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현대북한연구 2022 · 25권 2호

현대북한연구, 25권 2호(2022), Ⓒ 2022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pp.8∼43.
http://dx.doi.org/10.17321/rnks.2022.25.2.001

본 연구는 비판적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라

는 틀을 통해 남북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려는 시도이다. 사회학적 개념

에서 연유한 존재론적 안보는 주관적 자아정체성에 대한 안보로서, 국가의 

경우 일상의 반복과 학습을 통해 예측 가능한 기초신뢰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적 서사(biographical narratives)라는 수단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전제에 입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본질은 각기 존

재의 정당성을 위해 서로가 적대·경쟁 또는 타협의 서사를 구축하며 벌이

는 ‘주권게임’이라 할 수 있다. 존재론적 안보 관점에서 데탕트는 반미반제

국주의와 반공의 서사를 바탕으로 정체성의 경쟁을 해 온 남북한 모두에게 

존재론적 위기인 동시에 기회를 가져왔고, 2018년 초 “평창 임시 평화체

제”의 굴곡 또한 근본적으로 ‘핵보유 정상국가’ 정체성을 추구했던 북한의 

존재론적 불안에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한편, 존재론적 안보는 

남북관계의 과거·현재에 대한 해석을 넘어 미래적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경합적 공존(agonistic coexistence)이라는 개념으로의 확장성을 보

여 준다.

주제어: 존재론적 안보, 경합적 공존, 비판적 구성주의, 남북관계, 전기적 

서사, 안보문제화, 데탕트, 핵보유 정상국가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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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그간의 다양한 이론 연구에도 불구하고, 75년을 넘는 긴 분단의 역

사 속 남북관계에 한 이론적 탐색은 여타 북한 연구 역에 비해 상

적 빈곤함을 보여 왔다.1) 본 연구는 남북관계에 한 철학적·이론

적 논의와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려는 시도이

다. 냉전 질서가 장기간 규정해 온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권력(power)

과 생존(survival)에 기반한 현실주의 해석의 역으로 존재해 왔다. 이

후 탈냉전 조류와 맞물려 나타난 한반도에서의 평화· 화 필요성 인

식은 자유주의라는 ‘ 항’ 이론과의 적실성 논쟁으로 이어졌다. 하지

만,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이론은 남북관계를 실증적 측면에 초점을 맞

춰 조망하고 남북관계를 합리적 행위자의 게임으로만 바라봄으로써, 

북한의 ‘비합리적 행보’와 남북관계의 부침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

다. 이에 기존 주류적 시각에서 탈피, 남북관계를 정체성에 기반하

여 그 행위자와 구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구성주의적 접

근이 제기되기도 했다.

본 연구는 북한이 정체성의 규정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체제라는 점

과, 남북관계가 본질적으로 불완전 주권이라는 “주관적 불만족” 상태

를 극복하기 위한 게임2)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남북관계를 비판

적 구성주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는 이론적으로 실

증주의 연구로의 수렴, 경험적 연구 측면에서 민족적 정체성만으로는 

남북관계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인 통상적 구성주의와 차별된

1) 서보혁 외, 12렌즈로 보는 남북관계 (서울: 박 사, 2021), 308쪽.

2) 전재성,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서울: 한울엠플러스, 2020),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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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판적 구성주의는 정체성의 역사적·담론적 구성과 안보정책 사이

의 논증과 연계를 분석하고, 정체성의 물질적 변수와 상호 결합 가능

성을 수용한다.3) 본 연구는 남북관계 고찰을 위한 비판적 구성주의의 

분석틀로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 이론을 도입한다. 아울러, 

존재론적 안보를 확장한 경합적 공존(agonistic coexistence)4) 개념을 함

께 제시함으로써, 비판적 구성주의 이론이 남북한의 과거와 현재라는 

현상 분석을 넘어 미래의 관계 규정에 해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

을 보여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석틀로서 존재론적 안보와 경합적 공존 개념을 먼저 

살피고, 경험적 사례 분석을 통해 현상 해석 이론으로서 존재론적 안

보 개념의 적실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사례 연구를 통해 경합적 공존

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남북관계에서 어떠한 미래적 함의와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개념적 수준에서 다룬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남

북관계 분석에서 존재론적 안보 이론의 적용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

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역사적으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규정력

을 발휘해 온 북접근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판적 구성주의 접

근이 남북관계에 한 새로운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설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현상을 본격적으로 분석·논증하기 위한 

3) 배리 부잔(Barry Buzan)·레네 한센(Lene Hansen), 국제안보론 , 신욱희 외 옮김(서

울: 을유문화사, 2010), 297~307쪽; Young Chul Cho, “Conventional and Critical 

Constructivist Approaches to National Security: An Analytical Survey,”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49, No.3(2009), pp.90~96.

4) Jeongho Park, “Investigating the Possibility of Humanitarian Engagement in 

North Korea for Regional Security: Focusing on the ‘(de-)Construction of 

Crisis’,” Master’s Dissertation(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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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목적보다는 특정 개념의 이론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전제하고자 한다. 

2. 비판적 구성주의 이론의 검토

1)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

기든스(Anthony Giddens)와 랭(R.D. Laing)의 사회학적 개념에서 연유

한 존재론적 안보는 행동과 선택의 동기를 제공해 주고 더불어 가능

하게 하는 주관적 자아정체성에 한 안보를 의미한다. 월퍼스(Arnold 

Wolfers)와 맥스위니(Bill McSweeney)는 취득된 가치에 한 위협 부재

라는 객관적 의미의 물리적 안보(physical security) 이외에도 주관적 의

미의 안보에 주목했다.5) 미첸(Jennifer Mitzen) 등 일련의 국제관계학 

학자들은 이를 위협에 한 불안(anxiety)·사회적 구성물로서 위기라는 

존재론적 위협과 관련된 정체성의 안보로 구체화한다. 이들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국제사회라는 틀 속에서 존재론적 안보를 추구한다

고 주장한다.6) 국가는 일상의 반복(routines)과 학습을 통해 내재적 또

5) Ibid., p.10.

6) Jennifer Mitzen, “Ontological Security in World Politics: State Identity and the 

Security Dilemma,”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12, No.6 

(2006); Brent Steele, “Ontological Secur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Routledge, 

2008); Jef Huysmans, “Security! What Do You Mean? From Concept to Thick 

Signifier,”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4, No.2(1998); Ayse 

Zarakol, “Ontological Insecurity and State Denial of Historical Crimes: Turkey 

and Japan,” International Relations, Vol.24, No.1(2010).



12  현대북한연구 2022 · 25권 2호

는 관계적으로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기초신뢰체계를 구축하고, 전기

적 서사(biographical narratives)라는 수단을 통해 자아(the Self of states)

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간다. 국가가 관계적 관성의 단절이나 자기 부정

을 의미하는 체면손상(shame) 요구, 즉 자기 정체성의 위협(self-identity 

threats)에 직면하게 될 경우, 전기적 서사는 손상되고 자기 존재에 

한 확정성의 상실, 즉 존재론적 불안(ontological insecurity)에 빠지게 된

다. 결국, 국가는 자기 정체성 또는 자아 유지라는 존재론적 안보를 

추구하는 행위자로 존재하며, 전기적 연속성(biographical continuity) 유

지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내외적 응 메커니즘이 작동된다.7) 이러

한 측면에서, 정체성의 가정에 기반한 존재론적 안보는 기본적으로 구

성주의적 뿌리를 가진다.8) 

본 연구에서는 특히 존재론적 안보 이론(OST)이 전통적 구성주의 

속성과 구분되는 지점에 주목함으로써, 국가 간 관계에서 효과적인 

분석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평가한다. 먼저, 존재론적 안보 이론

은 정체성, 규범, 문화 등 관념적 요소의 구성에 향을 끼치는 물질

적 변수에 주목한다. 즉, 물리적 불안정이 전기적 서사와의 불일치

(incompatibility) 같은 자기 정체성 위협을 야기하는 독립변수가 될 수 

7) Catarina Kinnvall, “Globalization and Religious Nationalism: Self, Identity, and 

the Search for Ontological Security,” Political Psychology, Vol.25, No.5(2004), 

p.746.

8) 존재론적 안보를 현실주의와의 결합하거나 탈구조주의나 탈식민주의 접근에서 다루는 

시도들도 존재하며, 이러한 다양한 접근들이 존재론적 안보학(Ontological Security 

Studies: OSS)을 구성한다. Karl Gustafsson and Nina Krickel-Choi, “Returning 

to the roots of ontological security: insights from the existentialist anxiety 

literatur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26, No.3(2020), 

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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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안보와의 접점(nexus)을 전제한다.9) 일례로, 

1990년  초 탈냉전 조류 속 동구권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체제 구심

점이자 전기적 서사의 구현자인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 체제의 존재론

적 불안을 야기했다. ‘유격  국가’로 규정되는 북한에게 김일성의 존

재는 항일무장투쟁 역사를 체제의 전기적 서사에 녹여 정체성을 형성

해 온 국가성(statehood)의 요체 다. ‘국가 형성 신화의 기반’이자 ‘체

제의 구심점’인 김일성의 급작스러운 사망은 북한 체제의 전기적 서사

와 기초신뢰체계를 침식함으로써 존재론적 불안을 초래했다. 동시에, 

연이은 자연재해에 따른 극심한 경제난이라는 물리적 불안정은 북한

으로 하여금 ‘고난의 행군’이라는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 내고 강제하

는 정치적 동학을 초래했다. 

둘째로, 존재론적 안보 이론은 지역, 국가 간 상호관계, 국내정치

의 3가지 분석 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다. 흔히 존재론적 안보 이론

은 국가를 불안(anxiety)과 수치심(shame)을 느끼는 개인의 존재(state 

personhood)로 물화(ratification)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보다는 행위자 

분석 수준에 머물 개연성이 크다고 간주된다. 하지만, 국가가 역내 환

경 속에서 정체성을 구축해 나간다는 점, 국가 간 체제 정체성 경쟁을 

벌인다는 점, 존재론적 불안이 국내적 안보문제화(securitization)10)을 

9) 볼튼(Derek Bolton)은 물리적 안보인 세력균형과 국가 서사 간 불일치를 인식하게 될 

경우 약소국은 균형과 편승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존재론적 안보 

이론에 현실주의를 도입한다. Derek Bolton, “Balancing Identity: The Sino-Soviet 

Split, Ontological Security, and North Korean Foreign Policy,” Security Studies, 

Vol.30, No.2(2021), p.272, 280.

10) 정책결정자(안보행위자)는 특정 이슈와 관련 발화행위를 통해 청중에게 국가(안보

상)가 체제 정당성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존재론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식시키고, 

일상적인 정치행위(규범)를 넘어선 비상행위(emergency action)의 긴급성 설득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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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위기를 확산 또는 관리하는 재생산 메커니즘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점은 3가지 분석 수준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냉전기 

남북한의 정체성 형성과 전기적 서사 구축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표되는 동북아 내 안보환경과 긴 히 연결된다. 국가 간 수준에서는 

자기중심의 통일방안 제안 등 체제 정체성 경쟁과 통일의 서사 구축 

과정이 그려질 수 있다. 국내정치 수준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반공주의

와 반미반제국주의 서사를 구축해 나가면서 계기 시마다 안보문제화

를 통해 위기 상황을 연출하는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를 벌여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존재론적 안보 이론이 국가 행위자의 불안 인식과 반

응이라는 단순 기본틀로 설명되는 개체적이고 현상적 한계를 보인다

는 비판과 관련, 오히려 역사 및 구조적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 예

를 들어, 냉전기 남북한은 스스로를 한반도 안에서 민족 정통성을 계

승한 유일한 정치체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하며, 서로를 ‘괴뢰’와 ‘식민

지국가’로 간주하는 체제 경쟁 관계를 지속했다. 각각은 임시정부와 

항일무장투쟁 역사에서 정체성의 기원을 찾고, ‘자기중심의 통일국가 

달성’이라는 국가적 서사를 구축해 나갔다. 하지만, 1970년 초 데탕트

라는 역사의 조류와 구조적 환경 변화는 체제 간 갈등이 아닌 한민족

으로서 ‘타협’의 서사를 앞세우도록 강제하는 요인이 되었다.11) 기존 

서사와의 괴리로 존재론적 불안에 직면한 남북한은 서사의 확장과 보

선다. 이 과정에서 안보 행위자는 안보문제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기적 서

사를 재구축하고, 위기의 심각성과 중차 함을 반복 부각·과장하는 형태로 나아간다. 

배리 부잔·레네 한센, 국제안보론 , 325~330쪽. 

11) 남북한은 “부과된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마지못해 협력의 제스처를 취했으나, 사실은 

자기중심의 통일이라는 주권게임을 물밑에서 치열하게 해나가고 있었다”. 전재성, 동

북아 국제정치이론 ,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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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안보문제화를 통해 각기 체제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기회로 만들

었다. 

요컨 , 존재론적 안보 이론은 비판적 구성주의 입장에 기반하여 

국가 정체성 경쟁이라는 ‘주권게임’을 벌이는 남북관계를 효과적으로 

포착해내는 틀로서 가능성을 보여 준다. 

2) 경합적 공존(Agonistic Coexistence)

국가의 존재론적 안보 추구는 전기적 서사로 상징되는 정체성의 일

관성 유지에 한 내재적 과정(internal)인 동시에, 타자와의 관례화된 

관계성 속에서 발생하는 관계적(relational) 과정이기도 하다.12) 미첸은 

존재론적 안보가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의 관례화(routinizing relations)

를 통해 획득 가능하며, 국가 간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구성·유지된다

고 주장한다.13) 국가는 관계적 과정으로서 존재론적 안보 유지, 즉 관

계로부터 오는 불확실성의 제거를 위해 타자와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

하며 적 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역으로, 국가 간 협력 또는 공

존에 입각한 관계가 관례화 될 경우, 국가는 그 관계로부터 존재론적 

안보를 구성해 나갈 수 있다.14) 이렇듯 존재론적 안보는 남북 간 안보 

12) 존재론적 안보에 해 스틸(Brent Steele)과 킨발(Cristina Kinnvall) 등은 전기적 서

사의 유지라는 내재적 작동 기제에 주목하는 데 반해, 미첸과 루멜리리(Bahar 

Rumelili) 등은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와의 관계의 관례화가 보다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위스망스(Jef Huysmans)와 자라콜(Ayse Zarakol)은 두 가지

가 상보적임을 주장한다. Amir Lupovici, The Power of Deterrence(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p.60~61.

13) Jennifer Mitzen, “Ontological Security in World Politics: State Identity and the 

Security Dilemma,” p.354.

14) 루멜리리 역시 분쟁 해결의 문제를 존재론적 안보의 관점에서 다루는데, 갈등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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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를 물리적이 아닌 정체성 차원에서 극복할 여지를 준다는 점에

서 이론적 유용성을 가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 단위의 평화와 안

정을 위한 전제조건은 역내 구성국들이 존재론적 안보, 즉 각자의 전

기적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이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에 

한 메커니즘 구축이 평화와 안정의 달성과 직결된다. 또한, 한 국가

의 전기적 연속성 유지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 가능하고, 더 나아가 상

호 인정받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과 연관된다. 상호 립하는 체제가 

적 를 공고한 기반으로 안정을 확립하여 유지해 나가거나(홉스적 문

화), 협력적 집합정체성을 구축하여 평화와 상생을 추구(칸트적 문화)해 

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주권게임과 같이 일정한 수준의 갈등이 불가

피한 상황에서는 경쟁을 상호 정체성인 동시에 공존의 규범으로 설정

(로크적 문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남북관계의 경우, 적 를 기반으로 

한 존재론적 안보 유지는 미중 패권관계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협력적 집합정체성 구축 또

한 남북한 간 “주권게임이 수행되는 동안에는 새로운 미래 지향적 집

합정체성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15)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존재론적 안보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경쟁의 속성, 보다 정확하게

는 경합의 정체성 구축 차원에서 살펴볼 여지가 존재한다. 

정치에서 ‘경합’의 개념은 코놀리(William Connolly)와 무페(Chantal 

따른 존재론적 안보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메커니즘에 주목한다. 다만, 적 적 

의존을 고착화하는 존재론적 안보의 보수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히려 불안

(anxiety)과 존재론적 불안(ontological insecurity)의 긍정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경합적 공존과 차이를 보인다. Bahar Rumelili, Conflict Resolution and Ontological 

Security(London: Routledge, 2015).

15) 전재성,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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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ffe)를 통해 정립되고 발전해 왔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

에서 갈등의 제거(탈정치화)가 불가능한 이상에 불과하다는 기본 입장

에서 논의를 출발한다. 아울러 슈미트(Carl Schmitt)의 ‘적과 동지’ 개념

으로부터 정체성이 관계적이라는 것, 다시 말해 정체성의 실존 조건이 

구성적 타자(constitutive outside), 즉 다름에 기반한 타자의 존재를 인

정하고 수용할 때 가능하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슈미트가 정의한 ‘정치

적인 것(the political)’의 본성에 해당하는 갈등과 적 는 근본적으

로 소멸이 불가능하며,16) 이는 소위 칸트류의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의 ‘비현실성’과도 맞닿아 있다. 더 나아가 갈등(conflict)은 립

(confrontation)을 수반하는 적 (antagonism)라는 파괴적 속성 이외에

도, 경쟁(competition)이 가능한 경합(agonism)이라는 생산적 속성으로

도 존재 가능하다. 무페는 정치적 공간에서 갈등이 (민주주의적) 게임 

규칙을 수용하지 않는 적들(enemies)과의 적 적 관계뿐 아니라, 존재

의 정상성을 서로 용인하며 경쟁할 수 있는 우호적 상 들(adversaries)

과의 경합적 관계로도 발현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립의 관계를 

경합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17) 이는 평화의 달성을 적 라

는 갈등의 제거에서만 찾아 왔던 그간 논리 구조를 벗어나, 공동 규칙 

범주 안에서 경쟁하는 경합적 관계로의 전환 모색이라는 새로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 준다. 무페는 숙의민주주의와 같이 합의에 

16) Chantal Mouffe, The Democratic Paradox(London: Verso, 2000), p.21.

17) 무페는 국내정치와 국제관계의 속성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두 역에 존재하는 경합적 

속성의 유사성에 주목하며 국제관계에 해 경합주의의 국내 모델(agonistic domestic 

model)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적 적 형태를 띨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갈등을 다룰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다극적 경합 세계(a multipolar 

agonistic world)’의 가능성을 구상한다. Chantal Mouffe, Agonistic: Thinking the 

World Politically(London: Verso, 2013), p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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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착으로 적 적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바탕

에서 경합 관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이는 상 방을 우방 아니면 적

으로 인식하는 이분법적 프레이밍을 극복하고, 공존과 소통이 가능한 

상 (adversaries)로 보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행위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수용한다. 먼저, 합의의 ‘신성성’을 부인하고, 자신의 

관점과 시각을 표현하는 경합적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 공간에서 참

여자들은 경청과 발화를 포함한 예의(civility)의 기본적인 규칙을 따른

다. 이는 정체성과 견해에 한 존중과 인지 과정을 거쳐, “공감, 호혜, 

화해” 등으로 나아가게 된다.18) 이는 갈등의 파괴적 속성이 억제되고, 

이견들이 개방적으로 수용되며, 생산적 논쟁이 일상화되는 경합적 공

간을 창출하는 경합적 공존(agonistic coexistence) 개념으로 확장된다.19) 

18) Simona Goi, “Agonism, Deliberation, and the Politics of Abortion,” Polity, 

Vol.37, No.1(2005), p.60; Oliver Richmond, “A Post-Liberal Peace: Eirenism 

and the Everda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35, No.3(2009), p.556. 

이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롤스류의 자유주의적 관용(Rawlsian liberal toleration)과 

비교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관용은 자유주의 국가들과 비자유주의 국가들을 

구분하면서 후자에 해서는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관용이 아닌 적 와 

증오의 인식론적 역에 가둔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주의적 관용은 자기와 동일한 도덕

적 속성 및 자유주의에 한 헌신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존중을 적용하는 모순을 드러낸

다. Rosemary Shinko, “Agonistic Peace: A Postmodern Reading,” Millennium, 

Vol.36, No.3(2008), pp.481~482. 한편, 안보적 측면에서 경합적 공존은 개방성과 

신뢰를 우선시하는 신뢰안보구축(CSBMs) 및 공통의 정체성·역사·문화·규범에 기반한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개념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자가 군사

적 신뢰 조치를 통한 물질적 안보의 확산을 중시하고, 후자는 개체의 다원주의적 본질 

자체보다는 공통의 역사, 문화 등 집합적 정체성을 개념적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합적 공존의 개념과 상이하다. Jeongho Park, “Investigating the Possibility of 

Humanitarian Engagement in North Korea for Regional Security,” pp.11~12, 

20~21.

19) 경합적 공간을 홉스적 자력 구제에 기반한 무정부적 국제체제(anarchical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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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합적 공존에서는 상 방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에서 공존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게 된다고 가정한다. 이는 국가가 서로의 존재와 정체성을 존

중하는 공존의 바탕 위에 경합이라는 게임 규칙을 기꺼이 수용함을 

전제로 한다.

3. 존재론적 안보 분석틀로 본 남북관계

1) 사례 분석1: 데탕트와 남북관계

1970년 초 미중 데탕트는 분단 이래 지속되어 온 적 적 남북관계

에 일  변화를 예고하는 결정적 계기 다. 이는 남북한이 각기 반공

주의와 반제식민지론을 근간으로 구축해 온 전기적 연속성을 흔드는, 

즉 존재론적 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표면적 합의에도 불구, 데탕트에 한 남북의 입장과 

응은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1968년 청와  습격과 미 해군 <푸에블로호> 나포, 1969년 4월 미 

정찰기 E-121기 격추 등 군사모험주의로 치닫고 있었던 북한에게 

national system)나 그로티우스적 시각에 기반한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자와는 달리, 경합적 공간은 공존을 위한 일정한 규범과 제도에 

의해 운 되는 메커니즘을 전제로 한다. 반면 후자와는 달리, 질서와 안정 추구나 공통

의 역사와 집합적 문화에 한 고착보다는 다원주의 립 속에서 경합적 평화

(agonistic peace)를 추구한다. Ibid., p.12; Rosemary Shinko, “Agonistic Peace: 

A Postmodern Reading,” pp.48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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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초 미중 데탕트 분위기는 반미반제국주의의 적 적 서사와 배

치되는 것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북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위기를 기

회로 반전시키고자 했다. 먼저, 북한은 외적으로는 중소 분쟁과 쿠

바 미사일 위기, 베트남 전쟁, 내적으로는 반종파투쟁을 거치며, 이

미 중소 중심의 사회주의 블록과는 거리를 둔 채 국제 공산주의 이념 

자체보다 ‘주체·자주·자립·자위’로 표되는 민족적 반제국주의 서사

를 구축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중 간 화해는 북한의 전기

적 서사에 크게 배치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내적으로 ‘미군 백

기론’을 제기함으로써, 반미 정체성을 보존하며 존재론적 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공식화 및 김일성 유일체

제 확립의 기틀을 마련한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 제정은 데탕트

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기적 연속성이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둘째로, 미중 데탕트는 오히려 북한의 한국과의 주권게임에서 우위

를 점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제공했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은 결국 

통일 문제로 귀결되는데, 데탕트가 북한에게 평화 공세를 통한 통일 

기회로 인식됨으로써 ‘민족해방’, ‘조국통일’의 전기적 서사를 강화하

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실제 미국은 1970년 7월 한국 정부에 주한미

군 철수 결정을 공식 통보하 고, 북한은 이를 통일을 위한 결정적 기

회로 받아들이며 기 감을 높여갔다.20)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은 자신

20) 김일성은 1971년 6월 차우셰스쿠 루마니아 통령과의 화에서 통일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 철수 환경을 만드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Derek 

Bolton, “Identity Maintenance &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The Quest 

for Ontological Security in DPRK,” Phd. dissertation(University of Bath, 2018),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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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과 의도를 상당 부분 반 한 <조국통일 3  원칙>을 담은 <7.4 

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할 수 있었다.21)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을 

전후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담은 <8개항 남평화제안>, ‘고려연

방공화국 창설 방안’과 ‘단일 국호 유엔가입’을 포함한 <조국통일 5

방침> 등 각종 남 제안을 쏟아 냈다. 북한은 주권게임에서의 우위 

선점을 위한 국제사회 관여 강화에도 나섰다. 1970년  중반까지 90개 

이상 국가들과 수교를 맺는 한편, 1973년에는 유엔 주재 상주 표부 

개설, WHO 가입 등 유엔 외교를 가속화했다. 또한, ‘자주, 평화, 친

선’의 외교원칙을 앞세우며 일본을 포함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과 외

교관계도 가능하다는 공세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한국을 고립시키고

자 하 다. 한편, 비동맹운동을 중심으로 제3세계 국가들 상 외교를 

강화해 나갔으며, 1975년 비동맹 외상회의에서는 정식회원국으로 가

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력은 비동맹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지 세

력을 형성하여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를 상정하여 표결에 부치는 등 

한국과 체제경쟁에 힘을 쏟기 위한 방편이 되었다.22) 동시에 당시 비

21) 서명 하루 전 김룡택 북한 외무부상은 주평양 외교단 일부에 합의 사실을 사전 통보하

면서 ‘남조선이 공화국 정부의 노선을 수용한 것’이라며, “공동 합의는 조국통일을 위

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Note on Information provided by DPRK 

Deputy Foreign Minister, Comrade Kim Yong-taek, on 3 July 1972 for the 

Ambassadors and Acting Ambassadors of Poland, Bulgaria, Czechoslovakia, 

Mongolia, Romania, Hungary, and the GDR,” July 04, 1972,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PolA AA, MfAA, C 951/76. 결국, “북한

에게 있어 7.4 남북공동성명 채택의 의의는 남조선 혁명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데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김보미, “데탕트 시 의 “냉각지 ”: 북한 외교정책의 이념과 한

계(1966~1976),” 현 북한연구 , 제18권 2호(2015), 59쪽. 

22) 김일성은 1975년 일본 외교사절단과의 화에서 “향후 북한은 제3세계의 지원 아래 국제 

사회에서 ( 남) 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 다. Derek Bolton,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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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국가들을 상으로 한 북한의 주체사상 보급 노력은 국제사회를 

무 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항해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국

가적 서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중 데탕트를 미국의 동맹 방기(abandon- 

ment)에 한 불안의 시각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주

한미군 철수 등 후속 조치에 한 극도의 불만과, 매우 수세적이고 방

어적 수용 태도로 나타났다. 실례로, 1970년 9월 박정희는 애그뉴 미 

부통령과의 회동에서 “미군 철수 결정이 북한을 고무시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유발할 것”이라고 격노하며 ‘미국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23) 이러한 상황은 보다 근본적으로 강력

한 반공 의식과 공고한 한미동맹에 입각한 한국 정부의 정체성과 전

기적 서사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존재론적 불안을 야기하기에 충분했

다. 해당 국면은 박정희 정부가 유신으로 상징되는 독재정치의 강화를 

예비하고 있던 시점이었으며, 그 구상의 원천에는 반공과 한미동맹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더욱 컸다. 또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데탕트를 주권게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십분 활용하

고 있음을 간파했으며, 그로 인해 데탕트는 자칫 북한과 체제 경쟁에

서 ‘유일 합법 정부’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할 위기로 인식되었다.24) 이

에 한국 정부는 <7.4 남북공동성명> 서명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양보에 

Maintenance &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132.

23) 빅터 차(Victor Cha), 적 적 제휴 , 김일 ·문순보 옮김(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115쪽. 

24) 당시 박정희는 “데탕트를 북한이 남한에 해 전략적, 외교적 우세를 점하는 상황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 정부의 북 여행 조치 완화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호칭 사용 등 과거 관행에서 벗어난 행동은 한국 정부의 거센 반발을 가져왔다. 

위의 책, 179, 4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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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체면손상(shame)이 없도록 적십자 회담을 비롯한 북한과 화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등 체제 경쟁과 반공 정체성을 타협하지 않

고자 노력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박정희 정부가 초반의 불안으로부터 

오히려 데탕트 상황에 편승하는 서사를 추진해 나갔다는 사실이다. 

내적으로는 반공을 공고히 하되, 그 위에 ‘조국 근 화’라는 발전국가

의 서사를 중첩시켜 나가고자 했다.25) 남북 간 화 국면은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 즉 통일 목표를 전제로 한 실력 

배양의 명분과 여유를 제공했고, 주한미군 철수의 반 급부로서 막

한 군사원조는 자주국방이라는 군 현 화를 가능케 했다. 데탕트를 기

회로 한 한국의 자주·자립 추구는 북한과 장기적 체제 경쟁을 전제한

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주권게임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지 않았

다. 동시에, 반공과 또 다른 한 축으로 발전국가의 전기적 서사를 통

해 한국의 존재론적 안보 강화에 기여해 나갔다.

결국, 미중 데탕트가 한반도에 가져온 민족 화해 모양새는 기존 경

쟁적 국가 정체성의 본질을 체하는 것은 아니었다. 남북한이 앞다투

어 통일방안을 경쟁적으로 제안한 사실에서도 드러나듯이, 화의 이

면에서 체제경쟁의 승리를 위해 “통일의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체제

와 이념을 상 에게 확장하는 방식 또는 자신이 선호하는 방안 로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 다.26) 다시 말해, 남북은 데탕트의 

물결 속에서도 통일을 최종 목표로 한 주권게임이라는 존재론적 안보 

25) 이미 박정희 정부는 1967년 연두교서를 통해 “통일의 길은 경제건설과 민주역량의 

배양”이라며 ‘승공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을 강조하고 있었다. 김지형, 데탕트와 남북

관계 (서울: 선인, 2008), 56쪽.

26) 신종 , “남북관계사의 분석 수준과 주요 의제,” 한국과 국제정치 , 제30권 3호

(2014),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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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에 나섰던 것이다.

2) 사례 분석2: 2018년“평창 임시 평화체제”27)의 굴곡

탈냉전 조류 속 사회주의권 붕괴와 김일성 사망, 고난의 행군으로 

묘사되는 극심한 경제난 등 물리적 불안정은 북한의 정체성과 서사에 

또 한 번의 위기를 초래했다. 북한은 자력갱생과 선군, 강성 국의 서

사를 재축해 나가며 위기를 돌파하고자 노력했다. 한편, 제네바 북미

협상의 배경에서도 나타나듯이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하에서 미국과의 

‘공존’은 불가피한 문제로 여겨졌고, 이러한 현실과 북한이 구성해 온 

기존 서사와의 간극(incompatibility)은 점차 확 되고 있었다. 반미·항

일 서사에 기반한 ‘유격  국가’·‘정규군 국가’ 정체성은 탈식민·탈냉

전이라는 구조적 환경 변화 속에서 적실성을 점차 상실해 갔다. 특히 

고난의 행군 과정 속에 구축된 선군체제의 정당성이 약화되는 상황28)

에서 김정일 사망이라는 사건의 발생은 존재론적 불안을 야기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국면에서 새로이 집권한 김정은은 급속한 ‘국가핵무력 완성’ 

추진과 함께, 핵을 정체성과 전기적 서사의 중심에 위치 지우기 위해 

노력해 나갔다. 한국전쟁 이후 안보 딜레마 극복이라는 물리적 안보 

측면에서 추진되어 온 핵개발이 경제강국 건설 좌절과 북미관계의 근

27) 구갑우, “평창 ‘임시 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 한반도 안보 딜레마와 한국의 

삼중모순(trilemma),” 한국과 국제정치 , 제34권, 2호(2018).

28) 선군체제는 일종의 비상상황에서의 체제운 을 상징했으며, 1996년 OECD에 가입한 

남한 체제와의 극명한 비는 비정상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김정은이 집권 이후 당국

가 체제로의 신속한 전환과 정상국가 지향 노력, 선군 담론의 ‘퇴출’ 등은 김정은이 

선군체제를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 서사로부터의 이탈로 인식했음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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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 개선 불가 상황이라는 성과 부재 속에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전기적 서사의 핵심적 ‘종자’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내 북한

은 2017년 6차 핵실험과 륙간탄도미사일(화성-15형) 성공 후 ‘국가 

핵무력 완성 실현’을 공식 선포했고, 2018년 신년사에서는 ‘종합적 국

력과 전략적 지위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다’며 ‘전략국가’로서의 위

상을 공표하 다. 이러한 자신감은 연초 평창 임시 평화체제와 함께, 

4월 20일 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경제-핵 병진 

노선 마무리 및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이라는 ‘새로운 전략노

선’ 제기로 이어졌다. 일련의 흐름은 김정은 집권 이래 미국 본토 타

격 능력을 갖춘 핵보유국을 목표로 핵무장에 진력하는 과정에서 형성

된 ‘핵보유 정상국가29)’의 정체성 확립을 의미했다. 즉, ‘핵보유 정상

국가’ 정체성은 북한에게 존재론적 안보 유지의 새로운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30)

김정은 시기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은하 3호) 발사로부터 

2017년 9월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등 핵·미사일 능력의 실증을 위

한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다. 동시에, 2012년 4월 헌법 서문에 ‘핵보유

국’을 명기한 이래, 2013년 4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

29) 통상적인 정상국가 개념은 “국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지지받고 있는 국제

규범의 유지와 확산에 위협이 되지 않은 규범 옹호적 국가”를 의미하며, 현실 국제관

계에서는 “자유주의적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국가”로 별된다. 이에 반해, 북한이 상

정하는 정상국가는 “특정국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유와 권리를 제한받지 않으며 

타국과 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진 자유롭고 자율적인 주권국”을 의미한다. 김진욱, 

“북한의 낙인관리(stigma management) 전략: 김정은-트럼프 시기(2017∼2020)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 제40권 2호(2021), 37, 39쪽.

30) 김정은 시기 ‘핵보유 정상국가’ 정체성 구축은 내재적으로 실제 핵무기 개발의 완성과 

질량적 제고라는 물리적 실증(proof), 관계적으로 외부,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핵보유

국’ 인정이라는 공인 추구의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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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할데 한 법령｣과 ｢우주개발법｣을 채택하고, 이를 전기적 서사에 

인입(embedded)시킴으로써 명실공히 ‘핵보유 정상국가’로서의 정체성

을 마련했다. 2018년 북한이 신년사에서 ‘핵억제력 보유’를 확인하는 

동시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격화된 남북 

화 국면은 북한의 존재론적 안보 측면에서 ‘핵보유 정상국가’ 정체성

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장(場)이 된다. 북한이 공식매체에서 2017년 

‘핵완성’까지는 ‘핵보유국’을 지칭하는 용법에 주력하다, 2018년부터

는 국가 ‘지위’, ‘국력’ 변화와 같은 국가로서 전략적 위상을 강조하는 

담론을 보이기 시작한 점도 이와 일맥상통한다.31) 즉, 북한은 2017년 

‘핵무력 완성’을 근거로 ‘핵보유 정상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공인받고자 2018년 초부터 화에 나선 것이

다. 북한은 그 화의 창을 열어 주는 조력자로서 남한을 설정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이벤트를 모멘텀으로 ‘정상국가’로서 국제사

회의 무 로 떳떳하게 등장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핵보유 정상국가’ 정체성 확립을 통한 존재

론적 안보 유지 시도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 오히려 존재론적 불

안으로 이어짐으로써 “평창 임시 평화체제”의 역진, 즉 남북관계 경색

으로 귀결되었다.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회담과 10월 스톡홀름 실

무 협상 결렬은 북미 협상의 실패와 동시에, 북한의 ‘핵보유국 정상국

가’ 정체성 공인(recognition)의 좌절을 의미했다. 하노이 회담에서 예

측하지 못했던 미국의 ‘ 변+α’ 입장 고수는 북한에게 ‘핵보유’ 지위

를 위협하는 수용 불가 수준의 비핵화 요구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이

31) 홍민 엮음, 김정은 시  주요전략・정책용어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21), 67~ 

69쪽. 이는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위한 의도적 조치로 해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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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핵보유 정상국가’ 정체성과 핵보유 인정에 따른 ‘ 미 승리’·‘사회

주의 강국 건설’의 전기적 서사 확장 계획32) 차질에 한 불안감

(anxiety)을 초래했다. 특히, 2019년 4월 김정은이 직접 나서 시정연설

을 통해 공개적으로 미국의 태도 전환 시한까지 설정하 음에도 불구

하고,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것은 ‘ 미 승리의 서사’를 눈앞에 두었던 

김정은의 권위 훼손(shame)을 가져온 것33)으로 존재론적 불안을 야기

할 만한 결정적 사건이었다. 이후, 김정은은 백두산 군마행군으로 

미 전략노선 수정을 예고하고, 2019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자력갱생”·“정면돌파전” 전략을 천명하기에 이른다. 

북한은 ‘핵보유 정상국가’로서 정체성의 유지를 위해 내적으로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에 재착수하 으며, 자력갱생을 통한 사회주의 강

국 건설 매진이라는 태세 전환에 나서게 되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내부 결속과 내부 

자원 동원 등을 강조하는 담론들을 확 해 나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러한 북한의 전략 구상은 이듬해 코로나 국

면으로 차질을 겪게 된다. 특히, <당창건 75주>가 예고된 해 다는 점

에서 가시적 성과 달성이 무엇보다 절실하 으나, 고강도 방역 우선 

32) 북한은 2021년 4월 30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우리 당은…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번 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고자 한다”는 메

시지를 천명함으로써, 새로운 전기적 서사를 예비하고 있었음을 재확인했다.

33) 중재자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싱가포르 선언>·<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의 

성과를 ‘선취’하려 했던 ‘남조선 당국(자)’의 행위 역시 김정은의 ‘ 미 승리’ 및 ‘통일

의 구성(求星)’이라는 서사 구축 노력을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는 북

한의 2020년 6월 남공세 조치와 함께, 2018년 평화 과정을 주도한 ‘남조선 당국(자)

에 한 흔적 지우기’( 외선전화보 삭제) 등으로 나타났다. 정용수, “문 통령만 쏙 

뺐다… 김정은・트럼프 둘만 나온 북한 화보집,” 중앙일보 , 2021년 5월 12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55893#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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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로 인해 ‘정면돌파전’은 점차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상황의 극

적 반전을 위해 북한이 눈을 돌린 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남북

관계 다. “평창 임시 평화체제” 국면에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개최

에 호응하 음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경색은 

‘남한이 미국의 설득을 위한 중재자이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북한의 판단이 반 된 결과 다.34) 북한은 북전

단 살포를 빌미로 남 담화전을 시작으로 남북 통신채널 차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르는 ‘6월 남공세’를 전개하 으며, 동시

에 북한은 내적으로도 국가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남한풍을 뿌리째 

뽑기 위한 적인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사상 투쟁에 착수했다. 이

러한 일련의 흐름은 ‘ 남 분노’를 재자극하여 전기적 서사의 위기를 

만회함으로써, 체제 결속과 정체성 확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안보문제

화(securitization)를 의미했다. 실제 북한은 ‘ 남 군사행동조치 보류’ 

결정 이후 연말까지 한국 정부에 해 무 응 기조로 일관하며 남북

관계의 재정립에 나섰다.35) 

결국, 북한은 ‘핵보유 정상국가’라는 정체성을 국제사회, 특히 미국

34) ‘<평양공동선언>에서 변 시설 폐기가 언급된 점으로 미루어, 비핵화 범위( 변 핵시

설)에 한 남북 간 합의가 존재했을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하노이에서의 변 딜이 

실패하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중재자론을 비판하며 나온 것도 ‘한국이 미국 설득이라

는 역할을 제 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회의감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조은정·김

보미·최용환, “북미 비핵화 협상의 쟁점과 과제,” INSS 전략보고 , 제44호(2019. 

10), 3쪽. 

35)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2019년 10월 김정은이 ‘남조선 의존정책은 매우 잘못됐다’ 

며 금강산 시설 철거를 지시하고, 2020년 하반기 «로동신문≫ 남면을 사실상 없애

고, 이듬해 4월 «로동신문≫ 조국통일부까지 폐지하는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는 북한이 남북관계 재정립을 보다 본질적이고 장기적 전략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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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했으며, 동시에 ‘ 미 승리’·‘평화공존’·‘사회주

의강국 건설’ 서사로의 이행을 예비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남한역할론 인식은 남북관계의 급진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의 결렬은 최고 존엄의 권위, 그와 연동된 전기적 서사에 손상을 

초래했으며, 북한은 남북관계 훼손으로 체제 정체성 경쟁을 재자극하

며 적 적 관계에 기초한 전기적 서사로 회귀함으로써 존재론적 불안

을 해소하고자 했다. 

4. 경합적 공존 개념으로 본 남북관계

1) 사례 분석: 남북한 경합적 공존의 좌절과 교훈 

존재론적 안보 이론을 확장한 경합적 공존이 개념적 정립의 단계라

는 점에서 더 활성화된 사례연구를 필요로 한다.36) 현 단계에서 남북

한의 경험적 사례 역시 찾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앞서 다룬 데

탕트와 평창 임시 평화체제가 왜 경합적 공존의 경로로 이어지지 못

했는지 그 한계의 조건들을 따져 보는 작업은 남북한 경합적 공존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미중 데탕트라는 구조적 조건으로부터 ‘주어진 화’는 남북한 각각

36) 경합적 공존의 주요 사례로는 헌법상 토조항 개정, 협의주의(consociationalism)에 

기반한 권력 공유 등을 포함한 벨파스트 협정, 내정불간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협력

안보 개념을 통해 인권 침해 및 갈등 완화를 모색한 아세안의 ‘건설적 관여’, 경계지

(borderscapes)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 간 경계를 통합·운용하는 횡단경계연합(Cross 

Border Cooperation: CBC)의 유로리전(Euroregion)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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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화’로 전환되어 갔다. 초기 남북 화가 느닷없이 강제되

는 듯했으나, 북한은 통일 및 김일성 유일체계의 서사, 한국은 발전국

가 및 유신체제의 서사를 뒷받침하는 기회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남북한 서로가 화로부터 체제의 전기적 서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았다는 점에서 공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순간이었다.37) 하지만, 남

북한은 공존의 근거를 다원주의적 공존이 아닌 적 적 상호의존에서 

구함으로써, 경합적 공존의 경로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원주의적 공존

은 적 의 관계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호 인정의 서사를 구축함

으로써 존재론적 안보를 확보해 나가는 데 반해, 적 적 상호의존은 

적 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방향으로 전기적 서사를 구축해 나가

는 것이다. 김일성 정권은 자기 주도의 통일 달성을 위해 남조선 혁명

의 서사를 유지했으며,38) 유엔 총회 등 국제무 에 적극 관여함으로

써 체제 정당성 경쟁에 나섰다. 박정희 정부 또한 유신체제 강화를 위

한 안보문제화에 나섬39)으로써 경합으로의 관계 전환을 고려하지 않

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 

한편,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가시적 합의물은 ‘조국통일원칙들’

이라는 민족통일의 당위성에 입각한 방향성과 책들만을 포함하고 

37) 경합적 공존은 체제 간의 상호 인정을 전제하지만, 상 방에 한 선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합적 공존은 가치규범의 추구라기보다 존재론적 안보를 위한 관계적 

균형을 의미한다. 

38) ‘북한은 평화공세 전개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궁지에 몰고, 시민사회의 통일운동 확산 

및 야당의 집권기반 조성 등 남조선혁명 전개의 공간을 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

다.’ 신종 , “남북관계사의 분석 수준과 주요 의제,” 163쪽.

39)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7.4 남북공동성명의 배경에 해 ‘북에 의한 남침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남북 화라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며, ‘ 화 있는 남북 결의 

시 ’임을 언급했다. 김지형, 데탕트와 남북관계 ,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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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을 뿐, 합의 이행에 관한 공유 규범과 규칙을 담지 못했다. 공존이

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당사국들 간의 보다 구속력 있는 공통의 

기반(common bond)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40) 경합적 공존의 규칙 안

에 전기적 서사를 포섭시킴으로써 전기적 연속성 유지 조건이 마련될 

때, 비로소 존재론적 안보와 경합적 공존의 질서가 확보될 수 있는 것

이다. 하지만, 당시 남북 화는 이러한 조건을 누락하고 있었다. 

평창 임시 평화체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판문점 선언>과 <평

양공동선언>을 통해 상호 호혜와 공리공 에 합의했지만, ‘우리 민족’

과 ‘평화’라는 정언명령을 따름으로써 다원주의와 경합의 여지를 남겨 

두지 못했다. 배경 측면에서도 북한이 2018년 초 전향적인 유화 태도

로 나선 것은 2017년 말 ‘핵무력 완성’ 공인을 통한 전기적 서사의 완

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를 남북관계에서 일방적

으로 투사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을 북미관계 개선

의 조력자로 설정했다가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더 이상 화의 상

로 간주하지 않고 <9.19 군사합의>를 포함한 상호 간의 합의를 유명무

실화 시킨 북한의 태도는 애초 평창 임시 평화체제가 지속적인 경합

적 공존으로 전환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반증한다. 또한, 그간의 남북

40) 불(Hedley Bull)은 무정부 상태의 국제질서를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국가 간의 협력과 규제된 상호관계”가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국가 간 상호관계 속 공통의 관심사와 제도의 공유와 함께, 규칙에 한 

구속’에 주목한다. 국제사회에서 질서유지의 출발점은 국가 간 공통의 이익이라는 인

식으로, ‘국가들은 목표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적 목표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공통이익에 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공통이익이라는 인식 자체만

으로는 어떤 행동이 그 기본적 목표들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으며, “이때 행동의 지침

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규칙”으로, 규칙이 추후 하나의 법적 관습이나 협정으로 발전

하게 된다고 본다. 헤들리 불(Hedley Bull), 무정부 사회 , 진석용 옮김(서울: 나남, 

2012), 43~44, 78, 151~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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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의들의 공통된 한계이기도 했지만, 평창 임시 평화체제의 과정에

서도 민족통일의 당위와 위시리스트 형식의 구체적 실행 합의 이전에 

어떻게 합의를 강제하고 규율해 나갈 것인지에 한 규칙의 공유가 

전제되지 못했다.

요컨 , 데탕트와 평창 임시 평화체제에서의 남북 화 국면이 경합

적 공존으로 전환되지 못한 이유는 서로가 적 적 상호의존에서 전기

적 서사를 찾았다는 사실과 함께, 상호 간의 합의를 강제할 게임의 룰

로서 공유 규범의 메커니즘이 부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역설적으

로 이는 향후 남북한 경합적 공존 구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 남북한 경합적 공존의 여건과 가능성 탐색

한국인을 상으로 한 최근 남북관계 의식 조사결과는 향후 남북한 

경합적 공존의 여건을 시사한다. 통일연구원의 2020년 통일의식 조

사41)는 최근 연간 탈민족주의 통일관의 증가(2018년 36.8% → 2020년 

46.9%) 추세를 보여 준다. 특히, 코호트별 비교 조사에서 1990년  출

생한 소위 레니얼 세 에서 평화공존 선호(63.6%)가 통일 선호

(17.9%)에 비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은 민족주의 통일관이 해

당 세 에 더 이상 소구력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주목할 만하다. 서

울  통일평화연구원의 의식조사에서 역시 ‘통일 한국의 체제’로서 ‘두 

체제 유지’ 선호가 증가(2017년 13.5% → 2018년 24.2% → 2019년 21.7% →

2020년 22.3%)를 보인다는 사실은,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공존 필

요’ 인식이 확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42) 또한, 북한의 국가성에 

41) 이상신 외, KINU 통일의식조사: 주변국 인식 변화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20), 

47~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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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65.3%가 인정, 8%만이 부정 입장을 보인다는 점은 한국사회가 북

한을 사실상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 , 최근 

한국사회의 통일 인식은, 평화 내지 통일의 형태로서 한민족의 당위성 

인정과 토적 결합을 통한 단일국가의 형성 욕구가 점차 희석되는 

추세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역으로 각자의 존재를 상호 인정하는 

바탕에서 공존하는 형태를 바람직한 남북관계, 더 나아가 현실적인 통

일의 한 형태로 고민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이 지난해 10월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에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

력이 아니”라고 밝힌 데 이어, 외무성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 상에서 배제되 다”고 확인한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43) 

이러한 입장은 북한의 미· 남전략에 입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체

제 유지 및 운 을 위해 상호 공존의 규칙을 수용할 여지를 시사한다.

그렇다면, 존재론적 안보 관점에서 남북한 경합적 공존은 어떻게 

구성이 가능할까? 무엇보다, 남북관계 본질적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

다. 남북한이 존재론적 안보의 근원을 적 에서 찾는 것은 근본적 한

계가 있으며 공존이 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평화과정에서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원칙으

로서 공존이라는 공유규범을 확립함으로써, 합의된 상호 정체성의 인

정을 재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상호 정체성을 부정하는 적 의 논

리·질서를 공유규범으로부터 배제해 나가는 작업이 요구된다.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이중적 구조를 확장하여,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남북

42) 김범수 외, 2020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 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62~65쪽.

43) 고재홍, “북한 주적개념의 변화 배경과 전망,” INSS 이슈브리프 , 제309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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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반도 내 공존의 공동체 구성을 목표로 지향하는 현실적 독립체

(entity)로 간주할 수 있다.44) 더 나아가 남북이 ‘상호 적  행위를 부정

하고 경합이라는 규칙의 틀에서 경쟁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도

록 한다’는 규칙을 제도화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새로운 공존 서사를 구축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 

쿱찬(Charles Kupchan)은 국제제도로서 평화체제가 “새로운 서사와 정

체성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부 간 관계를 통해 공급”됨을 

지적한다.45) 이는 남북한 평화체제의 한 형태로서 경합적 공존 구성 

과정에서 기존 적 의 서사를 체할 평화와 공존의 서사가 필요하다

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항일·반미의 전기적 서사를 바탕으로 존재론

적 안보를 유지해 온 북한에 있어 반미 및 반제반식민주의 서사 신 

평화와 공존이 적 와 타자화의 논리를 압도할 수 있도록 경제발전과 

비핵화 등 ‘긍정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 서사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과도기적 과정이 요구된다. 동시에,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같은 북한

의 배타적 민족 담론을 보다 개방적이고 경합적 성격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46) 한국사회 역시 혈연 중심의 민

족공동체 개념에 한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다원적 정

44) 블레이커(Roland Bleiker)는 ‘차이의 윤리(the ethics of difference)’를 구현하기 위

해서는, 차이를 보다 다양한 형태의 다원적 정체성과 통일체(unity)의 구성 요소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Roland Bleiker, Divided Korea(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5), p.100.

45) 구갑우, “한반도 안보 딜레마와 평화체제: 2019년 12월 한반도 위기와 북한의 ‘경제-

핵 병진노선’의 길,” 동향과 전망 , 제108호(2020), 108쪽. 

46) 김정은 집권 이후 <조선민족제일주의> 등 민족주의 담론이 약화되면서 <우리 국가제일주

의> 등 국가주의 담론으로 변용 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정은이 집권 

이래 보여 주고 있는 ‘정상국가’ 지향과도 일맥상통하는데, 향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민족 개념을 체한 국가 중심의 서사 구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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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의 수용이라는 경합적 공존의 서사 구축이 필요하다. 동시에 분단 

75년이 지나면서 남북한 간 이질화가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같은 민

족으로서의 공통성이 점차 희석되어 가는 현실은 포용적인, 열린 민족

공동체, 개방적인 민족 개념의 수용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아

일랜드의 통일 노력 과정에서처럼 근 국민국가 개념에 기초한 민족 

단위를 초월해 한반도 내 공존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이를 서사에 반

해 나가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를 경합적 공존의 서사 속에 녹이는 작업이 필

요하다. 2018년 ‘새로운 전략노선’ 채택은 ‘ 미 승리를 바탕으로 한 경

제강국 달성 추구’ 서사의 수립을 예비하고 있었다. 북한의 궁극적 핵

포기 의지와 가능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는 결과론적으로 북한이 

<6.12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

해 노력하기로 약속하 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 핵협상에 

나선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체제 구축 

서사 안으로의 인입은 경합적 공존을 위한 또 하나의 접점을 제공한다.

5. 결론

존재론적 안보라는 비판적 구성주의 시각은 정체성에 기반한 남북

관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는 한 민족인 남북한이 제국주의 식민지와 탈식민 과정에서 두 개

의 국가 정치체로 분리된 조건에 기인한다. 남북한은 “역사상 한반도

라는 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존속해 온 정체성을 근 주권국가 시

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실현”하고자 했으며, 통일을 공히 “주권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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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종 목적으로 설정해 왔다.47) 결국, 남북관계의 기본 속성은 체제 

정체성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존재론적 안보 접근법은 이러한 

본질에 초점을 맞춰 남북관계의 유지와 변화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존재론적 안보 이론의 유용성은 지역 구조 속 남북관계, 남북

한 상호 면 수준의 관계, 국내정치와의 상호 작용 속의 남북관계를 

분석해 내는 것 이외에, 남북관계에 한 새로운 상상력의 시발점을 제

공한다는 점에도 있다. 즉, 남북 간 안보 딜레마를 물리적 문제가 아닌 

정체성 차원에서 극복할 여지를 준다. 이는 북한이 존재론적 불안을 극

복하고 지역 구성국들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적 다원주의 규

범을 제도화하는 시도로 나타날 수 있다. 남북한이 단순한 혈연적 민족

주의의 회복에 집착하기보다 상호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체

제로서의 정체성을 과도기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지역 수준의 평화

와 공존을 위한 고리로서 미래지향적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는 데 초점

을 맞춘다. 상호 존중은 남북이 존재론적 안보를 유지하는 환경을 제공

하며, 갈등을 적 가 아닌 경합 상태로 전환시킴으로써 경합적 공존 가

능성을 높이게 된다. 주변국들 역시 남북한 정체성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역사와 맥락에 따라 형성되어 온 구성물로서 이해하는 자

세를 갖출 때 비로소 남북관계의 평화적 공존은 가능하다. 따라서 존재

론적 안보 이론 관점에서 바람직한 남북관계의 시작은 남북한 당사자 

및 역내 구성원들이 어떻게 상호 정체성을 존중하는 메커니즘을 구축

하고 제도화해 나갈지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48) 

47) 전재성,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 122쪽. 

48) ‘실현가능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위해서는 “차이를 수용하며 동시에 경쟁하는 방식의 

장기적인 평화 공존을 위한 북 접근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원식, “한반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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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구성주의에 입각한 존재론적 안보 관점은 남북 간 정

체성 차원의 새로운 접근을 통한 “주권게임”의 해결 모색을 통해 완화 

또는 해소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남북관계를 해석하거나 정책을 

수립해 온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남북관계에 한 보다 

생산적이고 활발한 철학적·이론적 논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이다.

접수: 2월 16일 / 수정: 4월 4일 / 채택: 5월 16일

화, 칸트적인 접근은 여전히 유효한가?” 전략노트 , 제16호(2022),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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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oretical Expl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Focusing on 

Ontological Security and 
Agonistic Coexistence Perspective

Park, Jeongh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study attempts to theoretically explore the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he critical constructivist framework of ontological security 

(OS). OS is derived from social psychology’s concept of security of the 

self, “the subjective sense of who one is.” For a state, it is based on the 

premise of establishing a predictable basic trust system through daily 

routines with significant others, but also maintaining the state 

self-identity through means of biographical narratives. From this OS 

point of view, the essence of inter-Korean relations can be explained as a 

“Sovereignty Game” played for its legitimacy with constructing 

narratives of competition and compromise. For instance, détente meant 

both an ontological crisis and an opportunity to both North and South 

Korea, which have competed for identity based on anti-American 

Imperialism and anti-communist narratives, respectively.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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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an interpret the bending of the “Pyeongchang Provisional Peace 

Regime” in early 2018 as being was caused by ontological insecurity in 

North Korea, which has pursued the identity of being a ‘normal state 

with nuclear weapons’. On the other hand, OS extends to the concept of 

‘agonistic coexistence’ based on ‘agonism’, which can provide an 

imaginative look at the future of inter-Korean relations.

Keywords: ontological security, agonistic coexistence, critical con- 

structivism, inter-Korean relations, biographical narratives, 

securitization, détente, ‘normal state with nuclear weapons’ 

ident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