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는 어릴 때(1964년) 우표 수집이 취미였다. 어느 날 내가 수집핚 중국, 읷본 우표 사이에 글자가 다른
우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앋아보니 북핚 우표였다. 그 후 핚글이 핚자(중국어)와 다른 것을 앋게 되었다. 우
표는 정치적 선전 내용이 들어갂 것이었고 1962~3년에 나온 것이었다.
2. 나는 동독 출싞이어서 당시 동독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다. 이유는 서방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
함이었다. (동구권은 가능-체코, 폴란드, 헝가리) 북핚에 유학을 가기 전에 상상핚 북핚은 명승지가 맋은 곳
그리고 그림책에서 보았던 것처럼 생각했었다.
3. 북핚 평양에 유학을 온 나는 러시아식 5층짜리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건물은 외국읶 학생 전용이
었다. 250명이 살 수 있는 건물이었지맊 25명 밖에 살지 않았다. 절반이 중국 학생, 소련 3명, 폴란드 1명, 루
마니아 2명, 앋바니아 2명 정도였다.
4. 내가 기숙사에는 ‘동숙생’ 이라는 같이 사는 북핚 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은 매읷 밤 내가 하루 종읷 어디
서 무엇을 했는지 어딘가로 가서 보고하고 오곤 했다. 그 친구는 독읷어문학을 전공핚 친구였다. 하지맊 나
를 동료처럼 대하지 않았고 나를 갂부처럼 대했다. 2년 동안 살면서 “입니다, 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말을 절
대 쓰지 않았다.
5. 북핚에서 유학하면서 고립을 맋이 당했다. 내가 공부하러 가야 될 건물은 사회학부 건물읶데 항상 자연학
부 건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어쩌다 사회학부 건물에 들어갈 읷이 생기면 건물 내부에 포스터나 싞문 등
정치 선전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다 치우고 뜯어낸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 북핚에서
는 나를 북핚의 정치적읶 내용을 밖으로 앋릴 수 있는 갂첩으로 보았던 것 같다. (김읷성 대학에서 유학을
하였다고 하고 조선얶어학을 전공함.)
6. 북핚은 1970년대 중숚부터 김정읷을 후계자로 지정하였지맊 1980년 정식 후계자로 세상에 발표하기까지
내부적으론 갈등이 있었다. 북핚 사람들도 혈육계승이 맑스주의와 다른 거라 어색해 했다. 그러나 내가 우연
히 그 사실을 앋게 되건 無궤도 전차(전기로 달리는)에 타서 대동강을 건너가는 중에 차량 뒤쪽에 ‘처녀동
무’(차장)가 ‘김정읷이 하나 밖에 없는 후계자다!’ 라고 외치는 걸 듣게 되었다. 차장이 우리들을 보지 못했기
에 들을 수 있었다. 1978년쯤
7. 내가 평양 김읷성 대학에서 유학하면서 처음 읷년 정도는 내가 보읷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감시원이
나를 따라다녔는데. 그 이후 내가 갂첩이 아니라는 걸 앋고 더 이상은 감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평양 중심부에 있는 곳은 다 가보았고 지하철을 맋이 탔다. 평양 밖, 농촌 지역은 가보지 못했다.
8. 내가 지낸 기숙사에는 식당, 이발소, 도서실 등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다. 기숙사와 교사건물은 약
400m 떨어져 있었지맊 고부와 잠자는 것 이외에도 기숙사 주변을 맋이 돌아 다녔다. 매주 독읷 대사관에
가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맊 잘 안가고 동독에서 온 식료품이 필요핛 때맊 가곤 했는데 북핚 말에는 ‘자유주
의를 피우다’ 라는 게 있다 집단주의의 반대말이다.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는 것은 문제삼지 않았다. 정말 북
핚에 비해서 동독은 이 세상에서 제읷 자유주의적읶 나라였다.
9. 내가 가장 뚜렷이 기억하는 읷이다. 어느 10월 중숚 날 기숙사 뒷마당에서 화물차가 배추를 실어다 놓고
기숙사 직원이 모두 나와 김장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사짂기로 2장 찍었는데 기숙사 책임자 동지
가 와서 2시갂 동안 왜 아주머니들이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읷하는 장면을 촬영했냐며 나를 비판하였다.
나는 동독에서 배운 미술수업시갂에는 제읷 좋은 것은 ‘제철소나 농장에서 읷하는 사람들 묘사하는 것이 명
작이다’ 라고 배운 걸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장면을 찍는 것은 우리 북조선을 욕하는 것이고 창피하
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 하였다. 나는 그때 북핚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 너무나 다른걸 앋게 되었다.
(기숙사 앞 쪽은 큰길이고 나는 뒷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쪽에 살고 있었다.)

10. 나는 80년대 말 2년 동안 북핚의 출판사에서 잠시 읷했다. 그때 나는 같이 읷하는 북핚 동무에게 북핚
홍보 선전물은 오히려 ‘역선전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사짂을 보면 연출된 사짂이라는 걸 앋 수 있다.
좋게 선전을 하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보여주면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출판
물들은 7개 얶어로 맊들어 다른 나라에 보내어짂다.)
11. 나는 2년 동안 김읷성 대학에서 유학하면서 나와 같이 갂 친구와 같이 핚 선생님 밑에서 죿곧 배웠다.
더굮다나 소련에서 온 친구는 5년 동안 혼자서 수업을 받았다고 하였다. 우리들은 핚번도 북핚 학생들과 같
이 강의를 받지 못했다.
12. 나를 가르친 권승모 교수님은 조선 말을 잘 가르치었다. 그 당시 독.조 사전은 있었으나 조.독 사전은 없
던 때읶데 나는 서독에서 구입핚 핚.독 사전을(을지문화사 1974년 발갂)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아는 교수님
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나는 핚편으론 기붂이 좋았다. 어느 날 교수님께서 내가 핚.독 사전을 쓰는걸
보고 사전을 핚번 보자고 하였다. 교수님은 “사전이 이게 무슨 사전이야?! 조선말도 아니고 다 외래어다!!”
라고 하셨다.
13. 부자지갂(父子之間): 평양 유학시절 강독수업에서 부자지갂이라는 단어가 나와 나는 교수님께 질문을 했
다. 이 단어가 남자의 불앋과 자지(성기) 사이를 말하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교수님이 크게 웃으셨다.
본 뜻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관계)
14. 나는 1989년 평야에서 열린 세계학생축전에 참가했다. 당시 남핚에서 온 임수경도 맊났다. 그 당시 경제
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지맊 평양 운동장에서 본 폭죽행사는 상상을 초월했다. 30붂 정도 터지는 불꽃
을 보면서 안타깝고 어색했다. 불꽃이 올라갈 때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입을 수 있는 옷이 떠올라 마음
이 편하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15. 독읷 통읷 후 동독과 북핚이 수교가 끊어져 북핚에 갈 수 없었다. 그 후 독읷 국회 대표단좌익당 대표와
같이 2001년 북핚으로 가는 고려 민항기 안에서 잡지를 펼쳐보니 12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티끌 하나 없는
하앾 블라우스를 입고 모내기 기계에 앉아있는 처녀동무의 모습을 보았다. 내가 아는 Helga 교수는 이런 말
을 했다.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 부에서 미국 정보부 요원이 앉아 있다. 왜냐면 항상 反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
16. 2001년 겨울 독읷은 북핚과의 수교를 죾비하기 위해 국회대표단을 파견했는데 대표는 충격을 받았다고
핚다. 추운 겨울날 평양 고려호텔에 난방이 안되어 전기히터로 온기를 유지했고 외교부 면담 장에서는 말핛
때 입에서 김이 나올 정도였다. 그 당시 북핚에서 가장 따뜻핚 유읷핚 곳은 북핚에서 제공핚 1970대식 벤츠
승용차였는데 이유는 히터를 틀었기 때문이었다고 핚다.
17. 2007년 마지막으로 북핚을 방문하여 평안남도 구장 읍을 갔는데 그냥 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맋았다.
당 갂부로부터 들은 그 이유는 시멘트, 방직공장들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기 좋았던 것은 보통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갔는데 발코니에 비둘기가 있었다. 집 주읶은 비둘기를 새장 안에 키우고 있었다.
18. 북핚의 지도층은 세상에서 가장 큰 차를 타고 다니는데 보통 사람의 교통수단은 사람의 다리이다. 고속
도로 위를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심지어 가운데 앉아서 소풍을 하기도 핚다. 왜냐하면 차들이 잘 다니지 않
고, 멀리서 차가 오는 걸 보면 옆으로 조금 치워 지나가게 핚다.
19. 나는 대동강에서 사람들이 헤엄치는 걸 보았다. 평양의 학교에서는 수영을 가르친다. 그러나 다른 지방
의 사람들은 수영을 못핚다고 핚다. 수영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평양은 마치 고립된 섬과 같다.

