굉장히 죄악시(한다고 해야 하나)? (중략)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 김일성종합 학 나왔다는 친구한테 “여긴 자

존심이 왜 이렇게 세냐, 왜 이렇게, 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까

지 할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제가 그러면 생각 좀 해보고 말해주

겠습니다.” 그러더니 ‘자존심’을 사전에서 찾았더라고. “자존심은 자기를 존

재를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고 뭐 “우리는 자기 존재를 뭐 소중하

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또 얘기가 끊겼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런 

얘긴 할 수가 없으니까. 

자존심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다. 21세기 정치학 사전에 따르면 자존심은 자신의 가치, 

능력, 적성 등의 자기평가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의 자존심은 스스로의 평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로부터 

강요된 것이다. 그러한 자존심은 북한의 핵심 사상인 주체사상으로부터 

비롯된다. 1950년  중반 처음 등장하여 1960년 까지 이론적으로 정비

된 이후 주체사상은 계속 북한의 최고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주체

사상은 1960년  말부터 김일성의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유일사상

체계로 확립되었고, 1980년  말 이후 동유럽 사회주의권과 소련이 붕괴

되자 체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데까지 

이르렀다.17) 이렇게 북한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된 주체사상 때문에 

1990년  말 고난의 행군으로 표되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

들은 궁핍한 모습을 숨기고 계속 자기들의 나라가 ‘지상낙원’이라고 선전

해야 했다.

17) 이종석, ｢‘우리식 사회주의’의 내용과 한계: 유일체제의 경제적 향을 중심으

로｣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응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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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무 경험자들은 자존심이 센 북한 사람들을 무시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찬용은 북측 근로자를 무시하는 마

음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든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한다. 개성공단에서는 주로 남측 주민들이 사용자이고, 북측 주민들이 

근로자이지만 일반적인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파악할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자칫 ‘잘해보자’라는 마음보다는 … ‘가난한 것들, 그지 같은 

것들이’(라고 북측 근로자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티가” 난다. 티

를 안 내려고 노력하면 자기가 힘들고, 티가 나면 서로 힘들기 때문에 애

초에 무시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개성공단 사람

들에는 어느 기업 관리자가 농담으로 “이 거지같은 놈아!”라고 했다가, 

근로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추방당한 사례가 언급된다.

3. “정직하면 바보다”

위와 같이 북한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바탕으로 전 인민을 군 화

하여 통제하고 교육했다. 그러나 인민들은 고도의 통제사회 안에서도 살 

길을 찾아냈다. 특히 1990년  말 고난의 행군 때 배급제가 무너지고 이

데올로기와 현실 간에 괴리가 발생하자 사람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비공

식 경제 역인 장마당을 확장시켰고, 군인이나 보위부원과 같은 체제 

부역자들은 자신들의 감시권력을 이용하여 뇌물을 받기 시작했다.18) 북

한의 일상화된 부정부패는 부정직한 문화를 양산했고, 절도나 횡령도 빈

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19) 남희진은 개성공단 근무 초기에 북측 근로자

18) 이근 , ｢북한의 부패에 관한 연구 - 부패유형 변화와 제도적 원인을 중심으로｣ 
(고려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87쪽; 조동호·박지연, ｢북한 뇌물공여 확산

의 게임이론적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20권 2호 (2014), 187~231쪽.
19) 임수홍, ｢북한에서의 경제적 규범의 변화와 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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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여기 사람들은 거짓말해도 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때 북측 근로자의 반응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

겠다는 듯한 “어리둥절”이었다. 그가 경험한 북한의 부정직한 문화에는 

세 가지 일화가 있다.

첫 번째는 남희진에게 북측 근로자 중 한 명이 “우리 집 할머니가 만

든 거라고”하며 선물을 주었는데, 나중에 세관을 지나서 나올 때 검역관

이 “무슨 식당 어디 꺼”라는 것을 알려준 일화이다. 두 번째는 근무지에 

한 박스 사놓은 물건의 절반이 없어진 사건이다. 당시 그곳에는 남희진

을 제외하고 북측 근로자 몇 명밖에 없었는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가 

가져갔 ?”라고 시치미를 뗐다고 한다. 세 번째는 남희진이 세관에 물건

을 빼앗겼을 때 북측 조장의 반응이다. “이런 데(소매)라도 감추지, 왜 그

걸 들켰냐”며 벌금을 내야 하니 옷 속에라도 감추라고 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일상화된 감시체계는 “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

성한다. 김재원은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북측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지도

그룹이 요청했던 근로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들”을 내보내서 티격태격했

던 일이 “다반사” 다고 했다. 또한 엄격한 처벌제도 역시 책임 회피의 

문화를 낳는다. 이찬용은 북측의 가장 큰 문제를 “뭐가 잘못되면 자기네

들 입장을 싹 바꿔버리고 책임을 안”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성공

단 사람들에서도 실수를 숨기려는 북측 근로자들에 한 이야기가 등

장한다. 북측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하면 ‘크게 다친다’는 인

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 자체를 숨기려고 한다.20)

잘못했을 때 그것을 숨기려는 마음은 인류 보편적이다. 그러나 북한사

회의 특이점은 감시와 처벌의 강도가 높다보니 사람들이 거짓말로 모면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20) 김진향 외 공저, 개성공단 사람들, 145~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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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경향도 유독 강하다는 점이다. 심지어 남측 근로자를 모함하거나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경우도 있었다. 개성공단 사람들에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증언도 등장한다. 피해자가 “왜 그랬냐?”고 따졌을 

때 북측 근로자는 “자기 입장이 위태로워서 그랬다.”라고 답했다. 주민

들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감시하고 처벌하는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목이다. 다른 책에서 김민주는 버스사업소 직원들의 임금 계산에 오류가 

난 부분을 ‘통계’21)에게 알려주었다가 “자기가 잘못했을 리가 없다”며 소

리를 버럭 질러 당황했는데, 결국 그녀가 경질되었다고 적고 있다.22)

4. “민족의 소원이 통일인데”

한편 남북의 근로자들은 서로에 한 경계심과 함께 호기심도 가지고 

있다. 비교적 정보 공유가 자유로운 남측 근로자들은 개성공단 안팎에서 

북한에 한 다양한 뉴스를 접하지만, 북측 근로자들은 공식 경로를 통

해 알 수 있는 외부 소식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 하여 

더 강한 호기심을 나타낸다. 이찬용에 의하면 북측의 협력부 직원들은 

남한 TV를 모니터링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협

력부 직원이 이찬용에게 “남측에 큰 사고”가 터졌다고 알려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찬용에게 남한에 해 알고 있는 정보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찬용 : (남측에) 관심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티를 못 내죠. 

근데 뭐, (저에게) 물어보고 그래요. “남측에 있는 집이 그렇게 비싸다면서

요? 집을 나라에서 안 준다면서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여성들이 뭐 이렇

21) 개성공단에서는 세무원을 ‘통계’라고 불렀다고 한다. 김민주, 나는 개성공단으

로 출근합니다, 77쪽.
22) 위의 책, 77~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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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고 다니네, 뭐 “결혼을 안 한다면서요?” 되게 궁금해 하고.

연구자 : 오, 결혼을 안 한다는 것도 알아요?

이찬용 : 네, 네. (남측 사람들은) 진짜 안 하냐, 왜 안 하냐. (제가) “여성들

도 돈을 벌고, 지위가 상승이 되고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답하면) 사실

은 평양도 약간 그렇다는 거예요. 

연구자 : 평양도 그렇다고?

이찬용 : (결혼)연령이 점점 느려진다고. 여성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늦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아… 원래 돈이 많고 발전하면 그런 분

위기가 생기는 거다.” 그런 얘기도 하고. 

북한 사람들 사이의 한류 확산으로 촉발된 남측에 한 관심 내지 인

식 변화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23) 이 연구들은 부

분 북한 사람들이 한류 콘텐츠를 통해 남한에 해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동경하게 됨으로써 남한 문화를 모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

다. 정원식, 김재원, 남희진은 북측 근로자들이 제주도에 가고 싶어 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경제적·문화적 풍요를 알게 되었을 때

의 감정은 단순히 동경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다. 남희진은 한 민족

이었는데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한 북측 근로자들의 

상실감, 시기심을 관찰했다. 그는 신혼여행에 해 언급했을 때 북측 근

로자들은 부러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촘촘한 감시체계 하에서 

그러한 부러움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개성공단 사람들 면담 

상자 중 한 명도 북측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사는 남한 사람들에게 질

23) 박정란·강동완, ｢북한 주민의 남한 상물 시청: ‘하위문화(Subculture)’의 형성

과 함의｣ 북한학보 제36집 1호 (2011), 75~108쪽; 이용희, ｢북한 내 한류가 통

일에 미치는 향｣ 통일문제연구 제26권 2호 (2014), 151~191쪽; 안지언·최

현주, ｢북한사회 내 한류콘텐츠를 통한 남한사회 인식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화산업연구 제18권 1호 (2018), 107~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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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심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찬용은 북측 근로자들에게 “남측 

하고 뭔가 같이 하는 거에 한 두려움”도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한 사회를 동경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상

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흡수 통일될 것에 한 두려움

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북측 근로자들은 그들이 남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남한 사람들

도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했고, 남희진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화를 냈다. 연구자는 왜 북측 근로자들이 화를 냈는지 의아했

는데, 남희진은 “관심 가진 상이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으면 화가 나

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북측 근로자들이 교육받은 통

일에 한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통일과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정치적인 

색을 빼고 뭔가 다 같이 잘 사는” 통일을 꿈꾸는 것 같았다고 남희진은 

말했다.

5. “컬러풀한 걸로 점점 선호를 바꾸니까”

이찬용은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이 “우리나라 옛날 모습” 같다고 말했

다. 외모뿐만 아니라 가부장적인 문화나 장유유서 문화가 강해 산업화 

시기인 1960-70년  한국 사람들을 연상시킨다는 뜻이다. 그러나 개성공

단이 12년 동안 운 되면서 그동안 북측 근로자들의 외모, 남녀평등사

상, 언어, 경제 개념 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

는 변화는 외모에서 두드러진다. 이찬용은 북한 근로자들의 근무복이 

“컬러풀한 걸로 점점 선호를 바꾸니까” 처음에는 어두운 색 위주 다가 

갈수록 밝아졌다고 한다. 개성공단 사람들의 면담 상자도 처음에는 

개성이 온통 까맣게 보 는데, 시간이 지나자 근로자들의 얼굴이 뽀얗게 

되었다고 말했다. 북측 사람들은 집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음껏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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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지만, 개성공단 기업들은 모두 샤워실을 갖추고 있고 세면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전에 북측 사람들에게 나던 특유의 냄새가 이제 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로 가부장적인 문화에도 약간의 개선은 있었다. 북한은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시절부터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을 발

표하여 표면상 남녀평등이 실현된 나라이지만, 실제로는 권위주의적인 

남성중심문화가 공고화된 사회이다.24) 이찬용은 북한에 “남존여비” 사상

이 살아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여성 지

위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여성 관리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북측 근로자들도 여

성 관리들에게 익숙해졌고, 여성 관리들이 업무 능력을 보여주면 “저 사

람이 윗사람으로도 실력이 있다.”라고 인정해주었다고 한다. 

세 번째 변화는 언어 측면인데,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지내다 보니 말

도 섞인다. 김재원은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 북한에 있는 개

성공단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직원들과 말이 통한다는 점이라고 

꼽았다. 같은 한국말이지만 표현이 조금씩 다르고 북측의 말투가 거칠어

서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했으나, 서로가 익숙해지면서 언어에 혼용이 

일어났다.

이찬용 : 말도 서로 많이 섞여가지고. 예를 들면은 북한 사람들이 콩글리

시 막 쓰고, ‘세시 타임 버스’, ‘네시 타임 버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좀 있어요, 몇 가지. (중략) 외래어 우리식으로 쓰고. ‘고뿌’라고 하다

24) 박 자, ｢북한의 남녀평등 정책의 형성과 굴절(1945~70): 북한여성의 정치사회

적 지위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 2호 (2004), 297~330쪽; 김

석향,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한 북한당국의 공식담론 변화 – 1950년 이

전과 1979년 이후 조선녀성 기사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1호 

(2006), 25~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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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컵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북한말 중에 편한 거 

있죠? 뭐 ‘랭풍’ 이런 거. 랭풍 좀 씁시다. 에어컨은 세 글자인데 랭풍은 두 

글자잖아요. 뭐 이런 거.

이찬용에 의하면 언어는 처음 만나는 북한 사람과도 80%는 의사소통

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3-4개월 정도 지나면 적응을 한다고 한다. 적응

하고 나면 북측 근로자들이 두음법칙을 안 쓰는 게 이상하지 않고, 북측 

근로자들도 남측 근로자들이 하는 말을 “ 충 알아 듣”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개념에 있어서의 변화이다. 개성공단 사업의 목적에 

남북관계 개선이나 상호 이익 창출뿐만 아니라 북측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도 포함된다면, 북측 근로자의 변화된 특성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자

본주의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정원식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서 본래 남측 기업이 북측 근로자에게 노동보호물자로 초코파이를 비롯

하여 라면, 커피 등의 먹거리들을 제공했는데, 점점 북측이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비율을 늘려 2015년부터는 지급을 중단했다. 이찬용은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나는 그 간식들이 “전국의 장마당을 

휩쓸고” 다녔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북측에서 개성공단 밖에 과자 공

장을 지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에서 “맛은 없는데 비슷하게” 만들어서 공

급했던 것이다. 그는 북한 사람들이 “돈 버는 방식을 좀 배운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사람들에도 북측 근로자들이 공휴일에도 특근을 

하고 싶어 하며, 열심히 일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

는 등 자본주의 관리체계에 익숙해졌다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김재원은 

그들이 특근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는 주말에 공단으로 출근을 하

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노력동원을 가야하기 때문에 차라리 근무환경이 

더 좋은 회사에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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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북한 근로자 간 관계형성 전략

이 장에서는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들이 위에서 정리한 북측 근로자들

의 이질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호 라포를 형성했는지 분석한

다. 양문수·이우 ·윤철기(2013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남북한 근로자들에게는 접촉 가설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북측 근로자와의 만남 빈도가 높을수록 남측 근로자들이 느끼는 신뢰와 

수용의 수준이 떨어졌다. 따라서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 중에서도 북측 

근로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성공한 사례를 분석하여 어떠한 전

략을 취했는지 도출할 필요가 있다.

1. 인내하기 : “처음에는 듣는 쪽으로”

북측 근로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첫 번째 전략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먼저 인내하는 것이다. 앞 장에서 정리한 것과 같은 

북한 근로자의 이질적인 특성에 해 궁금증이 생겨도 “왜?”라고 묻기 전

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자

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항상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기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사회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인습된 제스처

(conventional gesture)를 취한다.25) 남측 근로자들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

되어 있는 자신의 생활세계를 벗어나 북한 속 남한인 개성공단이라는 특

수한 공간 속에서 인습된 제스처를 수정하고 그곳의 문법에 맞는 새로운 

25) Jonathan H. Turner 저, 정태환 외 공역, 현  사회학이론 (파주: 나남출판, 

2001), 434~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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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에서 임지훈도 “남한에서 

탈북민에게 난 늘 거주자로서 이주민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늘 말했었는

데 정작 개성공단에서는 그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라며 당혹스러

웠던 경험을 떠올렸다. 이때 후설(Edmund Husserl)이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판단중지’와 같이 선입견을 배제하려는 유보적 태

도가 도움이 된다.26)

이찬용 : (남측 근로자들이) ‘지들이 뭔데’ 이런 마음 딱 갖고 있음 힘든 거

(예요).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면 자기도 힘든 거고, 티가 나면 서로 힘들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 마음가짐 되게 중요해요.

연구자 : 선생님도 뭔가 말을, 이런 말 하고 싶어도 이렇게 잘 조절을 했다

는 거네요?

이찬용 :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듣는 쪽으로 해서 그냥 

답만 하고.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래도 좀 분위기를 알고 나서 그때부

터 말을 하는 게…….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원식은 북측 근로자들이 다가가려고 

하면 도망가고, 멀리 하려고 하면 다가와서 할퀴기도 하는 고양이 같았

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운  초기에는 남측 근로자들 중 “가족끼리 상처 

받으면 더 아프듯이” 북측 근로자들에게 충격을 받고 실망하여 “마음을 

버린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북측 근로자들 입장

에서도 자신들을 무시하는 남측 근로자를 만났을 때 그 태도를 빠르게 

파악한다. 이찬용은 스스로 북측 근로자들과 잘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을 

개성공단 들어가기 전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교만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

26) Edmund Husserl 저, 이종훈 역,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파주: 한

길사, 2007), 257~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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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고 판단했다. 다국적 사람들과의 근무 경험을 통해서 낯선 환경에

서의 처세술을 배울 수 있었고, 본의 아니게 9개월 동안 실업자 생활을 

하다가 개성공단에 들어가게 됐을 때 직장이 다시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다. 김재원도 남측 근

로자가 남북 간 경제적 우열을 가리며 “자본력이 있으면 그게 곧 힘이고, 

그게 못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북측 근

로자들에게 “우리 방식을 강요”하면 갈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

북 간 통일이 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통합이 가능하려면 북한 사람들에 

한 남한 사람들의 우월감에 해 진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

았다.

북한 지역 방문 시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방북교

육 내용에서도 강조된다. 해당 교육에서는 북한에 갈 때 ‘ 한민국을 

표하는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 남북 간 

체제를 비교하거나 결의식을 부추기는 내용, 북한 최고지도자를 비하

하거나 비난하는 발언 등은 금지된다. 북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선전문

구에 해서도 놀리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은 큰 모욕으로 간주

된다고 한다. 북한 사람과 일상 화를 나누게 되더라도 용어와 어감의 

차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안내원에게 물을 것을 권고한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유의사항에 유념하고 말하기보다 

듣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북한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이다.

2. 이해하기 : “우리도 그랬잖아요”

북측 근로자와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깊이 있는 신뢰관계를 형성하

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상호문화주의적 태도를 갖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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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다.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와 같이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

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문화적인 보편성과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을 추구한다.27)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서 북측 근로

자들의 행동을 파악해야 하지만 동시에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을 취

함으로써 그들이 우리와 같은 성정(性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남희진은 북측 근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30년 전에 

박정희 정권이 있을 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

었”다고 한다. 그가 근무지에 사 놓은 물건이 없어졌을 때도 처음에는 굉

장히 화가 많이 났지만, 종교적인 회심을 통해 북측 근로자들을 이해하

는 마음이 생겼다.

남희진 : 문득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주신 게 ‘그 사람들 중에 아무도 자기

가 쓰려고 가져간 사람이 없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 

유레카!’ 진짜로 그 사람들 중엔 아무도 자기가 그걸 쓰려고 가져간 사람이 

없어. (상부에) 바치려고, 가족한테, 자식한테 (주려고). 근데 그게 뭔가 마음

에 확 들어온 순간 눈 녹듯이 그게 마음에 확 왔고…….

군인처럼 지침이 내려오면 갑자기 돌변하고, 때로는 부정직한 행동을 

자행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북측 근로자들의 모습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온 남측 근로자들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힘들

다. 그러나 이찬용은 그들 행동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지 않고 구조에

서 찾았다. 개인이 잘못한 것은 없지만 “경제 상황이 어렵고, 사회가 어

렵고, (…) 폐쇄돼있고” 그러다보니 마주하게 되는 행동들이라는 것을 이

해하게 되었다. 김재원은 북측 근로자들이 정해진 생산목표를 낮춰달라

27) 박인철, ｢상호문화성과 동질성 – 상호문화성에서 동질성의 의미와 그 철학적 

함축｣ 코기토 82, (2017), 34~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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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거나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다툼을 통해서 

서로 맞춰가게 되었다고 털어 놓았다.

김재원 : 그런 (다투는) 일이 반복되고 하면, 반복되고 해결되고, 반복되고 

해결되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남측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이 정도고 북측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다.’ 그러면 이

제 그런 게 경험치가 쌓이면 아무래도 실제로는 (북측 근로자들이) 100이라

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들이 80밖에 못하니까, 우리가 목표를 90 정도로 

맞춰보고, 서로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개성공단 사람들의 면담 상자 중 한 명도 “북측도 사람 사는 세상

이고 그런 면에서 다 똑같다.”라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남녀관계에 비유

하여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서로 조심하는 것처럼 남북관계에서도 서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아킬레스건이 있으므로 그 부분만 잘 지키면 여타 

인간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다. 북측 근로자의 행동을 파악할 

때 남한의 규범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보다는 그들의 상황을 사회적 맥

락에서 이해해야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3. 선물 주기 : “그 사람들 있는 공간에 잘 가져다 놓고”

서론에 적은 것처럼 북측 근로자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는 철저하게 

남측 근로자들 각자의 선택의 문제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북측 근로자들

과 친 한 관계를 형성하 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선물 전달이

었다. 모스(Marcel Mauss)에 따르면 선물을 주는 행위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행위이고, 증여는 단순한 일회적 행위가 아니라 

다시 반  증여가 일어날 것이 기 되는 행위이다.28) 이찬용, 남희진, 정

원식, 박상필은 북측 근로자들을 도와주고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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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파악해서 적절한 선물을 전달했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소소한 선물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찬용은 상 방의 

마음에 있는 것을 빨리 파악해서 좋은 타이밍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돈을 줘서 뇌물을 고이”거나29) “잘 해보려고 뭘 계속 갖다 주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이상해질 수 있다.

이찬용 : 화도 계속 하다 보면은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략) 그 (북

측) 사람이 제 나이에 늦둥이가 나왔는데 (중략)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요). 

(중략) 그래서 인제 그 사진을 보니까 애가 얼굴이 불긋불긋해가지고, 제가 

쓰는 연고를 갖다 줬어요. 함 써보라고. 빨갛게 됐을 때 바르면 좀 효과가 있

을 수 있다고 (하면서). (중략) 써보고 효과를 본 거죠, 이제. 워낙 바르는 게 

없으니까. 한 며칠 만에 효과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주말 끝나고 

돌아왔어요. 근데 좀 안 좋은 걸로 싹 가가지고 “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북측 근로자가) “어? 동생!”

이찬용은 북측 상 방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유용한 선물

을 전달함으로써 ‘형님-동생’ 관계를 형성했다. 남희진도 북측 근로자 중 

임신한 직원이 있어서 조장의 눈을 피해 “그 사람들 있는 공간에 잘 가져

다 놓”는 식으로 선물을 챙겨준 일화를 소개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

장의 눈을 피해야 했다는 점이다. Ⅱ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북측 근로자

들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형평성의 문

제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특정 근로자에게만 드러나게 선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김재원은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달리 선물을 주는 것

이 금지돼있다는 사실만 강조했다. 누군가가 일을 잘해서 사탕 하나를 

줘도 나중에 도로 가져온다는 것이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

28) Marcel Mauss 저, 이상률 역, 증여론 (파주: 한길사, 2002), 58쪽.
29) ‘뇌물을 고이다.’라는 표현은 북한에서 ‘뇌물을 바치다.’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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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상황들이 거기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선물에 한 이야기는 피하

려고 했다. 실제로 정원식은 북측 근로자들에게 량으로 사탕을 사다 

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창고에만 쌓아둬서 책임자에게 왜 그랬냐고 물

어보니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답했다고 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열 

개면 열 개, 다 가야 되고, 아홉 개면 아홉 개 쫙 가야” 하는데, 몇 천 개 

되는 사탕 개수를 셀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북측 근로자들은 결국 반나

절 동안 사탕 개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배분했다고 한다. 사회주의 배

급체제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개성공단에서는 남북한 근로자 간 

선물을 교환하는 데도 은 하면서 공평하게 전달하는 고도의 기술이 요

구된다.

4. 부딪치기 : “세게 하면은 인정을 해줘요”

북측 근로자의 행동에 해 인내하고 이해해야 하지만, 이찬용에게는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가 있었다. 북측에서 이찬용이 잘못한 일이 

아닌 것을 덮어씌우려고 했을 때 다.

이찬용 : 제가 한번 큰일 난 적이 있어요. 제가 잘못해서 행사가 망가진 

것처럼 된 거예요. 북측에서는 그 입장을 저 모르게 이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위원장한테. 우리 남측 위원장한테 가서 “O선생이 이런 조치를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위원장

님이 저를 믿고 있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를) 불러서 “이런 얘기 들었는

데”(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절  아니(라)고” 이

렇게 설명했는데 (위원장님이) “아, 그럴 줄 알았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박

차고 나와 가지고 (북측 사무실에) 들어가서 따졌거든요. “당신 똑바로 안 하

냐”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 막 속된 말로 ‘지랄’을 했더니, 저 추방당할 각오

를 하고. 이런 거는 넘어가면 안 된다. 난리를 치고 우리 부서 사람들이 와서 

저를 끌고 나갔어요. (중략) ‘아,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는데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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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고요. 재밌는 게 되게 세게 ( 응)하면은 인정을 해줘요. (중략) 불러서 

사과를 잘 안 하는데 “미안하게 됐수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찬용의 강한 응은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하는 개성공단에서 

실행에 옮겼다고 믿기 어려운 수위이다. “추방당할 각오”가 없었다면 불

가능했을 행동임에도 흥미로운 것은 북측에서 오히려 이찬용을 인정해

주고 사과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북측 근로자들과 “딜(거래)”을 했던 

경험도 이야기해주었다. 이찬용이 북측에 요구하는 것 중 불가한 것이 

있다면 이찬용의 담당 업무에 해 북측이 협조를 요청해야 할 때 “나 그

날 휴가 가야겠다. 알아서 하세요.”라는 식으로 응했다. 심지어 북측 

근로자들이 “딜을 던져주는 걸 더 좋아하는” 느낌도 있었다고 한다. 그가 

“딜”을 할 때는 그걸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겨냥했다. “핫바리”하고

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통했다고 한다.

박상필도 북측 근로자들에게 불만이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

면 “바보”가 된다고 말했다. 말을 너무 심하게 했거나 근로자를 일방적으

로 교체했을 경우 항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측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못하고 북측의 총국을 통해 충원해야 하는

데,30) 정원식은 인사권과 생산 주권에 해 “그걸 놓치면 다 놓친다.”라

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서는 고집을 부리고 싸웠다고 한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들이 갑자기 옆 공장으로 출근해야 한다

는 소식을 듣고 총국에 강하게 항의했더니 총국과 개성시인민위원회 간 

“호흡이 잘 안맞았”음을 인정하며 시정해주었다고 한다. 개성공단 사람

들의 여성 과장도 처음에는 북측의 남성 근로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했

는데, “일부러 남자 중에서 제일 강한 사람을 겨냥”해서 직장장과 법인장

이 말릴 때까지 말싸움을 했다고 한다. 결국 그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얻

30) 차문석·김지형, 북한의 공장 및 노동 실태 분석,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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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해결되었다.

상 방이 강하게 응했을 때 인정해주거나 높은 직급의 사람과 타협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문화는 윌리스(Paul Willis)가 묘사한 ‘싸나이’들

의 문화31) 내지 군 의 하위문화를 연상시킨다. 싸나이들도 거친 행동을 

했을 때 서로를 인정해주었고, 일반적으로 군 에서도 강한 남성성이 요

구된다.32) 이찬용은 “딜”을 했던 경험을 얘기한 뒤에 북한 사람들이 군인

과 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고위 군인들에게는 책임뿐만 아니라 재량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되는 것도 아닌” 것들이 있다는 설

명이다. 물론 북측에서도 상황을 시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을 때에만 

강하게 응하거나 거래를 제안하는 전략이 통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

해야 할 전략일 것이다.

5. 신뢰 얻기 : “저 사람은 믿어도 되겠구나”

위에 서술한 경험들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결국 북측 근로자들과 

“특별한 프렌드십”을 쌓았다. 이찬용은 라포가 형성된 근로자와는 서로

에 한 눈빛이 달라졌다고 말했고, 남희진도 일부 근로자와 “눈빛으로 

얘기하는 정도의 친 감”을 쌓았다고 표현하며 북측 근로자와의 신뢰관

계를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가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관계라고 

정의했다. 모든 이의 언행이 시시각각 관찰되고 보고되는 개성공단에서 

남북 근로자 간 친 한 관계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사람과 사

람의 마음이 통하는 것은 제도로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정원식은 법인장

31) Paul Willis 저, 김찬호 역, 학교와 계급재생산: 반학교문화, 일상, 저항 (서울: 

이매진, 2004), 51~74쪽. 
32) 민진, ｢군 조직문화 특성의 도출과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제8권 3호 (2011), 

91~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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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북측 근로자가 사망했을 당시 자신이 취한 행동을 소개했다.

정원식 : 이 친구가 간이 좀 안 좋아서 간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못 나올 거 같다고 그러더니 한 달 후에 죽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조의금으로 백 달러인가? 이렇게 해서 정말 큰돈이잖아

요, 그때. 그 애가 한 달 월급이 오십, 오십 달러니까. 그래서 이걸 줬는데 나

중에 돌려받았어요. 달러 못 쓴다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너무 

너무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중략) 근데 어느 날 보위부, 그 보위부 친구

들은 이렇게 혼자씩 다녀요. 같이 올 때도 있지만. (중략) “사장선생, 뭐 별일 

없어요?” 그래서 “아, 난 정말 가슴이 아프다. (중략) 근데 조의금도 안 받고 

그게 뭐냐. 그런데 내가 인사기록카드를 보니까 그 딸이 있던데, (중략) 딸아

이가 우리 회사에 오면 그 집안이 또 아빠의 가업을 잇고, 또 할 수 있지 않

냐?” 이런 얘길 했어요. 그랬더니 이 참사가, (중략) “허, 사장선생, 어떻게 그

런 생각을 다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니, 나 그런 맘이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더니 끝났어요. 근데 6개월인가? 7개월인가 후에 

그 노, 노동 담당하는 그 참사가 웬 처녀애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중략)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중략) ‘야~ 이렇게 이게 통하는 구나, 이 사회에서

도’(라고 느꼈어요).

정원식은 북측 근로자들에 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경조사

를 당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거나 위로함으로써 “믿을 만한 사람”이라

는 신뢰를 얻었다. 개성공단 사람들에는 북측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남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는지 판단 기준 세 가지가 등장한다. 첫째는 

입이 무거워야 한다. 남측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친하다는 느낌이나 뉘

앙스”가 생기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정이 많아야 한다. 북측 근

로자들은 ‘정이 무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강직하고 정의

감이 강해야 한다. 남희진은 개성공단에서 나올 때마다 북측 근로자들에

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안심시켜주기 위해 “늘 달력을 보면서 설명”

했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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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며칠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정확히 알려주었다. 정원식은 

신뢰를 얻으려면 작은 일에도 “한결같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2년 

동안 자신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킨 일을 소개하며 북한 사람들로부터 

듣기 힘들다는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받았다고 자랑했다. 또한 그는 

회사의 생산현황이나 회계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북측 근로자들에게 공

개한 것도 신뢰를 얻은 비결로 꼽았다. 도난 문제에 해서도 아예 소모

품과 간식 창고 관리를 북측 근로자에게 맡기니 분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며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되면 다시 들어가고 싶은지 

물어봤다. 비교적 고연령 인 정원식과 박상필은 난색을 표했지만, 나머

지 세 명은 복합적인 마음이 든다고 답했다. 이찬용은 폐쇄되었을 때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제 실업자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었고, 두 

번째로 북측 근로자들이 걱정되었다. 다시 열리면 그 사람들이 잘 지내

는지 궁금한 마음에 가고 싶기도 하지만, 주중에 가족들을 못 본다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고 했다. 김재원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아

직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도 가족을 생각하면 “반반”이라고 말했다. 남희진은 남한

에서 매일 출퇴근만 할 수 있게 되면 다시 가고 싶다고 답했다. 남희진

에게 힘들었던 일도 많았는데 왜 다시 가고 싶은지 묻자 “못해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애틋”하다고 답했다.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자신이 

하고 싶다는 사명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남희진이 북측 근로자들에게 

느끼는 “애틋”함은 무엇일까? 사람과 사람 간에 느껴지는 인류 보편의 우

정이면서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에 한 동질감,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슬픔, 그 사람들이 처한 현실에 한 안타까움 

등이 혼합된 감정일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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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극장국가’ 무대 뒤의 진심 어린 관계

본 연구에서 밝힌 북한 사람들의 특성은 개개인의 특성이 아닌 체제의 

특성이 반 된 것이며, 남한 근로자가 느낀 이질성은 남북한 체제의 차

이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근거로 한 ‘정규군국가’이며 그 속

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침 로 행동하면서도 생존을 위해 부정직한 일

들도 서슴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자존심이 강하다. 이러한 특성에 한 

정보는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도 밝혀졌지만, 북한 사람들과 실제로 그

것을 매일 매일 몸소 체험하며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은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사람들과 미리 일상에서의 교류를 경험하며 라포를 형성

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사람들 간 관계형성 전략의 

특징을 밝혀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예상치 못했던 

북한 근로자들의 이질적인 특성 때문에 당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업무상의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공감적인 친 도를 쌓고자 의도

적인 전략을 취함으로써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정은미

(2014)는 남한 기업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인센티브가 

자본주의적 노동통제의 한 전략이었다고 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업 

차원의 관계가 아닌 남북한 근로자 차원의 관계에 주목했다. 연구 참여

자들은 경제적 동기 외에도 북측 근로자를 “동포”나 “동료”로 보고 라포

를 쌓아 나갔다.

북한을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은 기어츠(Clifford Geertz)의 ‘극장국가’ 

개념이다. 와다 하루키가 그의 책에서 김정일이 연출하고 디자인한 북조

선의 유격 국가가 기어츠가 말한 ‘극장국가’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띠고 

있다고 언급한 이후 그 개념은 권헌익·정병호(2013)에 의해 한 권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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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쓰여 졌다. 극장국가 북한은 기어츠가 19세기 발리에서 왕의 정

치적 권위가 ‘과시의 정치(politics of display)’를 통해 유지된다고 보았지

만, 북한이 김일성의 개인적 카리스마를 세습적 카리스마로 바꾸는 과정

에서는 현 적 극장국가의 모습을 보 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본 연구

를 정리하면서 연구자는 북한에서 아리랑축전과 같은 규모 예술 공연

만 극장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삶 전체가 극장에서 이루

어지는 연극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은 무  

위에서는 무조건 지침 로 행동하고, 자존심을 지키며 사회주의 인민답

게 살아가지만, 무  뒤로 내려왔을 때는 남측 근로자들과 “허심하게”33) 

우정을 나누면서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를 동경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 중 몇몇은 이들과 오랜 기간 함께 하면서 

‘극장국가’ 무  뒤의 진심 어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남북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는 분단된 상황의 제약 하에서 서로에 한 

마음을 모두 표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며 겨우 쌓은 비공식

적 관계이다. 이런 특수한 관계는 <공동경비구역 JSA>나 <강철비>와 같

은 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비단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2008년 박왕

자씨 피격사건 이전의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2010년 5.24조치 이전의 

북 인도적 지원 및 교류협력에서도 신뢰관계는 형성되었을 것이다.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이 필요한 관계라고 본다면 이러한 남북한 사람들 간 

인격적인 관계맺음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가치를 가지

고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라포라는 단어의 원래 뜻에서 보

듯이 남북한 사람들 간 ‘다리를 놓’아 의사소통을 물밑에서 원활하고 효

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협력이나 통합·통일은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

33) ‘허심탄회하게’의 북한식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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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실천적인 개념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우정을 나누는 일이 자연스러운 현상임

에도 국가의 결정에 의해 그것이 한 순간에 중단되거나 오해가 쌓이게 

되는 것은 적 적 남북관계가 가져온 비극이다. 신뢰는 쌓아가는 데 오

랜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가치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 쉬울 

수 있다. 2010년 5.24조치와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

이 기사화되곤 하지만 천문학적 금액보다 더 큰 손실은 바로 이러한 남

북한 사람들 간의 신뢰관계라고 생각한다. 남북한 양측이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천명한 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

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Ⅴ. 시사점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사람들 간 이질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

등에 비하고자 북측 근로자들의 예상치 못했던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들과 라포를 형성했던 연구 참여자들을 의도적으로 표집 했다. 연구 참

여자들은 감시체계 속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는 북

한 근로자들로 인해 “마음고생”을 했지만, 자신에게 인습된 제스처를 수

정하여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가능한 방식으로 우정을 나누고자 했

다. 때로 항의해야 할 부분에는 강하게 응하여 사과를 받아 내기도 했

다. 그러나 개성공단이라는 공간에서 북한 근로자와 친 한 관계를 형성

한 사례를 일반화하거나 그것만이 남북한 사람들 간 바람직한 관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본 연구는 남북한 사람들 간 형성될 수 있는 다양

한 양상의 관계 중 신뢰관계의 가치에 주목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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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개성공단 근무 경험자가 관찰한 위와 같은 북한 근로자의 특징은 북한

이해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해교육은 통일교육에서 논쟁

적인 부분이다. 2018년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는 북한에 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균형 있는’ 북

한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남북 간에 제한적인 교류만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북한에 해 정치

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을 확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

다.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도 학생들은 향후 희망하는 북한 

및 통일관련 교육 내용으로 ‘북한의 생활 모습’을 첫 번째(38.0%)로 꼽았

지만, 북한 사람들의 최근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가 충

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랜 기간 북한 근로자와 라포를 형성했던 개성

공단 근무 경험자의 진술은 통제되고 있는 북한 사회의 모습을 객관적으

로 보여주면서도 그 속에서 일어났던 남북한 사람 간 소통과 애정을 전

달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남북한 근로자 간 관계형성 전략도 평화·통일교육에서 중요한 콘텐

츠로 구성될 수 있다.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 제시한 평화·

통일교육의 목표 중에는 ‘평화의식 함양’과 ‘민주시민의식 고양’이 있다. 

평소 나와 다른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상호 소통하

는 자세를 갖추고, 민주적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평화·통일교육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는 것이다. 그러나 평

화·통일교육의 내용은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북한 이해’, ‘통일

의 과정과 미래상’ 세 가지에 그치고 있어 ‘평화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는 구체적인 콘텐츠가 부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학계에서

도 평화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의 태도·의지 역을 통일교육에 적용하

려는 시도가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34) 남북교류협력 경험자의 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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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관계형성 전략은 평화·통일교육 상자에게 추후 북한 사람들

을 만났을 때 어떠한 태도로 다가가야 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는 2017년부터 개성공단 남북통합

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진행하고 있다. KSP 

사업은 개성공단의 남북통합경험을 분야별 유관기관에 전수 및 교육하

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7-18년 전국의 초·중·고교 및 학, 공공기

관에서 총 505회, 37,849명에게 실시되었고, 교육 후 84.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35) 그러나 교육전문기관이 아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 직

접 시행하는 KSP 사업은 상 범위나 콘텐츠 구성, 전달력 측면에서 한

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남북통합경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산

하고자 한다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통일교육 시행기관들과 긴 히 

협력하여 평화·통일교육의 콘텐츠로 적극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개성공단 남한 

근로자의 북한 근로자와의 관계형성 전략을 다루었지만, 현실적인 여건 

상 남한 쪽의 이야기만 실을 수밖에 없었다. 추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접촉면이 늘어나고, 북한 사람들을 상으로 한 연구도 가능해진다면 남

한 사람의 시선에서 관찰한 북한 사람이 아닌 북한 사람의 시선에서 관

34) 이인정,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에 관한 연구｣ 도
덕윤리과교육연구 제62호 (2019), 1~24쪽; 정현백·김정수, 평화지향적 통일

교육의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정하윤, ｢남북한 통일 이후 사

회통합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2호 (2012), 

51~70쪽.
35) 채형우, ｢개성공단 남북통합경험교육 사업의 전개와 평가 – 다름의 극복과 상

호존중을 중심으로｣ 2018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한국통일교육학회 공동

학술회의: 개성공단 남북통합경험과 통일교육, 2018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

단·한국통일교육학회 공동학술회의 (2018년 12월 8일), 84~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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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 남한 사람의 특성과 그들의 관계형성 전략도 분석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둘째, 연구 목적상 북한 근로자와 라포를 형성했던 사례에 집

중하여 분석하 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가 남북한 사람들 간 일반적인 관

계를 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남북한 근로자의 직위나 계층에 

따른 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개성공단 내 다른 양상의 관

계나 개성공단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의 관계 형성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기까지 관찰한 북한 근로자들의 

특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최근 4년 동안의 변화는 반 하지 못했다는 점

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2018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일부 교류협력

이 진행된 바, 평창동계올림픽이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에서의 

교류에 한 후속연구도 이루어지길 기 한다.

■ 접수: 2020년 4월 29일 / 심사: 2020년 11월 27일 / 게재확정: 202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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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Workers Perceived by South 

Korean Workers at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ir 

Relationship Building Strategies

Kim, You-Y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oste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draw implications for the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and 

the North Korean studies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workers perceived by South Korean workers at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GIC) and their corresponding strategies for relationship building. 

To that end, I held in-depth interviews with five former GIC workers who 

built a rapport with North Korean workers. The results showed that North 

Korean workers would follow the guidelines as the citizens in a “Regular 

Military State” based on Juche ideology, but would also violate laws to 

survive and have high self-esteem. Moreover, they held much interest in the 

South, and exhibited more changes in appearance, culture, language, and 

economic concepts the longer they worked in the GIC.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workers, South Korean workers utilized the 

strategies of ‘patience’, ‘understanding’, ‘gift giving’, ‘confronting’ and ‘trust 

earning’ to form a rapport with them. Such trust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workers is a national asset from the perspectiv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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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 학교 북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통일연구원에서 객원연구원, 한국교육

개발원에서 연구사업 운 원으로 근무했고 현재 서울 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생이다. 남북

한 사람의 통합 문제에 관심을 갖고 북한 교육, 탈북청소년 교육, 평화·통일교육 분야를 연

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는 석사학위논문 “북한 제1중학교 정책 실태 및 변화 연구”와 “가족과 

사회적 관계가 탈북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향”이 있다.

views inter-Korean relation as one that requires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Furthermor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workers 

observed by South Korean workers at the GIC can be used as valuable 

contents for the the North Korean studies and the relationship-building 

strategies they took can provide tips on communicating with North Korean 

people on their first encounter.

Keywords: Gaeseong Industrial Complex,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workers, Relationship building strategy, Education to understand North 

Korea,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