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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 스포츠인의 생애사를 통해 본 남북한 스포츠

South and North Korean Sport Viewed through the Life History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 Sportswoman

최영금*

Young-Geum Choi*

요 약 이 연구는 탈북 여성 스포츠인의 생애를 통해 남북한 스포츠의 단면을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는 1990년대 초

중반 북한의 스포츠 대표팀 선수였고 탈북해서 남한에서 같은 종목의 국가 대표팀에서 활동했다. 은퇴 후 지도자 생

활을 하다가 했으나 한계를 느끼고 스포츠계를 떠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늘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며, 운동 기술보다 탈북 자체로 조명을 받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 중 어떤 체제도 선택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또한 남북 스포츠 교류는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발전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이방인으로서 소외감을 느끼며 남한에 적응했다. 스포츠인으

로 최선을 다했으나 정치적 이슈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스포츠 경력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녀의 생애는 남북 스포츠를

동시에 경험한 사례로 개인적, 특수성, 구체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다가올 통일 시대에 보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 미시적 연구는 남북 스포츠 교류에 현실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요어 : 생애사, 탈북여성, 여성스포츠인

Abstract The study looked at a cross section of inter-Korean sports through the lives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 The researcher was a north korean national team player in the early and mid-1990s and defected to 
the north and played for the national team in South Korea. After her retirement, she became a coach, but felt 
limited and left the sports world. After analyzing the informant's interviews, the prevailing idea was that she 
was always politically used, and there was a regret that he was spotlighted as a defector rather than an athletic 
skill. And she was not in a position to choos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t was also shown that 
inter-Korean sports exchanges could not be developed unless economic conditions were supported. As a stranger, 
the research participants felt alienated and adapted to South Korea. Her life is an example of experiencing 
inter-Korean sports at the same time, and it is believed that she can have personal, specific, and concrete 
characteristics while showing universality in the upcoming era of unification. 

Key words :  Life History, Female North Korean Defector, Sports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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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났다. 남북미간 회담 시기 철도 건설과 관련된 한 회

사의 주식은 남북한 경협주로 주목받으면서 한 달 간

106% 상승하기도 했고(뉴스토마토, 2018년 5월 2일),

철도·도로 연결되는 날 신의주 거쳐 파리까지(한겨례,

2018년 5월 1일) 갈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예

측되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의 폭발

등의 사건을 겪으며 남북 관계는 다시 제자리걸음 이다.

통일이라는 대업은 궁극적인 지향점은‘남북이 함께

잘 사는 세상’에 있겠으나 시점과 방법에 있어 정치적

좌우의 문제가 언제나 부각되어 왔다. 이런 현실적 토

대에서 앞으로 통일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학문적 접

근은 매우 긴급하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

서 이 연구는 탈북 여성 스포츠의 생애를 중심으로 미

시적 역사연구를 수행했다. 개인의 인터뷰 연구를 통해

주제보자의 생애에 나타난 스포츠 경험을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은 이질적으로 발달한 체육 현장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남북은 1950년 분단 이후 단절과 일시적 해빙을 경

험해왔다. 그동안 남북한이 동시에 올림픽이나 세계선

수권대회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 동시 참가하거나 혹

은 단일팀을 이뤄 만들어낸 역사적 승부가 있었다. 특

히 19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남북한 단

일팀의 우승이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남북한 동시

입장은 모든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 기억

을 돌아본다면 어쩌면 통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포츠가 민족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과연 어떻게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인

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

한 스포츠 교류는 역사성 있는 문화교류이며 다른 교류

보다 더 높은 대중성을 가지면서 동질성을 도모하고 국

제단체를 통한 중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2018년,

성문정)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근래의 사례만 보아

도,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단일팀 논의와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를 위한 논의는 중단되었고(브릿지경제, 2016년 11일),

남북한과 러시아 경제사업, 이산가족 상봉, 관광 모든

남북 교류가 끊겼다(서울신문, 2016년 2월 12일).

그렇다면 과연 스포츠인 개인이 느끼는 남북 스포츠

교류의 가능성은 어떨까? 이것은 그 대답을 찾기 위한

연구다. 정권의 일시적인 정책과 정치적 논리에 따른

일회적인 스포츠 교류는 물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효과를 주기는 어렵다. 스

포츠계에서 현실적인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과 다른 환경 속에 놓여있는 북한 스포츠 실

상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

안 정책적 차원의 거시적 연구는 그 성과를 충분히 보

여주었다. 그에 힘입어 이제는 미시적 연구 성과가 나

타나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북한에서 스포츠 경험은 어떠한

가?

둘째, 연구참여자의 남한에서 스포츠 경험은 어떠한

가?

셋째, 연구참여자의 생애에 나타난 스포츠 경험을 통

해 본 남북 스포츠 교류의 체육사적 의미는 각각 무엇

인가?

Ⅱ.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한 심층면담은 약 1년간 실시되었다. 처

음 6개월 동안은 집중적인 질문지와 현장노트를 중심으

로 한 달에 2번씩 2~3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실시하며

질적연구 방법의 순환적인 흐름에 의해 자료가 수집되

었다. 면담장소는 연구참여자의 자택이 대부분이었으며,

3번의 여의도 소재 커피전문점, 2회는 주제보자가 입원

한 병원이었다. 나머지 6개월은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

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순환적으로 인터뷰 자체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한편 추가되는 질문을 다시 인터뷰

해 심도있는 내용을 구성하려 노력했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논리정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장점(LeCompte, M. D., Millroy W. L., & Preissle, J,

1992: 19-29)이 있으며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이다(최영신, 1999:

3). 또한 개인이 경험한 역사를 기록자가 역사적이고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하므로 개인의 사적 기록이

아닌 공적 기록이다(조용환, 1999). 게다가 생애사는 지

나간 사실에 대한 단순한 보고의 형식이나 특정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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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는 구술과 다른 점을 지닌다. 시간과 장소의

이동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가 사건에 대한 경험을 이

야기로 구성하는 서사적 묘사기법을 중요시한다. 마치

잘 꾸며진 소설 장르처럼 이야기적인 서사성을 지니며

지나간 체험의 사실성을 조직하는 형식이다. 이런 기법

의 특성은 개성있고 독특하며 특수한 경험을 가진 탈북

여성 스포츠인의 개인적 삶을 치밀하게 나타낼 수 있으

며, 남북한 스포츠를 이해하는 하나의 역사적 연구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조정호(2010)는 생애사 연구방법

이 주관성을 보장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으로 ‘기술’, ‘분석’, ‘해석’ 혹은 ‘기술’과 ‘분석 및 해석’

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

는 2개의 기술 단락과 1개의 분석 및 해석 단락으로 연

구 목적을 설정했다.

심층면담 대상자의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는 대략 15년 전 연구참여자를 알게 되었다.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기며 래포(rapport)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서도 막연히 탈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 연

구참여자에게 북한과 관련한 경험에 대해서는 전혀 들

은 적이 없었다. 연구자 역시 민감한 주제라 생각해 직

접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았다. 다만 남한에서 어려서부

터 운동을 한 선수들에 비해 운동기술이 뛰어난 점을

인상적으로 생각했다. 최근 남북 관계가 해빙이 되는

시점에 “북한은 남한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

다”는 말을 처음으로 했다. 이에 연구자도 조심스레 이

런저런 질문을 던져보았고, 그것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

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
Table 1. Personal informa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Gender
Name
(fictitious)

athletic
experience

Age
North Korean
defector period

Female A-athlete
More than
20 years

40s 1990s

자료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

는 주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핵심적 자료로

사용했다. 심층면담 실시할 때 질문지는 비구조화된 질문

(unstructured question)과 반구조화된질문(semistructured

question)을 혼합하여 인터뷰 전에 마련했고 연구 초기

에는 비구조화된 질문, 연구가 진행될수록 구조화된 질

문을 사용했다. 스프레들리(Spradley, 1980: 96-100)의

현지조사 4가지 방법인‘압축된 설명’, ‘확장된 설명’, 현지

조사일지’를 활용했다. 일지는 연구참여자의 인터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내용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비언어

적 행동까지 메모했으며 면담과 일지는 바로 그날 정리

함을 원칙으로 다시 분석 후에 질문 문항을 작성해 다

음 면담에 대비했다. 연구 분석은 질적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영역분석(domain analysis)과 분류분석

(taxonomic)으로 상위 질문 문항에서 파생된 하위 질문

과 관련 카테고리를 나누어 분석했다.

표 2. 면담분석표 예시
Table 2. Interview Analysis Table

Categories
Detailed
category

Concept

Sports
experience in
North Korea

North
Korea's First
Introduction
to exercise

How to exercise
Sports team and organizational

atmosphere
The social atmosphere toward

female athletes
Sports

experience in
South Korea

Start of the
exercise in
South Korea

Differences from North Korea
Difficulty adapting

The process of overcoming

Ⅲ. 결 과

1. 북한의 선수로서 스포츠 경험

연구참여자는 고향의 추운 기후 특성상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스케이트를 탔으며 중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체육단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엄마도 운동을 하셨던 경험도 있으셔서 자연스레

운동을 잘하게 된 것 같아. 바이올린을 배웠던 적도 있

지만 활발하게 노는 것을 좋아했고, 학교에서 체육대회

를 하면 모든 종목에 다 나갈 정도로 잘했었지. 12살

때 운동을 처음 접하게 된 거지. 체육시간에 감독 코치

가 와서 나한테 기본 동작을 시켜보더니 운동할 생각

없냐고. 그래서 바로 시작하게 되었어.”

연구참여자는 고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가정

환경과 국가적 지원 속에 어려움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따로 빙상장이 필요하지도 않

고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스케이트를 시작했어. 실내

링크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운동을 하는 시기는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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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있지. 날씨가 풀리는 5월부터는 지상훈련을 8키로 정

도하고. 큰 도로를 뛰어서 마을까지 뛰어오는 기초훈련.

길에 차가 거의 없으니까 그냥 뛰어도 상관없지.”

감독의 눈에 띄어 선수 생활을 시작한 만큼 운동 능

력이 뒷받침되었기에 운동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었으

며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시절이었다고 한

다.

“한 팀에 1조는 국가대표급, 양성조라는 여기로 말하

면 소위 2군이 있는데, 나는 2군에 있었지. 근데 짝지어

서 연습시킬 때 국가대표 언니들하고 같이 훈련을 했

어. 나는 다리가 찢어질 정도로 따라가면서 운동했지.

그래서 15세 때 최초로 국가대표로 선발됐고. 대회를

나가서도 득점이 많았지.”

실외에서 축구장에 나무 펜스로 울타리를 만들고 물

을 뿌려 얼려 운동을 하다보니 추운 날씨와 화장실이

애로사항이었다.

“새벽 5시부터 눈치우기를 시작으로 운동이 시작되

는 거지. 중간 중간 빗자루로 눈 쓸면서 운동하고, 야간

에는 불 켜놓고 개인운동하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날은 눈을 못 뜰 정도로 심해서 운동하기 어렵고, 또

햇빛이 강해서 얼음이 질퍽질퍽하게 녹는 날도 한 번

더 타야한다면서 타고. 힘들었지. 화장실도 재래식으로

멀리 있고, 날도 추운데 스케이트 끈 풀고 어쩌고 하기

싫어서 참으면서 하기도 하고.”

화장실 간다고 훈련 빠지면 다른 사람이 운동이 제

대로 안되니까 눈치 보이고, 감독한테 허락받기도 어렵

고. 방광염 걸리는 선수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선

후배 사이가 남한보다 더 엄격하고 개인보다는 국가를

위해 운동을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 한다.

“합숙소 생활하는 방에 아궁이에 불 때서 덥혀놓고,

화장실도 재래식인데 다 청소하고. 그게 후배들이 하는

일이고. 운동도 국가를 위해 한다는 생각이 남한보다

더 강하지. 성적을 내기 위해 메달을 따야 된다는 생각

도 그렇고. 남한은 개인이 위주고 단체종목이라도 개인

이 잘해서 운동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 요즘은 국제대회 우승이 거의 없어서 그렇지만,

과거에 체육영웅이면 집, 차 등 모든 것을 다 받고 남

한에 비해서 훨씬 더 혜택이 많았어.”

“기숙사 생활하면서 월급도 받고. 평양까지 기차타고

원정 가서 운동했으니까. 평양 가려면 며칠씩 기차타고

이동하는데, 어린 마음에 학교 수업 빠지고 가는 건 즐

거웠는데, 겨울에 난방도 안 되니 춥고 전기도 안 들어

오고 어쩔 때는 또 먹을 것이 부족하기도 했고. 힘들었

지.”

북한은 보통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거주하며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평양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일반인은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한다.

“평양은 아무나 갈 수가 없거든. 친척이 있어도 말이

지. 평양 시내 길을 모르고 지금처럼 핸드폰 같은 연락

수단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관광을 다니고 그러지는

못했어. 그래도 몰래 동료들하고 나와서 지하철 역 앞

에 노점에서 호떡 같은 것도 사먹고. 평양에서 연필이

나 스티커 같은 거 사와서 친구들 나눠주고 하면 애들

이 엄청 좋아했지. 다른 애들은 구경도 못해본 그런 물

건들이었으니까.”

연구참여자는 1990년대 초중반 ****체육단에서 엘

리트 선수 생활을 했다. 북한은 러시아 장비를 거의 사

용했고, 중국이 개혁개방은 한 이후에는 중국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현실이라고 한다. 평양은 최고의 도시의

명성에 맞게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오히려 아

이스링크의 경우 락커룸, 샤워시설 등이 남한의 시설보

다 더 수준이 높고, 빙질도 훨씬 더 잘 관리되고 있다

고 한다.

“2월 김정일 생일 기념 백두산상 체육대회. 4월은 김

일성 생일 기념 만경대상 체육대회, 10월 공화국 창건

일을 기념하는 선수권대회가 있는데, 동계와 하계종목

을 동시에 다 실시해. 공화국 대회 때 앙고라 털재킷을

부상으로 받아서 엄마 줬던 기억도 있어. 남한은 우승

상품으로 옷 준다고 하면 대단한 게 아니지만, 북한에

서는 다르지. 그때부터 최초의 여자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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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도 남자에 비해 더 가부장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여자 종목이 더 비인기고, 지원도 많지

않은 현실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런

생각이 강해서. 코치나 감독을 여자가 맡는 일이 없어.”

“북한은 고등까지 의무교육이라 개인이 비용이 들지

는 않고 학생들이 운동이든 음악이든 필요한 한 물품을

제공받는다고 한다. 다만 제대로 갖추어졌냐는 학교마

다 형편이 다르다고.”

“돈이 많아야 운동이나 예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

야. 그런데 여건이 학교마다 달라서 나도 바이올린을

하다가 전학을 했더니, 그 학교에는 바이올린 줄이 다

끊어져 있더라고. 대체적으로 김일성 사망 전까지는 경

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

실상 학교도 붕괴되었다고 봐야지. 학생들이 학교 결석

하고 부모님 따라 약초 캐러 다니고 하니.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김정일 때부터 외교관계가 단절되

면서 지금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거지.”

“북한에는 도 대표팀이 4개 있고, 아마추어팀인 구락

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에 비해 남한은 프로

스포츠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여자종목은 거의

지원도 없고 또 인기도 없으니 이상한 일이고. 스포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남한이 종목이 많지.”

남한에서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스포츠를 하지만,

북한에서는 기량만 된다면 나라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

에 특별히 고급, 저급 스포츠를 나눌 수 없다고 한다.

북한은 새롭게 들어오는 스포츠도 한정되어 있는 면이

있다고 한다. 선수들 기량은 199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

세해 보였으나, 이후 남한도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며

언급했다. 북한은 오히려 운동과 관련한 지원을 부족하

지만 국가가 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남한은 비인기종목

에 해당하며 관련된 지원을 개인이 잘 받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북이 결정적으로 다른 건 하겠다는 의지가 다르

지. 북한 선수들은 근성과 정신력 면이 강하고. 그에 비

하면 한국은 아직 아마추어지. 그런데 북한은 여전히

옛날 방식의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전력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

북한은 러시아, 중국, 일본과 스포츠 교류를 해왔지

만, 국제관계에 있어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태도를 취하

고, 비용 문제로 해외 교류를 할 수 없어 고립되기 때

문에 마치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형국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남한이 실력이 부족했지만, 꾸준히 유럽이

나 해외를 다니면서 전지훈련, 교류를 하고 국제적인

기술, 코치법 등을 배우고 오니 점점 실력이 향상되지

만, 북한은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때문에 고립되고, 교

류를 하면서 항상 상대방에게 뭘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니, 일본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개방

이후. 굳이 이거저거 다 해주면서 실력이 떨어지는 팀

하고는 할 필요가 없으니 하지 않는 거지.”

연구 참여자는 1990년대 후반 가족과 중국으로 건너

가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그 시점은 20대의 나이였다.

북한 생활에 부족함을 느끼거나 불만이 전혀 없는 상황

이었기에, 집을 버리고 떠나자는 부모님을 당시에는 이

해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는 이모

집으로 기차를 타고 도망가기도 했었다고 회상했다.

“건너오게 된 계기는 아버지 때문이지. 한번은 티비

를 보는데, 남한이 데모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 방송에

서는 남한은 저렇게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폭력적으로

시위를 하고 한다면서. 어린 나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

고, 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세

뇌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미국하면 완전히

나쁘다고 생각하고. 근데 아버지가 티비를 보시면서

“쟤네들 옷 입은 거나 손목 시계 봐라.” 저게 어려운 애

들로 보이냐고 하시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셨지. 어린

내가 보기에도 청재킷 입고 있는 모습이 이상해보이기

는 했어. 우리 엄마도 중국 밀정으로도 간 적이 있는데.

그만큼 현실을 잘 알고 계셨던 거지.“

연구참여자의 부모님은 남한으로 따지자면 안기부와

같은 국가 업무를 하는 간부였고, 아버지는 평소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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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시계를 즐겨 착용하셨고 상위계층과의 교류가 있었

다고 한다. 그렇기에 중국 측의 지인들과의 관계도 있

었고, 차분히 탈출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을 두고 넘어

올 수 있었다 중국 공안에 잡힐 위기도 있었으나 중국

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해 남한으로 성공적으로 넘어

올 수 있었다고 한다.

“집을 비우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니까, 내가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빨간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망도 보면서 부모님한테 사인도 보내고. 부모님은 중국

을 계속 오가면서 준비를 하신거지. 넘어갈 때 물을 건

널 때는 옷이 젖지 않게 했다가 다시 물을 닦고 입고.

동생들하고 양쪽에 팔짱을 딱 끼고 걸어가는데 중국 공

안을 딱 만나게 됐는데, 어찌나 가슴이 뛰던지. 어휴.

중국말을 막 하면서 지나갔지.”

연구참여자는 스스로는 선택하지 않았던 탈북의 길

을 가족과 함께 떠나오게 되었으며 새로운 체제에서 다

시 운동을 하게 되었다. 고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

었던 만큼 탈북 과정은 괴로운 시간이었으며 남한의 초

창기 생활은 차별을 느끼며 때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집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었다.

2. 탈북 이후 스포츠 경험

탈북 이후 전혀 다른 체제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

게 된다. 연구 참여자는 남한에서는 직장과 스포츠를

병행하는 힘든 시기를 겪었다. 북한에서는 따로 경제적

인 지원은 걱정하지 않았기에 운동에 전념했지만, 남한

에 내려와서는 국가 대표팀에 속한다고 해서 따로 월급

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직장에서 7시에 퇴근하고 다시 운동을 가려면 힘들

어서 운동을 집어치울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운동이 나

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았어. 하지만 남한에서 팀

을 만들고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한편 남한으로 정착한 제보자는 문화적, 경제적, 관

습적 차이를 느끼며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다른

체제 안에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안정을

위한 생계는 스포츠 활동보다 그녀의 가장 시급하고 중

요한 문제가 되었다. 연구참여자가 들은 소문으로는 탈

북하다 죽었다는 것, 배신자로 낙인찍혔다는 것이었고

그럴 때마다 심적으로 괴로움을 느끼기도 했다. 친구와

친척들, 소박한 북한의 고향 사람들도 생각이 났다고

한다.

“티비로 부산아시아경기에 출전한 북한 선수단과 응

원단을 보는 데 그냥 눈물이 나오고. 내 고향, 친구…어

떻게 지내고 있을까…남한에 와서 힘든 점도 많고 했지

만 그래도 나는 잘 지내고 있는데, 걱정도 되고.”

그녀가 탈북 이후 느낀 남한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

는 ‘자유’에 대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북한은 선택

의 자유와 언론, 자신의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

이 금지되어 있지만, 남한은 연애든, 직업이든, 학교든

모든 것을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 북한

은 돈은 들지 않지만, 선택권이 없다고 한다.

“처음에는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

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 사실 남한이 좋냐, 북한이 더

좋냐. 나는 이건 의미가 없고. 다만 다른 체제 속에 살

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각각의 장

점이 있다고 봐. 북은 자유는 없지만, 정해진 대로 살아

가는, 소위 평등의 개념이 있어서, 능력만 인정받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반면 남한은 그렇지 않잖

아. 능력보다는 다른 조건이 더 영향을 미치기도 하니

까.”

남북 스포츠 교류 시에는 난감한 점도 있었다고 한

다. 이제는 국가 체제가 달라진 상황 속에서 국제대회

에서 과거의 친구들과 적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친구들을 다시 만난다는 게 가슴 떨리기도 하고…

애들이 날 보면 뭐라고 할까 긴장도 되고 너무 사람들

이 관심가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북한에 친척들도 있

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그러나 그녀의 생각과 현실을 달랐다. 북한의 선수들

은 그녀를 차갑게 대했고, 말조차 나누지 않았으며 경

기장에서는 심한 태클을 걸어와 더 움츠려들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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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고.

“최선을 다해 뛰고 싶었고, 또 남북한이 계속적인 교

류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북한의 친구들, 동료들이

날 이해해줬으면 하는 생각?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

무 큰 욕심은 아니었나. 아직은 체제가 다르고 북한 사

람들 입장에서 나는 그냥 조국을 버리고 간 배신자인

데. 시기상조…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연구참여자는 경기 후 하이파이브 순간에도 제외되

었다. 분단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느낄 수밖에 없는 순

간이었다고 한다.

“북한 친구를 위한 선물도 준비했지만, 전해 줄 수도

없었고, 심지어 사우나에서 한 목욕탕 안에서 있었지만,

서로 쳐다만 보고 뭐라고 말을 못했어. 나라를 배신한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면서 지나가면서 툭툭 시비 거는

식의 대접도 받고.”

예전의 친구들을 만나 인사라도 반갑게 하고 싶었지

만, 돌아온 반응은 냉대일 뿐, 우정이나 화합, 스포츠

정신은 없었다고 한다.

“워낙 당시 내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감독

진도 무조건 출전시키자는 의견이었는데, 결국은 나가

서 한 5분 만에 강한 슛을 맞고…거의 기어서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막 울었지. 그것도 북에서 오랫동안 동

고동락했던 언니가…나를 그렇게 무섭게 몰아 부친 것

에 대해 몸의 상처가 아프다기 보다는 너무 마음이 아

프고 서러웠고.”

연구참여자는 당시 일본의 아사이 TV 기자가 준 핸

드폰을 통해 소통을 했는데, 당시에 그 기자는 일본 현

지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테러를 당할지 모르니 늘 조

심하고 사람들과 같이 다니라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것도 몰랐지. 당시에 어

리기도 했고. 그런데 일본의 조총련이라던지 어쨌든 나

를 불편하게, 부정적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

고. 소위 길 가다 칼 맞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거였지. 그땐 어리니까 눈치 보는 것도 없었고, 남한에

서 인터뷰할 때도 그냥 느끼는 대로 다 이야기하고 그

랬으니까.”

그 다음해 아시안게임에는 표면적으로는 조금 분위

기가 달랐다. 한민족 응원단이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

고 북한 선수들도 손을 들어 화합했다. 당시 북한팀 주

장 리영순이 “핏줄은 속일 수 없고 평양과 서울에서 유

일팀(단일팀)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했다. 그

러나 연구제보자는 이런 뉴스나 보도들은 전혀 맞지 않

는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는 모든 건 그냥 정치적인 쇼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남북 스포츠 교류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 나는 절대 없다고 보고. 언제까지 그냥 퍼

주는 식으로 북한에게 끌려가는 자세로는 되는 게 없

지. 북한에서 원하는 건 그냥 경제적 지원이고, 교류가

있으면 하다못해 새로 장비를 마련해달라, 이거저거 지

원받고 끝나면 그냥 끝이고. 일본하고 중국도 그렇게

끌려 다니면서 얻을 게 없으니 요즘 말로 손절하는 거

고.”

연구제보자는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사

례만 봐도 북한은 이미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주지

않으면 금방 관계를 단절한다고 언급했다.

“답답한 건 남한에서는 자꾸 통일을 위한 어떤 준비

과정으로서 스포츠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데. 현실적으

로 남한의 경제 상황이 북한을 다 끌어 안기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조금

씩 지원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일이야. 급작스

런 스포츠 교류보다는 차라리 경제특구를 만든다던가,

부분적인 경제 교류를 해서 사는 것이 점차 나아지면

통일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남북한 스포츠 교류를 대하면서는 남북의 ‘경계인’으

로서 비난과 관심을 받으며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기도 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이용당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남한에

서는 늘 ‘이용’ 당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

“스포츠를 자꾸 정치로 보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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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선수들을 스포트라이트 받게 하고, 갑자기 단일팀

구성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단일팀을 급작스럽게 만

들게 되면, 결국 성적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는데.

각자 해왔던 훈련 방식이 있는데, 그걸 깨고 갑자기 선

수들을 끼워서 맞추다 보면, 기회가 없어지는 선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르는데, 정치적으로 보여주

기 위한 이벤트일 뿐, 실제 통일과 연결되는 효과는 거

의 없다고 봐.”

연구참여자는 스포츠가 정치적인 목적을 앞세워 단

일팀을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

를 가지고 있으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

류, 개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정 대회 때 갑자기 단일팀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통일 전까지는 각자의 국가로 출전하는 것이 좋지. 어

차피 체제와 생각,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하나로 만들 수가 없고…

꼭 이루고 싶은 꿈은…이제는 거의 없고…. 돌아보면

운동을 한지 거의 30년 가까이 얼음판에 있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선후배들이 고생을 해서 밑바닥을 깔아

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올림픽까지 나가게 됐는데,

유소년, 대학교 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

북한에서는 실력만 있으면 오히려 더 운동에만 전념

할 수 있는데, 남한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운동은 자신있고, 은퇴하고 심판하면서도 누구

보다 더 치열하게 경기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어. 선

수들한테 욕도 듣고 몸싸움도 당하면서도 어쨌든 경기

장 안에서는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 하나로

살았지. 독하다 소리도 듣고 욕도 먹었지만, 남자 선수

들한테도 선생으로 인정받고. 그런데 여자라서 안 되고,

젊고 키 큰 남자로 심판 싹 바꾼다고 하면서 밀려나고.

나도 가서 윗사람들한테 아부 떨고 좋은 이야기하고 그

랬으면 몇 년 더 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었어. 남한 스포츠계는 협회 회장이 바뀌면 다

자기네 사람으로 심고, 능력보다는 학연과 지연을 통해

서 사람을 가리니, 발전이 없지.”

연구제보자는 개인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희

생해봐야 전체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고 한다.

“요즘 후배들보면 국가대표라는 자리에 책임감이나

무게감보다는 개인이 잘나서 그 자리에 있다는 허세만

더 있고, 외국 나가는 걸 무슨 관광하러 나간다 생각하

니. 일단 운동이 먼저고, 스포츠 자체로 승부를 걸겠다

는 마음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거 보면 한심하

지.”

연구제보자에게 스포츠는 애증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운동만 생각하고 살았기에

마음을 많이 다쳤고. 스포츠라는데 운동 기술, 가치관,

인간미 이런 것으로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달면 삼키

고 쓰면 뱉고, 사람을 이용만 하려고 하니…다시 태어

난다면 운동은 안 할 것도 같아. 운동이 남긴 게 뭐가

있어. 이제 와서 여기저기 몸이나 아프고. 나의 기술,

실력보다도 늘 정치적 입장에서 주목을 받아야했고, 또

때로는 이용당해야 했고. 부상당하는 것도 사리지 않고

운동을 했고, 좋아했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것

도 있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운동을 안 할 거야.”

3. 생애에 나타난 체육사적 의미

면담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는 북한에서 유소년 시

절 스포츠를 시작해서 국가 대표팀에서 활약하며 평양

까지 다녀오는 경험 등을 통해 재미있는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탈북

하며 남한에 정착하며 생계와 운동을 병행하며 적응하

며 혼란스런 시간을 보냈고, 남한 대표팀의 구심점 역

할과 정치적 이슈 가운데 있었다. 북한에서는 제한되었

던 자유가 있는 삶을 받아들이면서도 탈북으로 인해 차

별받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 남북이 국제대회에서 만났

을 때 정치적으로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적대적인

경기 분위기속에 격렬한 태클과 공격을 받는 안타까운

일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테러를 조심해야 하는 상황

도 겼었다. 또한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는 상황

속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도 했다. 특히 연구제보자는

남북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는 남북 각각 경제적으로 독

립적이 되지 않고는 일회성, 급조하는 단일팀은 정치적

인 쇼일 뿐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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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는 북한에서 7년, 탈북 이후 23년을 운동

을 했기에 생애에 걸쳐 남한에서 살았던 경험이 양이

양적으로도 많다. 게다가 탈북의 이력이 운동 생활 전

반을 차지했고, 그로 인해 스포츠 보다 정치 소재로서

소비되었기에 그것에 대한 강한 불만과 인식이 마음속

에 자리 잡고 있어 남한에 대한 기억이 상대적으로 많

았다. 또한 당연히 남한의 자유주의 체제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그리움은 크게 간직하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연구참여자에게 지난 운동 경력의

시기는 즐거움과 존재의 의미를 지나 현실적인 체념으

로 변화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으로 거친 운

동을 하면서 성과도 냈지만 사실상 남한에서 체육계 현

실에 지친 어조로 지나간 생애를 회상했다. 많은 방송

출연과 인터뷰 요청을 받지만, 응하지 않는 이유는 사

실과 다르거나 침소봉대한 방송 대본 써놓은 걸 앵무새

처럼 읽기 싫다는 것으로 방송과 뉴스에서 자신들의 입

맛대로 편집해 내보내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었다.

연구자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생애에

걸친 스포츠 활동과 경험은 동시대에 서로 다른 체제를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통일 시대를 대비한 큰 의미를 지

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북한과 남한을

동시에 경험한 경계인으로서 체제보다는 스포츠 정신,

스포츠인으로 살아온 경험이 생애 전반을 지배하고 있

었다고 판단된다. 대중적인 시선은 그녀를 정치적 이슈

로서 먼저 주목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스포츠 기술로

인정받고 스포츠인으로서 순수하게 인정받고 싶어 했

다. 더 이상 꿈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치열하게 보낸

스포츠인으로서 시간이 정치적 이슈로 묻히고, 여성으

로서 차별받고 운동 경력을 지도자로서 오랜 시간 이어

가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남북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체제와 이데올로기로 스포츠를 바라보며 기대했지만,

연구제보자는 오로지 경기장만을 바라볼 뿐, 체제는 아

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더구나 북한의 실생활을 잘

알고 있는 스포츠 선수로서 남북 스포츠 교류가 늘 헛

발질만 하는 답답한 정책일 뿐이었다.

연구 참여자가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대

표팀에 소속이 되었다는 점, 학창시절 북한에서 스포츠

경험이 탈북 이후 남한에서 이어졌다는 측면은 남북 스

포츠 교류의 큰 제안점을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혹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북

스포츠 교류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은 자칫

일회성으로만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하나의 체제 속에 살아가야할 미래의 통

일 시대 스포츠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 연구라

고 볼 수 있다. 연구제보자의 생애사는 여전히 분단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체육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Ⅳ. 결 론

이 연구는 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해 그동안 스포츠

정책이나 거시적 연구에 또 다른 제안을 하는 필요성에

서 수행되었다. 탈북 여성 스포츠인의 생애를 통해 스

포츠 경험의 의미를 밝혀내고 남북 스포츠 교류의 현실

을 분석,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는 북

한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스케이트를 시작

했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 ****체육단에서 엘리트 선

수 생활을 했던 경력이 있었으며 부유했던 가정 환경과

국가적 지원 속에 어려움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

다. 연구참여자는 1990년 후반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했

으며 남한에서도 스포츠 선수로서 활동했다. 운동 기술

적 측면에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으나 탈북 스포츠인

이라는 대중의 정치적 관심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

다. 더구나 남북한 스포츠 교류는 연구참여자가 남북의

경계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탈북과 정착의 혼

란을 다시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남한에

서 대표팀 생활과 심판으로 활동했지만, 여성보다는 남

자 지도자를 선호하는 문화 속에서 소외되어 운동 경력

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지는 못했다. 연구참여자는 북한

과는 다른 문화적, 체제적 환경 속에 이질감과 소외, 이

방인으로 중층적인 감정을 느끼며 남한에 적응하였다.

이처럼 연구참여자의 생애는 남북의 체제의 기억이 동

시에 남아있는 소중한 경험으로 볼 수 있다. 그녀의 삶

은 분명 개인적, 특수성, 구체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다가올 통일 시대에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미시적 연구는 현실적 남북 스포츠 교류

에 하나의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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